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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이세보 시조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시조집의 양상 및 편찬 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시가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데에 목

적을 둔다.

이세보는 시가문학사상 가장 많은 시조를 창작한 작가로서 작품에 대한 다방

면의 논의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그 일부만이 조명되거나 주제 유형별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종합적인 작가론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작가의 계층에 입각

하여 작품의 성격을 보수성과 유흥성으로 환원해온 시각이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작품 전반의 가치가 제한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무엇보다 그간의 연구사에

서는 작품세계의 핵심적 기반에 해당하는 시조집들의 존재가 간과되었던바, 이

는 시조집 편찬 과정에 반영된 작가의식의 다양한 부면이 누락되어 왔음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시조집 중심’의 연구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고 이세보 시조의 다양한 국면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시조집에

반영된 작가의 현실인식과 미적 지향, 편찬 당시의 사회문화적 조건 등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 시조집 간의 관계에 비추어 작품세계의 변모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조집 중심의 방법론은 작가의 삶과 문학을

입체적이고도 정치하게 이해하는 데 유효한 접근 방식이라 판단하였다.

Ⅱ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 과정과 자료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먼저 작

가의 생애를 개괄한 뒤, 문헌을 직접 열람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집의

서지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세보 시조집을 시가 별집A, 시가
별집B, 시가, 신도일록, 풍아(소), 별풍아, 풍아(대) 별집, 풍아(대)의 8
종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개별 시조집의 작품 수록 양상과 체재, 편찬 시기 등을

상세히 살피면서, 시조집 간의 연관성 및 선후 관계를 새로 규명하였다. 이를 토

대로 시조집의 전체상을 조망하며 체계화를 시도한 결과, 예비단계로서의 자료를

제외한 이세보 시조집은 연행을 위한 ‘노래[歌]’로서의 성격을 중심에 둔 시조집

(시가, 별풍아),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주로 하여 ‘시(詩)’로서의 지향
을 내포한 시조집(신도일록, 풍아(소)), 이전의 시조집들을 종합하여 재구성

하고 체재를 정비한 시조집(풍아(대))의 세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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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Ⅳ·Ⅴ장에서는 앞서 논한 시조집의 계열을 바탕으로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

가의식을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연행을 위한 노래로 구성된 시가와 별풍아
를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두 시조집에서 작가적 관심과 미적 특질이 상

이하게 구현된 양상에 주목하였다. 시가에서는 풍류성을 제고하고 청자와의 유
대감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주류였던 반면, 별풍아에서는 극적 구성과 격절된

공간 설정과 같은 방식을 통해 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유와 고유한 미의식이 도

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에게 있어 연행을 위한 노래가 오락적인 목

적에만 긴박되지 않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Ⅳ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을 모색한 신도일록과 풍아(소)를 대상

으로, 연행 현장에서 분리된 작가의 의식이 개인적·사회적 현실에 당면하여 어떠

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살폈다. 신도일록에서는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유배 인식이 공존하였던바, 이로 인한 내적 혼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성찰

시조’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풍아(소)에서는 전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형태적 특징과 함께, 작가의 다층적인 현실인식이 권계 방식을 세분화한 ‘관

리권계 시조’와 복합적 대민의식에 기반한 <농부가>로 구현된 양상을 확인하였

다. 이처럼 동시기에 편찬된 두 시조집을 통해, 내밀한 감정과 진지한 현실인식

을 담아내는 시적 양식으로서 시조의 가능성이 확장되었음을 논하였다.

Ⅴ장에서는 풍아(대)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살폈다. 먼저 선행 시조집의 재구
성 양상을 분석하여, 재구성의 과정이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며 문예성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시조집의 체재와 신출 작품의 성격을

고찰하여, 작가가 수용의 문제를 적극 고려하면서 완비된 체재와 효용성을 갖추

고자 하였음을 보였다. 이로써 풍아(대)의 편찬이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과 체

제의 완비 작업을 통해 정본(定本)을 추구하는 작업이었으며, 이 시조집의 의의

는 기존 작품들을 단순히 수합하는 차원을 넘어 작품세계의 문예적 수준과 대외

적 효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가적 정체성이 기입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

아야 한다고 논하였다.

Ⅵ장에서는 이세보가 지닌 시조 인식의 변모 과정을 살피며 작품세계의 전체

상을 조망한 뒤, 19세기 시가문학사의 흐름에 비추어 이세보 시조의 가치와 시

가사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먼저 이세보에게 있어 시조의 의미란 기왕의 통념

처럼 유흥적 취향이나 특정한 계급의식에 고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을



- iii -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들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된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제반 과정 내내 이세보의 시조가 시조창 양식을 유지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는 시조가 내면의 표현을 위해 창작되었다 해도 언제든

가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조관에 따른 것으로, 시조창은 최소한의 음악적 형

식을 보장하면서도 문예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양식으로서 이세보 시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양식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이세보의 작품세계를 시(詩)와 노래[歌] 중 어느

한쪽을 특권화하지 않는 시가(詩歌)로서의 향유방식을 견지하면서 개인의 일상

적 감정과 사유를 미학화하려는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이와 같

은 시조 창작의 조류는 가곡창의 악곡이 고도화된 19세기의 예술적 환경 속에서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이었지만, 시조창을 자신의 양식으로 전유하며 그 가능성

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이세보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고 더욱 다채롭게 구현된 것

이었다. 이로 볼 때, 그의 작품세계는 고급화 경향과 대중화 경향이라는 이분법

적 구도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시조사의 주요한 저류와 시조 담당층의 존재를

시사한다. 따라서 이세보 시조는 19세기 시가사의 동향을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

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나

아가 시조라는 장르가 다양한 양식이 부침하였던 근대전환기를 통과하면서도 어

떻게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및 향유되며 개화기로 이어질 수 있었

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세보 시조의 존재 양상은 이 시기의 시조가 특정한 목적에 복무

하거나 통속성에 고착되며 퇴조한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주제와 미적 지향, 향

유방식을 아우르면서 예술에 대한 당대인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세보의 작품세계와 작가적 위상은 향락적 태도나 보수

적 계급의식으로서가 아니라, 19세기 시조가 보여준 시대적 대응의 일면을 대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조명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이세보, 시조, 시조집, 편찬 과정, 시조창, 19세기, 시가, 신도일록,
풍아(소), 별풍아, 풍아(대)

학 번 : 2016-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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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본고는 이세보(李世輔, 1832∼1895) 시조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시조집의 양상

및 편찬 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시가사적 의의

를 재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시가문학사에서 이세보는 역대 가장 많은 시조를 창작한 작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 여러 시조집에 수록된 463수의 작품들은 학계에 소개되자

마자 19세기 문학사의 지형을 새로이 구축하는 대상으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관

련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작품 일부만이 부각되거나 작가의 계

층성에 입각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세보 시조의 가치와 의의는 평가 절하

되거나 제한적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간의 연구사에서 그의 작품세

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에 해당하는 시조집들의 존재가 간과되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는 기초 조사의 미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시조집 편찬 과정

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연구가 누적되어 왔음을 가리키기 때

문이다. 이에 본고는 이세보가 엮은 시조집 전체의 존재 양상과 편찬 과정을 정

밀하게 밝혀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가의식에 대한 본격적

인 고찰을 시도하면서, 이세보의 작가적 위상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이 조명된 이세보 시조의 문학사적 의의를 시가문학사에 온당하게 기입함으

로써, 19세기 시가의 존재 양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갱신하는 데까지 나아가

고자 한다.

이세보 시조에 대한 연구는 풍아(대)를 비롯한 시조집들을 학계에 소개한

진동혁에 의해 시작되었다.1) 그의 발굴로 풍아(대)는 가장 많은 시조를 수록

한 개인 시조집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세보는 역대 최다 시조를 창작한 작가

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진동혁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세보의 가계와 생

애를 밝히는 한편, 주요 유형들을 고찰한 일련의 연구와 자료적 성과들을 제출

함으로써 작가 연구의 기틀을 닦았다.2) 이 과정을 통해 이세보 시조는 기존의

1) 진동혁, 시조집 풍아 의 작자연구 , 한국학보 20, 일지사, 1980.
2) 진동혁, 이세보의 시조 연구 ,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a; 이세보의 월령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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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 시조와 구분되는 주제적 다양성이 특기되며 조선 시조의 마지막을 가장

성대하게 장식하였다고 평가되었고, 18세기 이후 쇠퇴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대

부 시조의 명맥이 이세보로 인해 부흥하였다는 논의가 뒤따르기도 하였다.3)

이후 1990년대에 들어 “봉건 해체기, 혹은 근대전환기의 핵심적 문제들을 아우

르고 있는 결정적 국면”4)으로 호명된 19세기 시가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이세보

시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19세기 시조사를 전문가객들이 주도

한 고급예술과 대중적 수요에 기초한 통속예술 및 사대부 시조의 흐름으로 분류

한 가운데 사대부 작가의 사례로서 이세보를 지목한 연구,5) 19세기 향촌 사대부

와 구분되는 특권 사대부의 대표로서,6) 혹은 개인 시조집을 산출한 작가들 중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로서 이세보를 조명한 연구7)들이 연이어 제출

되며 작가의 시가사적 위치를 비정해 나갔다.

이처럼 19세기 시조에 대한 주목과 맞물리며 전개된 이세보 시조 연구는 다양

한 주제 중에서도 특히 ‘현실비판’과 ‘애정’ 유형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9세기 시조 전반을 살핀 연구뿐 아니라 개별 작가론에서도 이어지면서,

두 주제를 축으로 이세보 시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점을 형성하기도 하였

다.8) 이러한 관심의 편중에는 두 주제를 다룬 작품들의 방대한 양과 함께, 해당

주제들이 전래의 사대부 시조에서 보기 드문 주제로서 작가의 고유성을 드러내

조고 , 국문학논집 10,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b;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
논문집 15, 단국대학교, 1981c; 이세보의 철종조 현실비판시조고 , 동방학지 30, 연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a; 이세보 애정시조 고찰 , 동양학 12,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1982b; 이세보 기행시조 연구 , 어문논집 23, 안암어문학회, 1982c; 이세보
시조 연구, 집문당, 1983; 주석 이세보 시조집, 정음사, 198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
소, 이세보 시조집,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3) 김인구, 이세보론 ,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4) 고미숙, 19세기 시가사의 시각 ,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
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5)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 예술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에 재수록).

6) 정흥모, 19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 주요 작가의 의식지향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4(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에 보완 및 재수록).

7) 이동연, 19세기 시조의 변모양상: 조황·안민영·이세보의 개인시조집을 중심으로 , 이화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19세기 시조 예술론, 월인, 2000에 재수록).

8) 고은지, 이세보 시조의 창작 기반과 작품 세계 ,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375면; 이동연, 앞의 책, 146-177면; 성무경, 19세기 축적적 문학담론과 이세보
시조의 작시법 , 한국시가연구 27, 한국시가학회, 2009a, 164-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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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용이하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9) 그러나 더 근본적으

로는 근대로의 이행서사(移行敍事)를 전제하고 작품 속에서 근대 지향적이거나

탈중세적 징후를 포착하려는 연구사의 추이 속에서,10) 현실비판과 애정이라는

주제가 이세보 시조의 다른 어떤 측면보다 ‘근대적 성취’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선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군은 일찍이 ‘현실비판시조’로 호명되며 연구사 초

기부터 주목 받아왔다. 이 작품들에 구체화되어 나타난 사회 모순과 부패한 관

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이세보 시조의 주요한 성과로 특기되었다.11) 반면,

작가의 계층에 따른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개혁 의식을 보여주지 못했

으며, 작품에 반영된 비판적 태도 역시 일시적일 뿐 결국 지배질서의 옹호로 귀

착된다는 비판적 해석이 최근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12)

이처럼 현실비판시조의 공과를 논한 연구들은 입장의 차이는 있으되 기존 질

서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작품 해석의 주류로 정착되

는 과정에서 비판적 태도가 선명하지 않은 작품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수적 의식에 따른 결과로 쉽게 설명되었던바, 이에 기존의 논의들은 해당 작

품군에 혼재된 다양한 표현 방식과 현실인식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

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작품군이 엄밀한 의미의 ‘비판시’로 일괄될 수 없

9) 진동혁은 연구사 초기에 이세보 시조의 내용을 개괄하는 과정에서 애정을 다룬 내용을
104수, 현실비판적인 내용을 61수로 집계한 바 있다(진동혁, 앞의 책, 1983, 106면). 한
편, 현실비판시조와 애정시조를 묶어 탈관료적 성향을 드러낸 작품군으로 평가한 김준
옥의 논의는 두 주제를 기존의 관료적인 사대부 시조와 차별화된 것으로 인식하려는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김준옥, 이세보 시조의 두 경향과 문학사적 위치 , 시조학
논총 13, 한국시조학회, 1997a).

10) 김흥규, 특권적 근대의 서사와 한국문화 연구 ,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218면.

11) 나정순, 19C 시조의 성격과 그 의미 ,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8(고전
시가의 전통과 현재성, 보고사, 2008에 재수록); 박길남,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 , 한
남어문학 15,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9; 강혜숙,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 연구 ,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2) 고미숙, 앞의 책, 272-282면; 정흥모, 앞의 책, 190-207면; 고은지, 앞의 논문; 이동연,
앞의 책; LIANG JINGYING,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 연구 ,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정화, 이세보 시조의 의미 지향과 형태적 특징 - 현실비판시조를 중심으로 ,
어문학 154, 한국어문학회, 2021.



- 4 -

다는 견해들이 제출되었고, 작품군의 면모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일

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3)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들 역시 작품에 내재된 복합적

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위민의식이나 치열한 현실비판의 부재를 지

적하는 평가로 결론을 맺고 있어, 작품 해석의 수준을 진전시켰다고 보기 어렵

다. 이제 작품의 표면에 천착하여 비판적 태도의 진정성을 판정하고 가치를 평

가해온 방식과 비판적 거리를 두고, 그간 현실비판시조로서 호명되었던 작품들

의 실상이 ‘현실비판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작가가 문제를

다룬 방식과 그 이면에 놓인 현실인식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경우, 도학적 태도를 벗어나 진솔한 감정을 주

제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되면서 중세를 해체하는 데 기여한 작품군으로 적극 평

가되기도 하였다.14) 반면 이 작품군이 실제 체험의 표현이 아니라 풍류 현장에

서 유통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이에 진솔한 감정이 형상화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출되기도 하였다.15) 이후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이

향유된 환경이 해석의 근거로 부상하면서 풍류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유흥

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16) 이는 진지한 내면에 대한 고찰과 여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다거나 전반적으로 시적 형상성이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17)

13)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分’ 의식과 정서표출의 두 국면 , 동양학 20, 단국대학교 동
양학연구소, 1990; 이세보 시조의 관료비판과 위민의식 , 시조학논총 13, 한국시조학
회, 1997; 김은희, 이세보 시조 연구: 현실비판시조를 중심으로 , 덕성여대논문집 30,
덕성여자대학교, 1999.

14) 진동혁, 앞의 논문, 1982b; 박노준,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특질과 그 시조사적 위상 ,
어문논집 33, 안암어문학회, 1994; 정흥모, 이세보 애정시조의 특징과 유통양상 , 어
문연구 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신연우, 이세보 시조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
한국문학연구 3, 경기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93. 일각에서는 이 유형 전반을 연군의
식의 소산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윤정화, 이세보 애정시조의 성격과 의미 , 한국
문학논총 21, 한국문학회, 1997), 일반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15) 박노준, 앞의 논문, 1994.
16) 정흥모, 앞의 책; 박규홍, 이세보의 애정시조와 가집편찬 문제 , 한민족어문학 55,
한민족어문학회, 2009; 손정인, 이세보 애정시조의 성격과 작품 이해의 시각 , 한민족
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17) 고은지, 앞의 논문; 이동연, 이세보의 기녀등장 시조를 통해 본 19세기 사대부의 풍류
양상 ,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박지선, 이세보 애정관련 작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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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이 속에서 초기에 잠시 주목되었던 애정시조의 독특한 표현 방식과

작가의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의미를 풍류

라는 외적 조건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관점 아래, 애정에 관한 작가의 사유와

그 표현 방식의 의미가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절하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

가 있다. 관련하여 정념을 다룬 이세보 시조에서 ‘인간탐구의 시선’을 포착한 논

의18)와 표현 기법이나 구성 등에 있어 여전히 규명할 점이 남아 있음을 지적한

최근의 논의19) 등은 애정시조의 내적 특징과 그 의미를 더 정밀하게 읽어낼 필

요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들은 방대한 이세보 애정시조의 일부만을

취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던바, 작품들의 전모를 바탕으로 그간 유흥의 도구로

일괄되었던 이 작품군의 특징과 작가의식의 실체에 다가서려는 시도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폈듯 1990년대 이후 현실비판시조와 애정시조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보수성과 유흥성을 이세보 시조의 주요한 성격이자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19세기 문학에서 탈중세적 성격을 간취하

려 하였던 목적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근대적 성취’에 미달한 지

점에 착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대로의 이행 구도 하에 이

세보 시조의 좌표를 가늠하려 하였던 연구들은 20세기 초엽 개화기 시조와의 관

련성에 주목하며 작품의 의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20) 이러한 견해들은 19세기

전후의 시가사의 계보를 구성하려는 시도로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그

논의의 근거가 이세보의 현실비판적 의식과 개화기 시조에 담긴 우국정신 간의

유사성 내지 4·4조의 리듬이나 종장 말구의 생략과 같은 피상적인 상동성에 의

존하고 있어,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이세보 시조 연구는 이전처럼 19세기 시가사의 맥락 속

에서 작가와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기존

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작품세계의 세부 국면에 착목하는 추세로 전환되었

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현실비판 및 애정

성 문제와 표현기법 , 반교어문연구 25, 반교어문학회, 2008;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8) 김흥규, 옛시조의 모티프·미의식과 심상공간의 역사, 소명출판, 2016.
19) 육민수, 이세보 애정시조의 표현 기법과 구성 양상 , 국제어문 89, 국제어문학회, 2021.
20) 나정순, 앞의 책, 130-133면; 고미숙, 앞의 책, 281-282면; 이동연, 앞의 책, 238-239면;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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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주제를 고찰한 부류, 표현 및 형식적 특성을 규명한 부류, 시조집의 양상을

살핀 부류가 그것이다.

첫 번째 부류인 주제론적 연구의 경우, 특정한 유형에 편중되었던 이전과 달

리, 다양한 주제들로 관심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갔다. 연구사 초기에 잠시 관

심을 받은 뒤 단절되어 있던 유배시조 연구는 신도일록(薪島日錄)에 대한 논

의를 기점으로 다시 활기를 띠면서, 작품에 반영된 유배객으로서의 처지와 의식

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21) 이 외에도 배타적 이적관(夷狄觀)과 공적 소통의 맥

락에서 사행시조를 고찰한 연구,22) 위정자의 관점에서 <농부가>를 읽어낸 연

구,23) 순창 팔경(八景) 시조의 시상 전개를 살핀 연구24) 등이 진행되었다. 이 외

에도 이세보의 유일한 가사인 <상사별곡(相思別曲)>에 대한 연구25)도 제출되면

서 작가를 폭넓게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해왔다. 이 논의들은 그간 관심의 사각

에 머물러왔던 작품세계의 다양한 국면들을 조명하는 한편, 특히 작가의 감정

상태나 의식적 지향과 같은 내적 영역을 세밀하게 밝히려는 의욕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각각의 성과를 작품세계 전반의 특징과 연관시키

거나 역사적 맥락 및 문학사적 의의를 모색하는 데로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21) 박길남,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 한남어문학 17,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92;
정우봉, 조선시대 국문 일기문학의 시간의식과 회상의 문제 , 고전문학연구 39, 한국
고전문학회, 2011; 이세보의 국문 유배일기 신도일록 연구 , 고전문학연구 41, 한
국고전문학회, 2012; 김정화, 이세보 유배시조의 특질과 함의 - 신도일록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2017; 김윤희, 이세보의 유배일기 신
도일록에 수록된 시조의 연작성과 자기 위안 ,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 이승복,
<신도일록>에 나타난 유배체험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
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정인숙, 이세보 유배시조에 나타난 ‘병든 몸’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 한국시가연구 53, 한국시가학회, 2021.

22) 김윤희, 19세기 중반의 사행 체험을 기억하는 문학적 방식 - 이세보의 사행시조에 대
한 재고찰 , 온지논총 43, 온지학회, 2015.

23) 신성환, 이세보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대응 - <농부가> 다시 읽기 , 열상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24) 김승우, 이세보의 <순창팔경가> 연구 ,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학회, 2018.
25) 김인구, 이세보의 가사 <상사별곡> , 어문논집 24·25, 안암어문학회, 1985; 정인숙,
이세보의 <상사별곡> 재론 , 한국시가문화연구 14, 한국시가문화학회, 2004; 손정인,
이세보 <상사별곡>의 성격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
회, 2013.



- 7 -

두 번째 부류인 표현 및 형식에 대한 연구의 경우, 개별 작품의 내적 특질에

착목하여 이세보 시조의 성격을 밝히려는 시도로서 어휘나 소재 중심의 분석을

시작으로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상징이나 담론 양상, 화자와 시점, 종장의 형

태 등, 작품의 다채로운 표현 기법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26)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의 논의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이 현상을 추수하

는 단계를 넘어 그 배후에 놓인 작가적 지향을 탐문하는 데로 나아간 경우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는 기왕의 논의들이 표현적 특징의 의미를 유흥 현장의 흥취

를 고취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단순화하거나, 개화기 시조와의 관련성을 입증하

는 증거로 동원하는 데 그쳐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에 관한 논의가 작품세

계에 대한 심화된 이해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시야를 작품의 표면에 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작가의식에 대한 탐구와 긴밀하게 연동하여

그 상호 관계까지 고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인 시조집에 대한 연구는 앞선 두 부류에 비해 매우 공소한 편이

다. 8종27)에 이르는 이세보의 시조집들은 진동혁의 자료 소개 이후 다소 산만하

게 흩어져 논의되다가 한 차례 정리된 바 있다.28) 이후 대표적인 시조집으로 알

려진 풍아(대)의 양태를 파악하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되면서,29) 그 전반적인

체재와 작품 수록 양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시

조집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조집의 작품 배열 순서를 비교한 연구30)와 별풍아

26) 진동혁, 이세보 시조의 어휘적 고찰 , 시조학논총 1, 한국시조학회, 1985; 진재식,
이세보 시조 연구 - 주제분석 및 자연소재 꽃, 나무, 새의 분석 , 단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0; 김준옥, 이세보 시조의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 논문집 11, 여수대학
교, 1997b; 이동규, 이세보 시조의 동물상징성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은희, 이세보 시조의 담론 양상 ,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양덕점,
이세보 시조 종장말의 표현 연구 ,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변은숙, 이세보
시조의 형식적 특성 연구 , 문창어문논집 44, 문창어문학회, 2007.

27) 본고는 자료 검토 하에 이세보 시조집을 총 8종으로 산정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최초
로 제기한 것이다. 기왕의 논의들은 서로 다른 책자를 동일한 것으로 묶어 파악하거나
영인되지 않은 문헌을 집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시조집의 개수를 6종, 혹은 7종으로
파악하여 왔던바, 이는 자료의 실상에 비추어 정정되어야 한다. 관련해서는 본고의 Ⅱ
장 2절에서 상술한다.

28) 오종각,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특징에 관한 재고 , 단국어문논집 2, 단국대학교 인문
과학대학 단국어문연구회, 1998. 이 연구에서는 이세보 시조집을 7종으로 산정하였다.

29) 정흥모, 앞의 책; 고은지, 앞의 논문;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30) 윤문영,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체계와 작품세계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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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와 특징을 자료 소개의 차원에서 조명한 연구31)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

이다.32) 이처럼 여타 시조집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은 이를 풍아(대) 편찬
에의 준비 작업으로 규정한 초기 연구의 견해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

며,33) 이세보 시조의 대부분이 풍아(대)에 수록되어 있다는 전제에 의거하여

다른 시조집의 작품들까지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시조집이 지닌 개성적인 체재와 내용 구성은 이들의 의미가 단순한 준비 작업으

로 귀속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작품의 실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422수가 수록된 풍아(대)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463수에 달하는 이세보

시조 전편 중 41수의 작품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자료

에 대한 정치하지 못한 이해로 인해 작품세계의 양상이 제한적으로 파악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확인한바, 이세보 시조에 관한 연구의 동향은 초

기의 자료 소개 이후 19세기 문학사에 대한 특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와 한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개별적인 관심사에 입

각하여 특정 주제나 형식과 같은 세부 영역에 착목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경향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세보 시조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합

적인 작가론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대

31) 신경숙, 이세보가 명기 경옥에게 준 시조집, (을축)풍아 , 고전과 해석 1, 고전한
문학연구학회, 2006.

32) 신도일록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제출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일기문으로서의 성격
에 집중한 것으로, 작품을 일정한 체재에 따라 수록한 시조집으로서 고찰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정우봉, 앞의 논문, 2012; 조수미, 유배일기에 기록된 가족 사별(死別)과
유배객의 심적 상태 - <적소일기>와 <신도일록>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55, 한
국고전연구학회, 2021.

33) 다만 신경숙은 ‘기녀 경옥(瓊玉)에게 써서 준다’는 별풍아의 기록에 착안하여 다른
시조집들에 대해서도 풍아(대)의 준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편찬
의도로 재편집된 것인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규홍 역시 이에 동의
하면서 이세보 시조집 중 대부분은 타인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는 완성
이 되고 일부는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일
부 근거를 통해 가능성만을 제기하였을 뿐, 실제 개별 시조집에 대한 고찰로 심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통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신경
숙, 앞의 논문, 2006, 218-219면; 박규홍, 앞의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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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들에 내포된 다양한 주제들과 표현 및 형식에 관한 분석은 물론, 시조집

각각에 대한 검토, 작가의 삶과 의식에 관한 탐구 등의 제반 성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시도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

인바, 연구사에서 이세보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고찰은 자료를 소개

한 진동혁의 초기 연구 이후 오종각에 의해 한 차례 수행되었을 뿐이다.34) 그러

나 해당 연구조차 작가의 생애와 시조집의 양상, 형태적 특징과 같은 각 논의를

각개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작품 분석에 있어 그 내용을 사랑, 가르

침, 유흥 등으로 단순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존의 논의를 진전시켰다거나

각각의 분야를 수합했다는 것 이상의 의의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종합할 것이며 그 결과를 어떠한 매개를 통해 유기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아직까

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이세보 연구는 작품세계

의 총체적 면모보다 세부 국면 내부의 의미와 고유성을 밝히는 데에 관심을 집

중하면서, 개별적인 성과들이 상호 소통되거나 보완되는 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세보 시조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

대한 작품수’와 ‘다양한 주제’만이 거듭 부각되고 있을 뿐, 작품세계의 미적 특질

과 작가의식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본고

는 이세보 시조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위해 시조와 시조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

되, 작품세계의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이세보 시조의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연구사 초기에 제기된 부정적 평

가가 여전히 작품을 이해하는 준거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근대적 성취를

기준으로 앞세웠던 기존의 연구에서, 이세보 시조의 성격은 시대에 역행하는 보

수성과 유흥성으로 환원되었고, 전대는 물론 동시대 작품들에 비해서도 미적 성

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실비판 및 애정시

조 외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작품 자체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을 경유하지 않고 상층 사대부라는 계층성에 착목하여 이루어

진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세보 시조에 대한 부정적

34)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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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상당 부분이 이른바 ‘서민적인 것’에서 탈봉건적 징후를 포착하고 진보적

가치를 부여해온 연구 경향과 결부되었던 것으로, 이때 사대부라는 이세보의 계

급적 기반은 당시 연구자들의 평가 기준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19세기 시조사에서 이세보 시조의 가치와 위상을 주변화하는 결과

로 이어졌다.

문제는 근래의 연구에서조차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못

한 채 재생산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작품세계 전반의 시가사적

의의와 가치보다 세부 영역에만 집중해 온 최근의 연구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세보의 작가적 면모 및 작품세계의 전체상에 관한 전면

적인 재평가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세보에 대한 개별 논의들은 결국 기

존의 시각을 재승인하거나 반복하는 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35) 이에 본고는

이세보 시조에 대한 정밀한 작품론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는 사상되거

나 왜곡되어 왔던 작품의 고유한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를 재고해야 할 필요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현 단계의 이세보 시조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작가와 작품의 복잡다기한 국면을 단순화하거나 누락시키

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는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과, 작품의 가치와 시가사적 전

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총체적인 작가론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세계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유기적으로 연

결하여 사유할 수 있는 시각이 요청된다. 작가의 삶과 사회문화적 배경, 작품들

과 시조집의 존재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작품 내의 다양한 주제들은 어

35) 실제로 세부 유형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에서 이세보에 대한 평가는 배타적 화이관과
이상적 세계 질서를 드러냈다든지(김윤희, 앞의 논문, 2015), 중세적 가치관과 관료주의
적 세계관을 지녔다는 식으로(김정화, 앞의 논문, 2021), 기왕에 제기되었던 보수적인
사대부로서의 작가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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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작가의식 하에 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실제 연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세보라는

작가의 특징과 작품세계의 양상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세보가 시조의 작가이자 시조집의 편찬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조집 중심’의

방법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이세보 시조집은 총 8권에 달하는바, 각 시

조집은 작가의 삶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의도로 편찬되었으며 서지

형태는 물론, 수록 작품의 양상과 체재 등에 있어 상이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세보는 한 작품을 여러 시조집에 중복수록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구절이나 표현을 변개한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같은 작품이

수록 시조집의 성격이나 배치된 자리에 따라 상이한 주제를 지니게 된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세보에게 시조집 편찬이란 단순한 작품의 수합이 아니라 어떤 작품

을 선정하여 수록할지, 선정한 작품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변개를 가할지,

해당 작품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수반한 작업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에는 편찬 시점에 이세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배경은 물론 작가의 현실인식과 미적 지향, 시조관(時調觀) 등이 복합적

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36)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집적된 자료

로서 시조집에 주목하며 그 수록 작품들을 고찰한다면, 작품의 내적 특징은 물

론 작품의 창작 및 수록, 배치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총체적인 작가의식에 접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6) 조해숙은 시조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의미를 논하는 자리에서, 작품이 창작된 시점
과 시조집에 수록될 때의 시점은 서로 다르며, 시조집을 경유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작
업은 창작 당시의 배경에 더하여 시조집 편찬 시점의 시대 의식 및 편찬자의 선시관
(選詩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조해숙, 시조에
나타난 시간의식과 시적 자아의 관련 양상 연구 - 《청구영언》과 《가곡원류》의 비
교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4-33면). 이러한 관점은 이세보
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바,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에는 창작 당시의 의도
뿐 아니라 해당 시조집을 편찬한 시점의 내·외적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조집 중심의 작품 분석은 창작 시점의 의식은 물론, 시조집에 반영된
제반 조건들 및 편찬의식을 함께 밝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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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방법론은 시조집 전체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실증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선행연구에서는 작품들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뿐 작품이 수록

된 시조집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각 시조집의 서지 사항이나 작품의

구성, 작품수와 같은 기초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

는 각 시조집의 구체적인 양상과 편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작품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하도록 한다.

실제 작품의 분석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설정한 시조집 중심의 접근 방식은

기존에 활용된 ‘유형 중심’의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세보 시조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은 풍아(대)의 시조만을 대상으로, 혹은

작품이 수록된 시조집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애정, 유배 등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임의로 설정된 것인바, 동일 유형에 속한 작품들이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산정되

는 등, 작품 이해에 혼선을 야기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37)

아울러 유형 중심의 접근 방식 하에서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작품들 간의

관련이 전무한 것처럼 취급되거나, 반대로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작품들끼리는

서로 간의 이질성이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기존의 논의에서는 서로 다

른 유형으로 취급된 농민의 삶에 대한 시조나 현실비판시조 중, 어느 한 쪽에

국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작가가 지닌 현실인식의 전모가 파악되기 어려

웠다. 애정시조 유형으로 분류된 작품군의 경우, 이에 속한 작품들이 다루고 있

는 다채로운 감정과 그 안에 내포된 작가의 의도가 세분화되지 못한 채 동질적

인 것으로만 논의가 이어져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가능

한 한 줄이며 작가의식의 실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떤 유형을 설정

하고 어떤 작품들을 그 유형에 귀속시켰는지가 아닌, 이세보가 어떤 시조집을

편찬하였고 어떤 작품들을 해당 시조집에 수록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문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37) 예컨대 ‘유배시조’의 경우, 논자에 따라 이에 포함되는 작품이 78수(진동혁, 앞의 책,
1983, 163-166면)에서 150수(이재식, 유배시조 범위재고 , 건국어문학 21·22,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762면)까지 집계되기도 하였다. 다른 예인 ‘현실비판시조’의 경
우에는 ‘유배시조’보다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편이긴 하나, 역시 논자에 따라
60수에서 63수까지 다르게 산출되고 있어(진동혁, 앞의 책, 1982, 106-162면; 이동연, 앞
의 책, 165면; 강혜숙, 앞의 논문, 25-27면; 정흥모, 앞의 책, 190면), 어떤 작품이 ‘현실
비판시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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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형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산출된 작

품군만을 조명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이세보의 삶과 작품의 궤

적은 정태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조집 중심의 접근 방식은 작품이

수록된 시조집의 편찬 시점 및 시조집 간의 선후관계를 통해, 이세보 시조가 시

기에 따라 어떠한 변모 과정을 보여주는지 통시적으로 조감하는 작업을 가능하

게 한다. 나아가 이세보의 작가상을 상층 사대부라는 단일한 계층성에 고착시키

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경로와 계기에 따라 유동하는 정체성에 입각해 입체적

으로 재구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조집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작가의 삶과 문

학을 이해하는 데 보다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부 국면

을 포함한 작품세계의 전체상을 총체적으로 고구함으로써, 이세보 시조의 가치

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시가사적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

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 과정과 자료적 특징을 고찰한다. 먼저 시조

창작 및 시조집 편찬의 배경으로서 작가의 생애를 개괄하고, 이후 시조집의 양

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는 우선 자료를 직접 열람한 결과를 바

탕으로, 기왕에 알려진 서지적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어

개별 시조집의 작품 수록 양상과 전체적 체재 등을 살피는 한편으로, 이를 다른

시조집의 성격과 연결하여 이해함으로써 이전까지 드러나지 못했던 시조집들 간

의 연관성 및 선후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이세보 시조집의

전체적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이후 논의의 토대가 될 시조집의 계열 관

계를 규명한다.

Ⅲ·Ⅳ·Ⅴ장에서는 자료 검토를 통해 설정된 시조집의 세 계열을 기준으로, 기

왕의 논의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세보 작품세계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가의

식의 다채로운 국면을 고찰한다. 먼저 Ⅲ장에서는 풍류 현장에서의 연행(演行)을

위해 편찬된 시조집 계열을 검토하여, 그간 풍류 및 애정시조로 일괄되어 왔던

작품들의 실상과 그 변모 양상을 분석한다. 다음 Ⅳ장에서는 현실에의 문학적

대응을 중심으로 편찬된 시조집 계열을 대상으로 하여, 신지도로의 유배라는 개

인적 현실과 민란 및 관리의 수탈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다룬 작품들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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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고찰한다. Ⅴ장에서는 앞선 시조집들을 재구성하고 체재를 정비하며 완성

된 시조집의 양상에 주목하여, 기존의 작품들이 재수록 과정에서 변화되고 재배

치되는 양상과 전체적인 체재 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세보의 작가의식이 어

느 지점까지 나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Ⅵ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의 시가사적 의의를 재조명한다. 먼저 이세보가 지닌

시조 인식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작품세계의 전체상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한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이세보 시조의 성격을 19세기 시가

문학사의 흐름과 견주면서 이세보의 작가적 위상과 작품세계의 의의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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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 과정과 자료적 특징

이세보는 시조의 작가이자 시조집의 편찬자이기도 하다. 이세보 외에도 자신

의 시조들을 모아 시조집을 편찬한 경우는 19세기를 전후로 몇몇 사례들이 확인

된다.1) 그러나 다른 작가들의 경우 어느 한 시점에 기존의 작품들을 수합하여

단권을 제작하는 데 그쳤을 따름이다. 이세보와 같이 여러 시기에 걸쳐 각기 다

른 계기에 따라 시조집을 거듭 편찬한 경우는 유례없는 일로서 각별한 주목을

요하는바, 이는 이세보와 다른 작가들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아

울러 현전하는 각양각색의 시조집들은 이세보가 시조를 창작하는 일만큼이나 일

정한 방향에 따라 자신의 작품들을 수합하고 편집하여 한 권의 책자로 엮어내는

일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세보라는 작가와 작품세

계에 관한 논의는 그의 시조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으며 그 세부적

양상을 포함한 자료적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탐구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시조 창작 및 시조집 편찬의 배경으로서 작가의 생애를 개

괄적으로 살피고, 이후 개별 시조집의 양상과 편찬 과정을 검토한 뒤 시조집의

전체상을 체계화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작업은 일차적으로 이세보 시

조집에 대한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고 서지 사항을 실증적으로 재고하는 것

에 주안점을 둔다. 나아가 본고는 논의의 시야를 개별 자료들에 국한하지 않고

각 시조집 간의 연관성과 선후 관계에까지 확장하여, 이세보 시조집 전체의 편

찬 과정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계열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이세보 시조집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

면서, 그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1) 봉래악부(蓬萊樂府)를 편찬한 신헌조(申献朝, 1752∼1807), 금강영언록(金剛永言錄)
을 편찬한 김이익(金履翼, 1743∼1830), 금옥총부(金玉叢部)를 편찬한 안민영, 삼죽사
류(三竹詞流)를 편찬한 조황(趙榥, 1803∼?) 등이 자신의 작품을 모아 시조집을 편찬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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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와 시조 창작의 배경

이세보는 1832년 이단화(李端和, 1812∼1860)와 해평 윤씨(海平 尹氏, 1811∼1867)

사이에서 4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인조(仁祖)의 동생인 능원대군

(綾原大君) 이보(李俌)의 후손으로, 이세보는 능원대군의 8대손에 해당한다. 그러

나 당대에는 왕실과 촌수가 멀어지면서 환로가 끊기고 집안이 한미한 처지에 놓

여 있었다.2) 그는 신도일록에서 자신의 유년을 ‘집이 간난(艱難)하여 숙수지공

(菽水之供)이 어려웠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이후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곤궁한

집안의 형편은 오랜 기간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그러다 20세 때인 1851년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손자인 풍계군(豊溪君) 이당

(李塘)의 후사가 되어 이호(李晧)로 개명하고 경평군(慶平君)의 작호를 받게 된

다. 이로써 철종과는 물론, 훗날 흥선대원군이 된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

도 근친(近親)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이세보 자신은 물론

그의 집안 역시 본격적인 종친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벼슬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세보는 1851년 9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시작으로 관직

에 나섰으며 1853년에는 정1품 현록대부(顯祿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26세 때

인 1857년 10월에는 동지사은정사(冬至謝恩正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는

2) 이세보의 증조인 이복현(李復鉉, 1767∼1853)은 음직으로 고성군수(高城郡守)와 청풍부사
(淸風府使)를 지낸 바 있지만, 조부인 이제로(李濟老, 1789∼1816)에 와서는 벼슬을 하지
못했다. 부친 이단화 역시 이세보가 작호를 받기 전까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3) 이세보가 22세인 1853년에 부친 이단화가 금구현령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친지
의 편지에는 “이 말을 들은 뒤부터 좋아서 잠을 안 잔 것은 그것으로 가히 궁곤(窮困)
을 면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언급이 확인된다. 이후 이세보는 청에 사신으로 간 1857
년(26세)에 증조 이복현의 시문집인 석견루시초(石見樓詩鈔)을 출간하였던바(이복현,
석견루시초, 조창록 외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598면), 이 무렵에서야 문집을
간행할 정도의 형편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가세를 돌아보며 “가
친이 비록 외임을 여러 번 지여 계시다 나 본듸 젹빈헌 형셰”(신도일록)라 언급
한 것이나, 1864년(33세)에 이세보의 해배 소식을 들은 그의 모친이 편지에 “일 돈이
요, 날 는 업고 다”라고 탄식한 내용, 1870년(39세)에 동생 이택응(李宅應)이 편
지에 빚 갚는 일에 대해 걱정한 내용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안의 경제적 기반 자체
가 그리 넉넉하진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세보와 관련된 간찰 기록에 대해서는 진동
혁, 앞의 책, 1983, 29-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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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의 체험은 사행을 소재로 창작된 일련의 시조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이세보는 사옹원(司饔院) 및 상의원(尙衣院) 제조(提調)에 제수되는 등,

유력한 왕실의 일원으로서 순조로운 관직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그의 부친 이단화는 이세보가 작호를 받은 이후인 1853년에 금구현령(金溝縣

令)을 시작으로 전주판관(全州判官), 재령군수(載寧郡守) 등을 거쳐 1860년 1월에

는 순창군수(淳昌郡守)로 재직하였다. 이처럼 이단화가 지방관으로 근무하던 시

기에 이세보는 부친의 부임지였던 전주와 순창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의 승

경을 유람하며 풍류 마당을 향유하였으며,4) 한편으로는 부친의 근무처인 지방의

관아에서 관료의 임무와 지방 정사(政事)에 대한 견문을 쌓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단화가 순창군수로 재직하던 당시 이세보에게 보낸 간찰에는 백성들

의 사정과 수령의 직무에 대한 어려움이 언급되고 있던바,5) 정사와 관련된 대화

가 부자 사이에 자주 오갔음을 보여준다.

평탄하던 이세보의 삶은 29세 때인 1860년 11월 시작된 강진현(康津縣) 신지

도(薪智島)로의 유배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의 유배는 19세기

내내 정국을 지배했던 세도정치와 깊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안동 김씨 일문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집권 세력은 철종 즉위 초부터 다른 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해 왔던바,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승하한 이후에는

철종의 인척과 종친들을 제거하며 지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

였다.6) 이들의 입장에서 왕실의 종친이자 철종과 친밀한 관계였던 이세보는 가

장 경계해야 할 인물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세보의 유배를 촉발한 논척은 1860년 11월 2일 대사헌 서대순(徐戴淳)의 상

소로 시작되었다. 서대순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세보가 ‘없는 일을 날조해

4) 이는 신도일록에서 전주 근방을 지나며 과거를 회상하는 다음 대목에서 확인된다.
“길리 젼쥬지경으로 지나가니 이 곳즌 풍고읍이요 가친이 통판을 지여 계시고 나
도 칠팔년 이에 왕든 곳이라. 승금졍과 한벽당이 문득 풍뉴 마당을 년년이 지엿
쓰비록 여염부녈지라도 쥴른 다 알더라.”

5) “나는 모시고 거느린 것이 조금 평안하니 사사로운 분수에는 만 가지로 다행한 일이나,
허다한 근심이 가득 나타나고 백성들의 하소연을 수응하기가 난감하니 이 형세를 어찌
할 것이냐(吾侍率粗安, 私分萬幸, 而許多愁擾盈進, 民訴酬應難堪, 勢也奈何奈何).” 진동
혁, 앞의 책, 1983, 32면에서 재인용.

6) 임혜련, 철종대 정국과 권력집중 양상 , 배항섭·손병규 편,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
아 민중운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278-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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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모함한 것’[構誣]과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肆然唱出, 全無顧忌]으로,7)

안동 김씨 일문에 대한 이세보의 비판적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이후 세도

가의 일원이었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좌근(金左根)과 영은부원군(永恩府院

君) 김문근(金汶根)을 중심으로 이세보에 대한 대대적인 탄핵 요청이 이어졌으

며, 급기야는 대신들이 도성 밖으로 나가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른다.8) 이러한 거

센 압박에 철종은 이세보를 문외출송(門外出送)하라는 전교를 내리게 된다.9) 그

러나 이후로도 이세보를 향한 대신들의 처벌 요구는 강도 높게 이어져, 그의 죄

목에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조정 중신들을 헐뜯었다는 혐의를 추가하면서 그

를 절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근종의 반열에서 퇴출할 것을 청하기에 이른

다. 결국 11월 6일에 신지도로의 유배가 윤허됨에 따라 이세보는 작호가 삭탈된

채 유배길에 나서고, 부친 이단화도 순창군수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이세보는 1860년 11월부터 1863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신지도에서 유배객

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세보에게는 병고와 빈곤의 문제가 내내 이

어졌으며, 외부에서는 그를 향한 조정의 비난과 압송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10)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이 안팎으로 지속되던 가운데, 그에게 가장 심각

7) 승정원일기 철종11년(1861) 11월 2일: “아, 저 경평군(慶平君) 호(晧)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함하고자 하여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을 여기에 가하고 대궐 안의
공석(公席)에서 방자하게 창출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었으니, 세상의 변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합니다(“噫, 彼慶平君晧, 抑何心腸, 甘欲構誣, 以人臣所不敢聞之
說, 加之於此, 禁中公座, 肆然唱出, 全無顧忌, 可謂世變無所不有”).”

8) 이 과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은 대동기문(大東奇聞)에서 설명된 바 있다. “初에
寅應弟宅應이 擢哲宗時忠良科하여 以特旨로 除翰林하니 其時에 外戚權臣이 劾奏不承命
이어늘 上이 大怒하여 天威震疊하니 諸臣이 皆以爲寅應이 爲其弟潛愬於上이라하여 一
齊出城外待罪하니 上이 大驚하여 屢下敦諭나不入城하고 臺論이 繼發하여 寅應을 若不
正刑이면 不可以爲國이라하고 劾之甚峻하니 上이 不獲已하여 配演應於薪智島하고 加圍
籬하여 斫松植之하니…” 李寅應見獐得活 , 大東奇聞 권4. 이 기록에 따르면 이세보
의 동생인 이세익(李世翊)이 한림(翰林)에 제수되었지만 당시의 외척 권신들이 반대 상
소를 올리고 왕명을 이행하지 않아 철종이 크게 노했고, 이에 권신들은 이세보가 철종
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고 그의 말을 빌미로 일제히 도성 밖으로 나가 처벌을 요구
하게 된 것이다.

9) 철종실록 11년(1860) 11월 2일 기사 참조.
10) 이세보가 도성을 막 떠난 뒤에도 조정에서는 그를 국문하여 죄상을 밝혀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고 어지러운 근본을 끊어야 한다는 청이 쇄도했다. 심지어는 유배 중이었던
1861년과 1862년 사이에도 죄인의 처분이 갑작스럽게 내려져서 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므로 의금부로 잡아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60여 차례에 달할 정도였다. 모두 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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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겨진 사건은 1861년 1월에 접한 부친의 별세와 1862년 2월에 접한 임술

민란(壬戌民亂)의 소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접한 부친의 뒤늦은 부고는 이세보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겼을 뿐 아니라

윤리적 결여, 특히 불효에 대한 죄의식을 깊이 각인시킨 사건이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11) 또한 그는 1862년에 발생한 임술민란의 여파가 신지도에까지 미쳤음

을 깊이 개탄하기도 하였다.12) 이는 자신의 유배를 야기한 집권세력의 부패와

맞물린 것으로 여겨지면서 바른 정치란 무엇인지, 또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게 1863년 12월이 되어 철종의 승하 이후 고종이 즉위한 뒤, 대왕대비였

던 신정왕후(神貞王后)는 이세보를 해배하여 향리로 방축하라는 전교를 내린다.

이러한 전교의 배후에는 이 무렵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면서 세도가를 견제하

고자 했던 대원군의 요청이 있었다. 승정원에서는 이세보의 죄에 비해 절도 유

배조차 가벼운 형벌이었음을 피력하며 며칠에 걸쳐 반대하지만, 결국 해배가 승

인되어 이세보는 3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감하게 된다.13)

되진 못하였지만 이세보는 언제 다시 압송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유배 생활을 이어
갔던 것이다.

11) 관련 내용은 신도일록의 다음 대목에서 확인된다. “졍월 십샴일의 이르러 가친 위셰
신 젼부가 이르니 텬지간의 이갓튼 원억지통이 어듸 잇쓰리요. 인여 비린 피를
폭류고 드듸여 혼졀니 온 이 구호여 반일 후의 회소니, 모질다 완명이여
쥭도 어렵다.” 그의 죄의식은 해배 이후 부친의 묘소를 명당에 모시기 위한 구산
(求山)에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진동혁, 앞의 책, 1983, 87-89면.

12) 관련 내용은 풍아(소)의 추기에 기재되어 있는바, Ⅱ장 2절의 풍아(소)를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히 확인한다.

13) 대동기문에는 유배지에 있던 이세보가 의금부도사에 의해 체포되어 천안까지 왔는
데 노루가 뛰어간 길을 따라가 마침 사약을 가지고 내려오던 도사와 길이 엇갈리고, 과
천에 이르러 몸이 아파 유숙하는 동안 철종이 승하하고 사면령이 내려져 목숨을 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後四年癸亥에 勸上拿鞠하고 繼下賜死之命하니 禁府都事拿至天
安地하여 有岐路에 適有獐越路어늘 請于都事日, “今見獐越路하니 似是吉兆而由此經則又
甚捷하니 請從此路行하노라.”都事許之어늘 死藥都事從大路故로 相偉至果邑하니 日未晚
에 寅應이 身病이 忽發하여 不能寸進이라. 都事令止宿이러니 其夜에 哲宗이 昇遐하고
翌日에 赦命下하여 遂免死하고 卽超堂上하여 官至刑判陞崇祿하니 年六十五라.” 李寅應
見獐得活 , 大東奇聞 권4. 이 일화는 물론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세도 정권의 압
박으로 인해 당시 이세보의 목숨이 위험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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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세보는 종가가 위치한 보은(報恩) 등지에 머물면서 소일하였고, 1865년

5월 4일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임명되면서 다시 정계로 진출할 기회

를 얻게 되었다. 5월 7일에는 대왕대비에 의해 다시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추천

되었으나 거듭된 전교에도 응하지 않고 지방에 머물러 급기야 29일에 경기도 부

평(富平)으로 방축되기에 이른다.14)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윤5월 2일에 석

방령과 함께 좌승지(左承旨)에 임명된 뒤에도 상소를 올려 고사하다가, 결국에는

명을 받들게 된다.15) 그 뒤로 이세보는 1865년 6월에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된

것을 시작으로 병조참판,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며 순탄한 관직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이 무렵 이세보는 중앙 관료로서 서울에 머물기도 하였지만 선영(先塋)과

종가가 위치한 보은의 돈론리(敦論里)에 기거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16)

이후 그는 대원군의 뜻에 따라 1868년에 ‘이인응(李寅應)’으로 개명을 하게 된

다.17) 이 무렵부터 이세보는 대원군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으로

14) 고종실록 2년(1865) 5월 11일, 14일, 21일 기사 참조.
15) 그의 상소에 따르면, 그가 줄곧 벼슬을 마다한 것은 선왕인 철종의 군은을 입었음에도
보답을 하지 못하고 죄를 입어 유배를 다녔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신들의 공세로 누적된 자신의 오명으로 인해 벼슬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
을 호소하고 있어, 그에 대한 억울함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는 고종
이 그동안의 일은 입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계속 그 때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도
리가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이세보가 관직에 나아갈 명분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고종실록 2년(1865) 윤5월 6일 기사 참조.

16)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세보는 특히 관직을 맡지 않았던 1867년에서 1868년 사
이에 보은에 길게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세보의 간찰 중에는 1868년 1월에 보은
돈촌(敦村)에 있던 이세보가 순창 마동(馬洞)의 누군가에게 고추장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이 있다(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DB 참조). 승정원일기에는 이
세보가 1866년 11월부터 1867년 1월까지 공조참판으로 재직한 뒤 별도의 재직 기록이
없다가 1869년 6월에서야 다시 호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
들로 미루어 볼 때, 이세보가 1867년 1월부터 1869년 6월까지의 관직 공백 시기에 주로
보은에 머물며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17) 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3월 6일자 기사에 이세보의 이름을 이인응으로 고치는
일을 윤허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대원군이 개입하였음은 이세보의 족질이 1868년
3월 23일에 이세보에게 보낸 간찰의 내용과 대동기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름을
고쳐서 수단(修單)을 하송하신 것은 엎드려 받았고, 여기에서 올린 항렬(行列)은 곧 대
원군(大院君) 아저씨가 청한 바이니, 이같이 정해서 행한 후에 선조대왕(宣祖大王) 십삼
파(十三派)중에 모두 일가로 칭한 뜻으로 분부했습니다(下送改名, 修單伏受, 而此呈行列
式, 卽院位叔主所定也. 如是定行之後, 十三派中一並稱族之意分付矣).” 진동혁, 앞의 책,
1983, 49면; “當興宣大院君王乘權合譜詩하여 以寅應으로 改名하다” 李寅應見獐得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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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개명한 이듬해인 1869년에는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일은 대원군의 뜻에 따른 것으로 당대 세도가의 핵심인물 중 하나였던 김병기

(金炳冀)가 여주에 물러가서 살게 되자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18)

훗날의 일이지만 1882년의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대원군이 청에 억류되었다

가 3년 만에 귀국할 때 이세보가 남문에서 먼저 문안하도록 명받은 일 역시 두

사람의 유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19)

대원군은 예술에 대한 애호와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던바,20) 당대 최고급 예인

집단의 중요한 후원자였을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

다.21) 젊은 시절부터 시조를 향유해온 이세보가 대원군과 시조 연행의 현장에서

어울렸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풍아(대)를 비롯한
이세보 시조집에 두루 수록되어 있는 한 시조의 사례가 주목된다.22) 이 작품은

이세보의 것이 아닌 다른 가집들에도 실려 있으며 1927년에 출간된 조선해어화
사(朝鮮解語花史)에서는 기생들 사이에 애창되는 시조로 거론되기도 하였던바,

20세기 초엽까지도 풍류 현장에서 유행하던 노래였음을 알 수 있다.23) 그런데

다른 가집들 중 가곡원류(歌曲源流)(일석본)와 삼가악부(三家樂府)에는 이

시조의 작가가 이세보가 아닌 대원군으로 기재되어 있다.24) 이를 통해 이세보와

대원군이 해당 작품이 가창되었던 풍류 현장에서 자주 함께 어울렸던 정황을 엿

大東奇聞 권4.
18) 황현, 역주 매천야록 (상), 임형택 외 역, 문학과지성사, 2005, 38-39면.
19) 고종실록 22년(1885) 8월 26일 기사 참조.
20) 대원군은 그 자신이 그 자신이 수준 높은 묵란화(墨蘭畫)를 다수 남겼다고도 알려져
있다. 대원군의 생애와 예술관에 대해서는 김정숙,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예술세계, 일
지사, 2004 참조.

21) 김용찬, 안민영과 흥선대원군 - 금옥총부를 중심으로 ,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김상진, 흥선대원군의 영웅성과 예술성 - 금옥총부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연구 31, 한국시가학회, 2011.

22) 해당 작품은 다음과 같다: “불친(不親)면 무별니(無別離)요 무별이(無別離)면 불샹
(不相思)를 / 샹불견샹회(相思不見相思懷)는 불여무졍불샹(不如無情不相思)라 /
아마도 고쳥츈(自古靑春)이 일노 발(白髮)”

23) 조선해어화사에 수록된 노래는 다음과 같다: “不親이면 無別이오 無別이면 不相思라
/ 相思不見相思懷는 不如無情不相思라 / 아마도 靑春人生 이 일노 白髮” 이능화, 조선
해어화사, 이재곤 역, 동문선, 1992, 244면.

24) 가곡원류(일석본)의 #663에는 작가가 대원군의 호인 “石坡”, 삼가악부의 #056에는
“石坡 大院君”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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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작가가 와전되기도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이세보의 생애를 살펴보면, 1869년에 여주목사(驪州牧使)에 부임한 이후

1871년에는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1876년에는 도총관(都摠管)으로 재직하면서

관직생활을 이어갔음이 확인된다. 특히 여주목사로 재직하던 중에는 정사를 잘

살펴서 치적이 특출하다고 보고되는 등25) 지방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중추부사,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의 관직을 두루 거친

뒤 64세 때인 1895년에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시해 소식을 듣고 상심하다가 그

해 별세하였다.

이상에서 이세보의 가계와 생애를 개괄해 보았다. 그의 삶은 경제적 빈곤과

경평군으로의 봉군(奉君), 세도 권력에 의한 유배와 고위 관직의 역임 등에서 보

듯 많은 굴곡을 내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굴곡 속에서 이세보는

부친의 부임지를 왕래하던 20대 초반부터 유배기를 거쳐 고위 관직을 역임하던

40대 이후까지 다채로운 내용의 시조들을 꾸준히 창작하였던바, 이처럼 왕성한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배경으로는 풍류에의 취향과 유배라는 사건을

짚어볼 수 있다.

주지하듯 이세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다양한 풍류 문

화를 접하였다. 이세보가 활동하던 당시의 서울은 인구의 증가와 상공업의 발달

로 말미암아 소비적, 유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며 갖가지 도시 유흥이 번성하고

그 수요가 확대되던 공간이었다.26)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기악(妓樂)의 성행이

있었고, 이에 가창 예술 역시 다양한 양식들이 혼재하며 흥행하는 양상이 나타

나게 된다.27)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세보는 다채로운 음악 예술을 즐기

며 풍류에의 취향을 형성해 나갔던바, 상당수의 시조들이 당대 연행 현장과의

직·간접적인 관련 속에서 창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5) 고종실록 7년(1870) 10월 24일 기사 참조.
26) 조선후기 도시 유흥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
흥의 발달 ,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박애경, 19세기 도시
유흥에 나타난 도시인의 삶과 욕망 ,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참조.

27) 1843년에 서울의 시정을 묘사한 <한양가>의 다음 대목은 당시의 연행 현장에 가곡창
과 시조창, 잡가 등의 다양한 양식이 혼재되어 공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상죠
린후의 쇼어린 기/ 한숀으로 머리밧고 아미를 반즘 슉여 / 우죠라 계면이
며 쇼용이 편락이며 / 츈면곡 쳐가며 어부상별곡 / 황계타령 화타령 가 시
죠 듯기 죠타” <한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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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세보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신지도로의 유배

는 이전까지 세계와 불화를 겪지 않고 살아온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서 작품세계를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유

배 기간 내내 상존했던 병고와 빈곤, 부친의 작고 소식과 죽음에 대한 불안 등

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는 일기문과 다수의 시조들을 창작함으로써 유배객으로

서의 삶과 감정을 형상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 곳곳에서 횡행하던 관리들의

부정과 유배지에서 접했던 임술민란의 소식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권력에만 골

몰하였던 집권 세력의 모습과 맞물려 이세보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첨예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리 계층의 실태와 도탄에 빠

진 백성들의 처지가 이세보 시조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애사적 배경 하에 창작된 463수의 시조들은 수차례에 걸쳐 직접 편

찬된 여러 책자들에 수록되었던바, 이 자료들은 이세보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기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세보 시조집의 제반 양

상과 편찬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2. 시조집의 양상과 편찬 과정

현전하는 이세보의 시조집은 총 8종이다.28) 기왕의 논의들은 서로 다른 책자

를 동일한 것으로 묶어 파악하거나 영인되지 않은 문헌을 집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시조집의 개수를 6종이나 7종으로 파악하여 왔다. 또한 같은 시조

집의 제명을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칭하거나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수를

실상과 어긋나게 집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은 진동혁에 의한 자

료의 발굴과 소개 작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후,29) 이세보 시조집 전반

28) 본고에서 사용된 ‘시조집(時調集)’은 ‘가집(歌集)’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가창
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이세보의 시조가 수록된 자
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신도일록 같은 경우, 전
반부는 일기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만을 위한 ‘가집’이라고 규정하기 어렵지
만, 후반부에 이세보의 창작 시조들을 본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시조집’의 범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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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문

헌을 직접 열람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집의 서지 정보를 전면 재검토

및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시조집의 작품 수록

양상과 체재, 편찬 시기 등을 상세하게 살피고, 각 시조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는 데까지 나아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표기 및 제시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본고에서 이세보 시조를 인용

할 시에는 작품이 수록된 시조집의 약칭과 수록 순서에 따른 가번(歌番)을 함께

보이도록 한다.30) 예컨대 풍아(대)에 수록된 238번째 시조는 <풍대#238>로 표
기하는 식이다. 동일한 작품이 복수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드러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시가#078/대별#208/풍대#238>와 같이 표기하고, 가

장 나중에 제작된 시조집의 원문을 제시하도록 한다.31)

다음으로 수록 작품을 지칭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후술하겠으나 이세보 시

조집 간에는 서로 겹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리가 필요하다. 각

29) 이세보 시조집을 최초로 소개한 연구에서 진동혁은 제본된 책 3권과 제본되지 않은 3
묶음을 제시하며, 제본된 책자는 표지에 “風雅”라 쓰여 있는 책이 2권, 詩歌(單)이라
된 책이 1권이고, 편의상 “風雅” 중에 큰 책을 風雅(大)로, 작은 책을 風雅(小)로
명명하였다(진동혁, 앞의 논문, 1980, 47-49면). 이후 신도일록을 입수하고 이전에 발
굴했던 미제본의 시조집 3묶음을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을 別集Ⅰ과 別集Ⅱ로 명명
한 논문(진동혁, 앞의 논문, 1981a, 68-69면), 당시까지 소개된 이세보 시조집들을 영인
하여 출간하되 이 중 別集Ⅰ은 누락시키고 別集Ⅱ의 이름을 風雅(別集)으로 바꾸
어 수록한 영인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몇 년 뒤 새로운 시조집을 추가
발굴하여 別風雅로 명명한 논문(진동혁, 새로 발굴된 이세보의 시조집 별풍아에
대하여 ,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김영배선생 회갑기념논총, 경운출판
사, 1991)이 차례로 제출됨으로써 이세보 시조집에 대한 소개가 완료되었다.

30) 본고에서 활용될 시조집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시조집
시가
별집A

시가
별집B

시가 신도일록 풍아(소) 별풍아
풍아(대)
별집

풍아(대)

약칭 시별A 시별B 시가 신도 풍소 별풍 대별 풍대

31) 추가로, 이후 이세보 시조 외의 작품을 인용할 경우, 수록문헌 약칭 및 가번을 포함한
시조의 표기는 김흥규 외 편, 고시조대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고시조대전이 간행된 이후 학계에 소개된 청구영언(김천택본)의 경
우, 문헌의 약칭은 ‘청김’으로 하고 2017년에 간행된 국립한글박물관의 영인본을 인용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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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집의 수록작 전체는 다른 시조집과의 선후 관계에 비추어볼 때, 우선 선행

(先行) 시조집의 수록작을 재수록한 경우(㉠)와 선행 시조집에는 없었으나 해당

시조집에서 새로이 출현한 경우(㉡)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을 ‘재수록’ 작품,

㉡을 ‘신출’ 작품으로 지칭한다. 이 중, 신출 작품들은 후행(後行) 시조집에 재수

록되지 않고 누락되어 해당 시조집에만 단독으로 남게 된 경우(㉡-1)와 후행 시

조집에서 재수록된 경우(㉡-2)로 나뉜다. ㉡-1을 ‘단독수록’ 작품으로 지칭한다.

㉡-2는 별도의 용어를 고려하지 않고 ㉠과 함께 타 시조집과의 ‘중복수록’ 작품

에 포함하여 논의한다.32) 이와 같이 시조집의 수록 작품을 구분한 양상을 간단

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구분은 각 시조집 간의 선후 및 상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여 단독수록

과 중복수록 작품을 구분하는 데 그쳤던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될 수 없던 방

식으로, 시조집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활용될 것

이다.

이후의 논의는 시조집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따라 진행한다.

32) 일반적인 가집 연구에서는 ‘신출’ 작품(㉡)과 ‘단독수록’(혹은 ‘단독출현’) 작품(㉡-1)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조집 간의 선후 관계와 재수록 양상을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하는 이세보 시조의 연구에서 이 두 개념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도일록에 수록된 신도#003의 경우, 선행 시조집에는 없었던 작품이므로 신도일록
의 ‘신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이후에 편찬된 풍아(대)에 재수록되었기에 ‘단독수
록’ 작품은 아니다.

대상 시조집 선행 시조집과의 관계 후행 시조집과의 관계

재수록 작품(㉠)

시조집 수록작 전체
단독수록 작품(㉡-1)

신출 작품(㉡)

이후 재수록 작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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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별집A(시별A)와 시가 별집B(시별B)는 제본되어 있지 않아 제

명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로, 각각 시조 67수와 62수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에서 ‘풍아별집’으로 알려져 있던 것인데, 처음에 진동혁이 두 묶음의

책자를 합쳐 別集Ⅱ로 소개하였다가 이를 풍아(대)를 엮기 위해 써둔 것으

로 판단하여 風雅(別集)으로 재명명한 것이다.33) 이후 이세보 시조에 대한 연

구는 모두 해당 견해에 근거하여 두 묶음의 시조집을 단일한 책자로 간주하여

왔으며, 이를 지칭한 ‘풍아별집’이라는 명칭 또한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형태 및 내용적 실상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전면적으로 재

고될 필요가 있다. ‘풍아별집’으로 취급된 두 권의 책자는 크기가 서로 다른데다

따로 엮어져 있어 별도의 자료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별A는 가로

23.5cm × 세로 24.7cm, 시별B는 가로 22.8cm × 세로 24.1cm로 전자가 조금

더 큰 종이에 필사된 것이다. 현재는 두 책자가 소장처에 함께 묶여 있으나 이

는 보관상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원래는 두 책자의 상단과 하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 한지로 만든 심을 통해 임시적으로 묶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수록 작품들의 내용으로 볼 때 두 시조집은 풍아(대)가 아니라 뒤에서
살필 시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 성격과 계열을 정확히 드러

내기 위해서는 ‘풍아(대)의 별집(別集)’이 아닌 ‘시가의 별집’으로서 새로이

규정되고 명명되어야 한다. 두 시조집과 시가의 상관성은 67수가 수록된 시
별A와 62수가 수록된 시별B 모두 시가와 중복되는 작품이 56수에 달하며,

작품들의 배열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34) 다른 자료들에는 없이 시별A와 시별
B, 시가에만 수록된 작품이 8수에 달한다는 점,35) 타 시조집에 중복수록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 시조집들에만 나타나는 구절이나 단어가 다수 나타난다는

33) 진동혁, 앞의 논문, 1981a, 69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440면.
34) 시가 별집A의 시별A#005∼시별A#034는 시가의 시가#001∼시가#030과 정확히 일
치하며, 이후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시별A#036∼시별A#045는 시가#031∼시가#038
과, 시별A#056∼시별A#067은 시가#039∼시가#046과, 시별A#046∼시별A#055는 시가#146
∼시가#156 부분과 유사하다.

35) 시별A#012/시가#008, 시별A#014/시가#010, 시별A#020/시가#016, 시별A#023/시가#019,
시별A#031/시가#027, 시별A#032/시가#028, 시별A#034/시가#030, 시별A#036/시가#031에
해당한다. 이 점은 오종각 역시 지적했던 바이며, 이를 근거로 시가와 ‘풍아별집’ 간
의 상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오종각, 앞의 논문, 1999, 38면). 그러나 이 자료들에만 존
재하는 작품들을 8수가 아닌 9수로 집계한 점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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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두 시조집의 필체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통해 확인된다. 여기에 미제본

이라는 제책 형태를 함께 고려한다면, 시별A와 시별B가 시가 편찬의 저

본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풍아별집으로 통용되어 온 이 자료를 시가 별집A와 시가 별집B
로 구분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두 시조집은 그 수록 작품 및 체재에 있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는바,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시별B의 모든 작품(시별B#001∼시별

B#062)은 시별A의 시별A#006∼시별A#067과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수록 순서

도 일치한다.36) 시별B의 맨 앞장이 누락되어 있고 현전하는 자료의 첫 장에

는 시별A#005의 종장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별B의 누락된 앞장에는
시별A의 시별A#001∼시별A#005가 필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

로 원래 두 책자에는 동일한 작품들이 필사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동일한 책자 두 권을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두 시

조집이 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별A와 시별B의 사이에는 같은

작품임에도 서로 다른 표현이 활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

는 단순히 자구의 드나듦이나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

다. 이를 통해 이세보가 두 시조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된 한 시조집

의 작품을 다른 시조집에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려는 의

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련다 창드라 셩구간 한틀 마라 <시별A#057> 초장

가련다 창드라 구불셤 한틀 마라 <시별B#052> 초장

36) 기왕의 이세보 연구에서는 시별A와 시별B를 하나의 책자(풍아별집)로 간주하
여, 여기에 수록된 작품을 총 129수로 집계하였다(진동혁, 앞의 논문, 1981a, 69면). 이
에 따라 풍아별집에 수록된 작품 중 #068부터 마지막 #129까지는 전반부의 작품을
중복수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한 책자 안에서 작품들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책자에 동일 작품들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7) 따라서 특별히 두 시조집의 수록 작품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품의 수록
사항을 표기할 때 시별A의 가번(歌番)만을 시별#000의 형태로 제시하도록 한다. 즉,
앞으로 본고에서 시별#000로 지칭되는 시조는 시별A#000과 같다. 아울러 편의상 시별
A와 시별B를 동시에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시별A·B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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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별A#057에서는 구차하고 가난하다는 뜻의 ‘생애구간(生涯苟艱)’이 시별B#052

에서는 몹시 곤란하여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뜻의 ‘구사불첨(救死不

瞻)’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제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표현

을 수정한 흔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시별A 및 시별B
와 관련된 시가의 제작 과정까지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 슈냥니에 낙를 두려몌고 <시별A#030> 초장

녹음 슈냥니에 낙를 드려스니 <시별B#025> 초장

녹음 슈냥니에 낙를 드려쓰니 <시가#026> 초장

시별A 및 시별B와 시가에 수록된 작품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별A에 수록된 작품에서의 “두려몌고”는 시별B에서 “드려스니”로 나타

나는데, 이는 시가에서도 “드려쓰니”로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와 같이 시별A
의 작품이 시별B에서 바뀐 부분이 시가에까지 그대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난다.38) 이를 통해 이세보가 시별A#001∼시별A#067에 해당하는 작품

들을 처음 모아 시별A를 엮고, 이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작품들을 다시 모아

시별B를 엮었으며, 이후 시별B의 작품들을 시가에 재수록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39)

38) 다음과 같은 예가 확인된다.

쥬야을 분슈면 야광불여일광 <시별A#031> 종장
쥬야을 분슈면 야광이 불여일광 <시별B#026> 종장
쥬야를 분슈면 야광이 불여일광 <시가#027> 종장

샹고 샹고 샹인 샹인을 <시별A#032> 중장
샹고 샹고 니 샹인 샹인을 <시별B#027> 중장
샹고 샹고 니 샹인 샹인을 <시가#028> 중장

졀 가인 화답니 경 무궁 졀승다 <시별A#055> 중장
졀 가인 화답니 경무궁 졀승다 <시별B#050> 중장
졀 가인 화답니 경무궁 졀승다 <시가#146> 중장

39) 시별#022/시가#018의 예는 이세보가 시별B의 작품을 시가에 수록한 이후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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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시별A와 시별B의 성격은 역시 두 자료가 하나의 책자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초기에는 풍아(대)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파악되

었으나, 시가와의 친연성이 부각되면서 시가를 엮기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이

라는 견해40)와 반대로 시가를 저본으로 필사한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41)가 제

기되었다. 한편으로는 다른 누군가, 특히 기녀에게 주기 위한 두 권의 책자를 만

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42) 그러나 앞서 살핀바, 수록 작품을 수정한 흔적

과 시가와의 연계성, 종이심을 통해 임시로 묶여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본

다면, 시별A·B는 시가보다 앞서 제작되었으며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

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엮어둔 자료로 추정된다. 두 책자가 처음부터 임시적으

로 제작된 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시가의
예비적 단계 내지 저본의 기능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시별A와 시별B에는 풍류, 애정, 유배, 도덕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자료들이 특정한 주제적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기존에 창작한 작품들을 모아두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시조집의 편찬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조들이 주목된다.

갈예 여 넘는 져 구룸아 열진산 긔쳘니요

고신 눈물 다가 님 계신 데 려쥬렴

언졔나 명쳔이 감동 환고향을 <시별#060>

봉가졀 친은 날노 두고 이름이라

올 젹에 인 셜 광음무졍 츄라

언졔나 셩은을 입와 환고향을 <시별#001>

시별#060은 도성에서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구름을 소재로 창작한

속적으로 수정을 가했음을 보여준다. 시별#022의 종장은 “우리도 연분을 만나 와 갓
치”였는데, 시가에는 이 구절이 그대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언졔나”를 가필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로써 시가#018의 종장은 “언졔나 우리도 연분을 만나 와 갓치”로 완성되
어 있다.

40)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38면.
41) 박규홍, 시가(단) 해제 ,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원, 2012, 369면.

42) 박규홍, 앞의 논문, 2009, 195-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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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초장의 “갈”는 신도일록의 일기문 중 11월 17일자 기록43)에 등장하

는 지명이다. 시별#001에는 유배지에 도착한 뒤의 심경이 나타나 있는데, 계절과

관련된 표현들이 주목된다. “올 젹에 인 셜”은 이세보가 처음 신지도에 도착

한 1860년 11월 말의 상황을 보여주며, “광음무졍 츄라”는 세월이 무정히 흘

러 지금은 보리가 익는 ‘맥추(麥秋)’를 맞았다는 뜻이다. 이로 보면 이 시조의 창

작 시점은 유배 온 이듬해인 1861년 4∼5월경으로 추정되며, 이 작품을 수록한

시별A·B는 적어도 1861년 4∼5월 이후, 그리고 시가가 제작되기 이전에 엮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단독수록 작품은 6수이며,44) 나머

지 작품들은 모두 이후의 시조집에 재수록되어 있다.

시가는 총 157수의 시조가 수록된 시조집이다. 겉표지에 부착된 종이에 ‘詩

歌’라는 큰 글자와 ‘單’이라는 작은 글자가 적혀 있어 책자의 제명이 확인된다.

진동혁의 소개 이래 이 시조집은 줄곧 ‘시가(단)’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여기서의

‘단(單)’은 이 책자가 단권(單券)임을 가리키는 표지로서 실제 제명과는 무관하

다. 따라서 이 시조집의 제명은 시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시조집의 편찬 시기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유배기나 그 이전으

로 추정한 바 있으나, 단편적인 논거에 기초하고 있어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

기 어렵다.45) 편찬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할만한 근거들이 확보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시가에는 유배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확인되는바,
이 시조집이 유배 이후에 편찬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46) 여기에 시별A·B와

43) “드듸여 길를 나 갈라 는 고의 이르니 위테롭고 놉기도 측냥 업다.” 신도
일록

44) 시별#035, 시별#043, 시별#051, 시별#057, 시별#060, 시별#062에 해당한다.
45) 오종각은 시가에 수록된 시가#041에 “삼십츈광”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만을 근
거로 이세보가 삼십 세가 되기 전에 시조집을 집성하였다고 추정하였지만(오종각, 앞의
논문, 1999, 36-37면), 해당 단어는 한 작품의 창작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시조집의
편찬 시점과 바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윤문영은 시가에 해배 이후의 것이 확
실한 특정 작품들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 유락적 분위기의 작품이 많이 제외되고 관
료비판 시조들을 대거 포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시가가 유배지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았으나(윤문영, 앞의 논문, 20-21면), 이 역시 일부 작품들의 수록 여부만으로 해당
시조집의 편찬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46) 다음과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야졈등화라 니 밤마다 등화 보니 / 됴흔 날도
희 업고 그른 날도 일반이라 / 아마도 인간의 못 미들 등화로다” <시가#063>.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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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후관계를 고려하면 제작 시기는 적어도 1861년 4∼5월 이후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다른 시조집과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편찬 시기를 비정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흥미롭게도 시가의 본문에는 특정 글자의 삭제나 추가를 의

미하는 교정 표시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해당 작품들이 뒤에 살펴볼 신도일
록과 풍아(소), 별풍아 등에 중복수록된 경우, 본문의 교정 표시에 따라 수

정되어 있는 양상이 유의미하게 포착된다.

졍 업쓴면 샹 업고 샹 업는 다졍 업다 <시가#066> 초장

졍 업슨 샹 업고 샹 업는 다졍 업다 <별풍#101> 초장

엇지타 인간이[별이] 쳥츈를 늙혀 <시가#111> 종장

엇지타 인간 이별이 쳥츈을 늙혀 <별풍#111> 종장

시가 본문에는 시가#066의 “면”에 원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해당 글자

의 삭제를 의미한다. 한편 시가#111에는 “인간이”가 끝난 지점에 작은 글씨로 “별

이”가 가필되어 있는데 구절을 추가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별풍아에
서는 모두 시가의 교정 표시에 맞게 수정되어 있다. 이로써 이세보가 시가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직접 표시한 뒤 훗날 별풍아에 반영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
다. 이 밖에도 시별A·B와 시가에는 종장 첫 음보나 특정 구절이 누락되어

율격이 맞지 않거나 글자의 앞뒤가 달라져 있어 오류가 있는 시조들이 더러 확

인되는데, 해당 작품들은 다른 시조집에서 보완되어 있거나 아예 제외되기도 하

였다.47)

서 밤마다 등화를 확인하며 실망을 거듭하는 모습은 신도일록 일기문의 다음 대목에
서도 확인된다. “어덕 우의 셔울 불 켜는 데와 영문과 녀의 불 켜는 곳이 셰 군라.
각 쳐의 오는 이 양 이 의 이르러 그 불 켜는 데셔 연긔가 나면 셤즁 드
리 가로‘이는 반다시 위리한 가운희보로다’ 고 니 게 고니, 가 말되
‘날 놋는 문이 나려오는구나’ 고 급히 소동으로 여금 나가보라 한즉, 불과 각 셤
으로 는 이라.”

47) 다른 시조집에서 제외된 작품은 시가#105, 시별#043이 있으며, 수정·보완된 경우는 다
음과 같은 사례들이 확인된다.

날낭은 퓽뉴와 기이나 <시가#056> 종장
그즁의 날낭은 풍뉴와 기이나 <별풍#065>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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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말리 압흘 셔고 챡한 말리 뒤를 션다 <시가#139> 중장

악헌 말 압흘 셔고 챡헌 말 뒤를 션다 <신도#066> 중장

이는 시가와 신도일록에 중복수록된 작품의 한 구절이다. 앞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시가#139의 “리”에는 삭제를 뜻하는 원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신도일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후에 바라보니 샨쳔마다 폭포로다

각면 셔원 아젼 셩포락 샹심쇼 <시가#085> 초·중장

우후(雨後)의 라보니 샨(山)마다 폭포(瀑布)로다

각면(各面) 셔원(書員) 아젼 셩쳔포락(成川浦落) 샹심(詳審)소

<풍소#001> 초·중장

위의 예는 동일 작품이 시가와 풍아(소)에 중복수록된 경우이다. 시가#085
에는 별도의 교정 표시가 없지만, 의미가 불분명했던 중장의 “셩포락”이 풍소

#001에서는 하천 연안의 농토가 범람으로 유실됨을 뜻하는 “셩쳔포락(成川浦落)”

으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 해당 지점이 교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같은 작품의

“샨쳔”은 풍아(소)에서 “샨(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산과 시내’에서 폭포가
만들어졌다는 어색한 표현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48)

셜월 챵의젼젼반측 드라고 <시가#109> 종장
셜월 챵의 뎐뎐반측 드라고 <별풍#109> 종장

셰류츈풍황드라 <시가#072> 초장
셰류츈풍황(細柳春風黃鶯)드라 면면만만여유정(綿綿蠻蠻如有情)을 <풍대#199> 초장

48) 특정한 표시 없이 시가의 문구가 풍아(소)에서 교정된 사례는 다음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아마도 도고 여야 영낙인가 <시가#090>
아마도 도고(都考)  여야 영탈(永頉)인가 <풍소#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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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시가는 시별A·B의 제작 이후, 그리고 신도일
록, 풍아(소), 별풍아의 제작 이전에 편찬된 시조집임을 알 수 있다.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신도일록은 편찬 시기가 유배 기간 중으로 비교적 범박하게 추

정되는 데 비해 풍아(소)는 1862년 8월 경, 별풍아는 해배 이후인 1865년 5

월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어 편찬 시점을 비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시가는 1861년 4∼5월 무렵부터 1862년 8월 무렵 사이에 제작되었으
며, 현전하는 이세보의 시조집 중 최초로 제본되어 편찬된 자료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가에 수록된 작품 157수 중 선행 시조집인 시별A·B를 재수록한 작품은
56수이며 신출 작품은 나머지 101수이다. 단독수록 작품은 6수49)에 불과하여 대

부분의 작품이 후행 시조집에 재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배치 상 시별
A·B의 재수록 작품은 시가#001∼시가#046, 시가#146∼시가#154, 시가#156에 해

당하여 시조집의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에 모여 있다.

그런데 시가에서는 시별A·B의 작품 중 11수50)를 재수록하지 않고 누락시
켰던바,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들의 내용이다. 11수 중 6수는 이후 다른 시조집

에도 누락된 시별A·B의 단독수록 작품이지만, 다른 5수의 경우는 내용적으로

나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가를 건너뛰고 신지도에서의 삶을 위주로 한 신도일
록으로 재수록되었던 것이다. 이 5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시별#001∼시별#004,

시별#061로,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유배객으로서의 삶과 감정이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51)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가 시별A·B의 작품들을

시가로 가져오면서도 유배지에서의 처지와 과도하게 밀착된 시조들은 가능

한 한 제외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시조집에서 유배 중에 창작한 작품을 완

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세보가 시가의 편찬에 있어 유배지에

서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유배 이전의 삶과 관련된 작품들을 중심에 두

고자 하였음은 짐작 가능하다.

49) 시가#104, 시가#105, 시가#128, 시가#129, 시가#142, 시가#144에 해당한다.
50) 시별#001∼시별#004, 시별#035, 시별#043, 시별#051, 시별#057, 시별#060, 시별#061, 시별
#062에 해당한다.

51) “언졔나 셩은 입와 환고향을”(시별#001), “아구로 우리 부모 이별한 지 묘연다”
(시별#003), “아마도 동국쟝는 신지돈가”(시별#004), “타향에 병이 드니 의약을 뉘라
알니”(시별#061)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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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가에는 애정과 유람, 유배 등 다채로운 주제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애정이나 유람 등과 같이 풍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하

고 있어 시가의 전반적인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시가의 편찬 시점이 유배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람을 포함하여 풍류와 관련된 작품들은 모두 유배

이전에 창작된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시가는 유배 초기에 제작되었으되 유배

객의 처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작품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유배 이전의 풍

류 생활이 담긴 작품들을 주축으로 하여 편찬되었던 것이다.

시조들의 배치를 살펴보면 유사한 내용의 작품들이 모여 있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편찬 단계에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의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상을 대략적으로나마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가#001∼시가#059에는 도덕,

은일, 유람, 풍류 등의 주제가 혼재되어 있고, 시가#060∼시가#075에서는 앞서의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배 생활을 암시하는 작품의 비중이 늘어나 있다. 시

가#076∼시가#084는 애정과 풍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시가#085∼시가#102는

향리를 권계하는 내용이 이어져있으며, 시가#103∼시가#134에서는 다시 애정과

유람 등을 다룬 시조가 주류가 된다. 시가#135∼시가#145는 도덕적인 내용이 등

장하였다가 시가#146∼시가#150에서는 다시 애정과 풍류를 다루었고, 마지막 부

분인 시가#151∼시가#157에서는 사행시조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은 편의

를 위한 대략적인 구분으로, 한 구간에 속한 작품들이 같은 주제에 전적으로 수

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후의 시조집들에 비해 비

교적 자유로운 체재를 보이는 시가의 면모는 이 시조집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조집의 제명인 ‘시가(詩歌)’에 대해서는 당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악가

(樂歌)의 형식을 염두에 둔 상층 의식의 반영으로 파악되기도 하였고,52) 당시까

지의 작품들을 두루 한 데 엮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였다.53) 그러나 19세

기를 전후한 다른 시조집들의 제명에서도 ‘시가’라는 명칭이 두루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54) 이는 특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기보다 당대 관습과

52) 나정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시가’와 ‘가요’의 문제 ,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
가학회, 2007, 29면.

53) 윤문영, 앞의 논문, 23면.
54) 19세기 전반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된 시가곡(권순회본)이나 1901년에 필사된 시가요
곡,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된 시가(박씨본)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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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 하에 지어진 제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가에 수록된 작품들

의 주된 성향이 연행 현장과 밀접하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다양한 내용을 포괄

하고 있으되 기본적으로는 ‘노래하기’를 위한 것에 가까운 이 시조집의 성향이

은연중에 드러난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도일록은 신지도에서의 유배를 기록한 일기문과 총 95수의 시조가 수록

된 자료이다. 책자 겉표지와 일기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모두 ‘신도일녹’이라는

제명이 표기되어 있어 학계에서는 ‘신도일록(薪島日錄)’으로 통칭하여 왔다. 일기

부분은 1860년 11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세보가 처음 도성을 떠나 신지도

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한 전반부와 신지도 도착 이후의 생활과 소회를 적은 후

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까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자별로 일기가 서술

되어 있으나, 후반부에는 부친의 부고나 동지(冬至), 새해맞이 등 주요한 사건이

나 감흥이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샴츈이 향난니 홰발이라. 쵹물샹심은 더욱 견듸여 억졔기

어렵고 샨졍고고 일쟝여소년한데, 겻한 도 업고 깁피 홀

노 안졋쓰니 의연이 흙과 나무 허두비 이요, 챰션는 노승과

갓다. (…) 봄졀리 다 지고 여름졀 이르니, 슬푸다 일이여,

여긔와 이 고이 거연이 두 가 되엿구나.

위의 인용문은 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다. “봄졀리 다 지고 여름졀 

이르니”라는 언급으로 보아 이 기록이 유배 다음해인 1861년 여름까지 작성되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신도일록의 편찬 시점 역시 1861년 여름 이후로 추정된

다.55) 이 여름이 지난 이후로도 이세보는 유배 기간 내내 시조들을 지속적으로

55) 정우봉은 신도일록의 편찬 시점을 1861년이 아닌 1862년 여름 이후로 제시한 바 있
다(정우봉, 앞의 논문, 2011, 209면; 앞의 논문, 2012, 416면). 이는 “여긔와 이 고이
거연이 두 가 되엿구나”라는 일기문의 구절로 보아 해당 시점이 1860년에 유배된 지
2년이 지난 때를 가리킨 것이며, 풍아(대)가 1862년 가을에 편찬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신도일록을 편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먼저 신도일록의 일기문은 시간적 흐름이 1860년 11월부터 동지,
섣달 그믐, 1861년 1월 13일 이후 당해의 봄과 여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뿐
1862년으로 시점이 건너뛰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여기서 언급된 ‘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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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56) 다만 별도의 자료가 없어 하한선을 특정하기는 어렵

다. 정리하면 신도일록의 편찬 시점은 1861년 여름부터 1863년 11월 해배 이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다.57)

한편, 위 인용문에서 봄이 되어 견디기 어려운 촉물상심(觸物傷心)을 노출하거

나 허수아비와 참선하는 노승에 빗대어 고독감을 표현한 대목에 드러나듯, 신
도일록의 일기문은 견문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여타의 국문 유배일기들

과 달리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58)

또한 이 일기 내에 ‘절구’, ‘율시’, ‘노래’로 지칭한 시들이 국문으로 삽입되어 있

다는 점 역시 독특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삽입시들은 형태로 보아 한문

으로 된 시를 지은 뒤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 수는 많지 않으나 이세보

가 유배 기간 동안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하였음을 시사한다.59) 이 작품들

는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햇수로 2년째, 즉 1861년이 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세보는 다른 기록인 풍아(대)의 발문에서 만으로 보면 3년에 해당하는 자신
의 유배기간을 4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신지도(薪智島) 복즁(鵩舍中) 년젹
(四年謫客)으로”), 이로 보아 이세보가 주로 햇수에 따라 연도를 계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추후 밝히겠지만 정우봉의 논의에서 풍아(대)가 1862년 가을에 편찬
되었다고 전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신도일록이 풍
아(대)와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이라는 추정은 개연성이 부족하다.

56) 다음 시조의 초장은 이세보가 유배지에서 해를 넘기고 봄과 여름을 지낸 이후에도 시
조 창작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도 가고 봄도 가고 샴가  지니 / 우느니
간쟝이요 이느니 한슘이라 / 엇지타 결 셰샹의 나 홀노 지리다” <신도#018>

57) 윤문영은 유배된 지 3년이 되었음을 언급한 다음 작품들이 풍아(대)에는 수록된 반
면 신도일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신도일록 편찬의 하한선을 유배
이후 3년이 된 시점인 1862년 이전까지로 추정한 바 있다(윤문영, 앞의 논문, 16면).
“져근듯 샴년(三年) 되니 아됴 나를 이즈신가”(풍대#166), “됴셕(朝夕)의 뫼시든 임을 샴
년(三年)을 못 뵈오니”(풍대#168). 그러나 이 논의에서 제기된 가능성을 사실로 확정짓
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이세보는 신도일록이 완성
된 뒤 마지막 장에 몇 작품을 가필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풍대#166과 풍대#168이 실제
로 신지도 유배 중에 창작된 것이라면 신도일록에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되었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은 해배 이후 10여 년이 지나 제작된 풍아(대)에 와서
야 새로 등장한 것인바, 풍아(대)의 편찬 무렵에 유배시기를 상정하며 창작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풍아(대)에는 이처럼 선행 시조집의 내용과 관련된 작품이 새로 추가
된 경우가 많은데, 그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Ⅴ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58) 정우봉, 앞의 논문, 2011, 217면.
59) 여기서 ‘노래’라 지칭된 작품들에 대해 선행연구는 ‘가사’ 장르로 파악한 경우가 많았
다. 정우봉은 이를 초사체(楚辭體)를 활용하였다고 보면서도 <상사별곡>과 함께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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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구 2수, 율시 1수, ‘노래’ 3수가 확인되며60) 그 내용은 대개 벗과 부모, 임

금과의 이별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어, 일기문과의 결합을 통해 유배

객으로서의 심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도일록의 시조들은 일기문이 끝난 지점부터 수록되어 있다. 이중 신도

#001∼신도#092는 일기문과 필체가 같고 내용상 유배 기간 동안의 작품이 확실

하나, 마지막 장에 묵색이 다른 3수(신도#093∼신도#095)는 이후에 가필된 것이

다. 이 세 작품에는 황려태수(黃驪太守), 대흥사(大興寺), 박연폭포(朴淵瀑布)와

같은 시어가 등장하여, 이세보가 여주목사와 개성부유수를 역임하던 1869년에서

1871년 무렵에 창작되어 이미 완성되었던 신도일록 책자의 마지막 면에 추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도일록의 편찬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작품은

마지막 3수를 제외한 92수이다. 신도일록의 전체 작품을 92수로 간주할 때,

시별A·B와 시가의 작품들을 재수록한 시조는 29수,61) 신출 작품은 63수이다.
이후 시조집에 재수록되지 않아 신도일록에 단독수록된 작품은 13수이다.62)
보의 가사체 작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사실상 작품의 성격을 가사에 귀속
시키고 있다(정우봉, 앞의 논문, 2012, 430-431면). 조수미는 이를 가사 장르로 확정하
고, 대화체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각몽 장면이 있어 꿈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철의 <속미인곡>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출판, 2016, 55-56면). 김정화는 구체적인 장르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것이
한시와 구별되는 ‘우리 말 노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김정화, 앞의 논문, 241면).
하지만 신도일록의 이 ‘노래’들은 길이가 길다는 점 외에는 율격이나 구성과 같은 가
사 장르의 핵심적인 요건이 전무하기에 가사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가사로서 <상사
별곡>을 창작하기도 했던 이세보가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래를 가사로 여겼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시사부(漢詩辭賦)를 장가(長歌)로 분류하여 가창을 염두에 두고
수록한 고금가곡(古今歌曲)의 예를 보더라도, 신도일록의 노래는 가행(歌行)과 같은
장가(악부시)를 염두에 둔 작품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금가곡에 대해서는
윤덕진, 고금가곡의 장가 체계 ,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참조.

60) 정우봉은 신도일록의 운문을 절구 1수, 율시 1수, 가사 형식의 시가작품(‘노래’)은 4
수로 파악하였으나(정우봉, 앞의 논문, 2012, 426면) 절구의 숫자는 2수의 오류이며, 노
래를 3수가 아닌 4수로 파악한 것은 한 작품 안에 있는 손의 ‘창랑가’와 ‘나’의 ‘어부가’
를 각각의 작품으로 셈하였기 때문이다. 김정화도 같은 이유로 ‘노래’를 4수로 보았다
(김정화, 앞의 논문, 240-241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세보가 직접 “한 노를 지여
로”라고 했던 바, 별개의 작품이 아니라 ‘창랑가’와 ‘어부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61) 시별A·B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은 7수,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은 24수이다. 두
시조집과 신도일록에 모두 중복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2수이다.

62) 신도#018, 신도#043, 신도#045, 신도#050, 신도#081∼신도#086, 신도#088∼신도#0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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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일록의 수록 시조들은 대부분 신지도 유배 기간 동안의 체험과 소회를

담고 있으나, 일견 유배 생활과 무관하게 충효 등의 덕목을 앞세운 작품들도 적

지 않게 확인된다. 이처럼 신도일록의 시조들은 유배지에서의 사적 감정 위주

의 작품과 교훈적 성향의 작품이 공존하는바, 이는 전반부의 일기문이나 삽입시

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 면모이다. 신도일록의 체재 역시 이 두 작품군의

구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신도일록의 작품 배치를 살펴보면 서두의 역할로

서 성인 도덕을 다룬 신도#001 이후, 신도#002∼신도#060 구간에는 대체로 유배

생활과 소회를 다룬 내용들이 이어지고,63) 신도#061∼신도#080 구간에는 교훈적

성향의 작품들이 나타나며, 신도#081∼신도#092 구간에서는 유배지에서의 소회를

노래한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어, 두 작품군이 교차된 양상을 보여준다.64)

이처럼 신도일록의 수록 시조들이 주제적으로나 구성적으로 구분된다 해도,

이세보가 이 작품들을 모아 하나의 시조집으로 엮어낸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작

동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배객의 심경을 토로한 작품과 도덕을 앞세운

작품들을 별개의 유형으로 분리한 뒤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신도일록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일
록과 이에 반영된 이세보의 작가적 지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작품들이 신도일록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세

심히 관찰하는 독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풍아(소)는 총 75수의 시조가 수록된 시조집이다. 앞표지 왼편에는 ‘風雅’라

는 표제가 크게 적혀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같은 제명의 시조집들과 구분하기

63) 이 구간 내 작품 중 신도#008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훈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 시조
가 왜 해당 구간에 배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치 과정상의 오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시조가 이후 풍아(대)로 다시 수록되었을 때는 유배시조가
아니라 다른 교훈적 내용의 작품들과 배치되어 있어, 나중에는 이세보 역시 신도#008을
교훈적 성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64) 이러한 배치 양상에 대해서는 이세보가 신도일록의 일기문과 신도#001∼신도#080을
먼저 집성한 뒤 신도#081 이후의 작품을 해배 이후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윤문영, 앞의 논문, 15-16면) 실증하기 어렵다. 다만 같은 유배지에서
의 소회라 해도 전반부에 배치된 작품들보다 후반부에 배치된 작품들에서 감정의 표현
방식이나 수준이 다소 격화되어 있는 경향이 확인되는바, 유사한 유형의 작품군이 분리
되어 배치된 데에는 이와 같은 내용 및 표현의 차이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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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해당 책자를 ‘풍아(소)’로 지칭하여 왔다. 앞서 살핀 시조집들과 달리 풍
아(소)의 본문에는 각 시조의 오른편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데, 이는 이세보

시조집 중 뒤에서 살필 풍아(대) 별집 및 풍아(대)와 공유하는 특징이다.65)
이 책자의 겉면에는 제명 외에도 다양한 추기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장 오

른편에는 “天外雄藩 下 / 海中仙府 上”라는 글자들이 적혀있다.66) 이는 유배지였

던 신지도에서의 삶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옆에는 “歲在壬戌之秋薪智島鵩

舍中書”라는 구절이 적혀 있어 역시 풍아(소)가 유배 생활과 관련된 책자임을

보여준다.67) 시조집의 편찬 시점은 풍소#001부터 풍소#072까지 작품이 이어진

이후 적혀 있는 다음 발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셰임슐즁츄(歲在壬戌中秋)에 신지도(薪智島) 복즁(鵩舍中) 슈회(愁

懷)를 잇고져 긔록(記錄)나 외인이목(揋人耳目)될가 염여(念慮)노라.

이 글은 이세보가 유배가 시작된 뒤 약 2년 정도가 지난 1862년 중추(仲秋),

즉 8월경에 풍아(소)를 편찬하였으며 유배지에서의 수회를 잊기 위해 시조를

창작했던 정황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이의 이목을 끌까 염려하면서도 해당 작

품들을 기록하였다는 내용은, 풍아(소)을 비롯한 여타의 시조집들이 타인이 아
니라 이세보 자신에 의해 직접 편찬된 것이라는 유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시조집의 본문을 보면 풍소#001∼풍소#072와 발문이 정제된 글씨로 필사된 것

에 비해, 발문 이후에 위치한 풍아(소)의 마지막 장에는 이전에 비해 확연히

65) 본고에서 풍아(소), 풍아(대) 별집, 풍아(대)의 수록 작품을 인용할 경우, 인용문
에도 원문의 표기에 따라 한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6) 여기서 ‘下’와 ‘上’은 다른 글자들에 비해 매우 작게 적혀있는데, 위와 아래의 순서를
바꾸라는 교정표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원래 이 기록은 ‘海中仙府 / 天外雄藩’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67) 그 밖에도 풍아(소)의 앞표지 겉면에는 “영광과 총애 곁에는 치욕이 기다리고 있으
니 의기양양할 필요 없고, 곤궁함 뒤에는 복이 따르고 있으니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榮寵旁邊辱等待, 不必揚揚, 困窮背後福跟隨, 何須戚戚)”는 채근담(菜根譚)의 구절이
나, “나무가 잠잠해지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어버이는 기
다리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는 한시외전(韓詩外傳)의 구절 등
이 메모처럼 적혀 있다. 뒤표지 겉면에도 “군자는 곤란한 데 처해도 평안하다(君子處困
而亨)”는 등의 문구가 확인된다. 이는 모두 이세보가 유배객으로서의 비통한 심회를 다
잡기 위해 적어둔 격언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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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글씨체와 묵색으로 세 작품(풍소#073∼풍소#075)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풍소#073과 풍소#074∼풍소#075 사이에도 글씨가 달라져 있어, 얼마간 시차를 두

고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풍소#073의 경우 내용상 유배지에서 창작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며,68) 풍소#074∼풍소#075가 끝난 뒤에는 “병의 셔노라”라

는 부기가 있어 해당 시조들이 병자년(丙子年)인 1876년에 추가되었음이 확인된

다. 특히 풍소#075에는 자신이 ‘팔좌(八座)’ 자리에 올랐음을 장하게 여긴다는 구

절이 있는데69) 이는 1876년 무렵 이세보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와 도총관(都

摠管) 등의 고위 관직들을 역임했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병자년을 언급한 부

기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풍아(소)는 1862년 8월경에 유배지에서 창작한 72

수의 작품을 모아 발문과 함께 편찬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해배 후 1876년 무렵

에 창작된 3수가 맨 뒷면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풍아(소)의 편

찬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마지막 3수를 제외한 72수라 할 수 있다. 풍아
(소)의 전체 작품을 72수로 간주할 때, 이 중 선행 시조집인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시조는 18수,70) 신출 작품은 54수이다. 이 작품들 전부가 이후에 편찬

된 시조집에 재수록되어 있어, 단독수록 작품은 없다.71)

풍아(소)에 수록된 작품들의 성향은 책자 앞표지 안쪽에 적힌 다음 기록에

서 예고된 바 있다.

태평성세 중에 갑자기 진주(晋州)에서 민요(民擾)가 일어났고, 이로

68) 해당 작품은 다음과 같다: “가이 가기도 어렵고 / 안 가이 안 가기는 더 어렵도다
/ 라로 슈벽 낙강의 임 몸쥬거 졔나 편케” <풍소#073>. 그런데 이 작품은 악부
(나손본)를 비롯한 19세기의 다른 가집들에 수록된 시조창 사설과 흡사하여, 이세보가
해배 이후 풍류 현장에서 접한 노래를 나름의 방식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풍
소#073과 관련된 악부(나손본)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위염은 상셜 갓고 졀난 송
쥭니라 / 가자 니 가기 실코 아니 가던 못리라 / 차라리 회슈 낙동강 슈벽한 듸 이
몸 져 져 몸 편케” <악나#110>

69) 해당 작품은 다음과 같다: “무무릉(無才無能) 이  몸이 치위팔좌(致位八座) 장(壯)
씨고 / 조봉셩셰(遭逢聖世) 안이러면 쳘쥭(啜粥生涯) 그도 난득(難得) / 두어라
슈도션부시(水到船浮時)을” <풍소#075>

70) 시별A·B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은 없다. 유사한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
도일록과도 겹치는 작품이 없다.

71) 풍소#073∼풍소#075를 포함한다면 이 3수가 풍아(소)의 단독수록 작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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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호남이 가장 어지러워져서 심지어는 도끼를 가지고 관리에게 명하

여 그들을 묶거나 때리기도 하고 경외에 버리기도 하니, 그 해악이 이

잔도(殘島)에까지 미쳐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누신(累臣)은 또한 난

감하다. 이것이 이를 읊는 바다.72)

여기서 이세보는 1862년 2월에 발생한 임술민란과 그 해악이 자신의 유배지인

신지도에까지 미친 데 대한 ‘누신의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언급은 임술민

란을 기점으로 발문에서 언급된 “신지도 복즁 슈회”가 개인의 감상적 층위에

머물지 않고 대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세보는 임술

민란과 그 해악, 그리고 근본 원인 등에 대한 사유를 구심에 두고 여러 작품들

을 창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모아 민란이 발발한 지 반 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풍아(소)를 편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풍아(소)에 수록된 작품들은 관리의 실태를 다룬 작품(풍소#001∼풍소#060)

과 농민의 노동을 다룬 작품(풍소#061∼풍소#072)의 두 계열로 구분된다. 특히

풍소#061의 시작 부분에는 “농부가”라는 가필이 있어 이세보가 처음부터 이러한

분류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3)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두 계열은 모두 작가의 눈에 비친 사회 현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풍아
(소)라는 시조집에 함께 수합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신도일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유형적

으로는 분리될 수 있는 작품들이 하나의 시조집에 모아졌다면 그것을 관류하는

현실인식 내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요청된다 하겠다.

한편, 풍아(소)의 앞표지 안쪽에는 앞서 살핀 임술민란과 관련된 추기뿐 아

니라 부모에 대한 불효와 그리움, 형제간의 이별을 주제로 한 칠언절구 두 수가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한시들은 풍아(소)가 아니라 신도일록의 신도
#056과 신도#057의 초·중장에 현토되어 수록되어 있다.74) 또한 풍아(소)의 앞

72) “泰平聖化之中, 忽有晋州民擾始起, 又以湖南最擾, 甚至有持鉞, 命吏縛之打之, 畀棄境外,
其害熳及殘島, 不生不滅之累臣, 亦此難堪矣, 所以咏此云爾.”

73) 이러한 구분은 이후 풍아(소)의 작품들이 재수록된 풍아(대)에서 더욱 가시화되어
나타나는바, 관리 관련 작품(풍소#001∼풍소#060)은 풍대#288∼풍대#347, 농민 관련 작
품(풍소#061∼풍소#072)은 풍대#056∼풍대#067 구간에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74) 풍아(소) 겉표지 안쪽에 적힌 한시 2수는 “孰謂天涯有此行 北堂虛負倚門情 哺烏舐犢
徒傷感 何日歸寧報太平”, “殘魂零落棣華分 白日看雲長憶君 此地從來湘岸近 等閒歸雁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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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겉면에 적힌 채근담의 한 구절 역시 신도일록의 신도#070에 그대로 삽

입되어 있기도 하다.75) 이처럼 풍아(소)와 신도일록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
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품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이세보의 시조집들 중

에서 두 시조집 사이에 겹치는 작품이 전무하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이는

두 시조집이 상대적으로 가장 인접한 시기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독특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상은 이세보의 작가적 관

심이 유배 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뚜렷하게 분화되고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상이

한 성격의 두 시조집을 기획한 뒤 자신의 시조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수록하

였던 정황을 추정케 한다. 결과적으로 신도일록과 풍아(소)는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시조집으로 보이지만, 유배 기간 동안 분화되고 심화된

작가의 주제의식을 집적한 시조집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제명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풍아(風雅)’라는 제명이

직접 확인되는 이세보 시조집은 풍아(소)와 별풍아, 풍아(대)로 총 세 권

이다. 이 중 풍아(소)는 편찬시기로 볼 때 이세보에게 있어 ‘최초의 풍아’였다

고도 할 수 있다. ‘풍아’란 본래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및 <대아(大

雅)>·<소아(小雅)>를 가리킨 것이다. 이세보가 이 시조집을 ‘풍아’로 지칭한 것

은 시경에 비추어 노랫말을 모아두는 작업의 의미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관습

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76) 따라서 이 제명은 시조집의 작품들이 일시적 여흥으

로 기능한 뒤 민멸될 것이 아니라 기록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

으로 판단된다.

별풍아는 총 139수를 수록한 시조집이다. 처음 진동혁이 ‘別風雅’로 명명한

뒤, 표제를 그대로 읽은 ‘풍아’, 혹은 을축년에 편찬되었다고 하여 ‘(을축)풍아’로

堪開”이며, 이는 신도일록의 다음 시조들과 관련되어 있다. “슉위텬 유고 북당
허부 의문졍을 / 포오지독 도샹감은 일귀령 보평고 / 아마도 금셰불효 나인가.”
<신도#056>, “쟌혼영낙 쳬화분니 일간운 쟝억군을 / 지둉 샹안근의 등한귀안
불감문을 / 언졔나 동무반의여 위열친심” <신도#057>

75) 풍아(소)에 적혀있는 구절은 “榮寵旁邊辱等待 困窮背後福跟隨”이며, 이는 신도일록
에 수록된 다음 시조의 종장에 삽입되어 있다. “츙효가 일반이라 공명을 알냐거든 / 의
리의 즐 두어 누명의 범치 마라 / 아마도 영총방변의 욕등를” <신도#070>

76) 김흥규, 조선 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156-180면.



- 43 -

지칭되기도 하였다.77)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제명인 ‘별풍아’를 사

용한다. 이 시조집은 독특한 표제 방식이 언급된 바 있는데, 피리를 부는 인물도

(人物圖) 위에 ‘풍아’라는 글씨가 적힌 붉은 색감의 별지가 부착된 형태이기 때

문이다.78) 이처럼 정성이 담긴 모습은 별풍아가 타인에게 전해주기 위해 제작

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조집의 제작 동기와 편찬 시점은 앞

표지와 뒤표지에 적힌 서문 및 간기(刊記)에서 확인된다.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헤아려 염가(艶歌)를 나지막이 노래하기를 매

일 만 번씩 하면 금상첨화이니, 다른 날 만나는 자리에서 괄목상대하

여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자 한다면 이를 구하고 또 구하라.79)

을축년 5월 하순에 절대명기(絶代名妓) 경옥(瓊玉)에게 써서 준다.80)

이 기록들은 1865년(을축년) 5월 하순에 이세보가 경옥(瓊玉)이라는 기녀에게

자신의 시조들을 모아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별풍아를 편찬하였음을 보여준
다.81) 해당 시점은 이세보가 34세 때로, 1863년 12월의 해배 이후 일 년 반 정도

가 지난 시기이다. 이세보는 1865년 5월 7일에 형조참판으로 추천되었으나 보은

에 머물며 응하지 않아 27일에 부평으로 방축되었고, 얼마 후 석방되어 좌승지

로 정계에 복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별풍아가 편찬된 5월 하순은 이세보가 해

배 후 관직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직전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7) 진동혁, 앞의 논문, 1991;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신경숙, 앞의 논문, 2006.
78) 신경숙, 앞의 논문, 2006, 211-212면.
79) “口誦心商, 艶歌低唱, 日日萬回, 錦上添花. 異日逢場, 拾刮目相對, 非復吳下阿蒙, 是求是求.”
80) “乙丑 榴月 下澣 書贈 絶代名妓 瓊玉.”
81) 별풍아의 수신자인 경옥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기 어렵다. 다만 1877년에 대왕대비의 70주년 생신을 축하하는 진찬의식의 과정을 담은
진찬의궤(進饌儀軌)의 ‘공령(工伶)’ 조목에, 바로 이 ‘경옥(瓊玉)’이라는 기명이 확인된
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의궤에 따르면 경옥은 ‘몽금척’, ‘헌선도’, ‘수연장’, ‘가인전목
단’, ‘선유락’ 등 다수 정재 종목에 겹쳐서 출연하였던바, 상당한 재예를 갖춘 기녀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별풍아의 수신자인 경옥이 이세
보가 만난 여러 기녀들 가운데 특별히 시조집을 전해 받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지녔을
것임을 예상해본다면, 진찬의궤에 기재된 경옥과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
다고 판단된다. 진찬의식과 관련된 제반 기록들에 대해서는 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
민족무용 4,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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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문에서 이세보가 자신의 시조를 지칭한 ‘염가(艶歌)’는 별풍아의 성

격을 집약한 표현으로, 풍류 현장이나 기방(妓房)에서 불릴 노래를 수록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별풍아에는 애정과 풍류, 유람에 관한 작품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이긴 하나 강호에서의 삶을 형상화하거나

농민의 삶을 다룬 <농부가> 등도 확인되는데, 이는 기녀가 연행 현장에서 상대

하는 사대부들의 기호와 성향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호에서의 생활은 사

대부의 취향에 가까운 주제이며 농민에 대한 관심은 위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서 역시 현장의 사대부들이 쉽게 수용할만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반면 사행의

경험이나 유배생활의 고통, 관리들의 부정과 같은 주제들은 별풍아에서 제외

되어 있는바, 해당 내용들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기녀가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별풍아의 139수 중 선행 시조집의 작품을 재수록한 시조는 63수, 신출 작품

은 76수이다. 단독수록 작품은 1수82)이다. 재수록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별A·B와는 21수, 신도일록과는 4수, 풍아(소)와는 <농부가> 12수가 중

복된 데 비해, 시가와는 48수가 중복되고 있어 다른 시조집들에 비해 연관성

이 두드러진다. 이는 특히 시가와 별풍아가 공통적으로 연행 현장에서 불릴

만한 풍류, 애정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가의
제명인 ‘시가’와 별풍아의 작품을 자칭한 ‘염가’에 공히 ‘가(歌)’라는 표현이 있

다는 사실은 두 시조집의 작품들이 내포한 노래로서의 성격이 가시화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별풍아에서 새로 추가된 신출 작품 76수 중 강호시조 3수와

월령체 12수를 제외한 61수는 모두 애정 및 기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세보 시조의 풍류적 관심이 유람

을 포함하여 다방면에 걸쳐있던 이전과 달리, 별풍아에서는 애정과 관련된 문

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별풍아를 편찬하는 데에 있어 이세보는 내적으로 비교적 정연한 체재를 갖

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작품인 별풍#001은 신도#001을 재수록한 것으로

성인도덕을 언급한 작품이며 별풍#002∼별풍#004는 연결된 내용의 강호시조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조집 서두에 배치된 작품들은 앞으로 별풍아에서 구현될

풍류가 난잡하고 무분별한 유락이 아니라 절도와 풍격을 갖춘 것임을 선언하는

82) 별풍#075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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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별풍#005∼별풍#035는 애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구간은 대개

별풍아의 신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배 이후에 창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
다. 이어진 별풍#036∼별풍#067은 세 묶음의 연작시조가 연이어 배치되어 있다.

12수의 월령시조(별풍#036∼별풍#047), 풍아(소)에 수록되었던 12수의 <농부

가>(별풍#048∼별풍#059), 시가에 수록되었던 8수의 <팔경>(별풍#060∼별풍

#067)이 그것이다. 구조적으로 잘 짜인 연작시조들을 모아 시조집의 전반부에 배

치한 경향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별풍#068∼별풍#084는 기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시조이다. 앞부분에는 ‘송광

사’, ‘귀래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펼쳐진 연행 현장의 분위기를 기명(妓

名)을 활용해 형상화한 작품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중에는 별풍아를 전해준

‘경옥’의 이름이 직접 등장한 경우도 확인된다.83) 뒤에는 화자를 나비로, 기녀를

꽃으로 비유하여 애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이어져 있다. 이어진 별풍#085∼별풍

#139에는 주로 애정과 관련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는 남녀 간의 이별

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부분들에 비해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시

조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84)

이처럼 애정과 풍류를 중심으로 한 별풍아의 작품들은 당대 연행 현장에서

실제로 유통되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일례로 가곡원류(일석본)에는 작가를 이

세보로 기재한 시조 6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별풍아에 실려 있던

작품들이다.85) 가곡원류(일석본) 중에서도 이세보 시조가 수록된 권4는 1890년
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6) 이는 별풍아의 작품들이 20세기

초엽에까지도 풍류 현장에서 불렸음을 증거하고 있다.87) 작가명이 기록되어 있

83) “이원악 풍뉴즁의 신방급졔 연분고 / 번화헌 고은 도 일여 관녜니 / 아마도
졀 명기는 경옥인가” <별풍#074>

84) 세부적으로 보면, 별풍#085∼별풍#119는 5수를 제외하면 시가의 작품들을 재수록한
구간이고, 별풍#120∼별풍#134는 별풍아의 신출 작품들이며, 별풍#135∼별풍#139는 모
두 시가의 작품들을 재수록한 시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85) 별풍#007, 별풍#011, 별풍#018, 별풍#019, 별풍#112, 별풍#120이 해당한다. 이 작품들은
가곡원류(일석본)에 #692∼#697로 수록되어 있는데, 작가명이 “李判書仁應”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세보가 1868년에 이인응(李寅應)으로 개명하였던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86) 강경호, 가곡원류계 가집의 편찬 특성과 전개 양상 연구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1, 146-151면.

87) 오종각은 가곡원류(일석본) 권4를 여창 가곡창 작품이 수록된 부분으로 보고 이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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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않지만 다른 가집인 시쳘가와 調 및 詞에서도 별풍아의 시조가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88)

풍아(대) 별집(대별)은 시별A 및 시별B와 마찬가지로 제본되지 않은
자료이다.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임시로 엮은 형태로 되어 있다. 각 장의 우측

하단에 매겨진 번호로 보아 원래는 35장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34번째 장이 누락되어 있다. 이 자료는 처음 진동혁에 의해 別集Ⅰ로 소개되

었으나89) 이후 발간된 영인본90)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자료를 누락시킨 데에

는 제본된 책자도 아닐뿐더러 거의 모든 작품이 풍아(대)와 중복되어 있어 자

료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91)

이후 오종각은 제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자료를 미제본(未製
本)으로 명명하면서 대략적인 서지사항을 개괄하였다.92) 그런데 이처럼 ‘미제본’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제본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앞서 살핀 시별A와 시별B 역시 동일한 ‘미제본’이라는 사실

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이 시조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풍아(대) 편찬
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별A와 시별B의
경우와 같이 자료의 성격을 ‘풍아(대)의 별집’으로 규정하고 이로써 제명을 확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別集Ⅰ, 미제본
등으로 지칭되었던 이 자료를 풍아(대) 별집으로 새로이 명명하고자 한다.
대별에 수록된 작품은 총 226수이다.93) 별풍아를 포함한 이전 시조집의

의 작품들 역시 여창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오종각, 앞의 논문, 1999,
70-71면). 그러나 가곡원류(일석본) 권4는 남창이나 여창을 모아두었다기보다 여러
장르 및 시조 작품들을 모아 놓은 사설집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를 근거로 이세보 시조
가 여창으로 불렸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가곡원류(일석본)에 대해서는 강경호, 앞의
논문, 148면 참조.

88) 별풍#016과 별풍#124에 해당한다. 시쳘가는 1887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
및 사는 1867∼1907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
문화사, 1972, 66-67면; 성무경, 시조 가집, 조및사의 문화도상 탐색 , 조선후기, 시
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141면.

89) 진동혁, 앞의 논문, 1981a, 69면.
9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91) 이후 역대 시조를 총집성한 고시조대전(김흥규 외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에도 이 문헌의 존재가 누락되어 있다.

92) 오종각, 앞의 논문, 1998, 14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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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주제에 따라 작품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

다.94) 마지막 두 작품인 대별#225와 대별#226의 글자 모양만이 다소 다를 뿐, 나

머지 작품들의 필체는 풍아(대)의 것과 동일하며, 모든 작품에 한자가 병기되

어 있다는 점도 일치한다. 대별은 형태뿐 아니라 풍아(대)와 실제 작품의

양상 및 체재의 측면에서 있어서도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는바, 1수를 제외한 수

록 작품 전체가 풍아(대)와 중복된다는 점,95) 작품의 수록 순서가 거의 일치

한다는 점, 대별과 풍아(대)의 두 시조집만이 공유하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에 대별이 제본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대별은 집대성격의 시조집인 풍아(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라

볼 수 있다. 이로써 대별의 편찬 시점은 별풍아 이후, 그리고 뒤에서 살필

풍아(대) 이전인 1865년 5월 하순에서 1871년 사이로 추정된다.
대별의 전체 226수 중 재수록 작품은 172수,96) 신출 작품은 54수이며 단독

수록 작품은 없다. 이전 시조집에 수록되지 않았다가 대별에서 추가된 신출

작품은 사행시조 일부와 초한고사 시조, 속리산 유람 시조 등이다. 여러 시조집

의 작품들을 재수록하였기에 대별의 작품들은 관리권계와 유배, 유람 등의 다

양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이세보 시조 전체에서 애정과 관련된

작품들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별에서는 마지막에 실린 대별#225∼

대별#226을 제외하면 유독 기녀와 애정을 다룬 작품들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

93) 진동혁이 처음 소개할 때는 수록작을 224수로 본 반면, 오종각은 226수가 수록되었다
고 보았다(진동혁, 앞의 논문, 1981a, 69면;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33면). 이러한 혼선
은 34번째 장이 누락되면서 일부가 삭제된 두 시조에 대한 집계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작품인 대별#220과 대별#221의 경우 실제 책자를 보면 각각 종장과 초장
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시조집에도 확인된 작품으로서 실체가 명확하기
에 대별의 수록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94) 대별#001∼대별#013은 사행시조, 대별#014∼대별#043은 초한고사 관련 시조, 대별#044
∼대별#055는 월령체, 대별#056∼대별#067은 <농부가>, 대별#068∼대별#127은 관리들의
실태, 대별#128∼대별#148은 도덕 관련, 대별#149∼대별#183은 유배 관련, 대별#184∼대
별#205는 유람, 대별#206∼대별#215는 미완의 월령체, 대별#216∼대별#224는 유배 관련,
대별#225∼대별#226은 애정 관련 작품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주제 구
간은 약간의 변경만이 있을 뿐 대부분 풍아(대)로 이어져 있다.

95) 오종각은 풍아(대)와 모든 작품이 중복된다고 하였으나(오종각, 앞의 논문, 1999, 33면)
오류이다. 풍아(대)와 겹치지 않는 작품은 대별#224로, 이는 신도#087을 재수록한 것이다.

96) 시별A·B에서는 12수, 시가에서는 66수, 신도일록에서는 57수, 풍아(소)에서는
72수, 별풍아에서는 26수의 작품을 재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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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예외적으로 애정을 다룬 마지막 두 작품의 경우, 필체가 이전과 달라 나중

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면, 이세보는 원래 기녀 및 애정과 같은 풍류와 관련

된 내용을 제외하고 책자의 전반부에 먼저 모아둔 뒤, 추후에 남은 작품들을 후

반부에 수록하여 시조집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가될 작

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체재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

면서, 원래의 계획대로 시조집이 완성되지 못하고 전반부에 모아둔 작품들과 2

수의 애정시조만이 추가된 채 현재와 같이 미제본 상태의 대별로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는 집대성격의 시조집인 풍아(대)를 준비하는 과
정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별은 풍아(대)의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이세보가 풍아(대)를 위해 기존의 작품들을 모아 주제별로 분

류하는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자료라 할 수 있다.

풍아(대)는 총 422수의 시조와 1수의 가사가 수록된 방대한 시조집이다. 전

체 작품 중 선행 시조집의 작품을 재수록한 시조는 380수,97) 신출 작품이자 단

독수록 작품은 42수이다.98) 다른 시조집에는 없고 대별이나 풍아(대)에 수록
된 작품은 96수인데, 대별을 풍아(대)의 준비 단계에 포함시킨다면 이 96수

는 사실상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추가된 신출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

능하다. 요컨대 풍아(대)는 기존의 작품 326수를 재수록하고 대별을 포함

한 풍아(대)의 기획 과정에서 96수를 추가하여 전체 422수로 편찬된 것이다.

모든 작품에는 풍아(소) 및 대별과 마찬가지로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풍아(대)가 최종 완성된 시점은 풍대#419∼풍대#422에 여주목사와 개성부유

97) 시별A·B의 작품은 50수, 시가는 141수, 신도일록은 76수(신도#093∼신도#095 제
외), 풍아(소)는 72수, 별풍아는 137수, 대별은 225수를 재수록하였다.

98) 선행연구에서는 풍아(대)의 단독수록(출현) 작품을 97수로 파악하여 왔으나(오종각,
앞의 논문, 1999, 22면; 박규홍, 풍아(대) 해제 , 신경숙 외, 앞의 책, 362면), 이는 시
조집의 실상에 따라 42수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집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
째, 선행연구에서 대별의 존재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둘째, 풍대#278과 시가#029를 별
개의 시조로 파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대#278은 표면상으로는 1.5행 정도의 차
이가 나타난다 해도 그 시상전개와 단어의 의미에 있어 시가#029를 변개하여 재수록한
작품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가#029와 동일한 시조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하다. 만약 이를 별개의 작품으로 파악한다면 이세보 시조 중 기존 작품을 변개한 수십
수의 작품들 역시 별도로 재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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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언급된 사실로 보아 해당 관직을 역임한 1871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99)

또한 앞서 풍아(소)의 뒤표지에 가필된 풍소#075가 1876년에 창작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는데, 만약 풍아(대)가 그 이후에 편찬되었다면 이 시조를 함께

수록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해당 작품은 풍아(소)의 뒷면에만 기록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풍아(대)는 1871년에서 1876년 사이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아(대)는 풍대#001∼풍대#418까지 시조가 이어진 뒤 가사인 <상사별곡>이
배치되고, 다시 시조 작품 풍대#419∼풍대#422가 이어진 뒤 발문으로 마무리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유사한 시기의 청구영언(육당본)이나 남훈태평가 등의
가집들이 대개 시조를 수록한 뒤 가사를 배치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이세보 역시

풍대#001∼풍대#418과 가사인 <상사별곡>을 모아 일차로 구성을 매듭지은 다음,

추가로 창작한 시조들과 발문을 첨부하여 책자를 완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세보는 이전에도 풍아(대)의 예비 단계로 대별을 엮은 바 있고, 그밖에 다
른 시조집들의 구성도 참고하면서 풍아(대)의 체재를 마련해 나간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풍아(대)라는 방대한 시조집이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제작된 결과물임을 시사하고 있다.100)

풍아(대)의 마지막 장에 실린 발문은 다음과 같다.

셰임슐지계츄한(歲在壬戌之季秋下澣)의 신지도(薪智島) 복즁

(鵩舍中) 년젹(四年謫客)으로 년부년(年復年) 월부월(月復月)의

병근(病根)은 날노 더고 슈회(愁懷)난 만단(萬端)여 셰월(歲月)를

99) “져 달아 네 아느냐 황녀슈(黃驪太守) 심즁(心中事)를 / 샴오야(三五夜) 됴흔 밤의
슐 잇고 임은 업다 /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 졍(情)인가” <풍대#419>, “어화 셩은(聖
恩)이야 가지록 망극(罔極)다 / 겁여(百㥘餘生) 이 몸이 셔경유후(西京留侯) 되
단 말가 / 아마도 연도보(烟埃圖報)난 오날인가” <풍대#422>

100) 풍아(대)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이세보가 1862년 9월 하순에 대부분의 작품을 정
리하여 풍아(대)를 1차로 집성하고 여주목사 부임 직전의 작품을 합하여 1871년에 2
차로 책자를 마무리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나(오종각, 앞의 논문, 1999, 50면),
이는 풍아(대) 내에 1862년 이후에 창작된 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이세보가 풍대#001∼풍대#418과 <상사별곡>까
지를 모아 풍아(대)를 우선 편집한 이후 풍대#419∼풍대#422와 발문을 추록하여 성책
(成冊)하였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던바(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64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풍아(대)의 편찬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기보다, 대별의
제작을 포함한 여러 단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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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고져 혹 글도 읽으며 시(詩句)도 지으며 쇼셜(小說)도 보다가 

노를 지어 긔록(記錄)나 쟝단고져(長短髙低)를 분명(分明)이 로

지 못엿스니 보난 이 짐쟉여 볼가 노라.

이 글은 발문으로서 몇 가지 유의할만한 지점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기술된

제작 시점이나 시조 창작 경위 등의 설명이 풍아(대)의 실제와 정확하게 들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발문에서 “노를 지어 긔록”했다는 “임슐지

계츄한(歲在壬戌之季秋下澣)”은 이세보가 신지도에 유배 중이던 1862년 9월

하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발문 앞에 수록된 1871년 이후 창작된 시조

들의 내용과 모순된다. 그 밖에도 풍아(대)에는 유배 기간 외의 시점에 창작되
었거나 유배객의 수회와 무관한 작품들이 다수 확인되기도 한다.

1871년 이후에 완성된 풍아(대)의 마지막 장에 1862년에 노래를 지어 기록

했다는 내용의 발문이 실린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이세보가 풍아(대)를 완성

한 뒤 그 시점에 적합한 발문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풍아
(소)의 발문을 보완하여 수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풍아(소)와 풍아(대)의
발문을 비교해보면 그리 긴 글이 아님에도 임술년의 신지도 유배 중에 수회를

잊기 위해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풍아(대)의 발문에는 풍아(소)에 적혀있던 유배 당시의 기록 위

에 풍아(대) 완성 시점의 의식이 중첩된 지점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를 단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세보가 자신을 “년젹(四年謫客)”이라 언급한 부분이

다. 유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유배 기간, 그중에서도 노래를 기록했

다는 임술년(1862년) 당시에는 자신을 ‘4년간의 유배객’으로 자칭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이 언급은 해배 이후에 4년간에 걸친 유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점

에서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글 읽기, 소설 보기 등 세월을 잊기 위한

시도의 나열 역시 해배 이후 유배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01)

101) 이 외에도 풍아(소)의 발문에서는 노래를 기록한 시점이 “임슐즁츄(壬戌中秋)”, 즉
임술년 8월로 되어 있으나, 풍아(대)에서는 “임슐지계츄한(壬戌之季秋下澣)”, 즉 임
술년 9월 하순으로 바뀌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까닭에 대해서는 정
확히 알기 어렵지만, 1862년 8월에 풍아(소)를 편찬한 이후, 9월 하순에 그간 창작한
작품들을 또 한 차례 수합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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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풍아(대)의 발문은 유배 중인 1862년에 작성되었던 풍아(소)의 발

문을 해배 이후 풍아(대)를 완성하였던 시기의 관점에 의거해 보완하여 수록

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이 글은 풍아(대)의 본문과 부합되도록 작성

된, 풍아(대)만을 위한 발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풍아(소)의 발문을

그대로 싣지 않고 풍아(대)를 제작하던 시점의 내·외적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

였다는 점에서, 풍아(대) 편찬에 투영된 작가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록

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풍아(대)의 수록 작품들이 배열된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시조집 전체의 정서적 리듬에 맞춰 지루하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굴곡이

있도록 배치되었다는 견해,102) 작자의 생애라는 내적 질서에 의해 편집된 것이라

는 견해103)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다소 자

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거나, 일부 작품군만을 선별하여 순서를 설명하고 있

어 시조집의 실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후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작품을 배치하되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작품군의 정서나 내용상 굴곡이

필요한 만큼의 재편집 구도를 갖는다는 절충적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104)

이 역시 전체 체재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풍아(대)
의 모든 영역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질서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실 풍아(대)의 체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작품의 배열순서보다

주제에 따라 구간별로 작품들이 군집되어 있는 양상 자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구간 내에는 모든 작품들이 단일한 주제로 응집된 경우도 있고, 유사한 성향의

작품들이 다소 느슨하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제적 구심

이 확고하여 연작 형태를 뚜렷하게 갖춘 사행시조, 초한고사 시조, 월령체 시조,

<농부가> 등이 초반부에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는 애정, 유배 등 다양한 주제

하에 모여든 작품군이 이어져 있다. 이처럼 창작 시기나 정서적 흐름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 주제 구간을 바탕으로 풍아(대)의 체재가 갖추어진 것은, 풍아
(대)의 편찬 작업이 이미 일정한 주제적 지향을 중심으로 완성되어 있던 선행

시조집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2) 정흥모, 앞의 책, 188면.
103) 고은지, 앞의 논문, 377-382면.
104)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55-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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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간 및 선행 시조집으로부터 재수록된 작품수를 포함한 풍아(대)의
전체 체재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여기서 각 구간별로 제시된 ‘주

요 내용’은 해당 구간에 속한 작품들의 주된 경향을 대표적으로 지칭할 뿐, 이에

속한 모든 작품이 그 주제와 동일한 정도로 부합하거나 정확히 귀속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구간 주요 내용
선행 시조집으로부터 재수록된 작품수105) 풍대

작품수시별A·B 시가 신도 풍소 별풍 대별

풍대#001∼#013 사행 5 7 · · · 13 13

풍대#014∼#043 초한고사 · · · · · 30 30

풍대#044∼#055 월령체 · · · · 12 12 12

풍대#056∼#067 <농부가> · · · 12 12 12 12

풍대#068∼#075 <팔경> · 8 · · 8 · 8

풍대#076∼#094 기녀/풍류 2 3 · · 16 · 19

풍대#095∼#140 애정 3 3 2 · 33 2 46

풍대#141∼#161 은일/도덕 8 13 5 · 5 1 21

풍대#162∼#213 유배 5 12 46 · · 42 52

풍대#214∼#235 유람 4 11 · · 1 22 22

풍대#236∼#245 월령체(미완) · 10 · · · 10 10

풍대#246∼#265 도덕 · 9 20 · · 20 20

풍대#266∼#287 애정/풍류 15 16 · · 10 1 22

풍대#288∼#347 관리권계 · 18 · 60 · 60 60

풍대#348∼#398 애정 7 29 1 · 39 · 51

풍대#399∼#418 풍류/도덕 1 2 2 · 1 · 20

풍대#419∼#422 외관(外官) · · · · · · 4

[표 1] 풍아(대)의 체재 및 선행 시조집 작품의 재수록 양상



- 53 -

풍아(대)의 주제 구간들 중 선행 시조집에 없었던 주제가 새로이 출현한 경

우는 1871년 이후에 창작된 외관(外官) 관련 시조 4수를 제외하면 확인되지 않

는다. 준비과정인 대별로 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이전에 없던 주제는 초한고사

관련 시조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풍아(대)가 선행 시조
집을 통해 구현된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데 중심을 둔 시조집임을 어

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풍아(대)의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시조집의 편찬 과정이

단순히 선행 시조집의 작품을 수합하여 특정 주제 구간으로 배치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기존 작품들의 표현 및 구절 등을 적극적으로 수정, 변개하는 등의

재구성 작업을 동반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다음 사례들은 풍아(대)로의 재수
록 과정에서 기존의 표현을 다양한 형태로 조정한 양상을 보여준다.

남 쳔니노의 결갓치 어이 온고 <신도#003> 중장

강진(康津) 쳔리노(千里路)의 결갓치 어이 온고 <풍대#176> 중장

츙효를 몰나쓰니 슈원슈구 랴 <신도#010> 중장

츙효(忠孝)를 몰낫스니 슈원슈구(誰怨誰咎) 어이랴 <풍대#182> 중장

엇지타 인간(人間)의 (生涯)가 다 각(各) <풍소#032> 종장

엇지타 인간(人間)의 (生涯)가 다 각각(各各) <풍대#319> 종장

신도#003은 유배지까지의 여정을 표현한 부분으로, 풍아(대)로 재수록되면서

목적지가 남해(南海)에서 ‘강진’이라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명으로 교체되어 있

다. 신도#010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지만 율격적으로 어색했던 마지막 구가

풍아(대)에서 교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106) 풍소#032에서는 마지막 구절의 오

105) 여기서 굵게 표시된 숫자는 해당 작품들 전부가 풍아(대)에 재수록되었음을 뜻한
다. 신도일록과 풍아(소)의 경우, 편찬 시점과 무관하게 첨부된 작품들(신도#093∼
신도#095, 풍소#073∼#075)은 해당 시조집의 수록 작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106) 풍아(대)로의 재수록 과정에서 형태적 완성도를 의식하였던 정황은 빈번하게 확인
된다. 다음 사례들에서는 재수록 과정에서 ‘∼라야’, ‘∼인가’, ‘의’와 같은 조사와 어미가
생략되거나 축약되면서, 한 음보의 음절수가 4∼5자로 조절되면서 일반적인 평시조 율
격에 가깝게 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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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수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러기는 강호요 학은 쳥송이라

엇지타 은 갈 곳이 젹어 <시가#103> 중·종장

기럭이는 녹슈요 학은 쳥숑이라

엇지타 람은 갈 곳지 젹어 <별풍#103> 중·종장

기럭이는 녹슈요 학은 쳥숑이라

엇지타 은 탁의(托意)헐 곳이 젹어 <풍대#364> 중·종장

시가#103의 “강호”는 별풍아에서 “녹수”로 바뀌었고, 풍아(대)에 재수록되

면서는 “갈 곳”이 “탁의헐 곳”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이세보

가 작품을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표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심했던 흔적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수정 사례 외에도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는 기존 시조

집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이 내용 및 주제적인 층위에서 변주되거나, 작품의 수

록 순서가 전면적으로 재배치된 양상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풍아(대)
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풍아(대)만
을 단독으로 살피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선행 시조집들과의 관계로 시야를 넓

히고, 재수록 과정에서 확인되는 작품 및 구성 등의 변주에 관한 분석이 필수적

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풍아(대)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장에서 논의하도
록 한다.

아마도 양라야 방지 부모은인가 <신도#071> 종장
아마도 양방지(養子方知) 부모은(父母恩)인가 <풍대#256> 종장

아마도 군지교는 담여슈인가 <신도#075> 종장
아마도 군지교(君子之交)는 담여슌(澹如水)가 <풍대#257> 종장

아마도 후의 누명은 면련이 <신도#077> 종장
아마도 후누명(死後陋名)은 면(免)련이 <풍대#263>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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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이세보 시조집 8종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로써 각 시조집의 서지

사항을 재검토하며 그 체재와 성격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간의 연구사에서 명료

하게 파악되지 못했던 시조집들 간의 선후 관계 및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이러

한 성과를 토대로 이세보 시조집 전체를 편찬 순서에 따라 개괄하여 요약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7) 앞서 개별 시조집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한바, 여기서 제시된 시조집의 편찬 시기는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근거하여 가능한 수준까지 추정해 낸 결과이다. 여러 시조집의
편찬 시기가 겹쳐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도일록과
풍아(소)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표에서 나열된 시조집의 순서는 곧 본고에서 규명한
시조집의 선후 관계에 대응함을 밝혀둔다.

108) 괄호 안의 숫자는 신출 작품 중 해당 시조집에 단독수록된 작품수이다.
109) 대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조집의 편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 작품까지 포
함한 것이다. 신도일록과 풍아(소)의 경우, 책자 말미에 기재된 작품들(신도#093∼
신도#095, 풍소#073∼풍소#075)은 시조집이 편찬되고 한참이 지난 뒤 메모의 형태로 추
가된 작품으로서 사실상 해당 시조집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시조들은 일반적
인 기준에서는 해당 시조집에 포함된 작품으로 간주되기에, 이에 따른 작품수는 대괄호
를 사용하여 따로 기재한다.

110) 풍소#073∼풍소#075를 포함한다면 풍아(소)의 단독수록 작품은 3수로 집계된다.

시조집 편찬 시기107)
제책

형태

작품수

재수록 신출108) 전체109)

시가 별집A 1861년 4,5월∼시가 이전 미제본 - 67(6) 67

시가 별집B 1861년 4,5월∼시가 이전 미제본 - 62(6) 62

시가 1861년 4,5월∼1862년 8월 제본 56 101(6) 157

신도일록 1861년 여름∼1863년 11월 제본 29 63(13) 92[95]

풍아(소) 1862년 8월 제본 18 54(0)110) 72[75]

별풍아 1865년 5월 하순 제본 63 76(1) 139

풍아(대) 별집 1865년 5월 하순∼1871년 미제본 172 54(0) 226

풍아(대) 1871년∼1876년 제본 380 42(42) 422

[표 2] 이세보 시조집 8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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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집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뒤에 편찬된 시조집일수록 작

품들이 주제에 따라 정리된 경향이 뚜렷해지며, 결과적으로 풍아(대)에 구축되
어 있는 주제 구간의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풍아(대)가 일시

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조집의 편찬 작업이 누적된 시조집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는 지점이다.

한편, 개별 시조집의 양상과 성격은 상이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각 시조집의 서

두에 배치된 작품이 대체로 윤리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예

컨대 시가의 첫머리에 놓인 시가#001은 부귀영화를 탐하지 말라는 내용이

며,111) 신도#001과 별풍#001은 같은 시조가 중복된 것으로서 성인 도덕을 강조하

는 내용이다.112) 유배지에서의 처지를 다룬 신도일록과 기녀에게 전하기 위해

제작된 별풍아는 시조집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작품을 선
두에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대별과 풍아(대)의 경우에도, 시조집 초반부에

배치된 사행 관련 작품들이 대명의리(對明義理)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

에서는 역시 윤리적인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13) 이처럼 이세보는 각 시조

집의 첫머리로 윤리적 성향의 시조를 선호하였던바, 이는 시조에 대한 자신의 태

도 내지 기호가 유락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세보 시조집의 전체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계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시조집 전체의 유형을 나누는 작업은 오종각에 의해

한 차례 시도된 바 있다. 그는 이세보 시조집을 크게 풍아(대)와 그 이본, 시
가와 그 이본, 별풍아, 신도일록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풍아(대)
의 이본으로는 풍아(소)와 대별(기존의 미제본)을, 시가의 이본으로는 
시별A·B(기존의 풍아별집)를 포함시켰다.114) 이 논의는 풍아(대) 외의 시조
집을 풍아(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파악했던 통념을 자료의 실상에 비추어

재고하려 한 작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111) “인간의 부귀영화 쳘 업시 원틀 마라 / 굴원에 음반 부귀로 당할소냐 / 지금에
챵낭슈 맑어쓰니 탁오영헐가” <시가#001>

112) “무궁헌 건곤이요 변치 안는 일월이라 / 휴슈왕샹 만물이요 한셔온량 시로다 / 그
즁의 어렵기는 셩인도덕” <신도#001/별풍#001>

113) 첫 작품을 대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앗갑다 명텬지(大明天地) 션우(單于) 
이 되단 말가 / 표연(飄然)헌 의관문물(衣冠文物) 치발위쥬(薙髮僞主) 무샴 일고 / 언졔
나 셩진(腥塵)을 쓰라치고 셩평(聖代太平)” <대별001/풍대#001>

114)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2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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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본’ 개념은 자료 간의 차이 내지

위계가 명확한 이세보 시조집의 양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대별은 풍아(대)의 예비 자료로서의 성격이 분명하며, 풍아(소)는
풍아(대)보다 작품수가 현저하게 적을뿐더러 수록 작품들의 성격 자체가 상이

한데, 이들을 풍아(대)의 이본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이본’만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각 시조집의 성향이나 자

료 간의 관계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풍아(대)와 시가, 별풍아, 신도일록
등이 동등한 위상을 지닌 각각의 유형들로 단순 나열되고 있다는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조집들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조망할 것인가? 우선 시별A와
시별B 및 대별의 경우,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 다른 시조집을 제
작하는 데 있어 예비적 성격을 지닌 자료들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가장 마지

막에 완성된 풍아(대)의 경우, 선행 시조집들의 성과를 재구성하고 체재를 정

비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다른 시조집들과는 다른 범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이 외의 시조집인 시가, 신도일록, 풍아(소), 별풍아의 경우에는 각 시
조집의 지향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

다. 먼저 시가와 별풍아는 연행을 위한 노래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같

은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 두 시조집은 내용상 유람과 애정

등의 풍류적 주제가 주류를 점하고 있으며, 실제 중복되어 있는 작품들도 다수

확인된다. 아울러 시가의 제명과 별풍아 발문의 ‘염가’라는 표현은 두 시조

집이 모두 연행에 요구되는 ‘노래[歌]’로서의 성격을 기반에 두고 편찬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풍아(소)와 신도일록은 연행 현장으로부터 분리된 유배라는 조

건 하에, 이세보가 직면한 현실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 및 해결 방안 등을 담

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나 별풍아와는 분리된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시조집은 노래로서의 연행성보다 작가 고유의 감정과 사유

를 표현하는 ‘시(詩)’로서의 지향이 강화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도일록
의 시조들이 유배객의 처지와 심경이 기술된 일기문과 병존하고 있다는 점, 풍
아(소)의 시조들에 처음으로 한자가 병기되고 있어 의미적인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이 계열의 성격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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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볼 때, 이세보 시조집은 예비단계로서의 시조집들(시
별A, 시별B, 대별)을 제외하면, 연행을 위한 노래 중심의 시조집(시가,
별풍아)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 위주의 시조집(신도일록, 풍아(소)),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재구성하고 체재를 정비한 시조집(풍아(대))의 세 계열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이세보가 다양한 성격의 시조집을 거듭

편찬하며 추구해 나갔던 작품세계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

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Ⅲ·Ⅳ·Ⅴ장에서는 위의 세 계열을 중심으로 이세보가 구축한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가의식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Ⅲ장에서는 시가와 별풍아를 검

토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풍류 내지 애정시조로 균일하게 파악되어 왔던 작품들

이 수록 시조집과 그 방향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신도일록과 풍아(소)를 검토하여,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범주로 파악되었던 작품들이 동일한 시조집과 계열 내에서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고찰한다. Ⅴ장에서는 풍아(대)를 고찰하여, 이

시조집의 편찬이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 및 시조집의 체재를 완비하는 작업을 바

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그에 반영된 작가적 지향을 고구한다. 이후 작품세

계 전체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은 각 시조집과 해당 계열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뒤,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과 시가사적 의의를 고구하는 Ⅵ

장에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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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행을 위한 노래의 다각적 활용

본 장에서는 연행을 위한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가 및 별풍아의 시조
와 그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고찰한다. 시가는 이세보가 유람과 풍류를 즐기던

시기의 삶과 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별풍아는 기녀에 의한 가창

을 염두에 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두 시조집은 실제 연행을 전제하

며 풍류 현장의 흥취나 애정과 관련된 감정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행을 위한 노래로서의 구심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유사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가와 별풍아를 면밀히 살펴보면 작가적 관심 및 미

적 특질에 있어 뚜렷하게 변별되는 지점들이 확인되는바, 이는 두 시조집에 반

영된 작가의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의하며 본 장에서는

시가와 별풍아의 수록 작품들을 차례로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풍류성 제고와 유대감 형성: 시가
시가는 예비 작업인 시별A와 시별B를 제외하면 최초로 제작된 이세보

의 시조집에 해당한다. 편찬 시점까지의 작품들을 처음 수합하여 다양한 주제적

편폭을 보이나, 그중에서도 유람이나 애정과 같은 풍류 현장과 관련된 작품들이

주류를 구성하고 있다. 해당 작품들은 특히 이세보가 풍류에 매진하던 유배 이

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방대한 작품세계의 초기적 형태와

시적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에 초점을 두고, 본

절에서는 풍류적 성향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가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조명한다.

1) 현장감과 즉흥성 추구

이세보는 유배 이전에 각지를 유람하며 풍류 마당을 주재하는 가운데 다수의

시조를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실제 장소와 인물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어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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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장면을 전면화함으로써 연행 현장의 실상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한샨셩 도라드니 원 셔쟝라

황효쳘 면 치고 기 츔 여라

다시 보니 샹엽이 홍어이월화를 <시가#122>

응향각 놉흔 집에 이원졔 압헤 두고

졀가인 화답니 경무궁 졀승다

아마도 쳥츈낙은 이인가 <시가#146>

이 시조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樂工)들과 가무를 펼쳐 보이는 기녀들이

어울리는 풍류 마당을 묘사한 것이다. 시가#122는 남한산성의 개원사와 서장대,

그리고 황효철이라는 악공을 호명하면서 음악과 기녀들의 춤이 어우러지는 연행

현장의 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시가#146의 배경인 응향각은 순창의 명승지 중

하나였다. 초장의 이원제자(梨園弟子)는 악공들을, 중장의 절대가인(絶代佳人)은

기녀의 모습을 가리키는바, 여기에 응향각에서 바라본 절경까지 더해져 종장의

청춘행락(靑春行樂)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이를 만끽하는 이세보의 모습은 ‘풍류

마당을 연년이 지어 여염부녀(閭閻婦女)들조차 자신을 알아보았던’1) 시절의 행

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풍류에 동참한 인물이나 승경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동원하여 연행 현

장의 흥취를 담아낸 작품들은 대상에 대한 진지한 몰입이나 내면화 과정을 배제

한 채 현장감과 즉흥성을 중심에 둔 창작 태도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

향은 시가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된다.

응향지의 를 여 화방로 나려가니

연화는 만발고 녹슈는 무궁이라

아마도 호람경는 예인가 <시가#005>

1) “길리 젼쥬지경으로 지나가니 이곳즌 풍고읍이요, 가친이 통판을 지여 계시고 나도
칠팔년 이에 왕든 곳이라. 승금졍과 한벽당이 문득 풍뉴 마당을 년년이 지엿쓰
비록 여염부녈지라도 쥴른 다 알더라.” 신도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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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광 본 년후의 물념 젹벽 도라 드니

쳠은 어 가고 쟝강만 푸루럿누

아마도 강남셩지는 예인가 <시가#006>

연경의 유람고 연광졍 다시 보니

쟝셩일면용용슈요 야동두졈졈샨을

아마도 졀승경는 예인가 <시가#036>

이 시조들은 각각 순창(시가#005)과 순천 및 화순(시가#006), 평양(시가#036)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작가의 유람 편력을 보여준다. 세 작품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승경의 이름과 그 경관,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는 행위가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장소들이 바뀌어 등장하고 있음에도 모든

시조의 종장에서는 어김없이 “아마도 ∼는 예인가”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구문은 위의 사례들 외에도 일종의 공식구라 할 수 있을 정도

로 시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작법의 측면에서 볼 때 공식

구의 반복 활용은 즉흥적으로 시조를 지어 불러야 할 경우에 용이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2) 이를 통해 이세보는 승경으로부터 촉발된 서정에 몰입하거나 대

상을 내면화한 결과를 종장에 응집하기보다, 별도의 조탁 없이 풍류 현장의 외

적 인상과 그에 따른 가벼운 단상만을 즉각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풍류 마당의 현장감과 즉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시가의 주요한 성

격을 구성하는바, 특히 유람과 관련된 시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관련하여 시

가#051∼시가#058에 해당하는 <팔경>의 양상은 주목을 요한다. <팔경>은 순창

의 경관들을 다룬 작품 8수를 통칭한 것으로, 첫 번째 수가 시작되는 자리에 ‘팔

경’이라고 적혀 있어 작가가 붙인 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선행연구

에서 ‘순창팔경가’로 지칭되기도 하였던바, 순창 지역의 팔경을 다룬 유일한 작

품이라는 점과 한시의 고유 영역이었던 팔경시(八景詩)의 전통을 국문시가에 접

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평가되기도 하였다.3)

2) 신연우, 시조에 있어서 문화 동질감의 표현 , 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 연구, 박이정,
1997, 205면.

3) 김승우, 앞의 논문, 55-56면. 이 논의는 <팔경>에 속한 각 경관들의 위치를 실증하면서
작품의 구성과 시상 전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팔경>에 등장하
는 공간의 위치는 두 수씩 친연성을 지니며, 이러한 구성은 팔경시의 전통과 맞닿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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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가의 전반적인 성향 위에서 <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팔경시로서의 구성을 미리 염두에 둔 채 유기적인 연작을 기획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팔경>으로 묶인 작품들은 일상적 공간을 팔경으로 설

정하거나 이상적 전범으로 삼고자 했던 팔경시의 보편적 성향4)과는 달리, 각 수

의 내용에 있어 유흥 현장에서 향유되기에 적합한 희작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경> 내 각 작품의 초점은 ‘팔경’으로

지칭된 경물의 경관이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시가의 다른 작품

들과 마찬가지로 유흥 현장의 분위기와 풍류객의 취흥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경사되어 있다.

검샨의 봄이 드니 화홍 유쳥을

무릉도화 범나뷔는 간 데마다 치로다

동야 슐 부어라 코 놀게 <시가#051>

헌납바위 맑은 폭포 시무궁 괘쟝쳔을

황계 쥬 남은 흥은 쳥가 일곡 한가다

아마도 무한풍경은 예인가 <시가#052>

<팔경>의 제1수와 제2수에 해당하는 이 시조들은 순창에 위치한 금산과 헌납

암을 서두에 앞세우고 있다. 이후 초장의 후구에는 “화홍유쳥(花爭紅紫柳

爭靑)”과 “시무궁괘쟝천(四時無窮掛長川)”이라는 한시 구절이 현토되어 있는

데, 이는 모두 이백(李白)의 시를 참고한 것으로5) 그 내용이 대상의 외양과 맞아

떨어지면서 풍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로 작품의 관심은 승

경의 모습에서 이탈하여 취하고 놀겠다는 유락적인 태도를 피력하거나 주안상과

노래로 마련된 흥취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가#052 종장의 경우

에는 ‘헌납바위’라는 경물에 의해 촉발된 고유한 감흥을 표현해내기보다 시가
에서 자주 등장한 “아마도 ∼는 예인가”라는 공식구를 사용하여 작품을 마무

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안장리, 소상팔경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 한국문학과 예술 13,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4, 52-68면.

5) 시가#051의 구절은 “日照香爐生紫煙, 遙看瀑布掛長川”( 望廬山瀑布 ), 시가#052의 구절
은 “碧草已滿地, 柳與梅爭春”( 携妓登梁王栖霞山孟氏桃园中 )과 관련된 것이다.



- 63 -

리짓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팔경>에 속한 작품들이 풍류 현장의 지명을 노출하며 연행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낸 시가 내의 다른 작품들과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로 보면 시가의 <팔경>은 처음부터 ‘팔경’이라는 승경을 설

정한 뒤 이에 따른 연작으로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순창에서의 다양한 풍류 현

장에서 산발적으로 창작되었던 작품들을 사후에 수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러

한 흔적은 이어지는 작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슙동 의의녹쥭 노든 군 어 가고

젹막 공샨에 일 풍쥭 되엿느니

우리도 풍샹을 격고셔 임 다시 <시가#053>

응향지에 션유 니 연화도 됴커니와

월영슈영 은은한데 가지마다 낙화로다

지금에 니젹션 소동파 어듸 간고 <시가#054>

<팔경>의 제3수와 제4수이다. 시가#053의 배경인 대숲동은 순창 내에 위치한

죽림촌(竹林村)이라는 마을로 추정된 바 있다.6) 그런데 ‘팔경’에 응향지나 아미산

과 같은 명승지가 아닌 한 마을 전체가 설정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이는 이세보가 특정 마을을 ‘팔경’으로 먼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풍류 마당이 벌

어진 장소 근처에 대숲이 우거진 것을 발견한 뒤 그로부터 연상된 내용들을 가

져오는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가#053의 초장

은 대나무를 보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시경의 한 구절7)에 착안한 것이며, 종
장의 ‘우리도 임자를 만나고 싶다’는 언급 역시 시가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흔

히 나타나는 구문에 해당한다.8) 이러한 양상은 연행 현장의 분위기에 어울리면

서도 작가 자신에게 익숙한 구절을 선택하여 조합한 결과에 가까운바, 이 작품

이 승경에 대한 특별한 감흥이나 내적인 사유를 반영해내기보다 대숲을 앞에 둔

연행 현장에서 즉석으로 창작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9)

6) 김승우, 앞의 논문, 38면.
7) “瞻彼淇奧, 綠竹猗猗. 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詩經, 淇奧 .
8) “언졔나 우리도 시를 둇 무궁무진”(시가#015), “언졔나 우리도 연분을 만나 와 갓
치”(시가#018) 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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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054는 순창의 명소인 응향지에서의 풍류를 읊고 있다. 그런데 이 시조

외에도 시가에서는 앞서 살핀 시가#005, 시가#146과 같이 응향지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추가로 확인되는바, 시가#054는 이 작품들과 동일한 창작 배경을 공유

하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가#054가 <팔경>에 속하게 된 것은 바로

앞 작품인 시가#053에서의 ‘대나무’와 시가#054에서의 ‘연꽃’이 유사한 성격을 지

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가#053과 시가#054가 연속 배치된 것이 공간적

친연성이나 내용적인 관련이 아니라 소재적 유사성에 착안한 결과라는 점은, 두

작품 간의 연결이 별도의 연행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기도 하다.

<팔경>의 제5수와 제6수에 해당하는 다음 시조들은 이 작품군 내에서도 희작

성과 유흥성이 가장 강조되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아미샨 도든 달리 초당의 드러도다

슐 먹다 다시 보니 미샨 미월 분명다

미샨의 도든 달은 보름의도 미월인가 <시가#055>

귀졍 달 밝아쓰니 과 놀나 가셰

젼필언 소 날반 니둉현 황계 쥬

날낭은 풍뉴와 기이나 <시가#056>

두 시조는 순창의 명소인 아미산과 이 산의 줄기에 위치한 귀래정(歸來亭)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런데 작품들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가에
서 <팔경>의 직전에 배치되어 있는 다음 시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둉현 거문고 타고 젼필언 양금 치소

보 연홍 미월드라 우됴 계면 실슈 업시

그즁에 풍뉴쥬인은 뉘라든고 <시가#050>

9) 선행연구는 이 시조를 대해 유배 직전의 시기에 “정치적 패배를 직감한 이세보가 앞으
로 겪게 될 자신의 고난을 대나무에 투영한 것”(김승우, 앞의 논문, 47면)으로 읽어낸
바 있다. 풍상을 겪은 뒤 임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친 문면에 비추어 보
면 가능한 해석이지만, 작품이 수록된 시가의 성격 및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를 개인적 고뇌와 관련하여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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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050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樂工)들과 가곡을 연창하는 기녀들이

어울리는 풍류 마당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종현, 전필언과 같은 악공과 보애, 연

홍, 미월과 같은 기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유명

한 시조를 참고하되10) 실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인명들을 교체한 것이다. 그런

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풍류마당의 모습은 위에 인용한 <팔경>의 제5수

(시가#055) 및 제6수(시가#056)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시가#055의 배경은 아미산의 달밤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초점은 이처럼 정취

있는 경관 자체보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어희(語戲)에 치중되어 있다. 술을 먹

다가 달을 다시 보니 눈썹 같은 모양이기에 ‘미월(眉月)’이기도 하지만, 아미산에

뜬 달이기에 ‘미월’이기도 하다는 발상이 그 요체이다. 이어 아미산의 달은 보름

달이 되어도 ‘미월’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장난스럽게 묻는 대목으로 작

품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미월’은 시가#050의 중장에 등장한 기녀의 이

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월’은 애초에 아미산의 풍류 마당에 배석하였던 기녀

의 기명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시조는 풍류의 배경인 아미산과 그 위에 뜬 초승달, 그리고 기녀의

이름에 공히 ‘미(眉)’가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한 어희로 축조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아미산에 돋은 달’이라는 표현이 초장과 종장에서 반복되었

다는 점은 이 시조가 경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시구의 조탁을 통한 것이 아

니라 풍류 도중에 즉흥적으로 지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풍류마당은

역시 ‘미월’이 등장하고 있는 시가#050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연행 현장이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056 역시 이와 동궤에 놓인 작품에 해당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전필언과

이종현 역시 시가#050에 등장하는 악공들로서, 이 작품들이 같은 배경을 공유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작품의 관심은 귀래정의 경관을 예찬하기보다 연

희에 참여한 인물들과 잘 마련된 주안상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담아내면서 취흥

을 고조시키는 데 있던 것으로 보인다.11)

10) “孫約正은 點心 히고 李風憲은 酒肴를 쟝만소 / 거믄고 伽倻ㅅ고 奚琴 琵琶 笛 觱
篥 杖鼓 舞工人으란 禹堂掌이 려오시 / 글 짓고 노래 부르기와 女妓女花看으란 내
다 擔當리라” <청김#525>. 이 시조는 청구영언(김천택본)을 포함한 20여 개의 가
집에 수록되어 있어 널리 유행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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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팔경>에 속한 시가#055와 시가#056은 기실 시

가#050과 동일한 배경, 즉 아미산 줄기에 위치한 귀래정의 달밤에 악공과 기녀

들이 함께한 풍류 현장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시조

중에서 두 수가 <팔경>으로 수합된 것은 현장의 지명이 선두에 노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희작성이 유독 강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연이 쟝의 올나 면을 라보니

무변초 너른 의 곳곳이 곡이라

아마도 평셩는 지금인가 <시가#057>

젹셩강 셰우즁의 립 쓴 져 어옹아

구를 이웃여 시 슈월 한가랴

우리도 그를 됴셔 누강산 <시가#058>

<팔경>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제7수와 제8수이다. 시가#057은 장대(將䑓)에 올
라 잘 익은 백곡을 바라보며 태평성대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고 있으며,12) 시가

#058에서는 적성강에서 어옹과 백구를 바라보며 한가로운 정취를 드러내고 있

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흥(閑興)을 전면에 내세운 두 시조의 성격은 직전에 배

치된 작품들에서 드러난 떠들썩하고 향락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이세보가 <팔경> 내부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데

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가에 수록된 <팔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관된 시간적 흐름

이나 시적 상황 및 정서적인 균일함 등의 유기성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

11) 선행연구 역시 이 시조의 유흥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본래 귀래정은 신말주(申末舟,
1429～1503)가 관직에서 물러나 한거하면서 수양하였던 유서 깊은 장소이지만, 이세보
의 <팔경>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퇴색하고 완연한 유흥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취의만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승우, 앞의 논문, 52면).

12) 이 장소는 팔경 가운데 그 위치가 가장 모호하지만 정황상 적성산(赤城山) 정상에 위
치한 장군암으로 추정된 바 있다(김승우, 앞의 논문, 42면). 다만 승경 자체보다 유흥
현장에 관심을 둔 <팔경>의 전반적 성향, 그리고 이 장소를 사전 지식이나 특별한 계
획 없이 ‘우연히 올랐다’는 표현으로 미루어본다면, 여기서의 ‘장대’는 순창의 명소를 지
칭했다기보다 사전적 정의 그대로 순창 인근의 산성이나 성곽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
조한 이름 없는 누대 중 하나를 가리킨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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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팔경>의 각 작품들이 치밀한 설계 하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연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에
는 아미산, 화방재, 응향지와 같은 순창의 다양한 명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확인되는바,13) 이세보는 순창에 자주 오가며 연행 현장마다 해당 지명을 노출하

는 방식으로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팔경>은 이 작품들 중

장소가 중복되지 않는 8수를 모은 것으로, 이 역시 또 다른 연행 현장에서 향유

하기 위해 팔경시의 구성만을 모방하여 즉흥적으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팔경>을 포함한 풍류적 작품들을 통해 드러난 시가의 지향점은, 시적 대

상에 몰입하여 이를 정취 있게 묘사한다거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

니라 연행 현장의 분위기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이세보는 연행 현장의 표면적인 인상이나 분위기만을 담아내거나 반

복적인 형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즉각적인 작품 창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심오한 의미나 감정의 묘사 등을 배제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풍류 현장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향은 비단 유람 현장을 배경으로 둔 작품들만이 아니라 애정과

관련된 내용의 다음 작품들에서도 확인된다.

연분 업는 임이 업고 임 업슨 연분 업다

졍 업스면 임 잇쓰며 임 잇쓰면 졍 업스랴

아마도 인간의 유란무란은 임 랑인가 <시가#064>

졍 업쓴면 샹 업고 샹 업는 다졍 업다

이별이 샹되고 샹가 샹봉된다

아마도 유졍무졍키는 연분인가 <시가#066>

친불여불친인가 불친불여친이런가

친고 유신면 불친불여친이연마는

아마도 친고 무신면 친불여불친 <시가#148>

13) 시가#003(아미산, 옥천수), 시가#004(화방재, 귀래정), 시가#005(응향지, 화방재), 시가
#146∼시가#147(응향지)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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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여불런가 불불여이런가

고 유졍면 불불여이연만은

아마도 고 무졍면 불여불 <시가#149>

시가#064와 시가#066은 초장에서 “∼없는 ∼없고 ∼없는 ∼없다”라는 구문을

반복한 가운데, 작품 전체로도 거의 동일한 구조에 단어만 교체된 모습을 보여

준다. 시가#148과 시가#149 역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되 친(親)과 불친(不親),

사(思)보다 불사(不思) 등의 문구만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연분 맺는 일의 어려움을 다룬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이 중시되기보다

형태적인 반복 자체에서 흥겨운 리듬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돌출되어 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관찰 등을 배제한 채 현장감과 즉흥성

을 위주로 창작된 시가의 작품들은 유희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함으로써

풍류객들로 하여금 현장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오한 내용

적 의미를 탈색시키고 풍류적 성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축된 시가의 성격

은 현장에 참여한 풍류객들이 공유하던 유명 작품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방식

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던바,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인유를 활용한 풍류성 강화

시가에는 기존의 유명한 작품들을 선행 텍스트로 삼아 시상 및 표현 등을

인유(引喩)하는 방식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4) 다른 시조를 모방하거나 변

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이세보 시조의 주요한 작시법으로서 수

차례 조명된 바 있다.15) 그러나 이세보의 시조집들 중에서도 특히 시가에서

14) ‘인유’는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맥락에서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여 자신의 텍스트에 포
함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인유한 텍스트와 인유된 텍스트 사이의 대화성 내지 의
미론적 긴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이것이 결여될 때는 단순
한 모방에 그치고 만다. 한편 인유는 선행 텍스트를 인용한다는 점에서 ‘패러디’와도 긴
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이세보 시조의 경우에는 패러디의 요건인 ‘비평적 거리’를 확
보하고 있거나 ‘강렬한 의미론적 뒤틀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설
명하는 데에는 인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된다. 인유와 패러디에 관해서는 린다
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윤여복 역, 문예출판사, 1992, 51-83면; 권혁웅, 시론, 문
학동네, 2010, 489-492면; 정끝별, 시론, 문학동네, 2021, 225-262면 참조.



- 69 -

인유가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시조집의 방

향성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峨眉山月半輪秋와 赤壁江上無限景을

蘇東坡 李謫仙이 놀고 남겨 두온 은

後世에 英雄豪傑노 이어 놀게 미라 <가조#455>

아미샨월반뉸츄와 젹벽강샹무한경을

왕여 노는 문쟝 지금의 뉘라드니

그곳에 니젹션 소쳠 업셧쓰니 그를 셔러 <시가#134>

앞의 가조#455는 가조별람(歌調別覽)과 해동가요(海東歌謠)(박씨본) 등에
서부터 가곡원류 계열 가집에 이르기까지 60여개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을 만

큼 18, 19세기 내내 유행하였던 시조이다. 시가#134는 이를 인유한 것으로, 이백

과 소식(蘇軾)의 작품을 현토한 초장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중·종장 부분을 변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세보는 구절 일부를 단순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행

텍스트의 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 의미론적 대화를 구성해 내고 있다.

원작의 핵심은 소식과 이백이 좋은 경치를 남겨둔 까닭을 후세에 영웅호걸이

이어서 놀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 상상하는 부분에 있다. 그런데 시가#134에서

이세보는 원작이 언급한 ‘후세’를 자신이 속한 시간대인 ‘지금’으로 한정하면서,

현재 그 경치 속에서 ‘내왕하며 노는’ 이가 바로 자신이며 나아가 자신이야말로

원작에서 언급된 후세의 ‘영웅호걸’임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에 이어진

종장은 이처럼 멋진 경치를 두고도 시절이 맞지 않아 이백, 소식과 같은 명사들

과 어울릴 수 없음에 아쉬움을 표명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그들과 비견

할만한 풍류객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瀟湘江 긴  버혀 낙시 혀 두러 메고
不顧功名고 碧波로 도라 드니

白鷗야 날 본 쳬 마라 世上 알가 노라 <병가#651>

15)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68-78면; 고은지, 앞의 논문, 387면; 박지선, 앞의 논문,
159-163면;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68-172면; 육민수, 앞의 논문, 8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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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를 드러며고 강호로 나려가니

누느니 은닌이요 날니느니 구로라

아마도 무한신은 나인가 <시가#019>

시가#019는 병와가곡집 등 50여개 가집에 수록된 병가#651을 비롯하여 여러

선행 텍스트를 조합한 작품이다. 시가#019의 초장은 병가#651의 초·중장 중 동작

을 묘사한 부분인 “낙시 혀 두러 메고”와 “碧波로 도라 드니”만을 취하여 조

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작의 ‘소상강’이라는 지명과 ‘불고공명(不顧功名)’이

라는 목적성이 누락되었던바, 이로써 이세보는 작중 배경을 어떠한 풍류 공간에

서도 활용 가능한 보편적인 장소로 구성하는 동시에, ‘강호로 내려가는’ 행위에

결부되어 있던 은일의 의미를 소거하고 있다.

그 대신 시가에서 부각된 것은 눈앞의 정경과 그 속에서 포착되는 자연의

활기이다. 은린(銀鱗)과 백구를 묘사한 중장은 후대의 시조창 가집을 참고할 때,

당시 유행하던 구절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16) 이처럼 작품의 초장과 중장은

각기 다른 텍스트를 인유하고 있으나 인간을 주체로 한 초장의 “드러며고”, “나

려가니”가 자연물을 주체로 한 중장의 “누느니”, “날니느니”와 적절한 대를 이

루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드려며고”,

“나려가니”, “뛰누느니”, “날니느니”로 이어지는 동사 표현이 연쇄적으로 나열되

면서 강호로 내려가는 동작에 담긴 흥취와 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작품의 종장 역시 당시 유행하던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17) 여기서의

16) 율보(律譜)의 율보#049, 시조집(평주본)의 시평#165 등의 사설시조에 “銀鱗玉尺 펄
펄 고 白鷗 翩翩 날어들 졔”라는 대목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평시조 형태인 시조
(관서본)의 시관#087, 평시조(권순회본)의 평권#030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
시조들이 수록된 가집들은 모두 2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가야금병창으로 불리는
단가 <공명가(功名歌)>의 한 대목에도 “은린옥척 펄펄 뛰고 백구난 편편 비꼈난데”와
같은 표현이 확인되기도 한다.

17) “아마도 事無閑身은 나인가 노라”라는 구절은 시가와 멀지 않은 시기에 편찬된
가곡원류나 악부(고대본) 등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瀟湘江 긴  뷔혀 낙시 
여 두러 메고 / 不求功名고 碧波로 나려 가니 / 아마도 事無閑身은 나인가 노라”
<원국#044>, “丹楓은 半만 붉고 시는 맑앗는듸 / 여흘에 그물 치고 바회 우희 누엇
시니 / 아마도 事無閑身은 나인가 노라” <원국#191>, “달 아레 밧 갈니고 구룸 우
희 누어쓰니 / 淸風은 거문고요 杜鵑聲은 노로다 / 아마도 事無閒身은 나인가”
<악고#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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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한신(事無閑身)’은 선행 텍스트에서와 같이 고요한 자연을 누리는 은일지사

라기보다, 흥겨운 마음으로 풍류를 구가하는 풍류주인의 모습을 내포한 표현으

로 파악된다.

이처럼 이세보는 은일의 삶을 추구하였던 병가#651의 의취를 탈각시키는 한

편, 기존의 정적인 한가로움을 역동적인 풍류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 과정은

풍류성을 구심으로 다양한 출처의 선행 텍스트를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

졌던바, 다음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쳥풍명월를 불용일젼니 갑 업슨 풍월이라

샨고심 슈용용니 관어 난위슈라

아마도 시불변은 슈월인가 <시가#031>

자연에서의 감흥을 노래한 이 시조는 대상과 관련된 여러 명구들을 조합한 양

상이 주목된다. 초장의 ‘청풍명월(淸風朗月) 불용일전매(不用一錢買)’는 이백의

<양양가(襄陽歌)>의 한 대목을 현토한 것이며,18) 중장의 ‘관어해자난위수(觀於海

者難爲水)’는 맹자의 구절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한시현토형 시조는 19세기

에 광범위한 확산을 이루며 뚜렷한 유행 곡목으로서 보편화된 형식이었던바,19)

이를 통해 이세보가 당대 풍류 현장의 유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현토한 선행 텍스트의 원의(原意)로 보면 풍류를 노래한

이백의 시구와 깨달음을 읊은 맹자의 잠언은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의 병존이 가능했던 것은 원 구절의 함의에 구애받지 않고 달과

물이라는 표면적인 지시 대상만을 취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18) <양양가>의 현토는 이세보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이백의 원시 <양양가>는
1764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금가곡에 실려 있어 이미 18세기에 가창의 형태
로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향유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신현웅, 19세
기 가창가사(歌唱歌詞)의 존재 양상과 문학적 특징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7-18면). 이후 19세기에는 동일 제명의 가사 <양양가>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이백의
원시를 현토한 12가사 중 하나로 청구영언(육당본)(1852)과 교방가요(1872) 등에 수
록되어 있어 널리 가창되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로 보면 시가#031의 “쳥풍명월를 불
용일젼니”는 풍월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백의 시를 차용하되, 유행하던
가창가사를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19) 김석회, 19세기의 시조 한역과 한시의 시조화 ,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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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 익 벗시 오고 눈 오 달리로다

노포 츄용도 됴커니와 동각한 향긔롭다

우리도 를 둇 일일슈경 <시가#024>

시가#024의 배경은 술과 벗, 눈과 달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중장의 ‘노포추용

(露圃秋容)’과 ‘동각한매(東閣寒梅)’는 한기(韓琦)의 <구일수각(九日水閣)>의 일

부(“不羞老圃秋容淡, 且看寒花晩節香”)를 참고한 것이다. 이때 원작에서 ‘노포추

용’의 함의하는 꽃은 국화이지만, 시가에서는 대상이 매화로 교체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의 ‘동각한매(東閣寒梅)’는 두보의 <화배적등촉주동정송

객봉조매상억견기(和裵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에서 동각(東閣)의 관매

(官梅)가 시흥을 일으킨다는 구절(“東閣官梅動詩興”)과도 연관된 것인데, 그렇다

면 작품의 중장은 한기의 시구를 기본적인 틀로 삼되 매화에서 연상되는 두보의

시구도 차용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진 종장에서는 이백

<양양가>의 “일일수경삼백배(一日須傾三百杯)”를 인용하며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구절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만년의 절의를 자부하였던 한기의

원작이 지닌 의미는 소거되고 풍류적인 이미지만 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연행 현장의 풍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요소들을 제외하거

나 원작의 의도와 무관한 방향으로 내용을 변주하는 방식은 시가에서 활용된

인유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菊花야 너는 어니 三月東風 다 보고

落木寒天에 네 홀노 픠엿다

아마도 傲霜孤節은 너인가 노라 <병가#420>

화야 너는 어이 츄월츈풍 다 보고

십일이월 한셜 즁의 너만 홀노 퓌엿느니

아마도 황혼가약은 너인가 <시가#039>

병와가곡집을 비롯하여 80여 종의 가집에 수록된 병가#420은 해동가요(박
씨본) 등의 18세기 가집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유행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시가#039에서는 병가#420의 통사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주요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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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현 등을 교체하였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예찬의 대상을 국화에서 매화로 단

순 교체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이는 종장에서 꽃의 속성이 ‘오상고절’에서 ‘황혼

가약’으로 바뀐 것과 관련된다. 매화 역시 국화와 마찬가지로 절개의 표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20) 시가#039는 매화의 가치를 남녀

간의 깊은 정분을 암시하는 가약(佳約)과 결부시켰던바, 이로써 절개를 강조했던

원작의 주제에서 벗어나 풍류 현장에 적합한 연정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泰山이 놉다 되 하 아레 뫼히로다

오르고  오로면 못 오를 理 업건마

사이 제 아니 오르고 뫼흘 놉다 니 <청김#374>

치 곱다 도 계화 아 치로다

고  그면 못 그리 업것마는

지금에 졔 아니 고  더러만 <시가#043>

지쳑이 쳘니 되고 쳔니도 지쳑이라

오고  오면 못 오 리 업것마는

지금의 졔 아니 오고 길만 머다 <시가#045>

시가#043과 시가#045는 70여 종이 넘는 가집에 수록된 청김#374의 구조와 시

상을 차용한 것이다.21) 청구영언(김천택본)에 “中道而廢”, 즉 ‘중도에 그만 둠’

20) 동시기에 활동한 안민영의 <매화사>에서도 매화의 속성을 ‘아치고절(雅致高節)’로 표
현한 바 있다. “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 가만이 香氣 노아 黃昏月를 期約니
/ 아마도 雅致高節은 너인가 노라” <금옥#041>

21) 선행연구는 시가#043(풍대#350)이 초·중·종장 모두 원작의 통사구조를 차용하였으며 시
가#045(풍대#351)는 중·종장에서만 차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이를 작가가
진부함을 완화시키려는 최소한도의 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
하였다(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69면). 그러나 두 작품이 청김#374 초장을 인유한 것
은 맞지만, 시가#045의 경우 다른 선행 텍스트의 인유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바, 두 작품의 차이가 보다 정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존의 연구는 모두 풍아(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본고와 동일한 작품
을 지칭하더라도 표기된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시가#043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는 중복수록된 풍아(대)의 작품으로 보아 풍대#350로 표기하는 식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언급할 시 논의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에 한하여, ‘시가#043(풍대#350)’과 같이



- 74 -

을 언급한 것이라 부기되어 있듯, 원래 청김#374의 목적은 교훈 전달에 있다. 그

러나 시가#043에서는 ‘하늘 아래 태산을 오르는 일’을 ‘계화(桂花) 아래 꽃을 꺾

는 일’로 대체함으로써 꽃으로 비유된 기녀와의 정분을 표현하는 쪽으로 작품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시가#045의 중·종장은 시가#043과 마찬가지로 청김#374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

만, 초장의 경우는 이와 다른 청구영언(육당본)의 청육#28822)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육#288에서는 ‘지척’과 ‘천리’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유무에

따른 심리적 거리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23) 시가#045는

이러한 원작의 발상을 ‘지척이 천리되고 천리가 지척이라’는 구절로 요약하는 한

편,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고 길이 멀다며 핑계 대는 이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작에 해당하는 청김#374에서의 교훈적 주제는 탈각되고

작품의 초점은 남녀 간의 연정으로 전환된다.

샴월동풍 화발니 무즁호졉 득즁의를

웅비둉 요림간니 가지마다 근원이라

아마도 늉늉화긔는 쳥츈인가 <시가#078>

춘삼월의 정취를 읊은 이 시조는 동풍에 꽃이 피고 나비들이 춤추는 모습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생동감 넘치는 꽃과 나비의 모습은 중장의 “웅비종자요림간

(䧺飛從雌繞林間)”으로 이어진다. 이는 촉(蜀)으로 가는 여정의 어려움을 노래한

이백의 <촉도난(蜀道難)>을 차용한 것으로, 원시는 그 험준한 산세를 그려내는

선행연구에서 취한 작품 표기를 괄호 속에 병기하고자 한다.
22) “마음이 咫尺이면 千里라도 咫尺이오 / 마음이 千里오면 咫尺도 千里로다 / 우리 各

在 千里오나 咫尺인가 노라” <청육#288>
23) 이 같은 ‘지척’과 ‘천리’에 대한 발상은 영언류초(永言類抄) 및 악부(고대본) 등 18
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편찬된 가집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렇다면 시가#045의 초장은 이전 시기부터 유행하던 발상을 차용한 것일 가능성도 상정
해 볼 수 있다. 해당 시조들은 다음과 같다: “千里 千里아녀 咫尺이 千里로다 / 보면 咫
尺이요 못 보면 千里로다 / 咫尺이 千里만 못니 그를 슬허 노라” <영류#163>, “千
里 千里아녀 咫尺이 千里로다 / 보면 咫尺이오 못 보면 千里로다 / 明天이 이 아오
셔 遠近 업게 오소셔” <악고#077>. 영연류초의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김윤희, 18세
기 중·후반 가집 특성의 일국면 - 영언류초, 해아수를 대상으로 , 한국시가연구
25, 한국시가학회,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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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고목에서 구슬피 우는 새 한 쌍이 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런데 시가

#078에서 이 구절은 초장의 화사한 춘경과 연결되어 새가 아닌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이해되도록 삽입되었으며, 험준한 산세라는 기존의 배경은 삭제된 채

단지 ‘융융(融融)한 화기(和氣)’를 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원작과는 전혀 무

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시가에서 인유의 활용은 선행 텍스트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함의가 탈각되거나 풍류에 어울리는 성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

한 풍류 중심의 내용적 굴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유의 수사는 활용 자

체만으로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풍류객들이 모인 현장의 분위기를 충

분히 고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玉을 玉이라커든 荊山 白玉만 여겻더니

다시 보니 紫玉일시 的實다

맛 활비비 잇더니 러 볼가 노라 <병가#545>

鐵을 鐵이라커든 무쇠 錫鐵만 여겻더니

다시 보니 鄭澈일시 的實다

맛 골풀모 잇더니 녹여 볼가 노라 <병가#546>

년쳘도 녹이고 진옥도 컨마는

 가슴 친 한은 무엇 려 못 통누

아마도 임을 그려 못 는가 <시가#113>

시가#113은 병와가곡집 외 2종의 시조집에 수록된 시조와 발상이 유사한 작
품이다. 병와가곡집에서 병가#545와 병가#546의 작가는 각각 “玉伊”와 “鐵伊”

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시조가 근화악부(槿花樂府)와 동국명현가사집록
(東國明賢謌詞集錄)에서는 정철(鄭澈)과 기녀 진옥(眞玉)이 서로 주고받은 작품

으로 소개되어 있다.24) 시기적으로 볼 때 시가#113은 병와가곡집에 수록되어

24) 근화악부에는 두 시조에 “정송강과 기녀 진옥이 서로 주고받았다(鄭松江與妓眞玉,
相酬答)”는 부기가 있으며, 동국명현가사집록에는 평양감사로 부임한 정철과 기녀인
진옥과의 시조를 주고받는 광경과 결연의 과정이 보다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기록
에 관해서는 김용찬, 기녀시조의 작자 변증과 작품의 향유 양상 , 민족문학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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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한 작품을 참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25) 다만 근화악부와 동국명현가사
집록에 기록된 정철과 진옥에 관한 사연은 이세보가 활동하던 당시 풍류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세보 역시 이 점을 흥미롭게 여겨 위의

작품들을 인유한 시가#113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년철’과 ‘진옥’을 앞세운 시가#113의 초장은 이세보가 이러한 선행 텍스트의

내용과 맥락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백년철도 녹이고 진

옥도 뚫어보겠다는 다짐을 내세워 남녀 간의 교분을 암시한 원작과는 달리, 시

가#113은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나 단단하여 뚫을 수가 없다는 탄식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병가#545 및 병가#546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는

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도, 원작의 맥락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킴

으로써 흥미를 제고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에서 구사된 인유의 방향은 선행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변주하

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은 유명한 사설시조를 인유하면서 평시조의 형태로

변개한 경우들이다.

람은 地動치듯 불고 구즌비는 담아 븟듯 온다

눈경에 걸온 님이 오놀밤 서로 맛나쟈 하고 板툭쳐 盟誓 밧앗던이 일어

風雨에 제 어이 오리

眞實로 오기 곳 오량이면 緣分인가 리라 <해일#532>

람은 지동치듯 불고 비 쥭쥭 오는 날 밤의

불피풍우 는 님은 마다 알 니 젹어

아마도 졍 어렵기는 임이신가 <시가#046>

해일#532는 해동가요(일석본)를 포함하여 60종이 넘는 가집에 수록된 작품

인데 모두 사설시조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세보는 원작의 초장을 거의 그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215-216면 참조.
25) 근화악부의 편찬 시기는 미상이나 대체로 19세기 초중반일 것으로 여겨지며 동국
명현가사집록은 1877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가집들에 관련해서는 심재완,
앞의 책, 29-30면; 신경숙, 근화악부 해제 , 신경숙 외, 앞의 책, 103-107면; 권순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원, 2008, 156-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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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차용하는 한편, 장형화되어 있는 중장을 “風雨에 제 어이 오리”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축약한 뒤 종장에는 새 구절을 추가하였다. 사설시조를 평시조 형식으

로 변환한 셈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임과의 약속 과정이 설명된 부분을 대거 생

략하고 만남이 좌절된 이후의 탄식만을 남겨둠으로써, 현장의 청자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작품의 감정과 분위기에 몰입하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牧丹은 花中王이오 向日花忠孝이로다

蓮花 君子ㅣ오 杏花 小人이라 菊花 隱逸士요 梅花 寒士로다 朴곳츤 老人

이오 石竹花少年이라 葵花 巫倘이요 海棠花娼妓로다

이 듕에 梨花 詩客이오 紅桃 碧桃 三色桃風流郎인가 노라 <병가#1093>

셰샹의 이화드라 화를 웃지 마라

네 아무리 셰이나 엄동셜한  퓔소냐

아마도 시비 업는 한인가 <시가#117>

간헌 져 화는 연 압헤 셔지 마라

달고 단 네 감언을 범 군 어이 알니

아마도 일노 좆 뉴뉴샹둉 <시가#118>

위에 인용한 시가#117과 시가#118을 포함하여 시가의 시가#115∼시가#118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병와가곡집을 비롯하여 58종의 가집에 수록된 병가#1093

의 발상을 활용하여 4수의 평시조로 재창작한 것이다. 시가#117의 매화와 이화

(梨花)는 한사와 세객(勢客), 시가#118의 연꽃과 행화는 군자와 소인으로 일컬어

지고 있으며, 그 외에 시가#115의 해당화는 기녀를 뜻하는 풍류가인, 시가#116의

박꽃과 석죽화는 노소(老少)와 연결되어 있다.26)

이러한 비유는 병와가곡집에 수록된 사설시조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들이다.

이세보는 이처럼 원작에서 단순 나열되어 있던 꽃들을 세객(勢客)인 이화와 한

사(寒士)인 매화, 소인인 행화와 군자인 연꽃과 같이 대조적 속성을 지닌 두 개

26) 해당 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화를 쳔타 니 안 느니 뉘라 보고 / 녹슈
명 됴흔 곳에 기마다 봄빗치라 / 아마도 번화무궁은 풍뉴가인인가” <시가#115>,
“ 압헤 셕쥭화야 박츨 웃지 마라 / 발 안 될 소년 업고 소년 안닌 노인 업다 /
졍업는 광음인 쥴 네 어이 알니” <시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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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씩 짝지음으로써, 직관적으로 대상의 속성이 드러나게끔 작품을 구성하고 있

다. 이는 사설시조보다 평시조 형식을 선호하였던 작가의 취향을 드러내면서도,

현장에서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유리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병와가곡집에 수록된 원작과 이를 수용한 시가#115∼시가#118의 내용

을 면밀히 대조해보면, 다른 비유들이 모두 동일한 가운데 유독 시가#117에 있

는 ‘이화’에 대한 부분만이 원작과 달라져 있음이 발견된다. 병가#1093의 종장에

서 이화는 ‘시객(詩客)’으로 나타나 있지만 시가#117에서는 한사를 비웃는 ‘세객

(勢客)’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27) 흥미로운 것은 원시조가 수록된 총 58종의

가집 대부분이 이화를 시객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6종의 가집만이 이화를

세객으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가집들은 모두 1863년에 방각본으로

출간된 남훈태평가의 이본이거나 이를 저본으로 편찬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

다.28) 시조집의 편찬 시기상 시가의 작품들이 남훈태평가를 직접적으로 참

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가#117의 예는 유배 이전의 이세보가 주재한 풍류

현장이 당시 시조창이 연행되던 대중적인 가창 환경과도 가까웠음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작품들 외에도 시가에는 당대에 유행하던 시조의 구절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일부 재편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데, 이때 인유한 대목은

시조의 초장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시가#029의 초장

“인난 인난니 슈즁즁 뫼이로다”는 청구영언(김천택본) 및 고금가곡
외 다수 가집에 수록된 작품 청김#543의 초장 “待人難 待人難니 鷄三呼고

夜五更이라”를 차용한 것이고, 시가#075의 초장 “초샨 목동드라 아목은 샹치 마

라”는 가조#564의 초장 “楚山에 나모 븬아들아 남모 빌 제 幸 혀 빌세

라”를 변용한 것이다. 또한 시가#022의 초장 “벽오동 시문 슨 봉황 올가 여

니”는 해아수(解俄愁)에 수록된 해수#042의 초장 “碧梧桐 시믄 은 鳳凰을

보려터니”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29) 노래가 가창되는 상황과 연계하여 볼

27) 시가#117은 이후 한자가 병기된 풍아(대)에 재수록되면서는 “셰(勢客)”으로 표기되
어 있어, 이세보가 이화를 시객(詩客)이 아닌 세객(勢客)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하
게 보여준다.

28) 남훈태평가(單), 남훈태평가(下), 남훈전태평가(여태명본), 남훈태평가(국립민
속박물관본), 시여(이씨본), 시조(지씨본)가 이에 해당한다. 남훈태평가 계열 가집
에 대해서는 심재완, 앞의 책, 40-41면, 62-63면.

29) 시가#022의 경우 이세보 시조집 외에도 금성옥진(金聲玉振)과 해암집(懈菴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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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와 같은 인유 방식은 작품의 초장에 유행하던 가사를 삽입함으로써 청자

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후의 구절은 실제 연행 현장의 분위기나 개인적 취

향에 맞도록 변개하여 풍류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폈듯 시가에는 기존의 작품들을 인유하는 방식이 다채롭게 구사
되어 있다. 이때 이세보는 선행 텍스트가 지닌 주제적 지향이나 함의에 구애받

지 않고 풍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절들을 자유로이 조합하고 변용하고 있

다. 이는 유사한 시기에 편찬된 흥비부(興比賦)나 남훈태평가와 같은 가집에
서 기존의 노랫말을 유락적이고 통속적인 방향으로 변모시켰던 경향과도 맞닿은

면이 있다.30) 이로 볼 때 인유의 수사는 일종의 관습화된 작법이라고 할 수 있

는바, 연행 현장의 분위기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작품을 짓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작품을 향유하는 청자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

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청자와의 유대감 구축

현장의 청자들과 유대감을 구축하는 것은 풍류 현장의 분위기 제고를 위해 중

요한 요건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에는 작품 내적인 의미보다 외부

의 청자를 의식한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거의 동일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작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금성옥진은 1910년
에서 1920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작품인 금성#119에는 작가가 기재되
진 않았으나 앞선 시기의 이세보 시조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암집은 해암 김
응정(金應鼎, 1527∼1620)의 문집이다. 그런데 해당 작품인 해암#007은 해암집 초간본
(1773년)에는 없다가 중간본(1905년)에 추가 수록된 것으로, ‘作拒凶黨’(흉당을 척거하고
지음)이라고 문집에 부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초간본에 수록되었던 작품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이질적인데, 특히 종장 말음보가 생략된 시조창의 형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봤을 때, 이미 세간에 알려져 있던 이세보의 시조가 1905년의 중
간본 간행 시 김응정의 작품으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금성옥진과
해암집의 시조에 대해서는 진동혁, 새 자료 시조집 금성옥진에 대하여 , 어문논
집 33, 민족어문학회, 1994; 정기선, 해암 김응정의 생애와 문학 ,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참조.

30) 김석회, 19세기 초중반 가집 흥비부의 노랫말 변용 양상 ,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11-43면; 최규수, 19세기 시조 대중화론, 보고사, 2005, 2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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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황국 퓌엿쓰니 도연명 어 간고

니 이리 오소 슐 먹고 길게 놀셰

동야 로 부어라 동녕에 달 돗는다 <시가#130>

시가#130은 국화를 보고 이를 사랑했다 알려진 도연명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중장에서 화자는 또 다른 인물인 이태백의 부재를 상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직접 호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문면으로만 보면

이태백과 함께 하고 싶을 만큼 흥취 있는 달밤을 표현한 수사로 읽힌다. 그러나

이 작품이 동령(東嶺)으로 달이 돋는 장면을 바라보며 가무와 취흥을 즐기던 공

간에서 불렸을 것을 상기한다면, 여기서 호출된 이태백은 곧 현장에 모인 청자

들을 멋스럽게 지칭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외부의 청자와 관련하여 시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우리도’이다.

연광졍 놉히 안져 강을 구버보니

구는 편편 비오리 둥둥 어옹은 쳐쳐 한가다

우리도 진셰를 잇고 너를 둇 <시가#037>

계도를 흘니 져어 련곡 화답니

오희 월녀 어 가고 연화만 퓌엿느니

우리도 풍월를 싯고 경 둇 <시가#038>

두 시조는 평양의 연광정(練光亭)과 대동강 근방을 유람하며 누린 풍류를 다

룬 것이다. 시가#037에서 연광정에 높이 올라 강색을 굽어본 화자의 시야에 백

구와 비오리, 그리고 어옹(漁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연광정과 백구에 대한

부분은 청구영언(김천택본) 등에 실려 유명한 청김#527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31) 여기서 이세보는 “白鷗는 片片”이라는 원작의 구절을 가져온 뒤 “비오

리 둥둥 어옹은 쳐쳐”라는 구절을 이어감으로써 풍경의 생동감을 배가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변개는 종장에서 확인된다. 원작인 청김#527은 대취(大醉)하여 마음

대로 오가고 싶다는 화자 개인의 호방한 다짐으로 끝을 맺은 데 반해, 시가#037

31) “白鷗는 片片 大同江上飛오 長松은 落落 靑流壁上翠라 / 大野東頭 點點山에 夕陽은 빗
견듸 長城一面 溶溶水에 一葉 漁艇 흘리 저어 / 大醉코 載妓 隨波여 錦繡 綾羅로
任去來를 리라” <청김#527>



- 81 -

에서는 우리도 그 한가로운 삶을 좆고 싶다는 공동의 소망을 피력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시가#038은 바로 앞 작품에 이어 대동강으로 내려와 노를 젓는 상황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종장에서는 ‘우리도’를 필두로 풍월을 싣고 경개를 좇

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호출은 앞서 살핀 <팔경>의

마지막 수인 시가#058에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작품의 종장인 “우리도 그를 됴

셔 누강산”에서도 이세보는 한가한 어옹을 좇고 싶다는 소망을 ‘우리’의 존

재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이세보는 초·중장에서 조성된 작품의 분위기를 매듭짓는 데 있어 ‘우리

도’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종장 첫 음보에 ‘우리도’가 활용될 경

우, 이는 화자와 청자의 공동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화자의 의지에 청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32) 시가에는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우리도’가 종장의 첫 음보에 놓이기도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등장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이세보가 이 ‘우리도’를 관습적인 투어

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활용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표현이 곳곳에 활용되는 현상은 시가의 전반적인 성격이 연희 현장에 참여
한 청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바,33) 이로

써 이세보는 이들과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도’가 작품 외적 청자와의 유대감을 도모하면서도 의미의

측면에서 작품 내적인 분위기나 내용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

면, 시상의 매끄러운 전개를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만샨의 봄이 드니 가지마다 치로다

슬푸다 두견셩은 이별가인 누구누구

언졔나 우리도 시를 둇 무궁무진 <시가#015>

32) 최재남, 시조 종결의 발화상황과 화자의 태도 , 고전문학연구 4, 한국고전문학회,
1988, 251-254면.

33) 김대행은 시조에서 활용된 ‘우리도’의 대표적인 어휘적 기능은 ‘관계의 형성’이라 논한
바 있다. 이는 작품에서 전개된 의미를 공감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연대감과 청자와
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바, 작품이 연희되는 현장이라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대행, 시조 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122면;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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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초는 우거지고 녹음은 만발한데

울림 비됴 뭇들은 오락가락 썅이로다

언졔나 우리도 연분을 만나 와 갓치 <시가#018>

이 시조들은 각각 봄과 여름을 배경으로 연분 맺는 일에 대해 읊은 것이다.

시가#015에서 화자는 봄이 들어 가지마다 꽃이 피어난 풍경을 마주하지만 어디

선가 들려온 두견새의 울음소리에 슬픔을 느끼며 어느 가인(佳人)의 이별을 떠

올리게 된다. 화사한 자연과 비참한 인간사가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다. 그런데

종장에서 화자는 앞서 조성된 비애에 침잠하기보다 ‘우리’의 존재를 호명함으로

써 이들과 더불어 무궁무진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는바, 초점을

바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초·중장에서 구축된 고독감과 애상적인 분

위기는 상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시가#018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종장에서 화자는 초장과 중장에

서 구축된 흐름에 따라 자연에의 감상에 몰입하기보다 연분을 만나 영원히 노닐

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뭇새들과 달리 연분을 만

나지 못한 처지를 들여다보며 슬픔에 잠기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환기하는 것

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사하고 영원한 자연과 대비되는 고독하고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무궁한

연분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은 내밀한 독백으로 표현될 때 그 절실함이 효과적으

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처럼 시가에서는 ‘우리도’를 활

용하여 청자를 환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내용 전개 내지 정서적 흐름을 저해하

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조에서는 작품 내적으로 기대되는 정

서적 흐름과 ‘우리도’와의 어긋남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냥이 얼마관 소식이 돈년한고

일도강남구위이 의북두욕단쟝을

우리도 언졔나 어진  만나 환고향을 <시가#009>

강남으로 떠나온 화자가 한양 소식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여기

서 화자가 어진 사람을 만나 귀향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는 일은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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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우리도’의 개입이다. 초·중장에서 구축된 화자의 절박한 처지와 고립

감은 종장 첫 구가 환기하는 청자들의 존재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모

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의 내용과 ‘우리도’의 의미가 불화하는 경우에도 시가에서 이 표
현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특징은 시가의
지향점이 작품의 내적인 흐름을 완성하는 것보다 작품 외적으로 존재하는 청자

와의 유대감을 표출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데에 있음을 시사하는바, 연행

현장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는 외부 조건에 의해 견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서 살핀 <팔경>의 작품들이 내적인 유기성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

니라 현장에서의 풍류와 즉흥적인 태도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쪽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는 점과도 관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시가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주로 ‘좇다’라는 동사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는 위에서 살핀 시가#037과 시가#038의 “우리도

진셰를 잇고 너를 둇”와 “우리도 풍월를 싯고 경 둇”, 시가#015의 “언졔나

우리도 시를 둇 무궁무진”, 시가#058의 “우리도 그를 됴셔 누강산”과

같은 구절과 같이 시조집 곳곳에서 확인된다. 해당 작품들에서 화자가 우리와

더불어 좇고자 하는 대상은 무궁한 자연 자체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영원한 세계와 그렇지 못한 자아와의 간극을 얼마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동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샴산에 도든 달리 쳥쳔 밧게 비엿다

졍 업슨 쳥쳔이요 시비 업슨 명월이라

우리도 일월를 둇 사시무궁 <시가#030>

위의 시조의 경우 역시, 화자는 청천과 명월을 마주한 뒤 그것에 압도되거나

자신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월을 좇아 무궁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제시하

고 있는바, 시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태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시가가 표방한 풍류적인 낙관성과 청자와의 유대감의 이

면에, 이 시기에 작가가 견지했던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 내지 일체감이 자리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살핀 ‘우리도’가 풍류 현장에 있는 청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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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을 보여준다면, 그에 이어진 ‘좇다’라는 동사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어느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인

식적 기반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와의 연결감과 그에 대한 확신은

기실 ‘우리도’나 ‘좇다’라는 표현이 직접 구사된 시조만이 아니라,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현장의 승경이나 인물들을 어떠한 거리낌이나 별도의 내면화 과정 없이

바로 자신의 흥취와 연결시켰던 시가의 전반적인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여

겨진다. 추후 다른 시조집을 살피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겠으나, 이러한 시가
의 세계인식은 이후의 시조집에서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면모라는 점에

서 이 시조집의 특징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본 절에서는 시가의 양상과 그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시
가에서 이세보는 대상에 대한 사유와 내면화 과정 등을 생략하고 연행 현장의

표면적인 인상이나 단상을 작품에 들여옴으로써 현장성과 즉흥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연행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외하면서 풍류 현장에의 몰입을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풍류성을 강화하려는 시가의 지향은 기존

의 유명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인유의 수사로써 구현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세보는 원작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풍류성을 기준으로 내용과

형식을 자유로이 변용하였던바, 이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동일한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가에는 작품 외부의 청자들을 환기하기 위한 표현으로 특히 ‘우리도’
가 자주 나타난다. 이는 내용적 흐름과 위배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시가의 방향성이 작품 내적인 정합성이 아닌 외부 청자와의 유대를 공고히 구
축하는 데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가에는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

내지 일체감을 암시하는 표현들도 확인되는바, 이는 시가 이후의 시조집에서

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세계인식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여지가 있다.

이상에서 살핀 시가의 여러 특징들은 유배 이전의 이세보에게 시조 창작의

의미가 연행 현장에서의 풍류적 분위기를 고취하고 청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유사한 주제와 창작 배경을 공

유하는 별풍아의 작품들을 고찰하면서 시가의 작가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 또는 변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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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에 대한 사유와 미의식 도입: 별풍아
이세보는 신지도에서 해배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1865년 5월에 자신의 시조

들을 모아 별풍아를 편찬한다. 이 책자의 발문에서 이세보는 자신의 시조를

‘염가(艶歌)’로 칭하였는데, 이는 그 성향이 풍류 현장이나 기방에서 유행하던 내

용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가리킨다. 실제로 별풍아에는 다른 시조집들에 비해

시가의 작품들이 대거 재수록되었던바, 이는 시조집의 편찬 과정에서 연행 현

장과 밀접한 시가를 중요하게 참고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별풍아에는 풍류성 위주로 구성된 시가의 방향성이 이어지는 한편
으로 시가 수록 작품들을 독특하게 변주한 양상이 확인되며, 무엇보다 신출

작품의 대다수가 애정 관계에 연루된 다양한 인간 군상의 행위와 감정 등을 미

세한 지점까지 초점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에는 이세보의 시

선에 포착된 인정물태는 물론, 그에 대한 작가 고유의 관심과 미의식이 깊이 반

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애정시조’ 유형으로 파악되

어온 해당 작품들의 성격은 이세보가 애정과 관련된 문제를 진지한 문학적 주제

로 여기지 않았다는 통념으로 말미암아34) 풍류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수

단으로 일괄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작품이 수록된 시조집의 성격

이 고려되지 못하여, 유사한 주제의 작품군 내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변화를 예

민하게 포착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별풍아에 수록된 작품들
의 다양한 특징과 작가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시가의 풍류적 지향이

계승 및 확장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가의 작품이 재수록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1항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신출 작품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애정 관련

시조들을 분석하여 별풍아 고유의 성격을 조명한다. 논의 대상 중 별풍아의
전반부(별풍#005∼별풍#035)와 후반부(별풍#120∼별풍#134)에 수록된 작품들은

34) 선행연구는 애정시조에 대해 “전 작품에 걸쳐 도무지 진지한 맛이 적고 흥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라면서, “풍류판의 흥을 돋우고 또 자신의 재치를 뽐내기 위해
즉흥적으로 읊은 사설들이라는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작품이 없다”거나, “거의 전적
으로 그의 기생 풍류 행각의 소산”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이동연, 앞의 책,
148-149면). 이처럼 애정시조의 의미와 그에 담긴 작가의식을 전적으로 오락적 유흥에
귀속시키는 시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왕의 논의들에서 두루 확인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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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구간이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별을 보여

주는바, 이에 대해서는 2항과 3항에 나누어 살피도록 한다. 별풍아에 대한 본

고의 고찰을 통해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작품군의 문학적 특징은 물론, 시가
에서 별풍아로의 이행 과정에서 작가의 시적 관심과 미의식이 어떠한 방향으

로 나아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녀 개인과 감정에의 주목

이세보는 시가의 풍류적 작품들을 별풍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녀를 대
상으로 한 작품의 편폭을 크게 확장하였다. 특히 시가의 <팔경>을 재수록한

이후 새로이 추가된 일련의 시조들(별풍#068∼별풍#074)은 특정한 기녀가 지닌

자질에 착목하고 있는바, 시가에서는 그리 부각되지 않았던 기녀의 존재를 전

면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는 기녀에게 주기 위한 목적임

을 밝힌 별풍아의 발문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별풍아에 반영된 작가의 관

심사를 시사하고 있다.

도 보고 경도 보려 누 강샨 다니다가

숑광 도라 드러 샴일 풍뉴 질겨쓰니

아마도 무궁츈졍은 보인가 <별풍#068>

일렵쥬 돗츨 다러 옥쳔슈 자 가니

월도 션년고 강풍도 호탕다

그즁의 담담향긔는 연홍인가 <별풍#070>

위 시조들은 각각 순천 송광사(松光寺)와 순창 옥천(玉川)에서의 풍류와 기녀

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주지하듯 별풍아에서 이 작품의 바로 앞에는 시가
에 있던 <팔경>이 위치해 있는데, 그 마지막 수인 별풍#067은 “우리도 그를

됴셔 누 강산”으로 마무리되었던바, 별풍#068의 초장은 바로 이처럼 누대 강

산을 노닐고자 한다는 언급을 이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논자에 따라 위에 인용한 별풍#068과 별풍#070의 주제를 승경

에의 유람35)과 기녀와의 수작36)으로 달리 파악하여 왔는데, 이는 두 시조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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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서의 흥취를 다룬 초·중장과 기녀의 자질과 기명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종장

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소 비유기적으로 보이는 두 부분은 기녀에 대한

수식인 ‘무궁춘정’과 ‘담담향기’를 통해 연결된다. 별풍#068에서 기녀 보애를 설명

한 말은 춘정(春情)이 무궁하다는 것으로, 이 춘정은 초장에서 누대 강산을 다니

며 완상한 ‘꽃과 경치’를 재차 환기하고 있다. 별풍#070에서 기녀 월홍을 설명한

‘담담한 향기’는 자연의 정취를 묘사한 ‘선연한 월색’ 및 ‘호탕한 강풍’과 맞닿아

있다. 요컨대 이 시조들은 현장에서 만난 기녀의 모습을 유람에서 마주한 자연

풍광의 미감과 결부하여 예찬하는 데 그 목적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람지에서의 흥취가 배후로 물러나고 기녀의 존재가 작품의 전

면으로 부각되는 양상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시가와는 달라진 기녀에

대한 인식이 감지된다는 점이 보다 주목된다. 시가의 작품들에서 기녀가 등장

하는 방식은 “보 연홍 미월드라 우됴 계면 실슈 업시”(시가#050)나 “황효쳘 

면 치고 기 츔 여라”(시가#122)에서처럼 풍류 현장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부수적인 배경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위에 인용된 별풍#068과 별풍#070에서는

자연으로부터 감발된 흥취를 기녀 개인의 모습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풍류 활동

자체만큼이나 기녀 개인의 특색에 시선을 돌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심

은 기녀가 지닌 재예(才藝)에 대한 감탄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쵸양왕 간 년후의 양쇼식 묘연터니

귀졍 놉히 올나 라보니 무샨이라

지금의 오는 젹셩 이 아니 강션인가 <별풍#072>

이원졔 버려 두고 화됴 월셕 풍뉴로다

른 노 긴 곡됴를 양 업시 불넛스니

아마도 가셩 됴흔 홍인가 <별풍#073>

이원악 풍뉴즁의 신방급졔 연분고

번화헌 고은 도 일여 관녜니

아마도 졀명기는 경옥인가 <별풍#074>

35) 이동연, 앞의 논문, 2003, 18면.
36)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58면; 정흥모, 앞의 책, 16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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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072에서 이세보는 초양왕(椘襄王)의 고사를 인용하여 귀래정 부근을 무

산(巫山)에 필적하는 선경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무산의 선녀에 빗대는 방식으로

기녀 ‘강선’의 피리 소리를 예찬하고 있다. 별풍#073의 초장은 술자리 규모의 성

대함과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바,37) 작품은 그러한 연회

속에서 짧은 노래든 긴 곡조든 사양 없이 불렀던 ‘매홍’의 가성(歌聲)에 감탄하

며 마무리되고 있다. 별풍#074에는 이세보가 별풍아를 전달하고자 했던 기녀

‘경옥’이 직접 등장한다. 이 작품에는 경옥이 기녀들의 글에 등수를 매겨 장원을

선정하는 ‘화방(花榜)’에서 급제했던 것을 계기로, 관례(冠禮)로 표현된 기녀 머

리얹기, 혹은 15세의 성기(成妓)가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까지 함께 하게 된

내력이 언급되고 있다.38) 그만큼 이세보와 인연이 깊은 기녀였기에 ‘절대명기’로

호명되고 시조집을 편찬하여 전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기녀를 작품 속에 직접 등장시키는 방식은 당대의 유행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 청구영언(육당본)에 수록된 김민순(金敏淳, 1776∼1859)의 시조에서도

37) 정흥모, 앞의 책, 168면.
38) 별풍#074의 초장과 중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진동혁은 ‘신
방(新榜)’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게시하는 일로 해석하여 초장을 ‘신방급제와
같은 어려운 연분을 맺는다’는 의미로 보았다(진동혁, 앞의 책, 1985, 71면). 박규홍은
신방(新榜)을 동음이의어인 ‘신방(新房)’으로 보아, 해당 구절을 이세보와 신방을 같이할
기녀가 선택(급제)되어 연분이 맺어졌다는 이야기로 파악하였으며 중장의 ‘관례’는 ‘기
생 머리얹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박규홍, 앞의 논문, 2009, 194면). 반면 손정
인은 작품의 초장을 기생잔치의 주요 요소였던 기녀들의 글짓기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신방급제’란 백일장의 결과 발표를 뜻하는 화방에서의 급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손정인, 앞의 논문, 2011, 239면).
염요(艶謠)에 실린 기녀들의 작품에 과거시험처럼 등수가 매겨져 있었던 정황과 잔치
판에서 기녀들의 백일장이 흔히 이루어졌었다는 논의(정병설, 기생 잔치판의 노래:
<염요(艶謠)> ,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나는 기생이다 - <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07, 146-147면) 등을 참고한다면, 별풍#074의 초장에 대해서는 손정인의 해
석 쪽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중장에서의 ‘관례’는 일반적인 쓰임으로 미루어 박규홍
이 지적하였듯 기녀의 머리얹기, 혹은 본고의 본문에서 제기한바 15세의 성기(成妓)가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시조를 포함하여 별풍아가 편
찬된 1865년이 경옥이 15세가 된 시점이고, 본고 Ⅱ장의 각주 81)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가 1877년의 진찬의식에 출연한 기녀 ‘경옥’과 동일인물이라면, 진찬의식에 참여했
을 당시 경옥의 나이는 28세였을 것이며 이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보다 확실한 증빙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력한 가능성으로만 남겨두
고자 한다. 1877년의 진찬의식과 관련한 내용은 신경숙, 앞의 논문, 2003, 65-6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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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랑가八娘歌>라는 제명 하에 기녀들의 기명을 나열하거나, 기명이 지닌 풍류

적 의미를 활용하여 현장의 흥취를 노래한 경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39)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김민순의 작품들은 풍류 현장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배경으로써 여러 기녀들을 동원하였음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반면 별풍아에서 이세보는 기명을 호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풍광과

기녀의 특색을 관련짓거나 연주, 노래, 글짓기와 같은 자질을 부각시키는 등, 기

녀 개인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며 구체적으로 예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

론 이 작품들 역시 기녀가 동석한 현장의 분위기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별풍아에서 기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물론 별풍아가 기녀에게 전해주

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시조집이 편찬된

1865년 무렵에 이세보의 풍류적 관심이 기녀와의 교류 쪽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별풍아에는 기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꽃과 나비의 형상에 빗대어

노래한 작품들이 연이어 등장하기도 하였다.

나는  보고 말 고 츤 날 보고 당긋 웃네

웃고 말 는 즁의 나와 치 갓웨라

아마도 탐화광졉은 나인가 <별풍#080>

치 호졉을 몰나도 그 호졉이 쓸 데 업고

호졉이 츨 몰나도 그 치 쓸 데 업다

허물며 이야 일너 무샴 <별풍#083>

화접(花蝶)을 등장시켜 유희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시조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웃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 가까워진 관계를 깨달

은 순간을 포착한다든지, 꽃과 호접이 서로를 알아봐야 한다고 단언하는 등의

39) 정흥모, 앞의 책, 131-132면. 본문에서 언급한 김민순의 시조들은 다음과 같다: “杜鵑
紅桃 映山紅은 枝枝春心 萬點紅을 / 洛陽淸歌 矗城玉과 浿江 名琴 菊心으로 / 新秋의
月向芙蓉明 졔 큰 노리를 리라” <청육#538>, “隋城에 明玉出이오 東京에 彩鳳來라
/ 紅蓮花 月色裏에 瀛洲仙이 도라 든다 / 아희야 竹葉酒 부어라 醉코 놀가 노라”
<청육#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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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에서 기녀를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닌 정서적 교류의 상대로 바라보는 태

도가 감지된다. 특히 별풍#083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쓸 데 없

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대목은, 다소 과장이 섞여있으되 그만큼 이 시점의 이

세보에게 기녀라는 존재 내지 기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반

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별풍아에는 시가의 주된 방향성이었던 청자들과 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희박해지고, 대신 인물의 감정에 대한 세심한 시선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가의 작품이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절이 변개된 경우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바, 이때 확인되는 것은 시
가의 핵심적 특징인 ‘우리도’가 포함된 종장이 다른 구절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만샨의 봄이 드니 가지마다 치로다

슬푸다 두견셩은 이별가인 누구누구

아마도 번화무궁은 츈풍인가 <별풍#086>

위 시조는 시가#015를 재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가#015의 종장

이었던 “언졔나 우리도 시를 둇 무궁무진”이 “아마도 번화무궁은 츈풍인가”

로 바뀌어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작품의 분위기는 물론 화자의 태도와 작품의

주제 역시 확연하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시가#015의 화자가 이별의 비극성에 침

잠하기보다 ‘우리’의 존재를 환기하며 무궁무진한 만남을 바란다는 공동의 소망

을 피력했던 데 반해, 별풍#086의 화자는 번화무궁한 것은 오직 춘풍뿐이라는

자각에 도달함으로써 자연과 분리된 인간의 유한함과 이별의 불가피성을 절감하

는 데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체념적이고 사색적인 태도는 앞서 구축

된 애상적 분위기와 고독의 정서를 내적으로 밀고나간 결과라는 점에서, 청자나

풍류 현장과 같은 외적 조건에 견인되었던 시가와는 차별화된 시적 지향을 보
여준다.

쳥쵸는 우거지고 녹음은 만발이라

운님비됴 뭇드른 오락가락 썅이로다

엇지타 이별리 샹되면 를 부러 <별풍#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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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는 시가#018을 재수록한 것으로, 역시 종장의 “언졔나 우리도 연분을

만나 와 갓치”가 “엇지타 이별리 샹되면 를 부러”로 변개되었다. 이에 별

풍#089는 시가와 비교했을 때 작품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화자의 정체성 자체

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시가#018의 화자는 다정하게 노니는 비조(飛鳥)들에

대해 우리도 저 새들과 같이 연분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던 반면, 별풍

#089의 화자는 그 새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와 지

난 이별을 상기하고 있다. 시가의 화자가 고독이나 비애 없이 ‘우리’들과 함께

‘연분을 원하는’ 인물이었다면, 별풍아의 화자는 홀로 남아 ‘이별을 겪은’ 인물

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장에서 형상화된 자연의 형상 역시 전혀 다른 의

미를 획득하게 된다. 시가#018에서의 자연이 집단적 소망의 대상이자 작품의 분

위기를 화사하게 형성하는 배경이었다면, 별풍#089에서는 개인적 질시의 대상,

나아가 화자의 음울한 감정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는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를 둘러싼 변개 과정은 작품 외부의 청자와 접속하기보다 작품

내적으로 구축된 시적 화자의 감정에 집중하려는 별풍아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가의 작품 중 ‘우리도’가 포함된 작품이 별풍아에서
누락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40) 물론 ‘우리도’가 포함된 모든 구절이 별풍아
에 오며 변개되거나 제외되었던 것은 아니다. 별풍#067, 별풍#085, 별풍#136과

같이 해당 표현이 있어도 작품 내적인 흐름에 무리가 없는 풍류적 성향의 작품

들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세보가 ‘우리도’의 개입으로 인해

시상 전개와 감정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졌던 작품들, 즉 인물의 내밀한 감정과

맞닿아 있는 작품들에 한해 변개를 진행했음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별풍아에는 연행 현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벽공의 도든 달리 샹가인 슈심이라

비금 긴 한슘의 눈물은 몃 번인고

엇지타 인간 이별이 쳥츈을 늙혀 <별풍#111>

40) 다음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샴산에 도든 달리 쳥쳔 밧게 비엿다 / 졍 업슨 쳥쳔
이요 시비 업슨 명월이라 / 우리도 일월를 둇 사시무궁” <시가#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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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는 시가#111을 재수록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초장의 첫 구절 “수옥누

샹 도든 달이”가 “벽공의 도든 달리”로 변개되었다. ‘수옥루(漱玉樓)’라는 순창의

특정 명소가 ‘벽공(碧空)’이라는 일반적인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우선 별
풍아의 수신자인 기녀 경옥이 이 노래를 다른 현장에서도 연행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작품을 변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구체적 현장을 매우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던 시가의 유람 관련 작품들이 별풍아에서 상당수 누락
되었던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41)

아울러 이러한 변개의 이면에는 현장성을 강조하기보다 감정을 중심으로 시상

의 흐름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별풍아의 작가의식이 감지된다. 즉, 시가에서
는 수옥루를 작품 첫머리에 제시함으로써 현장과의 관련성을 통해 작품의 초점

을 외부로 분산시켰다면, 별풍아에서는 이를 ‘벽공’이라는 보편적 심상으로 대

체하여 이후에 전개된 상사가인의 수심과 인간이별이 야기하는 감정에 집중하도

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청자나 연행 장소와 같이 외부적 조건과 관계된 부분들을 탈각시키고

시적 자아의 감정을 중심으로 시상이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앞서 살핀 별풍#089

와 별풍#111에서처럼 별풍아의 작품들이 이전에 비해 ‘엇지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은 주목을 요한다. ‘엇지타’는 내면적 독백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

한 화자의 주관적이고 정감적 태도를 이끄는 감탄사로서,42) 별풍아의 방향성

을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동이 낙금졍니 젹벽츄월 경로다

비금 샹몽은 알니로다 네나 내나

아마도 상로 난 병은 약도 업셔 <시가#017>

오동이 낙금졍니 젹벽츄월 경로다

비금 샹몽은 알니로다 네나 나

엇지타 님 그려 난 병은 약도 업셔 <별풍#097>

41) 시가#003(아미산, 옥천수), 시가#005(응향지, 화방재), 시가#006(송광사와 물염정 등), 시
가#036∼시가#037(연광정), 시가#040(승금지), 시가#119∼시가#125(사찰) 등에 해당한다.

42) 최재남, 앞의 논문, 1998,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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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시조를 재수록한 사례이다.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가운데, 종
장 전구의 변화가 확인된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가을이라는 배경과 상대를 그리

워하는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어받은 별풍#097의 종장에서는 시가
에서의 ‘아마도’ 대신 ‘엇지타’를 활용하여 상황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이에 감정

적으로 몰입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로 난 병”이 아니라 “님 그려

난 병”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부재와 결부된 자신의 슬픔을 더 구체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엇지타’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진술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압헤 셕쥭화야 박츨 웃지 마라

발 안 될 소년 업고 소년 안닌 노인 업다

졍업는 광음인 쥴 네 어이 알니 <시가#116>

 압 셕쥭화는 박츨 웃지 마라

발 안 될 쇼년 업고 쇼년 아닌 노인 업다

엇지타 슈유광음의 랑 계워 <별풍#117>

재수록 과정에서 초장의 일부와 종장 전체가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시가#116

초장의 “셕쥭화야”와 종장의 “네 어이 알니”는 작품이 석죽화에게 말을 건네는

진술 방식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별풍#117에서 ‘엇지타’가 삽입

된 종장은 석죽화에 대한 언짢음을 내포한 독백으로 바뀌어 있다. 이러한 전환

은 작품의 초점이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쪽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청자를 염두에 두기보다 독백을 통

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별풍아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바, 별풍아에서는 풍류 현장을 노래하되 자연보다 기녀의 재

예에 주목하거나 기녀와의 교류를 강조하는 등, 풍류 현장의 배경으로서가 아니

라 자신과 교류하는 기녀 개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가의 핵
심에 해당했던 현장성 및 풍류성을 약화시키거나 배제한 반면, 시적 자아의 처

지와 감정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존의 작품을 변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별풍아의 편찬 동기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

문에서 밝혔듯, 별풍아는 기본적으로 기녀가 연창한다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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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이세보의 관심이 기녀와의 풍류 현장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감정의 교류나 애정 관계에 있

어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기녀 개인의 삶과 감정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이 종합되면서 이세보는 시가에서처럼
연행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작품의 화자를 풍류객으로서의 자신과 일치시키기보

다, 기녀로 대표되는 여성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거나 이들이 연루된 상황 및 내

밀한 감정에 주목하는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 별풍아에 수록하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창작 태도의 전환은 별풍아에서 애정과 관련된 작품의

편폭을 확대하는 한편, 실제 장소를 노출시키거나 청자의 존재를 환기하며 작품

외부와 접속하기보다는 작품 내에 등장하는 인물의 처지와 감정에 주목하도록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이세보는 애정 문제에 기인한 감정과 상황을 미

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방식을 고안하고 나아가 시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
던 관계 및 감정에 대한 작가적 사유를 담아낼 수 있었던바, 이에 대해서는 다

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극적 구성을 통한 관계의 불안 형상화

별풍아에서 새로이 출현한 애정 관련 시조 중에서도 별풍#005∼별풍#035 구

간의 작품들은 시조집의 초반부에 배치되었다는 점, 이 구간 뒤로 상당히 잘 짜

인 구성의 연작시조들이 연달아 배치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내용적·형식

적으로 시조집 전면에 내세울만한 작품군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

제로 이 구간에 속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2수 이상의 시조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함으로써 단일 작품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정서적 흐름을 묘파하거나 서로 다

른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극적(劇的)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별풍
아만의 특징적인 면모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풍류 현장에서 성행하

던 일반적인 애정시조와 같이 짧은 순간에 과잉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두 인

물의 입장을 교차 제시하며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지점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데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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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은 샴경경 되고 오만 임은 쇼식 업다

이 를 알 냥이면 졔 졍녕 오련마는

엇지타 무졍가인이 남의 쇽 몰나 <별풍#011>

셜분분 황혼시의 화쟝의 퓌는 과

샴경쵹 각즁의 긔약 업시 오는 임은

아마도 알심 업고 모르련이 <별풍#012>

쵸경의 오마든 임이 샴경의 도라드니

인난 망  슐 코 화회로다

아마도 졍 어렵기는 쳥누가인인가 <별풍#013>

애정 관계에 연루된 두 인물 중 한쪽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위의 작품들

은 기약 없이 상대를 기다리는 여인의 심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별풍#011에서 화자는 오겠다고 약속한 뒤 소식 없는 임을 생

각하며, 자신의 타는 속을 안다면 마땅히 오겠지만 무정한 그가 남의 속을 모른

다고 탄식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상대를 ‘무정인(無情人)’이 아닌 ‘무정가인(無情

佳人)’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상대를 차마 원망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양가적인

마음을 노출하고 있다.

별풍#012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유사한 상황이 병렬된다. 백설이 분분한 황

혼녘은 일반적으로는 꽃이 피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매화의 개화를 예감케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매화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매화장

(梅花欌), 즉 매화가 장식된 장(欌)에서 피어나길 바라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따

라서 ‘매화장에 피는 꽃’이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43) 이어진 중장에서 삼경의 촛불 아래 임을 생각하는 시간은 ‘백설분

43) 진동혁은 별풍#012(풍대#107)의 매화장을 ‘梅花粧’으로 보고 이를 ‘부녀자가 이마 위에
매화꽃을 치장으로 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진동혁, 앞의 책, 1985, 81면). 이를 수용한
손정인은 초장을 ‘화자가 백설이 분분하던 겨울 황혼 무렵에 곱게 매화장을 하고 찾아온
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았다(손정인, 앞의 논문, 247면). ‘매화장에 피는 꽃’을
‘매화장을 하고 찾아온 임’으로 이해한 셈인데, 이 해석은 구절의 풀이 자체가 어색할뿐
더러 단어의 뜻을 오독한 것이기에 재고되어야 한다. 한자가 병기된 풍아(대)에는 ‘매
화장’의 한자가 ‘梅花欌’으로 되어 있어, 화장이 아닌 장(欌)을 의도한 것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매화장에 피는 꽃’ 역시 가구의 일종인 장에 피는 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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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황혼시’처럼 바라는 바가 이뤄지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심지어 이때 오겠

다는 기약조차 없었으니 임의 방문은 매화장에 꽃이 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사건으로만 여겨질 뿐이다. 만에 하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기쁜 일이 될

테지만, 이토록 자신을 밤새 괴롭게 만든 임에 대한 책망 또한 없을 리 없다. 이

시간에 임이 찾아온다면 그는 참으로 실속(알심)도 없고 자신의 절박했던 속사

정도 몰랐던 것이라며 야속해하는 대목은 기다림에 지친 인물의 복잡한 속내를

절묘하게 포착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내 혼자 억눌러온 마음은 삼사경이 되어서 임이 찾아온 별풍#013에서 ‘대인

난(待人難)’을 책망하는 것으로 분출되기에 이른다. 그렇게 화자와 임은 술에 취

하면서 겉으로는 화회(和會)에 이르는 듯 보이지만, 작품의 종장은 화자가 그 기

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청루가인(青樓佳人)이 정 어렵

다’는 탄식은 밤새 겪은 기다림의 괴로움을 환기하는 말이면서 청루가인에 불과

한 자기 신세를 상기할 수밖에 없는 내적 정황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에는 오늘처럼 가까스로 만남이 성사된다 해도 임은 이곳을 떠나 기약 없이 오

거나 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탓할 수 없이 불안을 반복할 수밖에 없

다는 자각이 잠복되어 있다.44)

그런데 흥미롭게도 위의 작품들의 뒤에는 동일한 상황을 공유하는 작품들이

이어지고 있는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입장이 연달아 제시됨으로써 작중

상황을 극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오는 친구 졉니 연이 겨를 업고

각 지 무셔워 걸구걸고 나니

지금의 단야샴경을 들 어이 <별풍#014>

44) 손정인은 별풍#011(풍대#105)∼별풍#013(풍대#108)의 화자를 남성으로 파악한 바 있다
(손정인, 앞의 논문, 246면). 그 핵심 근거는 별풍#011에서 화자가 상대를 지칭할 때 사
용한 ‘무정가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가인’이 여성을 가리킨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
제 용례들을 보면 이 단어는 고운 남성이나 군자, 현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漢語大詞典 ‘佳人’ 항목 참조) 이를 여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남성 화
자를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들(‘매화장에 피는 꽃’, ‘청루가인’)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고 여겨진다. 오히려 ‘매화장’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쪽은 여성이며, ‘청루가인’이
라는 표현 역시 맥락상 자신의 처지를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
풍#011∼별풍#013의 화자는 여성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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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 샴졈 첫 마치의 가노라 이러나니

품 안의 다졍튼 임이 다시 보니 무졍다

아마도 보 후의 쟘들기 어려 <별풍#015>

별풍#014는 앞 작품인 별풍#013의 “인난 망”에 대한 상대 남성의 응답으

로, 초경에 오겠다고 했지만 삼사경에 올 수밖에 없던 데 대한 변명에 해당한다.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청탁들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나

니 어쩔 수 없이 늦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성으로서는 오래 기다린 여인을 달래

려는 의도였겠지만, 사실 ‘청루가인’이라는 자기 처지를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던

여인으로서는 자신과의 약조보다 다른 일들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심상하게 여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간은 흘러 오경이 되고, 별풍#015는 다시 여성의 시점에서 남성이 자신을

떠나가는 모습을 비춘다. 그와의 이별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금 해제의 종이 울리자마자 가겠다며 일어서는 모습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했던 화자로서는 더욱 무정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무

엇보다 그가 서둘러 자리를 나선 까닭은 화자와의 만남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별풍#011∼별풍#013에 이어진 별풍#014∼별

풍#015에서 제시된 상황은, 두 인물 간의 관계에 내포된 비대칭성 내지 불안정

성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보 후의 쟘들기 어려”운 ‘청루가인’의 처지와 감정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졍여교칠이요 의동단금이라

오날를 아러면 깁흔 즌 안 두련이

엇지타 랑  이별이 워 <별풍#033>

뉵녜 업시 만난 년분 이별이 다 나

오날날 이 경은 다시 못 할 일리로다

동야 슐 부어라 가는 님 권케 <별풍#034>

타든 말 머무르고 숀 잡고 다시 안져

다졍이 이른 말리 우지 마라  쇽 탄다

지금의 은원 업시 이별 되니 슈이 볼가 <별풍#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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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들에는 이별을 목전에 둔 두 인물이 등장한다. 앞의 두 시조는 먼저

임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입장을 보여준다. 별풍#033에서 그녀는 오늘의 이별을

미리 알았더라면 마음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랑이 깊었음에도 이별이 쉽다

는 사실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별풍#034에서는 이처럼 ‘쉬운 이별’이

‘육례(六禮) 없이 만난 연분’과 연결되는데, 이로써 둘의 관계가 혼인과 같이 사

회적으로 공인된 사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45) 육례가 없었으니 다른 이들은

이별이 쉽다 할지 몰라도, 당사자에게 이 헤어짐은 다시 못할 일처럼 여겨질 뿐

이다. 그럼에도 동자를 불러 임에게 권할 술을 부으라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심란함을 애써 감추고 의연한 태도로 임을 전송하려는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진 별풍#035에서 작품의 시점은 상대 남성의 말과 행동으로 전환된다. 그

는 타던 말을 멈춘 채 손을 잡고 다시 앉아, 지금의 이별이 원한이나 무정 때문

이 아니기에 쉽게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인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그

러나 그의 말은 이미 “랑  이별”이 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한탄하면서

그것이 ‘육례 없이 만난 연분’ 때문임을 자각한 여인의 근원적 슬픔에 비한다면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쉬운 재회’에 안주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이 바

라는 것은 ‘육례 없음’의 해소인바,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 한 재회한다 해도 ‘쉬

운 이별’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다시 볼 수 있으니 슬퍼말라는 남성의 말은 오히려 눈물의 의

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혹은 헤아릴 필요가 없는 이의 손쉬운 위로로 이해

된다. 별풍#033∼별풍#035가 남성의 다정한 위로를 들은 여인의 기쁨이나 행복한

표정으로 끝을 맺지 않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를 통해 작품은 남성의 입장이

여인의 생각과 어긋난 지점을 온전히 해소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서로 다른

처지와 감정으로 인한 불안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별풍아에서 이세보는 이별의 괴로움을 직정적으로 토로하거나 반대

로 그 감정을 쉽게 해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인물의 처지나 감정이 어긋

나는 지점, 즉 관계의 불안을 야기하는 조건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45) 이동연은 별풍#034(풍대#135)를 남성 화자임이 분명하게 간파되면서 기생의 지조 없는
사랑을 읊었다고 보았다(이동연, 앞의 책, 152면).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별풍#034를 단
독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작품을 앞뒤 작품들의 연속선상에서 읽는다면
화자의 성별은 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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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임 거러두고 쇽 몰나 쓰는 와

졍든 님 이별고 샹일념 그린 를

아마도 분슈면 그린 가 나으련이 <별풍#133>

이 시조는 ‘남의 임’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란함과 ‘정든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을 비교하고 있다. 결론은 전자가 더 괴롭다는 것이다. 정든 임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마음 놓고 그리워할 수라도 있지만, 남의 임과의 관계는 규범적인

압박에 더하여 상대가 자신과 같은 마음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겪어내야 하기 때문이다.46)

이상에서 극적 구성을 통해 두 인물이 설정된 작품들을 살폈던바, 작품 내에

서 초점화되고 있는 인물은 주로 떠나간 남성의 상대 여성이다. 이들은 예정된

이별에 슬퍼하는 것은 물론, 재회의 순간이나 해후를 약속한 경우에서조차 애정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청루가인’과 같은 사회적

신분이나 ‘육례 없는 연분’, ‘남의 임’과의 사랑처럼 공인되기 어려운 관계맺음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세보는 “쇽 몰나 쓰는 ”라는 표현이 암시한 것처럼, 타인의 속내

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오해와 갈등 상황에도 각별한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물 간의 상이한 입장이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로써 별풍아의 작품들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두 인물의 입장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균

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46) 김흥규는 연모의 대상이 ‘남의 임’, 즉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연분을 맺은
이라면, 그와의 연정은 사회규범과 도덕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사랑이 성공할 확률
자체도 희박하기 때문에, 불안의 강도는 애정 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경우보다 강렬
하게 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흥규,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전사(前史) ,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38면).
한편, 이도흠은 이처럼 ‘남의 임’과의 관계를 다룬 당대 작품들의 성격을 18∼19세기 시
조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중 ‘근대적 사랑’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양상
을 살핀 바 있다(이도흠, 18∼19세기의 시조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유형 분석 ,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0-13면). 이세보 역시 이러한
당대적 흐름의 자장 하에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남의 임’이란 설정에 담
긴 불륜과 일탈의 성격보다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조건으로서의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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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고 졍 업쓰니 아셔라 나는 간다

치고 가는 나샴 다시 챤챤 뷔여 잡고

눈물노 이른 말리  한 말 듯고 가오 <별풍#030>

화쵹동방 만난 연분 의 아니면 미덧쓰며

돗는  지는 달의 졍 아니면 질겨쓸가

엇지타 한 허물노 이지 셜게 <별풍#031>

쟝부의 구든 심쟝  보고 허로다

샴량어 고은 쇼 달 도다 야오경을

두어라 결 셰샹이니 이별 어이 <별풍#032>

별풍#030은 떠나는 남성과 그를 만류하는 여성 간의 대화를 보여준다. 작중에

서 남성이 떠나는 까닭은 ‘의 없고 정 없다’는 것 때문이다. 별풍#031은 이에 대

한 여성의 해명으로, 의가 없었으면 화촉동방에서 만난 연분을 믿었을 리 없으

며, 정이 없었다면 밤새 서로 즐겼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성이 제시한

이별의 이유를 차례로 반박한 여성은 어찌 ‘한 허물’로 진심을 왜곡하여 이토록

자신을 서럽게 하는지 탄식하고 있다. ‘한 허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오해할만한 상황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다. 별

풍#032는 이별을 번복하는 남성의 응답인데, 여인의 해명과 하소연으로 오해가

풀리고 결국 둘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싱거워 보이는 위 작품들의 전개는 남녀 간의 오해라는 것이 이별을 야

기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 의외로 손쉽게 해결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반영

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다음 작품들은 다른 공간에 배치된 두 인물의 상이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서로의 본심에 대한 오해가 관계의 단절로 비화되는 경우

를 보여주고 있다.

늙고 병든 나를 무졍이 반니

가기는 가련이와 나는 너를 못 잇노라

엇지타 홍안이 발를 이리 마다 <별풍#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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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시졀 고은 도 과이 밋고 랑 마라

광음무졍 네 홍안이 발공도 쟘간이라

아마도 동원도리편시츈인가 <별풍#027>

위의 화자는 ‘늙고 병든’ 남성이다. 그는 ‘홍안(紅顔)’을 지닌 상대가 자신을 떠

나간 데 대한 감정을 토로하는 중이다. 별풍#026에서 노인은 상대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차마 잊지 못할 것임을 예감하고 있다. 이어 홍안과 백발을 대

비하는 종장의 탄식은 상대가 이토록 무정하게 떠난 까닭을 자신이 너무 늙었다

는 사실로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인의 생각은 별풍#027에서 상대를

향해 젊음을 과신하지 말 것을 훈계하는 데로 이어진다. 이 대목에서는 이별 후

의 미련이나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발산하기보다, 이를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연장자로서의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안간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위의 두 시조는 이별이라는 사건을 온전히 남성 노인의 관점으로 구성한 것이

다. 여기에서 홍안으로 지칭된 상대는 자신의 젊음을 과신하며 정들었던 노인을

무정히 배반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작품들은 동일한

상황을 상대 여성의 시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남성 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별의 속사정과 여성의 심경이 드러나고 있다.

후를 위미요 원심은 아니언만

가면 몹슬 년 되니 다시 돌녀 못 가리라

두어라 이도  팔니 든 졍 어이 <별풍#028>

발 낭군 날 보고 나 든 방 홀노 안져

노든 형용 각고 업는 쟘 더 업쓰련이

아마도 녀은 한 번 허신 어려운가 <별풍#029>

별풍#028은 화자로 설정된 여성이 자신이 노인을 떠난 이유를 밝히면서 시작

된다. 노인과의 이별은 자신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후사(後事)를 고

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우려한 것은 이 만남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둘의 관

계는 앞서 제시된 ‘남의 임’과의 만남처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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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깊은 정을 이유로 만남을 지속한다면, 잠시는 좋을

지언정 자신은 “몹슬 년”이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고 상대 남성의 위신에도 좋을

리가 없음을 화자는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정이라도 없다면 이처럼 고민하지

않을 것을, “든 졍”이 남아있는 여성으로서는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떠나온

것이 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별풍#029에서 이 화자는 만약 백발낭군이 방

에 홀로 앉아 함께 놀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늙어서 없는 잠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로 그에 대한 ‘든 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 여행(女行), 즉 여

성의 행실에 얽매인 자에게 있어 한 번 허신(許身)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지 탄식하며 말을 맺는다.

이처럼 총 5수에 걸쳐 연속된 별풍#026∼별풍#029에서 남성은 여성이 떠난 까

닭을 자신의 늙음과 그로 인한 변심에서 찾았을 뿐 그녀가 품고 있는 복잡한 내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떠나온 여성 역시, 상대의 섭섭한 마음을 어느 정

도 예상하고 있지만 그가 확신하고 있는 이별의 이유나 그에 대해 어떠한 생각

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여기서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해소

된다면 둘은 화해에 이를 수도 있을 테지만, 문제의 손쉬운 해결은 작가의 관심

사가 아닌 듯 보인다. 분리된 두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의 엇갈린 이해를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작품의 초점은 사람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감정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상충될 수도 있음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데 놓

이게 된다.47)

결과적으로 이 작품들은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물리적·심리적 단절의 근본 문제일 수 있다는, 관계에

47) 별풍#026(풍대#122)∼별풍#029(풍대#126)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된 바
있다. 남녀 인물의 태도에 주목한 논의는 남성이 이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대처한
데 비해 여성은 운명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목소리가 진솔한 감정으
로 노래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고은지, 앞의 논문, 397-400면). 그러나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성관’(위의 논문, 399면)의 산물
로 단순화되기보다 상이한 처지의 인물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별의 원인을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 또한 동일한 상황에 대한 두 인
물의 감정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
다. 한편, 해당 작품들에 ‘이야기성’이 가미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논의들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손정인, 앞의 논문, 253면; 육민수, 앞의 논문, 99-100면). 본고 역시 이 작품들에
서 이별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상기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작품의 핵
심은 사건들에 의한 이야기성보다는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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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작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타인의 속내를 읽는 일은

“무졍가인이 남의 속 몰나”(별풍#011)에서나 “남의 임 거러두고 쇽 몰나 쓰는

”(별풍#133)라는 언급에서 지속적으로 암시되었던바, 어떤 상황에서든 실행하

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

날리 놉다 도 일월이 비이고

이 깁다 도 쳥쳔이 숏거마는

엇지타 한 길 임의 쇽은 이다지 샹막 <별풍#108>

이 시조는 “임의 쇽”을 아는 일의 난감함을 토로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 사이

에는 일월(日月)이나 청천(淸泉)과 같은 매개가 없기 때문에 한 길 임의 속을 들

여다보는 일이 하늘이나 땅의 끝을 살피는 일보다도 막막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다. 이는 상대 역시 마찬가지로, 임이 자신의 깊은 속내를 이해하는 일 또한 쉽

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처럼 이해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둔 이상,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

려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모습은 별풍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별풍#030

∼별풍#032에서 ‘장부의 굳은 심장’을 되돌려 화합에 이른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여인의 하소연이 통했던 것일 뿐 애초에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

아니며, 그렇기에 쉽게 돌아설 여지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풍아에는 예외적인 사례이긴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형상화한 작품들이 있어 주

목을 요한다.

임이 갈  오마드니 비 오고 번 친다

졔 졍녕 참졍이면 불피풍우 오련마는

엇지타 알심도 업고 졍도 몰나 <별풍#016>

졍녕이 가마고 와셔 비 온다고 나 안 가면

기다리든 님의 마음 뎐뎐반칙 못 련이

아희야 신 돌여라 갈 길 밧 <별풍#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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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조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인물의 심리를 분리

하여 묘파하고 있다.48) 별풍#016의 화자는 자신을 떠나며 다시 오겠다고 약조한

상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폭우에 번개까지 내리치는 상황을 보며 그의

마음속은 근심으로 가득해진다. 만약 자신을 향한 마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임은

비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마음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화자는 눈앞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이 아니라 임의 의중을 모른다

는 마음의 불가지성(不可知性)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야기된 불안은

상대가 굳센 마음도 적고 이쪽 사정도 알아줄 리 없다는 자기방어적인 체념에

가까워진다.49)

그렇다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있던 별풍#017의 화자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 역시 갑작스런 폭풍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요란한 빗소리로 정신이 산란

48) 두 인물의 성별에 대한 선행연구의 판단은 엇갈린 실정이다. 정흥모는 별풍#016(풍대
#117)의 화자가 불안한 처지 때문에 참정을 의심하는 여성으로 보았고(정흥모, 앞의 책,
156면), 손정인 역시 별풍#016(풍대#117)의 화자를 기녀로, 별풍#017(풍대#118)의 화자를
남성 풍류객으로 파악하였다(손정인, 앞의 논문, 251-252면). 반면 김흥규는 별풍#016
(풍대#117)의 화자가 남성이며 별풍#017(풍대#118)의 화자는 기녀이거나 바깥출입이 자
유로운 신분의 여성일 것으로 보았다(김흥규, 앞의 책, 2016, 228면). 이러한 해석들은
어디까지나 작품 내적 정황을 근거로 추정된 것이기에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
악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작품이 수록된 시조집 자체로 시야를 돌려보면, 원래 “아희야 교군 불너라 님
계신 데”였던 별풍#017의 종장이 “아희야 신 돌여라 갈 길 밧”로 수정된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바, 해당 작품의 화자가 여성임을 전제하였기에 ‘임 계신 데’라는 높임이 사
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세보는 본래 별풍#017의 화자를 여성으로, 그 앞의 작품
인 별풍#016의 화자를 남성으로 설정하고 작품을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풍아
(대)에 재수록되며 종장이 변개되었지만 화자의 성별까지 교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작품인 별풍#026∼별풍#029의 예에서 보듯 이세보의 애정시조에서는 남
성이 머물고 여성이 오고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던바, 본문의 별풍#016∼별풍#017
에서 역시 기다리는 인물은 남성(별풍#016)으로, 오고가는 인물은 여성(별풍#017)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9) 이 시조는 시가에 수록된 다음 작품의 발상을 변주한 것이기도 하다: “람은 지동
치듯 불고 비 쥭쥭 오는 날 밤의 / 불피풍우 는 님은 마다 알니 젹어 / 아마도
졍 어렵기는 임이신가” <시가#046>. 이세보는 별풍아에서 시가에 있던 이 시조를
그대로 싣지 않고, 대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배경과 ‘불피풍우(不避風雨)’하는 임을 찾기
가 어렵다는 인식을 활용하여 별풍#016∼별풍#017을 새로이 창작하였던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시가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전면화되어 있다는 점
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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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와중에도, 그가 하는 일이란 상황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반드시 가겠다고 약

조한 뒤 가지 않는다면 기다리던 임의 상심이 어떠할지에 대해 가만히 헤아려보

는 것이다. 그 생각은 상대가 자신을 기다리며 밤새 전전반측할 것이 분명하다

는 확신에 닿게 되고,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화자는 임에게 향할 것을 결심한

뒤 아이에게 신을 돌리라 단호히 명하기에 이른다.

별풍아의 본문에는 별풍#017의 종장을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세보가 이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조의 종장은 처음엔 “아희야 교군 불너라 님 계신 데”로 되어 있었으나 취소선

과 가필을 통해 “아희야 신 돌여라 갈 길 밧”로 대폭 수정되어 있다. 이로 보

면 별풍#017의 원래 의도는 교군을 불러 임에게 가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범범한

어조로 표현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구절의 첨삭 과정에서 이세보는 ‘신을 돌리는’ 행위를 삽입함으로

써 본래 폭우로 인해 자기 처소에 머물려 했던 애초의 결정을 번복하고 ‘마음을

돌리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함과 동시에, ‘갈 길이 바쁘다’는 재촉을 통해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상대와의 교감이 이루어진 순간을 포착해 내고 있

다. 무엇보다 신을 돌리는 행위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상대에 대한 강렬하고 애

절한 연심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핵심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일을 보이

는 데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0)

이상에서 살핀 별풍아의 애정 관련 시조에서 이세보는 몇 수의 작품들을 유
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극적으로 구성하였다. 두 인물

의 입장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과정을 통해, 이세보는 인물의 감정을 직

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과 그것을 야기하는 조건에 착목하

50) 별풍#016과 별풍#017은 이후 풍아(대)에 풍대#117과 풍대#118로 재수록되는데, 이 과
정에서 별풍#017의 종장은 “아희(兒戲)야 교군(轎軍) 도녀라 갈 길 밧버”로 바뀌어 있
다. 별풍아에서의 ‘신’이 ‘교군’으로 교체된 것인데, 처음 별풍아 내에서 이루어졌던
수정에서처럼 이로 인해 화자의 행위와 그 의미가 대폭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세보가 이 구절을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다듬었다는
사실은 화자의 행동에 담긴 의미가 작가에게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증거한다
하겠다. 참고로 풍아(대)에는 이와 같이 단어가 교체된 경우 외에도 기존의 작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풍아(대)를 다루는 Ⅴ장에서 상
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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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가 포착한 불안의 요인은 사회적 신분이나 공인되지 못한 관계와 같

은 외적 요소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

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별풍아에서 이세보는 타인을 이

해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마음을 헤아리

려는 시도를 통해 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별풍아의 애정시조는 동시기 풍류 현장에서 흥행하였던 여타의 작품
들처럼 이별로 인한 애절한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하거나51) 현장의 유흥적 분위

기를 위해 남녀 간의 갈등을 간단하게 봉합하는 양상으로 일관되지 않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별풍아에서 이세보가 애정의 다양한 국면과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 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기반에 둔 한편으로, 작품 간의 결속과 극적

구성과 같은 독특한 방식을 통해 애정의 문제를 가능한 한 미학적으로 형상화하

려는 지향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별풍아의 특징은 이세보의

애정시조가 유희적인 차원으로만 경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편으

로는 앞선 시기의 시가와는 달라진 작가의식의 향방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

세보 시조에 대한 기왕의 평가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격절된 공간에 의한 단절감 구현

별풍아에서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위치한 별풍#120∼별풍#134 구간의 신출

시조들은 앞서 살핀 작품들과 성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두 인물이 가

까이 있음에도 서로 간의 마음이 어긋나는 지점을 살피기보다, 단일 화자의 독

백을 통해 상대와의 공간적 거리와 그로 인해 파생된 정서적 양태에 착목한다.

여기서의 문제 상황은 서로 간의 오해나 다툼 등에 의한 이별이 아니라, 강렬한

연심(戀心)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날 수가 없는 물리적 조건에 가깝

다. 이 작품들에서는 ‘타향’으로 대표되는 격절된 공간 설정에 의해 상대와의 공

간적, 심리적 간극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구사되어 있다.

51) 신경숙, 조선후기 여창가곡의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59-160면. 이러
한 ‘애정 정서의 과잉적 표출’은 풍류 공간에 유흥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을 지
닌 것으로, 비단 시조만이 아니라 가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논의된 바 있
다(정인숙,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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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의 그린 임이 쳥츈의 슈심이라

샹불견 무한회포 화됴월셕 어려웨라

엇지타 인간의 임 이질 약이 업셔 <별풍#126>

이 시조에서 ‘상사불견(相思不見)’과 ‘무한회포(無限懷抱)’로 점층된 애절함은

화조월석(花朝月夕)이라는 화사한 계절의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이 시간을 임 없

이 보내야하는 슬픔을 인상적으로 빚어내고 있다. 이 감정은 무엇보다 작품 첫

머리에 제시된 ‘타향’이라는 공간 설정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타향에 있기 때문

에 상사함에도 볼 수가 없고, 차라리 임을 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뎐뎐반측 못 이른 쟘 오경의 닭이 운다

시비를 열고 보니 눈이 오고 달리로다

엇지타 유벽샨쵼의 는 지져 <별풍#127>

임과의 거리감과 타향에서의 고독감은 별풍#127에서 보다 감각적인 형태로 나

타난다. 이 시조에서 작중 배경을 가리키는 ‘유벽산촌’은 앞 시조의 ‘타향’을 변주

한 것이다. 밤새 잠을 못 이룬 화자는 사오경이 되어서야 사립문을 여는데, 새하

얀 눈과 달빛만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여기에 저 멀리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가 얹히면서 고립감은 한층 심화된다.

한편, 이 시조는 신흠(申欽)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청김#116이나 청구영언
(육당본) 외 다수 가집에 수록된 청육#41852) 등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여 창작

된 것으로 보인다. 고독한 화자가 시비를 여는 행위를 중심으로 설경(雪景), 개

짖는 소리, 달빛 등의 심상을 활용하는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풍#127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의 시조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

는바,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작중공간의 표현이 ‘산촌’에서 ‘유벽산촌’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

52) “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셰라 / 柴扉 여지 마라 날 즈 리 뉘 이시리 / 밤즁
만 一片 明月이 긔 벗인가 노라” <청김#116>, “山村에 밤이 드니 먼듸  즈져 온다
/ 柴扉 열고 보니 하이 고 달이로다 / 져 야 空山 잠든 달을 즈져 무슴 리오”
<청육#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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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다 중요한 변개는 시야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나타난다. 기존의 작품에서

는 눈 내린 산촌이라는 배경을 비춘 뒤 시점이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

리 별풍#127에서 화자의 시선은 불면의 밤을 보낸 작중인물의 침소에서 시작하

여 그가 시비를 열고 바라본 문 밖 풍경을 거쳐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릴 만큼 먼

곳까지 나아가는바, 작품의 배경을 근경에서 원경으로 계속하여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닭울음소리, 눈과 달의 모습, 개 짖는 소리가 이어지며 청각적·시각

적 심상이 교차됨으로써 작중공간은 실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원경으로 시

야가 이동하는 양상은 화자가 위치한 유벽산촌이 얼마나 고립된 공간인지 보여

줄 뿐 아니라, 그의 관심이 이곳이 아닌 저 먼 곳, 즉 임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다.53)

반갑다 져 기럭이 임의 쇼식 네 아느냐

오든 날 긔챵 의 안졋드냐 누엇드냐

아희야 문 다더라 달 보기 시려 <별풍#128>

바로 뒤에 이어진 별풍#128에서 화자는 기러기에게 임의 소식을 묻는다. 그

내용은 임이 창문 아래 앉아있었는지 누워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상대의 아주

사소한 행동조차 궁금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처지와 심경을 드러낸다.

이 시조는 청구영언(육당본) 등 다수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유행 작품의 발

상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54) 그 내용과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청

육#758에서 화자는 고향에서 온 이에게 자신이 고향에 두고 온 매화 소식을 묻

고, 그 매화가 자신을 그리워하더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반면 별풍#128에서 화

53) 선행연구 역시 별풍#127(풍대#394)과 신흠의 시조(청김#116) 및 청육#418과의 관련성을
지적한바 있다(오종각, 앞의 논문, 1999, 76면).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신흠이 자신의
생활 그 자체의 방편으로서 작품을 즐긴 것”처럼 “이세보의 시조 역시 생활시라 하기
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로 든 별풍#127의 ‘유벽산
촌’이라는 배경은 물론 작가 자신의 일상이 투영된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여타의 애정시조들과 마찬가지로 이별 이후의 심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한 일종의 설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54) “그故鄕으로부터 오니 故鄕일을 應當 알니로다 / 오던 날 綺窓 압페 寒梅 퓌엿더냐
아니 퓌엿더냐 / 퓌기는 퓌엿더라마님 그려더라” <청육#758>. 그리고 이 시조
는 당의 시인 왕유(王維)의 다음 작품의 시상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君自故鄉來, 應
知故鄉事, 來日綺窗前, 寒梅著花未” 王維, <雜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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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기대하던 임의 소식을 끝내 듣지 못한 채 임의 존재를 환기하는 달이 보이

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특히 이 행위는 앞 작품인 별풍#127에서 시비

를 열고 눈과 달을 마주하였던 대목과 대조를 이루는바, 임의 소식에 대한 기대

를 거둘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처지와 그로 말미암은 세상과의 단절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진 ‘달 보기 싫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속에는 서신조차 없는 임에

대한 야속함과 임을 보지 못하여 생긴 암울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묘연다 임의 쇼식 못 드른 지 몃 날인고

약슈샴쳔니의 쳥샨은 몃 겹인고

엇지타 일셔신도 를 지나 <별풍#129>

필를 여들고 용연의 먹을 가러

쳔슈만한 그려니 글마다 한슘이라

져 님아 눈물노 쓴 글시니 눌너볼가 <별풍#130>

이 시조들에서 화자는 임과의 소식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천착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 별풍#129는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시간을 헤아리면서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고 있다. 긴 고독의 시간으로 인한 괴로움은 곧 약수 삼천리와 몇

겹의 청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공간적 거리감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음

작품인 별풍#130에서 화자는 기별 없는 “져 님”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려는 시도

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 장면은 가만히 상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직접 상대

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임에게 가닿고

자 하는 인물의 안간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장과 종장에서 드러나듯, 이 시도

는 그 과정 자체도 괴로운 일일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임에게 전해질지도 장

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하는 장치일 뿐, 상대

와의 연결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견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처럼 타향이라는 공간을 전면화하면서 대상과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부각시

키는 방식은 별풍아에서 신출한 작품의 주된 특징이다. 이는 물리적 단절이라

는 조건이 인물의 심리와 관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선행 시조집인 시가에도 타향의 설정 내지 물리적 거리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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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드물게나마 나타나는데, 개중에는 별풍아에 재수록된 작품도 확인된다.

치 곱다 헌들 마다 랑우며

이별리 셜다 헌들 이별마다 셜어우리

엇지타 남북의 갈니여 샹불견 <별풍#088>

이 시조는 본래 시가에 실렸던 작품으로, 화자와 상대방은 현재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 상사불견(相思不見)의 처지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은 초중장의 대구

를 통해 각각 자신이 처한 상사(相思)와 불견(不見)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초

장에서 화자는 수많은 꽃 중에서도 특히 사랑스러운 꽃이 있다는 말로 상대와의

교분이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장에서는 여러 이별 중에서도 특히 서러운

이별이 있듯이 상대와 멀리 떨어져 보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서러운 것임을 역

설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과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는 별풍아에서 표현된 정서

적 양태와 유사하기에 재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시가 중에는 다음 시조와 같이 타향이라는 설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에도 불구하고 별풍아에서는 제외된 경우도 확인된다.

인간의 못할 일은 타향의 님이로다

이의 그리든 졍을 후의 네 날 그려

동야 고리 날녀라 슈심젼송 <시가#016>

시가#016의 초장에서는 타향이라는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 설정과 연루된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고, 별안간 이생에서는 자신이 상대를

그리워했으나 후생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그리워하길 바란다며 격한 감정이 토로

되고 있다. 이때 화자가 떠올리는 것은 타향이라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이승

과 저승이라는 관념적 공간이다. 그를 괴롭게 하는 요인은 상대와의 거리나 그

로 인한 단절감이 아니라, 자기만큼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는 상대의 무정함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조의 종장에서 화자가 동자에게 지시하는 내용 역시 별풍아와는 다른

노선을 보여준다. 시가#016의 화자는 꾀꼬리를 날려 자신의 수심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지만, 별풍아의 화자는 달을 보지 않기 위해 문을 닫아버릴 것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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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별풍#128). 시가에서의 요구가 상대와의 적극적인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라

면, 별풍아에서의 요구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물

론 별풍아에도 별풍#130에서처럼 직접 서신을 쓰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화자의 고독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을 뿐, 상대에게 가닿을

수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망의 부재와 절망감

은 시가와 다른 별풍아의 주요한 정조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대와의 접속을 시도하는 시가#016은 타향을 배경으로 하였음에도 별풍아에
재수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별풍아의 중요한 제재인 타향이라는 공간은 작가의 실제 행적과 연

동되면서 독특한 의미를 형성한 경우가 있어 별도의 주목을 요한다.

타향의 모란 퓌니 반갑다 다시 보

챵젼 옥계샹의 랑턴 네 아닌냐

엇지타 됴를 일코 향긔 젹어 <별풍#124>

별풍#124는 타향에서 모란을 만난 반가움으로 시작된다. 이 모란은 지난날 ‘사

창(紗窓) 앞 옥계(玉階) 위’에서 사랑하던 꽃이다. 화자는 타향에 와서 생기를 잃

어버린 자기 신세를 향기가 적은 꽃에 겹쳐보며 회한에 잠기게 된다. 그런데 여

기서의 ‘옥계’는 옥같이 고운 섬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궁궐의 섬돌, 나아가 조

정(朝庭)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옥계’는 화자가 과거에 지내던

곳이 궁궐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사실은 이세보가 유배 이전에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궐에 드나

들었다는 사실과 겹쳐지면서 작품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구성한다. 말하자면 이

시조의 화자는 작가의 실제 삶을 반영한 인물로 볼 수 있으며, ‘때를 잃고 향기

잃은’ 꽃의 형용은 철종과 헤어져 생활하던 이세보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별풍아에서 형상화된 타향 역시

유배지를 의미한다고 소급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이세보가 궁궐에서의 실제 행적을 염두에 두고 ‘옥계’를 사용했음

은 추후 이 시조가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바로 뒤에 배치된 다음

작품의 내용으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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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十年)을 샹슈(相守)니 락(愛樂)도 한가지라

의복(衣服) 음식(飮食) 슈품 졔도(製度) 다시 알 니 젹어

엇지타 은원(慇寃) 업는 한 이별(離別)이  심(心事)를 <풍대#390>

별풍#124와 연계되어 있는 이 작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 궁궐

에서 보냈던 작가 자신의 삶이 암시되고 있다. ‘의복 음식 수품 제도’를 또 다시

알 이가 적다는 중장의 언급은 이세보가 22세 때인 1853년에 사옹원 및 상의원

의 제조(提調)로 근무하며 임금의 식사와 의복, 대궐의 재물 등을 관장하는 업무

를 맡았던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초장의 ‘십년을 상수(相守)하였다’는 언급 역시

1851년에 경평군에 봉작되어 1860년 11월에 유배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을 염두

에 둔 것이며, 이에 종장의 ‘은원 없는 한 이별’ 또한 작가의 유배 생활을 가리

킨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별풍#124가 배치된 애정시조 구간의 양상이나 별풍아 자체의 성격상,

이세보가 이를 온전히 유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럼에도 이세보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연상케 하는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타향살

이라는 설정에 유배의 경험을 겹쳐두었다는 점은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살필 여

지가 있다. 연군시가와 애정시가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고려할 때, 위의 작품들

은 작품의 주제적 외연이 애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군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작품을 연군시가로 유통시킬지 애정

시가로 유통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작가의 성별을 어

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면,55) 누구에 의해 어떤 자리에서 연행되는

지에 따라 이 작품의 성격은 충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

서 애정시조에 중첩되어 있는 유배의 경험은 향유 상황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세보가 별풍아의 작품들을 창작함에 있어 유배지에서 경험한 감정을
연모하는 대상과 단절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유용한 시적 자원으로 활용

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55)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 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
학회, 2006, 13면. 이는 무엇보다 저자의 성별이 텍스트적 의미의 유통과 수용에 결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리타 펠스키, 근대성의 젠더, 김영찬·심진경
역, 자음과 모음, 2010, 7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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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폈듯, 이세보는 별풍아에서 대상과 격절된 타향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놓인 인물이 느끼는 단절감을 적실하게 구현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물리적 단절이라는 조건이 인물의 심리와 관계 자체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

자신의 유배 경험과 얼마간 중첩된 지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양상은

이세보의 개인적인 경험이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

다. 이는 작품들의 주제가 애정에서부터 연군에까지 확장되어 수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풍아에 수록된 애정시조만의 독특한 면모를 보
여준다 하겠다.

이상, 본 절에서는 별풍아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기왕의 연구사

에서 애정과 관련된 작품군은 이세보 시조의 가장 핵심적인 유형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줄곧 유흥 문화의 산물이라는 선입견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왔으며, 각

작품들이 수록된 시조집의 차이 역시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애정시조

전체가 진지하지 못한 풍류 행각의 소산으로 일괄 규정되면서, 작품군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제적 지향과 미의식의 변화 등은 본격적으로 분석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시각과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작가의

고유한 시적 관심과 사유가 도입되어 있는 별풍아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특
징을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동일하게 연행을 위한 노래들이 수록된 시가와 비교하였을 때, 별풍아는
풍류 현장에 기반을 두되 기녀 개인에 대한 관심을 전면에 드러내는 한편, 현장

성 및 풍류성을 약화시킨 대신 시적 자아의 처지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

다. 신출 작품에서 나타나는 별풍아의 주된 특징으로는 2수 이상의 시조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복수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확인된다. 두 인물의 입장을 교차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세보는 관계의 불

안을 집중적으로 형상화하며, 외적 조건이나 마음의 어긋남과 같이 불안을 야기

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를 내보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헤아

리는 일을 통해 관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별풍
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타향이라는 격절된 공간 설정이 활용됨으로써 대상과
이별한 인물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단절감이 적실하게 구현된다는 점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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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는 물리적 단절이라는 조건이 인물의 심리와 관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가의 유심한 시선이 감지된다. 한편으로 이 작품들에는 작가 자

신의 유배 경험이 중첩됨으로써 작품의 주제적 외연을 연군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별풍아에서 이세보가 관계에 대한 사유를 도입하면서 불안한 관계를
야기하는 조건과 대상과의 심각한 단절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앞서 유배 경험이 별풍아의 작품에 겹쳐 있던 현상에 착안한다면,

이러한 관심의 경사에는 별풍아가 편찬되기 직전에 겪은 유배와 그로 인한 세

계관의 변화가 연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풍요로웠던 삶과의

갑작스럽고 부당한 결별, 조정에 대한 믿음의 균열, 의지했던 부친의 별세와 같

은 사건들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이세보에게는 유배 이전과 같은 낙관적인 태도

를 유지하거나 세계와 자아의 일체감을 견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관련하여 유배 이전에 창작된 시가의 작품들이 별풍아에서 변개된

양상과 그 의미를 다시금 짚어볼 수 있다. 앞서 살핀바, 시가#015와 시가#018의

종장은 별풍아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언졔나 우리도 시를 둇 무궁무

진”(시가#015)이 “아마도 번화무궁은 츈풍인가”(별풍#086)로, “언졔나 우리도 연

분을 만나 와 갓치”(시가#018)가 “엇지타 이별리 샹되면 를 부러”(별풍

#089)로 바뀌어 있다. 두 시조집의 작품들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특

히 시가에서는 ‘우리’라는 표현과 ‘좇다’라는 동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자연
이 추구와 동화의 대상으로 형상화된 반면, 별풍아에서는 “번화무궁은 츈풍인

가”, “를 부러”에서처럼 자연이 줄곧 유한하고 외로운 인간과의 대비 속에서

철저하게 자아와 분리된 대상으로 재현되어 있다. 자연과 연결되길 소망하고 그

것이 가능하다고 여긴 시가와 달리, 자연과는 절대 동화될 수 없다는 별풍아
의 태도에는 자아와 세계 사이에 발생한 균열과 그로 인한 자아의 고독이 강하

게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시조집이 내포한 세계인식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해배 이후에 편찬된 별풍아에서 이세보의 시적 관심은 안정된 관계

보다는 불안한 관계로, 세계 및 타인과의 연대감보다는 단절과 고독의 감각으로

이행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별풍아의 작품들은 시가 및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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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정시조들에 비해 불안하고 고독한 인물의 처지와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

면서 이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애정시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별풍아의 작품들이 유희
적인 차원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험과 사유를 적극적으로 투사하고 이

를 미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식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시조집이 기녀

에게 주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록된 작품들 또한 기녀에 의해 가창 현장에서

불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세보가 그러한 풍류적 목적으로 별풍아
의 성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별풍아에서 과장된 비애를 표출

하거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갈등을 손쉽게 봉합하는 대신, 불안한 관계와 그로

인한 감정의 문제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별풍아가 지닌 이

러한 특징은 풍류 현장에서 유행하던 당대 애정시조의 보편적인 문법을 그대로

좇기보다 작가의 고유한 사유와 미의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그동안 동

질적으로 간주되어온 작품군 내에서의 변화와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서, 이 시조집의 의의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Ⅲ장에서는 연행을 위한 노래를 위주로 한 시가 및 별풍아의 작품
과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특히 풍류와 애정을 다룬 시조들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간 균질적으로 파악되어 왔던 해당 작품군의 성격과 작가의식이 수

록된 시조집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시가에서는 대상에 대한 유심한 관찰과 내면화 과정 등을 생략하고 현장의 표
면적인 인상이나 단상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성과 즉흥성을 제고하려는 의

식이 확인된다. 또한 기존의 유명 작품을 인유하되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

로이 변용함으로써 풍류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라는 표현을 특징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청자들과의 유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의 전반적인 특

징에는 이 시기 이세보가 견지하였던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 내지 일체감이 반

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별풍아에서는 동일하게 연행을 위한 노래를 수록하였음에도 시가에
서의 현장성 및 풍류성이 약화된 대신 시적 자아의 처지와 감정을 적실하게 형

상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별풍아에서 이세보

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작품들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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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특징적으로 활용하면서, 관계의 불안과 그것을 야기하는 조건을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헤아리려는 시도를 통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별풍아에는 타향이라는 격절된 공간

설정이 자주 활용되면서 그 속에 처한 인물의 단절감이 부각되었던바, 물리적

단절이라는 조건이 인물의 심리와 관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선이 확인

된다. 한편으로 이 작품들에서는 작가 자신의 유배 경험이 중첩됨으로써 작품의

주제적 외연을 연군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결과

적으로 풍류적 목적에 경사되었던 시가에서와 달리, 별풍아에서는 관계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도입하는 가운데 불안한 관계와 감정의 파문에 주목하게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배라는 경험으로 세계와 자아와의 일체감이 분열된

이후 작가의 시적 관심이 안정된 관계보다는 불안한 관계로, 세계 및 타인과의

연대감보다는 단절과 고독의 감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별
풍아에서 확인되는 극적 구성과 격절된 공간 설정과 같은 독특한 방식은 애정

의 형상을 가능한 한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작가의 미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가와 별풍아는 유사한 계열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그 미적 특질

과 작가의식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별점이 확인된다. 기왕의 이세보 연구에서는

작품이 수록된 시조집의 성격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

을 변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본고에서 밝힌 시가와 별풍아 사이의 상

이한 면모는 이세보에게 있어 연행을 위한 노래가 오락적인 목적에만 긴박되지

않고 사유의 깊이와 미적 지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하는바, 이처럼 다변화된 작가의식은 이세보 시조의 핵심 국면으로서 강조

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연행 현장과 분리되어 편찬되었던 이세보 시조

집의 또 다른 계열을 검토하면서, 작품세계의 전모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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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의 모색

본 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일록 및 풍아(소)
의 시조와 그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고찰한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신도일록은
유배라는 개인적 체험에 대한 감정과 사유를, 풍아(소)는 관리의 수탈이나 농

가의 생활과 같은 당대의 사회상에 대한 고민을 집적하고 있어 상이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두 시조집은 유배 이후 본격적으로 분화되고 심

화된 작가의식의 행로를 제시하는 한편으로, 이전까지 풍류 마당의 노래로 존재

했던 시조가 연행 현장과 분리되었을 때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었는지 보여준

다는 점에서 작가적 사유와 내면을 표현하는 시(詩)로서의 지향을 공유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도일록과 풍아(소)는 시조의 창작이 연행 현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닌 개인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의미를 지

니게 된 이후의 작품세계를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개인적

현실에 대응한 신도일록을 살피고 다음으로 사회적 현실을 문제삼은 풍아
(소)의 특징을 차례로 논의한다.

1. 유배에 대한 인식과 내적 혼란의 조정: 신도일록

유배객의 신분으로 신지도에 도착한 이세보에게 모든 환경은 낯설고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신도일록의 일기문에서 처음 자신의 거처에 들어선 순간

을 기록한 대목은 그가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직면해야 했던 현실을 여실히 보

여준다.

계우 방중의 드러 안졌더니 졍신도 슈습지 못야 도와 본관과

밋 진쟝이 마당 우의 와 셔고 먼져 슈진됼노 여금 면으로 환

위하고 일곱 동는 셩드리 가시를 짊어지고 와 탓토와 구샨 갓

치 흐니 길를 막고 뫼 지 가득여 무론남녀고 부지긔쳔명이

요란이 지져귀니 모양이 황연이 만마붕등는 것 갓더라. (…) 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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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로 하여금 을 볘이고 챵이로 키을 탁탁키 니 그 소리가

담이 니고 긔운이 쥭어 챰아 듯지 못헐너라. 쳠하 압혜 이 형극

을 에우고 울틈으로 젹은 문을 고 문 우의 젹은 군영 나를 엿

쓰니 계우 한 발 음식을 통여 츌립게 밀너라. 인여 물

로 굿게 무니 그 효샹은 더욱 챰아 억졔기 어렵다.

수백 군졸들이 자기 처소를 에워싼 뒤 백성들이 짊어지고 온 가시와 함께 기

둥을 세우고 극위(棘圍)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세보는 ‘담이 떨리고 기운

이 죽어 차마 듣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 완성된 처소의

모습은 ‘처마 앞에 빽빽이 형극(荊棘)을 세우고 울 틈으로 작은 문을 내고 문 위

에 작은 구멍을 내어 겨우 한 사발 음식을 출입하게’ 하였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 속에서 밤을 지새운 이세보가 ‘슬픔과 근심이 얽혀’ 있는 속내를 토로한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진다. 이처럼 산문으로 기술된 신도일록의 일기문에서

이세보는 유배객이 처한 실상과 그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절박한 심경을 표출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1) 이 지점에 착안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신도일록에 수록
된 시조들에서도 일기문과 유사한 정서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여 왔다.

그러나 신도일록의 시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흔히 예상하듯 신세에 대한 한

탄만으로 수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감정들이 분열되고 경합하

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이세보가 유배라는 사건

에 대한 충격2)과 그로부터 야기된 물질적·심리적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한

편,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을 총동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려 했던 의지를 시사

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절에서는 작품에 반영된 유배에 대한 인식

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신도일록의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신도일록에서 선행 시조집에 해당하는 시별A·B와 시가의 시조를 재수

록한 작품은 29수이고 신출 작품은 63수이다.3) 신도일록의 경우 재수록과 신

1) 정우봉, 앞의 논문, 2012, 441면; 김정화, 앞의 논문, 241-242면.
2) 유배는 상층 계급의 인물이 낯선 상황 내지 중심이 아닌 주변에 위치에 처해져 모종의
차별과 타자성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이자, 세계와 자아와의 동일성에 균열을 야기하는
충격적 경험으로 누차 논의되어 왔다. 최재남, 앞의 논문, 2005, 393-394면; 최미정, 충
신연주지사에서의 주체와 타자 ,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55-56면.

3) 이는 신도일록의 작품을 시조집의 편찬과 무관한 마지막 3수를 제외하고 92수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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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작품 간에 주제나 내용적인 변별이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는 기존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던 유배 관련 작품들과 새로 실린 작품들의 창작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절에는 재수록 작품과 신출 작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재수록된 작품이 변개된 부분이나 새로

출현한 작품들에서 유배객으로서의 수회나 자기 인식 등이 독특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던바, 이는 이후 작품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본 절의

1항과 2항에서는 유배라는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내적 혼란의 양상

을 분석하고, 3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과정과 그 의미에 주안을 두어 논의를

진행한다.

1) 낙관적 태도를 통한 현실 수용

신도일록의 일기문에서 처음 유배형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기술한 부
분은 이세보가 자신의 유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십년이 되어 옴으로 한갓 황송여 이 나더니 져 엇지여 명도

가 긔궁고 신운이 비여 호련이 지월 쵸 이일의 도헌의 한 샹쇼

가 극히 망극다. 입이 잇셔도 발명기 어렵고 속거릴 곳이 업쓰

니 을 다리고 날를 부루지져 황망이 고당의 직고 문밧게

나와 쳐분만 기다리더니 그날 문츌라신 명이 계시나 됴뎡 의논과

간의 샹쇼가 한결갓치 그치지 아니니 심신이 다 쥭고 혼이 비

월더니 다이 셩샹의 호지덕이 특별이 한 목슘을 이젼나도

강진현 신지도의 위리라신 명이 나리시나 진실노 황숑고 진실노

감격도다. (밑줄은 인용자)

여기서 이세보는 유배에 대한 두 방향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그는 자

신의 유배를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망극한 상소로 인해 촉발된 부당하고 억울

한 것으로 여겼다. 유배가 결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서술한 대목에서 이세보는 자

신의 처지와 감정을 전면에 드러낸 반면, 자신의 실책 내지 자신을 참소한 상소

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일기의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 유배

주하여 산정한 것이다. 관련된 설명은 본고의 Ⅱ장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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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려는 의식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

째, 이세보는 유배를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성은의 결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성상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참소를 입었음에도 명재경각

의 기로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철종에

대한 믿음 내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충신으로서의 자세를 표방하려는 의지가

감지된다.4)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유배형을 결정한 주체가 임금이라는 사실을 의

식하면서, 유배의 부당함에 대한 강한 호소와 비판이 자칫 임금의 잘못을 지적

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유배를 모함의 소산이자 성은의 실현으로서 받아들이는 태도는 신도
일록의 일기문에 삽입된 시가 중, 굴원의 <어부사>에 빗대어 창작된 첫 번째

노래에서도 확인된다.

[1] 쟝안 갑졔와 쥬문 쇽의 부라 고 귀다 기를 십년이 임의

돌리로다. 단단무타헌  졍셩이 됵키 신인의 증거하니 엇지 쇽임이

잇쓰리요. 무단이 쵹휘미 이 무슨 말인고. 가 됴졍의 계관 나

망의 걸녓다.

[2] 호쳔망극신 지우헌 은혜 특별이 한 목슘을 이 다 가으

셰 보셧다.

[3] 날를 원망며 람 허물기를  엇지 감히 리요. 여긔

이르럿쓰  신셰 더욱 슬프도다. 과부지미 혹 고이치 아니니

반구져긔는 거시 진실노 맛당할 로다. 좌우량여도 의 쇼됴

는 텬지를 부앙여 쇽거릴 데 업쓰니 한갓 통박만 더도다.

[1]은 이세보 자신과 동일시된 작중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내력을 읊은 부분

으로, 자신을 ‘나망(羅網)’에 걸린 것으로 비유한 대목을 통해 결백한 삶을 살아

4) 실제로 철종은 이세보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세보의 죄상에 대한 권신들의
참소를 수차례 물리친 적이 있었다. 철종과의 사적인 친밀함에 대해서는 이세보가 1857
년 사행을 떠날 시 옥체를 보존하시길 바란다는 간절한 당부에 철종이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망극한 가운데 또 그대의 말을 들으니 더욱 억누르기 어려우나, 절선
(節宣) 하는 도리는 그대의 말에 부합되게 하겠다(上掩泣曰, “罔極之中, 又聞爾言, 益復
難抑, 而節宣之道, 當副爾言矣”)”고 하였다는 기록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승정원일기
철종8년(1857) 10월 28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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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죄를 얻은 데 대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

지는 [2]에서는 임금의 은혜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유배가 성은의 실현이라는 관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배가 부

당하고도 감사한 것이라는 모순된 인식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3]에서 보듯

결국 심각한 ‘통박(痛迫)’을 야기하게 된다. 그는 하늘이나 타인을 감히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자기 신세가 슬프다 토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곧장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사실에 탄식한다.

이처럼 모순된 감정들이 연쇄되는 중에 심경을 하소연할 데 없다고 마무리되는

이 대목은, 이세보에게 유배란 아무리 성은의 결과라 해도 결국 자신의 결백과

대치되는 부당하고 억울한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시조에서는 유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은 신지도

에 도착한 시점 전후를 다룬 작품들이다.

 집의 쳘니마 업고 몸의 두 나 업시

남 쳔니노의 결갓치 어이 온고

아마도 일야뇌졍의 여 온가 <신도#003>

쳥텬벽녁셩이 쳔니남 일슌간을

샴혼칠 구위회라 명경각 간을

그즁의 셩은이 지즁 신지도를 <신도#004>

북궐를 직고 남의 표도여

분향암츅 호쳔셰는 특일누 환고향을

아마도 동국쟝는 신지돈가 <신도#005>

신도#003은 본가에서부터 남해와 맞닿은 강진까지의 유배길을 표현하고 있다.

신도일록의 일기문에는 1860년 11월 7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20일에 강진에 도
착하기까지의 경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조에서는 ‘천리마도 날개도

없이 꿈결처럼 일야뇌정에 쌓여 왔다’며 압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이

세보에게 유배지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급작스러운 사태로 인식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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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004는 남해를 건너 신지도에 이르는 뱃길의 험난함을 읊고 있다. 신도
일록의 일기문에는 마도진에서 고금도로 가는 뱃길이 광풍과 파도로 인해 매우

위험해졌다가 간신히 안정되었고, 다행히도 신지도까지는 물결이 고요했다는 대

목이 있다.5) 위 시조의 초·중장은 고금도로의 험난한 뱃길, 종장은 신지도로의

잔잔한 뱃길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청천벽력’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앞 시조의 ‘일야뇌정’과 연결되면서 유배길 내내 지속되었던 내적 불안을 암시하

고 있다.

신도#005는 신지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있다. 여기서 이세보는

앞선 두 작품의 상황을 요약한 뒤, 임금의 천수와 자신의 환고향(還故鄕)을 나란

히 기원하고 있다. 이어 유배지 신지도와 장사(長沙)를 관련시킴으로써 자신을

대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된 문인 가의(賈誼)와 동일시하였던바, 이로써 임금을 향

한 충심과 억울한 심경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다음은 유배의 원인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충심과 결백을 보다 직접적

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나을 혜어 보니 명년이 샴십이라

슈구여병 웨 모르고 쳔니거젹 무샴 일고

아마도 츙언이 역이나 이어인가 <신도#006>

불츙불효 되엿쓰니 젼후 어이리

타일 황쳔 의 무면션왕을

엇지타 나는 가 일의 나망을 몰나 <신도#011>

“명년이 샴십이라”는 구절로 보아 신도#006의 시점은 이세보가 29세 때인

1860년으로, 유배가 시작된 직후에 해당한다. 그가 참소를 당한 것은 세도가였던

5) “아챰의 이르러 라보니 텬은 몽농한데 구름날은 쳐음 숏고 큰 다이 압흘 당여
물결도 훙융다. 나는 도 못 건너거든 졔를 엇지 가쟌 말고. 하릴 업셔 한 를 어
더 타고 즁뉴의 이르럿더니 호련이 광풍이 쟉고 파도가 뫼쳐럼 이러나 탄 가 쟝
챳 업즈르게 되엿쓰니 놀혼과 러진 넉시 박경각이라. (…) 공드리 황황망됴
여 엇지할 쥴를 아지 못고 나는 날를 우러러 기를 츅슈더니 반일만의 람
이 고 물결이 쟌쟌여 필경 무이 건너오니 혹 황쳔이 감동시며 신이 불샹이
역여 날노 여금 쟌명을 보젼케 민가. (…) 드듸여 한 를 타고 다를 건널다
이 이 고요고 물결리 이지 안는지라.” 신도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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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가문의 일원을 비판했기 때문인데, 신도#006의 중장에서는 이를 입 지

키기를 병처럼 하는 일, 즉 ‘수구여병(守口如甁)’을 못했기 때문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 이세보는 차마 금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말이 다름 아닌 충

언(忠言)이었으며, 그것이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로운 것임을 천명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함구하지 못한 탓에 유배를 왔지만 그 말은 충언이

었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다는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신도#011에서 유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적

(政敵)들의 권모술수이다. 여기서는 앞서 일기문에서도 확인되는 ‘나망’과 ‘새’의

비유가 활용되었던바,6) 종장에서 이세보는 자신을 나망에 걸린 ‘나는 새’에 빗댐

으로써 충언을 한 자신이 대신들의 모함에 걸려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세보는 유배를 부당한 것으로 표현하는 한편으로 나망에 걸린 자신의 결백함

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세보는 이러한 억울한 심경의 이면에, 자신의 명백한 충심이 임금에

게 제대로 가닿기만 한다면 성은으로 말미암아 환고향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견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풍의 가는 구름 한양쳔니 우리라

고신 눈물 다가 구문챵합 려주렴

언졔나 우로를 입와 환고향을 <신도#027>

이 시조에서 이세보는 남풍에 실려 북쪽으로 향하는 구름에게 자신의 눈물을

임금이 계신 구문창합에 뿌려 달라 부탁하고 있다. 해당 대목은 이항복(李恒福)

이 북청으로 유배갈 때 지었다고 알려진 시조를 차용한 것이다.7) 그런데 원루

(冤淚)를 뿌려달라는 데에서 그쳤던 원작과 달리 신도#027은 ‘환고향’이라는 자

신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

인다.

6) 신도일록에서 자신을 ‘새’에 비유하는 대목은 앞서 인용한 “가 됴졍의 계관 나
망의 걸녓다”에서만이 아니라, 신지도에 도착한 이후의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 밤이 비록 들 오는 밤은 엇지며 이 날리 비록 져믄들 오는 날은 어이리. 남
지의 깃드린 를 뉘 능히 살녀 쥬리.”

7) “鐵嶺 노픈 峰에 쉬여 넘 져 구룸아 / 孤臣寃淚 비 사마 여다가 / 님 계신 九重
深處에 려 본들 엇리” <청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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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 시조는 앞서 시별A·B에 수록되었던 다음 작품을 신도일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개작한 것이기도 하다.

갈의 여 넘는 져 구룸아 열진산 긔쳘니요

고신 눈물 다가 님 계신 데 려쥬렴

언졔나 명쳔이 감동 환고향을 <시별#060>

시별#060은 서울에서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인 ‘갈재’ 고개를 넘어가는 심경을

읊은 것이다.8) 신도#027은 이 시조의 내용을 유배지라는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종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시별#060에서는 환고향을

관장하는 주체가 ‘명천’이라는 관념적인 절대자였다면 신도#027에서는 ‘우로(雨

露)’, 즉 임금의 은덕으로 교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격적인 유배 생활로

접어든 신도일록의 시점에 이르러,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보다 현실적으

로 변모한 결과라 여겨진다. 신도일록에서의 환고향은 시별에서처럼 하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충정을 임금이 알아보아야 해결 가능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일등화 숀을 비러 가련헌  형샹을

분명이 그려여 구문챵합 젼며는

아마도 은혜로 노으시련이 <신도#028>

이 시조에는 불쌍한 자기 형상을 임에게 그려 보낸다는 관습적인 모티프가 활

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작품은 효종(孝宗)과 강백년(姜栢年)이 창작하였다고 알

려진 다음 시조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靑石嶺 지나거냐 草河口ㅣ 어듸오

胡風도 도 샤 구즌 비 무스 일고

아므나 내 行色 그려내여 님 계신 듸 드리고쟈 <청김#217>

8) ‘갈재’는 신도일록의 다음 대목에 등장한다. “그 잇튼날은 십칠일이라. 의관을 강잉
여 뎡졔고 부모게 니 오날 이후로는 승안기 어렵고 셔신도 통기 울소냐.
(…) 드듸여 길를 나 갈라 는 고의 이르니 위테롭고 놉기도 측냥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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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春에 곱던 양 님으뢰야 다 늙거다

이제 님이 보면 날인 줄 아르실가

아모나 내 形容 그려다가 님의 손 드리고져 <청김#168>

그런데 이세보의 시조는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욕망과 태도에 있어 선행 텍스

트와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청김#217과 청김#168 모두 작품에 드러난

바람은 ‘아무나’ 자신의 행색을 그려서 임에게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 상

태를 전달하는 일에 집중할 뿐 임의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확인된다. 반

면 신도#028에서 이세보는 ‘아무나’가 아닌 ‘일등화사’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가

련한 형상’을 ‘분명히’ 그려내어 임에게 전하는 것으로 자기 바람을 구체화하였

던바, 이는 그의 목적이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정확하

게’ 전달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은혜로 노으시련이”라는 종장에서 보

이듯, 이러한 욕망의 배후에는 자신의 충정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임

금이 자신을 해배시킬 것이라는 응답에의 기대와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세보는 환고향에 대한 기대를 견지하고 있었던바, 이는 자신의 유배

가 부당하다는 전제와 자기 충심에 대한 확신, 호생지덕으로 목숨을 구해준 성

은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이 실제 유배 체험을 형상화하는 과정에도 개입하면서, 신도
일록의 작품들에서는 흔히 예상되는 것과 달리 억울함과 비참함의 토로로 일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자주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빈 볘록 네 드로라 쥬리고 병든 몸이

밤마다 네게 겨 한 곳도 셩헌 데 업다

그즁의 파리 모긔야 일너 무샴 <신도#051>

암 진에드라 의 잇난 즘으로

무엇 라 방을 둇 나를 둉둉 놀느니

아무리 미물이나 유독니 그를 어려 <신도#052>

이 시조들은 충해(蟲害)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일기문에서도 심각한 고충으로

언급하였을 만큼,9) 벌레와 뱀은 가뜩이나 열악했던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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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역스럽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도#051과 신도#052는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다루면서도 이를 절박하고 고통스럽게 토로하지 않고 빈대와 벼룩, 뱀

과 지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

도와 작품의 분위기는 우울하거나 심각한 방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신도#051에서 작가는 가뜩이나 ‘주리고 병든 몸’이 밤마다 뜯겨 성한 곳이 하

나도 없다면서 빈대와 벼룩을 비난하는 중이다. 마지막에는 빈대 벼룩뿐 아니라

파리와 모기도 자신을 괴롭히기는 마찬가지라는 토로가 이어진다. 그런데 이 내

용에는 “一身이 사쟈 이 물 계워 못 견딀쐬”로 시작되는 유명한 사설시조10)

의 영향이 감지되기도 한다. 해당 작품인 해주#394에도 갖은 해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그 종장인 “그 中에 아 못 견들 쓴 五六月 伏더위예 쉬린가 

노라”라는 구절은 신도#051의 종장과 유사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보면 신

도#051은 이세보가 기존에 접한 적이 있던 해학적인 사설시조를 상기하며 해충

으로 고통받는 자기 상황에 맞추어 창작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

한 방식은 다음 작품인 신도#052에서도 적용되어, 방에 들어와 사람을 놀래키는

뱀과 지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위 시조들은 유배지에서의 고충과 열악한 환경을 적나라하고 구

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11) 그러나 미물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및 해학적인 사설시조와의 접맥이 지닌 함의를 고려한다면, 이 시조들의 방향성

은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신도#051과 신도#052는 자

신의 곤경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조(自嘲)함으로써 이 상황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작

가의 태도는 다음 시조에서 보다 전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9) “암과 진에 등속은 주로벽의 둘녀 금여도 할 슈 업고 모긔와 다귀 소리는
흑야의도 져갓흐며 날녀도 릴 업네.” 신도일록

10) “一身이 사쟈 이 물 계워 못 견딀쐬 / 皮ㅅ겨 튼 갈앙니 볼리알 튼 슈통니 줄
인 니   니  별록 굴은 별록 강별록 倭별록 긔는 놈 는 놈에 琵琶 튼 빈대
삿기 使令 튼 등에 아비 갈귀 샴의약이 셴 박회 눌은 박회 박음이 거절이 불이 
죡 목의 달이 기다 목의 아왼 목의 진 목의 글임애 록이 晝夜로 븨  업씨
물건이 쏘건이 건이 甚 唐빌리예셔 얼여왜라 / 그 中에 아 못 견들 쓴 五六月
伏더위예 쉬린가 노라” <해주#394>

11) 김정화, 앞의 논문, 252-253면; 정인숙, 앞의 논문, 2021, 176-178면.



- 127 -

텬샹의 오쟉교 잇고 지샹의 무슈헌 다리

이 다리 져 다리 즁의 귀양다리 나 쥭겟다

아리 챵낭의 져서 굴원이나 <신도#053>

신도#053은 기존 연구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 극한의 괴로움을 토로

한 작품으로 파악되어 왔다.12) 이러한 해석은 ‘나 죽겠다’는 중장의 마지막 구부

터 종장에 이르는 대목에만 착목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무게중

심은 초장과 중장에서 구사된 해학적 표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천상에

는 오작교라는 다리가 있고 지상에도 무수한 다리들이 있지만, 이 다리 저 다리

중에 자신은 ‘귀양다리’라서 괴롭다는 것이다. ‘귀양다리’는 유배객을 낮잡아 이르

는 말인데,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기 위해 ‘다리’를 활용한 말장난을 이어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충분히 비극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현실을 자조하고 얼마간 희화화함으로써, 작품이 심각하고 진지한 쪽으로 함몰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13) 이러한 수사적 장치로 말미암아 창랑에 빠져서 굴

원이나 되겠다는 종장 역시 결연하고 절박한 다짐보다는 관습에 따라 내뱉은 첨

언 내지 자조의 일환으로 여겨지게 된다.14)

12) 김정화, 앞의 논문, 254면; 정인숙, 앞의 논문, 2021, 184면.
13) 여기서 ‘귀양다리’와 관련된 언어유희는 18세기 말에 창작되어 크게 유행했던 안도환
(安道煥)의 가사 <만언사(萬言詞)>의 다음 대목,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언어유희에 영
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쳘업슨 어린 아쇼갓튼 져믄계집 /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다리 온다니 / 어와 고이(怪異)다 다리 지칭(指稱) 고이(怪異)다 / 구름다리
징검다리 증검다리 돌다린가 (…) 동문(東大門)안 마젼(馬廛)다리 셔소문(西大門) 안
학(鶴)다리요 / 남문(南大門)안 수각(水閣)다리 모든다리 발분다리 / 이다리 져다리예
금시초문(今始初聞) 귀향(歸鄕)다리.” 이 부분은 추자도에 유배 온 안도환의 행색을 동
네의 어린 아이들이 놀리는 대목으로, 유배살이에 대한 희화화가 두드러져 있다. 이는
비애로 충만한 자기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를 웃음으
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비극성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 바 있다.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닦기, 서울대출판부, 2005, 79-82면; 염은열, 자기 위안을 위한 이야기
로 본 <만언사>의 특징과 의미 , 문학치료연구 1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9-30면.

14) 시문에서 굴원을 언급하는 경우는 유배객에게 드문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이세보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단성민란을 주도한 혐의로 1862년 임자도에 유배된 김령(金欞,
1805∼1865)의 간정일록(艱貞日錄)에 수록된 시에도 굴원의 초사나 관련 고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지한 애도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어, 이세보
시조와는 전혀 다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김령에 대해서는 정진영, 해기옹 김령,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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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육을 이졋쓰니 염발 잇는 즁이 되고

셰를 돈망니 화식는 신션이라

션도는 련이와 불도를 어이 <신도#041>

벽의 몸을 두니 샹젼을 각고

긔곤이 심니 농업을 경뉸일다

아마도 예로부터 풍샹 업는 호걸 젹어 <신도#042>

유배지에서의 빈곤을 다룬 시조들이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한 이세보에게 부

족한 양식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도일록의 일기문에서 그의 빈

궁한 처지는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데, 섬의 주민들이 앞선 유배객이었던 승지

윤치영(尹致英)의 유복했던 모습과 비교하며 이세보를 업신여기는 대목이 대표

적이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종친으로서 이세보가 가진 재물이 많을 것으로 기대

하였지만 실제로는 빈천한 이만도 못한 그의 신세가 참민할 따름이라 수군대는

데,15) 이를 엿들은 이세보의 반응은 분노나 창피함이 아닌 사실에 대한 씁쓸한

인정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041에서 이세보는 자신의 빈궁한 처지를 다분히 해학

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염발 있고 화식하는 모습은 속세에 가깝지만, 주

육을 잊고 세사를 돈망하니 중이나 신선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염발 있는 중’과

‘화식하는 신선’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에는 자기 현실에 대한 자조와 해학이 깃들

어 있으며, ‘선도(仙道)는 해도 불도(佛道)는 못하겠다’는 발언은 얼마간의 허세

가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앞선 자신의 발언마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를 보여준다.

신도#042 역시 기곤(飢困)을 다루고 있으나 심각함과는 거리가 멀다. 벽해에

몸을 두니 상전을 생각한다는 초장의 언급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상전

기 한 향촌 지식인의 삶 , 한국인물사연구 24, 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참조.
15) “쳐음의 드른 즉 이 양반은 나라의 지친이라 부귀가 비할 데 업쓰젼곡이 뫼쳐럼 
이고 그 졍부형네가 여러 번 고을을 지엿쓰니 집의 남은 물이 잇쓸지라. (…)
이졔로쎠 볼진부귀헌 양반도 진실노 이갓트랴. 도로혀 빈쳔니만도 못고 그 신셰
를 본즉 챰민할 아니라 보는 의 이것흐니 허다헌 셰월를 무어스로 기를 도모
며 둔들 무어시 랄거시 잇쓰리요.” 신도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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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해’라는 관용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앞선 것으로 파악된다. 중장에서는 기곤

이 심하여 농업을 경륜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이어진 종장에

서 절박한 사태로 이어지기보다 호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풍상(風霜)’으로

의미화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작품을 관류하는 작가의 태도는 현실에 대한 비관

이 아닌 일종의 호기(浩氣)에 가까워지기도 하였다.

이 몸이 강호에 잇셔 셰를 어이 알니

그리느니 이요 각느니 쳠이라

언졔나 승피운여 옛풍속을 <시가#106>

이 몸이 강호의 잇셔 셰를 어이 알니

그리느니 이요 각느니 쳠이라

언졔나 젹숑를 둇 아됴 벽곡 <신도#059>

신도#059는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가#106 중장의

“”이 “”으로 교정되었으며, 종장은 구절 대부분이 변개되었다. 시가에
서는 원래 은일지사의 여유로운 삶을 읊고 있어 풍류 현장에서 연행된 작품이었

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도일록에서는 유배지의 현실이라는 맥락이 강하게 기

입되면서 ‘강호’의 의미는 물론, 작품의 주제 자체 역시 달라지게 된다.

이에 신도#059는 앞서 살핀 작품들에서 드러난 호기로운 면모가 자기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 유배지로서의 절해

고도는 은자의 거처인 ‘강호’로 표현되고 있으며, 작가가 좇는 인물은 이백과 소

식, 그리고 전설상의 선인인 적송자(赤松子)로 제시되고 있다. 이어진 종장은 
시가의 작품을 대폭 변개한 부분인데, 신도일록에서는 벽곡을 하겠다는 선언

을 추가함으로써 궁핍한 유배객의 처지를 투사하면서도 이를 오히려 수행의 일

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본래는 풍류적 성향에 가까웠

던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유배 상황은 세사를 모르

는 은자의 삶으로 윤색되었던바, 결과적으로 유배지의 열악한 처지는 의도적으

로 은폐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신도일록의 시조들에서 이세보는 유배지에서의 불우한 현실

에 몰입하여 이를 심각한 것으로만 재현하기보다, 자조와 해학, 호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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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다. 이것을 가능케 한 내적 기반은 자기 결백에 대한 확신과 성은에 대한 신뢰

로 구축된 환고향에 대한 기대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진정한 충심이 임

금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 해배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에 기반하여,

이세보는 유배지에서의 불우한 현실에 몰두하며 이를 절박한 어조로 드러내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얼마간 거리를 둔 채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고통의 전이와 고독으로의 침잠

앞서 살핀 낙관적 태도의 이면에는 유배객으로서의 비참한 현실과 심적 고통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세보는 열악한 거주 환경과 남방의 지독한 서습

(暑濕)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부친의 별세 소식을 맞닥뜨렸으며, 유배 이후로

도 조정에서는 그의 압송과 처벌을 요구하는 참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

다. 이처럼 다양한 악재가 연속되면서 이세보는 자신이 맞닥뜨린 실존적 위기를

낙관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바, 유배지에서의 고통, 혹은 그것이 다른 범

주로 전이되거나 심화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들 역시 신도일록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타향의 병이 드니 의약을 뉘라 알니

고원동망쳔니외요 일증염노란을

아마도 의약이 불여셩샹우로 <신도#009>

신도#009는 유배지에서 마주한 다양한 고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드러난 것

은 타향에서 맞닥뜨린 병이다. 허약한 체질로 인한 병고(病苦)는 유배 생활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던바, 이와 관련된 서술이 신도일록의 일기문에서

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16) 이어진 중장에서는 병고에 더하여 천리 밖으로

16) 신도일록에서 병든 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부분은 정인숙, 앞의 논문, 2021,
163-168면에 정리되어 있다. 관련 대목만을 간추려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날 
명 헌 슉병이 틈발여 호련이 샹긔며 토혈여 음음헌 모양이 능히 젼진치 못
고”, “이날 밤의 병졍이 더욱 즁여 쟉슈도 마시지 못고 침샹의 혼도니 졍신을
슈습할 슈 업다.”, “토혈졔증이 분 위즁여 형각이 업쓰니”, “병은 골슈의 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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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폭염으로 대표되는 절해고도의 환경이 병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의약마저 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작가는 이러한 고난을 해결할 수단으로

임금의 은택을 뜻하는 “성상우로(聖上雨露)”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은 신도일록 이전에 시별A·B에 먼저 수록되었던 것으로, 이때는 종장이
“아마도 약이 불여쳔강슈를”(시별#061)로 되어 있었다. 시별A·B에서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천강수(天降水), 즉 폭염을 가시게 할 비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해당 부분이 신도일록에 오며 “성상우로”로 교체된 것은 현실적 고난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성은에 의지하게 된 심리적 추이를 반영한 결과라 파

악된다. 여기에는 앞서 살핀바, 자신의 충심을 임금이 알아주기만 한다면 환고향

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얼마간 감지되기도 한다.

다음 시조들에서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증상에 대한 설명과 발병의 원인에 관한 진단이 눈길을 끈다.

흉즁의 불리 나니 구회간쟝 다 타간다

신농씨 의 만나 불  약 무러 보니

츙졀과 강로 난 병이니  약 업셔 <신도#014>

쳔만량 인 슈회 우느니 가샴이라

츙졀과 강로 난 병을 신농씬들 어이 알니

아마도 의약이 불여지심인을 <신도#007>

이 시조들은 자신의 속을 ‘태울 만큼’ 고통스러운 흉중의 병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세보가 실제로 겪은 화증(火症)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문에서도 이 병은 “가샴의 불이 부쳐럼 움쟉이니 잇감

밋친 도 갓고 헌 손도 갓더라”라고 기술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는 이 병

을 줄곧 아닌 ‘충절과 강개로 난 병’으로 진단했던바, 이를 자기 상태에 대한 가

원이 시여 낫이면 먹지 못고 밤이면 지 못니”, “병이 한갈갓치 감셰가 업
고 허물며 이 길은 도라올 긔약을 뎡지 못니”, “긔갈은 심고 병긔는 더욱 더
니 긔부는 날노 소샥여 피골이 샹년니”, “병은 고항의 침노고 근심은 기쳐럼
모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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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확한 설명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위에 인용한 두 시조

의 구심을 이루고 있다.

신도#014는 청구영언(김천택본) 외 다수 가집에 박태보(朴秦輔)가 작가로 기
록된 시조를 참조한 것이다.17) 변개 과정에서 ‘오장(五臟)’을 ‘구회간장(九回肝

腸)’으로, 종장의 ‘불’을 ‘병’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감각되는 고통을 보다 강조되

고 있다.18) 꿈에서 만난 신농씨가 그의 병이 충절과 강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없앨 도리가 없다고 답하는 장면은 자신의 고통을 강렬한 충의에 의한 것으로

의미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해소하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신도#007의 초·중장은 신도#014의 상황을 요약한 것처럼 읽힌다. 여기에 덧붙

은 ‘신농씬들 어이 알니’라는 탄식은 ‘충절과 강개로 난 병이니 약이 없다’는 진

단을 사실로 인정하는 진술이다. 여기에는 아무리 충절에 의한 것이라 해도 실

재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괴로움이 투사되어 있다. 신농씨조

차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올린 것은 자신의 충

심을 알아주는 사람의 존재이다. 그런데 작품의 종장인 “아마도 의약이 불여지

심인을”은 신도#009의 종장(“아마도 의약이 불여셩샹우로”)과 동일한 구성을 보

여주는바, 이는 ‘충심을 알아줄 사람’이 곧 임금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여

겨진다.

이처럼 신도일록에서는 자신의 병을 충절로 의미화하고 그것을 낫게 할 수

단으로서 성은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병으로 인한 고통

이 깊어져 가고 임금의 응답은 요원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병고를 다룬 작품의

초점은 그것을 낫게 할 수단보다는 신체적 고통 자체,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 영

역으로까지 전이되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해당 시조는 다음과 같다: “胸中에 불이 나니 五臟이 다 간다 / 神農氏 에 보와
불  藥 무러 보니 / 忠節과 慷慨로 난 불이니  藥 업다 라” <청김#205>

18)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선행연구는 고생스러운 병증과 억울하고 답답한 유배살이의 울분
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거나(육민수, 앞의 논문, 86면), 교체된 시어인 ‘병’이
실제로 병든 몸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정인숙, 앞의 논문, 2021,
171면). 본고 역시 이세보가 원작에서보다 자신의 병고를 부각하려 했다는 데에 동의하
면서, 관련하여 청김#205는 30여 개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종장의 해당 표현이
모두 ‘불’로만 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세보의 경우만 유일하게
‘충절과 강개로 난 불’을 ‘충절과 강개로 난 병’으로 바꾼 셈인데, 이로 보더라도 그가
자신의 ‘병’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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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샴십 이 몸이 발 업는 노인이라

눈 어둡고 긔운 업고 알느니 병이로다

아마도 청츈의 셕은 간쟝 늙기도 먼져 <신도#047>

신도#047은 병을 앓는 처지를 한탄한 것으로, ‘백발 없는 노인’이라는 자기규정

을 ‘미만 삼십 이내 몸’이라는 사실과 맞세우면서 노인이나 다름없는 신체적 상

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노년의 변화로서의 병고와는 다른 층위인 ‘병든 청

춘’으로서의 심리적 고통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19) 화자는 이처럼 ‘눈

어둡고 기운 없는’ 허약한 체질에 병까지 가중된 처지를 점층적으로 기술한 뒤,

이 고통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예감하기에 이

르렀던바, 이는 이미 신체적인 병고의 경계를 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보여준다. 심적 고통으로의 전이는 다음 작품들에서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드러

나기도 하였다.

등쟌불은 어득어득 쟝마비는 쥬룩쥬룩

병든 몸 홀노 누어 느니 모긔로다

지금의 각쟝 쟝판 다 어듸 간고 <신도#038>

일간초당 홀노 누어 쟌병을 일샴으니

긴 가 다 가도록 문병리 젼여 업다

엇지타 이 이다지 젹막 <신도#039>

신도#038은 어둡고 습한 처소에 병든 몸을 홀로 누인 처지를 묘사한 것이다.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은 어두운 등잔불과 쏟아지는 장맛비, 살을 무는 모기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다 화자는 불현듯 고급스러운 바닥의 장판

을 뜻하는 ‘각장 장판’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자문하게 된다.20) 이는 영화롭던

19) 정인숙, 앞의 논문, 2021, 182-183면. 이 논의는 김이익이 60세 무렵에 창작한 유배시
조와 이세보 시조를 비교하였는데, 김이익의 경우는 노년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
하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 것에 비해, 이세보의 경우는 유배 상
황은 동일하나 젊지만 온전하지 못한 몸의 상태가 복합적인 고통을 유발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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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병들고 곤궁한 현재와의 거리를 실감하는 가운데 신체적 고통 위에 비통

한 심정이 가중된 순간을 포착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진 신도#039에서 초당에 홀로 누워 잔병을 앓던 유배객을 더욱 괴롭게 하

는 것은 긴 해가 다 가도록 문병을 오는 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이

다지도 적막할 수 있는지 탄식하는 내용의 종장은,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위

중했던 신체적 고통이 고독이라는 심리적 위기로 번져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이처럼 신도일록에서 신체적 병고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심리적 고초, 그중에서도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의 문제로

전이되고 결부되면서 더욱 심각한 실존적 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실제로 신도
일록에는 절해고도에 위리안치된 처지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고독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작품이 자주 확인된다.

한양이 얼마완 소식이 돈년헌고

일도강남구위이 의북두망경화를

엇지타 셰샹의 물도 만코 뫼도 만어 <신도#024>

한 다도 어려운 셰 다이 막켜쓰니

물소도 훙융고 도 요란다

언졔나 평지를 만나 오락가락 <신도#087>

신도#024는 강남(江南)으로 건너온 적객(謫客)이 한양의 소식을 그리워하는 심

경을 읊고 있다. 강남이라는 공간 설정은 자기 처지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내포

한 것이며,21) 세상에 물도 뫼도 많다는 종장의 탄식은 한양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타개할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자의 고독을 압축적으

20) ‘각장 장판’은 안도환의 <만언사>에서도 현재를 호화로웠던 시절과 비교하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소재로 쓰인 바 있다. “어와 이일 무일고 몸어이 여긔왓노 / 번화고향(繁
華故鄕) 어두고 젹막졀도(寂寞絶島) 드러오며 (…) 샨슈병풍(山水屛風) 어가고 갈발
를 둘러시며 / 각장장판(名張壯版) 어가고 삿리를 라시며” <만언사>

21) ‘강남’은 비극적 상징공간으로서, 흔히 연군시가나 유배시가에서 화자가 놓인 공간으로
자주 설정되곤 하였다. 고전시가에서 ‘강남’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김창원, 고전시가
에서 “강남”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하여 ,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
구학회, 2013 참고.



- 135 -

로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은 신도#087에서 자기 처지를 ‘한 바다도 어려운

데 세 바다로’ 막혔다고 탄식함으로써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두

렵고도 거대한 것으로 표현한 대목과도 이어져 있다.

한편, 신도#024는 시가에 수록되어 있던 시가#009를 신도일록에 재수록한

작품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종장의 변화와 그 의미가 주목된다. 원래 시가

#009의 종장은 “우리도 언졔나 어진  만나 환고향을”로 되어 있어, ‘어진 사

람’을 만나 ‘환고향’을 하겠다는 수단과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후 신도일록의 신도#024에는 고독을 심화하는 정황만이 강조되어 있을 뿐, 문

제 해결의 수단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소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신도일
록에 해당 시조를 재수록하던 시점에 와서 유배객의 심적 고통이 환고향에 대

한 기대를 압도하게 된 내면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세보는 유배지에서의 고통이 다른 방면으로 전이되고 중첩되는 과정

에서 고독의 문제에 침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은 특히 신도일
록의 후반부에 배치된 신도#081∼신도#092 구간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어 나타나

고 있다. 이 구간의 작품들은 선행 시조집에 없는 신도일록의 신출 작품이면

서, 한 작품을 제외하면 이후에 편찬된 시조집에 재수록되지 않은 신도일록의
단독수록 작품군이기도 하다.22)

가지 업는 남기 업고 쟝원 업는 집이 업다

부모 업는 손 업고 나라 업는 됴졍 업다

엇지타 타향의 나 홀노 의지 업셔 <신도#081>

이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A 없는 B 없다’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불가분

적 관계에 있는 두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초장에서의 가지와 장원은 각각 나무

와 집의 외부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인 위협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중장에서의 부모와 나라는 각각 자손과 조정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22) 신도일록의 단독수록 작품은 총 13수로, 신도#018, 신도#043, 신도#045, 신도#050, 신
도#081∼신도#086, 신도#088∼신도#090에 해당한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유배지라는 특
수한 환경 하에서의 감정과 비극적 인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세보가 해당 시조
들을 별풍아나 풍아(대)와 같은 이후 시조집들에서 배제한 것은, 유배객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절실한 감정이 담겨 있는 작품들의 성격이 신도일록이 아닌 시
조집들의 성향과는 어울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136 -

자 내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초·중장의 내용

은 외적인 보호와 내적인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향에 홀로 떨어져 있는 화자에게는 가지와 장원, 부모

와 나라와 같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전무할

따름이며, 종장에서 이를 인지한 이후의 고독감은 심대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적 고통을 표출한 종장은 초·중장이 4·4조의 율격으로 정연한 구

조인 것과 달리 율격 상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적 굴곡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슬푸다  일이여 무엇라 여긔 왓누

쳔만량 셕은 간쟝 부앙텬지 할 이라

엇지타 쟝의 손이 되여 피눈물를 <신도#082>

도 가고 봄도 가고 샴가  지니

우느니 간쟝이요 이느니 한슘이라

엇지타 결 셰샹의 나 홀노 지리다 <신도#018>

여름을 라쓰니 샴추를 어이리

가을를 샨다 헌들 엄동셜한  잇구나

엇지타 명일이 무진야  근심을 <신도#083>

위의 작품들 역시 유배지에서의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이 주조를 이룬다. 앞

서 살핀 신도#081의 “나 홀노”와 마찬가지로, “ 일”, “ 근심”과 같이 ‘나’를

중심에 둔 시어들을 통해 유배객의 암담한 심경과 고독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도#082는 “슬푸다”로 시작되어 “피눈물”로 마무리되는 작품이다. 종장의 ‘장

사’는 가의의 유배지로, 가의는 그곳에서 해배되지 못한 채 33세 때 요절하였다.

29세에 유배된 이세보로서는 가의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다르지 않게 느껴졌

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자신이 유배된 “여긔”는 가의가 죽은 “장”와 겹쳐지

고, 죽음을 예감케 할 정도로 심각한 심적 고통은 종장에서 피눈물로 집약되기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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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도#082가 유배지라는 공간에 결부된 감정을 다루었다면, 신도#018과

신도#083은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한 고독과 근심을 다루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여름을 막 지나온 시점의 심경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는 신도일록에 수록된

일기문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1861년 여름과 그리 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해당 시점의 일기는 여름철의 찌는 더위와 장마로 인해 서울로부터 일자 서

신도 통하지 않으니 하루도 지탱해내기가 어렵다는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고독감이 극대화된 시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시조 중에서도 신도#018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신도#083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도#018은 지난해와 계절

을 돌아보면서 현재가 막 여름을 지나온 시점임을 제시하고 있다. 종장의 “나

홀노 지리다”는 구절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탄

식의 이면에는 몇 계절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행한 처지에 대한 자각이 감지

된다. 이는 여름 이후의 계절을 생각해보는 신도#083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도#083의 배경은 여름을 막 지나고 삼추(三秋)를 앞둔 시점이다. 여기서의

여름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겨우 ‘살아온’ 계절로 표현된다. 가을은 본래 수확과

풍성함을 의미할 테지만, 여름을 간신히 살아낸 화자에게는 그저 또 한 번의 암

울한 계절일 따름이다. 그렇게 가을을 힘겹게 지내보았자 결국 엄동설한이 찾아

올 뿐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계절이란 어떠한 희망도 의미도 없는 개념에 불과

하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따듯한 계절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봄이 온다 해

도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23) 이때 유배객이 경

험하는 시간이란 “무진(來無盡)”한 “명일(明日)”, 즉 오늘처럼 끝없이 반복되며

지속되는 내일일 뿐이다. 이로써 작품은 바깥의 계절이 아무리 바뀌고 순환해도

유배라는 현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그 시간 속에서 깊은 근심 역시 해결되

지 못한 채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23) 이는 신도일록의 일기문에서 유배 온 이듬해 봄철의 심경에 대해, 세상에 봄이 찾아
와 세상만물이 자락(自樂)하고 있지만 자신과 같은 인생은 신지도에 오기만 하고 돌아
갈 줄 모른다고 탄식한 다음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구십소광은 동군이 랑쵸목
군지물리 흔흔이 향영여 다 락미 잇건마는 날갓튼 인은 엇지여 오기는 잇
고 도라갈 쥴 모르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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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후의 텬문 보니 화심셩 빗엿다

노초의 충셩습이요 딥딥이 도의셩을

엇지타 쳔니원이 추풍을 셔러 <신도#086>

신도#086은 가을을 앞둔 유배객의 객수(客愁)를 표현하고 있다. 병을 앓고 난

후 천문을 살피던 화자의 시야에 대화심성(大火心星)이 들어온다. 대화심성은 서

쪽으로 내려가면 가을이 오기 시작한다고 하여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별이다.

다가올 가을의 모습은 중장에서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이슬 내린

풀 위로 젖어드는 벌레 소리는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지며 가을밤을 가득 채운

자연의 정취를 고조시키고, 집집마다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는 가을날의 추위를

대비하는 각 가정의 분주함과 화목함을 환기한다. 여기서 도의성(擣衣聲)은 이백

이 지은 <자야오가(子夜吳歌)>의 “장안에 한 조각 달이 밝은데, 일만 호에서 들

리나니 다듬이 소리(長安一片月, 萬戶擣衣聲)”를 활용한 것으로, 가을밤의 정취

를 더욱 환하고 풍성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천리원객

(千里遠客)에게 추풍(秋風)으로 표현된 가을은 그저 서러움의 계절일 뿐이다. 그

에게는 풀벌레 소리를 정취로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다듬이 소리를 정겹게

모여 들을 가족이 없다. 풀벌레와 다듬이 소리는 가을의 감각이기도 하지만 각

각 자연계와 인간계를 상징하는 소리이기도 한데, 이에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은 곧 세계로부터 소외된 내면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때 ‘천리원객’은 고향

과의 격절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감각적 표현들뿐 아니라 신도#086은 시상 전개를 통해서도 유배객의

고독이 강조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은 병에서 막 회복된 모습에서

시작되어 대화심성이라는 원경으로 비약한 뒤, 중장의 노초(蘆草)와 가가호호를

거치면서 점차 근경으로 이동하고, 종장에서는 천리원객의 설움이라는 내면에

육박하게 된다. 요컨대 이 시조의 시선은 자아의 내면에서 가장 먼 외부의 대상

으로 이동했다가 가까운 대상들을 거쳐 자아의 내면으로 회귀하는 경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병으로 시작된 자아의 상태가 외물들에 대한 인식을

통과한 뒤 더 깊은 고독과 설움으로 귀착되는 구성으로, 신체적으로는 병후(病

後)에 해당할지라도 심적으로는 여전히 병중(病中)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적실하

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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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관 속에서, 작품에 드러난 유배객의 바람은 해배를 통한 복권(復

權)이 아니라 생환(生還)으로 표명되기에 이른다.

궁면 날이요 병드러 부모라 니

궁고 병든 명을 창텬의 비나이다

언졔나 명텬이 감동 환고토 <신도#088>

호지덕 날님게 이 비나이다

고신의 일누쟌명 우로의 거지이다

아마도 비왕는 날리신가 <신도#089>

두 시조는 일루잔명(一縷殘命)을 보존하여 생환고토(生還故土)하는 것을 기원

한 작품이다. 이는 작가가 감각하는 문제 상황이 정치적 고난이기에 앞서 고독

과 죽음이라는 실존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창천(蒼

天)’과 ‘명천(明天)’, ‘날님’으로 제시된 절대자이다. 이 표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소해줄 수단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사를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살핀 ‘임금’을 향해 ‘환고

향’을 간청하던 작품들과 비교되는 것이기도 하다. 신도#088과 신도#089에서 문

제 상황은 죽음에 가까운 실존적 위기이며 그 해결은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것인

바,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임금이 아닌 생사와 운명을 주관하는 주체, 즉 하늘을

향해 기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유배지에서의 고통이 다른 범주로 전이 내지 심화되는 양상과 고독

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들을 살폈다. 해당 작품들은 같은 신도일록
내에서도 본 절의 1항에서 살폈던 낙관적 태도의 시조들과는 상반된 의식에 기

초하고 있다. 이처럼 유배에 대한 인식이 시조집 내에서 분열적으로 나타나며

내적 혼란을 야기하는 모습은 이세보에게 자기 현실을 마주하고 수용하는 과정

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신도일록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되고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고독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부단히 모색하는 과정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살필 작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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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여에 대한 직시와 자기성찰

신도일록에는 일견 유배 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훈적 성

향의 작품들이 다수 실려 있다. 초기에 이 작품들은 도덕시조의 범주로 분류되

어 왔으나,24) 이 작품들과 유배 체험 간의 연관성을 부각한 최근의 논의들은 작

품의 표면과 이면 간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즉, 겉으로는 교훈적 내용

을 내세웠으나 실은 유배객으로서의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25) 이에 따

르면 이세보가 교훈적 표면을 빌린 까닭은 자신의 본심을 위장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동일한 작품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작품 자체만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작품이 신도일록에 수록되었다는 맥락을 중시할 것인지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후자의 입장에 서되, 작품과

수록 시조집의 관계를 토대로 해당 작품군의 성격 규정을 보다 예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도덕과 교훈을 앞세운 작품들이 유배의 현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조집, 예컨대 시가나 풍아(대) 등에 수록된 경우, 해당 시조들은 교

훈시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동일한 시조가 신도일록에 수록되었

을 경우, 유배와 밀접한 이 시조집의 편찬의식 하에 해당 작품들의 의미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에 따른 해석의 결과가 타인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교훈시조’의 정의와 어긋난다면, 작품의 정확한 성

격 규정을 위한 별도의 명칭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훈적인 외연을 갖춘 신도일록의 수록 작품들 중 성찰적

태도가 강하게 내포된 작품들을 ‘자기성찰 시조’로 명명하고, 그 양상과 의미에

24) 작가의 도덕관념이 그대로 표출되었다거나, 인격 수양과 백성 교화라는 시조의 본류를
이탈하지 않고 분(分) 의식 하에서 창작되었다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진동혁, 앞의 책,
1983, 228-239면; 박노준, 앞의 논문, 1990, 101-105면.

25) 김정화는 해당 작품들이 “타인을 향한 훈계를 빙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
탄적인 훈계”로서, “일차적으로는 자신에게 던지는 탄식 내지 위로의 말”이고, “세상을
향한 훈계의 목소리를 위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일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김정화, 앞의 논문, 242-247면). 이승복도 이와 유사하게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올바른 도리와 삶의 태도를 제시하면서 이면으로는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향해
유배체험에서 우러난 심회를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승복, 앞의 논문,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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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을 상세히 진행하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도일록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교훈적 성향의 작품들에서 유배객의 회한과 자탄과 같은 감정을 주의

깊게 읽어낸 바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앞서 이세보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

정을 표출한 작품들의 면모를 확인하였던바, 이와 동일한 목적에서 교훈적 성향

의 작품들을 수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실제로 해당 작품들의 양

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교훈의 이면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려는 의식보다는 자

신의 윤리적 결여를 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성찰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기

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가가 맞닥뜨린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

로서 이해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신도일록의 교훈적인 작품들 대다수는 ‘자기성찰 시조’

라는 규정 하에 분석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이 작품군의 성

격은 물론, 신도일록에 반영된 작가의식 역시 보다 선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성찰 시조의 실제는 신도일록 중 교훈적 내용이 연속된 신도#061∼신도
#080 구간에서 주로 확인된다.

인간 몃 가진고 금슈도 일반이라

져 야 츙복은 알고 나망은 웨 모른고

아마도 의 식욕은 곽난이 워 <신도#063>

이 시조는 조망에 걸린 새를 향한 발화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그 새가 배

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 나망에 걸리는 위험을 알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동시

에, 이러한 새의 불찰을 사람의 식욕에 빗대면서 사람 역시 그 식욕 때문에 곽

란에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욕심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듯한 이 시조는 ‘나망에

걸린 새’라는 시어가 신도일록 내에서 부당하게 유배된 이세보 자신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26) 타인을 향한 훈계와는 전혀 다른 의

26) 이는 “엇지타 나는 가 일의 나망을 몰나”(신도#011), “가 됴졍의 계관 나망
의 걸녓다”, “남지의 깃드린 를 뉘 능히 살녀 쥬리”(신도일록의 일기문) 등에서
확인된다. 추후 편찬된 풍아(대)에서도 유배 상황을 가리키며 “은혜로 못다갑고 나망
(羅網)의 걸녓도다”(풍대#164)라고 표현한 구절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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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해석된다. 이세보가 유배객이 된 자신을 “져 새”에 빗댄 것이라면, 신도

#063은 ‘식욕’으로 비유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권신들이 펼친 “나망”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를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주체가 자기 자신을 대

상화할 때 반성이 생겨난다는 점에서,27) 신도#063은 타인이 아닌 작가 자신을

교훈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과욕이 화를 불렀다는 반성적 성찰을 내

포한 자기성찰 시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을 통해 이세보가 유배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신도#063의 바로 앞에 수록된 신도#061∼신도#062에는 무분별하고

부당한 참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분명히 감지되거니와,28) 신도#063에서도 여

전히 유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나망의 존재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신도#063에서 곤경의 원인을 정적의 모략에서 자신의 부덕(不德)으로, 즉

자기 외부에서 자기 내부로 치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은 각별히 주목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문제의 원인을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인의 영

역에서 자신의 역량이 행사될 수 있는 영역으로 재인식함으로써, 해결의 가능성

을 확보하고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29)

이처럼 교훈의 대상이 타인이 아닌 작가 자신으로 설정되는 한편, 신도일록
에서 제시된 윤리 규범은 이세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죄의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때 최우선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충효’

의 윤리였다.

27) 권혁웅, 앞의 책, 186면.
28) 두 시조는 다음과 같다: “쵸샨 목동드라 아목은 샹치 마라 / 아목이 업셔지면 고목이
의지 업다 / 허물며 쳥숑이야 다 일러 무샴” <신도#061>, “됴망을 치고 보니 걸니느니
뭇로다 / 일의 걸닌 를 낫낫치 잡지 마라/ 그즁의 무 공쟉은 후일 보게” <신
도#062>. 여기서 이세보는 자신을 참소한 대신들을 재목을 몰라보는 무지한 목동(신도
#061)과 무분별하게 조망을 친 새잡이꾼(신도#062)에 비유하면서, 유배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로 이 중 신도#061의 발상과 표현은 병와
가곡집의 병가#857 및 남훈태평가의 남태#028 등과 유사하여, 당대에 유행하던 작품
을 변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29) 최재남은 유배체험의 내면화 양상 중 하나로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
시한바 있다. 여기에는 유배의 허물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데, 본문에서 다루는 자기성찰 시조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 한국한시연구 13, 한국
한시학회, 2005, 396-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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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구여병안위셰요 군이뎡유여를

슈신 못헌 졔가 업고 졔가 못헌 치국 업다

아마도 츙효겸젼은 인셩지 읏인가 <신도#017>

이 시조에는 다양한 덕목들이 나열되고 있다. 초장에 제시된 ‘수구여병’과 ‘사

군이정’은 뒤에 이어진 중장의 ‘수신’에 포함된다. 작품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는 규범을 제시하면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수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종

장에서는 그 수신의 다양한 실천방안 중에서도 ‘충효겸전(忠孝兼全)’이 핵심이라

는 점을 강조하는 데로 나아간다.30)

이세보가 충효를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은 그것이 지닌 보편적 위상 때문이기

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된 윤리라고 여겼기 때

문이다. 신도일록에서 충효가 유난히 강조된 자기성찰 시조들은 작가 자신의

불충불효를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는 시조집 내 다른 작품들과 긴밀하게 관계되

어 있다.

텬쟉얼은 유가위요 쟉얼은 불가활를

불츙 무샹 이  몸이 호소헐 곳이 업다

엇지타 초옥의 빈 벼록은 이다 만어 <신도#012>

명텬지 밝은 날리  방의는 안 빗다

 불츙을 각면 밝은 날를 원망랴

엇지타 셰샹의 지 리 젹어 <신도#019>

이 시조들은 이세보가 자신의 불충을 대죄로 강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0) 여기서 ‘수구여병’은 앞서 신도#006에도 확인되었던 것으로, 이를 지키지 못했던 작가
의 경험과 밀착된 덕목으로 여겨진다. 김정화는 신도#006(풍대#179)과 신도#017(풍대
#150)을 함께 고찰하면서, ‘수구여병안위세’가 자기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 대한 깨
달음인 동시에 자탄이며, 또한 사실상은 세태를 비꼬며 자신의 위태로운 신세를 드러내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김정화, 앞의 논문, 243-244면). 해당 구절에만 국한하여 보면 가
능한 해석이지만, 작품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신도#017은 ‘수구여병’만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덕목 속에 배치시키면서 결국에는 종장의 ‘충효겸전’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설파하려는 목적을 지닌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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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012의 초장은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

할 길이 없다(天作孼猶可違 自作孼不可逭)’는 서경(書經) <태갑(太甲)>의 경구
를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의 재앙은 유배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본질은 결국 충

언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한 자책으로 비화되지는 않는다. ‘이내 몸’에 각인된 문

제의 핵심은 ‘불충 무상’이다. 이에 대한 죄의식과 함께 ‘초옥의 빈대벼룩’을 배치

함으로써, 작품은 곤경에 처한 내외적 조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신도#019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자신의 불충이 연결되는 양상이 직접적으로 드

러난다. ‘대명천지 밝은 날이 내 방에는 안 비추는’ 상황은 실제로 볕이 잘 들지

않아 어두운 처소를 가리키는 동시에, 임금의 은택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

한 은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원망할 수 없는 까닭은 “ 불츙

을 각”했기 때문이다. 불충한 신하로서 감히 밝은 날이 방안에 비치길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이세보의 생각인 것이다. 이어 세상에는 자기 죄를 깨달을 이가

적다는 종장의 진술은, 자신 역시 예전에는 ‘지죄(知罪)할 이’가 아니었다는 고백

인 동시에 지금은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절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신이 병욕니 부루느니 챵텬이라

츙효를 몰나쓰니 슈원슈구 랴

아마도 불츙 불효는 나인가 <신도#010>

라 악헌 일리 쥭어 지옥이라드니

쥭지 안는 이 고이 라셔 더 어렵다

아마도 츙효 득는 이러한가 <신도#046>

신도#010은 자신의 병을 불충불효와 결부시키면서, 이로 인해 병고의 고통에

대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음을 자책하고 있다. 신도#046에서는 표

현의 정도가 더 강해져서, 죽은 뒤에 도래할 지옥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지금

의 이 고생이 더 어렵다고 토로하게 된다. 작품은 이처럼 참담한 상황이 결국

불충 불효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처럼 신도일록에서 충효를 특별히 강조한 의미는 곧 ‘불충’이나 ‘불효’와

같은 이세보 자신의 죄의식 및 성찰 과정과 긴밀히 결부된 것으로 이해된다. 관

련하여 시조집에서 ‘득죄(得罪)’라는 표현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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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는 바가 있다.31) 이와 같은 작가의 죄의식은 득죄로 인한 고난이 당연하다

는 식의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신도일록의 자기성찰 시조들

은 충신효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그저 자신의 죄를 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

을 보여주기도 한다.

부모 공덕 알냐거든 혼졍신셩 일를 샴고

유필유방 실 닥거 불효 두  면리라

아마도 양라야 방지부모은인가 <신도#071>

쳐 랑는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며

공명 헐 욕심으로 임군을 셤기며는

아마도 불츙불효는 면련이 <신도#073>

위의 시조들에 드러난 목표는 ‘충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불효를 면하

는 것’이다. 신도#071은 부모의 공덕을 알려거든 혼정신성(昏定晨省)을 일삼아야

하고, 불효를 면하기 위해서는 유필유방(遊必有方)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불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073 역시 불충과 불효를 함께 다루고 있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명

을 높일 욕심은 누구나 강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

고 임금을 섬김으로써 불충불효를 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작가가 강조

하는 것이 충효라는 규범이 아니라 불충불효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세보가 불충불효만큼이나 예민하게 의식했던 문제는 누명을 입는 일

이었다. 이는 신도일록에서 ‘누명’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1) 신도일록에서 ‘불충불효’가 언급된 구절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불츙불
효는 나인가”(신도#010), “불츙불효 되엿쓰니 젼후 어이리”(신도#011), “불츙불
효 어이리 텬지 업는 만물 업다”(신도#016), “아마도 불츙불효는 면련이”(신도#073).
한편, ‘득죄’가 언급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불효득는 나인가”(신도#030),
“아마도 츙효득는 쳔츄누명”(신도#016), “아마도 츙효득는 이러한가”(신도#046), “아
마도 불효득는 치 젹어”(신도#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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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츙 불효 어이 리 텬지업는 만물 업다

효가 츙신 되고 츙신이 효로다

아마도 츙효득는 쳔츄누명 <신도#016>

유방셰 못 되여도 누명은 샴가리라

물욕을 멀니고 츙효를 각면

아마도 후의 누명은 면련이 <신도#077>

신도#016은 임금과 부모를 천지에 빗대면서 효와 충이 결국 같은 뿌리에 있음

을 언급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누명이 천추까지 이어질 것임을 단정

하고 있다. 누명에 대한 언급은 신도#077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훌륭한 명성

을 후세에 남기지는 못해도 누명만은 삼갈 것을 강조하였다. 죽음 뒤의 누명을

면하기 위해 주의할 일은 물욕을 멀리하는 것과 충효를 생각하는 것이다.32)

이처럼 이세보가 누명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게 된 것은 부당하게 모함

을 받아 유배에 오게 된 사연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신지도에서 생활하던 중에

실제로 자신의 명성에 누를 입어 심적으로 시달렸던 사건 또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신도일록의 일기문 중, 김시명이라는 인물이 고금
도에서 이세보의 이름을 빌어 다른 이의 재물을 갈취한 일을 서술한 부분에서

확인된다.33)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일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기 이름이 연루

되었음을 깨달은 뒤, 이세보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수령이 이 사단을 서울로

전파하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32) 여기서 그가 물욕을 언급한 것은 유배되기 직전에 자신의 탐욕을 지적하였던 대신들
의 참소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승정원일기 철종 11년(1860) 11월 3일과
11월 4일의 기록에 대신들이 ‘처신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함부로 백성의 전답을 점유
하고 사채(私債)를 누추한 마을에서 두루 징수하니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며
이세보를 비난한 내용이 확인된다.

33) 신도일록에서 김시명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길게 기술되어 있다. 김시명의 악행이
드러나고 원통해하는 부분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열냥 돈으로쎠 됴가의 아오의게
고 일열냥은 졔가 쟝속여 가지고 갓쓰니 이갓흔 강도 놈은 셰샹의 다시 
이 업고, 허물며 을간의 날갓치 죽고져 는 람의게 말를 빙고 화를 옴기고져
니, 마음의 엇지 졀통고 분지 아니리요. 됴가도 쳐옴의는 나를 원망더니, 나
둉의 젼파는 말를 드른즉, 필경 소관 아닌 쥬른 아나 그러나 쵸두쳥문인즉 으
로 여금 놀납고 릴지라 당헌 이야 더욱 몸 둘 곳이 잇쓸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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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일이 벌어진다면 남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우니 죽기 외엔 방책이 없다

며 깊이 탄식하기도 하였다.34) 이처럼 절박한 토로의 이면에는 오명을 덮어쓰는

것이 해배의 가능성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35)

츙효가 일반이라 공명을 알냐거든

의리의 즐 두어 누명의 범치 마라

아마도 영춍방변의 욕등를 <신도#070>

누명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 시조에서처럼 강한 훈계의 어조를 동반하기

도 하였다. 신도#070은 공명을 얻으려거든 의리에 뜻을 두어 누명을 범치 말 것

을 강조한다. 종장의 ‘영총방변욕등대(榮寵旁邊辱等待)’는 영광과 총애 곁에 오욕

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은총을 입는다 해도 누명을 입었다면 욕을

입어 나락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구절은 신도#070뿐

아니라 풍아(소) 앞표지에도 적혀있던 것으로서, 이세보가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겼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이세보는 누명을 면하는 것을 명예가 실추되는

수준의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 득세와 실세를 가를 수 있는 결

정적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이세보는 신도일록에서 자신의 죄의식과 경험이 투사된 불

충불효와 누명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자신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아 성찰의 계기

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을 담아낸 신도일록의 시조들에는 “누명은 삼가리

라”(신도#077)와 “누명의 범치 마라(신도#070)”에서처럼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

짐과 훈계가 교차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자신에 대한 성찰로

34) “이어 드른 즉 본관이 이 단을 빙여셔 다른 말를 무슈이 부익여 경셩의 젼파
는 거시 무소부지니 이면을 셰히 모르고 안져 듯는 이야 날로쎠 엇던 이라
게는고. 이 쥭기를 구여도 겨를치 못는 를 당여 불측헌 의 모함고져 
니 한번 쥭는 진실노 마음의 달게헐 이로쳔아눈을 엇지 가무며 이 엇
지 쎡으리요.” 신도일록

35) 이에 대해 선행연구 역시 이세보가 굳이 해당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억울함을 토
로한 것은 민간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자기의 죄목, 그리고 신료들이 자기에게 형벌을
더하라고 요구하고 있던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승복, 앞의 논문,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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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는 점에서 동궤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도일록의
자기성찰 시조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 귀착시키기보다 자기 내부의 결여를 직

시하면서 이를 성찰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을 통해 실존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36)

이상으로 본 절에서는 유배에 대한 인식 및 내적 혼란에 대한 조정 과정을 중

심으로 신도일록의 다양한 양상과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이세보는 자기 결

백에 대한 확신과 성은에 대한 신뢰를 견지하면서 해배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얼마간 견지할 수 있었던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신지도에서의 삶을 형상화한

시조들은 자조와 해학, 호기를 중심으로 유배지에서의 난관을 수용 가능한 것으

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도일록에는 엄연히 존재하던 실존적

고통이 다른 범주로 전이, 심화되면서 고독으로 침잠하게 되는 내적 추이를 형

상화한 작품들 역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모순적으로 표출된 유배에

대한 인식과 내적 혼란은 신지도에서의 삶을 수용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세보는 이러한 복잡한 상태를 재현하는 데 머물

지 않고, 자기 내부의 결여를 직시하며 성찰을 시도하는 것으로 실존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던바, 표면적으로는 교훈적 성향을 보이지만 훈계의 대상을 자

신으로 설정하였던 ‘자기성찰 시조’가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신도일록
의 시조들은 고통의 토로에만 머물지 않고 유배라는 현실에 직면한 개인의 내면

을 다양한 경로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유배로 인한 내적 혼란을 조

정하면서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배시조의 경계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신도일록에서 추가로 짚어 볼 것은, 시조를 통해 자기 체험과 내면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는 가운데 이전까지 연행 현장에 밀착되어 있던 창작 태도의 영향

과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이 동시에 확인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낙관적 태도

로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의 경우, 시가의 주된 표현 방식이었던 유

36) 이승복은 신도일록에 수록된 교훈시조가 그 이면에 고통스런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
고 있는 것을 보면 해배를 갈망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포함한 모든 고통을 잠재우려
는 시도가 크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평한 바 있다(이승복, 앞의 논문, 184
면). 그러나 본고에서는 불충불효 등을 내세운 작품의 이면을 ‘고통스러운 내면’으로 일
별하기보다 ‘자신의 결여를 직시하려는 의지’의 측면에서 읽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위
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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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작품에 대한 인유가 자주 구사되고 있으며, 유배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유희

적 성격의 구절들이 적지 않게 삽입되기도 하였다. 반면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

을 형상화하였거나 자기 성찰적 지향을 내재한 시조들의 경우, 외부 요소를 끌

어들이기보다 작가의 고유한 상태와 감정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도일록의 복합적인 양상은, 유배 기간 동안 이세보의 시
조 인식이 가창 현장을 전제한 노래의 자장에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내면을 표

출하는 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도정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

서는 신도일록과 유사한 시기에 편찬된 풍아(소)를 검토하면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과 시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었는지 살펴보

도록 한다.

2. 사회 문제에 대한 다층적 접근: 풍아(소)

19세기 조선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부세(賦稅) 운영의 파행은 농민층의 삶

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불만은 결국 1862년 2월, 진주 지역에서 시작된 대규모 농민봉기인 임술민란으

로 터져 나왔으며, 이는 불과 몇 달 만에 전국 70여 개 군현으로 확산되기에 이

른다.37)

당시 신지도에서 유배 중이었던 이세보는 풍아(소)의 추기에서 이 작은 섬

에까지 미친 민란의 소식에 ‘누신(纍臣)으로서 난감하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기실 민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신지도가 속한 강진현은 조세를 둘러싼 병폐로 인

해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었다.38) 이세보는 유배 이전까지 지방

37) 임술민란의 배경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양진석, 1862년 농민항쟁의 배경과 주도층의
성격 ,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배항섭·손병규 편,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참고.

38) 이세보가 유배된 시기보다 약간 앞선 시기인 1835년에 강진 지방의 현실을 읊은 조수
삼(趙秀三, 1762∼1849)의 시는 당시 이 지역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준다. “풍년을
원치 않고 흉년을 바라네, 흉년이면 행여 조세가 줄 것 같기에 / 목화 피기 앞서 무명
을 내라 하고, 곡식 거두기 전에 조세부터 독촉하니 / 약이 좋다 한들 백성의 병 고쳐
주랴, 원컨대 나라에서 그 병 아는 이 보내 달라 / 큰 나라 큰 고을이 이다지도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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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재직했던 부친을 통해 지방 행정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견문을 기반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통찰과 문제의식을 갖출 수 있었다.

이것이 임술민란이라는 결정적 계기를 맞아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

로 지방 관리와 농민들의 문제에 대한 작품들로 구성된 풍아(소)이다.
풍아(소)는 임술민란이 발발하고 대략 6개월 정도가 지난 1862년 8월경에

편찬되었으며, 사회 비판적 성향을 띠고 ‘현실비판시조’로 불려온 시조들과 농민

들의 생활을 다룬 <농부가>로 이루어져 있다.39) 언뜻 전혀 다른 영역으로 분리

될 법한 두 작품군은, 그러나 풍아(소)에 같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당대 현

실에 대한 이세보의 사유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40)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대상 작품들의 창작 시기 및 기왕의 연구에서 통용되

어온 ‘현실비판시조’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각각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창작 시기의 문제이다. 본 장에서 다룰 풍아(소)의 수록 작품들은 이

시조집이 1862년 8월경에 편찬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창작되었음이 확실하

다. 그런데 이세보가 지방 수령의 경험이 아직 없던 유배기에 해당 시조들을 창

작했다고 보기에는 지방 행정의 실상이 너무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선

행연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해당 시조들의 창작 시기를 이세

보가 해배된 뒤 지방관을 역임하던 1869년 무렵이나 그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41)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수록된 책자의 편찬 시기가 밝혀져 있는 이상 개연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관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에 지방 행정의 실상

가, 남쪽으로 온 지 열흘에 모두가 한 모양이네(不願豐年願儉年, 儉年租賦或停蠲, 綿將
吐雪先徵布, 禾未登塲趣稅田, 上藥難醫黎首疾, 中朝只仗簡心賢, 名城頵國多寥落. 十日南
來一衋然)” 趙秀三, 康津 , 秋齋集 권5.

39) 1876년 무렵에 가필된 3수의 시조(풍소#073∼풍소#075)는 풍아(소)의 편찬과 무관하
기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Ⅱ장 2절 참조.

40) 박노준은 ‘현실비판시조’로 분류된 작품 중에서도 <농부가> 중 일부에 해당하는 ‘농사
시조’에 포함할 수 있는 노래들이 여러 편 있으며, 반대로 ‘농사시조’로 분류된 작품 중
에도 몇 작품은 ‘현실비판시조’로 분류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박노준, 앞의 논문,
1990, 96면). 이후 실제로 <농부가>의 일부를 ‘현실비판시조’에 포함한 논의들도 확인된
다(이동연, 앞의 책, 165면; 강혜숙, 앞의 논문, 25-27면). 이러한 혼선은 ‘현실비판시조’
와 <농부가>가 현실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41) 고은지, 앞의 논문, 380-381면; 정흥모, 앞의 책, 192-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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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근거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부친이 지방관으로 재직

하던 시절에 이미 지방 행정의 실태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 왕실의

종친이라는 신분상 유배 중이라 하더라도 관아와의 접촉이 전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유배 당시에도 민란의 소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 소식에

대한 일정한 창구가 존재했으며, 이세보가 그만큼 현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 실무에 대해 작품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아(소)에는 수령의 비행(非行)을 적시하는 작품

들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세보가 지방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창작된 것이라면

이 작품들은 스스로의 실정(失政)을 노출하고 이를 지적하는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따라서 풍아(소)에 수록된 작품들은 유배 기간 중, 구체적으로는 발문에

명시된 1862년 8월 이전에 창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세보 시조의 주요 유형으로 통용되어 온 ‘현실비판시조’라는 용어

의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진동혁이 당시의 병폐를 읊은 작품

들을 ‘현실비판시조’라는 명칭으로 분류한 이래, 대개 풍소#001∼풍소#060을 중심

으로 현실 문제를 다룬 작품군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42)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비판시조’로 불려온 온 작품 중 상당수가 그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현실비판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3) 그럼에도 해당 논

의들 역시 엄밀하게 보면 ‘비판’이라 볼 수 없는 작품들도 ‘넓은 의미의 현실비

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 하에44)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론을 전

42) 진동혁은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를 풍아(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풍소#001(풍대
#288)∼풍소#060(풍대#347)과 시별#057로 보아 총 61수로 파악하였다(진동혁, 앞의 책,
1982, 106-162면). 한편 이동연과 강혜숙은 진동혁이 분류한 작품들에 <농부가>에 속
한 작품 중 풍소#069(풍대#064)와 풍소#070(풍대#065) 2수를 추가하여 현실비판시조를
63수로 파악하였으며(이동연, 앞의 책, 165면; 강혜숙, 앞의 논문, 25-27면), 정흥모의 경
우엔 풍소#001(풍대#288)∼풍소#060(풍대#347)에 속한 60수만을 현실비판시조에 포함시
키고 있다(정흥모, 앞의 책, 190면).

43) 예컨대 박노준은 해당 작품군을 사회시의 범주에서 함께 살피면서도 일부 작품들에서
는 외관직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이를 ‘비판시’가 될 수 없고 ‘계관
시(戒官詩)’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박노준, 앞의 논문, 1990, 15면). 김은희 역시 그 목
적에 있어 현실비판보다는 청자에 대한 권계와 권면이 우세한 약 40여 수의 작품들을
현실비판시조로 일괄하여 다루는 것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김은희,
앞의 논문, 1999, 30-31면).

44) 박노준, 앞의 논문, 1997, 37면. 여기서는 직분을 지키지 않는 관료를 대상으로 한 계관
시가 결국 ‘비판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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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지 않은 채 기존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양한 정세 판단과 현실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이 작품군이 ‘현실비판

시조’라는 개념 하에 일괄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작품

들까지 비판적 의도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다거나 비판 대상을 풍자하였다는 식

으로 왜곡된 채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대상에 대한 비판

성 내지 표현의 강도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나타나며 그중에는 심지어

는 비판의 의도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이들을 ‘현실비판시조’로 일괄하여 호명하는 것은 작품들의 특징을 정교

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현실비판’이라는 규정이 작품의 성취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동하

면서, 대다수의 시조들이 예리한 비판의식을 담지하지 못했다거나 미온적인 태

도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45) 지금까지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흔히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

지 못하다거나 근본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와

같은 평가가 작품의 실상보다는 ‘현실비판’이라는 규정과 선입견에 의해 유도된

결과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 현실의 문제를 다룬 작품군을 계속 ‘현실비판시조’라는 용어로 지

칭하는 한, 개념이 작품의 실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 역

시 오인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용어는 그것의 통용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에 ‘현실비판시조’로 불렸던 작품들을 ‘관리권계 시조’로

재명명하고자 한다. ‘관리권계’는 이세보가 현실 문제의 원인이자 잠재적 청자로

서 상정한 대상(관리)과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권계)을 포함한 표현이

45) 이러한 평가에는 이세보의 시조를 19세기에 향촌 사회 내의 수탈 상황을 고발하고 지
배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던 현실비판가사와 비교하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세보 시조는 지방하층사족에 의한 지배층 비판이 강도 높게 수행
되며 실제 민란과도 직·간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었던 현실비판가사와는 작가의 사회적
지위나 작품의 목적, 현실의식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단순히 ‘비판’의 정도를
기준으로 두 작품군의 수준과 성격을 가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19세기 현실비판가
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민란과 실전(失傳) 현실비판가사 , 한국고전연구 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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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기서의 관리는 지방 관아의 향리와 지방관을 함께 가리킨다. 관리를 권계

하는 방식에는 좁은 의미의 현실비판이 의미하듯 대상의 잘못이나 문제적 상황

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하거나 선치를

격려하고 정도(正道)를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바, 관련해서는 이

후의 작품 분석 과정에서 상세히 다룬다.46)

본 절에서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세보의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풍아(소)의
작품 전체, 즉 관리권계 시조와 <농부가>를 고찰한다. 풍아(소)에서 선행 시

조집의 시조를 재수록한 작품은 18수이며, 나머지 54수는 신출 작품이다.47) 재수

록 작품 18수는 모두 시가 내의 관리권계 시조를 가져온 것이고, 신출 작품

중 42수는 새로 창작된 관리권계 시조, 12수는 <농부가>에 해당한다. 관리권계

시조 내에서도 재수록과 신출 작품 간에는 유의미한 변별점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시조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아울러 풍아(소)에는 다른

이세보 시조집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형식이 나타나는 한편, 내용적으로는 향리

와 지방관, 농민을 향촌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상정하면서 각 대상에

따라 비판의 강도나 내용 등을 상이하게 구성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본 절에서는 1항에서 작품들의 전반적인 형태적

특징을 검토한 뒤, 2항에서 향리와 지방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권계 시조를, 3항

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부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전언 강화를 위한 형태적 특징

문제적 현실을 다룬 시문학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해 왔으며 특히 사회 모순이

누적된 19세기에는 ‘현실비판가사’라 호명된 일군의 가사와 정약용(丁若鏞)의 작

품들로 대표되는 한시가 활발히 창작되면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

면 시조의 경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감지되는 작품은 이세보 시조 이전까

46) 이렇게 볼 때 ‘관리권계 시조’에는 풍아(소)에 수록된 풍소#001∼풍소#060과 시별
A·B에 수록된 시별#057이 포함된다. 시별#057은 엄밀히 보면 풍아(소)에 속한 작품
은 아니지만, 다른 관리권계 시조와 함께 풍아(소)에 반영된 현실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본 절에서 함께 다룬다.

47) 이는 풍아(소)의 작품을 시조집 편찬과 무관한 3수를 제외하고 72수로 간주하여 산
정한 것이다. 관련된 설명은 본고의 Ⅱ장 2절의 ‘풍아(소)’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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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로 당쟁이나 과장(科場)의 폐단을 단편적으로 다룬 경우가 있었을 뿐이었

다고 알려져 있다.48)

사회 모순을 직접 다룬 시조가 다른 장르에 비해 드물었던 까닭으로는 장르가

지닌 형식상의 제약이 주로 거론되어 왔다. 즉, 3행으로 구성된 평시조 양식 하

에서는 비판의식을 드러내더라도 절제된 표현이 요구되며, 불만을 터뜨리고 비

판 대상을 열거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같이 장편화될 수 있는 양식이 적합했다는

것이다.49) 현실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제적 현실이 우선적으로

재현되어야 하는데 시조에서는 사실적인 재현을 위해 확보 가능한 시적 공간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제약은 평시조 양식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

다. 여기에는 시적 자아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집약하여 드러내는 데 적합한 서

정적 장르로서의 속성과 문제적 현실을 재현해야 하는 리얼리즘적 지향 사이의

본질적인 괴리가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장르적 관습

을 따르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형식적 모색을 감행하거나 일정 부분 일탈을 동반

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세보의 여러 시조집 중에서도

특히 사회 모순을 다룬 풍아(소)의 작품들, 그중에서도 관리들의 실태를 고발

하여 비판적 현실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관리권계 시조의 경우, 다른 작품들

에 비해 형태적 특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현

상은 정형을 고수해야 한다는 장르적 규약과, 현실의 문제를 온전하게 형상화하

면서 전언(傳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작가의식 사이의 긴장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확인할 풍아(소) 시조의 형태적 특징은 종장 첫 음보에서 감탄사 등의

투어(套語)가 오는 평시조의 관습50)과 무관하게, 실사(實辭)가 포함된 표현51)이

48) 박규홍, 조선후기 시조문학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고찰 , 한민족어문학 27, 한민족
어문학회, 1995.

49) 박규홍, 앞의 논문, 1995, 84면.
50) 김대행, 앞의 책, 1986, 121-127면.
51) 여기서 ‘관습과 무관한 실사(實辭)’는 종장 첫 구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 공식적 표현
이나 감탄사를 제외한 어구를 가리킨다. 최재남에 의하면 역대시조전서를 기준으로
100회 이상 드러나는 공식적 표현은 ‘두어라’, ‘아마도’, ‘아희야’, ‘어즈버’, ‘엇더타(엇지
타)’, ‘우리도’, ‘지금에’, ‘진실로’가 있다(최재남, 앞의 논문, 1988, 247면). 이세보의 경우,
위의 표현들 외에도 ‘그 중의’와 ‘언제나’를 상당히 빈번하게 활용하였는데, 두 표현 역
시 관습적으로 활용된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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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샹심(詳審)은 련이와 묘당(廟堂) 쳐분(處分) 뉘라 아오 <풍소#001>

무엄(無嚴)타 져 (該色)은 관쟝(官長)이  (災)를 <풍소#003>

무샹(無狀)헌(該色) 고(庫子) 엄쟝(嚴杖) 즁치(重治) 못신가 <풍소#008>

직후(下直後) 샹관일(上官日)의염(念玆在玆) 민(愛民)소 <풍소#045>

위의 사례들은 풍아(소)에서 종장 첫 음보에 실사가 배치됨으로써 주어, 서

술어, 관형어 등의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여준다. 위의 작품

들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감탄사가 아닌 뚜렷한 의미를 가진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세보 시조집 중 최다 시조를 수록한 풍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종장 첫

음보에 실사가 활용된 작품은 전체 422수 중 44수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이세보의 전체 작품인 463수로 범위를 넓혀보아도 이 비율은 크게 바

뀌지 않는다. 그런데 풍아(소)에서 종장 첫 음보에 실사가 활용된 경우는 총

72수 중 15수로 약 21%에 달한다. 이 수치는 풍아(소) 후반부에 수록된 <농부
가> 12수를 포함한 것으로, 만약 관리권계 시조만을 집계한다면 실사가 등장하

는 비율은 60수 중 15수로 25%에 육박하게 된다. 물론 여전히 관습적 표현이 활

용된 작품이 다수를 점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세보의 다른 시조집들

에 비해 실사의 활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있다는 점은 유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풍아(소)의 또 다른 특징으로, 종장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

지 않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약간농(若干農事) 지엿쓴들 그 무엇슬 먹 리 <풍소#009>

져런 병(病)의 먹는 약(藥)은 실농씨(神農氏)도 모르련이 <풍소#010>

밀부병부(密符兵符) 둘식 고 소관(所關)이 (何事)런가 <풍소#013>

댜욕기신(自慾其身) 어렵거든 그 부모(父母) <풍소#048>

둉일근고(終日勤苦) 샴반관속(三班官屬) 불무인졍(不無人情) <풍소#050>

지금(至今) 공샨(空山)의 귀곡셩(鬼哭聲) 만어 <풍소#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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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들은 모두 실사로 시작되는 한편, 첫 음보의 음절이 2음절이나 4음

절로 실현되어 있어 시조의 규범적 양식에서 이탈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로 인

해 시조 종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제1음보의 소음보(小音步)와 제2음보의

과음보(過音步) 간의 비대칭에서 야기된 율격적 긴장52)이 완화되거나 소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장 전체로 보면 풍소#009와 풍소#010 등의 예에서 보이듯 시조가 아니라

가사에 가까운 4음4보격의 율격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첫 음보의 음절수가 4음

절로 나타난 경우에는 대부분 한자성어를 활용하고 있어 해당 어구에 내포된

의미가 일반적인 실사보다 밀도 있게 나타나 있다. 풍소#039의 경우는 첫 음보

가 2음절로 실현되어 있어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거의 유사한 의미의 투어인

‘지금의’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지금의 공산의”보다 “지금 공산의”가 의미적

으로 자연스럽다는 판단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율격상의 정형

보다 내용적 의미가 우선된 사례라 할 수 있다.53) 이처럼 종장 첫 음보가 3음절

로 실현되지 않는 양상은 역시 이세보 시조 전체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풍아(소)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볼 특징은 시조창 양식의 종장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시조창 양식은 노랫말의 차원에서 볼 때 종장의 제4음보가 생략되어 있

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마지막 음보에 주로 위치하는 “하리라”, “하노라”와

같은 종결부를 생략하는 과정에는 의미상의 공백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바, 이

또한 시조창이 지닌 주요한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세보 시조 역시 기본적으

로 시조창 양식에 준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에서 종장의 마지막

음보가 생략되어 있음은 물론 의미적인 공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풍아(소)의 경우,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지 않음은 물론 의미상으로도
완결된 양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세보 시조와는 달리 규범적 모델에서 이탈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52) 김흥규, 평시조 종장의 율격·통사적 정형과 그 기능 ,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63-73면.

53) 풍소#039의 종장 첫 음보인 “지금(至今)”은 일견 관습적 투어인 “지금의”의 오기로 보
이기도 하나, 이후 이 작품이 재수록된 대별과 풍아(대)에서 모두 교정되지 않고
“지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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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졍(軍丁色) 요통(腰痛)이요 원님은 샹긔(喪氣)로다 <풍소#005>

약간농(若干農事) 지엿쓴들 그 무엇슬 먹리 <풍소#009>

밀부병부(密符兵符) 둘식 고 소관(所關)이 (何事)런가 <풍소#013>

귀(歸橐)도 련이와 궁교빈됵(窮交貧族) 구급(救急)소 <풍소#051>

위에서 인용된 구절들은 마지막 음보가 “샹긔로다”, “먹리”, “런가”,

“구급소”로서 분명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각각 종결어미로 정확

히 완결되어 있어, 의미상의 공백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부분의 내용

역시 ‘하노라’, ‘하리라’와 같은 상투적 유형의 종결어54)가 아니라 ‘상기(喪氣)’,

‘구급(救急)’과 같은 유의미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앞서 살핀 종장 첫

음보의 실사 사용과 함께 눈길을 끄는 바가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에는 종장 첫 음보에 감탄사와

같은 관습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의미가 담긴 실사를 배치하거나, 3음절의 정

형을 유지하지 않는다거나, 종장의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지 않고 유의미한 내용

을 삽입하는 등, 여타의 작품들에서 준수되고 있는 양식적 규범을 이탈한 사례

가 빈번하게 확인된다.

종장 첫 음보의 경우, 초·중장의 규칙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돌출함으로써 서정

적 전환과 종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5) 그러나 이를 벗어난 풍
아(소)의 사례들은 종장 첫 음보가 감탄사로 구성되거나 3음절로 고정되며 확

보되는 서정적 기능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한 행으로 제한된 길이 내에서 상

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서술하려는 지향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시조창 양식에

서 종장 제4음보의 생략의 효과와 기능은 시조 특유의 유장미를 탈피하여 유희

성을 강조하는 가벼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56), 음보를 과감히 생략하여 단호하

게 끝맺는 역동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

미의 공백은 시적 여운을 조성하면서 노래를 끝맺은 뒤에도 흥취를 유지하는 역

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제4음보가 생략된 시조창의 양식은

54) 김대행, 앞의 책, 1986, 127-128면.
55) 김흥규, 앞의 책, 1999, 70-71면.
56) 성무경, 평시조(단시조)의 형식과 그 운용의 미학 , 반교어문연구 27, 반교어문학회,
2009b, 175면.

57) 권순회, 조선후기 시조창의 형성과 전개의 방향 , 한국시가연구 14, 한국시가학회,
2003, 232-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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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유희적인 연행 현장에서 가창될 때 그 미적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며,

반대로 가창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의 효과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권계 시조에서 종장 제4음보의 존재와 통사적 완결이 빈

출한다는 점은, 이세보가 이 작품군에서 가창 현장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에서 이세보는 시조 종장의 서정적 기능이

나 가창물로서의 미적 기능을 제한하는 대신, 전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에 요구되는 정보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식적 규범을 변칙적으로 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종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조의 초·중장을 조직하는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탐학슈령(貪䖈守令) 드러 보소 입시(入侍) 날 칠강(七事講)을  알고 엿가
셩(城) 밧글 나셔면 어이 그리 실진(失真)한고

져런 병(病)의 먹는 약(藥)은 실농씨(神農氏)도 모르련이 <풍소#010>

풍소#010은 종장 첫 음보가 4음절로 실현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보다 주

목되는 것은 초장의 형태이다. 이 구절은 적어도 여섯 개의 음보로 구분될 수

있다. 의미로 보자면 1, 2음보에 해당하는 “탐학슈령 드러 보소”가 독립적인 구

절에 해당하는데, 사실 이를 제외하였다면 양식적 규범에 들어맞는 작품이 되었

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세보는 해당 구절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령에게 전하고

자 하는 내용을 이후로도 이어가면서, 이 작품이 어떠한 대상을 겨냥하고 있으

며 어떠한 내용을 의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 비쟝(裨將) 누구누구 슈령(守令) 홀(忽待) 는 놈은

인졍(人情)이 어렵거든 와료(臥料)로 츅송(逐送)소

아마도 득인(得人) 못한 션치(善治) 젹어 <풍소#031>

옥졍(殺獄政事) 명심(銘心)소 쵸이검(初二檢)의 못헌 득졍(得情)

샴(三四次)의 지나가면 영읍(營邑)이 갈등(葛藤)이라

아마도 의혹다단(疑惑多端)은 졍(此政事)인가 <풍소#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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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시조는 한 행의 구성과 통사구조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풍

소#031의 초장은 의미적으로 보면 “그 비쟝 누구누구”와 “슈령 홀 는 놈

은”으로 분리되는데,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구절은 중장의 “인졍이 어렵거든 와

료로 츅송소”라는 진술의 목적어에 해당하며 하나의 통사구조를 형성하고 있

다. 풍소#037의 경우 역시 초·중장의 구조는 통사구조상 초장의 “옥졍 명심

소”와 그 이후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으로 율

격시행과 통사적 의미를 일치시키는 시조의 장르적 관습58)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다. 이들 작품 외에도 풍아(소)의 여러 작품들에서 초·중장의 정보량이 불균
형을 이룬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59) 이러한 사례들은 가창에 적합한 율격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언 중심의 목적성을 뒷받침하

고 있다.

한편, 이처럼 양식적 관습을 이탈한 사례들이 풍아(소)에 수록된 관리권계

시조와 <농부가> 중에서도 전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리

권계 시조가 향리나 수령과 같은 관리층을 청자로 설정한 데 반해 <농부가>의

경우엔 농민들을 잠재적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풍아(소)의
작품들에는 내용과 대상에 따라 양식의 이탈 여부가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 관리를 염두에 두고 창작할 경우에는 양식에서 얼마간

이탈하더라도 권계 사항을 생략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품에 반영하려

했던 반면, <농부가>에서는 내용을 노래의 형식에 가깝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관리권계 시조에는 양식적 관습을 이탈하면서 전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향이 드러난 반면, <농부가>는 양식을 비교적 준수하는 가운데 상

대적으로 가창에 적합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이처

럼 서로 다른 대상과 형태를 지닌 풍아(소)의 두 계열 중, 정형으로부터의 이

탈이 두드러진 관리권계 시조의 내용과 작가의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58)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99면. 이 논의에서는 개별 작품에 실현
된 통사적 의미를 ‘작품시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소#031의 초·중
장의 경우는 율격시행과 작품시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59)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72-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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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를 대상으로 한 권계의 세분화

풍아(소)에 수록된 관리권계 시조는 문제적 대상이자 잠재적 청자가 ‘향리’

와 ‘지방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품의 어조와 형식, 대상에 대한

태도 등이 상이하게 실현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세분화된 대상과 권계

방식은 몇 개의 시조집을 거쳐 오며 점진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세보는 풍아(소) 이전에도 시별A·B에 1수, 시가에 18수의 관리권계

시조를 수록한 바 있다. 이 중 시별A·B에 있던 시별#057은 이후의 시조집에

재수록되지 않았으며, 시가의 시가#085∼시가#102는 전부 풍아(소)에 재수록

되었다. 이후 이세보는 시가에 실렸던 작품에 42수를 새로 추가하여 총 60수

의 관리권계 시조를 풍아(소)에 수록하였다.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이세보의 관리권계 시조는 시별A·B의 1수를 시작으로 시가에 수록된 18수,

그리고 풍아(소)에 신출된 42수의 순서로 창작되었으며, 이 중 시별A·B의
1수를 제외한 60수가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풍아(소) 중 비교적 초기에 창작되어 시가에 먼저 수록되었던 시

조들은 주로 향리의 문제를 다룬 반면, 풍아(소)의 시점에 추가된 시조들은 지
방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창작 순서에 따른 내용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여기에 관리권계 시조는 아니지만 농민의 삶에 주목한 12수의 <농부가>가 지방

관을 다룬 작품들과 함께 신출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처

음에는 향리층에 머물러 있던 작가의 시야가 풍아(소)의 편찬 무렵에 지방관

과 농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갔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관리권계 시조 중에서도 향리층을 대상으로

한 작품과 지방관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양상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이세보의 현

실인식이 대상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그에

앞서, 관리권계 시조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시별A·B의 수록작을 먼저 검

토해본다.

가련다 창드라 셩구간 한틀 마라

심경이루 지은 농 시공역 무분슈라

언졔나 명쳔이 감동 탐관오리 <시별#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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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는 ‘가련하다’는 탄식을 시작으로 문제의 실상과 해결책에 대한 이세보

의 생각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련한 대상으로 호명된 창생(蒼生)은 곧 농민 계층

을 의미하는바, 빈곤을 ‘한(恨)하지 말라’는 언급 속에는 꾸짖음이 아닌 가련한

이들의 한탄이 그쳐지길 바라는 심경이 반영되어 있다. 이어진 작가의 시선은

안타까운 감정에서 생애구간(生涯苟艱)의 실상, 즉 농민들이 처한 현실로 전환된

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농민들의 노동은 맹자에도 등장하는 ‘심경이루(深耕

易耨) 지은 농사’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사시사철 규칙도 없이 부과되는 공역(公役)과 그로 인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60) 이 과정이 묘사된 중장에는 전구와 후구에

각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동과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제도의 압박을 대구로

맞세움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문제에 감정

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중장에서는 상황에 대한 관찰과 진단을 경유하여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61)

여기서 이세보는 농민의 한탄이 표면적으로는 ‘무분별한 사시공역’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

런데 작품의 말미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명천(明天)

의 감동’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의 구체성에 비견한다면 다

분히 추상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별#057은 농민의 빈곤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의

개선을 하늘에 기원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별A·B에 수록된 시별#057이 시별A·B과 긴밀한 시가에서조차 누락되

어 있다는 사실은 이 시조에 반영된 현실인식이 이후에는 유효성을 상실하였던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에서부터 확인되는 관리권계 시조에는 농

60) 공역의 부담은 18세기 후반부터 군역과 잡역 등을 면제받기 위해 향리에게 재물이나
곡식을 바치는 계방(稧坊)이 만연해지고, 그만큼 경감된 공역이 빈한한 백성들에게 가
중되는 악순환을 거치며 더욱 심각해졌다. 계방의 운영과 그 폐단에 대해서는 김형기,
조선후기 계방(稧房)의 운영과 부세수취 , 한국사연구 82, 한국사연구회, 1993,
136-143면 참조.

61) 선행연구는 시별#057을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 내용을 뭉뚱그려 탐관오리에 시달
리는 창생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파악한 바 있다(이동연, 앞의 책, 166면). 그러나 농
민이 고통받는 원인으로 ‘무분수한 사시공역’과 ‘탐관오리의 존재’를 적시한 부분은 사
실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을 뭉뚱그려 표현하였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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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곤경에 대하여 절대자의 처분을 바라는 식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를 기점으로 이세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관리들을 직접적으로 호명하면

서, 그들의 실책이나 부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권계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으

로 보인다.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 중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경우, 탐관오리의

구체적 사례로서 다른 대상들보다 지방 향리들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후(雨後)의 라보니 샨마다 폭포(瀑布)로다

각면(各面) 셔원(書員) 아전 셩쳔포락(成川浦落) 샹심(詳審)소

샹심(詳審)은 련이와 묘당(廟堂) 쳐분(處分) 뉘라 아오 <풍소#001>

쳘업는 도셔원(都書員)아 묘당(廟堂)을 원망(怨望)마라

팔도(八道) 우(雨澤) 균등(均等)면 이음양(理陰陽)헌 덕(德)이라

국평(國太平) 민안낙(民安樂)은 뉘 아니 심츅(心祝)리 <풍소#002>

풍소#001은 재정(災政)의 문제를 다루었다. 재정은 재해를 입은 전답을 이재지

(罹災地)로 처리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재결(災結)로 관리하는 것이다. 작품은 폭

우로 인해 산마다 폭포를 이룬 문제 상황을 초장에 먼저 제시한 뒤, 중장에서는

지방 향리에 해당하는 서원(書員)을 구체적 청자로 지목하여 재해를 입은 농토

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조의 종장은 초·중장의 언급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서원 측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초·중장과 종장의 발화자

가 분리되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서원의 입장은, 자신이 성천

포락을 상세히 살펴서 보고를 올리겠지만 그에 대한 묘당(廟堂), 즉 조정의 처분

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발언이 하급

관리로서 조정을 의심하는 무엄함과 소임에 충실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만함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향리들에 대한 이세보

의 부정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는바, 이어진 풍소#002는 이처럼 ‘철없는’ 서원의

발언에 대한 작가의 응답에 해당한다.

먼저 확인되는 것은 앞의 작품과 전혀 달라진 어조이다. 풍소#001에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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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통해 상대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풍소#002에서는 ‘-해라’라는

하대의 어미를 구사하며 도서원의 철없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강경한 태도

는 이세보가 풍소#001에서 보인 서원의 응답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보

여준다. ‘국태평 민안락’을 묘당의 덕으로 여겨야 한다는 작품의 내용은, 도서원

에게 감히 조정의 처분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부터 제대로 수행하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분슈(分數) 업는 도셔원(都書員)아 각면(各面) 셔원(書員) 신측(申飭)할 졔

양안(量案) 셩(成冊) 샹고(相考)여 각셩(各姓) 답쥬(畓主) 원망(怨望) 업게

무엄(無嚴)타 져 (該色)은 관장(官長)이  (災)를 <풍소#003>

풍소#003 역시 도서원을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조세가 면제되는 토지인 재결

(災結)을 책정하는 기간이 되면 각 지역의 수령들은 재실(災實)의 상황을 감사에

게 보고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무는 서원이 맡고 있었다. 그중에

서도 도서원은 각 면에 파견된 면서원(面書員)들을 총괄하였던바, 위 시조는 도

서원에게 면서원으로 하여금 토지의 실상을 자세히 살피고 보고하게 하여 답주

들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은 여기에 그치

지 않고 종장에서 면서원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 이른다. “관장이 

”란 수령이 상부에 보고하여 감면된 재결지의 세금을 가리킨 것이다. 이세보

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재결을 중간에 착복하는 면서원의 행태이다.62)

이로써 풍소#003은 서원들에게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간을 부리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지방 향리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폐단은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과 그들의 심경

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62) 실제로 당시 재결을 책정하는 과정에는 서원들의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이들이 상부에
보고하는 토지의 실상은 부민(富民)들에게 돈을 받는 등의 비리로 위조된 것이 대부분
이었으며, 국가로부터 재결을 받는다고 해도 아전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었다. 구양근, 조선후기 국결의 감
소문제 , 인문과학연구 3,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7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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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戶房) 아젼 네 드르라 젹졍(糶政)이 최란(最難)이라

즁소호(大中小戶) 분(分)간여 시비 업시 균분라

아마도 민무항샨이면 치란(治難)인가 <풍소#007>

각귀기가(各歸其家) 여 보니 반됴반미(半租半米) 황당(荒唐)다

두 셤이 열 말 되고 한 셤이 닷 말이라

무샹(無狀)헌 고(該色庫子) 엄쟝즁치(嚴杖重治) 못신가 <풍소#008>

져 셩(百姓)의 거동(舉動) 보쇼 지고 싯고 드러와셔

한 셤 쌀를 밧치랴면 두 셤 쌀리 부됵(不足)이라

약간농(若干農事) 지엿쓴들 그 무엇슬 먹 리 <풍소#009>

이 시조들은 환곡(還穀)의 폐단을 다루고 있다. 풍소#007에서 환곡과 관련하여

지목한 대상은 호방아전이다. 실무자인 이들이 환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백성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휼 체계는 아전층

의 농간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풍소#008은 환곡을 받아 집에 와 보니 반은 조고 반만 쌀임을 깨닫고 황당해

하는 백성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창고를 담당하여 출납을 관

리하는 고자(庫子)의 농간에 있다. 이들을 엄장중치(嚴杖重治) 못하는지 묻는 종

장은 아전에 대한 적의와 농민에 대한 연민을 함축하고 있다. 풍소#009에서는

가난한 백성이 환곡을 갚기 위해 한 섬의 쌀을 힘겹게 지고 싣고 들어오는 장면

을 포착하면서, 한 섬 쌀을 바치려 했더니 과중한 이자로 두 섬의 쌀을 더 바쳐

야 해서 생계가 막막해져 버린 사정까지를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63)

63) 선행연구에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풍소#009(풍대#296)를 포함하여 풍소#005(풍대#292),
풍소#010(풍대#297), 풍소#019(풍대#306)에 대해, 19세기 초엽의 현실비판가사인 <향산
별곡(香山別曲)>를 참고하여 창작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연
구, 박문사, 2018, 96-100면). 이는 <향산별곡>과 이세보 시조의 시상전개 및 일부 구
절이 비슷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소#009(풍대#296)의 중장과 종장은
<향산별곡> 중 “너말타면 셔말되고 셔말타면 두말되고 / 허다소슬 살어나니 그 무어슬
먹말고”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추정대로 <향산별곡>이 서
울 지역에서도 향유되었다고 본다면(위의 책, 95면), 이세보가 유배 이전에 해당 작품
내지 그로부터 파생된 텍스트를 접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세보가 “<향산별곡>을 읽고 난 후 그것을 체화”하였다거나, “<향산별곡>의 장면을
기반으로 시조를 창작”하였다고 할 정도로 둘 사이의 직접적인, 혹은 일방적인 영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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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풍아(소)에는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수치로 구체화하거나 특정 장면

을 포착하여 재현하는 대목이 자주 확인된다. 위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저 백성

의 거동’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다음 시조에서는 고통의 당사자인 백

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비참한 상황을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확인된다.

가련(可憐)다 우리 인(人生) 이 (生涯)를 어이리

칠월(七月) 더위 공마(貢馬) 모리 셧달 치위 납토(臘兎) 샨영(山影)

그즁(中)의 연호잡역(煙戶雜役)은 몃 가진고 <풍소#019>

우리 (生涯) 드러 보쇼 샨(山)의 올나 샨젼(山田) 파고

들의 나려 슈답(水畓) 가러 풍한셔습(風寒暑濕) 지은 농(農事)

지금(至今)의 동증(洞徵) 니증(里徵)은 무샴 일고 <풍소#020>

셜샹가샹(雪上加霜) 더 어렵다 쳘 모르는 쟝교(將校) 아젼(衙前)

틈틈이 져와셔 욕질(辱叱) 질 분슈(分數) 업다

지금(至今)의 뎐통편(大典通編) 다 어듸 간고 <풍소#021>

이 시조들은 과도한 잡역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농민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

다. 풍소#019에서 이 농민은 칠월 더위에 공마(貢馬)를 기르고 섣달 추위에 토끼

사냥에 나서는 등, 온갖 잡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가련하다

한탄하는 중이다. 이 시조가 안타까운 독백에 가까웠다면, 다음 시조인 풍소#020

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누군가 알아주길 호소하는 것으로 진술 방식이 전환되어

있다. 이 호소는 농민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관리들을 간접적으

로 겨냥하고 있다. 산전과 수답을 일구는 농민의 노동은 초·중장에 걸친 나열을

통해 풍한(風寒)과 서습(暑濕)에도 그치지 않는 고된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 해 동안의 고생은 정당한 보상은커녕 부당한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지금’ 한순간에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다. 종장에 제시된 동징(洞徵)과 이징

(里徵)은 군역을 피해 도피한 자의 세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부담시키는 것으

로 이속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 구절들은 관리권계 시조의 일부에 국한
되어 있을 뿐이며, 해당 구절들 역시 <향산별곡>을 직접 참고했다 할 만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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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폐단이 농민의 삶을 압박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괴롭혔

던 것은 장교 아전의 횡포였다. 풍소#021에서 그가 틈틈이 찾아와 욕질과 매질

을 가하는 것은 동징과 이징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대

목은 불합리한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실체화되어 농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

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제반 문제의 원인으로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부

재를 지적하며 마무리되는바, 여기에는 지금껏 농민의 목소리 이면에 놓여 있던

작가의 관점이 상당 부분 노출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통편으로 상징되는 법과 규칙을 아전들이 ‘철모르고’

‘분수 없이’ 무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은 다른 작품들에서 향리

를 수식하는 데 사용된 “무샹헌”, “분슈 업는”, “무엄타”, “쳘업는” 등의 표현들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위의 작품들에서 이세보는 문제의 원인으로 향리층의 존재를 일관되게 지목하

였던바, 묘당의 처분을 의심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나 정당한 원칙을 따르지 않

고 해악을 끼치는 행태 등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확인된다. 한편, 풍아(소)
내의 시가를 재수록한 작품 중에는 향리만이 아니라 수령이 등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그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수령의 모습이 제시된다 해

도 향리에 대한 태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함왈아후(咸曰我侯) 져 션치(善政)는 니분우부쟘한(百里分憂不暫閑)을

염평공뎡일단심(廉平公正一丹心)이 동셔남북무숑(東西南北無争訟)을

지금(至今)의 셕일두(昔日杜)소를 됵슈(何足數)랴 <풍소#012>

풍소#012는 고을 수령의 선치(善治)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종장의 “셕

일두소”는 선정을 베푼 수령으로 유명한 소신신(召信臣)과 두시(杜詩)를 가리키

는데, 이를 아후(我侯), 즉 자기 고을의 수령에 빗대고 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

로 관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내재한 풍아(소)의 경향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바, 선행연구에서는 수령의 청백과 선정을 바란다거나64) 긍정적

인 관리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실제 청자인 당대 관리들에게 권고하고 경계하

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65)

64) 진동혁, 앞의 책, 1983, 137-139면.
65) 김은희, 앞의 논문, 1999,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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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풍소#012의 의미는 해당 작품만이 아니라 바로 뒤에 수록된 시조와의

내용적인 관련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풍소#012에 연결된 작품은 시
가에 수록되었을 때와 풍아(소)에 수록되었을 때가 다른데, 먼저 시가에서
는 이 뒤에 풍소#041이 배치되어 있다.66)

구구졍(苟苟事情) 더 어든 (灾) 셩(百姓)을 위(爲)미라

(該色)아 명심(銘心)여 원망(怨望) 업시 분급(分給)라

아모리 엄쇽(嚴束)헌들 졔 낭탁(囊橐)을 <풍소#041>

이 시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서 풍소#012에서 제시된 수령의 선치는

풍소#041에서 백성을 위해 구구한 사정을 들어 조정으로부터 재결(災結)을 더

확보한 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조의 중장은 청자를

아전으로 전환하여, 수령이 어렵게 확보한 재결을 공평하게 분급해야 함을 당부

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시야에 포착된 것은 결국 아무리 엄하게 단속해도 자

기 주머니를 채우기 바쁜 향리들의 행태일 따름이다. 이 문제는 앞서 살핀 풍소

#003에서 수령이 감면한 세금(“관쟝이  ”)을 착복하던 아전의 비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세보에게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원래 시가에서 이 시조 뒤에 배치되었던 풍소#041과의 의미적 연관을

고려한다면, 풍소#012에 나타난 수령에 대한 칭송은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기보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선치를 한다 해도 결국 향

리들이 이를 가로채고 마는 실태를 더욱 부각하여 비판하기 위한 장치로 읽는

편이 타당하다.

한편, 풍아(소)에서 풍소#012의 뒤에는 다음 시조가 배치되어 있다.

일셩지(一城之內) 관찰(觀察使)는 가쟉우쇽(加作牛贖) 각(生覺) 말고

슈령(守令) 션치(善治) 분별(分別)고 호방(戶房) 비쟝(裨將) 됴속(措束)소

밀부(密符) 병부(兵符) 둘식 고 소관(所關)이 (何事)런가 <풍소#013>

풍소#013은 시가에 없던 작품으로, 관찰사에게 수탈할 것을 궁리하지 말고

수령의 선치를 잘 분별하라는 권계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앞서 배치된

66) 풍소#012와 풍소#041은 시가에서 시가#094와 시가#095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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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소#012를 다시 살펴보면, 이는 수령의 선치 자체를 찬양하기보다 뒤따른 작품

의 내용에 해당하는 관찰사의 직무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파악된다. 즉, 사

실상 풍소#012는 겉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긍정적 관리상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충실하였다기보다, 시가에서는 향리의 악행을 지적하는 데 활용되고 풍아(소)
에서는 관찰사의 의무를 상기하는 데 활용되었던 셈이다. 이는 관리권계 시조

내에서도 시가와 풍아(소) 편찬 시점의 초점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 중 시가의 작품을 재
수록한 작품들의 경우, 향리들의 비행을 직접 지적하거나 백성의 참상을 묘사하

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향리층의 부정

부패를 문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향리들이야말로 백성을 도탄에 빠

뜨린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이들의 태도와 행태 등에 대한 전면적

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리는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선치를 위한 수령의 노력조차 무위로 돌려버리는 악랄한 존재로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향리의 비행만을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

은 실제 현실과 필연적으로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로지 향리에게만 책

임을 전가하기에는 그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상관의 자질 역시 묻지 않

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당대에는 지방관들의 비행과 부패 또한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신분상 향리보다는 수령이나 관찰사 쪽에 가까웠던 이세보

로서는 지방관들을 직접적으로 문제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태의 본질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지방

관의 행태에까지 확대된 문제의식은, 풍아(소)의 신출 작품들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지방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권계 시조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풍아(소)에
서 다룬 지방관의 직위는 관찰사와 수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이세보가 특

히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백성의 삶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방 관아의 수령이

었다.67) 흥미로운 점은 향리에 대한 지적이 전면적이고도 강경한 비판으로 일관

67) 풍아(소)에는 관찰사를 문제삼은 작품들도 일부 존재하지만 풍소#013, 풍소#023, 풍
소#027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며 내용도 선정(善政)을 행하라는 정도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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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과 달리, 수령에 대한 이세보의 태도는 강한 비판의식을 보이는 한편

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언과 이해의 시선을 보내는 등, 문제의 성격

에 따라 다기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수령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경우를 살펴본다.

탐학슈령(貪䖈守令) 드러 보소 입시(入侍) 날 칠강(七事講)을  알고 엿가
셩(城) 밧글 나셔면 어이 그리 실진(失真)한고

져런 병(病)의 먹는 약(藥)은 실농씨(神農氏)도 모르련이 <풍소#010>

셔안(書案)의 인 쳥간(請簡) 션후분별(先後分別) 그만 고

민션졍(愛民善政) 어셔 쇼 무시벽녁(無時霹靂)이 다쳥텬(多晴天)을

언졔나 인간(人間)의 물욕(物欲)이 젹어 <풍소#011>

풍소#010은 앞서 초장의 독특한 형태로 언급한 바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이

세보는 작품의 청자를 ‘탐학수령’으로 명확히 지칭한다. 칠사(七事)란 수령이 고

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으로, 처음 임명되고 하직할 때 임

금 앞에서 외우는 것이 상례였다. 작품은 탐학수령을 청자로 불러 세운 뒤 입시

(入侍) 때 칠사의 뜻을 알고 외운 것이 맞는지 묻는데, 이는 성 밖을 나선 그가

마치 ‘실진’한 것처럼 칠사를 잊고 탐학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기

질은 신농씨도 약을 쓰지 못할 불치병으로 지칭되기에 이른다.

풍소#011에서 수령의 탐학은 보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타난다. 업무를 봐야

할 서안에는 청탁하는 편지가 가득 쌓여 있다. ‘무시벽력다청천(無時霹靂多晴天)’

은 수령의 비리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무시로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백

성의 삶이 위협 받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은 이와 같은 참상이 물욕 때문

임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수령의 도덕적 결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폄월(貶月)리 당두(當頭)니 져 슈령(守令)들 거동(舉動) 보쇼

든 일를 후회(後悔)한들 임갈굴졍(臨渴掘井) 어이할가

그즁(中)의 탐쟝불치(貪贜不治)야 일너 무샴 <풍소#044>

나 있어, 이세보가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풍소#031과 풍소#042도
관찰사를 거론하고는 있으나 그의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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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럿타도 련이와 무변슈령(武弁守令) 네 듯쇼

걸구걸(哀乞求乞)여 온 원 치민션졍(治民善政) 졍셩(情誠) 젹다

엇지타 마다 물욕(物慾)이 먼져 <풍소#016>

풍소#044는 관리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는 포폄(褒貶)이 다가오자 허둥대는 수

령들의 행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지적된 것은 ‘탐장불치(貪贜不

治)’이다. ‘탐장’은 물욕의 구체화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치’와 이어진

다는 것은 백성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탐학수

령을 가리키는 ‘저 수령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은 이 같은 일이 만연했음을 암시

하는 동시에, 풍소#010에서 사용된 ‘저런 병’과 마찬가지로 탐욕스런 수령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풍소#016은 무관 출신의 수령을 청자로 상정하여 치민선정을 촉구한 작품이

다. 수령의 직무는 본래는 문관 출신이 맡는 것이 상례였다. 그 자리에 무관 출

신의 양반이 ‘애걸구걸’하여 어렵게 임명되었음에도, 부임 후에는 자신의 본분에

정성을 쏟지 않는다는 것이 작가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다. 이어진 종장

은 앞서 살핀 풍소#011의 “언졔나 인간의 물욕이 젹어”와 거의 동일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령의 ‘탐장’이 ‘불치’와 연결되었던 풍소#044의 종장과도 유사

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상의 시조들에서 이세보는 수령의 부정적인 행태들을 제시하며 그 본질에는

이들의 도덕성, 즉 물욕의 문제가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향리를

비판한 경우처럼 직접적인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진’이나 ‘애걸구

걸’과 같은 표현이나 서안에 놓인 청탁 편지 및 허둥대는 거동의 묘사, ‘저’라는

대명사의 활용 등을 통해 이들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

고 있다.

그런데 수령에 대한 작품들의 경우, 위에서처럼 강도 높은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라는 권계 내지 조언이 중심인 작품

들 또한 다수 나타나고 있어 그 성격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중 후자

의 경우, 백성의 삶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수령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불합리한

부세 제도와 같은 구조적 폐단에 초점이 놓인다.



- 171 -

지샹공문(紙上空文) 업는 환(還) 영모쟉젼(營耗作錢) 과(過)이 마쇼

탁지관(度支關子) 지엄(至嚴)한들 마른 남게 물리 날

지금(至今)의 이 병(病)을 알냐거든 션안(先生案)을 <풍소#035>

우쇽(牛贖)을 어이리 가련(可憐)헌 져 셩(百姓)이

일긔반(一器白飯) 황당(荒當)커든 황우일쳑(黃牛一隻) 의(生意)할가

아모리 이슈(移囚)한들 피부됸(皮不存)의 무(無奈何)를 <풍소#036>

각각 환곡과 우속(牛贖)의 문제를 다룬 시조들이다. 풍소#035의 ‘지상공문(紙上

空文)’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헛된 조문을, ‘없는 환자(還子)’는 농민이 갚아야

할 몫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빌린 사람은 없는 환곡을 가리킨다. ‘영모작전(營耗

作錢)’은 환곡을 감영에 쌓아 두는 동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납부하는 영

모(營耗)를 쌀이 아닌 돈으로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당시 이 영모는 손실

보전의 수준을 넘어 규정보다 과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이것이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되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 개입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잦았다.68)

그런데 이 작품의 독특한 지점은 관리 개인의 부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탁지관(度支關子)’, 즉 호조(戶曹)에서 하달된 공문의 지엄함을 언급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이세보가 주목한 부분은 상부 기관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환곡

을 징수해야 하는 수령의 입장과, 이 환곡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

로 백성을 압박하고 수탈하였던 관행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조정의 명

이 아무리 지엄하다 해도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날 수 없듯 이미 피폐해진 백성에

게서 추가적인 곡식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지적한다. 이로써 작품은

수령이 기본적으로 조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수탈을 엄금함은 물론 백성의

처지를 헤아려 얼마간의 변통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마른 나무에 물이 나지 않는’ 백성의 사정은 이어진 풍소#036에서 반복된다.

당시에는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 잡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를 어긴 자

에게 징수한 벌금이 ‘우속’이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백성을 수탈하는 명목으로

악용된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이다.69) 풍소#036은 한 그릇 쌀밥조차 제대로 먹지

68) 환곡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개된, 화폐를 매개로 한 수탈에 관해서는 송찬섭, 조선
후기 환곡제개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5-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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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데 황우 한 필을 잡는 일이 어찌 가능한지 물으며 우속의 부당함을 지적

하고 있다. 일기백반(一器白飯)과 황우일척(黃牛一隻)의 대비는 농민의 생활고와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장치이다. 결국 우속을 감당

하지 못한 농민은 옥에 갇힌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규율에 따라 이들을 옥

에 가둔다 해도 가죽이 없어 털이 붙을 수 없는 것(“피부됸의 무”)처럼 세금

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풍소#035 종장의 “지금의 이 병”은 ‘물이 날 수 없는 마른 나

무’, ‘일기백반조차 황당한 사정’, ‘털이 붙을 가죽조차 없는 모양’ 등으로 다양하

게 묘사된 농민들의 피폐한 처지를 함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병

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적폐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러

한 현실인식은 이 병의 원인을 알려거든 전임(前任) 관원의 명단인 ‘선생안(先生

案)’을 확인하라는 언급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도탄에 빠진 농민의 처지

가 현직 수령 개인의 실책이나 도덕적 결함과 같은 개인적 요소보다, 기존의 관

리들에 의해 예전부터 누적된 폐단이 발현된 것이라는 진단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세보는 현직 수령들이 경계해야 할 문제를 전임

수령들의 전철을 무비판적으로 좇으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법도와 관례를 구실

삼아 농민들의 생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쥰민고(民膏) 네 글(字)는 쳥션졍(清白善政) 샹피(相避)로다

원형니졍(元亨利貞) 옥무(玉無瑕)면 환향곡(何患鄕曲) 물욕인(物慾人)가

그즁(中)의 교쥬고슬(膠柱鼓瑟)은 무용인(無用人)가 <풍소#022>

69) 승정원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우속이라 칭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돈
을 징수하고 부세를 재촉할 때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을 쓰기까지 하며 아문에 사사로
운 손님을 머물게 하고 공공연히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백성들이 내려오는 명을 감당하
지 못해 길가에 원성이 가득합니다(稱以牛贖白紙徵錢, 催科之際, 至施治盜之刑, 衙畜私
客, 賄賂公行, 民不堪命, 怨聲載路).” 승정원일기 1725년(영조 1) 4월 2일 기사. 한편,
일성록에는 충청감사 김이영(金履永)이 충주목사를 감찰할 때 우속을 사적으로 징수
한 예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장계에, “충주목사 안정탁(安廷鐸)은 초봄에 거두어들
인 우속(牛贖)이 수천 금(金)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는데 애초에 감영(監營)에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독촉해서 징수하였으니 이미 법리(法理)를 벗어났습니다(狀啓以爲, 忠州
牧使安廷鐸, 春初所捧牛贖多, 近數千金, 而初不報營, 私自督徵已, 是法理之外).” 일성록
1800년(정조 24) 윤4월 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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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이 저지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시조이다. 초장의 ‘준민고택(唆民

膏澤)’은 ‘청백선정(清白善政)’과 대비되는 한편, 중장에 등장하는 향곡(鄕曲)의

‘물욕인(物慾人)’과 연결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물욕인’ 만큼이나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무용인(無用人)’이다. 수령이 무용해지는 까닭은 ‘교주고슬(膠柱鼓瑟)’

로 설명되는바, 이는 본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연주한다는 뜻으로

상황에 맞게 변통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세보가 지니

고 있던 문제의식을 상기한다면, 여기서의 교주고슬이란 기존의 폐단을 답습하

는 일, 혹은 그러한 수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준민고택’과 ‘교주

고슬’은 각각 ‘물욕인’과 ‘무용인’이 지닌 문제인바, 이 시조를 통해 이세보는 수

령이 준민고택을 금하는 것만큼이나 교주고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검토하였듯, 이세보는 백성이 고통받는 원인을 관리의 탐학이라는 개

인의 층위와 누적된 폐단이라는 구조의 층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인식을 관리에

대한 권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물욕’과 ‘무용’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문제적인 수령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셈인데, 전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직접적인 비판을 앞세운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백

성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나 선생안을 찾아보라는 식의 조언이 중심이 되고 있어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이세보는 물욕이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면 수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보다

그들의 입장과 직무, 나아가 그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조언에

주력하고 있다. 이때 이세보가 관심을 기울인 수령의 직무는 조세 문제와 같은

농민의 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을 포괄한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허다공무(許多公務)난 즁(中)의 샨송(山訟)을 샹심(詳審)쇼

위부모츌텬지효(爲父母出天之孝) 경향귀쳔(京鄕貴賤) 다를쇼냐

지금(至今) 공샨(空山)의 귀곡셩(鬼哭聲) 만어 <풍소#039>

이쇼능쟝(以少凌長) 검(禁)헌 후(後)의 후쥬잡기(酗酒雜技) 엄단(嚴斷)소

지(四肢)가 셩헌 놈이 무항샨위유도일(無恒産優遊度日)

아마도 이뎡풍쇽(以正風俗)한 년후(然後)의 관쟝(官長)인가 <풍소#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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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들은 각각 공정한 산송(山訟)과 풍속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풍소#039에서 제시된 산송은 조선후기의 사대부가라면 겪지 않은 집안이 드물

정도로 성행하던 문제였다.70)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고 어려운 사안이지만, 출

신이나 귀천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중요한 효 윤리와 관계된 것인 만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풍소#034는 풍속을 바르게 하는 방안으로서 연장자를 모욕하거나 술주정과 노

름하는 일을 금하고 일하지 않는 자를 단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서 “

지가 셩헌 놈”이라는 비하적 표현은 일반 백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세보

가 무조건 관리에 반하여 백성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풍소#034는 향촌의 여타 구성원보다 고을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수령의 입장에

정서적으로 밀착해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령의 삶 전반에 대한 이

세보의 관심과 관계하는바, 다음 시조는 그의 시선이 공적인 차원을 넘어 관리

개인으로서의 처신이나 곤란한 사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거(居下)가 되엿쓰니 샹(事上)을 됴심(操心)쇼

단함구함(簞啣具啣) 실슈(失數) 업시 오낙셔(誤字落書) 샹고(相考)쇼

아마도 울간시비(䵝昧間是非)는 더 어려워 <풍소#030>

풍소#030은 최하의 근무 성적을 받은 수령을 청자로 한 시조이다. 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관찰사는 외관(外官)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는데,

거하(居下)는 고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

게 되어 있었다. 이세보는 거하를 받은 수령에게 우선 사상(事上), 즉 윗사람 섬

기는 일에 신경쓸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이 대목을 근거로 수령을 포

폄하는 관찰사를 잘 섬기면서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낮은 등급이 매겨지는 당대

의 세정을 풍유(諷諭)한 작품으로 파악한 바 있다.71) 그런데 ‘사상’이 논어에서
공자가 언급한 군자지도(君子之道) 중 하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72) 이 시

70)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산송(山訟) 실태와 대응책 - 장성(長城) 행주기씨가(幸
州奇氏家) 고문서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58, 호남사학회, 2015, 115면.

71) 진동혁, 앞의 책, 1983, 115면.
72) 해당 구절이 속한 논어 <공야장(公冶長)>의 다음 구절이 참고 된다. “공자께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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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조언은 단순히 윗사람에게 뇌물로써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거하가 된 수령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제시한 것으

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중장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어, 업

무에 익숙한 수령도 일의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데 알매간(䵝昧間)의 시비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종장의 내용은 수령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드러난 대목으로

서 주목을 요한다. 이세보가 보기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령이 거하가 된 까닭

은 도덕성이나 나태와 같은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알매간, 즉 아직 직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에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어조가 질책이나

비판이 아니라 청유형을 활용한 조언에 가까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풍소#030은 여러 사정들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하를 받아 곤경에 처한 수령에게,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다독이려는

의도를 담아낸 것으로 이해된다.73)

셩(百姓)을 알랴 면 아젼(衙前)이 야쇽(野俗)이요

아젼(衙前)을 알냐 면 셩(百姓)이 원망(怨望)이라

엇지타 인간(人間)의 (生涯)가 다 각(各)74) <풍소#032>

을 두고 평하셨다. ‘군자의 도가 네 가지 있었으니, 몸가짐이 공손하며, 윗사람을 섬김
에 공경하였으며, 백성을 기름이 은혜로우며, 백성을 부림에 의로웠다’(子謂子産, 有君子
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73) 박노준은 이 시조에 대해 “말투만으로는 충고임이 분명하나 실상은 수령과 방백을 모
두 싸잡아서 빈정거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타락한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박노준, 앞의 논문, 1990, 110-111면). 그러나 이 논의
는 풍소#030(풍대#317)을 ‘탐학수령’을 비판한 풍소#010(풍대#297)과 동렬에 둔 채 두 작
품이 동일한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파악한 결과라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표면적으로
는 두 시조 모두 수령에 대해 건네는 말처럼 보이지만, 물욕 있는 수령과 그와 무관한
수령을 구분하였던 이세보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둔 작품이기 때
문이다. 본문에서 논하였듯 작품의 내용과 어조, 그리고 관리권계 시조에 내포된 수령
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풍소#030(풍대#317)은 풍자나 비판의 의
도가 아니라 수령의 곤경을 이해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4) 종장의 “각(各)”은 “각각(各各)”의 오기로 보인다. 이 시조가 풍아(대)에 다시 수록되
었을 때는 “각(各)”이 “각각(各各)”으로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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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치(善治)를 유의(有意)커든 이즙민회(吏戢民懐)쇼

셩(百姓) (害)헐 아젼 잇고 아젼 (害)헐 셩(百姓) 업다

아마도 이민화동(吏民和同)헐 약(藥)이 젹어 <풍소#055>

이 시조들은 백성과 아전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수령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

다. 풍소#032에서는 백성과 아전의 이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는데, 수령은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간의 생애가 다 제각각이라는 종장의 탄식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 작품은 선행연구에서 수령의 갈등하는 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을 제시함

으로써 수령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75) 그러나 이는

이세보가 관료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지녔다는 전제에 견인된

결과로서 작품의 실상을 바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실제 작품에는 수령의 부정

적 면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령직을 맡은 개인이 처할 수밖에 없

는 곤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풍소#032가 백성과 아전을 중재해야 하는 수령의 난감함에 집중하였다면, 다

음 작품인 풍소#055는 동일한 상황을 두고 수령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다. 선치에 유의한다면 향리를 단속하여 삼가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

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76) 아전과 백성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수령은 백성의 편

에 서야 한다는 것으로, 그 까닭은 백성을 해할 아전은 있으나 아전을 해할 백

성은 없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백성을 더 위해야 하는 까닭을 당위적인 것이 아

닌 위해(危害) 가능성의 차이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수령의 입장

에 서서 본다면 백성과 아전 모두 결국에는 화합해야 할 민(民)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세보는 아전과 백성을 화동(和同)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약이 없다’는 표현으로 드러

내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수령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보

여주고 있다.

75) 김은희, 앞의 논문, 1999, 112-113면.
76) 이에 해당하는 구절인 ‘이즙민회’에 병기된 한자어의 경우, 풍아(소)에는 ‘吏戢民懷’로
되어 있지만 이후 대별에는 ‘吏緝民懷’, 풍아(대)에는 ‘以戢民懐’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나 뜻이 보다 분명한 것은 풍아(소) 쪽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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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련(可憐)헌 쟌음무(殘蔭冷武) 쵸이력(初仕履歴) 몃 런고

됴만간(早晩間) 일군현(一郡縣)이 만니쵸졍(萬里初程) 시쟉(始作)일셰

직후(下直後) 샹관일(上官日)의염(念玆在玆) 민(愛民)쇼 <풍소#045>

허다(許多) 져 셩(百姓)이 항샨(恒産)이 다 업쓰면

관불관(官不官) 쵼불쵼(村不村) 되니 어늬 뉘가 다 일가

아마도 쳥(清白) 못헌 션치(善治) 젹어 <풍소#046>

오날리 뎐별(餞別)이니 부 평안거(平安去)쇼

여금(如今)의 위군무어(爲君更無語)니 타일(他日) 뎐문션치셩(轉聞善治聲)을

아마도 이 말른 슈령(守令) 쟉별(作別)인인가 <풍소#047>

치민의 책무를 떠맡게 될 수령에 대한 격려가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풍소#045의 청자는 보잘 것 없는 음직(蔭職)의 시원찮은 무관이다.77) 여기서 그

를 “가련헌”으로 수식한 부분은 의미심장한데, 이세보에게는 단지 핍박받는 백성

만이 아니라 곧 수령이 될 자도 ‘가련하게’ 인식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그는 이 무관에게 조만간 군현의 수령으로 부임할 것이고 이는 영달로 가는

첫 걸음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 시작인 상관일(上官日)이 되면 다른 무엇보

다 ‘애민’을 마음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한다. 덕목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먼저 상

대방의 처지와 그 심경에 다가간 뒤, 이후에 있을 영달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권계하려는 바를 덧붙이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풍소#046은 애민의 구체적 방안으로 관료의 ‘청백’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진 풍

소#047에서는 앞서 청자로 설정한 잔음 무관이 결국 한 고을의 수령이 되어 부

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게 백성에 대한 ‘선치’를 권계한 작품으로

파악된다. 그를 전별하면서 지금은 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나중에 선치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란다고 하여 은근하게 수령의 책무를 당부하고 있다. 요

컨대 위의 풍소#045∼풍소#047은 수령에게 애민, 청백, 선치를 차례로 당부하는

77) 풍소#045의 “쟌음(殘蔭)”은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쇠잔한 고을을 뜻하는
“쟌읍(殘邑)”으로 바뀌어 있는바, 이는 중장의 “일군현(一郡縣)”과의 관계를 고려한 수
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위세가 미미한 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제 내
용상의 차이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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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면에는 보잘 것 없는 출신을 지닌 수령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로 수령을 대상으로 하였던 풍아(소)의 신출 작품들에서, 이세

보는 수령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물욕’과 구조적 적폐를 답습하는

‘무용’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한편, 전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비판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염려와 조언으로 대별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풍아(소)에
는 지방의 수령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

는데, 그 관심의 범위는 공적인 영역부터 사적인 처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이세보가 향촌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피상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

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 수령들의 실제 생활 및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을 시사한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이세보가 포착한 수령의 곤경 중에는 불합리한 조정의 공문이나 기왕에 누적

된 폐단과 같이 개인의 역량으로는 온전히 거부하거나 개선시키기 어려운 구조

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관리권계 시조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그

러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언술이 아니라, 관리들이 백성의

처지를 헤아려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권고에 가까

웠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언급된 권계 사항들 역시, 당위를 내세우며 보편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들에 기초한 현실적인 조언에 해당한다

는 점에서 문제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유심한 시선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태도

를 바탕으로 이세보는 향촌 사회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관리들의 문제, 혹은 그

들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해 내면서, ‘현실비판’이라는 추상적인 차원이

아닌 ‘관리권계’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향리층에 머물던 작가의 시야가 풍아(소)의 신출 작품들에 와서

수령을 포함한 지방관의 제반 실태로 확장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풍아
(소)가 편찬된 1862년 8월이라는 시점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는 이세

보가 유배된 지 2년에 다다를 무렵으로, 유배 초기와는 달리 종친이라는 신분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실제 수령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공과(功

過)에 대한 사유를 보다 심도 있게 개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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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는 1862년 2월에 발생한 임술민란의 소식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세보는 문제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향리들의 악행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문제, 즉 지방관의 실태 및 백성들의

의식 등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

의 변화는 수령에 대한 관리권계 시조와 더불어 <농부가>의 창작으로도 이어지

게 되었던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3) 복합적 대민의식에 따른 농민 교화

앞서 살핀 풍아(소)의 시조들이 관리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농부가>

라는 표기 하에 배치된 일련의 작품들은 농민층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

에는 이세보가 마주한 농민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리권계 시조

와는 다른 현실인식, 나아가 작가의 대민의식(對民意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농부가>는 총 12수로 풍소#061∼풍소072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농부가>를 연작으로 취급하지 않고 앞의 몇 작품만을 별도로 논하기도 했는

78) 관련하여 실제 이세보가 신지도에서 생활하던 기간인 1860년 11월부터 1863년 12월까
지 강진현감(康津縣監)으로 재임했던 인물의 행적을 일별해볼 수 있다. 이세보가 신지
도에 도착했을 당시의 강진현감은 신명화(申命和, 1835∼?)였다. 그는 1860년 6월에 부
임하였는데 유배형이 확정되어 강진에 처음 진입한 이세보를 금부도사와 함께 신지도
로 압송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신명화는 1862년 1월에 사헌부(司憲府) 관직인 지평
(持平)으로 임명되었으며, 새로운 강진현감으로 무관 출신인 조재승(趙載升, 1828∼?)이
부임하게 된다. 이처럼 수령의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 정도 뒤인 1862
년 8월 무렵에 이세보는 풍아(소)를 편찬하게 된다. 풍아(소)에는 무관 출신의 인물
이 처음 수령직을 맡는 상황을 다룬 시조(풍소#045)나 임기가 다한 수령을 전별하는 상
황을 드러낸 시조(풍소#047, 풍소#051)가 확인되고 있어, 이세보가 강진현감과 관련하여
자신이 겪은 일이나 그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관리권계 시조의 대상이 당시의 실제 강진현감과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풍소#051의 경우 다른 고을의 수령이 되어 떠나는 수령에게 당부하는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세보가 신지도에 있었을 시기에 강진현감에서 물러난 신명
화는 다른 고을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사헌부의 지평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아
(소)에서 형상화되었거나 청자로 제시된 수령은 실제 현감을 대상으로 하였다기보다
1862년 8월 무렵까지 작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임의로 설정한 인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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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12수 내에서 특정 구간을 기점으로 내용과 형식이 급격하게 달라져 있

어 유기적 구성이나 일관된 시적 관심을 공유한 작품군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79) 그러나 시조집의 수록 양상을 보면, 해당 작품들은 풍아(소)에 처음
수록된 이후로도 별풍아와 대별, 풍아(대)에까지 흐트러짐 없이 전재되어

있어, 작가가 해당 작품들을 연작으로 의도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농부가>를

해석하는 관건은 작품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적절하게 해명하면서 작품 전편을

관류하는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농부가>는 내용 및 진술 방식에 따라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서

수(序首)에 해당하는 풍소#061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농가에 대한 작가의 태도

를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풍소#062∼풍소#067의 6수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봄부터 가을에 걸친 농가의 모습을 2수씩 짝지어 형상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풍소#068∼풍소#069의 2수로, 농민의 애환을 당사자의 시점에서 대화 형

식으로 나타낸 부분이다. 네 번째는 풍소#070∼풍소#072의 3수로, 앞선 농민의

대화에 대한 이세보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부분이다.80)

79) 진동혁은 풍소061(풍대#056)∼풍소069(풍대#064)의 9수에 풍대#236을 추가하여 ‘농사시
조’로 유형화하였고(진동혁, 앞의 책, 1983, 292-297면), 윤영옥은 풍소061(풍대#056)∼풍
소#070(풍대#065)의 10수를 농사에 대한 시조인 ‘농가(農歌)’로 설정한 뒤, 이어진 풍소
#071(풍대#066)∼풍소#072(풍대#067)는 가을의 수확을 해도 빈궁한 농가 백성들을 달래
기 위해 읊은 것으로 보았다(윤영옥, 이세보의 농가고 , 시조학논총 13, 한국시조학
회, 1997, 63-34면). 김준옥은 풍소#061(풍대#056)∼풍소#068(풍대#063)의 8수를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부들의 심사를 연이어 읊은 사시가(四時歌) 성격의 연시조로 보기도 하
였다(김준옥, 앞의 논문, 1997b, 31면). 그러나 이후에는 풍소#061(풍대#056)∼풍소#072
(풍대#067)의 12수를 묶어 <농부가>라는 연시조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어 왔다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156면; 신성환, 앞의 논문, 237면).

80) 오종각은 <농부가> 12수를 봄에 해당하는 풍소#061(풍대#056)∼풍소#063(풍대#058),
여름에 해당하는 풍소#064(풍대#059)∼풍소#065(풍대#060), 가을에 해당하는 풍소#066
(풍대#061)∼풍소#069(풍대#064), 총론에 해당하는 풍소#070(풍대#065)∼풍소#072(풍대
#067)의 네 부분으로 분류하였다(오종각, 앞의 논문, 159면). 물론 <농부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비교적 선명히 확인되지만, 정밀한 작품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내용에 따른 분
류가 긴요하다. 한편 신성환은 봄부터 가을까지를 읊은 풍소#061(풍대#056)∼풍소#067
(풍대#062)을 전반부로, 추수 후의 슬픔과 교훈적 내용을 담은 풍소#068(풍대#063)∼풍
소#072(풍대#067)를 후반부로 구분하고 있다(신성환, 앞의 논문, 237면). 본고의 기준으
로 보면 1, 2번째 부분과 3, 4번째 부분을 나누어 보았던 셈이다. 본고 역시 2번째와 3
번째 부분 사이의 간극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기에 신성환의 구분은 유용한 참고가 된
다. 다만 이를 세분화함으로써 작품의 양상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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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월(正月)의 농긔(農器) 닥고 이월(二月)의 밧츨 간다

쟝졍(壮丁)은 들의 놀고 노약(老弱)은 집의 잇셔

지금(至今)의 게으른 부(子婦) 신측(申飭)한다 <풍소#061>

<농부가>의 서두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시조는 초장과 중·종장의 두 문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장에서는 농가에서 1, 2월에 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제

시하면서 이를 원경으로 묘사하였고, 중·종장에서는 농가 구성원들의 일상적 행

위를 근경으로 나열하였다. 시간의 축에서 볼 때 초장에서의 시간이 두 달을 훌

쩍 건너간 반면 중·종장에서는 농가의 어느 한 시점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도 대

비를 이룬다. 이처럼 원경과 근경, 긴 시간과 짧은 순간의 대비를 통해 작품은

앞으로의 농사를 준비하되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1, 2월의 일상을 압축적으로 묘

파하고 있다.

기존에 이 시조는 농민에게 나태하지 말 것을 훈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81) 이는 특히 노약이 게으른 자부를 신칙한다는 부분에 착목하여,

이를 며느리가 게으르다면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야 한다는 수행적 의미가 내포

된 문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화자는 ‘-하라’는 명령형

이 아니라 ‘-ㄴ다’는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여 노약과 자부가 함께 생활하는 농가

의 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는 자부를 신칙하는 노약에게 도덕

적 우위를 부여하거나 근면을 강조하려는 태도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들의 놀고”, “집의 잇셔”, “지금의 게

으른”으로 이어지는 여유로운 일상의 연속적 묘사이다. 이에 게으른 자부와 이

를 신칙하는 노약의 모습은 권계나 비난의 색채를 띤 것이 아니라 약간의 웃음

기를 내포하면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풍소#061은 여유롭고도 순조로이 흘러가는 1, 2월 농가의 일상을 제시하려는 의

도가 우선시된 작품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향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다

81) “농촌에서는 정월부터 바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거나(진동혁, 앞의 책, 1983, 293면),
“농기를 정비하고 논밭갈이에 바쁜 농촌 들판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오종각, 앞의 논
문, 1999, 159면), 구성원 전체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권계하는 작품(신성환, 앞의 논문,
238-240면)으로 파악한 논의들이 대표적이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훈계의 의
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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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조들에서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츈일(春日)리 양(載陽)니 챵경(鶬鶊)이 우짓는다

뒤 뫼의 풀를 고 압 논의 번경(翻耕)이라

아희(兒戯)야 들졈심(点心) 여올 졔 슐 잇지 마라 <풍소#062>

좌슈(左手)의 잡은 츈광(春光) 우슈(右手)로 옴계 여

농부(農夫)가 흥(興)을 계워 슈답(水畓)의 이둉(移種)니

아마도 셩셰낙민(聖世樂民)은 이인가 <풍소#063>

풍소#062의 초장은 농민의 삶을 읊은 시경 <빈풍>의 “춘일재양 유명창경

(春日載陽 有鳴倉庚)”을 인용한 것이다. 봄볕과 꾀꼬리 소리를 배경으로 하여 중

장에서는 농기(農期)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노동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춘일’과

‘창경’을 통해 수직으로 확대되었던 공간은 ‘뒤 뫼’와 ‘앞 논’이 배치됨으로써 전

후 방향으로도 확장된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공간적 여유는 농촌의 정경을 응시

하는 작품의 여유로운 시선과도 연결되는바, 이는 자연스럽게 점심을 내어올 아

이에게 술을 잊지 말라는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농사일은 단순한 노

동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그 자체만으로 흥취를 자아내는 행위로 형상화되기에

이른다.82)

이어진 풍소#063에서는 농부의 모습을 근거리에서 포착하고 있다. 단절 없는

하나의 문장 속에서 손에 잡은 춘광, 흥에 겨운 농부의 모습과 같은 요소가 연

속됨으로써 모내기가 한창인 수답은 분주하면서도 흥겨운 현장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상황이 집약된 ‘성세낙민’이라는 호명은 이세보가 <농부가>에서 농민을

어떻게 형상화하려 하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82) 풍소#062 종장의 아이에 대하여 선행연구는 “점심을 나르는 심부름을 통해 구성원으로
서 농사일에 일조하는 역할 수행자”로서 해석한 바 있다(신성환, 앞의 논문, 240면). 이
로써 모든 구성원이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는 흥취를 표현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호출된 존재에
가깝다. 이 작품에 등장한 아이가 농가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앞선 풍소#06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훈계라는 의도를 전제하고 <농부가>를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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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운(初耘) 운(再耘) 풀  젹의 져 농부(農夫) 슈고(受苦)한다

립(簑笠) 쓰고 홈의 들고 샹평(上坪) 평(下坪) 분쥬(奔走)다

아마도 실시(失時)면 일년(一年生涯) 허(虚事)인가 <풍소#064>

근고(勤苦)여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무러 근심(勤心)터니

유연쟉운(油然作雲) 오신 비의 는 이샥 거록다

아마도 우슌풍됴(雨順風調)는 셩화(聖化)신가 <풍소#065>

위 두 시조는 여름 농가를 배경으로 하였다. 풍소#064는 김매기 하는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저 농부’라는 지칭은 실제로 농사짓는 주체가 아

닌 위정자로서의 시선이 투영된 것이지만,8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줄곧 농

부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이다. 분주한 노동은 ‘초운 재운’, ‘사립 쓰

고 호미 들고’, ‘상평 하평’ 등의 대구가 연속 배치되며 역동적이고도 흥겨운 리

듬감을 획득한다. 그런데 작품은 이 현장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부가 수

고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실시(失時)하면 일 년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임을 헤

아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풍소#065는 근면의 가치를 환기하

는 동시에 수고하는 농부를 향한 격려와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풍소#065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의 형태가 제시된다. 앞 시조에서의 ‘수고’는 이

제 ‘근고(勤苦)’로 바뀌어 표현되는데, 이는 이 시조에서 농부의 ‘근심’이 처음 가

시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가뭄에 대한 것으로, 농부의 재량을 벗어난

재난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연작운(油然作雲) 오신 비’로 손쉽게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오신 비’, ‘거룩한 이삭’과 같은 표현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성화에 의한 ‘우순풍조(雨順風調)’의 실현임을 강조하면서, 농

가야말로 성세(聖世)가 구현된 공간이며 그 속의 농민들 역시 성세낙민임을 환

기하고 있다.

노(白露) 샹강(霜降) 다닷거든 낫 가러 손의 들고

지게 지고 가셔 보니 곡(百穀)이 다 익엇다

지금(至今)의 실시(失時)헌 농부(農夫)야 일너 무샴 <풍소#066>

83) 신성환, 앞의 논문,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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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一年)을 슈고(受苦)여 곡(百穀)이 풍등(豊登)니

우슌풍됴(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 어이리

아마도 국평(國太平) 민안낙(民安樂)은 금셰(今歲)신가 <풍소#067>

위 시조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 농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풍소#066은 초장

후구와 중장 전구에 해당하는 대목인 “낫 가러 숀의 들고 지게지고 가셔보니”가

통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로써 백곡을 수확하러 나선 농민의 분주한 모습

이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화자는 결실의 즐거움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때를 놓친 농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앞선

작품들과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실시(失時)한 자들을 질타하고 나태를 권계한

다기보다 비교 대상과 견주는 방식으로 농부들의 수고를 치하하려는 의도가 담

긴 부분으로 읽힌다. 이로써 이세보는 풍년이 든 농가의 풍경을 제삼자로서 완

상하거나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농부들의 근면에 지속

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풍소#067은 일 년 농사의 결실에 대해 의미화하는 언급이 주를 이룬다. 초·중

장은 각각 인과 관계가 병렬된 구조로, ‘일 년 수고’는 ‘풍등’과, ‘우순풍조’는 ‘함

포고복’과 짝을 이룬다. ‘일 년 수고’의 주체가 농민이라면 ‘우순풍조’의 주체는

성화(聖化)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는 ‘풍등’이 농부의 수고에 의한 결실처럼 보여

도 ‘우순풍조’가 없었다면 그저 곡식이 들에 가득한 상태에 불과할 뿐 모두가 이

를 누리는 ‘함포고복’에는 이를 수 없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작품에는 일 년을 수고한 백성들에 대한 인정과, 이들의 함포고복을 음조(陰助)

한 성은을 칭송해야 한다는 의식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시조는 농

부의 수고와 임금의 성화가 ‘국태평 민안락’의 조건이며, 그중에서도 본질적인

것은 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풍소#062∼풍소#067에 해당하는 <농부가>의 두 번째 부분은 계절

별로 2수씩 짝지어져 있다. 그런데 2수가 속한 각 단위는 앞 수에서 농가의 정

경과 농부의 수고가 제시된 뒤, 뒤 수에서 그 결실을 성세에 의한 것으로 규정

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농민의 수고와 임금의 성화를 병치

하면서도 결국에는 후자를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근농(勤

農)에 대한 직접적인 훈계가 아니라, 지금이 성세라는 규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농민들 자신이 성세낙민임을 인지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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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세보는 <농부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통하여, 농부의 수고에

대한 이해와 격려를 바탕으로 지금이 성세라는 당위적인 인식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농부가>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다음 두 시조에서는 앞의 작품들

과 달리 농민의 삶이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시점에서 표현되고 있다. 흥미

로운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농민들이 앞선 작품들 속의 ‘낙민’과는 전혀 다른 모

습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츄슈(秋収) 얼마 헌고  농(農事) 지은 거슨

토셰(土稅) 신역(身役) 밧친 후(後)의 몃 셤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고 나면 과동(過冬)이 어려 <풍소#068>

그 농(農事) 젹을 젹의  츄슌(秋収)들 변변헐가

져 건너 박부(朴冨者) 집의 빗이나 다 갑흘는지

아마도 간난(艱難)헌 은 가을도 봄인가 <풍소#069>

위 시조들은 두 농민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적 배경은 추수가 끝

난 이후로, 바로 앞에 배치된 풍소#067 이후에 해당한다. 풍소#068의 농부는 또

다른 농부에게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 물은 뒤, 토세와 신역 등의 각종 세금을

바친 뒤에 남은 것이 별로 없어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 말을

들은 풍소#069의 농부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서 풍소#068의 농부에

게 세금이 문제였다면, 풍소#069의 농부는 박부자에게 진 빚이 문제이다. 이로

인해 그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춘궁(春窮)으로 힘겨웠던 과거와 동일시하게

된다.

84) 만약 기왕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위의 작품들을 ‘농사’와 직접 관련된 권계로 읽는다
면, 신성환이 지적하였듯 작품에서 강조된 근면, 적시(適時), 날씨라는 요건은 농민의
삶에 대한 섬세한 통찰이 동반될 필요가 없는 매우 일반적 수준의 요인들에 불과하다
(신성환, 앞의 논문, 244면). 이렇게 본다면 <농부가>의 전반부는 농사일도 잘 알지 못
하는 사대부 계층의 관념적이고 실속 없는 조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처럼 농민이라
면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을 이세보가 반복 적시한 까닭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잘 ‘하고 있는’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
다. 무엇보다 실제 작품에서는 근면, 적시, 날씨보다 성세와 낙민이라는 규정, 혹은 선
포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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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대화 속에서 농부의 형상은 ‘가난한 사람(빈민)’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살핀 <농부가>의 전반부에서 농부가 ‘낙민’으로 형상화되었던 양상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이세보는 어떠한 이유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빌리면서까지

앞서 구축한 낙민의 형상과 모순적인 빈민으로서의 자기 규정을 작품 속에 노출

시켰던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야를 넓혀 이세보의 농민상(農民像)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 풍아(소)에서 확인되는 농민의 형상은 <농부가>에서 제시

된 빈민과 낙민 외에 한 가지 유형이 더 존재하는데, 그것은 관리권계 시조에서

의 ‘가련한 백성’이다. 백성을 가련하게 여기는 관점은 관리권계 시조 전반에 전

제된 것으로, 이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되기도 하였다.85) 관리권계 시조

에서 ‘가련한 백성’은 사대부인 작가와 당사자인 농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농민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당 작품들에서 이들이 ‘가련한’ 까닭

은 관리들에 의한 부당한 수탈에 의한 것으로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말하자

면 농민은 수탈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련한 백성으로 인식되었던바, 이러한 진

단에 기초하여 이세보가 일군의 관리권계 시조들을 통해 수탈의 주체였던 관리

들을 권계하고자 하였음은 앞서 확인한 바다.

그런데 <농부가>의 풍소#068∼풍소#069에서 자신들을 빈민으로 규정짓는 두

농민의 상황에는 관리의 수탈과 같은 부당한 압박이 제거되어 있다. 풍소#068에

서 제시된 토세와 신역은 백성의 의무일 뿐, 탐관오리에 의한 무분별한 사시공

역(시별#057)이나 동징과 이징(풍소#020)과 같은 부정부패의 상황과는 함의가 전

혀 다르다. 풍소#069에서 박부자 집에 빚을 갚아야 할 처지 역시 개인이 해결해

야 할 문제일 뿐, 과도한 세금을 내지 못해 아전의 욕질과 매질을 받게 되는 경

우(풍소#021)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조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부가> 후반부에서 형상화된 ‘빈민’은 관리권계 시조에서의 ‘가련한 백성’과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다. 수탈의 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빈민’은 오히

려 <농부가> 전반부의 ‘낙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관리권계 시조의 ‘가련한 백성’과 <농부가>의 ‘빈민’이 화자로 설정

85) 시별#057과 풍소#036에서는 이세보의 시점에서(“가련다 창드라”, “가련헌 져 셩
이”), 풍소#019∼풍소#021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통해(“가련다 우리 인”) 가련한
백성의 형상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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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품들의 진술방식도 주목을 요한다. 관리권계 시조인 풍소#019∼풍소#021의

경우, 독백적인 한탄으로 시작하여 “우리  드러보쇼”를 통해 외부에 직접 호

소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농부가>의 풍소#068∼풍소

#069는 두 농부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가련한 백성’의 경우 ‘우리’가 겪은

심각한 수탈을 내부적으로 견디다 못해 외부에 호소하게 되지만, <농부가>에서

자신들을 ‘빈민’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폐쇄적인 대화가 구성되면서 이들의 불만

이 개인적 차원의 넋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86)

이처럼 <농부가>에서 제기된 농민의 문제는 관료의 수탈과 무관하게 일부 농

민의 개인적 불만에 불과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풍소

#068과 풍소#069에서의 가난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 즉 마음가짐의 문제로

전환되는바, 다음 작품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은 바로 그 심적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쳘업는 셩(百姓)드라 가난(艱難)을 셜다 마라

졀용졀검(節用節儉) 슈신(修身)면 셩셰(聖歲) 쳥복(清福) 되리로다

아마도 지됵(知足)을 못면 가(家宅)이 불안(不安) <풍소#070>

풍소#070부터 풍소#072까지는 <농부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관찰

자나 농민의 시점을 취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백성을 직접적으로 불러들여

권계하는 진술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철없는 백성’이라는 호명은 이들이 절용절

검과 수신을 통해 청복(清福)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무지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때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성세’라는 사실이다. 이는 <농부가>의 본

질이 농민에게 성세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86) 이동연은 <농부가>에 속한 풍소#068과 풍소#069를 농민 시점의 ‘현실비판시조’ 유형으
로 파악하였으며(이동연, 앞의 책, 165면), 강혜숙 역시 해당 시조들을 농민의 참상을
고발한 작품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 바 있다(강혜숙, 앞의 논문, 25-27면). 그러나 이
러한 견해는 작품을 피상적으로 파악한 결과로서 작가의 의도와는 어긋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에서 살폈듯 이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농민의 고충을 표현한 듯
보이지만, 이들의 말은 수탈에 의한 호소가 아닌 일종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비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술될 풍소#070에
서 풍소#068과 풍소#069의 농민들을 “쳘업는 셩”이라 호명한 부분을 함께 살핀다면,
풍소#068과 풍소#069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닌 뒤에 이어질 권
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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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福)이 을 르고 은 복(福) 못 러

날리 실 의 다 각각(各各) 분뎡(分定)이라

아마도 안빈낙도(安貧樂道)면 치 잇셔 <풍소#071>

흥진비(興盡悲來)도 잇고 고진감(苦盡甘來)도 잇다

도(都)모지 혜아리면 텬지간(天地間) 영허지이(盈虚之理)라

아마도 슈신뎡긔(修身正己)여 이왕(以待泰旺) <풍소#072>

여기서 이세보는 지족(知足)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흥진비래’, ‘고진감래’,

‘영허지리’, ‘이대태왕’ 등, 유사한 의미를 지닌 성어들을 연속 제시함으로써 가난

이라는 것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불행에 불

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농부가>는 가난의 의미를 철없

는 불만이나 사소한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무작정 자신의 가난을 토로하며 불행

에 빠지기보다 ‘안빈낙도’와 ‘수신정기’와 같은 내적 수양으로 시선을 돌릴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농부가>는 관찰자로서의 농가 묘사, 농민 당사자 간의 대화, 농민을

향한 직접 훈계와 같은 여러 층위의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농민층에게 현재가

성세라는 점과 지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훈계가 아니라, 한해 농사의 진행과 농부들의 근고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한편으로, 그들이 지닐 수 있는 불만사항까지 미리 제시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농민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관찰과 깊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농부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평가는 대개 왕족이라는 신분에 기반하여 백성

에게 순응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였다거나87) 현실적인 해결책이나 위로 없이

가난이 농부들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것임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는 등,88) 사

대부 내지 관리자 의식에 기초한 비판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89) 이처

87) 윤문영, 앞의 논문, 74면
88) 신성환, 앞의 논문, 248면.
89)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훈계의 목소리를 드러냈다거나(오종각, 앞
의 논문, 1999, 159-161면), 목민관으로서의 백성에 대한 훈계와 경고에 해당한다는 논
의(윤영옥, 앞의 논문, 67면) 역시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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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세보가 “과중한 세금과 환곡 등 지배질서에 기반을 둔 제도적 차원에는 눈

길을 주지 않고 근검절약, 수신, 지족 등 농민들 스스로의 도덕적 함양이 요구되

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체제의 개선이 아닌 개인의 통치를 통

해 해결하고자 했던 의식”을 표출하였다는 평가90)는 농민들에게 수신을 요구한

<농부가>의 후반부에 국한한다면 가능한 결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세보가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농민에 대한 일방적인 계도만을 강

조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이를 작가의 현실인식 전체로 치환하는 시각은 실상과

어긋난 것이다. 이세보는 풍아(소)에 <농부가>뿐 아니라 관리권계 시조를 수

록하였던바, 이를 통해 농민층의 고통을 과도한 부세와 수탈의 결과로 적시하며

관료 계층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의 모순적 현실과 농

민층에 대한 이세보의 총체적인 인식은 풍아(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와 <농부가>를 함께 놓고 볼 때, 두 작품군에 구

현된 세계인식 및 농민의 형상이 상이하다는 점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전자

에서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대전통편(大典通編)이 다 사라져서’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횡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후자에서 재현된 세계는 가뭄마저 ‘우순풍조’로

쉽게 해결되는 태평성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전자의 농민들은 착취의 대상이자

‘가련한 백성’이었던 데 반해, 후자의 농민들은 스스로를 빈민이라 생각하긴 하

지만 그 실상은 사소한 불만을 지닌 ‘성세낙민’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의식에 기인한 것일까?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세보

가 당시에 마주했던 현실과 그에 대한 반응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모순

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식은 시별A·B가 편찬된 유배 초기에서부터 확인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된 결정적인 사건은 1862년 2월에 발생하여 전

국으로 확산된 임술민란이라 할 수 있다. 이세보는 유배 중에 민란 소식을 처음

접했던 당시의 심경을 풍아(소)의 앞표지 안쪽에 기록해 두었는데, 여기서 그

는 진주에서 민란이 발생한 정황을 설명한 뒤, ‘도끼를 가지고 관리에게 명하여

그들을 묶거나 때리기도 하고 경외에 버리기도 하였다’고 하여 난민(亂民)들의

잔학한 행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어, ‘그 해악이 이 잔도(殘島)에까지 미쳤다’는

대목은 민란의 여파가 먼 곳의 풍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실감될 만

90) 신성환, 앞의 논문, 249-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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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서술은 난민이 된 농민에 대한 이세보의 생각을 시사한다. 민란의

소식을 계기로 이세보는 불만이 억압되어 있던 농민들이 가련한 착취의 대상으

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민란의 주체가 되어 위계를 전복시키고 위

협적인 존재로 전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세보에게 농민이란 위민의식에 입각하여 ‘긍휼히 여겨야 할 애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폭력의 가능성을 잠재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91)

이와 같은 복합적인 대민의식은 민란과 모순적 현실에 대한 이세보의 진단 및

대응과도 긴밀히 연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리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온 이세

보에게 농민들의 봉기는 일차적으로는 탐학한 향리와 수령들의 수탈로 인한 것

이었다. 이때의 농민은 착취의 피해 대상으로 인식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을 위

해 이세보는 풍아(소)의 관리권계 시조를 창작하여 탐관오리의 만행을 경계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세보에게 민란은 분수를 모르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농

민들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이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력으로 실체화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세보가 취한 전략은 <농부가>를 통해 확인된다. <농부가>

에서 이세보는 농민들의 수고를 부각시키며 격려하는 한편으로, 이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불만을 가난이라는 차원에 고정시키면서 그것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불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는

현재가 ‘성세’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로써 이세보는 농민들의

불만이 관이나 조정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를 ‘빈민’이라 여기며 불만이 쌓인 농민들을 ‘성세낙민’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래서 농민들을 폭력의 주체가 아닌 애민의 대상이

라는 지평 위에 안착시켜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농부가>에 내재된 작

가의식의 실제라 할 수 있다.

91) 김대중은 사대부들이 지닌 애민사상의 근저에 민의 유동성과 주체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평상시에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가 드러나지
않지만,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민란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전면화된다고 보았다(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 ,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18면). 농민에 대
한 이세보의 의식 역시 민에 대한 불안·공포와 민란이라는 사건에의 심리적 대응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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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절에서는 풍아(소)에 수록된 관리권계 시조와 <농부가>을 분석하

여 그에 내포된 이세보의 현실인식과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두 작품군은 지금

까지 함께 고찰된 적이 없었으나, 풍아(소)에 함께 수록되어 있을뿐더러 사회

현실에 대한 이세보의 대응 양상을 다른 각도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

시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중 ‘관리권계 시조’는 선행연구에서 ‘현실비

판시조’로 지칭되었던 유형이다. 본고는 기존의 용어가 작품의 실상을 왜곡하거

나 가치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 하에, 문제 대상(관리) 및 문제의식

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권계)을 포괄한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우선 풍아(소) 전반에서 독특하게 확인되는 형태적 특징을 살폈다. 풍아
(소)에서는 전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적 규범을 여러 경로로 이탈하는

양상이 확인되는바, 이는 특히 관리권계 시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에 비해

<농부가>는 양식의 이탈 없이 가창에 적합한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는 두 유형의 대상 내지 잠재적 청자에 따라 전언의 방식이 다르게 적용

된 결과라 판단된다. 이어 풍아(소)에 수록된 관리권계 시조를 분석하였다. 먼

저 선행 시조집의 작품을 재수록한 시조들에서, 이세보는 아전들의 비행을 직접

적으로 지적하거나 백성의 처지를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향리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면적으로 표출하였다. 이후 풍아(소)에서 신출된 작품에서는 주로 수
령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 태도가 이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세보는 문제적인 수령을 두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물욕’을 가진 수령에

대해서는 향리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불합리한 구조와 적폐를

답습하는 ‘무용’한 수령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조언을 건네는 방식으로 권계

방식을 세분화하였다. 한편, 농민을 대상으로 교화를 시도한 <농부가>는 작가의

복합적인 대민의식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구성된 것이었다. 이세보는 농민을 애

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폭력의 가능성을 잠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바, 노

동으로 인한 수고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성세낙민과 동일시하도록 하였던 <농부

가>를 통해 이들의 불만이 실체화되는 것을 막고 교화의 의도를 달성하고자 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풍아(소) 전반에 내재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 방식이 구체

적으로 형성된 계기는 임술민란의 소식과 그 여파였다. 이세보는 민란을 계기로

현실의 문제를 탐욕스러운 관료의 수탈과 불만이 누적되어 폭력성을 잠재한 농



- 192 -

민의 성향이라는 문제로 분리하여 인식하게 되었던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

리권계 시조와 <농부가>를 각각 창작하고 이들을 모아 풍아(소)를 편찬하였

던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연구사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온 두 작품군은 사회 문

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식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

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풍아(소)의 작품들은 농민과 연대하여 관에 저항하고자 했던 19세기 지방하

층사족들의 현실비판가사와는 현저히 다른 노선을 보여준다.92) 현실비판가사의

경우, 읍민과 사족층이 민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실제 민란의 현장

에서 유통되기도 하였던바,93) 농민과 더불어 관권에 저항하려는 목적을 지닌 경

우가 많았다. 반면 이세보는 관권 및 농민층의 상황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고찰하면서, 이들 각각이 지닌 문제를 파악하고 권계함으로써 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현실의 모순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당시 사대부 위정자들은 임술민란의

원인을 지방관의 학정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94) 이세보 역시 기본적

으로는 이와 동궤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관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민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보고, 관리권계 시조

에 더하여 <농민가>를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풍아(소)
의 작품들은 관권에 대항한 19세기 현실비판가사나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계도하

려했던 훈민가류와 달리, 현실의 모순을 특정 계층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계층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사태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다

층적인 접근을 시도한 결과로서, 위민의식의 발로나 특권사대부의 보수적 의식

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의미를 지닌다.95)

92) 19세기 현실비판가사의 작가층은 경제적으로는 영락했지만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을 버
리지 않은 지방하층사족층으로, 향촌사회의 민과 연대하여 관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식
을 지니고 있었다. 고순희, 앞의 책, 295-301면.

93) 진주농민항쟁의 초기주모자인 사족층이 농민항쟁에 읍민과 사족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 하에 창작한 <민탄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민탄가>에 대해서
는 위의 책, 185-215면 참고.

94) 조경달, 조선의 민본주의와 민중운동 , 배항섭·손병규 편,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
아 민중운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366-372면.

95) 예컨대 ‘현실비판시조’의 비판적인 일면만을 보고 위민의식이 투철하였던 것으로 논평
하거나, 수령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농부가>의 후반부만을 보고 특권사대부 의식이
발현된 작품군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세보가 지녔던 복합적인 대민의식이나 다층적인
현실인식을 간취하지 못한 평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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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Ⅳ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을 중심에 둔 신도일록과 풍아
(소)의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유배라는 개인적 현실을 다룬 신도일록에서 이

세보는 유배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내적 혼란에 대한 조정의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낙관적 태도를 바탕에 둔 작품들에서는 자조와 해학, 호기의 표현 등을 통

해 자신의 불우한 현실을 수용 가능한 차원으로 인식하는 면모가 나타난다. 그

러나 다른 작품들에서는 유배지에서의 고통이 전이되고 중첩되며 고독으로 침잠

하는 내적 추이가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배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는

이세보가 자기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이 현실을 토로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내부의 결여를 직시

하며 성찰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실존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던바, 스스로를

훈계 대상으로 설정한 ‘자기성찰 시조’가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풍아(소)에서는 작가가 마주한 사회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조집에는 전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적 규범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면모가 형태적 특징으로 확인된다. 풍아(소)에서 이세보

는 사회 모순의 원인을 어느 한 계층의 책임에 귀속시키거나 단순화하지 않고,

모든 계층이 연루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문제인식은 향

리와 지방관의 문제를 지적한 ‘관리권계 시조’와 농민들의 삶에 접근한 <농부

가>로 나뉘어 구현되었다. 관리권계 시조에서 이세보는 향리층의 문제와 수령의

문제를 제시하되, 대상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비판과 조언을 오가며 권계 방식

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복합적인 대민의식에 기반한 <농부가>를 통해서는 노동

으로 인한 수고를 격려하고 성세낙민과의 동일시를 유도함으로써, 농민들의 불

만이 민란으로 실체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교화의 의도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신도일록과 풍아(소)는 유배라는 변곡점 이후 이세보의 시조가 연

행과 풍류라는 조건에서 벗어나 사적이고 내밀한 감정과 현실에 대한 진지한 사

유까지 담아내는 시적 양식으로서 그 가능성을 확장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동시

기에 편찬된 두 시조집의 뚜렷한 경로는 그의 작가적 지향이 유배기 동안 정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화되고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상이한 성격의 시조집들을 총집성한 풍아(대)를
살펴, 기존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종합되고 변주되었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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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본의 추구와 작가적 정체성 정립: 풍아(대)
본 장에서는 풍아(대)의 작품 및 체재의 특징을 밝히고 그에 내포된 작가의

식에 대해 고찰한다. 풍아(대)는 이세보의 시조집 중 가장 나중에 제작되었으

며 다른 자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422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그의

대표적인 시조집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아(대)에 대해

서는 ‘최다 수록’이나 ‘대표적’이라는 수식만이 반복되어 왔을 뿐, 작품들을 집대

성하였다는 수준 이상으로 그 성격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조집 전체로 시야를 확장한다면, 풍아(대)의 위상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존 시조집들의 성격을 어떠한 방향으로 의미화하고 재구성하였는지에 중

점을 두고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풍아(대)는 대

부분 선행 시조집의 작품들을 그에 적합한 주제 구간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던바, 이때 작품 자체의 내용은 물론 그에 내재된 시적 지향 등이 다양

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양상은 주목을 요한다. 아울러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

서 새롭게 구축된 체재 및 신출 작품들의 성향 역시 풍아(대)의 고유한 성격

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선행 시조집의 작품들이 재구성된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풍아(대)의 전체적인 체재 구성 및 새로이 출현한 주제 구간의

내용을 살펴 시조집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규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풍아(대)
의 편찬이 작가가 직접 관여한 결정판으로서의 정본(定本)을 제작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작가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음을 밝히면서, 시조의 작가이

자 시조집의 편찬자이기도 했던 이세보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1.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과 문예성 지향

본 절에서는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 양상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조집

의 작품들이 풍아(대)의 여러 주제 구간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변개 및 재배치되었는지, 재수록 과정에서 기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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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있다면 그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1항과 2항에서는 연

행 현장을 전제한 시가와 별풍아의 재구성 양상을 각각 살피고, 3항에서는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에 해당하는 신도일록의 경우를 살핀다. 풍아(소)의
경우, 다른 시조집들과 달리 모든 작품이 유의미한 변개 없이 풍아(대)에 그대
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격적인 고찰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재구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그 양상의 의미에 대해 함께 논하도록 한다.

1) 경험의 문학적 재편

초기 시조집인 시가의 수록 작품들은 이후에 제작된 풍아(소)와 신도일
록, 별풍아에 바로 재수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 10∼15년의 상거

가 있는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 와서 다시 실린 작품들도 적지 않다. 시가
에서 다른 시조집을 거치지 않고 대별과 풍아(대)에 재수록된 시조는 54수

인데,1) 풍류적 성향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북경으로의 사행(使行) 및 여러 승경지

를 유람한 경험을 다룬 작품들이 두루 확인된다.

시가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는 명백한 오류가 수정

된 것 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개가 나타나는데, 먼저 다음과 같은 도치 구문의

교정과 문어적 표현으로의 교체를 들 수 있다.

월도 됴커니와 향긔롭다 십니연화 <시가#040> 중장

월(月色)도됴커니와십니연화(十里蓮花) 향긔(香氣)롭다 <풍대#234> 중장

셜풍월명야의 오는구나 져 기럭이 <시가#034> 중장

셜풍월명야(雪風月明夜)의 악악일성(喔喔一聲) 져온다 <풍대#279> 중장

도치는 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사로서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여 현장

에서의 향유에 적합하다. 시가#040의 중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가 도치

됨으로써 향기라는 감각을 앞세워 달빛으로 고양된 풍류 현장의 분위기를 즉각

1) Ⅱ장에서 밝혔듯 대별은 풍아(대)의 제작 과정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시조
집에서 대별에 먼저 재수록된 작품들 역시 풍아(대)의 재수록 작품으로 간주하며,
대별의 신출작 역시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추가된 작품에 포함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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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취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풍대#234에서는 해당 구절이 정상적

인 어순으로 바뀜으로써 정확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시가#034/풍대

#279는 정다운 기러기 부부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역시 시가에서는 중장에

도치 기법이 활용되어 있다. 그런데 풍아(대)에서는 도치의 수사를 배제하는

동시에 “악악일성(喔喔一聲)”이라는 문어적 표현을 삽입하고 있다. 이 시조의 초

장은 “기럭이 을 두고 남방의 깃드렷더니”인데, 풍아(대)로 재수록하는 과정
에서 도치 구문을 교정함과 동시에 ‘기러기’라는 어휘가 초장과 중장에 반복됨으

로써 발생하는 즉흥적인 인상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풍아(대)로의 재수록 과정에서 연행 현장에 밀착되어 있

거나 즉흥적으로 여겨질 만한 요소들을 소거 및 정제하려는 의식을 시사한다.

다음 작품은 이러한 방향성을 내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보여준다.

인난 인난니 슈즁즁 뫼이로다

월영은 은은한데 츙셩은 지져귄다

아마도 인간에 난우난은 인난인가 <시가#029>

인난(待人難) 인난(待人難)니 슈즁즁(水重重) 뫼이로다

츄월(秋月)은 분명(分明)이 밝고 츙셩(蟲聲)은 지져귄다

엇지타 졍녕(丁寕)이 오마고 남의 를 <풍대#278>

시가#029가 풍아(대)로 재수록되면서 중장 전구(前句)와 종장 전체가 변개되
었다. 작품의 초장은 청구영언(김천택본)에 수록된 청김#543과 고금가곡에
수록된 고금#266 등2)의 표현을 인유한 것이다. 그런데 시가에서는 시상이 귀

결되는 종장에서도 고금#266의 구절인 “아마도 百難之中의 待人難인가 노라”

를 큰 변형 없이 차용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 구절을 가져와 연행 현장에서 즉

흥적으로 제작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待人難 待人難니 鷄三呼고 夜五更이라 / 出門望 出門望니 靑山은 萬重이오 綠水
 千回로다 / 이윽고 犬吠ㅅ 소릐에 白馬 遊冶郎이 넌즈시 도라드니 반가온 음이
無窮 탐탐야 오 밤 서로 즐거오미야 어늬 그지 이시리” <청김#543>, “待人難 待人
難 鷄三呼고 夜五更이라 / 出門望 出門望니 靑山 萬疊이오 綠水 千回로다 / 아마도
百難之中의 待人難인가 노라” <고금#266>



- 197 -

반면 풍대#278의 종장은 인유에 의존하지 않고 “엇지타”를 통해 오지 않는 임

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하여 배경을 묘사한 중장의 변화도

눈길을 끄는 바가 있다. 기존 작품에서의 ‘월영’은 ‘추월(秋月)’로 교체되며 스산

한 가을의 계절감을 전면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서술 역시 ‘은은함’에서 ‘분명

히 밝음’으로 교체되면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형상화된 ‘분명히 밝은 가을 달’의 존재는 종장의 ‘부재하는 임’과 대조되면서 내

면의 음영(陰影)을 부각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로써 풍대#278은 ‘대인난’을 반

복하였던 시가#029와 달리, 임을 향한 그리움이 자연에 대한 감각을 경유하여

점층되다가 끝내 “남의 ”를 끊는다는 비탄으로 종결되는 구성을 취하며 시상

의 흐름을 완결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처럼 풍아(대)에서는 시가에서 강조된
현장감과 즉흥성을 소거하는 대신, 작품 자체의 문학성을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면모가 확인된다.

한편, 시가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구성되는 과정에는 위의 경우들처럼

개별 작품의 일부가 변개된 경우 외에도, 기존 작품의 내용을 부연하는 시조가

새로이 추가되며 주제 구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
가에서 사행과 유람 경험을 다룬 작품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재구성 과정에서

지난 경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는 모습은 주목을 요한다.

풍아(대)의 사행시조 구간은 풍대#001∼풍대#013에 해당하여 총 13수의 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7수는 시가에 수록되었던 시가#151∼시가#157을 재
수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풍아(대)에서 추가된 것이다.3) 사행 체험을 다룬 작

품들은 시가 이전에 제작된 시별A·B의 시별#046∼시별051에서도 실려 있어,
초기에 편찬된 이세보 시조집에서 두루 확인된다.4) 이후 편찬의 방향성이 뚜렷

한 다른 시조집들에는 실리지 못하다가, 풍아(대)를 제작하는 시점에 와서야

다시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57년 10월에 동지사은정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체험을 토대로 창작된

사행시조는 연경(燕京)으로 향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여정을 기본 구도

로 하면서 대명의리(對明義理)를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시별A·B와 시가
3) 이 구간에서 시가의 시조를 재수록한 작품들은 풍대#001, 풍대#003, 풍대#007, 풍대
#008, 풍대#009, 풍대#012, 풍대#013이다.

4) 시별A·B에 있던 사행시조 5수가 시가에 재수록되었고, 여기에 시가#155와 시가
#157이 추가되어 시가의 사행시조 7수가 갖춰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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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초기 시조집에서는 연경에 도달하는 과정이 심양(瀋陽)을 거쳐 옥하관(玉河

關)에 이르는 것으로 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풍아(대)에
재수록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새로운 시조들이 대폭 추가되면서 대명의리가 보

다 강조되는 한편, 사행의 여정이 ‘청석령(靑石嶺)→심양→요동(遼東)→망해정(望

海亭)→산해관(山海關)→옥하관’으로 매우 구체화되고 있다.

앗갑다 명텬지(大明天地) 션우(單于) 이 되단 말가

표연(飄然)헌 의관문물(衣冠文物) 치발위쥬(薙髮僞主) 무샴 일고

언졔나 셩진(腥塵)을 쓰라치고 셩평(聖代太平) <시가#151/풍대#001>5)

돌마다 다 푸루니 쳥셕녕(青石嶺)이 이 아닌가

셜(白雪)은 만텬(滿天)한데 호풍(胡風)도 챰도 다

엇지타 당당의관(堂堂衣冠)의 셩진(腥塵)이 침노 <풍대#002>

풍대#001은 시가의 시조가 재수록된 것이고, 풍대#002는 풍아(대)의 시점

에 추가된 작품이다. 두 시조 모두 청에 대한 적개심과 대명의리를 강한 어조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행시조의 서사에 해당하는 풍대#001에서부터

과거-명을 의미하는 ‘대명천지(大明天地)’, ‘의관문물(衣冠文物)’, ‘성대태평(聖代太

平)’과 현재-청을 의미하는 ‘선우(單于)’, ‘치발위주(薙髮僞主)’, ‘성진(腥塵)’을 모

든 행마다 연쇄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강조된다. 여기에 이어진 풍대#002

는 청석령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효종이 병자호란 이후 볼모로 잡혀가는 길에

부른 것으로 알려진 시조6)를 인유하고, 의관문물과 성진의 대비를 재차 활용하

면서 청에 대한 적개심과 대명의리를 부각하고 있다.

이후 풍아(대)에서 추가된 풍대#004∼풍대#006에서는 ‘요동’, ‘망해정’, ‘산해

관’ 등과 같은 실제 지명들이 연달아 제시되며 사행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에 더해 “엇지타 무례쳥만이 이다지 편만”, “엇지타 고호풍이 예의를 몰나”,

“외외헌 명셩궐 셩진이 만졍일다”라는 구절들로 숭명배청 의식을 강조하는 경

향도 유의미하게 확인된다.

5)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작품이 먼저 수록된 시조집의 가번과 풍아(대)의 가번을 함께 기
재한다. 인용된 작품은 풍아(대)의 것이다.

6) “청석령 지나거냐 草河口ㅣ 어듸오 / 胡風도 도 샤 구즌비므스 일고 / 아므나
내 行色 그려 내여 님 계신 듸 드리고쟈” <청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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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풍아(대)에서 추가된 사행시조 작품에서는 시가에서는 드러나지 않

았던 개인적 수회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졀(使節)를 밧와 즁원(中原)의 과셰(過歲)니

미셩(微誠)이 동동(憧憧)여 북궐(北闕)를 모(思慕)로다

뉘라셔 형샹(形像) 그려다가 임 계신 데 <풍대#010>

달밤의 거름 것고 고원(故園)을 각(覺)니

쥬원모(周爰謨咨)야 타국(他國)의 손이로다

뉘라셔 일봉샹셔(一封上書)를 북당(北堂)의 젼(傳)헐숀가 <풍대#011>

풍대#010은 연군, 풍대#011은 사친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하여(고) ∼하

니 ∼하여 ∼로다”로 이어지는 통사구조와 “뉘라셔”라는 종장 첫 구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풍대#010에서 “즁원의 과셰니”라는

표현은 10월에 사행에 나섰던 이세보가 이국에서 해를 넘긴 일을 뜻한다. 이 시

조에는 시별A·B에 수록된 시별#051의 흔적이 감지되는바,7) 이를 적절히 참조

하면서도 “졀”, “즁원의 과셰”, “북궐”과 같은 표현을 전면에 내세워 사행의 상

황과 연군지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풍대#011 역시 ‘달밤의 걸음’이라는 구체적 행

위를 삽입하여 잠들지 못한 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들의 뒤에는 조선으로 귀환하는 내용의 풍대#012∼풍대#013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서 그리움이 강조된 추가 작품들로 인해 고국의 정경과 고향으로 돌

아오는 길이 더욱 애틋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시가의 사행시조 작품들 사이에 함께 배치된 작품들은 실제 사행 시
점이 아니라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 새로이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행
당시에 창작된 작품이었다면 유배 이전의 작품들을 두루 수합하였던 시별A·B
와 시가에 실리지 않았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의 작품들 및

그와 관련하여 새로 추가된 작품들로 구성된 풍아(대)의 사행시조 구간은 전

7) “우셜양뉴 이년슈는 날노 두고 이름이라 / 뉘  형샹 그려다 님 계신 데 젼여 쥬리
/ 아마도 식불감침불안은 나인가” <시별#051>. 그러나 시별#051과 풍대#010 사이에
는 제한적인 영향 관계만이 확인될 뿐이기에 동일 작품의 변개 양상이 아닌 별개의 작
품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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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에서는 대명의리를 부각하며 사행의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후반

부에서는 개인적 사정과 수회를 드러냄으로써 정서적인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흐

름을 갖추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사행 당시에 창작된 시가의 작품들이

실제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머물렀던 데 비

해, 풍아(대)에서는 해당 작품군 전체를 문학적 완성도가 갖춰진 연작으로 재

편하려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사행시조 작품군이 각 시조집 내에서 배치된 자리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풍아(대)에서 해당 작품들은 시조집의 첫머리인 풍대#001∼풍대

#013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래 시가에서는 가장 말미인 시가#151∼시가#157에

수록되어 있었다. 시가에서는 다른 주제들보다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던 작품들

이 풍아(대)에 와서 시조집의 첫머리를 담당하게 된 셈이다. 이는 각 시조집에

서 사행시조가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행 현장을 위주로

구성된 시가에서는 사행이라는 주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반

면, 풍아(대)에서는 해당 주제가 작가 자신의 신념과 윤리적 태도를 잘 보여준

다는 판단 하에 시조집의 선두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8) 이에 더하여 작품

군 전체의 문예적 완성도가 제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련의 사행시조는 풍
아(대)의 선두 자리에 배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풍아(대)의 유람 관련 구간인 풍대#214∼풍대#235 역시 시가의 작품

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재수록 과정에서 관련된 작품들이 대거 추가된

양상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9) 풍아(대)에서 추가된 작품 중 가장 눈길을 끄

는 것은 이 구간의 가운데에 배치된 풍대#220∼풍대#229이다. 해당 작품들은 속

리산 서쪽의 속리사(俗離寺)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상화하고

있어 ‘속리산 유람 연작’이라 지칭할 수 있다.

쇽니샨(俗離山) 무한경(無限景)을 곡곡봉봉(曲曲峯峯) 져보니

쟝숑(長松)은 낙낙(落落) 긔암(奇巖)이요 간슈(磵水)난 쟌쟌(潺潺) 두견(杜䳌)이라
아마도 호즁명샨(湖中名山)은 예인가 <풍대#221>

8) 이러한 양상은 다른 시조집들의 서두에 역시 윤리적 성향을 띤 작품들이 배치되었던
경향과도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본고 Ⅱ장 2절 참고.

9) 이 구간에서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시조는 풍대#215∼풍대#219, 풍대#230∼풍대
#2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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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염쥬(百八念珠) 목의 걸고 쳘쥭쟝(鐵竹杖) 숀의 들고

뎐지도지(轉之倒之) 나려오며 합쟝(合掌)여 문안(問安)니

아마도 쇽니(俗離寺) 노쥬승(老主僧)인가 <풍대#222>

즁아 말 무러보 네 졀 됴흔 말를 듯고

심일경(行尋一逕) 져오니 경(景槩) 됴곰 일너 쥬렴

그즁(中)이 답(對荅)되 쇼승(小僧)만 르쇼셔 <풍대#223>

풍대#221은 산세 전체를 조망하는 가운데 장송과 기암의 형상을 간수(磵水)

및 두견의 소리와 병치함으로써 시각과 청각에 두루 미치는 속리산의 아름다움

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진 풍대#222에서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노주승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풍대#223에서는 그 승려와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

다.10) 이처럼 풍아(대)에서 추가된 작품들은 경치 묘사뿐 아니라 도중에 마주

한 인물과 대화하는 장면까지 삽입함으로써 유람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후로 이어진 시조들에서도 학소대와 상원암, 복천암 등의 구

체적 장소들을 배경으로 지로승(指路僧)을 앞세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이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 시조는 원래 시가에 다른 유람 시조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으나 풍
아(대)에서 속리산 유람 연작의 바로 뒤에 배치된 작품으로, 그간의 사찰 유람

을 돌아보는 내용에 해당한다.

쇼찰(大小寺刹) 보왓더니 복경(北京) 보니 허(虚事)로다

부텬셰(浮天勢) 오층(大五層) 법당(法堂) 층층벽벽(層層壁壁) 만불(萬佛)일다

아마도 관어난위슌(觀扵海者難爲水)가 <시가#124/풍대#230>

10) 이 작품에서 중에게 길을 묻는 부분은 청구영언(김천택본)을 포함하여 다수 가집에
수록된 다음 작품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물 아레 그림자 지니 리 우희 이 간다
/ 져 아 게 서거라 너 가 듸 무러보쟈 / 손으로 흰 구룸 르치고 말 아니코 간다”
<청김#455>. 이 작품은 대개의 가집에는 작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주본(星州本)
송강가사(松江歌辭)에 거의 유사한 작품(송성#072)이 수록되어 있어 정철의 작품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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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의 ‘대소사찰’은 속리사를 포함하여 앞서 풍대#214∼풍대#229의 유람시조

구간에서 언급된 사찰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여기서 이세보는 자신이 다녔던

자국의 명승들을 예찬하기 위해 북경으로의 사행 체험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미

조선의 사찰 고적을 두루 견문한 바 있던 자신으로서는 북경의 경관을 보는 것

이 허사라 할 만큼 감흥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11) 본래 시가에서는 초장의

후구가 “북경 간 이 허로다”로 되어 있어 조선의 사찰들을 놔두고 승경을 보

려 북경을 방문한 사람에게 그 일이 허사였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는데,12) 풍아
(대)에서는 작가 자신이 직접 북경을 보고 온 경험을 드러내는 쪽으로 바뀐 부

분이 흥미롭다.

풍대#230 중장의 ‘대오층 법당’과 ‘만불’의 모습은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에 위

치한 목조 오층 건물인 팔상전(捌相殿)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내용이 풍아(대)에서 신출한 속리산 유람 연작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시가의 유람시조가 풍아(대)의 유람 관련 구간
으로 재구성된 과정을 유추해본다면, 속리산 유람 연작 10수가 새로이 추가된

뒤, 원래는 다른 자리에 수록되어 있던 시가의 속리산 관련 작품(시가#124/풍

11) 이세보의 사행시조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풍대#230에 대해 “자국에서 크고 작은 사찰들
을 보았지만 북경에 비하면 ‘허’라는 것”이며 “북경 사찰들의 거대한 규모와 위세가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김윤희, 앞의 논문, 2015, 19-20면). 나아가 중국의
‘사찰’이 중화가 계승된 곳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억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작가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논했듯 풍대#230은 자국의 사찰들에 비해 북경의 경관이 보잘 것 없음을 강조한 작품
이다. 특히 중장의 묘사는 중국의 사찰이 아니라 바로 앞에 배치된 속리산 유람 연작과
긴밀하게 연계된 내용으로, 오층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법주사 팔상전
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세보가 앞서 살핀 사행시조에
서는 물론, 다른 유람시조에서도 줄곧 청에 복속된 중국의 경관과 문물들을 비하하면서
예외 없이 자국의 풍광들을 예찬하였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풍대#230의
바로 뒤에 위치한 풍대#231의 종장은 “아마도 금능(金陵)이 불여강샨(不如此江山)을”
과 같이 남경(南京)에 해당하는 금릉이 자국의 풍광만 못하다 하였고, “연경(燕京)의 유
람고 연광졍(鍊光亭) 다시 보니”로 시작되는 풍대#232에서 역시 연경의 승경보다 우
월한 평양 연광정의 형상을 찬탄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풍대#230에
대하여 중국의 사찰을 자국의 것보다 우위에 둔 예외적 사례로 해석한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12) 시가#124의 “북경 간 이”는 일견 ‘북경 가니’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이세보 시조집 전
체에서 ‘가니’로 쓰여야 할 부분이 ‘간이’로 표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북경에 간 이(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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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230)이 그 뒤로 재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신출 작품들이 기

존의 작품들과 위화감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풍아(대)의 유람 관련 구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
에 먼저 수록되어 있던 작품들은 다양한 장소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되 특정 승경

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풍류를 단편적으로 담아냈다는 인상이 강하다. 반면, 풍
아(대)로의 재수록 과정에서 추가된 작품들에서는 승경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도중에 마주한 인물과의 대화를 삽입하는 등, 유람의 경험 자체를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는 지향이 확인된다. 이처럼 유람을 다룬 풍아(대)의 주제 구간은

앞서 살핀 사행시조 구간과 같이, 풍류성이 짙었던 시가에서보다 작가 자신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식을 구심에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시가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폈다. 이 과정
에서 이세보는 풍류 현장을 직접적으로 환기하거나 즉흥적으로 여겨질 만한 요

소들을 소거 내지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작품들 사이에 관련된 시조들을 새로

추가하면서 지난 경험에 구체성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자연스러운 시상의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던 시가에서와 달리 이를 문학적으로 재편하여 해당 구간을 완성도 있는 연
작으로 조직하려 하였던 풍아(대) 편찬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예성에 주안을 두고 선행 시조집을 재편하는 양상은 별풍아의 재구성 과정

에서도 주요하게 나타나는바,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시적 상황과 심리의 구체화

풍아(대)에는 별풍아의 수록작 중 2수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재수록되어

있다.13) 해당 시조들은 풍류와 관련된 여러 주제 구간에 분포되었으나 그중에서

13) 풍아(대)에서 제외된 작품은 별풍#075와 별풍#139인데, 이중 별풍#075는 별풍아의
단독수록 작품이며, 별풍#139는 시별A·B와 시가에도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각 시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오동 반셕샹의 칠현금셩 경로다 / 연어욍셩 고은 소 야
심 달리로라 / 지금의 단샨봉이 이 아닌가” <별풍#075>, “벽오동 시문 즌 봉황
올가 엿더니 / 의업는 져 오쟉이 로 나러든다 / 동야 오쟉 날녀라 봉황 오
게” <별풍#139>. 이 두 시조만이 풍아(대)에서 누락된 까닭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
만 별풍#075의 경우, ‘단산채봉(丹山彩鳳)’이라는 표현에 빗대어 ‘채봉’이라는 기녀를 예
찬한 이 작품이 기녀들의 재예를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찬미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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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애정과 관련된 구간에 배치된 경우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작품들 사이에 새로운 작품을 투입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확장하고 화

자의 심리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주목된다. 기존 내용과 관련된

신출 작품이 추가되는 방식은 앞서 시가의 경우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

나 별풍아의 작품들은 몇 수의 작품들이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매우 유기적
으로 결속된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바,14) 이 사이에 새로운 작품이 틈입된

다는 것은 단순한 내용의 부연을 넘어 유기적 질서의 재구축을 통한 시상과 주

제의 변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몸이 시비(是非) 업시 강호(江湖)를 져가니

모르는 져 구(白鷗)는 쟘 여 나지 마라

우리도 진셰(塵世)를 잇고 너를 둇 <별풍#002/풍대#158>

신(此身)이 무용(無用)여 강호(江湖)의 누엇쓰니

구(白鷗)로 이웃 샴고 어옹(漁翁)으로 화답(和荅)이라

엇지타 결 셰샹(世上)의 말리 만어 <별풍#003/풍대#159>

오호(五湖)의 를 여 챵낭(滄浪)을 희롱(戯弄)니

갑 업슨 풍월(風月)이요 시비(是非) 업는 일신(一身)이라

동(童子)야 돗 다러라 뎡쳐(定處) 업시 <풍대#160>

한가(閑暇)헌 경(景)을 보려 강져(江渚)의 회(徘徊)니

무졍(無情)헌 져 구(白鷗)는 날 보고 나지 마라

지금(至今)의셩셰우로(聖世雨露) (生涯)키는네나나 <별풍#004/풍대#161>

별풍아에 별풍#002∼별풍#004로 연속 배치되었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

수록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풍대#160이 삽입되었다. 기존에 별풍아에 실려 있

던 세 시조 풍대#158, 풍대#159, 풍대#161은 강호를 찾아 노니는 과정을 연속적

풍류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정도를 상정해볼 수 있다. 별풍#139의
경우는 별풍아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 이 역시 ‘봉황’과 ‘오작’을 반복하는
구성이 다른 작품들보다 작품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14) 관련해서는 본고의 Ⅲ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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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읊은 것으로 매우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각 수는 초장에서 화자의

행위를 제시하고 중장에서 ‘백구(白鷗)’와의 관계를 드러낸 뒤 종장에서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구성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백구’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세 수를 결속하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풍대#158에서 강호를 찾아간 화자가 처음 마주한 대상은 “모르는 져 구”이

다. 여기서의 백구는 누가 강호를 찾아온 것조차 모르는 존재로, 화자는 그와 교

감하기보다 그 한가로움을 좇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다음 풍대#159에

서 화자는 강호에 ‘누워있는’, 즉 강호에 안착한 상태에 이른다. 이제 백구는 화

자의 ‘이웃’으로 표현되고, 은일의 삶을 표상하는 어옹 역시 화자와 화답을 나누

는 존재로 등장한다. 동시에 화자는 진세(塵世)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게 된다.

이어진 풍대#161에서 강 주변을 배회하던 화자는 백구에게 자신을 보고 날지 말

라는 주문을 통해 그의 한가로움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뜻을 재차 표현하고 있

다. 화자가 백구를 마주하는 이 대목은 첫 수인 풍대#158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종장의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이 내포한 의미는 매우 다르게 읽힌다. 앞에서의 백

구가 ‘추구’의 대상이었다면, 풍대#161에서의 백구는 성세(聖世)의 우로(雨露) 덕

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 자신과 ‘동류’인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종장의 “네나 나”는 백구에 대한 화자의 일체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별풍아의 별풍#002∼별풍#004를 재수록한 풍대#158, 풍대#159, 풍대#161은 본

래 진세를 피해 강호를 찾아온 화자가 태평성대라는 정세 인식을 통해 ‘백구’와

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연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세보는 이 작품들을 풍아(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풍대

#160을 삽입하고 있다. 이 시조가 전후에 위치한 작품들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

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오호(五湖)는 은거지를 상징하면서 앞 작품인 풍대#159

의 “강호의 누엇쓰니”와 관계하고, ‘창랑’을 희롱한다는 구절은 역시 앞 작품의

“어옹으로 화답이라”와 연결되는바,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서 어부가 불렀

던 ‘창랑가(滄浪歌)’를 연상케 한다. 작품은 풍월의 정취를 만끽하며 시비에 얽매

일 것 없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을 기존의 작품들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가로움은 다음 작품인 풍대#161에서 화자가 자신

을 둘러싼 세계를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백구와 일체감을 느끼는 과정에 개연성

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연결이 시도되는 동시에, 배를 띄워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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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면을 통해 동적인 풍류를 내포한 풍대#160의 삽입은 강호와 강저를 중심으

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정적인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변주하고 있다. 새로운 작

품의 틈입을 통해 정서적 흐름상의 개연성을 강화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효과

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결속된 작품들 사이에 새로운 시조를 삽입하는 방식은 별풍아의 작품

들이 풍대#095∼#140과 풍대#348∼#398에 해당하는 풍아(대)의 애정시조 구간

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밤은 샴경경(三更四更) 되고 오만 임은 쇼식(消息) 업다

이 를 알 냥이면 졔 졍녕(丁寧) 오련마는

엇지타 무졍가인(無情佳人)이 남의 쇽 몰나 <별풍#011/풍대#105>

침침(沈沈) 야삼경(夜三更)의 등(燈) 일코 길 이른 안과

젹젹(寂寂)키 홀노 안져 그린 임 못 보는 안을

지금(至今)의 각(生覺)면 뉘 나은지 <풍대#106>

셜분분황혼시(白雪粉粉黃昏峕)의 화쟝(梅花欌)의 퓌는 과

샴경쵹(三更燭下) 각즁(生覺中)의 긔약(期約) 업시 오는 임은

아마도 알심 업고 모르련이 <별풍#012/풍대#107>

쵸경(初更)의 오마든 임이 샴경(三四更)의 도라드니

인난(待人難) 망(責望) 헤 슐 (醉)코 화회(和會)로다

엇지타 쳥누가인(青樓佳人)이 졍(情) 어려워 <별풍#013/풍대#108>

위의 시조들 중 별풍아에 실려 있던 3수는 본고의 Ⅲ장 2절에서 기약 없이

상대를 기다리는 인물의 심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한 작품으로 논한 바

있다. 이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작품인 풍대#106

이 삽입되었다. 이 시조는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던 화자의 상황과 그의 어지러

운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까닭을 그가 약조를

잊었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오는 길에 겪고 있을 어려움 때문으로 여기고 있

다. 이는 유정(有情)에 대한 기대와 임에 대한 걱정이 섞인 마음 상태를 보여준

다. 그러나 화자는 곧 등 잃고 길 잃은 이의 암담함과 홀로 앉아 있는 자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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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견주면서, 임의 마음과 행로 전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버린

자신의 내적 고통을 감지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새로 삽입된 풍대#106은 상대에 대한 기대와 걱정, 홀로 남은 이의 고

독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포착해내면서, 소식 없는 임을 기다리는

풍대#105와 그에 대한 야속함을 토로한 풍대#107의 사이의 어지러운 심리를 심

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새 작품이 투입된 풍대#105∼풍대#108은 별풍아
에서보다 청루가인의 심리를 더욱 섬세하고 복잡한 것으로 형상화하게 된다.

관련하여 바로 뒤의 작품인 풍대#108의 종장이 별풍아에서의 “아마도 졍 어
렵기는 쳥누가인인가”(별풍#013)에서 “엇지타 쳥누가인이 졍 어려워”(풍대#108)

로 변개되었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별풍#013의 종장이 ‘아마도’로 시작되어

자신의 감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 ‘엇지타’로 시작된 풍대#108의

종장은 상대와 화회(和會)하는 중임에도 ‘정 어려운’ 청루가인의 처지에 대한 자

탄적인 심회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늙고 병(病)든 나를 무졍(無情)이 반(背反)니

가기는 가련이와 나는 너를 못 잇노라

엇지타 홍안(紅顔)이 발(白髮)를 이다지 마다 <별풍#026/풍대#122>

당쵸(當初)의 몰나면 이별(離別)이 웨 잇스며

이별(離別) 될 쥴 아럿스면 당쵸(當初)의 졍(情) 업스련이

엇지타 셰샹인심(世上人心)이 시둉(始終)이 달나 <풍대#123>

이팔시졀(二八時節) 고은 도(態度) 과이 밋고 랑 마라

광음무졍(光陰無情) 네 홍안(紅顔)이 발공도(白髮公道) 쟘간(暫間)이라

아마도 동원도리편시츈(東園桃李片時春)인가 <별풍#027/풍대#124>

이 작품들은 늙고 병든 남성이 자신을 떠나간 젊은 여성에 대한 감정을 토로

한 것으로, 별풍아에 수록되었던 풍대#122와 풍대#124에 대해서는 역시 앞서

논한 바다. 그런데 중간에 삽입된 풍대#123은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정을 준 데

대한 후회에서 시작하여 세상인심에 대한 탄식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마음의 응

어리를 내적으로 끌어안기보다 자기 외부로 전환하면서 해소하려는 화자의 모습

을 보여준다. 원래 별풍아에서는 상대에 대한 절절한 연심을 토로하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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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026/풍대#122) 젊음을 자랑 말라고 권계하는 장면으로 직접 이어져 있었는

데(별풍#027/풍대#124), 풍대#123을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두 작품 사이에 놓인

정서적 비약이 어느 정도 메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작품의 삽입은 작중 인물의 심리를 구체화하는 한편으로 작품

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추가하며 시적 맥락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오동(梧桐)이 낙금졍(落金井)니 젹벽츄월(赤壁秋月) 경(景槩)로다

비금(翡翠衾) 샹몽(相思夢)은 알니로다 네나 나

엇지타 임 그려 난 병(病)은 약(藥)도 업셔 <별풍#097/풍대#353>

도 가고 봄도 가고 샴(三夏)가  지나니

졍녕(丁寕)이 오만 긔약(期約) 몃 광음(光陰)을 허숑(虚送)인고

엇지타  안닌 한 이별(離別)리 샹봉(相逢) 느져 <풍대#354>

임아 야쇽(野俗)다 날더럴낭 말를 마쇼

단풍(丹風)이 다 진(盡)토록 일셔신(一字書信) 업단 말가

밤즁(中)만 우는 홍안(鴻鴈) 번연(畨然)이 날 쇽인가 <별풍#098/풍대#355>

옛 이른 말리 어안(魚鴈)이라 엿건만

고금(古今)이 부동(不同)니 긘들 둉둉(種種) 울숀가

아마도 고진감(苦盡甘来)라 니 슈히 볼가 <별풍#099/풍대#356>

이 시조들은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심경을 연달아 노래한 것으로, 선행연구에

서는 풍대#353의 시간적 배경인 가을부터 시작되어 풍대#354에서 봄과 여름을

거친 뒤, 풍대#355에서 다시 가을로 돌아오는 계절적 순환을 보여준다고 파악된

바 있다.15) 그런데 각 작품의 수록 양상을 보면 별풍아에는 중간의 풍대#354

15) 기왕에 풍대#354는 초장의 “샴(三夏)”가 ‘유배지에서의 삼년’으로 해석되면서 애정시
조의 가면을 쓴 연주지사, 혹은 유배지에서 해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으로 파
악되어 왔다(박노준, 앞의 논문, 1994, 253면; 윤정화, 앞의 논문, 15면). 반면 손정인은
이러한 독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작품인 신도#083에서도 “샴츄”라는 표현이 등
장하는데 내용상 그 의미를 ‘삼 년’이 아닌 ‘가을의 석 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풍대#354의 “삼” 역시 ‘삼 년’이 아닌 ‘여름의 석 달’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풍대#353∼풍대#356을 계절적 추이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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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세 시조만이 실려 있었던바, 그 계절적 배경은 모두 가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풍아에서 이 작품들은 가을의 쓸쓸한 심사를 형상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풍아(대)로 재수록하는 과정에는 작품들 사이에 봄과 여

름의 경과를 제시한 풍대#354가 삽입되었던바, 이로써 풍대#353∼풍대#356은 별
풍아에서와 달리 시점이 어느 한 계절에 고정되지 않은 채 사계절의 흐름과 오
래된 기다림이라는 맥락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못 보는 님을 이져 무방(無妨)것마는

든 졍(情)이 병(病)이 되여 로느니 간쟝(肝膓)이라

엇지타 유됵(有足)이 무됵(無足)갓치 샹불견(想思不見) <별풍#018/풍대#119>

이 몸이 이 되여 임의 침샹(枕上) 넌짓 가셔

분명(分明)이 현몽(見夢)면 놀나 여 반기련이

엇지타 슈심(愁心)의 못 이론 쟘이 그도 어려 <별풍#019/풍대#120>

시(生時)의 그린 임을 몽즁(夢中)의 쟘간(暫間) 만나

만단졍회(萬端情懷) 다 못고 계명셩(鷄鳴聲)의 놀나 니

졍녕(丁寕)이 왓든  번년(畨然)이 날 쇽인가 <풍대#121>

별풍아에는 앞의 두 작품만 연속되어 있었으나 풍아(대)에서 마지막 작품

이 추가되었다. 원래의 두 시조에서 화자는 임을 볼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하며

꿈이라는 수단을 떠올려보지만 결국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

하고 만다.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결국 임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삽입된 풍대#121은 앞 작품에서 상상했던 꿈에서의 상봉이 이

루어진 상황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꿈속에서 잠시나마 임과 재회한 화자는,

그러나 정회를 다 풀어내기도 전에 새벽 닭소리에 놀라 깨고 만다. 임이 왔던

자취는 이제 온데간데없고 화자는 임의 부재를 오히려 이전보다 절실하게 자각

하게 된다. 이처럼 별풍아에 실렸던 두 시조가 재회 불가능한 현실과 꿈이라

는 가능성만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면, 추가된 풍대#121은 꿈을 통한 상봉을

사(想思)의 깊은 정을 읊은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손정인, 앞의 논문, 244-245면). 본
고 역시 작품들의 연계성을 근거로 할 때 손정인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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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다시 무정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써 현실에서 꿈을 거쳐 다시 현실로 회귀하는 구성이 완성되고, 이별한 인물의

비통함은 이전보다 배가되기에 이른다.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부분은 풍대#119 종장의 시어 변화이다. 이 시조의 종

장은 별풍아에서는 “엇지타 유졍이 무졍갓치 샹불견”로 되어 있다. 풍아
(대)에 수록되면서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이 유족(有足)과 무족(無足)으로 바

뀐 것이다. 임에게 갈 수 없으니 ‘발이 있어도 발이 없는 것 같다’는 풍아(대)
의 표현은 별풍아에서보다 감각적일뿐만 아니라 꿈에서라도 임의 침상으로 가

고 싶다던 앞 작품 풍대#120의 소망과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별
풍아의 시조가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작품이 추가됨과 동시에 그

에 어울리도록 기존 시조의 일부가 수정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풍아(대)에서 인물의 심리를 비롯한 시적 상황이 구체화되는 양상은

별풍아의 주요 화두였던 불안한 관계와 그 조건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섬세

하게 구현하면서 주제적 지향을 심화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오는 친(親)구 졉(待接)니 연(自然)이 겨를 업고

각(各宅) 지(牌) 무셔워 걸구걸(哀乞苟乞)고 나니

지금(至今)의단야샴경(短夜三更) 느진졍(事情) 들어이 <별풍#014/풍대#114>

오경(五更) 샴졈(三㸃) 쳣 마치의 가노라 이러나니
품 안의 다졍(多情)튼 임이 다시 보니 무졍(無情)다

아마도 보 후(後)의 쟘들기 어려 <별풍#015/풍대#115>

품 안의 임 보 후(後)의 펼친 이불 모와 덥고

다시 누어 각(生覺)니 허황(虚荒)헌 일리로다

아마도 인간지란(人間之難)은 남의 님인가 <풍대#116>

이 시조들 중 별풍아에 실려 있던 풍대#114와 풍대#115는 늦게 온 까닭을

변명하는 남성과 그런 그가 일찍 떠난 것에 대해 야속해하는 여성의 입장을 차

례로 표현하였다고 논했던 바다. 여기에 추가된 풍대#116은 작중 시간을 이별

이후로 확장하면서 홀로 남겨진 여성의 행동과 심경을 집중 조명한다. 다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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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간밤의 만남과 헤어짐을 생각하던 여성에게 이 사랑은 ‘허황한 일’로 인식되

는데, 그 까닭은 상대가 ‘나의 임’이 될 수 없는 ‘남의 임’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녀의 슬픔이 겉으로는 평범한 이별 때문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관계를 야기한 조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각을

내포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이세보는 인물의 불안한 심리와 그 근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별풍아의 주요 관심사인 관계를 방해하는 조

건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

졍여교칠(情如膠漆)이요 의동단금(義同斷金)이라

오날를 아럿면 깁흔 즌 안 두련이

엇지타 랑  이별(離別)리 워 <별풍#033/풍대#134>

뉵녜(六禮) 업시 만난 연분(緣分) 이별(離別)이 다 나

오날날 이 경(景色)은 다시 못헐 일리로다

동(童子)야 슐 부어라 가는 임 권(勸)케 <별풍#034/풍대#135>

타든 말 머무르고 숀 잡고 다시 안져

다졍(多情)이 이른 말이 우지 마라  쇽 탄다

지금(至今)의 은원(慇寃) 업시이별(離別) 되니슈히볼가 <별풍#035/풍대#136>

이 몸이 무샴 (罪)로 챵가녀(娼家女子) 되여 나셔

졍(情)드려 못 잇는 낭군(郎君) 이별(離別)이 어이 져

두어라 젼(前生事)니 후(後生)의나 <풍대#137>

별풍아에 실려 있던 풍대#134∼풍대#136은 남녀가 이별하는 상황에서 떠나

는 남성의 다정한 위로로 끝을 맺고는 있으나, ‘육례 없이 만난 연분’이라는 조

건에 얽매여 ‘쉬운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근원적인 불안이 해소되

지는 못한 것으로 논한 바 있다. 이러한 불안이 별풍아에서는 잠재된 형태로

남아있던 반면, 풍아(대)에서는 풍대#137의 추가를 통해 밖으로 표출되고 있

다. 남성의 다정한 말로 마무리된 별풍아와 다르게 풍아(대)의 마지막 부분

에는 자신의 괴로움과 불안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여성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바람은 남성의 말처럼 ‘쉬이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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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이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그녀는 ‘창가여자(娼家女子)’라는 신분으로 인해

자신의 바람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바, 결국 이번

생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말을

맺고 만다.

한편, 별풍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서로의 속을 헤아리는 일의 어려

움과 그로 인한 관계의 불안에 대한 문제 역시, 풍아(대)의 신출 작품을 통해

심화된 형태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한 번(畨) 보고 두 번(畨) 만나 쳥츈(青春)이 샹합(相合)이라
발환흑(白髮還黑) 구든 셰(盟誓) 이갓치 허황(虚荒)랴

엇더한 경박(䡖薄者)를 다시 각(生覺) <풍대#130>

풍뉴번화(風流繁華) 다 버리고 일부둉(一夫從死)난 나를

(罪) 업시 의심(疑心)니 원심(㤪心)인들 아니 날가
아마도 이 말른 유졍낭군(有情郎君) 졍(情) 닷톰인가 <풍대#131>

이 시조들은 풍아(대)의 애정시조 구간에 새로 추가된 작품이다. 유기적으로
결속된 작품들 사이에 틈입된 사례는 아니지만, 재수록된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별풍아의 시적 관심을 발전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의 기본 구도는

동일한 상황에 대한 남녀 간의 상이한 입장을 각기 비추는 것이다. 풍대#130의

화자는 늙을 때까지 함께 하자던 맹세가 허황하다고 탄식하는 남성인데, 그는

상대방을 향해 ‘어떠한 경박자(輕薄子)를 또다시 생각’하는지 물으면서 자신 외

에 다른 이를 만난 것에 대한 비난을 감추지 않는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상대 여성의 대답은 억울함으로 가득하다. 풍대#131의 화자

는 스스로를 ‘풍류번화 다 버리고 일부종사하는 나’로 규정하는 여성이다. 이 대

목은 이 여성이 과거에는 ‘풍류번화’를 누릴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은 물론, 현재의 ‘일부종사’가 손쉬운 선택이 아니라 ‘풍류번화’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박자를 생각한다며 자신을 의

심하니 상대에 대한 원망까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성은 이

러한 감정을 더 밀고나가기보다, 자신을 향한 의심의 말이 유정한 낭군이기에

가능한 애정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여기에는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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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마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해 보려 애쓰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위 시조들은 서로 간의 몰이해 내지 오해가 관계의 균열을 야기하는 장면을

전보다 첨예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세보는 풍아(대)에 추가된 또 다른

작품들에서 관계의 갈등을 맞닥뜨린 인물들의 욕망,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

리는 일의 중요성을 ‘속 아는 임’이라는 시어에 집약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쵸식(艸食)을 먹을망졍 쇽 아는 임을 러

이별(離別) 두 (字) 듯지 말고 년동낙(百年同樂)  리라

엇지타 셰샹(世上)의 마음 알  젹어 <풍대#096>

여기서 화자는 초식을 먹는다 해도 ‘속 아는 임’을 따라 이별 없이 백년동락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어려운 일로만 여겨지는데,

세상에는 그처럼 자신의 ‘마음을 알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무단(無端)이  보고   달더니

월미심(月未深) 일미긔(日未幾)의 못 샨다니 웬 말이요

엇지타 경박낭군(䡖薄郎君)이 졍(情) 어려워 <풍대#132>

 평(平生) 원(願)기를 금의옥식(錦衣玉食) 다 마다고

쇽 아는 임을 둇 이별(離別) 업시 니

엇지타 인졍(人情)이 실슈(失手)여 이 토심(吐心)을 <풍대#133>

풍대#132의 여성은 상대가 애원하여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해버린 데 대한 당황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경박낭군’

이 야속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실속 없는 말만 믿고 정을 준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법하다. 그의 복잡한 심정은 풍대#133에 와서 소망하던 삶과 현실과의 괴

리로 인한 설움으로 이어진다. 화자에게 평생의 바람이란 ‘금의옥식’을 마다하더

라도 ‘속 아는 임’을 좇아 이별 없이 사는 것이다. 앞의 풍대#096이 이러한 소망

실현의 어려움을 일반론의 형태로 드러냈다면, 풍대#132∼풍대#133에서는 상대의

변심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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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별풍아가 풍아(대)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폈다. 여기서는 유기

적으로 연계된 기존의 작품들 사이에 새로운 작품이 틈입되는 경우가 특징적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이세보는 관계의 균열을 마주한 인물의 심리를 보다

섬세하게 묘사하거나 작중 배경과 같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별풍아의 주된 화두였던 관계의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제

기하는 추이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는 시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풍아(대)에
서 선행 시조집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문예성의 확충을 기하려는 의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개인 체험의 보편적 향유를 위한 정비

앞서 살핀 시가 및 별풍아와 달리, 신도일록이 풍아(대)로 재구성된

경우에는 구절의 변개나 새 작품의 틈입 등과 같은 재편이 자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풍아(소)의 경우에 더 확고히 나타나서, 오기(誤記)가

교정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이 본래의 내용 그대로 풍아(대)에 수록

되어 있다. 이는 연행 현장과 분리되어 시로서의 지향이 부각되어 있던 신도일
록과 풍아(소)의 수록 작품들이 풍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되었던

경우와 다른 범주로서 취급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신도일록의 경우에는 재구성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

들이 포착된다. 먼저, 신도일록 수록 작품들이 각기 다른 주제 구간으로 나뉘

어 편입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도일록에는 유배객으로서

의 감회를 다룬 작품과 교훈적 성향을 띤 작품이 공존하고 있는데, 풍아(대)에
서는 두 계열이 유배(풍대#162∼풍대#213)와 도덕 관련 구간(풍대#246∼풍대

#265)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교훈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나 신
도일록이라는 시조집의 맥락에서는 타인을 향한 훈계가 아니라 작가가 자신의

내적 결여를 돌아보는 ‘자기성찰 시조’로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

했던 것은 신도일록 내에서 해당 작품들이 작가의 내밀한 심경과 고민을 다룬
작품들과 혼재되어 있어, 배치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유배객으로서의 자기 인식

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아(대)에서 이처럼 교훈적인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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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작품들은 유배 관련 작품들과 완전히 분리 배치됨으로써 신도일록에서의
자기성찰적 의도가 탈색된 채 도덕적 구간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신도일록에 수록된 일련의 자기성찰 시조는 신지도에서의 유배라는 개인적 현
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풍아(대)에서는 이와 같

은 개인적인 의미가 배후로 물러나고 보다 보편적인 성격의 작품군으로 재편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배 경험과 밀착되어 있는 작품들이 재수록된 양상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쉽게 예상되다시피 풍아(대)에서 유배시조 구간은 대부분 신도일록
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16) 그런데 해당 구간의 초반에 배치된 작품들을 살

펴보면 두 시조집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신도일록의 전반부에는

성인 도덕을 다룬 서두격의 작품 이후,17) 처음 유배형이 결정되어 신지도로 내

려오게 된 과정을 다룬 작품들과 심신의 괴로움을 드러낸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

다. 반면 풍아(대)의 유배시조 구간에는 충효에 대한 의식이 전면화된 작품들,

즉 임금에 대한 연모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 작품들(풍대#163∼풍대

#175)이 초반에 수록되어 있어, 유배길에서 겪은 개인적인 체험과 그로부터 촉발

된 감정을 우선시하였던 신도일록의 양상과 상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배라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신도일록과 풍아(대)의 초점이

달라져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풍아(대)에 수록되지 않고 누락된 신도일
록의 작품들이 주목된다. 해당 시조들은 특정 인물과의 사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18) 유배객으로서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비극적 인식을 특히 강하게 표출

하고 있다.19) 이들을 풍아(대)의 유배시조 구간에 재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배 당사자로서의 고유하고도 강렬한 감정을 핍진하게 재현하였던 신도일록
16) 해당 구간에 속한 유배시조는 총 52수이며 이중 신도일록의 시조를 재수록한 작품
은 46수이다. 나머지 6수 중 4수(풍대#164, 풍대#165, 풍대#166, 풍대#168)는 신출 작품,
2수(풍대#199, 풍대#213)는 시가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이다.

17) 윤리적 성향의 작품을 시조집의 첫머리에 배치하는 경향은 신도일록 외의 다른 이
세보 시조집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관련하여 본고 Ⅱ장 2절 참조.

18) 다음과 같은 작품이 해당한다: “쳘 업는 져 호길아 됴셕을 걱졍마라 / 포식경난 각
고 긔장폐의 모른 다 / 지금의  로 너 둇 불샹” <신도#045>, “쳔니에 다려
온 인 로 치고 각니 / 졔 샹은 고고 측은지심 측냥업다 / 과를 위미
니 후일 볼가” <신도#085>

19) 대체로 신도일록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신도#081∼신도#090의 작품 대부분이 이에 해
당한다. 관련하여 본고의 Ⅳ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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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유배라는 체험을 보편화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도일록이 풍아(대)의 유배시조 구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는 일

부이긴 하나 기존의 작품과 연계된 작품들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해당

작품들은 겉으로는 신도일록의 작품들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유배객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츄풍(秋風)의 오는 홍안(鴻鴈) 한냥쇼식(漢陽消息) 네 알니라

구즁궁궐(九重宮闕) 우리 금쥬(今主) 만슈무강(萬壽無疆)시드냐

엇지타 쳔니고둉(千里孤踪)이 츄안(秋鴈)을 부러 <신도#026/풍대#167>

됴셕(朝夕)의 뫼시든 임을 샴년(三年)을 못 뵈오니

목셕간쟝(木石肝膓) 아니여든 침식(寢食)이 온젼(全)랴

지금(至今)의 벽쳘니(碧海千里) 머럿스니 그를 셔러 <풍대#168>

남풍(南風)의 가는 구름 한냥쳔니(漢陽千里) 우리라

고신(孤臣) 눈물 다가 임 계신 데 려 쥬렴

언졔나 우로(雨露)를 입와 환고향(還故鄕)을 <신도#027/풍대#169>

위의 사례는 신도일록의 작품이 풍아(대)에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풍대

#168이 중간에 틈입된 경우이다. 신도일록에 연달아 배치되어 있던 풍대#167과
풍대#169는 여러 측면에서 짝을 이룬 작품들이다. 두 시조는 각각 ‘추풍에 오는

홍안(鴻雁)’과 ‘남풍에 가는 구름’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풍대#167

에서는 한양에서 온 기러기에게 임금의 소식을 묻고 풍대#169에서는 한양으로

가는 구름에게 자신의 심경을 전해 달라 요청하고 있어 내용상의 대구가 확인된

다. 이처럼 한양과 유배지 사이를 오고 가는 대상물을 통해 시적 공간을 확장하

는 한편, ‘구중궁궐’이나 ‘한양천리’ 등의 표현을 통해 공간 중심적인 구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두 시조는 연관성을 지닌다. 여기서 화자는 한양을 오갈 수 없

이 유폐된 처지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으며, 그의 바람은 성은을 입어 환고향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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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긴밀히 관계된 두 작품 사이에 삽입된 풍대#168은 한양과 격리

된 공간이 아니라 임을 보지 못한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확

인되는 것은 ‘삼 년’이라는 시간 표현이다. 임과 헤어진 뒤 흘러간 기간이 구체

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신도일록에 없던 시간적 흐름이 작품 사이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풍아(대)의 풍대#167∼풍대#169는 유배지에서의 설움

이 장기간 지속된 고통이었음을 강조하게 되는바, 작품은 절도에 고립된 유배객

의 실상과 그로 인한 절박함보다 오랜 기간 연모하는 임을 보지 못한 설움에 초

점을 맞추게 된다.20) 이러한 경향은 유배시조 구간에 새로 출현한 다음의 작품

들에서도 확인된다.

임이 나를 앗기시 나도 임을 공경(恭敬)터니

은혜(恩惠)를 못다 갑고 나망(羅網)의 걸녓도다

언졔나 인간(人間)의 어즈러운 말리 젹어 <풍대#164>

임 뫼시고 노든 명당(名堂) 눈의 암암 그리웨라

각(生覺)고 못 뵈우니 뷘 졍셩(情誠)이로다

언졔나 못다 헌 츙셩(忠誠)을 다시 갈녁(竭力) <풍대#165>

폐부(肺腑)의 샥인 졍셩(情誠) 임이 짐쟉시기로

쇼샹강(瀟湘江) 건넌 후(後)의 슈히 갈가 랏더니

져근듯 샴년(三年) 되니 아됴 나를 이즈신가 <풍대#166>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조들이다. 풍대#166에서 앞서 살

핀 바와 마찬가지로 ‘삼 년’이라는 시간이 확인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간은 “나

망의 걸녓도다”나 “못다 헌 츙셩”과 같은 표현들과 맞물리면서 억울하게 죄를

입고 유배되었으나 임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는 적객의 형상을 구축하고 있다.

20)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조와 풍대#166에 언급된 ‘삼 년’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당 작품
들의 창작 시점을 유배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윤문영, 앞의
논문, 16면). 작품의 문면으로만 보면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해당 작품이 신도일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세보가 풍아(대)에 선행 시조집의 내용과 관련된 작품들
을 다수 추가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들은 유배 중이 아닌 그
이후에 창작되어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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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조들에서 보다 주목되는 점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에 기탁하여 임

금에 대한 연심을 피력하는 연군시가(戀君詩歌)와의 교섭 양상이다. 풍대#164의

초장은 가장 유명한 연군시가 중 하나인 <속미인곡(續美人曲)>의 한 구절, “엇

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 / 나도 님을 미더 군디 전혀 업서”의 영향

이 감지된다. 특히 풍대#166의 화자가 자기 정성을 몰라주는 임을 야속히 여기

며 그에 대해 설움을 표현하는 모습은 연군시의 성격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

는 “샨갓치 놉흔 셩덕 엇지 감히 잇오랴”(신도#025)에서처럼 임금에 대한 굳

건한 충심으로 일관하였던 신도일록에서는 보이지 않던 면모이다.
관련하여 ‘임’이라는 시어가 풍아(대)에서 전면에 등장한다는 사실 역시 눈

여겨볼 만하다. 신도일록에는 ‘임’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

던 반면, 풍아(대)의 유배시조 구간에는 이 단어가 자주 확인된다. ‘임’은 위에

인용한 풍대#164∼풍대#166과 앞서 살핀 풍대#168의 초장 “됴셕(朝夕)의 뫼시든

임”에서처럼 새로 추가된 작품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신도일록의 작품을 재수

록하며 변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고신 눈물 다가 구문챵합 려주렴 <신도#027> 중장

고신(孤臣) 눈물 다가 임 계신 데 려 쥬렴 <풍대#169> 중장

분명이 그려 여 구문챵합 젼며는 <신도#028> 중장

분명(分明)이 그려 여 임 곳 한 번(畨) 보시며는 <풍대#170> 중장

위의 사례 모두 궁궐을 뜻하는 ‘구문창합’ 대신 ‘임 계신 데’, 혹은 ‘임 곳 한

번’과 같이 ‘임’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구절이 교체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신도일록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전면화되고 ‘임’이라는 시어가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은 여성화자형

연군시가와의 교섭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풍아(대)의 유배시조들은 유배객의

실상에 집중되었던 신도일록의 작품을 기방 등의 풍류 현장에서 널리 유통되

던 연군시가의 문법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경향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하여 신도일록의 수록작이 풍아(대)의 유배시조 구간이 아닌 애정시조

구간으로 편입된 다음 사례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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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오달(四通五達) 너른 텬지(天地) 가고 오면 다 보리라

병(病)드러 누은 몸이 한냥쳔니(漢陽千里) 어려웨라

지금(至今)의 신무익(身無翼)니 츈안(春鴈)을 부러 <신도#040/풍대#379>

이 시조는 내용으로만 보면 신지도에서 작가가 겪었던 병고와 한양과의 거리

감을 드러내고 있어 유배지에서의 현실을 드러낸 작품으로 읽힌다. 그런데 신
도일록에 속해있던 이 작품은 해배 이후 별풍아에 재수록되면서 애정시조들

사이에 배치되어, 유배 상황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임을 연모하는 작품으로 그 성

격이 바뀐 바 있다.21) 그리고 결국 풍아(대)에서는 이 시조를 유배시조가 아닌
애정시조 구간으로 재수록하였던바, 해당 작품에 내재된 유배객으로서의 수회보

다 애정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풍아(대)의 지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양상은 앞서 살핀바, 신도일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체

험 및 감정과 결착되어 있던 작품들을 보편적으로 향유되기 용이한 쪽으로 정비

하고자 하였던 방향성과 동궤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신도일록에서의
유배시조가 작가 자신의 내밀한 심회를 토로하고 자기 현실에 대응하는 의미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풍아(대)에서는 해당 작품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

부에 수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과로 이해된다. 일부이긴 하나 신도일록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수록되면서 율격적 측면이 다듬어진 사례들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아마도 양라야 방지 부모은인가 <신도#071> 종장

아마도 양방지(養子方知) 부모은(父母恩)인가 <풍대#256> 종장

아마도 군지교는 담여슈인가 <신도#075> 종장

아마도 군지교(君子之交)는 담여슌(澹如水)가 <풍대#257> 종장

21) 별풍아에서 이 시조는 별풍#114로 수록되었던바, 해당 작품의 앞뒤에 배치된 시조는
다음과 같다: “년쳘도 녹이이고 진옥도 컷마는 /  가슴 친 한은 무엇 랴 못 통
누 / 아마도 님을 그려 못 는가” <별풍#113>, “임 만나 무졍탄 말리 유졍을 위함인가
/ 무졍도 유졍 되고 유졍도 무졍이라 / 아마도 인간지란은 님 랑인가” <별풍#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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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후의 누명은 면련이 <신도#077> 종장

아마도 후누명(死後陋名)은 면(免)련이 <풍대#263> 종장

여기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재수록 과정에서 ‘∼라야’, ‘∼인가’, ‘의’와

같은 조사와 어미가 생략 및 축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풍아(대)에서는
한 음보의 음절수가 4∼5자로 조절되었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신도일록의 유배 관련 작품들을 재수록하는 단계에서 외부 수용자들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형식에 가깝게 작품을 조정하려 했던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도일록이 풍아(대)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세보는
기존의 자기성찰 시조를 일반적인 도덕을 다룬 구간에 배치하고, 특정 인물과의

사연이나 유배객의 비참한 처지가 표출된 작품들을 배제하는 작업 등을 통해,

유배라는 고유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보편화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면모를 드러

내고 있다. 나아가 신도일록의 작품들을 유배시조 구간으로 재수록하는 과정

에서, 상대에 대한 연모나 원망과 같은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고 ‘임’이라는 표현

을 적극 활용하여 연군시가의 문법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역시 신도
일록에 담긴 개인적 체험을 보편적으로 향유되기 용이한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했던 풍아(대) 편찬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 본 절에서는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기존의 시조집들을 재구성한

양상과 그 의미를 살폈다. 먼저 시가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는 풍류 현장을

환기하거나 즉흥적인 요소들을 소거하는 한편, 사행이나 유람과 같은 기존의 경

험을 문학적으로 재편하려는 면모가 확인되었다. 별풍아의 재구성 과정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작품들 사이에 새로운 시조를 틈입시킴으로써 인물의 심리

및 작중 배경과 같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별풍아의 주된 화두

였던 관계의 불안에 대한 관심이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도일록
의 경우, 풍아(대)로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쉽게 공감되기 어려운 개인적 체험

및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배후로 물러나고, 연군시가의 문법과 교섭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보편적인 향유를 고려하는 쪽으로 정비되는 양상이 특징적으로 확

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에 대한 대응을 다룬 신도일록과 풍아(소)보다 풍

류 현장에 밀접한 시가와 별풍아의 재편 양상이 부각된 것은 풍아(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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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의 방향성이 연행에 소용될 대본을 제작하기보다 미적으로나 주제적으로 기록

할만한 작품들을 수록하는 데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황

들로 미루어 보면,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 과정은 기존 작품들의 단순한 수합이

아니라 즉흥적·유흥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미의식과 주제적 의미를 심

화하며, 보편적인 향유를 고려함으로써 문예성을 지향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세보는 시조를 단지 여기(餘技)나 유희적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진지하게 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작가적 정

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시조집의 체재 완비와 효용성 확보

본 절에서는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수행된 체재 구성 작업과 새로운 주

제를 지닌 신출 작품들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시조집의 고유한 특징 및 작가의식

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풍아(대)의 전체적인 체재와 작품의 배치 양상을

살피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시조집 후반부에 단독수록된

신출 작품을 중심으로, 풍아(대)라는 방대한 시조집의 편찬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 현실적·의식적 기반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1) 유기적 체재의 완성

풍아(대)는 다양한 주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무관한

주제 구간이 인접한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풍아(대)의 체재를 파

악함에 있어 먼저 주목되는 특징은 이처럼 이질적인 주제가 맞닿은 경계면에 전

후의 내용을 연결하거나 뒤에 배치된 주제 구간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투입됨

으로써 시조집의 전체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양상이다.

셰샹(世上)의 풍뉴쇼(風流騷客) 모도 다 어 간고

우젹막무인어(海隅寂寞無人語)니 시유션단젹셩(時有海仙短笛聲)을

두어라 무한경(無限景槩)를 졔 뉘 알니 <풍대#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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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는 풍아(대)에서 유배시조 구간(풍대#162∼풍대#213)의 마지막에 배

치되어 있다. 그 뒤로 유람시조 구간(풍대#214∼풍대#235)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풍대#213은 유배와 유람이라는 상이한 두 주제의 경계면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조는 본래 시가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해우(海隅)’ 등의 표현
으로 보아 유배지에서 창작된 것이 분명하다.22) 그러나 정작 신도일록에는 재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풍류소객(風流騷客)’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신도일록
의 기조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도일록에는 누락되었

던 이 시조를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다시 불러들였던 셈이다.

작품은 한때 자기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던 풍류소객들의 부재를 확인하는 장

면으로 시작된다.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은 바다 모퉁이[海隅]다. 그곳은 고향과

격절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말소리[人語]조차 없어 적막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때때로 들려오는 해선(海仙)의 피리소리[短笛聲]만이 화자를 간간이 위로할 따름

이다. 중장의 전구와 후구는 ‘무인어(無人語)’와 ‘단적성(短笛聲)’을 중심으로 대

를 이루는데, 여기서의 단적성은 곧 사라진 풍류소객의 노랫소리를 환기하는 매

개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음(無音)과 유음(有音), 과거와 현재라는 대조를 중첩시

킴으로써, 작품은 풍류로 소일하던 과거를 뒤로 한 채 고독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적객의 처지와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조가 시가에서 풍아(대)로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진행

된 종장의 변개이다. 시가에 실려 있던 시가#048의 종장은 “두어라 공산명월를
졔 뉘 알니”였는데, 여기서의 ‘공산명월’이 풍아(대)에서는 ‘무한경개’로 교체되

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단어의 교체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시적

의미와 기능상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시가#048의 경우, 중장에서 형상화된 적막한 바다의 피리소리는 종장에 등장

한 공산명월(空山明月)의 이미지와 겹쳐지고, 이로써 앞서 구축된 ‘무인어’-‘단적

성’이라는 청각적 심상의 대조는 ‘공산’-‘명월’이라는 시각적 대비와 연결된다. 이

는 다시 ‘무인어’와 ‘공산’으로 이어진 적객의 공허함과 ‘단적성’과 ‘명월’로 연결

22) 성무경은 풍대#213을 풍아(대)에 단독수록된 것으로 보고 풍류적 면모와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유배 시점이 아니라 풍아(대)의 편집 시점에 별도로 지
어 틈입된 작품으로 보았다(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59면). 하지만 이 견해는 해당
시조가 이미 시가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기에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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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래에 대한 희구 사이의 대조를 부각시킴으로써, 화자 내면에 자리한 음영

을 감각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 이처럼 적객의 심리에 대한 절묘한 묘사는 시

가#048의 시상이 종장의 ‘공산명월’이라는 이미지로 집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풍대#213에서는 이 ‘공산명월’이 ‘무한경개’로 교체되면서 시

상을 응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경치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로

써 작품의 초점은 자아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개가 이루어진 까닭은 이 시조가 독립적인 작품으로 존재했던 이전

과 달리, 풍아(대)에서는 유배시조 구간과 유람시조 구간 사이에 배치됨으로써
두 주제 간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여기서 풍대#213 종장의 ‘무한경개’가 지닌 의미는 작품 내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 뒤에 배치된 유람시조 구간 내의 여러 승경들과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풍대#213은 풍아(대)에서 유배객의 감정을 적실하게 표현하기

보다 주제 구간 사이의 연결을 위한 기능적인 작품으로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요란(擾亂)니 졀 구경(求景)이나 가셰

합쳔(陜川)의 인(海印寺)요 영변(寕邉)의 묘향(妙香寺)라
그즁(中)의 금강샨(金剛山)이야 다 일너 무샴 <풍대#214>

이 시조는 풍대#214∼풍대#235에 해당하는 유람시조 구간의 서두이면서, 앞서

‘무한경개’로 끝맺은 풍대#213의 바로 뒤에 배치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시조 역

시 상이한 두 주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바, 초장의 “마음이 요란하니”

는 앞 구간에 연속되어 있는 유배시조 구간을 의식한 표현이며, “졀 구경이나 가

셰”라는 제안은 바로 뒤에 이어질 다양한 사찰유람 시조의 배경들을 예고한 것

이다. 이 시조가 기존의 시조집에는 보이지 않다가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 새
로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 기능적인 용도를 위해 투입되었

다는 점을 시사한다.23) 요컨대 이세보는 풍대#213과 풍대#214의 삽입을 통해 유

23) 선행연구 역시 풍대#214가 풍아(대)에만 수록되어 서사격의 시조를 의도하였을 가능
성을 제기한 바 있다(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59면). 다만 이 시조는 대별에도 수
록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대별에서도 풍대#214는 유람시조의 서두
에 배치되어 있어, 이전부터 서사로서의 기능을 지닌 작품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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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유람이라는 상이한 주제 사이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던 것이다.

풍대#214와 같이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특정 주제 구간의 서사가 마련

되는 모습은 다음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쟝뷔(大丈夫) 셰샹(世上)의 나입신냥명(立身揚名) 경뉸(經綸)이라

츌쟝입샹(出將入相) 지혜(智慧) 업고 능언즉간(能言直諫) 못헐진

라이 향곡(鄕曲)의 뭇쳐 농업(農業)이나 <풍대#141>

이 시조는 애정시조 구간(풍대#095∼풍대#140)이 끝나고 은일 및 도덕과 관련

된 작품들로 구성된 풍대#141∼풍대#161의 시작 지점에 배치된 작품이다. 여기서

화자는 ‘경륜’과 ‘농업’으로 표현된 대조적인 삶의 양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대장부라면 입신양명과 경륜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출장입상(出將入相) 할 지

혜가 없고 제대로 직간하지 못할 바에는 향곡에 묻혀 농업을 행함이 낫다는 것

이 화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차라리 농업이나 하겠다’는 언급에서 암시되듯, 사

실 그의 진정한 바람은 출장입상과 능언직간할 수 있는 출세의 삶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향곡에서의 일상은 속세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

니라, 언제든 입신양명할 수 있는 ‘대장부’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의식하는 삶에

가깝다.

풍아(대)에서 이 시조 이후에 연속된 작품들은 풍대#141 종장의 “향곡의 뭇

쳐 농업이나”하는 삶과 의식을 구체화한 사례들에 해당한다. 이후 풍대#161까지

이어진 구간에서 이세보는 강태공이나 도연명, 이태백과 같은 인물들의 행적을

떠올리며 한가로운 삶을 구가하는 한편으로, 충효나 절개와 같은 도리를 함께

강조함으로써 ‘대장부’로서의 처신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태도는

이 구간의 서두에 해당하면서 농업과 경륜을 함께 제시하였던 풍대#141에서 이

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다. 이로써 이세보가 여러 시조집에 산개되어 있던 은일

과 도덕에 관련된 작품들을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 한 구간으로 모은 뒤, 그

내용들을 아우를 서사격의 작품으로 풍대#141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풍대#141의 역할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은 풍아(대)의 예비작업인
대별에서의 자리이다. 풍대#141은 대별에도 실려 있던 시조이다. 대별에서
이 작품은 도덕과 관련된 대별#129(풍대#246)∼대별#148(풍대#265)의 선두에 배

치되어 있어, 처음에는 이 구간의 서사로 마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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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아(대) 편찬 과정에서 대별에는 없던 작품들이 추가되었고, 이에 새롭게

설정된 은일 및 도덕 관련 구간의 서사로서 풍대#141이 재배치되었으며 그 함의

역시 약간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두 시조집에서 다른 주제 구간

을 이끌게 되었지만, 풍대#141이 대별의 시점에서부터 서사로서의 기능을 위

해 마련된 작품이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풍아(대) 내의 은일 및 도덕을 다룬 구간(풍대#141∼풍대#161)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 구간의 후반부에 배치된 작품에서는 그 이후에 배치된 유배

시조 구간(풍대#162∼풍대#213)과의 연결이 암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쳥숑(青松)을 뷔여다가 번니(籓籬)를 삼엇더니

그 숄이 움이 나셔 와 갓치 푸루럿다

아마도 고목화(枯木生花)는 이인가 <풍대#157>

울타리가 되었음에도 꽃을 피운 청송의 생명력을 예찬한 작품이다. 그런데

대동기문에는 이 시조의 내용과 유사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기록에는 이세보가 신지도로 유배되어 위리안치될 때 소나무를 잘라서 울

타리를 쳤는데, 그 나무가 모두 살아나 잎 색깔이 푸르러졌고 이듬해엔 송화(松

花)가 만개하여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4) 이와 함

께 풍대#157이 시별A·B와 시가에 수록되었었다는 사실은 이 시조가 실제로

유배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작품 속에 등

장한 고목생화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려는 유배객의 내면이 투

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유배지에서의 삶이 암시된 풍대#157 이후에는 진세를 잊고 강

호를 찾아가 정착하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들(풍대#158∼풍대#161)이 이어져 있

다. 그 뒤로는 한양과의 소식이 끊긴 심경을 표현한 풍대#162를 시작으로 유배

시조 구간이 바로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 배치는 은일하는 삶과 유배의

과정을 겹쳐두는 효과를 창출하는바,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다분히 의도되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은일/도덕, 유배, 유

24) “配寅應於薪智島하고 加圍籬하여 斫松植之하니 其松이 皆生하여 葉色이 靑靑하고 其翌
年春에 松花滿開하니 人皆異之러라.” 李寅應見獐得活 , 大東奇聞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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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다룬 주제 구간들은 위에서 살핀 주제 구간 사이의 경계 지점들을 통해 일

정한 관련을 지닌 채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주제 구간 사이의 이

음매를 마련하여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하는 양상은 이세보가 풍아(대)의 편

찬 과정에서 주제 구간 사이의 흐름을 포함한 전체 체재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풍아(대)에서는 주제 구간 사이의 접속만이 아니라 주제 구간 내부에

배치된 작품들 간에도 유기적인 연결을 기하려는 특징이 확인된다. 이는 특별한

관련 없이 선행 시조집 내에 산재되어 있거나 여러 시조집에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던 작품들을 풍아(대)의 특정 구간으로 수합 및 연속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

현되는바,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단풍(丹楓)은 난만(爛熳)고 황국(黃菊)은 반(半開)로다

한 쟌(盞) 먹고  먹으니 안(醉顔)도 단풍(丹楓)이라

동(童子)야 져 부러라 나도 신션(神仙) <시가#047/풍대#358>

샹풍(霜風)은 진(吹盡)고 셜풍(雪風)이 늠늠(凜凜)니

국화(菊花) 낙엽(落葉)이요 화(梅花) 향긔(香氣)로다

아마도 화즁(百花中) 다졍(多情)키는 셜즁(雪中梅)가 <시가#049/풍대#359>

만샨(萬山)의 화(百花)드라 일년츈광(一年春光) 랑 마라

년(百年)도 결이니 구십츈광(九十春光) 얼마 되랴

아마도 만발화(發花)는 일홍(百日紅)인가 <시가#059/풍대#360>

위의 시조들은 모두 시가에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원래는 서로 무관한 자

리에 위치하고 있던 작품들을 풍아(대)에서 한 곳으로 모은 뒤 순서를 조정하

여 연속적으로 배치한 예에 해당한다. 개별 작품의 내용 자체는 조금씩 다르게

파악되지만, 모두 꽃이라는 중심 소재를 토대로 여러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대#358과 풍대#359는 첫머리에 위치한 “단풍”과 “샹풍”이

라는 발음의 유사성 및 ‘황국’과 ‘국화’라는 제재의 공통점을 통한 결속이 나타나

며, 풍대#359와 풍대#360의 경우는 풍대#359 종장의 “화즁”과 풍대#360 초장의

“화드라”가 연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이 세 작품은 계절적인 흐름

을 보여주고 있어 연작으로서의 흐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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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의 배경은 단풍과 황국으로 보아 가을에 해당하고 풍대#359는 설풍과 설중

매로 보아 겨울에 해당하며, 풍대#360은 춘광과 백일홍을 통해 봄, 여름에 해당

함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이 작품들은 본래는 서로 관련 없는 작품들이었으나,

풍아(대) 편찬 과정에서의 재배치를 통해 처음부터 연작이었던 것 같은 유기

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셰우공샨(細雨空山) 져문 날의 슬피 우는 져 쵹국(蜀國)아

네 나라이 얼마관 두 나로 못 가느니

갓득의 셕은 간쟝(肝膓) 네 우름의 슈심(愁心) 졀노 <신도#023/풍대#198>

셰류츈풍(細柳春風) 황(黃鶯)드라 면면만만여유정(綿綿蠻蠻如有情)을

거(乍去乍來) 네 쇼회(所懐)를 게 뉘라 득(觧得)리

슈음(樹陰)이 젹막(寂寞)니 환우셩(喚友聲)인가 <시가#072/풍대#199>

위의 경우는 각기 다른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들이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유배시조 구간으로 함께 배치된 사례에 해당한다. 두 작품은 모두 ‘촉

국’과 ‘황앵’이라는 새에 화자의 심경을 기탁하고 있다는 점, “져 쵹국아”와 “황

드라”에서 보듯 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으로 이해된다. 이 중 풍대#198은 신도일록에 실려 있던 작품이며, 풍대
#199는 신도일록에는 없고 시가에 실려 있던 작품이다. 본래 시가에서의
풍대#199는 황앵의 모습을 보며 고독감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풍아
(대)에서는 이 작품을 유배시조 구간, 그중에서도 촉국에게 말을 건네는 풍대

#198의 뒤에 배치함으로써, 유배라는 새로운 맥락을 부여함과 동시에 적객의 설

움을 연달아 표출하는 연작적인 구성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승금지(勝金池)의 를 여 어부(漁夫詞)로 화답(和荅)니

월(月色)도 됴커니와 십니연화(十里蓮花) 향긔(香氣)롭다

아마도 동국금능(東國金陵)은 옛분인가 <시가#040/풍대#234>

계도(桂棹)를 흘니져어 련곡(採蓮曲) 화답(和荅)니

오희(吳姬) 월녀(越女) 어 가고 연화(蓮花)만 퓌엿느니

우리도 풍월(風月)를 싯고 경(景槩) 둇 <별풍#136/풍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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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조들은 배를 띄워 노니는 풍류를 읊은 것이다. 이 중 풍대#234는 별
풍아에는 없이 시가에 수록되어 있고 풍대#235는 시가와 별풍아에 모두

실려 있다. 시가에서도 이 작품들은 별도의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 원래 서로

관련 없이 창작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이세보는 연화(蓮花)라는 소재와 달밤이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두 시조를 연속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시조를 한

데 모아, 앞의 작품에서는 배를 띄워 어부사를 노래하고(풍대#234) 뒤의 작품에

서는 노를 저으며 채련곡으로 화답하는(풍대#235) 시상의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역시 공통점을 지닌 두 작품을 풍아(대)로 재배치하면서 연속성을 부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재되어 있던 작품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연작에 가까운 구성을 조직하

는 방식은 풍대#236∼풍대#245에 해당하는 미완(未完) 월령시조 구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2∼3수의 작품이 아닌 10수에 달하는 작품들이

연속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주제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 작품군에 ‘미완’이라

는 수식이 붙은 것은 보편적인 월령체 시가와 달리 일부 달이 누락되어 있기 때

문이다.25)

이는 풍대#044∼풍대#055 구간에 위치한 또 다른 월령시조 유형과 대조적이다.

풍대#044∼풍대#055는 별풍아에서 신출한 작품군으로, 전체 12수가 동일한 구

조를 갖추고 있으며 각 달에 해당하는 세시풍속, 혹은 유명한 고사를 다룬다는

내용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처음부터 월령체로 기획된 연작이 분명하다.26) 반

면, 풍대#236∼풍대#245에 속한 10수는 일부 달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9∼12월

을 제외하고는 작품의 형태 자체가 각기 다르다. 이는 풍아(대)의 미완 월령시

25) 선행연구 역시 이 작품들에 대해 미완의 달거리 시조의 성격을 띤다고 언급한 바 있
다(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60면). 진동혁은 누락된 달을 제외하고 풍대#238∼풍대
#240, 풍대#242∼풍대#245만을 월령체 시조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진동혁, 앞의 책,
1983, 256-258면.

26) 풍대#044∼풍대#055 구간은 초장에서 해당하는 월과 세시에 따른 정경을 제시하고, 중
장에서 이를 구체화한 뒤, 종장에서는 대부분 ‘아마도’로 시작되어 해당 월에 대한 감상
을 제시하는 구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 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졍월(正月) 보름
달 밝으니 노쇼남녀(老少男女) 답교(踏橋)로다 / 츈(春坮)의 옥쵹(玉燭)이요 슈역(壽
域)의 연화(烟花)로다 / 아마도 평동낙(太平同樂)은 샹원(上元)인가” <풍대#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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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처음부터 월령체로 기획되었던 것이 아니라, 풍아(대)를 편찬하는 과정에
서 시가에 산재되어 있던 시조들을 한 자리에 수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기 때문이다.

니화(李花) 도화(桃花) 화발(杏花發)니 곳곳이 화류(花柳)로다

오릉년쇼금시동(五陵年少金市東)의 은안마도츈풍(銀鞍白馬度春風)을

아마도 일년난득(一年難得)은 봉츈(再逢春)인가 <풍대#237>

이 시조는 풍아(대)에서 ‘망월’이 명시된 1월령(풍대#236)과 ‘삼월동풍’을 내

세운 3월령(풍대#238)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2월령으로서 의도된 것이 분

명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2월의 풍경과 미세하게 어긋나

는 지점이 발견된다. 초장에 나열된 개화 장면은 음력 2∼3월의 풍경을 묘사한

것일 수 있지만, 종장의 ‘재봉춘(再逢春)’은 윤달로 인해 정월과 섣달에 입춘이

든 현상을 가리킨 것으로 2월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래 특정 달에 대

한 고려 없이 춘경의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읊었던 이 작품이 풍아(대)로의 배
치 과정에서 2월령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제 구간의 구성 및 수합 과정에서 작품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월령체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개되었다는 점이다.

시가에서 이 시조의 중장은 “동셔남북 경 져 무궁무진 코 놀”였던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취흥의 현장을 실감나게 드

러내고 있다. 그런데 해당 구절은 풍아(대)에서 “오릉년쇼금시동(五陵年少金市

東)의 은안마도츈풍(銀鞍白馬度春風)을”로 바뀌어 있다. 이는 이백의 명구를

차용하면서27) 꽃이 만발한 춘경을 아취 있게 표현하는 데 주력한 결과로 이해된

다. 이와 같은 변개는 이세보가 이 작품을 월령시조 구간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서 시가에서 표출된 유흥적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달을 대표하

는 풍경을 제시하는 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의 작품이 새로 배치된 주제 구간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개되는 양상은 다

음의 사례들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27) “五陵年少金市東, 銀鞍白馬度春風, 落花踏盡遊何處, 笑入胡姬酒肆中”. 李白, <少年行二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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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월동풍 화발니 무즁호졉득중의를 <시가#078> 초장

삼월동풍(三月東風) 느졋스니츈셩무쳐불비화(春城無處不飛花)를<풍대#238> 초장

니 이리 오소 슐 먹고 길게 놀셰 <시가#130> 중장

니(李太白) 이리 오쇼 슐 (醉)코 달구경(求景) 가셰 <풍대#242> 중장

3월령에 해당하는 시가#078의 초장은 “무즁호졉득즁의”라는 표현을 통해 꽃과

나비가 희롱하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풍대#238에서는 한굉(韓翃)이 지

은 <한식(寒食)>의 구절을 차용함으로써 나비의 존재를 삭제하고 꽃잎이 휘날

리는 풍경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9월령에 배치된 풍대#242의 경우, 시가
에서는 이태백을 호명하며 ‘길게 놀자’면서 유흥을 부추겼던 구절이 풍아(대)
에서는 달을 완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모두 풍아(대)에 설정된 주
제 구간의 성격에 어울리도록 작품을 변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풍아(대)의 체재를 완비하기 위한 시도들을 살폈다. 다

양한 주제 구간으로 구성된 풍아(대)에서는 구간 사이의 내용적 간극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나, 편찬 과정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작품이 경계면에

투입됨으로써 시조집의 전체적 흐름을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별도의

관련 없이 선행 시조집 내에 산재되어 있거나 여러 시조집에 분리 수록되어 있

던 작품들을 수합 및 연속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풍아(대)의 주요한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는 2∼3수의 작품들을 연결하여 연작
적인 구성을 만들어 내거나, 10수로 이루어진 새로운 주제 구간을 구성하는 등

의 모습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풍아(대)의 편찬 과정이 내용 별로 작품들을 수합하는 작업

을 넘어 유기적인 체재를 완성하려는 의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완성된 체계를 갖춘 시조집으로 풍아(대)를 제작함으로써, 이세보는 오랜 기간
에 걸쳐 구축해온 작품세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살핀 보편적 향유를 고려한 정비 작업과 더불어 풍
아(대)가 외부 수용자들에 대한 고려 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바, 이
러한 지향의 실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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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화 주체로서의 의식과 자부심 표출

풍아(대)의 편찬은 1871년에서 1876년 사이에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시
기에 이세보는 각종 고위 관직을 연달아 역임하면서 선행 시조집들의 제작 시점

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풍아(대)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는 풍대#399 이후의 작품들은 대부분 풍아(대)의 신출 작품

일뿐더러 이세보가 관직생활을 재개한 1860년대 후반 이후의 정황과 그에 따라

변화된 자기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다른 시조집에서 볼 수 없는 풍아(대)만의
독특한 작가의식을 보여준다.

쥬쳥누 일를 삼아 십 년을 분쥬니

무졍광음이 삼십츈광 덧업다

두어라 공의 션궁후달 <시가#041>

쥬쳥누(酒肆青樓) 일를 샴어 화됴월셕(花朝月夕) 분쥬(奔走)니

무졍(無情)헌 광음(光陰)이 샴십츈광(三十春光) 덧업도다

두어라 쟉지부리(作之不已)면 셩군(乃成君子) <풍대#400>

풍대#400은 술과 풍류를 일삼았던 과거에 대한 소회를 읊은 것으로, 시가에
수록되었던 시가#041을 상당 부분 변개하여 수록한 작품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

해 선행연구는 변개에 의한 차이는 존재하나 근본적인 작가의 의도는 동일한 것

으로 평가한 바 있다.28) 그러나 변개된 부분의 의미를 면밀하게 비교해보면, 같

은 ‘덧없음’을 읊고 있으면서도 작가의 의도가 시가와는 상당 부분 달라져 있

음이 확인된다.

시가#041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이 시조의 창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장의 ‘삼십츈광’은 작품이 유배 직후인 30세(1861년) 때 창작되었음을 보

여주며, 이로써 초장의 ‘십 년’은 이세보가 20세의 나이로 경평군의 작호를 받은

뒤 서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흘러간 세월을

무정하고 덧없다고 토로하면서 종장에 이르러 강태공의 ‘선궁후달(先窮後達)’을

떠올리고 있다. 시가 편찬 당시 작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선궁(先窮)’이란 유
28)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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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초의 현실을 가리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처지를 강태공에 행적에 은근

히 겹쳐둠으로써, 작품은 자신의 현재를 합리화하고 미래의 ‘후달(後達)’을 기약

하는 태도를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풍아(대)에서 해당 구절은 작지불이(作之不已)하면 군자가 될 수 있

다는 교훈적 언사로 교체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작품의 초점은 ‘훗날의 영달’을

기원하는 것에서 지난날 ‘작지불이’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군자됨’이라는 덕

목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확인되는 중요한 변화는 초장

의 ‘십 년’이라는 시어가 ‘화조월석’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풍대#400의

성격은 작가 개인의 처지를 특정한 것에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쪽으로 이행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시가의 시조가 자신의 현재를 합리화하고 궁벽한 처지를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풍아(대)에서는 자기 과거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타

인을 향해 도덕적 실천을 종용하려는 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두 시조

집의 사이에 놓인 시간적 격차 및 현실적 기반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

다. 풍아(대)를 편찬하던 시점의 이세보에게 자신의 궁벽한 처지를 합리화하는
시가#041의 메시지는 더 이상 실효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시조들에서 이세보는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지위 및 나이에 따른

조건을 자각하며, 타인을 향해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교훈적 내용이 돌연히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지난 시절을 상대화하는 과정을 경유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졍(有情)도 엿노라 무졍(無情)도 엿노라

랑도 엿노라 이별(離別)도 엿노라

아마도 인광(醉人狂客)은 이인가 <별풍#134/풍대#401>

츈샨(春山)의 눈 녹이든  건듯 불고 간데업다

머리 우의 오는 셔리 나도 됴곰 날녀 쥬렴

두어라 발(白髮)이 환흑(還黑)면 쟝슈(長生壽)를 <풍대#402>

풍대#401은 별풍아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취인광객’으로 자처한 이 시조는 별풍아에서는 문면 그대로 애정 행각과 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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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과시하는 작품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세보는 이를 풍아(대)의 풍대#401로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탄로가(歎老歌)29)를 인유한 풍대#402를 바로 뒤에

배치하였다. 풍대#402에서 이세보는 어느새 백발이 눈에 들어올 만큼의 나이가

되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일견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풍대#401과 풍대#402

를 연속적으로 배치한 의도는 ‘경박소년(䡖薄少年)’을 훈계하는 다음 시조들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박쇼년(䡖薄少年)드라 오유평(誤遊平生) 그만고

셩경현젼(聖經賢傳) 즐 두어 츙효위업(忠孝爲業)여 보쇼

아마도 쳥츈(青春)의 실지(失志)면 후회(後悔) 만어 <풍대#403>

홍안실지(紅顔失志)한 년후(然後)의 발이뢰(白髮貽惱) 탄식(歎息)한들

다시 졈기 어려우니 츄회막급(追悔莫及)할 이라

엇지타 경박쇼년(䡖薄少年)이 (來事)를 몰나 <풍대#404>

즁(醉中)의 지 일리 고 나면 낭(狼貝) 만코

욕(色辱)을 안 샴가면 병(病)드러 후회(後悔) 만타

아마도 쥬(酒色) 두 (字)난 의 평(平生)인가 <풍대#405>

이 시조들은 연장자의 입장에서 소년 시절의 오유(誤遊)와 실지(失志)를 경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과거의 후회를 바탕으로 소년들을 교화하는 이른바 ‘소년

경계형’ 노인가류 작품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30) 그런데 풍대#405에서 구체적

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색(酒色)의 문제는 앞에 배치된 풍대#401에서 자신을 ‘취

인광객’으로 표현한 부분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풍대#405의 취인광

객이 바로 과거 자신의 모습과 관계된 것이라면, 풍대#401∼풍대#405에 이르는

일련의 작품들은 한 때 풍류에 몰두하며 취인광객을 자처하였던 자신이(풍대

29) “春山에 눈 노긴 람 건 듯 불고 간 듸 업다 / 잠간 비러다가 불리고쟈 마리 우희 /
귀밋무근 서리를 노겨 볼가 노라” <청김#403>

30) 서영숙, 노인가 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97-102면. 이 논문은 노인가 류 가사를 노인 자탄형, 소년 경계형, 노소 대립형,
노인 비판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소년 경계형의 경우, 노인이 자신의 늙음을 한탄한
후 소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후회하며 자신을 거울삼아 늙기 전에 학업과 덕행을 쌓
을 것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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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백발을 걱정하는 나이가 된 이후(풍대#402), 지난 시절의 자기 모습과 거

리를 두며 경박소년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훈계하는(풍대#403∼풍대#405) 과정을

연속하여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풍아(대)의 후반부에 추가된 시조들은 연장자이자 교화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이 전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조집들과는 상이한 면모를 보

여준다. 이전에 창작된 이세보 시조 중에 교훈적 성향의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

었다. 예컨대 주로 충효의 문제를 다루었던 신도일록의 일부 작품들과 농민을

대상으로 했던 풍아(소)의 <농부가>가 그러하다. 다만 신도일록의 작품들은
타인을 훈계한다기보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독려의 의미에 가까워 ‘자기성찰 시

조’로 규정될 만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또한 풍아(소)의 <농부가>는 자기 역

할에 대한 인식에 의해 추동되었다기보다, 민란이라는 외부적 사건에 대한 대응

으로서 마련된 것에 가깝다. 따라서 안정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화 주체로서

의 자기 인식을 갖추고, 이에 기반하여 타인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담지하게

된 풍아(대)의 신출 작품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적 방향성은 대별에서부터 출현한 초한고사 관련 시조에서도 간
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 풍대#014∼풍대#043에 해당하는 이 작품군은 초한

연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대

부분의 작품에는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감정이나 논평이 “항우(項羽)의 십목(十

罪目)을 낫낫치 혜여 보니 / 이갓치 분(憤)헐 젹의 그어이 본고”(풍

대#040)와 같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군

은 동일 인물에 대한 평가나 태도가 일관되어 있지 않고31) 인상적으로 본 소설

속 명장면을 특별히 장황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있어,32) 특정한 목적이 선행했다

31) 항우(項羽)에 대한 평이 대표적이다. 초한고사 시조에서 항우는 “만고쟝냑(萬古将略)”
(풍대#029), “고졔(髙帝)의 명쟝(名将)”(풍대#031)이라 하여 그 장수로서의 능력이 고평
가되는 한편, “만고역(萬古大逆)”(풍대#039), “무의무도(無義無道)”(풍대#040)와 같이
충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되기도 하고, “가련신셰(可憐身世)”(풍대#042)나 “라리 
예셔 쥭어 약덕(若德)이나”(풍대#043)와 같은 독백의 인용에서처럼 연민의 대상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

32) 초한연의의 명장면인 ‘홍문연(鴻門宴)’ 사건을 5수에 걸쳐 다룬 풍대#034∼풍대#038 부
분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방(劉邦)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번쾌(樊噲)가 난입하는 장
면은 “두발샹지(頭髮上指) 거리고 보(大步)로 여드러”(풍대#036), “여진 눈 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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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소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그때그때 시조화한 것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물욕에 대한 경계, 충의에 대한 강조와

같은 윤리적 태도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33)

이는 앞서 살핀 풍대#401∼풍대#405와 마찬가지로 풍아(대)를 편찬할 무렵의

작가의식이 개인적인 감상의 문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34)

신출 작품에서 확인되는 교화 주체로서의 자의식은 이세보가 1870년대 이후

변동된 지위에 걸맞은 자기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시조집

후반부에 배치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타인에게 교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물질적·정신적 기반에 해당하는 삶의 양태와 사회적 위신,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 및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풍대#408∼풍대#413

에 해당하는 여섯 수는 보은의 별업(別業)과 조정을 오가던 시기의 생활을 형상

화하고 있어 ‘별업 연작’이라 이를 만하다.

쇽니(俗離)의 긔약(期約)을 두고 경셩(京城)의 분쥬(奔走)니

모루는 벗님네는 더듸 온다 련이와

셩은(聖恩)이 지즁(至重)시니 갑고 가려 <풍대#408>

고 와당퉁탕 달녀들며”(풍대#037)와 같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려는 태도가 분명하
게 드러나 있다.

33) 한신(韓信)에 대한 “가졔왕(假齊王) 쳥(請)기는 물욕(物欲)이라 리로다”(풍대#021)
라는 평, 팽월(彭越)에 대한 “아마도 부귀(冨貴)를 탐(貪)면 잘 쥭기 어려”(풍대#026)
라는 평, 항우에 대해 “그 힘을 다여셔 충의(忠義)를 아럿드면”(풍대#030)이라는 평
등이 해당한다.

34) 이세보 시조를 포함하여 초한고사 소재와 관련된 시조 전반을 고찰한 선행연구는, 그
시적 지향을 ‘객관적 거리 유지와 윤리적 포폄’ 및 ‘심리적 동화와 연대감의 표출’로 대
별하고, 이 중 이세보의 작품을 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논한 바 있다(이형대, 초한고
사 소재 시조의 창작 동인과 시적인식 ,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이 논
의는 초한연의를 다룬 이세보 시조의 특징을 적절히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작품군 전체를 “특정 국면에 대해 엄정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감계를 목적”(위의
논문, 387면)으로 하였다고 일괄하기는 어렵다. 어디까지나 이 작품들의 일차적인 창작
목적은 소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기에 항우 등 여러 인
물에 대한 ‘심리적 동화’ 역시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풍아(대)의 초한
고사 관련 시조는 복합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바, 다만 여기서 감지되는 교훈적인 태도
는 이 작품군의 다양한 면모 중 하나이면서 특히 풍아(대) 편찬 시점의 작가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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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보는 해배 이후 1865년부터 1867년까지 관료생활을 지속하다가 1867년부

터 1868년 사이에는 별도의 관직 없이 보은에 머물렀으며, 이후 1869년 6월이

되어 호조참판으로 정계에 복귀하였다. ‘별업 연작’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시조

는 이세보가 속리산이 위치한 보은에서 생활하다 관직에 다시 나아가 재직하게

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영언(김천택본)에서부터 가곡원류에
이르기까지 70여 종이 넘는 가집에 수록될 만큼 널리 알려졌던 청김#102를 참조

한 것으로 보인다.35) 풍대#408에서 이세보는 청김#102의 초장에 제시된 ‘강호’라

는 배경과 ‘십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시공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별업이 위

치한 보은의 ‘속리’와 관료로 재직하던 ‘경성’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중장에서는

원작의 ‘백구’를 ‘벗님네’로 변경함으로써 속리라는 공간을 관습적인 은거의 공간

이 아니라 벗들이 기다리는 정겹고 흥성한 장소로 형상화하고 있다.

샨임유쳐(背山臨流處)의 별업(別業)을 지졈(指㸃)고
호연(浩然)이 도라와셔 셩은(聖恩)을 려(賀禮)니

이금(伊今)의 무한신(事無閑身)은 나인가 <풍대#409>

이 시조는 조정에 머물다 다시 속리산 일대의 별업으로 내려온 심경을 읊은

것이다. 작품의 종장은 가곡원류(국악원본) 등의 여러 가집의 작품들에서 두루
확인되고 시가#019에서도 활용된 구절인 “아마도 事無閑身은 나인가 노라”

에서 “아마도”만 “이금(伊今)의”로 바꾼 것이다. 시가에서는 풍류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가집에서 이 구절은 공명을 구

하지 않고 강호에 안착하여 한가로운 삶을 영위하는 심경을 ‘사무한신(事無閑

身)’이라는 자기규정을 통해 집약한 것으로 풀이되어 왔다.

그런데 대개의 ‘사무한신’이 자연으로 돌아온 이후 “달 아레 밧 갈니고”(악고

#057), “여흘에 그물 치고 바회 우희 누엇시니”(원국#191)에서처럼 속세와 거리를

둔 채 강호에서의 생활에 바로 몰입했던 것과 달리, 풍대#409의 화자가 별업에

당도한 뒤 처음 하는 일은 성은에 대한 하례(賀禮)이다. 이로써 풍대#409의 ‘사

무한신’은 일반적인 용례에서처럼 속세를 떠나 강호에 묻힌 삶이 아니라, 별업에

까지 미친 성은에 감복하는 삶으로 의미가 재규정된다.

35) “江湖에 期約을 두고 十年을 奔走니 / 그 모른 白鷗 더듸 온다 하건마 / 聖恩이
至重시니 갑고 가려 노라” <청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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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세보가 종장의 첫 구를 기존의 “아마도”에서 “이금의”로 교체

하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한데, 이는 전통적 의미의 은일지사, 혹은 시가에서 풍
류주인을 자처하던 모습과 현재 자신과의 차이를 예민하게 인식하면서, ‘지금의

사무한신’이란 바로 자신과 같이 성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앞선 풍대#408에서 경성에서의 분주한 삶 역시 성은의

덕이라 예찬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세보에게 ‘경성’(풍대#408)과 ‘별업’(풍대

#409)으로 상징되는 삶의 방식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성은이라는 질서 하에

조화를 이룬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셰(世事) 아러 쓸 업셔 임쳔(林泉)의 도라드러

샴쳑금(三尺琴) 희롱(戯弄)니 학일(白鶴一䨇) 이로다
아마도 무한쳥복(無限清福)은 이인가 <풍대#410>

구병샨(九屏山下)의 터를 닥거 일간쵸당(一間草堂) 지엇쓰니

이 벗님네야 셩셰풍경(聖世風景) 갓치 보셰

지금(至今)의 학(白鶴)은 츔을 츄어 날 반긴가 <풍대#411>

강호에서의 흥취를 읊은 시조들이다. 풍대#410에서 ‘임천’으로 표현되었던 작중

공간은 풍대#411에 와서 보은에 위치한 ‘구병산’ 아래의 일간초당으로 구체화된

다. 두 작품에서는 공히 ‘백학’의 존재가 등장하는바, 이로써 초당에서 누리는 강

호의 정취는 선경에 가까운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를 배경으로 삼척금을 연주하

고 벗님네를 부르는 모습은 은거가 아닌 풍류를 구가하는 생활을 보여준다. 작

가는 이 모든 정경을 ‘성세풍경’으로 수렴하면서, 앞서 성은에 감복하였던 풍대

#409에 이어 ‘성화(聖化)의 구현’으로서의 강호인식을 다시금 표출하고 있다.

뒤뫼의 약(藥)을 고 문젼(門前)의 치포(治圃)로다

글 익고 쥭 먹으니 안빈낙도(安貧樂道) 되리로다

지금(至今)의 홍진(紅塵事)를 들니지 마라 <풍대#412>

이리도 셩은(聖恩)이요 져리도 셩덕(聖德)이라

요지건곤(尭之乾坤) 안릴넌들 박쥬샨(薄酒山菜) 울숀가

동(童子)야 슐 부어라 완월쟝(翫月長醉) <풍대#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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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읊은 시조들이다. 풍대#412 초장의 ‘뒷산’과 ‘문전

(門前)’은 원경과 근경을 아우르며 시야를 앞뒤로 확장하는 한편, 넓어진 공간감

을 통해 화자의 심리적 여유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약초를 캐고 채소밭을 가

꾸는 일은 수수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바, 또 다른 대구인 “글 익고 쥭 먹으니”

로 이어지면서 소박한 중에도 심신에 고루 미치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줄곧 활용되고 있는 대구의 기법은 문면에 균형과 안정감을 부여

함으로써 그것이 내포한 삶의 양태 역시 굴곡 없이 평온한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강호에서의 일상과 만족감은 곧 안빈낙도라는 인식과

함께 홍진(紅塵)의 일을 들이지 말라는 언급으로 이어진다. 다른 작품들과의 관

계를 염두에 둔다면, 이 대목은 은일 외의 삶을 배척하려는 뜻이 아니라 풍대

#410의 “셰(世事) 아러 쓸 업셔”와 더불어 현재 자기 삶에 대한 긍정과 만족

감을 드러낸 쪽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연결된 여섯 수의 마지막 작품인 풍대#413에 이르러 다시금

대구의 연속을 통한 성은에의 예찬에 도달한다. 특히 이 작품은 풍류마당의 가

곡연창 끝에 부르는 <태평가(太平歌)>를 의방하여 ‘별업 연작’을 완결하는 의미

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36) 청구영언(김천택본)과 가곡원류(국악원본) 등
다수의 가집에 수록된 <태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리도 太平聖代 져리도 聖代太平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

우리도 太平聖代에 놀고 가려 노라 <청김#393>

그런데 <태평가>에 해당하는 청김#393을 차용하여 연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과정에서, 풍대#413에는 작가의 독자적 의식이 개입되며 원작과 상당한 의미 차

이가 발생하게 된다. 초장의 ‘이리해도 저리해도’라는 표현의 경우, <태평가>에

서는 태평성대를 강조하는 의미였지만, 풍대#413에서는 앞서 ‘속리’와 ‘경성’으로

표상되었던 대조적인 삶의 양태(풍대#408)를 환기하는 한편, 이 모두가 성은이라

는 질서 하에서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어 원작의 중장인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를 “요지건곤(尭之乾坤)”로

36) 성무경, 앞의 논문, 2009a, 163면. <태평가>에 대해서는 이오규, 가곡 태평가 소고 ,
한국전통음악학 11, 한국전통음악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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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하여 성세라는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이를 바로 “박쥬샨(薄酒山菜)”

라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와 연결시킴으로써 세계와 합일된 개인의 충만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어진 종장은 원래 <태평가>에는 없던 것이지만

남훈태평가을 비롯한 유사한 시기의 가집 다수에서 확인되어, 당대에 유행하

던 구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37) 이를 활용하여 이세보는 태평성대에서 놀고 가

겠다는 <태평가>의 범범한 다짐 대신, 아이를 호명하며 흥취를 고양시킨 뒤 성

화(聖化)를 상징하는 달빛이 천하를 비추는 정경을 통해 성세를 길이 누리고 싶

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풍대#413은 가곡 한바탕을 마무리하는 <태평사>를 참조하여 여섯 수

에 이르는 ‘별업 연작’을 매듭짓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이세보는 은일

과 출사라는 상이한 삶의 지향을 모두 성은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 통합하는 한

편, 성세를 표상하는 ‘요지건곤’과 자신의 현실인 ‘박주산채’를 동일한 지평 하에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고양된 흥취를 ‘완월장취’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안정

된 구성에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강하게 기입되어 있는바, 이는

풍아(대) 편찬 시점의 작품들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작품들이 보은에 위치한 별업에서의 생활을 다룬 연작이었다면, 다

음에 검토할 풍대#419∼풍대#422는 외관(外官)으로 재직할 당시의 생활을 다루고

있어 ‘외관직 연작’이라 할 수 있다.

져 달아 네 아느냐 황녀슈(黃驪太守) 심즁(心中事)를

샴오야(三五夜) 됴흔 밤의 슐 잇고 임은 업다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 졍(情)인가 <풍대#419>

텬(天下)를 다 비니 임의 곳도 밝으리라

노쵸츙셩야(露艸蟲聲夜)의 뎐젼(轉輾)이 각(生覺) 만타

엇지타 강샹명월(江上明月)리 을 늣겨 <풍대#420>

37) “삼월 삼일 니도홍 구월 구일 황국 단풍 / 금쥰에 슐이 잇고 동졍호에 달이로다 /
아희야 잔 가득 부어라 완월장” <남태#020>. 이 외에도 술을 부으라 명한 뒤 ‘완월
장취’라 끝맺는 표현은 남훈태평가를 포함한 다수 가집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박이
정, 대중성의 측면에서 본 남훈태평가 시조의 내적 문법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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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들은 이세보가 1869년에 ‘황려태수’, 즉 여주목사에 부임하였을 당시를

배경으로 하였다. 풍대#419에서 화자는 달에게 말을 건네면서 좋은 밤에 술이

있어도 임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어진 풍대#420에서는 달빛

이라는 심상에 밤벌레 소리를 첨가함으로써 애상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여

기서의 ‘임’이 조정의 임금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두 시조는 먼 곳의

임금을 연모하는 연군시의 관습을 일부 가져오면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처연

하고 그리운 심경을 강렬하게 표출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는다. 대신 노초충성(露

艸蟲聲)과 강상명월(江上明月) 등의 관습적인 심상을 동원하여 외관으로서의 연

군지정을 정취 있게 읊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단풍(丹楓)의 흥(興)을 겨워 흥(大興寺) 도라드니

예 듯든 박연폭포(朴淵瀑布) 오날이야 알니로다

아마도 승국경(勝國景槩)는 옛인가 <풍대#421>

어화 셩은(聖恩)이야 가지록 망극(罔極)다

겁여(百㥘餘生) 이 몸이 셔경유후(西京留侯) 되단 말가

아마도 연도보(烟埃圖報)난 오날인가 <풍대#422>

이 시조들은 ‘서경유후’라는 표현을 통해 1871년의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부

임과 관련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풍대#421에서는 개성의 명소인 대흥사와 박

연폭포를 마주한 기쁨이, 풍대#422에서는 성은으로 개성부유수에 부임한 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이 중 풍대#422는 외관직 연작의 마지

막 작품이면서 풍아(대)의 대미에 자리한 작품이기도 하다. 총 4수의 외관직

연작 중 앞의 세 수(풍대#419∼풍대#422)는 신도일록 책자의 마지막 장에 메모

처럼 가필되어 있던 것을 정서하여 수록한 것인데, 이후 외관직 연작을 마무리

할 작품으로서 풍대#422가 추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특하게도 이 작품은 초장 첫 구에서부터 “어화”라는 감탄사를 활용하면서

‘갈수록 망극한 성은’에 대한 감은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어진 중장에서는 ‘백겁

여생(百㥘餘生)’을 통해 자신의 굴곡진 과거를 반추하는 동시에 ‘서경유후’가 된

현재에 대한 감격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지위는 ‘갈수록

망극한 성은’과 연결되며, 작품은 이에 대한 보답을 뜻하는 ‘연애도보(烟埃圖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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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처럼 풍대#422는 성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지난 생애를 돌아본 감회를 다룸으로써, 안정된 지위와 자기 인식에 바

탕을 두고 편찬된 풍아(대)의 대미를 장식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살핀바, 풍아(대)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별업 및 외관직 연작에서

는 대상에 대한 심회에 몰입하는 중에도 “셩은을 려니”나 “셩셰풍경 갓치

보셰”, “이리도 셩은이요 져리도 셩덕이라”와 같이 성은과 성세를 환기하고

그에 감복하는 언급이 동반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감회를 표출하려는 의

식 뿐 아니라, 성세와 성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에 적합한 교훈적 역할

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속리’

와 ‘구병산’과 같은 장소나 ‘황려태수’와 ‘서경유후’와 같은 관직명이 전면에 제시

되는 한편, ‘지금’이나 ‘오늘’과 같이 현재를 강조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

도 주목을 요한다. 이는 풍아(대)의 편찬 시점에 이세보가 과거와 달라진 자신
의 현재 지위에 대해 여느 때보다 각별하게 의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

조집의 마지막에 배치된 작품들은 자기 삶의 양태를 직접적이고도 가감 없이 표

현하는 방식을 통해, 과거와는 달라진 지위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본 절에서는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진행된 전체적인 체재 구성과

후반부에 수록된 신출 작품을 중심으로 시조집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풍아(대)는 이질적인 주제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작품이 투입되는 한편, 서

로 무관하게 산재되었거나 여러 시조집에 분리되어 있던 작품들이 수합 및 재배

치됨으로써 연작적인 구성이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시조집의 체재를 유기적으

로 완성하려는 시도들은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작품세계를 효과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하려했던 작가의 의식을 보여준다. 한편, 풍아(대) 후반부에 수록된

작품들은 그가 관직생활을 재개한 1860년대 후반 이후의 정황과 그에 따른 자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이세보는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토대로 교화 주

체로서의 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현재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표

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풍아(대)라는 시조집이 유희적이거나 자족적인

목적에 갇히지 않고 대외적 효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주축으로 삼아 기획되

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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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Ⅴ장에서는 풍아(대)의 작품과 체재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내포된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먼저 선행 시조집의 작품들이 풍아(대)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시가의 경우에는 풍류 현장과 밀착되어 있거나 즉흥적으로 여

겨질 만한 요소들을 소거 내지 조정하면서, 지난 경험을 문학적으로 재편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별풍아의 경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기존의 작품들 사
이에 새로운 시조를 틈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시적 상황을 구체

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의 불안과 그 조건에 대한 문제를 이전보다 첨예

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 신도일록이 재구성되는 과정에는 사적인 체험과 감

정에 관련된 부분이 축소되고 연군시가와 교섭되는 면모가 확대됨으로써 보편적

인 향유를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제반 양상들은 풍아(대)를 편
찬하며 선행 시조집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며 문예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조집의 전체적인 체재와 후반부에 수록된 신출 작품들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풍아(대) 내 주제 구간 사이의 경계면에는 내용적 간극을 연결하

는 작품이 투입됨으로써 시조집의 전체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었으며, 산

재되어 있던 기존의 작품들이 수합 및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연작적인 구성이 마

련되었다. 이를 통해 이세보는 시조집의 전체적 체재를 유기적인 것으로 완성하

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완결성 있게 내보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풍아(대) 후반부에 배치된 신출 작품들에서는 안정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

화 주체로서의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전면에 드

러내는 한편, 현재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면모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 이는 이세보가 풍아(대)를 편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시조집이 어떻게 수용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자족적인 책자가 아니라 완

비된 체재와 대외적 효용을 갖춘 시조집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풍아(대)는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과 전체적 체재의 완비 작업을

통해, 작가가 직접 관여한 결정판으로서의 정본(定本)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담아

낸 시조집이라 할 수 있다. 그 기저에는 작품의 내적 완성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문예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전과는 달라진 작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와 역할에 따라 대외적인 효용성을 확보하려는 의식이 주요하게 작동하였던 것

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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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풍아(대)의 편찬 과정에서 수행된 다양한 시도들과 그에 반영된 작

가의식은 무엇보다 작가적 정체성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풍아
(대)에서 이세보는 풍류 현장에서의 연행, 혹은 현실에의 대응이라는 의식을 구
심으로 편찬되었던 기존 시조집들과 달리, 그동안 구축해온 작품세계의 문예적

수준과 효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도를 수용자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가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

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아(대)의 성격은 가장 많은 시조가 수합된 작품집, 혹은 대표적인

시조집이라는 손쉬운 규정으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

서 살핀바, 풍아(대)는 다양한 계기에 의해 변모를 거듭해온 이세보의 시적 관
심이 축적된 산물이자, 정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완성도 있게 구성해내고자 하였던 작가적 정체성이 기입된 시조집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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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세보 시조의 시가사적 의의

지금까지 이세보 시조가 여러 시조집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된 양상을 살피며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분석하였다. 이세보는 연행을 위한 노래를 시가
와 별풍아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사유와 미의식을 작품에 도입해

나가는 한편, 신도일록과 풍아(소)에서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문

학적 대응의 모색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풍아(대)를 통해서는 선행 시조집을

재구성하고 체재를 완비하여 정본(定本)을 제작하려는 의식과 함께 작가적 정체

성을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친 작품의 집성과

시조집 편찬은 이세보의 작가의식과 시조관(時調觀)이 신분적 조건 등과 결착되

어 한 지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주한 사회적·개인적 상황의 전변에 적

극 대응하며 유동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19세기 시가문학사의 지평 위에서 이세

보 시조의 시가사적 의의를 새로이 밝히고자 한다. 일찍이 시가사에서 19세기는

‘창곡왕성시대(唱曲旺盛時代)’로 명명되었던바,1) 이러한 시대 규정은 악곡만이 중

시되면서 새로운 시조의 창작이 위축되고 시조의 문학적 수준 역시 전대에 비해

현저히 쇠퇴한 시기라는 평가를 내포한 것이었다.2) 이러한 인식은 19세기의 전

반적인 예술사가 18세기의 뛰어난 문화적 성과와 진취적 경향을 발전적으로 계

승하지 못하고 퇴영적인 모습이 완연해졌다는 문학사의 거시적 진단3)과 조응하

며 19세기를 시조의 쇠퇴기 내지 침체기로 규정하는 시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19세기 예술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그간 18세기의 잔

1)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415면. ‘창곡왕성시대’는 전대(前代)의 경정산
가단(敬亭山歌壇)의 활약 이후 새로운 창작의 자극 없이 창곡만이 점점 왕성하여 갔던
시기를 지칭한 것으로, 순조조부터 구한말까지(1800∼1910)에 해당한다.

2) 최동원, 19세기 시조의 시대적 성격 , 시조론, 일조각, 1978, 297-318면; 성호경, 한
국 고전시가의 존재방식과 노래 - 한국 고전시가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고찰(1) , 고
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85-86면.

3) 임형택, 18∼19세기 예술사의 성격 ,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이 논의에서 제출된 시각은 이후 19세기 문학이 일방적인 쇠퇴일로가 아닌 ‘양적으로
풍성하고 잡다해졌다’는 견해로 조정되긴 하였으나, 18세기 문화의 융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하였다는 관점은 유지되고 있다. 임형택, 19세기 문학사가 제기한 문제점
들 ,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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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殘影)으로만 치부되었던 이 시기 시조의 사적 추이와 의미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세기 시조사의 진로와 제양상을 다각적으로

규명한 성과 또한 거듭 제출되어 왔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가장 독보적으로 시조를 창작한 이세보의 작품세

계는 여전히 문학사적으로 온당한 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왕의 논의에서 이세보 시조의 성격이 특권 사대부의 보수적 의식 내지 유흥

문화의 산물로 일괄되면서 여항문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19세기 시조사의 주변부

에 배치되거나,5) 독자적인 가치를 구성하지 못한 채 상업적이고 통속화된 당대

시가의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이다.6)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서 드러났듯이 이세보의 작품세계가 다양한 계기들을 조우하며 수차례의 시조집

편찬과 함께 확장과 갱신을 거듭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제 그 궤적을

4) 19세기 시조사를 고급예술로서의 가곡창과 대중예술로서의 시조창의 이원적 구도로 부
감한 논의(최규수, 남훈태평가」를 통해본 19세기 시조의 변모양상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19세기 시조 대중화론, 보고사, 2005에 재수록); 고미숙, 앞의 책,
1998), 19세기 시조의 예술적 진로를 전문가객들에 의한 음악적 발달의 차원에서 읽어
낸 논의(신경숙, 19세기 가곡사(시조문학사) 어떻게 볼 것인가 , 한국문학연구 1, 고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퇴영적 낭만주의 및 매너리즘과 결부
되었던 가곡원류의 시조를 면밀히 살펴, 형식 이면에 내장된 이행기적 시대성을 밝히
거나(조해숙, 앞의 논문), 작품들의 서정시적 특징을 포착한 논의(고정희, 가곡원류
시조의 서정시적 특징 ,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19세기적인 통
속성과 대중성을 문화의 저급화가 아닌 이 시기의 고유한 미적 범주로 재구하는 논의
(박애경, 조선후기 시조의 통속화 과정과 양상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박이정, 앞의 논문) 등이 대표적이다.

5) 고미숙은 19세기 시조사의 기본구도를 가곡원류가 지향하는 전문적인 고급예술과 
남훈태평가가 지향하는 대중적인 통속예술로 규정지은 뒤, 이러한 흐름과 별개로 존재
하는 주요사항 내지 지류(支流)로서 조황(趙榥, 1803∼?)과 이세보를 포함한 사대부 시
조의 동향을 언급하고 있다(고미숙, 앞의 책, 117면). 이동연도 지적하였듯 이러한 시각
은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 계열을 주류로 규정하면서, 이세보 시조를 포함한 사대
부 시조는 ‘무시할 수 없는 비주류’, 혹은 주류로부터의 ‘일탈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이
라 할 수 있다(이동연, 앞의 책, 12-13면).

6) 이세보 시조를 전체적으로 살핀 기왕의 논의들은 작품세계의 주요 국면을 애정시조와
현실비판적 시조로 양분하여 파악하면서도, 후자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고은지, 앞의
논문, 386면)과 ‘일시적인 자극’(이동연, 앞의 책, 175면)에 의해 창작된 것일 뿐, 이세보
시조의 본류는 애정과 풍류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작가의 관
심이 유희적인 풍류로 단순화되면서, 작품세계의 전반적인 성격 역시 19세기의 통속적
인 대중시조와 맥이 통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정흥모, 앞의 책, 163면).



- 246 -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간 유희성이나 계급성에 고착되었다고 평가되어 온 이세

보 시조의 동태적 양상과 그에 따른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19세기 시조

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우선 각 시조집의 편찬 시점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

문화적 조건과 연동하며 형성된 시조 인식의 변모 과정을 살핀다. 나아가 이러

한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과 작가적 특징을 19세기 시가문학사의 흐름과 견주면

서 그 가치와 위상을 새로이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변화되거나

절하되어 왔던 이세보 시조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시가사에 온당하게 기입함으로

써, 19세기 시가사의 구도를 재고하는 것이 본 장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1. 시조 인식의 변모와 시조창 선택의 의미

이세보가 생애의 주요 국면마다 다양한 성격의 시조를 창작하였으며 그 작업

이 누차에 걸친 시조집의 편찬으로 집약되었음은 앞서 살핀바, 이 과정에서 시

조에 대한 작가의 인식 역시 계기적으로 변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각 시조집 내에서 이세보의 시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를 편

찬 시점의 사회문화적 조건들과 연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모되고 확장되었으며 어느 지점에 도달하였는지 규명하면

서, 작품세계의 통시적 추이와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유배 이전에 창작된 시가의 작품들을 살펴본다.

니둉현 거문고 타고 젼필언 양금 치소

보 연홍 미월드라 우됴 계면 실슈 업시

그즁에 풍뉴쥬인은 뉘라든고 <시가#050>

노가 편이면 쟝단은 몃 졈 되고

쵸즁쟝 분별면 셜은 몃 곡됴니

지금에 다시 보니 편이 너머구나 <시가#076>

시가#050 중장의 “우됴 계면”은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를 뜻하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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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한 바탕으로 구성된 가곡창 공연을 지칭한 것이다.7) 여러 악사와 기녀들이

동원된 이 풍류의 배경은 부친의 부임지였던 순창 일대였던 것으로 보인다.8) 한

편 다음 작품인 시가#076에서는 “쵸즁쟝 분별면”이라는 구절이 주목된다.9) 이

는 이세보가 자신의 작품이 노랫말을 5장으로 구분하는 가곡창이 아닌 초·중·종

장의 3장으로 구분하는 시조창 양식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위의 작품들은 각각 가곡창의 향유와 시조창의 창작

을 다룬 작품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이세보가 가곡창과 시조창을 모두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시조시(時調詩)를 악곡에 실어 가창하는 방식은 가곡창

과 시조창으로 분화되어 있었다.10) 다만 19세기 중엽 무렵에는 시조창이 가곡창

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연창되는 관행이 확립되어,11) 실제 현장에서는 두 양식

이 한 자리에서 불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전하는 가집 중에

시조창과 가곡창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12) 현장의 상황에

7)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화사, 1994, 24면. 이에 따르면 19세기에 ‘우조’와
‘계면조’는 가곡 한 바탕을 대신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8) 시가#050에 등장하는 ‘이종현’과 ‘전필언’은 순창의 명승지인 ‘귀래정’을 배경으로 한 시
가#056에서도 그 이름이 확인된다. 또한 시가#050에 등장한 기녀들인 ‘보애’, ‘연홍’, ‘미
월’ 역시 다른 작품들에서 순창의 지명인 아미산이나 옥천과 관련하여 등장한 경우가
확인된다. 이로 보아 시가#050의 악공과 기녀들은 순창 일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
음을 알 수 있다. 당대에 가곡창 연행은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
는데, 이세보가 주도한 순창에서의 가곡창 공연 역시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곡창 향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경숙, 조선후기 가곡 향유 범위와 그 의미 , 시조
학논총 34, 한국시조학회, 2011, 151-156면 참조.

9) 시가#076의 “쵸즁쟝” 부분은 추후 풍아(대)에 재수록될 때 “쵸즁둉쟝(初中終塲)”으로
바뀌어 있다. 시가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3·4조의 율격을 반복하기 위해 ‘초중종장’
이 아닌 ‘초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최동원, 앞의 논문, 302-308면; 김학성, 18, 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
환 - 여항 시정문화와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17-21면.

11) 권순회, 앞의 논문, 2003, 245-246면. 이러한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1843
년 유만공(柳晩恭, 1793∼1869)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서 가곡창이 불린 현장에 ‘시
조삼장(時調三章)’이 함께 연창된 정황, 정현석(鄭顯奭, 1817∼1899)이 1872년에 편찬한
교방가요(敎坊歌謠)에 가곡 한바탕 이후 시조창을 연창하는 순서가 나타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권순회, ‘시조삼장(時調三章)’의 새로운 이해 ,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199-201면; 정현석 편저, 교방가요, 성무경 역주,
보고사, 2002, 172-1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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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향유자들이 두 양식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세보가 이처럼 두 양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

음에도, 종장 제4음보가 생략된 시조창 형식만을 취하여 작품 창작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초기 시조집인 시가에서만이 아니라 이세보의 작품세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세보가 두 양식을 자유로

이 향유할 수 있었던 조건 위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그의 이러한 선택은 특정

한 외적 환경에 의해 강제되거나 견인된 것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예술적 취향

내지 시조 인식에 따른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세보는 시조창의 어떠한 측면을 선호하였던 것일까? 우선 1850년에 작호를

받은 뒤 1860년에 유배되기 이전까지, 이세보에게 시조의 의미는 대개 현장에서

의 일회적 유희 내지 풍류성의 고취에 경사되어 있었던바, 이를 효과적으로 표

현해내는 데에는 가곡창보다 시조창 양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여겨졌을 것으

로 보인다. 시조창이 가곡창과 변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전문적인 예인의 관현

반주 없이 무릎장단만으로도 실연이 가능하며, 즉흥적인 작사를 통해 서로 응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적이라는 점이다.13) 유배 이전에 자주 유람에 나섰던 시

기에는 소수의 악사 및 기녀들을 대동하여 가볍게 풍류를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서 시조창 양식이 적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실제 가창에서 발휘되는

시조창의 특징은 깊은 울림과 역동적 미학을 토대로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풍격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라 알려져

있다.14) 이와 같은 시조창의 미감은 현장의 흥취를 제고하고자 하였던 당시의

의도와 적절하게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세보가 유배 이전의 풍류 현장에서 시조창 양식을 선택하여 창작 활동

을 전개한 것은 시조창이 지닌 편의성과 호연한 미감이 풍류 현장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조창이라는 양식 자체에 내장된 속

성과 더불어, 현장감과 즉흥성을 부각하고 유행작의 인유나 청자를 적극 호출하

12) 이에 해당하는 가집은 사설시조(장서각본)과 시조집(단대본)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설시조(장서각본)는 시조 종장 말음보가 있는 것은 다 지우되 대충 지워 보이게 만
들었으며, 시조집(단대본)의 경우는 종장 말음보가 없는 것을 다시 붉은 색으로 채워
넣고 있다. 해당 가집들에 관해서는 신경숙, 고전시가연구와 가집문헌 , 고전과 해석
1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5, 34-35면 참조.

13) 장사훈, 시조음악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a, 149-150면.
14) 권순회, 앞의 논문, 2003, 241-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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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방식으로 노랫말을 제작함으로써, 이세보는 연행 현장에서의 풍류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세보의 창작 태도와 시조 인식은 1860년 11월에 시작된 유배를 기점

으로 급격한 전변을 맞이하게 된다. 신지도로의 유배는 이전까지 그가 누려온

안락하고 풍류적인 삶의 조건뿐 아니라 조화롭게 유지되던 세계 인식을 전면 중

단시킨 사건이었다. 이러한 충격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이세보는 외부와 불화하

는 내면을 적실하게 표현해내고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하

게 되었던 것이다.

유배객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기록한 신도일록에서는 그가 자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문학적 수단을 부단하게 모색하였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자의 전반부에는 유배가 결정되어 도성을 떠난 1860년 11월

부터 이듬해인 1861년 여름까지의 심경이 일기문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해

당 일기문에는 한시를 번역한 형태의 운문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바, 그는

이 작품들을 짓게 된 계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이 날 밤의 화셩 남문 밧 쥬막의 드러 잘슬픔을 이긔지 못여 한

졀귀를 지엿쓰니 그 글의 엿쓰되 (…) 읇기를 맛치눈물를 금치

못고 밤을 간신이 지여 길를 나니 이날은 쵸구일 일너라.

· 이 녕을 너무면 군친 계신 곳이 더욱 묘연할지라. 한 졀귀를 지

여 가로(…)

· 낙일를 의지여 북두셩을 라보고 궐을 각니 외로온 졍셩

이 챰아 잇기 어렵다. 드디여 한 율시를 지어 가로(…)

· 셕각은 챠아고 슙풀은 쇼샴데 바닷물노 셩을 코 신지도를

판니 날이 지으신 지옥이라 이를 엇지쟌 말고. 인여 한

노를 지여 로(…)

· 병은 고항의 침노고 근심은 기쳐럼 모뒤니 누엇다 다시 이러하

고 이러나다시 안져 눗기는 회포만 갈록 억졔기 어렵다.

인여 노한 곡됴를 지어 가로(…)

· 노여 가로(…) 슬푸다. 한 노가 이럿트시 어즈러우니

유유한 이 회포를 어늬 나 말니요. 노기를 파다시 글귀

를 읇프며 글귀를 읇픈 후의는 다시 병을 읍듀어리니 병근이 날노

길화타와 편쟉이가 다시 난들 병을 엇지 의원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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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세보는 “슬픔을 이긔지 못여”, “외로온 졍셩이 챰아 잇기 어렵

다”, “회포만 갈록 억졔기 어렵다” 등에서와 같이 수회를 차마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해야했던 시점마다 시작(詩作)이 수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삽입시 중에서도 특히 굴원의 <어부사(漁父辭)>를 의방한 작품의 경우,

다른 절구나 율시 등에서처럼 수회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독특한 구성을

통해 작가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어 주목되는 바가 있다.

신도일록에서 ‘한 노래’라 지칭된 이 작품은 어부가 ‘나’에게 말을 건네고 그
에 대해 ‘나’가 화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15) 여기서의 ‘나’가 이세보 자신을

투영한 인물임은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그런데 또 다른 등장인물인 어부 역시,

설정상 ‘나’를 처음 만난 것으로 되어있으되 ‘나’의 찬란했던 과거 행적은 물론

“쳔니 강남의 멀니 니별”하게 된 현재의 비참한 사정을 깊이 헤아리며 “슈방풍

샹의 강잉이 보젼”할 것을 종용하는, ‘나’의 처지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자신을 알아본 어부를 지기(知己)

로 여기며 억울한 심회를 길게 풀어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깊은 실의에 빠져

몸을 던지고자 하였던 마음을 바꾸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넨 어부를 위해 ‘의심

을 헤치고’ 굳건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에 이른다.

이 노래에서 ‘나’가 유배에 대한 작가 자신의 억울함과 실의를 표현한 존재라

면, 어부는 다른 한편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의식이 투영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16) 이처럼 작가 자신을 투영시킨 두 인물 간의 대화를 구성함으로써, 이세

보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작품의 창

작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면 신도일록 시점의 이세보에게 시를 짓는다

는 것은 유배객으로 전락한 비통함을 절절히 표출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감정과

경험을 객관화하여 응시하는 성찰의 수단이기도 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한시를 번역한 형태의 삽입시는 신도일록에서 총 6수가

15)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작품에 속한 손의 말(‘창랑가’)과 ‘나’의 말(‘어부가’)을 별도의 작
품으로 셈한 바 있다(정우봉, 앞의 논문, 2012, 426면; 김정화, 앞의 논문, 240-241면).
그러나 이는 작품의 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류이다. 신도일록의
일기문에 삽입된 시에 대해서는 본고 Ⅱ장 2절 참조.

16) 이에 선행연구는 어부를 이세보의 내면을 대상화, 객관화시킨 ‘시적 장치이자 허구적
자아’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정우봉, 앞의 논문, 2012, 429-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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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따름이다. 이 책자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90여 수에 달하는 시조

들이다. 일기문 이후 시조들이 연달아 수록된 신도일록의 구성은 이세보가 자

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문학적 수단으로서 산문이나 절구, 율시 등과 같은 다

양한 장르를 모색하였으되, 결국 시조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장르로 채택하고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가 신도일록에서 유배객의 심경을 시조에 집중적으로 담아냈던 것은 이미
시조 창작에 익숙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시조를 통해 자기 내면을

언어화하면서도 이를 노래의 방식으로 향유하며 시름을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관현 반주 없이도 노래로 부

르는 것이 가능했던 시조창의 양식적 속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물론 유배지에서의 시조 향유는 풍류 현장에서와 같은 본격적인 가창이 아

니라 노랫말에 가락과 장단을 적당히 넣은 음영(吟詠)에 가까웠을 것이다.17) 그

러나 제대로 된 반주가 동반될 수 없다 해도, 시조창 양식을 통해 언어화된 자

신의 처지와 감정을 가락에 실어 표현함으로써 그의 시조는 시름을 해소하는 노

래의 효용을 수행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신도일록 시점의 시조들은 산문이나 한시 양식으로는 다 펼쳐내기

어려웠던 유배객의 수회를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흥미

로운 것은 신도일록에서의 시조가 이처럼 시름을 푸는 방안이었던 동시에, 자

신의 존재조건을 응시하고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였다는 것이

다. 이것은 앞서 살핀 <어부사>를 의방한 삽입시의 성격과 맞닿은 것이기도 하

다. 신도일록에 수록된 시조에서는 이러한 시적 지향이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

되었던바, 자신을 훈계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일련의 자기성찰 시조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7) 김학성은 시조의 향유방식이 전통적으로 전문적 수련이나 관현반주를 두루 갖추지 않
고도 시조에 맞춘 가락과 장단을 넣어 길게 빼어[永言] 향유하는 ‘음영(吟詠)’ 내지 ‘가
(歌)’의 방식과, 숙련된 악공의 반주를 동반하고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녀들이 성악곡
의 악곡에 맞추어 연행되는 ‘창(唱)’의 방식으로 구분되어 왔음을 논한 바 있다(김학성,
시조의 향유전통과 홍만종의 가집편찬 ,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14-15면).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세보는 유배 이전에 연행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시
조를 주로 ‘창’으로써 향유했으며,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유배기에는 ‘음영’으
로 향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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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신도일록의 편찬 과정에서 이세보는 유배 이후 현실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시름을 풀어내면서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시조를 재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세보는 기존의 유흥적인 목적을 넘어 시조라는 장르가

내포한 시름을 해소하는 노래[歌]이자 내면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시(詩)로서의

가능성18)을 본격적으로 탐사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유배지에서 편찬된 또 다른 시조집인 풍아(소)에서 더욱

본격화된다. 1862년에 발발한 임술민란의 소식을 접한 뒤,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이세보의 문제의식은 전에 없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60수에 달하는 관리권계

시조와 12수의 <농부가>로 형상화되어 풍아(소)에 수록되었다. 이는 이 시기

이세보에게 시조 창작의 의미가 개인적인 내면 표현의 경계를 넘어 사회 현실에

대한 사유를 구현해내는 데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풍아(소)에는 다른 시조집들에 비해 시조창의 형식은 물론 평시조의 율격에

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산견된다.19) 이는 연행 현장과 분리된 유배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풍아(소)에 반영된 작가의 관심

이 자신의 전언을 효과적이고도 정확하게 담아내어 전달하고자 하는 데 경사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언에 대한 고민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

상화하는 방식에까지 이어진 결과, 관리를 대상으로 한 관리권계 시조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부가>의 내용 및 형태를 구분하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어조를

달리하며, 직접적인 비판과 상황의 묘사, 당사자의 시점 설정 등의 다양한 작법

이 풍아(소)에서 실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이전까지의 시조집이 한글로만 이루어졌던 데 비해 풍아(소)의 모

든 작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시조집의 발문에서 이 작품들을

“긔록(記錄)”한다고 표현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면이 있다. 이는 풍아(소)의
지향점이 현장에서의 가창보다는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전달하는 쪽에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풍아(소)의 편찬 시점에 이세보는 시조가
가창될 상황과 음악적 형태를 강하게 의식하기보다는 정확한 의미 전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8) 최재남, 노래와 시의 울림과 그 내면, 보고사, 2015, 24-25면.
19) 이에 대한 분석은 본고 Ⅳ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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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배 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개인적·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감정 및 그

대응 과정을 형상화하려는 의식이 전면화되면서, 이세보의 시조 인식은 자신의

사유와 내면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시(詩)의 영역으로 점차 확장해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이 노래의 성격 내지 가창의 가능성을 전제

하지 않은 채 창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 신도일록의 모든 작품은 물

론이거니와 풍아(소)에 수록된 시조들을 보더라도, 정형에서 이탈한 빈도가 늘
어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시조창 형식이 작품 전반에 적용되어 있

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작품들이 실제로 실연될 기회가 드물었거나 전무했을

수는 있으되 그것이 처음부터 가창 가능성을 배제한 독서물을 상정하고 창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오히려 이세보가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춰 시

조를 창작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노래의 정형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시조라면 기본적으로는 노래로서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세보의

확고한 시조관이 투영된 지점이라고 해석된다.

연행 현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이세보의 상황은 1863년 12월의 해배 이후

다시금 전환의 계기를 맞이한다. 풍류의 현장으로 복귀한 이세보는 1865년 5월,

기녀에게 전할 목적에서 연행에 소용될 노랫말들을 모아 별풍아를 편찬하였

다. 그런데 연행 환경과 청자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시가에서와 달

리, 별풍아는 외부 조건보다 작가 고유의 시적 관심과 미의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시조집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본고의 Ⅲ장에서 논한바, 유배로 인한 세계인

식의 변화와 간극이 투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시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역시 깊이 관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단

서는 별풍아의 서문에서 확인된다.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헤아려 염가(艶歌)를 나지막이 노래하기를 매

일 만 번씩 하면 금상첨화이니, 다른 날 만나는 자리에서 괄목상대하

여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자 한다면 이를 구하고 또 구하라.21)

20) 선행 연구에서 현실 문제를 다룬 이세보 시조는 대개 ‘가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창작
된 것’이라거나, ‘문자 중심의 창작 시조’로만 그 특징이 규정되어 왔다. 나정순, 앞의
책, 128-129면;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105면.

21) “口誦心商, 艶歌低唱, 日日萬回, 錦上添花. 異日逢場, 拾刮目相對, 非復吳下阿蒙, 是求是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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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이세보는 자신의 시조를 ‘염가(艶歌)’로 자칭하고 기녀로 하여금 ’매

일 만 번씩 노래하기’를 종용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세보가 시조를 풍류현장의 분위기 고취를 위한 일회적이고 유희적

인 수단이 아니라, 다른 연행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첫머리에 언급된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口

誦心商)’는 당부는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는 ‘노래하기를 매일 만 번씩(日日萬回)’

수행하는 가창 기술의 연마만큼이나 노랫말에 담긴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

며, 이로써 진정한 노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별풍아를 편찬한 시점에 이르러, 이세보는 시조의 진정한 가치가 음악

적인 외연이나 기교만큼이나 노랫말에 내포된 문예적 의미를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별풍아 이전의 유배 기간

동안 그의 시조 인식이 유흥적 측면에 고착되지 않고 자신의 시적 관심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갱신되어 갔던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별풍아의 작품들은 풍류성에 경도되었던 시가에서와 달리, 관계의

불안에 대한 사유 내지 단절에 의해 촉발된 감정 표현 등의 시적 의미가 중시되

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때 시조창의 활용은 유배 이전과 같이 편의성이나 풍류

적 흥취를 위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악곡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가사 전달에

묘미가 있는 양식으로서의 특성22)이 주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조창

형식의 활용을 통해 이세보는 외부 악곡의 제약이나 정해진 순서에 맞게 노랫말

을 지어야 하는 가곡창의 편가(篇歌)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적

관심과 미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작시법을 별풍아에서 적극적으로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별풍아가 편찬된 1865년 이후, 이세보는 도총관,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등의

고위관직을 연달아 역임하며 정치·사회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 그 뒤

에 풍아(대)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은 1871년에서 1876년 사이의 일이다. 별
풍아에서 풍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세보는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당

대 풍류 문화의 중심부로 진출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그의 시조들은 실제 가창

현장으로 전파되며 다른 가집에 수록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가집

22) 장사훈, 앞의 책, 1986a,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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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원류(일석본)에 이세보를 작가로 기록한 일련의 작품들, 그리고 작가명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시쳘가와 조 및 사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그 사례이

다.23) 해당 시조들은 모두 별풍아와 풍아(대)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별풍아
가 제작된 무렵부터 이세보의 작품들이 점차 세간에 유포되고 가창되기 시작하였

던 정황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가곡원류(일석본)의 작품들은 이세보의 원작과 몇 가지 지점

에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준다.

밤은 샴경경 되고 오만 임은 쇼식 업다

이 를 알 냥이면 졔 졍녕 오련마는

엇지타 무졍가인이 남의 쇽 몰나 <별풍#011>

밤은 三更 되고 오만 님은 아니 온다

이 를 알량이면 졔 丁寧 오련마는

엇지타 無情佳人은 사졍 몰나 <원일#697>

위 사례는 이세보의 시조가 풍류 현장으로 전파되어 불리다가 가창을 위한 가

집인 가곡원류(일석본)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표현 일부가 수정된 모습을 보여

준다. 먼저 “샴경경 되고”가 “三更 되고”로, “남의 쇽 몰나”가 “사졍 몰나”로

변화된 부분은 의미상의 큰 변경 없이 음절수를 가감하여 노래의 박자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음절수를 조정한 사례들은 가곡원류(일석본)에
실린 이세보의 시조에서 다수 확인된다.24) 한편 “쇼식 업다” 부분이 “아니 온다”

23) 가곡원류(일석본)에서 이세보 시조는 원일#692∼원일#697 구간에 수록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별풍#112, 별풍#120, 별풍#018, 별풍#007, 별풍#019, 별풍#011에 해당한다. 시쳘
가와 조 및 사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철#054와 조사#007로 수록되어 있으며, 별풍아
에서는 각각 별풍#016과 별풍#124에 해당한다. 이 시조집들은 모두 이세보 시조집이 편
찬된 뒤인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고 Ⅱ장 2절 참조.

24) 가곡원류(일석본)은 대개 한 음보 내에 4음절이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던 것 같다.
다음의 사례들 역시 이세보 시조의 음절수가 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다졍헌 말리(별풍#007) → 多情튼 일(원일#695)
· 각든 말리(별풍#007) → 각든 일(원일#695)
· 다졍컨마는(별풍#007) → 多情컨만(원일#695)
· 이별은 워(별풍#112) → 離別 어(원일#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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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체된 데에는 구어적 표현을 선호한 연행 현장의 분위기에 더하여 초장 후

구에 유성음(有聲音)을 연속 배치함으로써 노래할 때의 발음을 매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작동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곡원류(일석본)로의 수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점은 이세보의 원작

이 의미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조들 중 일부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별풍아에
서 별풍#011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풍#011에서 별풍#015까지 긴밀

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곡원류(일석본)에서는
이 중 한 작품만을 임의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던바, 이로써 원래 이세보가 의도

했던 의미상의 연결과 극적 구성은 와해되고, 임을 기다리는 인물의 감정을 단

편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쳘가에 실린 시철#054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보여준다. 해당 작품의 원작인 별풍#016은 별풍아에서 별

풍#017과 더불어 연속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시쳘가에서는 이러한

작품 간의 유기적 연결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하나의 작품만이 취사되었던

것이다.25)

다음은 가곡원류(일석본)에 실린 이세보의 작품 중 내용적 변개가 가장 뚜

렷한 경우이다.

그리고 못 보는 임을 이져 무방것마는

든 졍이 병이 되여 루느니 간쟝이라

엇지타 유졍이 무졍갓치 샹불견 <별풍#018>

글리고 못 보는 님 이져 無妨건마는

情이 病이 되여 살노는이 肝腸이라

至今에 이 心懷 알 양이면 무삼 실음 <원일#694>

가곡원류(일석본)에서 “못 보는 임을”이 “못 보는 님”으로, “든 졍이”가 “情

이”로 미세하게 수정된 것은 역시 노래의 박자에 맞추기 위함이다. 문제는 종장

의 변개이다. 별풍아와 가곡원류(일석본) 모두 음보당 글자수가 3·7·4로 동

일하여 음절수 조정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가곡원류(일석본)의
편자는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상사불견(相思不見)’과 같은 문어적 표현보다

25) 별풍아 수록 작품에 대한 해석은 본고 Ⅲ장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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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이하고 구어적인 표현이 자신들의 연행 현장에 보다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개 과정에서 화자의 감정 쪽으로 시상을 전환하는 “엇지

타”가 “至今에”로 교체되고 역시 감정을 묘사한 “유졍이 무졍갓치”가 삭제된 것

은, 노랫말의 율격이나 표현의 수준을 넘어 시상 전개나 원의(原意)까지도 임의

로 변경할 수 있었던 당시 가창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세보가 별풍#018을 풍아(대)에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종장을 변개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별풍아의 “엇지타 유졍이

무졍갓치 샹불견”(별풍#018)은 풍아(대)에서 “엇지타 유됵(有足)이 무됵(無

足)갓치 샹불견(相思不見)”(풍대#119)로 바뀌어 있다. ‘유정’과 ‘무정’을 ‘유족’과

‘무족’으로 교체한 셈인데, 여기에는 이별의 심회를 보다 적실하게 표현하기 위

한 작가의 고심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구절에 담긴 세세한 의미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은 앞서 가곡원
류(일석본)에서의 변개가 오직 가창에 적합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던 것과 대

조적이다. 이는 실제 연행 현장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던 작품의 요건과 이세보가

시조를 창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깊이 고려하고 고심하던 지점 사이의 거리

를 암시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실제 가창에 필요하거나 그에 적합한 요소가

우선시되었다면, 이세보에게는 작품의 내용이 내포한 의미 역시 중요하게 여겨

졌던 것이다.

한편, 이세보가 풍아(대)를 편찬한 1870년대 초반에는 대원군과의 관계가 긴
밀해짐에 따라 그를 둘러싼 실제적인 예술 환경 역시 얼마간 변화가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해배 이후 1868년의 개명, 1869년의 여주목사 부임 등의 일들을 거

치며 이세보는 세도가 견제를 위해 종친을 중용하려 한 대원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교유는 단지 정치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조의 연

행을 중심으로 한 풍류 현장으로까지 이어졌다.26)

그런데 이 시기는 대원군이 안민영을 중심으로 한 예인집단을 적극적으로 후

원하던 때와 정확히 겹쳐 있다. 대원군과 안민영이 본격적으로 연을 맺은 것은

경복궁 중건이 마무리되어 낙성연이 개최된 1867년에서부터였다.27) 이후 안민영

26) 이세보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은 본고 Ⅱ장 1절 참고.
27) 김용찬, 앞의 논문, 2008, 8-12면. 1867년에는 대원군이 주도한 경복궁의 중건이 마무
리되어 이를 기념하는 낙성연이 7월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던바, 안민영은 이 낙성연에서
가곡의 공연을 위임받은 것을 계기로 대원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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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현궁에 거의 상주하였을 정도로 대원군 가까이에 머물며 각별한 관계를 유

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당시 이세보가 안민영이 속한 예인집단과 교류

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29) 그러나 정황상 1870년대 초쯤이

면 이세보는 왕족 출신 고위 관료로서의 사회적 기반과 대원군과의 긴밀한 교유

를 바탕으로, 안민영 등의 전문예인들에 의해 마련된 당대 최고급 연행예술의

현장을 빈번히 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0)

이와 같이 풍아(대)를 편찬하던 시기에 이세보를 둘러싼 예술 환경, 즉 가
곡원류(일석본) 등에 반영된 실제 가창의 현장이나 전문예인들에 의한 최고급

공연 등에서는 모두 노랫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가객의 역할과 시조의 음악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었다. 풍아(대)의 기록들은 이와 같은 당대의 풍조에 대한 작
가의 생각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바, 관련하여 먼저 확인되는 것은 시조

의 음악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여러 언급들이다.

28) 당시 사람들은 안민영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곧바로 운현궁을 찾기도 하였던바, 이
로 미루어 안민영이 거의 운현궁에 상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축년 봄 내
가 운현궁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기에 나가본즉, 그 사람이 소매 속에서 한 통의
꽃 편지를 꺼내었다(丁丑春, 余在雲宮矣, 有人來訪, 故出往視之, 則其人自袖中出一封花
箋).” 금옥#150 발문, 금옥총부.
안민영과 박효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인들은 1873년 승평계를 결성하여 대원군을
위한 헌사로 채워진 승평곡(昇平曲)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1876년에는 대원군이 안
민영의 회갑연을 직접 베풀어 주기도 하였다. “병자년 유월 이십구일은 곧 내 회갑일이
었다. 석파대로께서 나를 위해 공덕리 추수루에 회갑연을 베푸시고, 우석상서에게 기악
을 널리 부르도록 하시어 진종일 질탕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바
이겠는가(丙子六月二十九日, 卽吾回甲日也, 石坡大老, 爲設甲宴於孔德里秋水樓, 命又石尙
書, 廣招妓樂, 盡日迭宕, 是豈人人所得者歟).” 금옥#018 발문, 금옥총부.

29) 두 인물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을 보면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안민영이 고종이나 세자와 같은 ‘경복궁 왕실’이 아니라 대원
군과 그의 아들인 이재면(李載冕, 1845∼1912)에 해당하는 ‘운현궁 왕실’과만 제한적 관
계를 맺었다는 점, 안민영이 운현궁 왕실의 물질적인 지원보다 예술적 공감의 측면을
중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신경숙, 앞의 논문, 2001, 236-243면), 운현궁 왕실의 일
원이 아니었으며 시조창 위주의 풍류마당과도 가까웠던 이세보와의 교류가 긴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원군과 관계가 공고하였던 이 시기의 이세보가, 안민영을 위
시한 최고급 예인들의 존재와 이들의 활발한 활동에 무관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30) 안민영에 의해 마련된 풍류 현장은 노래, 춤, 연주에 있어 당대에 최고의 기량을 갖춘
일급예인들이 동원되어 수준 높은 ‘예술행위의 장’을 구현한 것이었었던바, 이들이 특히
주력한 것은 최상의 노래와 연주의 실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신경숙, 안민영 예인집
단의 좌상객 연구 ,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학회, 2001, 231-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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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근(病根)은 날노 더고 슈회(愁懷)난 만단(萬端)여 셰월

(歲月)를 잇고져 혹 글도 읽으며 시(詩句)도 지으며 쇼셜(小說)도 보

다가  노를 지어 긔록(記錄)나 쟝단고져(長短髙低)를 분명(分明)

이 로지 못엿스니 보난 이 짐쟉여 볼가 노라.

풍아(대) 발문의 일부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신의 시조가 ‘장단고

저(長短髙低)’를 분명히 갖추지 못하였으니, ‘보는 사람’이 짐작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자평이다. ‘장단고저’는 시조가 가창될 시 고려되어야 할 박자와 높낮

이 등의 음악적 요소를 뜻한다. 이 발문 자체로만 보자면 기왕의 사대부들이 상

투적으로 사용한 ‘음률을 모른다[不解音律]’는 식의 겸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31) 그러나 이전까지의 시조집들에서는 보이지 않던 음악적 요소

에 대한 의식이 유독 풍아(대)에 와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이세

보의 시조 인식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

노가 편(百篇)이면 쟝단(長短)은 몃 졈(點) 되고

쵸즁둉쟝(初中終塲) 분별(分別)면 셜(辭說)은 몃 곡됴(曲調)니

지금(至今)의 다시 보니 샴편(三百篇)이 넘엇구나 <시가#076/풍대#414>

격(格) 모르고 지은 가(謌辭) 샴여편(三百餘篇) 되단 말가

놉힐 데 못 놉히고 낫츌 데 못 낫쳣스니

아마도 훗(後)의 시비(是非)는 못 면(免)헐가 <풍대#415>

풍아(대)에 수록된 이 시조들은 자신의 지난 작품들을 반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선행 시조집의 작품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주축으

로 삼았던 풍아(대)의 편찬 작업은 곧 자신의 작품 활동 전체를 돌아보는 일

과 맞닿아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풍대#414는 시가에 실려 있던 시가#076을

표현의 수정을 거쳐 재수록한 것이며, 풍대#415는 풍아(대)에서 새로 추가된

31) ‘음률을 모른다(不解音律)’는 표현은 도산십이곡의 발문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예악(禮樂)은 성인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므로 그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겸사이다. 실록에서도 음악을 논할 때는 ‘불해음률’이라는 표현을 거의 상
투어처럼 사용하였다고 한다. 박미영,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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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앞의 시조를 부연하는 내용이다. 풍대#415에서 이세보는 자기 작품을 “격

모르고 지은 가”로 자칭하면서 그 이유로 ‘높일 데와 낮출 데’, 즉 음의 고저

(高低)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장단고저를 차리지

못했다’고 한 풍아(대)의 발문과 마찬가지로 음악적 기준에 대한 그의 착목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을 근거로 이세보가 자신이 음악적인 아마추어임을

확실히 의식하였으며, ‘어느 시대의 사대부들보다 음악적 능력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32) 그러나 자기 시조에 대한 이세보

의 인식을 음악성이 미흡하다는 자각으로만 의미화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관련

하여 이세보가 풍대#414에서 자기 시조를 “샴편”이라 칭한 대목을 짚어볼 필

요가 있다. 해당 표현은 시경의 “詩三百”을 의식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시조

를 시경에 빗댄 것이면서 노래의 가치와 그에 대한 모종의 자부가 담긴 것이

기도 하다.33) 그런데 이는 원래 시가에서 “편”으로 되어 있던 부분으로, 풍
아(대)에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시경과 관련된 표현인 “샴편”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풍아(대)의 시점에 이세보가 이전보다 자기 시조의 가

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격’을 모른 채 지었다는 자각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시조의 가치

를 긍정하고, 나아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집대성한 풍아(대)를 편찬할 수 있었

던 근거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풍대#415 뒤에 이어져 있는 다음 시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독좌(獨坐) 우려(憂慮)니 우려(憂慮)  병(病)이로다

쇼견(消遣) 글 지으니 글 안 되고 가(謌詞)로다

뉘라셔 시비쟝단(是非長短)을 아러 곳쳐 쥴가 <풍대#416>

풍대#416은 이세보 자신의 시조 창작과 향유 과정을 다룬 일종의 메타시이다.

초장에서 작가는 ‘독좌(獨坐)’와 ‘우려’와 ‘병’이라는 결여 상태를 연속적으로 인식

32) 이동연, 앞의 책, 142면.
33) 이는 시경, 특히 국풍(國風)과의 유비를 통해 가집의 존재 의미를 정당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자 했던 18세기 이후 위항 시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김흥규,
앞의 책, 1982, 156-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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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의 방책은 다름 아닌 ‘글짓기’이다. 문제는 이 시도

가 ‘글’이 아닌 “가”, 즉 ‘노랫말’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세보에게 시

조를 짓는 일이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글짓기와 노랫말 짓기가 모두

‘독좌우려(獨坐憂慮)’라는 동일한 근원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를 통해 이세보는 시와 노래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되 형태에서 다르다고 보는

시가일도(詩歌一道)의 관점34)과 더불어, 자신에게 있어 시조의 창작이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에 의해 견인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 동인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

실을 전면화한다.

작품의 초·중장이 시조의 창작 과정을 드러냈다면 종장은 시조가 가창되는 상

황을 상정하고 있다. ‘누가 시비장단을 알아서 고쳐 주겠는가’라는 자문에서 먼

저 확인되는 것은, 시조를 가창하기 위해서는 이를 장단에 적합하도록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이 대목의 배후에는 ‘시비장단’을 이세보 자

신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 가능한 가객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태도, 나아가 이를

자신의 창작 행위와 분리하려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기실 자

신의 시조가 장단고저를 분명하게 갖추지 못하였으니 ‘보는 사람이 짐작하여 보

라’ 했던 풍아(대) 발문에서 감지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이세보는 자신의 작품이 ‘글’이 아닌 ‘노랫말’로 지어졌다면 그것이 언제든

가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위의 시조에서 도출된 창작 과정과 시비장단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풍아
(대) 편찬 시점의 이세보에게 있어 시조 창작이 지닌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

해볼 수 있다. 그에게 시조는 반드시 공연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

상적인 표현 욕구에 의해 ‘소견차’ 창작될 수 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시조는 필

요할 때 언제든 가창될 수 있어야하며, 이것이 적절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단

고저’와 같은 음악적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공존할 수 있

었던 것은 이세보가 시조를 창작하는 자신의 역할과 이를 가창에 적합하도록 다

듬어 음악에 올리는 가객의 역할을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적 요소에 관한 가객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시조의

작가로서 이세보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창작활동의 가치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세보는 1870년대 초반, 전문가객들의 활약과 음악성이 강조되던 예술적

34) 김대행, 앞의 책, 198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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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하면서, 지금껏 ‘격 모르고’ 지어온 자기 작품들의

존재가치, 나아가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에 직면하였던

바, 이는 자신에게 시조란 무엇이었는지 되묻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한 끝에, 이세보는 ‘장단고저’를 중시하는 가객의 역할과는 다른, 개인

의 내면을 표현하는 예술의 본령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창작 행위가 지닌 의미를

옹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이 무렵 그의 시조들이 풍류 현장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작가

의 고심이 담긴 문예적 요소가 쉽게 탈각되거나 작품 간의 연쇄로 축조된 의미

가 와해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자주 접

하게 되면서 이세보는 원래 자신의 의도가 담겨 있는 작품들을 기록하여 보전하

고자 하려는 의욕을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정황 속에서 기존

의 시조집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가운데 작가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했던

풍아(대)가 기획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이세보는 자신의 시조가 언제든 가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

지하였던바, 이러한 측면에서 시조창 양식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세보

는 시조창 양식을 활용함으로써 가창을 위한 최소한의 음악적 형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문가객들과 같이 ‘장단고저’를 정확히 적

용하여 시조를 창작하지는 못할지라도, 시조창 양식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시조

가 노래답게 여겨지며 불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한 악곡의 비중이 낮

은 시조창은 가사의 전달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 이세보가 추구하였던 문

예적 지향을 자유로이 담아내기에 적절한 양식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이세보에

게 있어 시조창 양식은 자신의 작가적 의식을 담아내면서도 시조가 지닌 시(詩)

와 노래[歌]의 측면 중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 않는 형식으로 인식되며, 풍아
(대)에 이르기까지 적극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상으로 본 절에서는 이세보의 시조 인식이 다양한 계기들과 영향을 주고받

으며 확장 및 갱신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세보에게 시조의 의미는 기존 연

구의 관점과 같이 유흥적 취향이나 특정한 계급의식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

라,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들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되어

간 것이었다. 유배 이전의 작품이 주류를 이룬 시가에서부터 유배기의 신도
일록과 풍아(소), 해배 이후의 별풍아에 이르는 동안, 이세보 시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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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유희적 수단에서 시작되어 개인의 감정과 사유를 적실하

게 표현하는 시적 지향의 문예물로까지 변모와 확장을 거듭하였다.

이후 별풍아에서 풍아(대)의 편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세보는 음악성을

중시하는 당대 가창문화권의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실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장단고저’에 전문화된 가객의 역할과 노랫말을 짓는 자신의 역할을 분리하

면서, 가객과는 다른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창작 활동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

였다. 이에 이세보는 자신에게 있어 시조의 창작이란 내면의 발로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한편, 자신의 시조 창작에 가객들의 활

동과는 다른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선행 시조집을 재구성하고 체재를

완비한 풍아(대)는 바로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반 과정을 돌아볼 때, 시조창 양식이 작품 활동 내내 핵심적인 토대

로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한다. 이세보에게 있어 시조 인식의 변모와 확장 과정은 시조창 양식의

특성 및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긴밀하게 결부된 것이었다. 그는 시조창이 지닌

다양한 속성, 즉 편의성을 갖춰 즉흥적인 연행에 어울리면서도 관현반주가 없이

혼자 시름을 풀 수 있는 노래로도 기능할 수 있고, 가사의 전달에 용이하여 시

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는 측면들을 각 시기의 필요성과 시조

인식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여 왔다.

특히 이세보는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시조가 창작된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든

가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였던바, 시조창은 최소한의 음악적 형식

을 보장하면서도 문예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적절하다는 점에서 그의 시조관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초기 시조집인 시가에서부
터 정본으로 완성된 풍아(대)에 이르기까지, 시조창은 이세보 시조의 핵심적인
양식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세보의 작품세계 전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조창 양식은 당대 시조

문학사에 있어서도 주요한 흐름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시조창

으로 구축된 이세보 시조의 의의 역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19세기 시가사의

층위에서 새로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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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기 시가사와 이세보 시조의 의의

지금까지 이세보가 지닌 시조 인식의 변모 과정과 시조창 선택의 의미를 개인

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세보의 작가상과 작품세계의 성

격을 19세기 시가사의 동향과 견주어 봄으로써 이세보 시조가 어떠한 시가사적

좌표를 점하고 있는지,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가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예술 환경은 생산력의 향상과 상공업 발전,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맞물려 예술이 상품화되고 도시 유흥의 수

요가 증대되는 등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였다.35)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양

상은 도시적 유흥과 음악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춘 가객들의 존재가 부상하였다는 점이다.36) 이들은 18세기 전반까지 시조

에의 정진을 일종의 예도(藝道)로 인식하며 시조의 창작과 가창에 임하였으나

이후로는 전적으로 가창에만 주력하면서 시조 음악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이끌게

된다.37) 이처럼 도시적 예술 환경 속에서 증대된 음악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가객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 가곡창의 악곡은 삭대엽(數大葉)

의 분화에 의한 파생곡들을 생성하며 다기하게 발달되어 갔다.38)

이러한 예술사적 추이 속에서 시조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향유방식은 노랫말

35) 김흥규, 조선 후기 예술의 환경과 소통 구조 ,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
대학교 출판부, 2002, 7-24면. 이 논의는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의 예술적 상황
을 국가 운영 기구 및 부속 영역의 역할 쇠퇴, 예술 수요의 증대와 민간 전문예능인 성
장, 예술의 상품경제적 소통구조 발달, 예술 취미집단의 발전, 시정 예술 및 유랑예능인
집단의 증가라는 다섯 가지 사항으로 요약하고 있다. 조선후기 도시 유흥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 민족문학사연구 2, 민
족문학사학회, 1992; 남정희, 18세기 경화사족의 시조 향유와 창작에 관한 연구 , 이화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0-100면; 박애경, 앞의 논문, 2003 참조.

36) 18세기 초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을 이끈 김천택(金天澤)에서 시작되어 김수장(金壽
長), 이세춘(李世春), 박효관(朴孝寬)과 안민영(安玟英)으로 이어진 조선후기 가객 및 가
단의 계보와 그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참조.

37) 권두환, 앞의 논문, 114-115면.
38) 김영운, 가곡과 시조의 음악사적 전개 , 한국음악사학보 31, 한국음악사학회, 2003,
164-166면; 남정희, 앞의 논문, 10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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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음미하기보다 악곡을 위시한 음악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쪽으

로 경사되어 갔다.39) 이 같은 추세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엽까지 전문가객

외의 시조 담당층에 의해 창작된 시조들에서도 음악적 요소에 대한 관심 내지

당시의 주류적 가창 양식인 가곡창에 대한 의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802년에서 1807년 사

이에 봉래악부(蓬萊樂府)를 편찬하고 25수의 시조를 수록한 신헌조(申献朝,

1752∼1807)의 경우이다.40) 봉래악부의 시조들은 충군과 애민의식부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및 성적(性的)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를 담아내고 있

으며, 작품들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12수의 작품이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등 상

당히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독특한 점은 봉래악부에 수록된 이 시조들이

모두 가곡창 양식의 5장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곡

내에서도 서로 다른 곡조로 연창되는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기록하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41) 이러한 특징들은 가객들의 가집에서처럼 악

곡명 등이 직접 표기되진 않았지만 신헌조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부터 가곡창

의 형식과 음악으로서의 연행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안동 김씨의 일원이었던 김이익(金履翼, 1743∼1830)의 작품들도 같은 맥락에

서 주목되는 면이 있다. 김이익은 1800년에 금갑도 유배기에 지은 시조 60수를

모아 금강영언록(金剛永言錄)을 편찬하였다.42) 수록된 작품의 내용은 연군과

39) 물론 시조는 애초에 시이자 노래로서 존재해왔으며 어느 시기에나 가창의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향유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 시기까지는 사대부 담당층을 중심으로 문학을 향
유하기 위해 가창이나 음영을 수단화하는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음악과는 무관하게 향유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후 19세기에 가까워올수록 시조를 향유하는 문화에 있어 음
악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현상으로 확인된다. 성호경,
한국 고전시가의 존재방식과 노래 - 한국 고전시가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고찰(1) , 고
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85-86면; 김학성,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 ,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7-8면.

40) 봉래악부의 저자인 신헌조와 시조집의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황순구, 봉래악부 소
고(小考) , 국어국문학 85, 국어국문학회, 1981, 158-162면 참조.

41) 김용찬, <봉래악부>의 성격과 신헌조의 작품 세계 ,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
회, 2010, 394-396면. 이 논의에 따르면 가집에 ‘악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그 속에
수록된 작품들이 음악으로 연창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42) 김이익과 금강영언록에 대해서는 강전섭, 금강영언록 연구서설 , 동방학지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정흥모, 앞의 책, 97-122면; 정인숙, 유와 김이익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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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필요성, 노년에 대한 인식, 과거 회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43)

특징적인 것은 김이익 역시 금강영언록의 각 시조들을 줄글이 아닌 5장으로

구분하여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헌조의 봉래악부와 마찬가지로

가곡창으로의 가창을 염두에 두고 창작에 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이익의 작품 중에는 자신의 노래를 세간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비교

한 작품이 있어, 음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다 가까이 확인해 볼 수 있다.

노래로 두고 보면 世上 人心 거의 알다

휘모리 時調의 조오던 이 눈을 

아셔라 이 내 노래 야 안 사 잠들일가 노라 <금강#040>

이 시조에서 김이익은 졸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휘모리 時調”와 깨어 앉

은 사람을 다시 잠들일 만한 “내 노래”를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휘모리 시조’는

당시 여항에서 저변을 확대해가던 빠른 음악들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44) 반

면 자신이 부르는 “내 노래”는 시정의 빠른 음악과 다른 느린 노래로서, 작품들

을 5장으로 구분해둔 것으로 볼 때 가곡창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당시

주류적으로 향유되던 ‘느린 노래’ 가곡창과 여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빠른 노

래’들 사이의 분기가 시조의 향유자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인지되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이와 함께 ‘휘모리 시조’를 듣고 깨어난 사람을 자신의 노래로 다시 잠

들이겠다는 종장의 언급은 김이익이 지니고 있던 빠른 노래에 대한 거리감과 가

곡창 양식에 대한 친숙함 내지 자부심을 보여준다.45)

강영언록의 특징과 그 의미 , 반교어문연구 43, 반교어문학회, 2016; 남정희, 19세기
초엽, 김이익의 유배 현실과 유배 시가의 창작, 보고사, 2019 참조. 금강영언록에 수
록된 시조는 원래는 60수였으나 10수가 유실되어 현재는 50수가 확인된다.

43) 이 시조들은 몇 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소일하며 수시로 기록한 것으로, 순간순간 느
낀 바를 짧은 호흡으로 담아내어 개인의 내면을 소소하게 표현하였다고 파악된 바 있
다. 이는 선왕을 향한 긴 호흡의 노래로 일관된 가사 <금강중용도가(金剛中庸圖歌)>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되었다. 정인숙, 앞의 논문, 2016, 252-255면.

44) ‘휘모리 시조’는 당시 유행하던 시조창과 휘모리잡가를 염두에 둔 표현인 듯하다. 휘모
리잡가는 사설시조에 연원을 둔 양식으로 시조창에 비해 세 배 정도의 빠르기를 지녔
으며 18세기 중엽에서 말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사훈, 앞의 책, 1986a,
98-99면; 백대웅, 잡가발생의 시대적 당위성과 전개과정: 경기잡가에서 판소리까지 ,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5,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314-3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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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를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악곡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이한진(李漢鎭, 1732∼1815)이 1814년에 편찬한 가곡창 가집 청구영언
(연민본)을 살펴볼 수 있다.46) 청구영언(연민본)에는 이한진이 주변 문사들과

향유했던 가곡창 연행 현장의 노래들이 수합되어 있다. 이 가집은 겉으로는 곡

조 표지 없이 작품들만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곡조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다른 가집들과 유사하게 음악적으로 비교적 정연

한 체재를 구축하고 있어, 전문가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자인 이한진이

당시 활발하게 발전되어가던 음악적 환경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47)

이러한 19세기 초의 사례들은 전문가객이 아닌 시조 담당층 내부에서도 시조

의 향유와 창작이 가곡창이라는 음악적 환경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연행과 관련된 풍

류적 주제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충군이나 애민, 개인적인 소회 등을 다양하게

표명하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초엽 시조 창작의 동향은

음악예술로서의 측면이 강조되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가곡창으로 가창될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한편으로, 특정 조건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의식

과 감정들을 비교적 자유로이 담아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조 창작의 추세는 노랫말을 얹어 부르던 가곡창 양식이 19세

기를 경과하며 고도의 음악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9세기에 가곡창은 우·계면 한 바탕의 정착과 남·여창의 분화, 편가 형식

의 정립, 다양한 변주곡의 개발 등을 통해 음악적으로 화려하고 정제된 형식을

갖추어 갔던바,48) 이에 가곡창의 연창 방식은 18세기의 자유롭고 유동적인 방식

45) 선행연구는 이 시조에 대해 경박해져가는 사회 풍조에 대한 통렬한 야유를 드러냈다
거나, 가곡을 통해 시속의 음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정흥모, 앞의 책, 115면; 권순회, 앞의 논문, 2003, 237-238면.

46) 이한진과 청구영언(연민본)에 대해서는 심재완, 이한진편 <청구영언>에 대하여 , 
어문학 7, 한국어문학회, 1961; 조지형, 경산 이한진의 생애와 문예 활동 , 대동문화
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참조.

47) 김용찬은 전·후 시기에 편찬된 병와가곡집과 청구영언(육당본)과의 비교를 통해 
청구영언(연민본)의 작품들이 初中大葉→初數大葉→二中大葉→三中大葉→二數大葉→蔓
橫·弄·樂·編數 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포착함으로써, 이 가집의 작품 배열이 음
악적 고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김용찬, 시조의 연행과 작품의 가집 수록 양상
에 대한 고찰 ,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48-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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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몇 가지 특정한 양식과 규격화된 미감으로 집약되기에 이른다.49)

이러한 가곡창의 고급화를 주도하였던 이들은 박효관과 안민영으로 대표되는

당대 최고급 가객 집단이었다. 이들은 당대의 권력자였던 대원군과 그의 아들

이재면으로 구성된 운현궁 왕실의 강력한 후원을 배후에 두고 가곡창의 예술적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으며 노래의 ‘다양한 해석’이 아닌 ‘최상의 해석’을

추구해 나갔다.50) 이와 같은 기치 하에 박효관과 안민영은 1872년에 예인들을

위한 가집 가곡원류를 편찬하게 된다.51) 이 가집에 수록된 음악이론과 발문,

전체적인 체재, 음악적 지표, 작품의 수록 양상 등에는 이들이 지닌 고급예인으

로서의 자부심과 전문 의식이 곳곳에 기입되어 있다.

내가 매양 가보(歌譜)를 보니 시속(時俗)의 노래가 순서와 명목이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상세히 알게 하지 못했다. (…) 최근 속말(俗

末)의 녹록모리지배(碌碌謀利之輩)들이 서로 쫓아 비린지습(鄙吝之習)

을 널리 만연시켰고, 혹은 한가로운 틈을 타 희롱하는 자들이 뿌리 없

는 잡요(雜謠)와 허랑한 짓들을 일삼으며, 귀한 자 천한 자가 다투어

전두(纏頭)를 주어 이러한 습속을 북돋으니, 이것이 어찌 옛 현인군자

(賢人君子)의 정음(正音)의 여파라 하겠는가. 나는 정음(正音)이 인멸

되는 것을 개탄해 마지않아 가결(歌闋)을 간략히 초(抄)하여 한 권의

악보로 만들고 구절마다 고저·장단·점수를 표시하여, 후일 여기에 뜻

이 있는 자를 기다려 거울이 되게 하고자 한다.52)

48) 신경숙, 앞의 논문, 1995, 19-31면.
49) 18세기까지 가곡창에는 다양한 악조가 사용되고 별도의 여창(女唱) 분화도 없어 모든
사설과 악곡이 남녀 창자 모두에게 열려있었다. 또한 여러 편의 가곡을 연달아 ‘엇결어’
부르는 방식도 노래 현장의 구성원과 취향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었으며, 악곡
과 사설, 소리와 반주 사이의 결합도 자유스러운 다양성을 바탕으로 향유되었다. 신경
숙, 앞의 논문, 2000, 196-197면.

50) 신경숙, 앞의 논문, 2001, 231-232면, 255면.
51) 가곡원류의 편찬연대는 종래에 1876년으로 알려졌었으나 근래에 이본들의 비교 검
토 등을 통하여 1872년으로 비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경숙, 가곡원류 편찬 연대
재고 ,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참조.

52) “余每見歌譜, 則無時俗詠歌之第次名目, 使覧者未能詳知. (…) 挽近俗末碌碌謀利之輩, 孜孜
相趍, 薰然共化於鄙吝之習, 或偸閑為戱者, 以無根之雜謠, 謔浪之駭擧, 貴賤爭與纒頭習尙,
奚有古昔賢人君子, 為正音之餘派者. 余不勝慨歎其正音之泯絶, 畧抄歌闋為一譜, 標其句節髙
低長短點數, 俟后人有志於斯者, 為鑑準焉.” 박효관, 歌曲源流 跋 , 가곡원류(국악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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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관이 작성한 가곡원류의 발문이다. 이 글은 시속의 가집들이 음악에 대

한 체계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시작되어, ‘뿌리 없는 잡요(雜徭)’

와 ‘허랑한 짓’에 대한 경계를 거쳐 현인군자(賢人君子)의 정음(正音)을 확립하고

자 한다는 목적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박효관이 문제삼은 것은 당시

의 속물적인 시정음악의 존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곡 내부의 문제, 즉 ‘정

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가곡 창법을 포괄하였던바, 그의 목표는 이를 바로

잡아 ‘가곡을 가곡답게’ 만드는 것이었다.53) 그만큼 이 시기의 전문가객들은 가

곡창에 있어 특정한 기준 외에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고고한 ‘음(音)’의 경

지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54)

이들은 가곡창 연행에 있어 새로운 사설을 거의 창작하지 않고 대부분 이전

시기의 작품들을 활용하였다. 이는 전문가객들이 주력했던 것이 사설의 문학성

이 아닌 음악적 표현이었거니와, 전문화된 악곡에 적합한 노랫말을 짓는 일 자

체가 매우 고도의 숙련과 재능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창사 짓기가 적절

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문학적 감각은 물론이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

이었는데, 이로써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인정받았던 인물은 당시 안민영이 거

의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서는 박효관이 “노래 짓기를 잘하고 음률

에 정통하였다(善於作歌 精通音律)”고 고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안민영조

차 신가(新歌)를 창작한 뒤 박효관에게 고저(高低)와 청탁(淸獨), 협률(協律)과

합절(合節)의 교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실55)은 가곡창의 음률에 맞춰 창사를 짓는

53) 신경숙, 앞의 논문, 2000, 199-200면.
54) 이 시기 전문가객들이 지닌 가곡창에 대한 태도와 예술적 지향, 가곡원류 발문을 둘
러싼 해석은 신경숙, 위의 논문, 182-201면 참조. 이 논의에 따르면 음의 경지를 추구하
였던 이들의 예술적 지향은 가곡원류에서 한 악곡 내의 노래 사설마다 변형선율을
지정하여 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하는 연음표(連音標)를 기재하고,
당시의 실제 음가가 아닌 옛 발음을 고수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노랫말에 적합한 가창
방식을 규제하고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이후 가곡원류의 이본이 빠른 시
간 내에 다종(多種) 제작되어 보급되었다는 사실은, 박효관과 안민영이 정립한 노래 해
석이 당대의 가곡창의 향유자들 사이에서 정석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55) “나에게 고저·청탁·협률·합절의 교정을 요구하며, 재자(才子)와 현령(賢伶)들에게 가르
쳐 관현에 올려 노래함으로써 승유의 낙사를 삼게 하였다(作數百關新歌, 要余校正高低
淸獨協律合節, 使訓才子賢伶, 被以管鉉唱, 爲勝遊樂事).” <金玉叢部 序>, “전후의 만영
수백 수를 모아 한편을 이루었는데, 삼가 선생에게 나아가 물어 그것을 취사하고 윤색
한 연후에야 완벽하게 되었다(輯前後漫詠數百闋, 作爲一篇, 謹以就質于先生, 存削潤色之
然後, 成完璧).” <金玉叢部 自序>, 금옥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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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역시 고도의 직능을 요하는 작업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56)

이처럼 가곡창의 음악적 규약과 그에 따른 작사 기준이 고도화되면서, 시조

담당층 가운데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가곡창

양식을 자유로이 노랫말을 붙이고 향유할 수 있는 ‘내 노래’로 자기화하기 어려

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악곡의 발달이 노랫말로서의 시조 창작을 제약하는 경향

은 기실 18세기 후반에서부터 확인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57) 19세기 들어 진행

된 가곡창의 전문화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결과

적으로 가곡창의 음악적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에 얹어 부를 수

있는 시조의 창작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58)

56) 사설 교정에 관한 박효관과 안민영의 언급은 ‘시적 완성도’가 아니라 ‘노래에 맞는 고
저청탁(高低淸獨) 협률합절(協律合節)’이 되도록 가사를 그대로 두거나 빼거나 또는 윤
색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창작사설이라고 하여 무조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노래 얹기에 적절한 언어, 형태, 배열이 있음을 의미한다. 신경숙, 앞
의 논문, 2000, 187-188면.

57) 이는 18세기 후반 시조사의 주요 경향으로 지적된 ‘연시조의 쇠퇴’에서 분명하게 확인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시조의 창작이 쇠퇴한 것은 전통적으
로 연시조가 담당했던 이념적이고 사회적인 효용이 약화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상 전개가 유기적으로 조직된 연시조 형식이 18세기 이후 일정한 악곡들로 질서 있
게 편성된 가곡창의 한바탕 연창 방식(편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성기옥, 한국 고
전시 해석의 과제와 전망 - 안민영의 <매화사> 경우 ,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1998,
130-131면; 남정희, 앞의 논문, 156-157면). 대부분 연시조로 창작되었던 훈민시조 역시,
18세기 이후 가창화(歌唱化)되면서 연시조 형식이 파괴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조
태흠, 18·1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학회, 1994,
153-159면).

5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황(趙榥, 1803∼?)은 전문가객이 아니었음에도 19세기 중엽 이
후 가곡창 양식을 토대로 다수의 시조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 활동은 그
가 당대의 예술적 동향과 단절된 향촌사족으로서, 음악적 실현과 무관한 문자 문학으로
서의 시조시에 천착했기에 가능했던 예외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삼죽사류(三竹詞
流)(1871)에 수록된 <주로원격양가서(酒老園擊壤歌序)>에서 가곡창의 오장(五章)을 음
양오행의 이치를 구현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글은 표면적으로 보면 가곡창을 아
악(雅樂)에 비견되는 것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나, 실제 악곡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음악과는 무관한 관념적인 논설에 머물고 있다. 실제 삼죽사류에 수록된
작품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념적이고 교술적 내용의 연시조로 일관되어 있어, 조황에
게 시조가 음악과 무관한 ‘산문적 교술 장르’(이동연, 앞의 책, 96면)로 인식되고 있었음
이 확인된다. 조황의 시조에 대해서는 조규익, 삼죽 조황의 시조 연구: 삼죽사류 를
중심으로 , 숭실어문 5, 숭실어문학회, 1988; 정흥모, 삼죽 조황의 시조와 의식지향 ,
대진논총 1, 대진대학교, 1993; 이동연, 앞의 책, 57-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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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전과 같이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시조의 형식에 담아 표현

하고 노래로서 향유하고자 하였던 시조 창작의 경향은 완전히 소실되고 만 것일

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곡창과 더불어 19세기 시조의 주된 흐

름을 형성한 시조창 양식의 존재 양상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바, 이를 통

해 시조창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이세보 시조의 시가사적 위상까지 모색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곡창이 이전부터 시조를 가창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존재하였다면, 시조

창은 18세기에 와서 상업 도시로 발달한 서울 지역의 음악적 요구와 실험에 의

해 등장한 가창 양식이다.59) 선율과 반주의 비중을 낮추며 향유의 편의성을 강

화하였던 시조창은 일반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에 용이하였던바,60) 이후 악보로

정착되고 악곡이 분화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19세기에 들어서는 가곡창과 함

께 시조를 향유하는 주요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63년에 방각본으로 출간된 남훈태평가는 이러한 시조창의 유행과 수요를

바탕으로 출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61) 이 가집은 유사한 가집을 다수 산출했을

만큼 널리 유행하며 가창문화권 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62) 특히 방

각본이라는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성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남훈태평가가 출간된 19세기 중엽에는 이미 시조창에 대한 당대인

들의 관심과 수요가 대단히 증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사에서 남훈태평가 계열 가집들의 성격은 서민적 미의식을 바탕

59) 시조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권순회, 앞의 논문, 2003, 232-234면 참조.
60) 김학성, 앞의 논문, 2002, 20면.
61) 남훈태평가의 수용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된 서민층으로 보거나(최규
수, 앞의 책, 90-100면), 중간계층에서 도시 하층민에 걸쳐있는 것으로 파악하거나(고미
숙, 앞의 책, 197-202면), 18세기 이래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유흥을 주도하였던 상인층으로 추정하는(박이정, 앞의 논문, 2000, 66-68면) 등의 견해
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남훈태평가의 간행 목적을 가창을 위한 노랫말 보급이 아
니라 독서용 가집 보급으로 파악하고, 그 주된 수용자를 한글문학의 독서층으로 파악한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였다(이유진, 19세기 시조창 대중화에 대한 재론 ,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이처럼 남훈태평가의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은 이 자료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62) 남훈태평가와 많은 작품을 공유하며 유사한 체재를 지닌 자료로는 시조의 여러
이본들, 시여, 시가요곡, 조 및 사, 시쳘가 등을 들 수 있다. 최규수, 앞의 책,
22-24면; 고미숙, 앞의 책, 191-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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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통속적 민요세계를 지향하였다거나,63) 통속과 퇴폐의 양상을 노정한 것으

로64) 설명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19세기 시조창의 동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 시기 시조창의 전반적인 성격 역시 도시 유흥의 장에 진

입한 잡가(雜歌)65)과 함께 여항 대중들의 호응과 ‘통속적 경사’를 충실하게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66)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은 19세기 시조사를 ‘전

문적인 고급예술로서의 가곡창’과 ‘통속적인 대중예술로서의 시조창’으로 양분하

는 이분법적 구도와 관련을 맺으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시조 향유와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19세기 시조창의

존재 양상은 남훈태평가 계열의 성향이나 특정한 계층의 취향으로 귀속될 수

없을 만큼 매우 복합적이고 다기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가곡창과의 대비적인 관점 하에 시조창을 상류층의 취향과 분리되어 여항 대

중에 의해 점유된 상업적 통속예술로 규정해온 관점은, 당시 연행 환경의 실상

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 시조창 향유에 관한 기록들은 이

양식에 대한 관심이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어 있었고 실제 작품의 성격 역시 상

업성이나 통속성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가곡창과 시조창을 향유하던 담당층이나

연행 공간의 구분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

관련하여 시조창이 처음 악보로 정착된 경위를 먼저 살펴볼 수 있다. 현전하

는 최초의 시조창 악보는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1800년 경에 자신의 저

작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중 유예지(遊藝志) 에 기록한 ‘양금보(洋琴譜)’이

다.67) 그리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손자인 이규경

(李圭景, 1788∼1856) 역시 구라철사금보(歐邏鐵絲琴譜)에 같은 악보를 실은

63) 최규수, 앞의 책, 44-75면.
64) 고미숙, 앞의 책, 226면.
65) 박애경, 문화의 대중화 경향과 잡가 ,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
출판, 2008. 이 논의에 따르면 잡가는 18세기 이후 하층 유랑연예인을 중심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도시 유흥으로 나타난 것은 추교신·조기준·박춘경의 3명
창을 배출한 19세기 중엽 이후로 알려져 있다.

66) 박애경, 앞의 논문, 1997, 89-137면; 임형택, 앞의 논문, 2008, 9면.
67) 유예지 는 교양 백과사전으로 독서, 활쏘기, 수학, 글씨, 그림, 방중악(房中樂) 등 선비
들이 익혔던 각종 기능들이 실려 있다. 이 중 <양금보>는 당시 방중(房中)에서 풍류
음악으로 연주하던 음악과 악기를 설명한 권6 <방중악보>에 실려 있다. 임원경제연구
소, 《유예지》 해제 , 임원경제지 유예지 1, 풍석문화재단, 2017, 1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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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68) 이처럼 시조창의 금보(琴譜)가 가객의 손이 아닌, 심미적 가치와 실

용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서유구69)와 백과사전식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
洲衍文長箋散稿)를 편찬한 실학자 이규경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70)은 의미

심장한 면이 있다. 이는 시조창이 당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시정의 일시적이고

오락적인 여흥을 넘어 일정한 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담지한 양식으로 받아들여

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이 한 노인이 부른 시조창을 듣고 감동하였

다는 기록,71) 이학달(李學達, 1770∼1835)의 시에 시조 가락을 듣고 마음이 처량

해졌다는 사연,72) 유만공(柳晩恭, 1793∼?)의 <세시풍요>에서 기녀가 시절 단가

를 부르는 것을 듣는 장면73) 등은, 19세기 초중반을 경과하면서 시조창의 향유

가 서민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계층에 걸쳐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가곡창과 동일한 공간에서 시조창이 연행되었다는 기록들을 포

함하여,74) 가곡창 가집임에도 시조창 형태의 사설을 담아낸 가사,75) 가곡창과
68) 서유구와 이덕무가 기록한 두 악보는 동일한 것으로, 현전하는 ‘경제(京制) 평시조(平
時調)’와 일치한다. 장사훈, 구라철사금보의 해독과 현행 평시조의 제문제 , 아세아연
구 1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118-121면.

69)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돌베개, 2018, 384-388면.
70) 이규경은 서유구를 종유하였으며 그의 역작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임원경제지와
서유구에 대한 이야기가 10회나 인용되어 있다(임원경제연구소, 앞의 책, 49-50면). 따
라서 서유구와 이규경이 같은 악보를 기록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두 사람이 교
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악보를 공유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71) “노인은 국상(國喪) 중이라 음악을 그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듯 가느다란 소리로 이
런 시조잡곡(時調襍曲)을 읊조렸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춘광 한치 마라 / 너
희는 그래도 여천지무궁이라 /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슬퍼 하노라.” 소리가 구성져
사람을 감동시켰다(老人不識遏密之義，口中爲細聲時調襍曲曰: “梨花桃花杏花芳草等，一
年春光且莫怨，爾等雖然與天地無窮，非百歲人生吾所恨.” 聲惻惻感人).” 심노숭, 山海筆
戲 , 孝田散稿(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147-148면에서 재인용).

72) “누가 꽃피고 달 밝은 밤을 어여삐 여기는가 / 시조 가락 정녕 마음을 처량케 하네(誰
憐花月夜, 時調正悽悽).” 이학달, 感事三十四章 , 洛下生藁.

73) “기녀 한 대열이 미치광이인양 한데 / 길을 가르며 짧은 소매 치장으로 적삼을 나란히
하네 / 시절단가의 음조가 방탕하니 / 바람 차고 달 밝노라 하며 삼장(三章)을 창하네
(寶兒一隊太癡狂, 裁路聯衫小袖裝. 時節短歌音調蕩, 風吟月白唱三章).” 유만공, 歲時風
謠 , 임형택 편, 여항문학총서 10, 여강출판사, 1991, 221면.

74) 본 장의 각주 11) 참조.
75) 권순회, 가곡과 시조의 접점: 신발굴 가집 가사의 특성과 계보 , 국문학연구 23,
국문학회, 2011. 이 논의에 따르면 가곡창 가집에 해당하는 가사는 사설 392수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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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창의 판별이 어려운 사설시조(장서각본) 및 시조집(단대본)과 같은 가집
들의 존재76)는, 이 시기 시조창의 수용층과 연행 환경이 가곡창과 명확히 구분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19세기 시조창의 성격에 관한 선행연구의 시각은 이세보 시조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지니고 있다. ‘상류층이 향유하는 고급예술 가곡창’과

‘서민·중간계층이 소비하는 대중예술 시조창’이라는 이항 구도 하에서, 시조창으

로 일관되어 있는 이세보의 작품들은 대중적·통속적 성격으로 쉽게 단정되거나,

작가의 계급성과 모순되는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세보 시조에 대해 “왕족이고 사대부 관료였으면서도 전문적이고 세련된 가곡창

을 향유하기보다 시조창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예술과 더 친연성”을 지녔다고

파악하며 “19세기 예술사의 일반적 흐름과는 상이한 경향”으로 규정하거나,77)

“왕족 출신인 이세보가 대중 시조예술”을 취한 것에서 “아이러니가 발견”된다는

지적78)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 이 시기 시조창의 수용층 및 연행 환경이 특정 계층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광범하게 향유되고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이세보 시

조의 존재는 시조사에서 예외적이거나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 가

창문화권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의 작품세계는 당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고 창작되었던 시조

창 양식의 다채로운 속성과 가능성을 폭넓게 탐사하고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오

히려 19세기 시조사 내의 핵심적인 좌표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세보 시조는 대중성과 통속성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던 이 시기 시조

창의 성격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풍류적 수단에서 출발하였으나(시가) 유배와 민란이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과

데 243수에서 종장 말음보를 생략하였고, 종장 말음보가 불완전한 형태로 생략된 경우
도 33수가 확인된다. 이로 보아 가사의 편찬자는 시조창에 밝았던 인물로서 자신의
음악적 취향에 따라 가곡창 사설을 변형하여 필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조
별람과 시가(박씨본)의 약본(約本)의 성격을 지닌 이 시조집은, 18세기의 음악 경험
과 가집의 특성을 축약한 바탕위에 19세기 당대의 시조창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형태
로 담아낸 가집으로 평가된다.

76) 신경숙, 앞의 논문, 2015, 34-35면.
77) 고미숙, 앞의 책, 265-268면.
78) 성무경, 앞의 논문, 2009b,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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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자기 처지와 감정을 적실하게 형상화하거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진지하

게 모색해 나갔으며(신도일록, 풍아(소)), 해배 이후에는 연행에 소용될 노래
를 통해서도 작가 고유의 사유와 미적 지향을 구현해 내었고(별풍아), 정본으
로서의 시조집을 편찬하는 작업에서는 문예성과 효용성을 주축으로 한 작가적

정체성이 투사되기도 하였다(풍아(대)). 이처럼 거듭된 시조집 편찬과 창작 활

동의 기저에는 개인의 내면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시로서의 지향과, 시조란 장단

고저에 맞게 가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래로서의 지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는 최소한의 음악적 형식을 확보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관심사를 유연하게 형상

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시조창 양식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활용하

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그 결과 이세보 시조는 시조창 양식의 주류로 여겨져 온 오락 위주의 통속화

경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19세기 시조창의 양상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이는 시(詩)와 노래[歌] 중 어느 한쪽을 특권화하지 않는 시가(詩歌)로서의

향유방식을 견지하면서 개인의 일상적 감정과 사유를 미학화하려는 태도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조 창작의 조류는 이세보에 의해 창안되어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핀 신헌조나 김이익의 작품 활동과 같이 가곡창이라는 음

악 양식을 의식하며 다양한 주제들을 표현하려 했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반의 양상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가객들에

의해 가곡창의 악곡이 고도로 정교해지고 그것이 주도권을 잡게 된 예술적 환경

속에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후 이세보는 새로이 발흥하여 가

곡창과 공존하게 된 시조창 양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

의 양식으로 전유하며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던바, 가곡창에 의지했

던 시조 창작의 흐름을 시조창을 토대로 다시 활성화하고 더욱 다채롭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가사적 층위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이세보 시조의 존재는 시조창의 성격뿐

아니라 19세기 시가사의 흐름 자체를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시조의 실제가 공연에 적합한 양식으로서

전문화·고급화되거나 도시 유흥의 수요에 따라 상업화·통속화되는 경로로만 진

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내면을 미학화하는 예술 장르로

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로써 이세보 시조는 고급화 경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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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경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혹은 공연을 위주로 활약했던 가객들의 활동만

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시조사의 주요한 저류와 시조 담당층의 존재를 시사하며,

19세기의 시가사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이후 판소리나 잡가와 같은 민속악이 통

속성을 기반으로 크게 융성해 나가는 중에도,79) 시조라는 장르가 어떻게 그 생

명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향유되며 20세기의 개화기 시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9세기 시조사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며

음악적으로 고급화되어 가던 가곡창은 점차 고급한 감식안을 가진 소수를 위한

음악으로 나아갔던바,80) 20세기 이후로는 연행 주체와 애호 집단의 와해로 인해

소수의 전수자들에 의해서만 향유 및 전승되며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81) 한편, 여항 대중들에 의해 상업적인 대중예술로서 향유되던 시조창의

흐름은 20세기 초까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집을 산출하기도

하였으나,82) 이후 20세기 초에 최전성기를 맞이한 잡가83)와 같이 향락성이 극대

화된 민속악 장르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오락을 위한 예술로서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4)

반면 이세보 시조로 가시화된바, 개인의 경험과 사유, 감정 등을 시조창의 형

태로 구현하려는 움직임은 이후로도 면면히 이어지면서 개화기라는 특수한 정세

를 맞아 개화기 시조로서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대한매일신보와
79) 장사훈, 증보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b, 469-480면.
80) 신경숙, 앞의 논문, 2000, 201면.
81) 강경호, 앞의 논문, 238-243면.
82) 권순회, 신발굴 시조창 가집 삼제(三題) , 고전과 해석 2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83) 1914년 정정증보신구잡가(訂正增補新舊雜歌)가 최초로 편찬된 이후 10여 년 사이에
15종 이상의 잡가집이 대량출판된 것은 이 시기 잡가의 압도적인 인기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20세기 초 잡가의 유행에 대해서는 고미숙,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
가 연구 , 역사비평 26, 역사비평사, 1994, 279-283면; 김학성, 앞의 논문, 2002, 20-24
면; 박애경, 19세기 말, 20세기 초 잡가의 소통 환경과 존재양상 - 근대적 노래 공동체
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21, 한국구비문학회, 2005, 261-282면 참조.

84) 이러한 양식 간의 경쟁 속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편찬된 시조창 가집 중에
는 통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화된 가곡창 양식의 문법을 따라가며 잡가와 구별되는
정악(正樂)으로서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은성, 19세기 말에서 20세
기 초 시조창 향유의 변화양상 - 《가요》(동양문고본)를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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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보 등에 게재된 개화기 시조는 종장 말구의 생략이라는 형태적 특징에

기반하여 남훈태평가 등에서 연유한 시조창의 전통을 승계했다거나,85) 이세보

시조 중에서도 특정 작품군에 담긴 비판의식이나 우국정신, 혹은 4·4조와 같은

형태적 측면과 관계된 것86)으로 그 관련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

해들은 선행하는 유형의 양상과 개화기 시조 사이의 일부 유사한 지점만을 추출

하여 영향 관계를 확정하고 있어, 사적 계보를 정립하는 논의로서의 설득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개화기에 산출된 시들의 율적 양식이 다른 무엇보다 노래의 강력한 영향 하에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면,87) 개화기 시조가 시조창 양식을 채택한 것 또한 당대

적 현안에 대한 주제의식을 노래의 자장 안에서 시화(詩化)하려 했던 모색의 결

과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세보 시조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본고는 노래의 형

태에 기반하여 자기 내면과 사유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시조창을 전유하였던 담

당층의 존재와 19세기 시조사의 저류를 상정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본다면, 시조

창에 기반한 개화기 시조의 존재 양상은 특정 가집의 영향이나 지식인의 우국정

신 등과 단선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세보 시조를 통해 드러난 시가사의

조류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시(詩)와 노래[歌]의 기능을 위계화하지 않고 시

가(詩歌)로서의 향유방식을 견지하며 개인의 일상적 감정과 사유를 미학화하려

는 지향을 담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에 유행한 시조창

양식을 수동적으로 향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 양식으로 전유하면서 그 가

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의 연구사에서 주목되

었던 가곡 음악 위주의 고급화 경향이나 유흥성 내지 상업성 위주의 통속화 경

향과는 다른 층위에서 19세기 시조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바, 기왕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19세기 시가사를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한 그의 작품세계는 시조라는

장르가 다양한 양식이 부침하였던 근대전환기를 통과하면서도 어떻게 동력을 잃

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및 향유되며 개화기 시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

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85)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2004, 293-299면.
86) 오종각, 앞의 논문, 1999; 나정순, 앞의 책, 130-133면; 고미숙, 앞의 책, 281-282면.
87) 박슬기,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율의 이념, 소명출판, 2014, 81-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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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세보 시조의 존재 양상은 이 시기의 시조 장르가 특정한 목적에

복무하거나 통속성에 고착되며 퇴조한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주제와 미적 지향,

향유방식을 아우르면서 예술에 대한 당대인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음

을 증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간의 연구사에서 향락적인 창작 태도나

보수적인 계급의식의 산물로 논의되어 왔던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시조가

보여준 시대적 대응의 주요한 일면을 대표하는 문학으로서 그 시가사적 가치와

위상이 새로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 Ⅵ장에서는 이세보가 지닌 시조 인식의 변모 과정을 살피면서 작품세계

의 전체상을 조망하고, 이세보 시조의 시가사적 의의를 19세기 시가문학사의 흐

름에 비추어 재조명하였다. 이세보에게 시조의 의미는 기왕의 통념처럼 유흥적

취향이나 특정한 계급의식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

적 조건들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유배 이전에 이

세보는 유희적 수단으로서 시조를 창작하였으나 유배 기간을 거치면서 시름을

해소하는 노래이자 내면을 표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로서 시조에 대한 인식

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해배 이후 1870년대 초엽에 이르러, 그는 음악

성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분위기를 접하며 자기 시조의 존재가치와 창작 활동

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세보는 자신에게

시조의 창작이란 내면의 발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

면서, 가객의 역할과는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시작(詩作)이 지닌 예술적 의미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이와 같이 전개된 작품 활동 내내 그가 시조창 양

식을 유지하였다는 점은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

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조가 내면의 표현을 위해 창작되었다 해도 언제든 가창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조관을 견지하였던바, 시조창은 최소한의 음악적 형식을

보장하면서도 문예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양식으로 인식되면서 그의 시조

에 있어 핵심적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시(詩)와 노래[歌] 중 어느 한쪽을 특권화하지 않

는 시가(詩歌)로서의 향유방식을 견지하면서, 개인의 일상적 감정과 사유를 미학

화하려는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시조 창작의 조류는 가곡창의 악곡

이 고도화된 19세기의 예술 환경 속에서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이었지만, 시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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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양식으로 전유하며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갔던 이세보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고 다채롭게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가사적 층위에서

볼 때,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시조의 실제가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내

면을 미학화하는 예술 장르로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고급화

경향과 대중화 경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나 공연을 위주로 활약한 가객들의 활

동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시조사의 주요한 저류 및 시조 담당층의 존재를 시사

하는바, 19세기의 시가사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으로 이세보 시조는 19세기 이후 다양한 양식이 부침을

겪는 와중에도 시조라는 장르가 어떻게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향유

되며 개화기 시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도 중요한 의의를 점하고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이세보 시조의 존재 양상은 이 시기의 시조가 다채로운 주제

와 미적 지향, 향유방식을 아우르며 예술에 대한 당대인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음을 증거하는바, 시가사의 흐름을 쇠퇴가 아닌 갱신의 관점에서 바

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향락적 태도나 보수적 계

급의식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19세기 시조가 보여준 시대적 대응의 주요한 일면

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가사적 가치와 위상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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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고는 이세보 시조집의 양상과 편찬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에 기초하여 작

품세계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시가사적 의의와 작가적

위상을 새로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19세기 시조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갱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세보는 시가문학사상 가장 많은 시조를 창작한 작가로 알려지며 그에 대한

다방면의 논의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일부 작품만이 조명되거나 주제 유형별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종합적인 작가론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작가의 계층

적 기반에 입각하여 작품의 성격을 보수성과 유흥성으로 환원해온 시각이 영향

력을 행사함에 따라 작품 전반의 가치가 제한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무엇보다

그간의 연구사에서는 작품세계의 핵심적 기반에 해당하는 시조집의 다양한 존재

양상이 간과되었던바, 이는 시조집 편찬 과정에 반영된 작가의식의 다양한 부면

이 누락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그간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세보 시조의 다양

한 국면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고는 ‘시조집 중심’의 연구 방법을 설정

하였다. 이는 기존에 활용되어 온 유형 중심의 접근 방식과 달리, 연구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면서 시조집에 반영된 작가의 현실인식과 미적 지향,

편찬 당시의 사회문화적 조건 등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

다. 또한 여러 시조집 간의 관계에 비추어 이세보의 작품세계가 어떠한 궤적을

따라 변모해 나갔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작가적 면모를 입체적으로 재

구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던 작가의 삶과 문학

을 정치하게 이해하는 데 유효한 접근 방식이라 판단하였다.

Ⅱ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 과정과 자료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우선 작

가의 생애를 개괄하였다. 이로써 작품 활동의 주요 배경으로, 다양한 연행 현장

을 오가며 형성된 풍류에의 취향과 유배 기간 동안의 경험 및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 등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조집들의 구체적인 양상과 편찬 과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을 직접 열람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집의 서지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고 문헌의 명칭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현전하는 이세보 시조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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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별집A(시별A), 시가 별집B(시별B), 시가, 신도일록, 풍아(소),
별풍아, 풍아(대) 별집(대별), 풍아(대)의 8종으로 확정하였다. 자료적 특
징을 본격적으로 논한 단계에서는 개별 시조집의 작품 수록 양상과 체재, 편찬

시기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간 알려지지 못했던 시조집들 간의 연관성 및

선후 관계를 새로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조집의 전체상을 조망하며 체계적

분류를 시도한 결과, 예비단계로서의 시조집들(시별A, 시별B, 대별)을 제외
하면 이세보 시조집은 연행을 위한 ‘노래[歌]’로서의 성격을 중심에 둔 시조집(시
가, 별풍아),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주로 하여 ‘시(詩)’로서의 지향을 내
포한 시조집(신도일록, 풍아(소)), 그리고 이전의 시조집들을 종합하여 재구성
하고 체재를 정비한 시조집(풍아(대))의 세 계열로 파악될 수 있었다.
Ⅲ·Ⅳ·Ⅴ장에서는 앞서 논한 시조집의 계열을 바탕으로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

가의식을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연행을 위한 노래들로 구성된 시가와 별풍
아를 다루면서, 풍류나 애정 등 유사한 내용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두 시조집

에서 작가적 관심과 미적 특질이 상이하게 구현된 양상과 그 의미에 주목하였

다. 먼저 유배 이전의 풍류 현장이 반영된 시가에서는 대상에 대한 사유와 내

면화 과정 등을 생략하고 연행 현장의 표면적인 인상이나 단상을 들여와 현장감

과 즉흥성을 추구하려는 경향, 기존의 유명 작품을 인유하는 과정에서 풍류성

강화를 위해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로이 변용하는 양상이 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도’라는 표현을 통해 외부 청자와의 유대감을 구축하려는 의식이 강하

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면 해배 이후에 편찬된 별풍아에서는 시가에서의 현장감과 풍류성이 약
화되는 반면, 시적 자아의 처지와 감정을 적실하게 형상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

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별풍아에는 작품들의 연계를 통
해 애정에 연루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극적(劇的)으로 구성하며 관계의 불안

과 이를 야기하는 조건을 형상화하고, 타향이라는 격절된 공간을 설정하여 그

속에 처한 인물의 단절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양상이 특징적으로 확인되었

다. 풍류적 성향으로 경사되어 있던 시가와 달리 별풍아에는 관계에 대한

작가적 사유와 고유한 미의식이 도입되었던바, 이러한 작가의식의 차이는 이세

보에게 있어 연행을 위한 노래가 오락적인 목적에만 긴박되지 않고 다각적인 방

식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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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을 모색하였던 신도일록과 풍아(소)를
고찰하면서, 유배로 인해 연행 현장에서 분리된 작가의 의식이 개인적·사회적 현

실에 당면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살폈다. 유배라는 개인적 현실을 다

룬 신도일록에서는 낙관적 태도를 통하여 불우한 현실을 수용 가능한 차원으

로 인식하는 작품들과 함께, 실존적 고통이 다른 범주로 전이되면서 비관적 인

식과 고독으로 침잠하는 추이를 드러낸 작품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유배

인식과 내적 혼란은 이세보에게 유배객으로서의 삶을 수용하는 과정이 매우 지

난한 일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현실을 토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내적 결여를 직시하며 스스로를 훈계 대상으로 설정한 ‘자기성찰

시조’를 통해 실존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신
도일록은 개인의 체험과 감정을 형상화하면서도 내적 혼란을 조정하기 위한 문
학적 대응을 적극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유배시조의 경계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풍아(소)에서는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바, 전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적 규범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적 특징이 포착

되었다. 이세보는 사회 모순의 원인을 어느 한 계층의 책임에 귀속시키거나 단

순화하지 않고 모든 계층이 연루된 문제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다층적인 현실

인식은 풍아(소)에서 ‘관리권계 시조’와 <농부가>로 나뉘어 구현되었다. 향리

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관리권계 시조에서는 대상 및 문제의 성격에 따라 비판

과 공감, 조언 등을 오가며 권계 방식을 세분화하고 있었다. 복합적인 대민의식

에 기반한 <농부가>에서는 노동에 의한 수고를 격려하고 성세낙민과의 동일시

를 유도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이 민란으로 실체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연행 현장과 분리되어 성립된 신도일록과 풍아(소)을 살
핀 결과, 유배 기간 동안 이세보의 작가적 지향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화되고 심화되었으며, 작가의 내밀한 감정과 진지한 현실인식을 담아내는

시적 양식으로서 시조의 가능성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장에서는 기존의 시조집과 작품세계를 집대성한 풍아(대)의 수록 작품 및

체재를 살피고 그에 내포된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먼저 풍아(대)의 편찬 과

정에서 선행 시조집이 재구성된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풍류

현장과 밀착되어 있거나 즉흥적으로 여겨질 만한 요소들을 소거하며 지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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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학적으로 재편하는 경향,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던 작품들 사이에 새로운 시

조를 틈입하여 인물의 심리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려는 시도, 개인 체험의 보

편적인 향유를 위한 정비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들을 종합함으로

써,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 과정이 문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풍아(대)의 체재와 신출 작품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풍아(대)에
서는 주제 구간 사이의 경계면에 내용적 간극을 연결하는 작품이 투입되고, 여

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작품들을 모아 연작과 같은 형태를 마련하는 양상이 특

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조집의 전체적 체재를 유기적으로 완성하여 자신의

작품세계를 완결성 있게 내보이려는 작가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편, 풍아(대) 후반부의 신출 작품에서는 안정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화 주체
로서의 자기 인식과 현재에 대한 만족 및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면모가

인상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세보가 수용의 문제를 적극 고려하면서 완비

된 체재와 효용성을 갖춘 시조집으로서 풍아(대)를 편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풍아(대)는 선행 시조집의 재구성 및 체재의 완비를 토대로 정본

(定本)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내재하였던 것으로, 기존 작품들을 단순히 종합하는

차원을 넘어 문예적 수준과 대외적 효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가적 정체

성이 기입된 시조집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논하였다.

Ⅵ장에서는 이세보가 지닌 시조 인식의 변모 과정을 살피며 작품세계의 전체

상을 조망한 뒤, 19세기 시가문학사의 흐름에 비추어 이세보 시조의 가치와 시

가사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먼저 이세보에게 시조의 의미가 기왕의 통념처럼

유흥적 취향이나 특정한 계급의식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들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된 것이었음을 밝혔

다. 유배 이전에 이세보는 대개 유희적 수단으로서 시조를 창작하였으나 유배

기간을 거치며 시름을 해소하는 노래이자 내면을 표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

로서 시조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갔다. 해배 이후 음악성을 중시하는 연행 현

장을 접한 뒤로는 자신에게 시조의 창작이 내면의 발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을 의식하면서 가객의 역할과는 다른 자기 시작(詩作)의 예술적 의미를 확보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과정 내내 이세보의 시조가 시조창 양식을 선택하여

유지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는 시조가 내면의 표현을 위해 창작되었다

해도 언제든 가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조관에 따른 것으로, 시조창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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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적 형식을 보장하면서도 문예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양식으로서

이세보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양식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이세보의 시조의 특징을 시(詩)와 노래[歌] 중 어

느 한쪽을 특권화하지 않는 시가(詩歌)로서의 향유방식을 견지하면서 개인의 일

상적 감정과 사유를 미학화하려는 지향으로 논하였다. 이와 같은 시조 창작의

조류는 가객의 주도로 가곡창의 악곡이 고도화된 19세기의 예술적 환경 속에서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이었지만, 시조창을 자신의 양식으로 전유하며 그 가능성

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이세보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고 더욱 다채롭게 구현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시가사적 층위에서 볼 때, 이세보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시조가 개인의 일상적

인 경험과 내면을 미학화하는 예술 장르로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고급화 경향과 대중화 경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혹은 공연을 위주로 활

약했던 가객들의 활동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시조사의 주요한 저류와 시조 담

당층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로써 이세보 시조는 19세기 시가사의 동향을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시조는 다양한 양식이 부침하였던 근대전환기를 통과

하면서도 시조라는 장르가 어떻게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및 향유되

며 개화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의

의를 점한다고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이세보 시조의 존재 양상은 이 시기의 시조가 특정한 목적에 복무

하거나 통속성에 고착되며 퇴조한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주제와 미적 지향, 향

유방식을 아우르면서 예술에 대한 당대인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세보의 작품세계와 작가적 위상은 향락적 태도나 보수

적 계급의식으로서가 아니라, 19세기 시조가 보여준 시대적 대응의 일면을 대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조명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세보의 시조집을 토대로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가의식에 대한 총체적

인 고찰을 시도하고 그 시가사적 의의를 온당히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

서 시조집 8종의 양상과 편찬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였던바, 문헌 연구에 기

초하여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가의식까지 탐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간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던 이세보 시조 전편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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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작품의 성격과 가치를 재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세보 시조의 존재가 당대 시가사의 흐름과 어떠한 방식으로 합류되고 있는지 밝

힘으로써 작가 개인에 대한 고찰에 머물지 않고 19세기 시가사를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일정한 의의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19세기 시가사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에 활약한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나 여타 문헌들에 수록된 작품들과의 비교 작업을 더욱 본

격적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동시대에 발흥한 가사 및 잡가와 같은 타 장르의 동

향에까지 시야를 확장하는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

러 이세보 시조와 근대전환기 시가 문학과의 접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례 분석

을 통해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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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e Sebo’s S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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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et Lee Sebo created the most sijo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although he has been the subject of various studies, none

have comprehensively examined his body of work. Further, the overall value

of his work has been lessened by defining it as “conservative” and

“entertaining” based on the poet’s social class. Above all, there has been no

detailed consideration of each sijo collection (시조집).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as it means that various aspects of the poet’s mindset, reflected

in the process of compiling the eight sijo collections, have not been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ee Sebo’s sijos and reevaluate their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poetry by conducting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aspects and

compilation process of the sijo collections. In this way, this study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organically interprets the

various aspects of Lee Sebo’s sijo with a research method that focuses on

the sijo collections. This methodology allows the poet’s life and literat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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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nderstood in detail; it makes it possible to examine the poet’s perception

of reality and aesthetic orientation as reflected in each sijo collection, as well

as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at the time of compilation, and to grasp the

work’s trans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ctions.

Chapter II examines the compil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Lee

Sebo’s sijo collections. It first summarizes the author’s life and then

completely reexamines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his sijo collections. It

confirms that the sijo collections comprise eight volumes: Siga byeoljip A

(시가 별집A), Siga byeoljip B (시가 별집B), Siga (시가), Sindoillok (신도일

록), Punga so (풍아(소)), Byeolpunga (별풍아), Punga dae byeoljip (풍아(대)

별집), and Punga dae (풍아(대)).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s in each sijo collection, the collection’s composition, and its time of

compilation are examined in detai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jo

collections is newly identified. This results in a classification of three series:

1) sijo collections centering on song(歌) for performance, 2) sijo collections

focusing on poetry (詩), mainly based o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to

reality, and 3) sijo collections that comprehensively reconstruct previous

collections.

Chapters III, IV, and V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oetic orientation of

the works based on the three aforementioned categories.

Chapter III analyzes Siga and Byeolpunga, which mainly comprise songs

for performance, by focusing on the poet’s interest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First, Siga reflects the reality of Pungryu (風流) before exile;

it realistically portrays the atmosphere of the Pungryu space and cites

popular works to create a pleasant atmosphere to build a bond with listeners.

Whereas Siga focuses on entertainment, Byeolpunga, which was compiled

after Lee Sebo was released from exile, seriously ruminates on relationships

and unique aesthetics. In Byeolpunga, the poet conveys the anxiety of

relationships by theatrically composing the characters and effectively ev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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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se of disconnection by locating the characters in a space called "Other

Town." The difference between Siga and Byeolpunga shows that for Lee

Sebo, songs for performance were used not only for entertainment purposes

but in various other ways.

Chapter IV analyzes Sindoillok and Punga so, which sought poetic

responses to reality. In particular, it notes the change in Lee Sebo’s poetic

orientation focusing more on personal and social reality after he separated

from the Pungryu space. Sindoillok deals with the personal reality of exile,

the tendency to accept unfortunate reality as much as possible through an

optimistic attitude, and the immersion of pessimism and solitude. To

coordinate this internal confusion, the “self-reflection sijo” (자기성찰 시조)

faces the poet’s own deficiency and sets him as an object of admonition.

Conversely, Punga so, which contends with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highlights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sijo’s generic norms to strengthen

message delivery. Lee Sebo did not attribute or simplify the cause of social

problems to one class, and his multilayered perception of reality led to the

creation of the “Admonition to bureaucrats sijo” (관리권계 시조) and

“Nongbuga” (농부가). The former shows the different reproach pattern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he problem, while the latter attempts to educate

farmers based on the poet’s complicated understanding of farmers. Sindoillok

and Punga so reveal that Lee Sebo’s poetic orientation diversified and

deepened during exile, and the sijo expanded as a poetic style containing

inner emotions and serious reflections.

Chapter V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unga dae, which reconstructs

and synthesizes preexisting collections. First,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evious sijo collections is analyzed. In Punga dae, the poet’s experience

is reoriented toward a literary direction, the psychology and poetic situation

of the character are embodied, and various modifications considering universal

audiences are carried out. This shows that the compilation process of Punga

dae had a literar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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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Punga dae’s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emerged sijos are analyzed. In Punga dae, the entire structure of the sijo

collection is organically created by including the medium sijo, which connects

sections with different themes, and by collecting scattered works to create a

series-like form. On the other hand, the newly emerged sijos reveal the

poet’s position as a teacher on stable social status and emphasize the poet’s

satisfaction and pride. As a result, the compilation of Punga dae was a

process of creating the Jeongbon (定本), the definitive edition edited by the

poet himself, and allowed Lee Sebo to establish his identity as an artist who

seriously pondered literature and art and their external utility.

Chapter VI explores the overall aspects of Lee Sebo’s sijos by analyzing

the changes in his sijo perception and reexamines the value and literary

significance of his works in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poetry. This

analysis shows that for Lee Sebo, the sijo’s meaning was not solely focused

on the ideas of entertaining or specific class consciousness but was fluidly

composed considering the dynamics of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poet himself. As Lee Sebo maintained the idea that sijos

should be able to be sung for any occasion, he chose the form of Sijochang

(時調唱), which could contain literary meaning while guaranteeing a minimum

musical format. Lee Sebo used the sijo as an artistic form to aestheticize

individuals’ everyday emotions and thoughts while encompassing both the

character of poetry (詩) and song (歌). This trend of sijo creation, which

rapidly declined in the face of the prevailing trend of Gagokchang (歌曲唱),

was revitalized and diversified by Lee Sebo, who activel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Sijochang in his own style.

Therefore, in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poetry, Lee Sebo’s sijos

suggest a flow of sijo literature that is not captured in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sophisticated vs. popular taste His sijo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llow us to understand 19th-century poetry and literature trend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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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than originally thought Furthermore, Lee

Sebo’s sijos are also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 clues as to how the sijo

genre endured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when various genres appeared

and disappeared, and how it was continuously created, accepted by the public,

and gave rise to the sijos of the enlightenment period. Lee Sebo’s sijos show

that the sijos of this period did not conform to a specific purpose or

entertainment preference but flexibly responded to the contemporary public’s

demands for art by encompassing various themes and aesthetic orientations.

Therefore, the value of Lee Sebo’s sijos should be reevaluated, considering

that they exemplify the dynamic characteristic of sijos in this period.

keywords : Lee Sebo, Sijo, Sijo collection, Compilation process, Sijochang,

19th-century, Siga, Sindoillok, Punga so, Byeolpunga, Punga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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