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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는 이세보(李世輔, 1832~1895)가 남긴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과 

현실 인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세보 시조의 작품 간의 연관성과 서

정성을 살피고자 했다.

이세보는 26세 때 동지사은정사로 청나라 사행을 다녀온 일부터 40세경에 여주 목사로 근

무한 것까지 청장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조를 지었다. 이 작품들은 8종의 시조집에 나

눠서 실려 있는데, 그중 『風雅』(大)가 작품 수도 422편으로 가장 많고 소재도 폭넓다. 나머지

는 『風雅』(大) 제작을 위한 미제본 자료, 『風雅』(小), 『風雅』(을축), 『詩歌』, 『詩歌』 제작을 위

한 미제본 자료 두 종, 유배 일기를 포함한 『신도일녹』이 있다. 나머지 시조집에 실린 시조들

은 『風雅』(大) 소재 시조와 대부분 중복된다. 이세보 시조집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風

雅』(大)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제재별로 배열되어 있다. 다만 같은 제재라도 작품에 따라 주

제가 다른 경우가 있다. 또 제재가 다르더라도 표현 방식과 현실 인식이 비슷한 작품들이 있

다. 요컨대 이세보 시조는 내용과 표현을 함께 고려하여 면밀히 읽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

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표현과 현실 인식에 주목하여 이세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 

의식을 살피고자 하였다.

진동혁은 이세보의 시조집을 발굴해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다. 『風雅』의 작가를 확정 짓고 

생애를 상세히 살피는 한편, 시조를 현실비판, 유배, 애정, 도덕, 기행(紀行), 월령체, 계고(稽

古), 유람 유흥, 농사로 세분하여 분석했다.1) 이 연구는 이세보 연구의 시작 단계였음에도 작

가의 생애와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 본고의 

논제와 관련하여, 자아와 현실 사이의 조화와 갈등이라는 논의의 틀을 잡아 이세보 시조의 서

정성과 현실 인식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진동혁의 연구를 기반으로 그간의 연구는 이세보 시조의 다양한 면모를 제재별로 세세하게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2) 이세보가 남긴 작품 수가 많은 만큼, 개별 작품론은 이세보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개별 작품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찰한 작품론도 제출되었다. 이 연구들의 특징은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을 이원적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3) 즉 이세보가 사대부로서 가진 보수적인 의식과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현실 비판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세보 작품 세계

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려고 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론끼리 연결할 근거를 작품 내에

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세보의 작품들이 서로 어떻게 접점을 맺고 있는지를 중

점으로 고찰하려 한다.

한편 이세보가 실제로 풍류를 즐겼던 것과 관련하여, 이세보가 쓴 애정시조의 특징을 19세

기의 풍류 문화와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도 다수 제출되었다.4) 이러한 연구는 이세보 시조가 

1) 진동혁, 『李世輔 時調硏究』, 집문당, 1983.

2) 최근에 이세보가 쓴 ‘팔경’ 시를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어 주목을 요한다. 김승우, 「이세보(李世輔)의 

<순창팔경가(淳昌八景歌)> 연구」, 『韓國 詩歌硏究』33, 한국시가학회, 2018; 시조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아니지만 『신도일녹』의 유배 일기를 삽입시의 성격과 아울러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정우봉, 「李世

輔의 국문 유배일기 『薪島日錄』 연구」, 『고전문학연구』41, 2012.

3) 金準玉, 「李世輔 時調의 두 傾向과 文學史的 位置」, 『시조학논총』13, 한국시조학회, 1997.12; 박노준

은 19세기 사대부로서 이세보가 가진 ‘分’이라는 정체성에 주목하여 농사, 충효, 외관직을 소재로 한 

작품을 분석했다. 박노준, 「李世輔時調의 ‘分' 意識과 情緖表出의 두 局面」, 『동양학』20(1), 단국대학

교 동양학연구원, 1990.10.

4) 정흥모, 「이세보(李世輔) 애정시조(愛情時調)의 특미(特微)와 유통양상(流通樣相)」, 『어문연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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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시대적 의의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가 이세보가 쓴 애정 

시조의 관습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이세보의 애정 시조가 갖고 있는 개

성적인 면모를 더 섬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은희는 이세보 시조에 드러난 화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여 주목된다.5) 이는 이세보

가 남긴 여러 주제의 작품을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수용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기법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더 살핀다면 이세보 시조가 가진 의미

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세보가 남긴 가집의 체제와 특징을 검토한 논의들도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

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6) 윤문영은 『風雅』(大), 『風雅』(小), 『신도일녹』, 『별 풍아』, 『詩歌

(單)』 5편의 가집을 대상으로 체제를 비교 분석했다.7) 특히 가집의 배열 순서에 근거하여 애

정 시조의 성격을 세분해서 파악한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이세보 시조의 제재가 같더라도 다

른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이세보 시조의 특징을 논의한 연구도 많이 제출되었다. 이는 주제론

을 기반으로 하여 이세보 시조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선 이세

보 시조에 자주 나오는 시어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작품의 주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

구가 있었다.8) 어휘보다 상위 차원에서 작품의 구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9)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의 내적인 근거로써 이세보 시조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통계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작품의 해석이 미진한 면이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세보 시조의 구조적인 특징을 작품의 의미와 연관하여 분석한 성과가 제

출되었다.10) 그 중 이세보 시조에 쓰인 표현이 대구,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집

중한 논의들이 있다. 신연우는 이세보 시조가 대립적인 내용을 종합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을 지적했다.11) 김인순도 이세보 시조의 시상 전개 방식을 ‘대립’과 ‘종합’으로 정리한 성과가 

있다.12) 다만 이 대립적인 형식이 이세보 시조의 현실 인식 및 서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고은지, 「이세보 시조의 창작 기반과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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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과 작품 이해의 시각」, 『韓民族語文學』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5) 김은희, 「李世輔 時調의 談論 樣相」, 『어문연구』3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6) 吳鍾珏, 「李世輔 時調集의 編纂特徵에 관한 再考」, 『단국어문논집』2,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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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연우, 「李世輔 詩調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韓國文學硏究』3, 경기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93, 125~126면 참조.

12) 김인순, 「경평군 이세보 시조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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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화는 대구 구성과 율격적 측면에서 이세보의 현실 비판 시조를 분석했

다.13) 육민수는 애정시조를 대상으로 삼아 이세보가 대척점에 있는 시어들을 조합하여 변화무

쌍한 애정 형상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14) ‘유정’과 ‘무정’, ‘사랑’과 ‘이별’, ‘웃음’과 ‘설움’ 

등의 구체적인 시어를 근거로 이세보 애정 시조의 복합적인 정서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렇

게 대립되는 요소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방식은 애정 시조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의 시조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세보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대립되는 표현이 이세보의 현실 인식 

및 서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하려 한다. 

이상 언급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세보 연구사 초기부터 개별적인 작품론

이 충분히 축적되었으며,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총체적인 주제의식을 규명하려는 성과도 있었

다. 다만 이는 전술한 것처럼 각론으로 마무리된 측면이 있었다. 연구사 후반부에는 다시 주

제별로 작품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각 주제들 간의 상관성을 밝히는 작업이 요청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표현 방식을 분

석하는 것이 주목된다. 선행 연구에서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이세보 시조를 분석했을 때 각 

주제를 아우르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 이세보 시조를 이해하는 기준을 마련한

다. 전체 시조사에 나타난 경향과 비교하여 『風雅』(大)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 표현기법이 특정 정서를 어떻

게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밝힌다. 제Ⅳ장에서는 이세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이

를 형상화한 작품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가 창작 의식 측면에서 이세보 시조가 가지는 의의를 

규명한다. 논의를 통해 이세보 시조가 가진 특질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9~81면 참조.

13) 김정화, 「이세보 시조의 의미 지향과 형태적 특징 –현실비판시조를 중심으로-」, 『어문학』154, 한국

어문학회, 2021.12, 75~80면 참조.

14) 육민수, 「이세보 애정시조의 표현 기법과 구성 양상」, 『국제어문』89, 국제어문학회, 2021.6, 89~93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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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적 고찰

이 장은 이세보 시조에 쓰인  기반으로 논의의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이세보가 남긴 7권의 

가집을 개관한 뒤, 『風雅』(大) 소재 작품을 대상으로 핵심 시어를 정리하여 제시하겠다.

1. 『風雅』(大)15)

[그림 1] 『風雅』(大)의 앞표지(左), 첫 장(右). 전체 크기 25.3x31(cm) 

(1) 수록 작품 수: 시조 422편 + 말미에 「샹별곡(想思別曲)」 1편.

(2) 발문 

셰임슐지계츄(歲在壬戌之季秋) 한(下澣)의 신지도(薪智島) 복즁(鵩舍中) 년(四年) 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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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고져 혹 글도 읽으며 시(詩句)도 지으며 쇼셜(小說)도 보다가  노

를 지어 긔록(記錄)나 쟝단고져(長短髙低)를 분명(分明)이 로지 못엿스니 보난 이 

짐쟉여 볼가 노라.

(3) 편찬 연대

『風雅』(大)가 언제 편찬되었는지는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이 문제는 이세보가 현실비판시

조를 지은 시기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발문에는 이세보가 신지도(薪智島)에 유배 가 

있을 시기인 임술년(1862) 가을에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수록된 작품 중에 이후 시기를 배경

으로 한 작품이 있다. 작중 “황녀슈(黃驪太守)”16)라는 말은 ‘여주목사(驪州牧使)’의 별칭으

로, 이세보는 1870년에서 1871년까지 여주목사 자리에 있었다. 이세보가 1860년 11월부터 

15) 표제는 『風雅』이지만 연구자들이 다른 『風雅』와 구분하기 위해 해당 시조집에 ‘大’자를 붙여 지칭한

다. 이는 『風雅』(小), 『風雅』(을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風雅』(을축)은 『별풍아』라고도 불린다.

16) “져 달아 네 아느냐 황녀슈심즁(黃驪太守心中事)를 / 샴오야(三五夜) 됴흔 밤의 슐 잇고 임은 

업다 /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 졍(情)인가”(『風雅』(大)#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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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12월에 해배될 때까지 유배지에 있었으니 발문상의 편찬 시기와 맞지 않는 셈이다. 

한편 이세보는 1864년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시작으로 1870년에 여주목사, 1871년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지냈다. 만약 현실비판시조를 이 시기에 썼다면 역시 발문과 맞지 않는다. 

우선, 현실비판시조를 지은 시기는 이세보가 신지도에 있을 때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風雅』(大)에 전재(田災)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있는데17) 이세보가 여주와 개성에서 관직을 지냈

던 경기에는 1832년을 제외하고 전재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8) 반면 이세보가 유배 생

활을 했던 신지도가 속한 전라도에는 1820년부터 1885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전재가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이세보가 신지도에 있으면서 주위 백성과 관속을 관찰하고, 그들의 경

험을 들으면서 현실비판시조를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관속의 경우 관찰보다는 이세

보가 그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세보 시조 중에는 관청에서 직

접 실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신지도에는 관청

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지도의 상위 행정 구역인 강진현(康津縣)에 가야 객사가 있었다. 이세

보가 직접 말한 것처럼19) 신지도에서 강진현까지는 70여리 바닷길을 배를 세 번 갈아타야 하

는 먼 길이다. 이세보가 왕족 신분이라고 관리들이 아무리 편의를 봐줬다고 가정해도 위리안

치(圍籬安置) 형을 받았던 사람을 강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 줬을 가능성은 낮다. 다

만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전해 들어서 현실비판시조를 썼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이세보가 여

주와 개성에서 지방관으로 지낼 때에도 가능한 일이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본고에서는 이

세보가 현실비판시조를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1860~1863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잠정 

결론짓기로 한다. 추가적인 근거로써, 이세보가 신지도에 있을 1862년에 지은 『風雅』(小)에도 

급재를 다룬 시조 세 편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녀슈(黃驪太守)”가 등장하는 작품 창작 시기와 발문의 편찬 시기가 어긋나는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현재로서 가능한 추정은 이세보가 실제 『風雅』(大)를 편찬한 

시기가 발문에서 언급한 시기(1862)보다 뒤라는 것이다. 발문을 다시 보면 “년(四年) 젹

(謫客)으로”라는 구절이 있다. 즉 4년의 유배 생활을 보내고 난 뒤에 발문을 쓴 것이다. 추정

컨대 이세보는 전체 422수의 작품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유배 생활에서의 회포를 떠올리며 발문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17) “분슈(分手) 업는 도셔원(都書員)아 각면셔원(各面書員) 신측(申飭)할 졔 / 양안셩(量案成冊) 샹고

(相考)여 각셩답쥬(各姓沓主) 원망(㤪望) 업게 / 무엄(無嚴)타 져 (該色)은 관쟝(官長)이  

(灾)를”(『風雅』(大)#290), “츄슈(秋収)가 지나쓰니 졍(灾政)을 어이누 / 열읍셩(列邑成冊) 샹고

(相考)여 원망(㤪妄) 업시 분표(分俵)쇼 / 아마도 민간(民間大事)는 졍(灾政)인가”(『風雅』

(大)#327), “구구졍(苟苟事情) 더 어든 (灾) 셩(百姓)을 위(爲)미라 / (該色)아 명심(銘心)

여 원망(㤪妄) 업시 분급(分給)라 / 아모리 엄쇽(嚴束)한들 졔 낭탁(囊橐)을”(『風雅』(大)#328)

18) 공식적으로 전재를 기록하기 시작한 순조 20년(1820)에서 고종 22년(1885)까지의 자료를 보면, 전재

는 모든 지역에 지급되지는 않았다. 임성수, 「조선후기 戶曹의 田稅 부과와 給災 운영 변화」, 『한국

문화』7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209~211면 참조.

19) “강진 고을노부터 이 셤지 오기가 칠십니라 되 그 이의 셰 다를 건너고 셰 셤을 지나오니 

이른 칠십니가 넉넉이 유여리나 되더라. 쳔신만고여 비로소 신지도의 오단 말가.” (『신도일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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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風雅』(小)

[그림 2] 『風雅』(小) 앞표지(左), 첫 장(中), 뒷장(右). 전체 크기 22.6x24.3(cm) 

(1) 수록 작품 수: 시조 75수.

(2) 서발문

- 앞표지부터 차례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天外雄藩 下, 塞中仙府 上. 世在壬戌之秋, 薪

智島鵬舍中書, 榮寵傍邊辱等待, 困窮肯後福跟隨. 樹欲靜而風不止, 子欲養而親不在. 泰平聖化

之中, 忽自晉州民擾始起, 又以湖南崔最極, 甚至有待持鉞命吏縛之打之, 畀棄境外. 其害熳及殊

島, 不生不滅之, 累臣亦難堪矣; 所以詠此云爾. 孰謂天涯有此行? 北堂虛負倚門情. 哺鳥舐犢徒

傷感, 何日歸寧報太平? 孤魂零落棣華兮, 白日看雲長憶君. 此地浞□來湘岸近, 等閒歸雁不敢堪

聞. 吾看世之蓄此者多矣, 有能及三世者乎? 其初求之若不及其終, 惟恐失之也. 其子孫不以易衣

食者鮮矣. 天下之理有甚快於吾心者, 其末必有傷, 其求無傷於其終也, 初毋生於快吾心. 道之所

開勢所常達, 數之所閉有威必窮. 是以熱火流金不能焚, 影沈寒凝海不能結風. 君子處困而亨.”

- 가집 말미에 “셰임슐(歲在壬戌) 즁츄(仲秋)에 신지도(薪智島) 복즁(鵩舍中) 슈회(愁懷)를 

잇고져 긔록(記錄)나 인이목(捱人耳目) 될가 염여(念慮) 노라”라는 발문이 있다. 이 구절 

뒤에 3편의 시조가 작게 가필된 후, “병의 셔노라”라는 발문이 마지막으로 쓰여 있다.

(3) 편찬 연대

발문을 근거로 하면 1862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발문인 ‘병자’는 1876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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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표제 두 권

[그림 3]의 미표제 가집1은 학계에서 ‘風雅別集’으로 불렸다. 실제 총 작품 수는 67수이다. 

67번 작품 뒤에 62편의 시조가 더 실려 있는데, 이는 앞의 67수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의해 『詩歌』 제작을 위한 예비 자료로 밝혀졌다.  

[그림 4]의 미표제 가집2에 수록된 작품 수는 225수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연구에 의해 『風

雅』(大) 제작을 위한 예비 자료로 밝혀졌다.

[그림 3] 미표제 가집1. 

전체 크기 24x25.4(cm) 

[그림 4] 미표제 가집2.

전체 크기 24.5x2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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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詩歌』

(1) 수록 작품 수: 시조 157수.

(2) 기타

발문은 없으며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현실비판시조

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1860년 이후로 추정된다.

5. 『風雅』(을축)20)

(1) 수록 작품 수: 시조 139수.

(2) 서발문

- 서문: 口誦心商 艶歌低唱 日日萬回 錦上添花 異日逢場 刮目相對 非復吳下阿蒙 是求是求.

- 발문: 乙丑 榴月 下澣 書贈 絶代名妓 瓊玉.

(3) 편찬 연대: 1865년.

6. 『신도일녹』

(1) 수록 작품 수: 국문 유배일기 1편 뒤에 시조 95수가 실려 있다.

(2) 편찬 연대: 1860년에서 1863년 사이로 추정된다.

소개한 7권의 가집 편찬 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도일녹』 다음에 『風雅』(大)가 편찬됐

다는 것은 현재로서 추정할 수 있다. 『신도일녹』 끝에 세 편의 시조가 가필되어 있는데,21) 세 

편 모두 『風雅』(大) 본문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22)

20) 학자에 따라 『별풍아』라고도 불린다.

21) “저 다라 네 아느야 황여 슈심즁를 / 오야 조흔 경의 슐 잇고 임은 업다 / 두어라 그리다 보

면 졍인가”, “쳔하를 다 비취이 임의 곳도 발그이라 / 노초 츙셜야의 즌즌이 각 만타 / 어지타 

강산 명월이 을 늣겨”, “단풍의 흥을 겨워 흥 도라 드니 / 예 듯든 바견폭포 오나이야 알이

로다 / 아마도 승국 경는 예 인가”

[그림 5]  『詩歌』. 

전체 크기20.5x24.4(cm)



- 9 -

이상 이세보가 남긴 가집을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본론에서 분석할 작품들을 선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 본고는 우선 『風雅』(大)를 중심으로 이세보가 남긴 가집 7권에 실린 작품을 비롯

하여 문학 작품 바깥의 사료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세보 시조를 19세기 시조의 

내용소와 비교했을 때, 표현기법 및 현실인식의 특색이 나타난 작품들을 선정했다. 이어서 본

론에서 작품의 실상을 분석해 나가겠다. 

22) “져 달아 네 아느냐 황녀슈심즁(黃驪太守心中事)를 / 샴오야(三五夜) 됴흔 밤의 슐 잇고 임은 

업다 /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 졍(情)인가”(『風雅』(大)#419), “텬(天下)를 다 비니 임의 곳도 밝

으리라 / 노쵸츙셩야(露艸䖝聲夜)의 뎐젼(轉輾)이 각(生覺) 만타 / 엇지타 강샹명월(江上明月)리 

을 늣겨”(『風雅』(大)#420), “단풍(丹楓)의 흥(興)을 겨워 흥(大興寺) 도라드니 / 예 듯든 박연폭

포(朴淵瀑布) 오날이야 알니로다 / 아마도 승국경(勝國景槩)는 옛인가”(『風雅』(大)#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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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현기법과 효과

1. 이중부정을 통한 유대감과 고립감의 표현

이 절에서는 이세보가 이중부정 표현23)을 활용해 쓴 시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중부정 

표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출현 빈도가 높고, 여러 제재와 함께 두루 등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주제도 유사하다. 즉 이세보는 일관된 의식을 갖고,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 

시조에 나오는 대상들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먼저 이중부정 표현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을 살펴보자.

『신도일녹』#81

가지 업는 남기 업고 쟝원 업는 집이 업다

부모 업는 숀 업고 나라 업는 됴졍 업다

엇지타 타향의 나홀노 의지 업셔24)

이세보는 29세 되던 해인 1860년(철종11) 겨울, 안동 김씨 일파에게 미움을 사는 바람에 신

지도에 유배되었다. 3년 뒤 다시 겨울이 오고 해배되기 전까지 이세보는 기약 없이 머나먼 타

향에서 하루하루를 넘겨야 했다. 그런 고립된 처지에서 느낀 절절한 외로움을 표현한 시가 위 

작품이다. 

기존의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이세보는 자연스레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실감했을 것이다. 

당장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끊겼다. 친족과의 따뜻한 사랑, 친구와의 친애, 풍류인과의 즐

거움, 왕가의 두터운 신임을 이제 받을 수 없다. 또 철종의 측근이라는 지위가 가져다주던 경

제적 안락과 주위 사람들의 호의도 잃었다.25) 시에서 ‘가지 없는 나무’, ‘담장 없는 집’, ‘부모 

없는 자손’, ‘나라 없는 조정’과 같이 부정 표현이 1번 쓰인 시어들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자신

의 처지를 반영한다. 

이어서 이세보는, 사실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자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고 홀로 선 뒤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23)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이중부정 표현’, ‘이중부정문’은 “한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요소가 두 번 출

현하고, 그 두 부정 요소가 부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장“을 뜻한다. 김송희, 「한국어 이중부정문

의 사용 동기와 출현 양상」, 『국어학』100, 국어학회, 2021.12, 245~253면 참조.  

24) 이세보 시조는 함축 또는 생략된 부분이 많고, 한문 투 문장도 많다. 본래 시는 함축적인 언어를 사

용하므로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시조의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필자가 해당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원문에 각주로 현대어 번역을 덧붙였다. 단 시인의 의도와 시조의 함축성을 살려 번역하고

자 했다. 예컨대 『신도일녹』#81의 【현대어 역】은 다음과 같다. 가지 없는 나무 없고, 담장 없는 집이 

없다. / 부모 없는 자손 없고, 나라 없는 조정 없다. / 어쩌다 타향에 나홀로 의지할 데 없어.

25) 『신도일녹』에 신지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세보의 지위를 보고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다가 

곤궁한 실상을 알고 난 뒤에 수군거리는 장면이 있다. 이를 우연히 엿듣게 된 이세보는 스스로를 더

욱 초라하게 여기고 비참한 심정을 갖게 된다. “벽을 향여 고요이 드르니 도중 드리 셔로 더부

러 말여 로 (중략) 우리가 여 이르되 여긔 드러온 후는 거쳐범과 음식졔구가 반다시 넉

넉지 아닌 거시 업쓸거시니 비록 우리 갓흔 이라도 맛당이 쥬급리라 엿니 이졔로쎠 볼진

부귀헌 양반도 진실노 이갓트랴. 도로혀 빈쳔니만도 못고 그 신셰를 본즉 챰민할  아니라 보는 

의 이갓흐니 허다헌 셰월를 무어스로 기를 도모며 둔들 무어시 랄거시 잇쓰리요.” (본고에

서 인용한 『신도일녹』은 진동혁, 『주석 이세보 시조집』, 정음사, 1985에서 인용했으며, 이하 동일하

다.)



- 11 -

어른이 된 자식은 다시 부모가 되어 ‘자손’ 대대로 명맥을 이어 나간다. 인간뿐인가? 비유적 

의미를 우선 제하고 본다면 ‘가지 없는 나무’에서 자연물, ‘담장 없는 집’에서 건축물, ‘나라 

없는 조정’에서 정치도 마찬가지다. 흔히 가지-나무, 담장-집, 나라-정치 체제는 본말의 관계

로 설명된다. 전자는 지엽적인 것이고, 후자는 핵심적인 것이라 아무래도 후자를 더 높이 평

가하게 된다. 그러나 나무의 몸통 입장에서 풍파를 막아주고 광합성을 가능케 하는 줄기가 없

다면 생존이 가능할까? 담장이 없다면 집안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을까? 국적이나 국토가 

없다면 사회 체제를 혼란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이세보는 ‘가지 없는 나

무’는 ‘없다’고 말한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

다는 생각이 부정 표현을 2번 활용한 의도에 담겼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부정 표현의 시적 효과는 무엇일까? 부정문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모든 나무는 가지를 갖고 있다’가 된다. 원래 문장인 ‘가지 없는 

나무 없다’와 비교하면, 문장 속에 화자의 ‘없어 본’ 결핍의 체험이 절실히 반영된 것과 대조

적이다. 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어 ‘없는’, ‘없다’를 반복하며 만들었던 운율감도 반감되고, 

대상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웠던 구조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진다. 즉 ‘있다’라고 1번 쓰는 

것보다 ‘없다’를 2번 쓰는 표현이 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장까지의 이 메시지가 강

렬할수록 종장에서 반전되는 효과가 강해진다. 단 하나의 반례도 용납하지 않는 명명백백한 

명제인 줄 알았는데, 종장을 보니 ‘나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화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중장까지 쓰였던 이중부정문 앞에는 몇 단계의 문장이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유심히 관찰을 해 보니 오리나무도 가지가 있고, 대나무도 가지가 있고, 느릅나

무에도 가지가 있다. 유배를 와 보니 화자의 눈에 새삼스레 이웃들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하게 보인다. 즉 ‘가지 없는 나무 없다’라는 문장은 ‘내가 살펴보니 그런 경우는 없더라’

는 화자의 경험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험과 더불어 이 이중부정문에는 그 결론을 얻

기까지 화자가 자신의 상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며 서러워했던 경험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화자가 탄식하는 종장까지 종합해서 읽으면 ‘모든 나무는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조한 명제

보다 ‘가지 없는 나무 없다’라는 체험적 결론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게 된다. 부정문을 반복

해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는 가져가고, ‘모든 ~ 있다’ 식의 명제보다는 반례의 가능성을 살짝 

열어둠으로써 종장에서 반전의 활로를 모색한 솜씨가 돋보인다.

이중부정 표현은 시구마다 쓰이기도 했지만 장마다 거듭되면서 주제의식을 확장해 나간다. 

부정 표현의 대상을 살펴보면, 초장의 첫 구에서 ‘나무’가 나오고, 다음 구에서는 그 나무로 

만든 ‘집’이 제시된다. 이어서 중장 첫 구에서 그 집에서 사는 ‘가족’이, 또 그 가정이 모인 

‘국가’가 열거되었다. 부정 표현이 반복되면서 이 열거된 대상들의 관계를 이어준다. 같은 사

고방식과 같은 시상 전개 방식이 거듭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직접 나타나 

있진 않지만, 초장 “가지 업는 남기 업고, 쟝원 업는 집이 업다”의 앞뒤 구 사이에 ‘나무 없는 

담장 없고’가, 중장 “부모 업는 숀 업고, 나라 업는 됴졍 업다” 사이에는 ‘자손 없는 나라 

없고’라는 문장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의 사회적 단위가 점차 커지는 과정에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이세보의 통찰력

이 드러난다. 즉 자연에서 개인, 가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

다. 식물이라는 단일 범주 안에서는 ‘가지’가 말단이고, ‘나무’가 전체이자 핵심인 것처럼 보인

다. 그런데 그 식물을 가공해서 쓰임새를 넓히면 그런 ‘나무’의 입장이 바뀐다. 상황에 따라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보다 부수적인 것으로 되는 반면 나무를 섞은 ‘담장’이 더 중시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세상의 사물들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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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른 존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종장에서 이러한 유대가 끊겼을 때의 외로운 심정이 “엇지타”라는 짙은 탄식으로 표출되었

다. 앞서 살펴본 바, 초·중장의 이중부정문 속에도 화자의 헛헛한 마음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화자의 이 외로운 마음은 이면에 숨어 있는 반면, 문면에 드러난 것은 유대감 충만한 공동체

의 모습이었다. 화자의 시선이 조화로운 자연 및 인간 세계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종장에서 화자의 시선이 외부의 풍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이동하면서 화자는 직접적으로 

아픔을 토로하게 된다. ‘나홀로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한 심정은 이어지는 바로 다음 시조인 

#82에서 ‘슬푸다’라며 노골적인 감정으로 격화되기에 이른다.

『신도일녹』#82

슬푸다  일이여 무엇라 여긔 왓누

쳔만량 셕은 간쟝 부앙텬지 할 이라

엇지타 쟝의 손이 되어 피눈물를26)

앞서 #81에서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 만물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 얻는 유

대감이 당연한 것이 될수록 반대로 화자의 소외감은 커진다. #82에서 화자는 하늘을 치켜다 

보며 눈물을 삼키고, 땅을 숙여 보며 한숨을 보이지 않게 뱉어 보지만 감정 다스리는 일은 그

리 녹록치 않다. 결국 종장에서 화자는 두 눈에서 핏줄기를 쏟아내는 듯한 거친 감정을 드러

내고 만다.

대표작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세보 시조에 쓰인 이중부정 표현은 화자의 정서 및 주제의식

과 조응한다. 이중부정 표현은 개인이 타자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화자는 

이러한 상호 연관성에서 비롯하는 유대감을 추구하는 한편, 그 관계에서 소외됐을 때의 고독

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 상호 유대 관계 속에는 시인 이세보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대상들이 포함돼 있다.  

『신도일녹』#81에서는 폭넓게 자연, 가족, 국가와 화자가 연결된 관계를 형상화했지만, 이중부

정문을 활용한 다른 시조 중에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을 그린 작품들도 있다. #81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결속력의 기반을 자연 세계의 유기적인 모습에 둔다. 또

한 일상에서 경험했던 갖가지 인간관계를 형상화했기에 그만큼 다채로운 정서를 보여준다. 요

컨대 이중부정 표현이 쓰인 이세보의 시조는 제재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은 일상의 경험에 

뿌리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무관하지 않다. 모두 서정주체를 중심으로 주위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공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세보가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 끌어들

였던 관계의 양상을 더 살펴보겠다. 

『風雅』(大)#361

연분(緣分) 업는 임이 업고 임 업는 연분(緣分) 업다

졍(情) 업쓰면 임 잇쓰며 임 잇쓰면 졍 업스랴

아마도 인간(人間)의 유란무란(有難無難)은 임 랑인가27)

26) 【현대어 역】 슬프다, 내 일이여. 무엇하러 여기 왔누. / 오만 생각에 썩은 간장, 하늘 치켜 보다가 

땅을 숙여 보다가 할 뿐이라. / 어쩌다 유배객이 되어 피눈물을 흘리는지.

27) 【현대어 역】 연분 없는 임이 없고, 임 없는 연분 없다. / 정(情) 없으면 임 있으며, 임 있으면 정 없

으랴. / 아마도 인간 세상에 있어도 곤란, 없어도 곤란한 것은 임 사랑인가. (종장의 “임 랑”은 임

이 화자에게 보내는 사랑도 되고, 내가 임을 사랑하는 마음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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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361~363은 사랑하는 정인(情人)과의 애정 관계를 회고하는 세 편의 시조다. 이

세보는 사랑이 어떻다고 단일하게 규정하는 대신, 그 변화무쌍한 단면들을 상황마다 포착하여 

복합적이고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무쌍함을 담아내기 위해, 이

중부정이라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작품은 소재와 표현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모두 초장에서 이중부정문을 활용해 애정 

관계에 얽힌 화자의 복합적인 심정을 드러낸다. 먼저 첫 번째 시조 『風雅』(大)#361의 중심축

은 ‘임’이다. ‘임’은 초·중장의 중심에서 거듭 제시되어 앞뒤 구를 이어주며, 종장의 끝에도 

“임 랑”이라는 핵심적인 주제가 직접 등장한다. 이 ‘임’의 양 옆에 ‘연분’과 ‘정’이 반복되는 

문장 구조를 통해 엮여 있다. 즉 초·중장에 적혀 있진 않지만 ‘임’과 화자의 관계가 ‘연분’과 

‘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이다. 특히 초장에서는 “연분

(緣分) 업는 임이 업고 임 업는 연분(緣分) 업다”라며 이중부정 표현을 거듭 활용해서 ‘임’을 

향한 애정의 깊이를 드러냈다. ‘임’과 만나게 된 계기를 ‘연분’이라고 할 정도로 ‘임’은 화자에

게 강렬한 존재고, 그 외 다른 인연은 의미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중장에서는 이중부정문을 쓰지 않고 어세가 한풀 꺾인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세

보가 시조 짓는 경향을 고려하면 중장 “졍(情) 업쓰면 임 잇쓰며 임 잇쓰면 졍 업스랴”는 ‘정 

없는 임 없고, 임 없는 정 없다’라고 충분히 쓸 만하다. 그럼에도 시인이 원문을 택한 것은 초

장의 이상적인 애정 관계와는 어긋나는 현실과 내면을 다루기 위해서다. 이중부정 표현을 쓰

면 ‘임은 항상 다정하다’고 강조하는 의미가 강해지지만, 원문처럼 의문형을 쓰면 무언가 둘 

사이의 관계가 석연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화자의 불안한 마음은 종장에서 “유란무란(有難無難)”이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집약된다. “임 

랑”이 있어도 곤란하고, 없어도 곤란한 것은 그만큼 임의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보

다 근본적으로는 화자가 임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임 랑”이 있을 때는 “졍(情)”이 

식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정말로 “임 랑”이 없을 때는 외롭고 울적해진다. 요컨대 화자와 

사랑하는 임 사이의 공존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화자는 “임 랑” 때문에 난처하면서도 쉽

사리 임을 놓지 못한다. 이 복잡한 심리가 “유란무란(有難無難)”이라는 절묘한 표현에 담겼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人間)”을 덧붙여서 개별적인 체험을 독자들이 일반적인 문제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화자의 불안한 태도에 집중하면 중장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졍(情) 업쓰면 임 잇쓰며 

임 잇쓰면 졍 업스랴”에서 첫 번째 “졍(情)”은 화자가 임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졍”은 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장은 내가 정을 주지 않으면 임

이 언제라도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임에게 사랑을 은근히 호소하는 대목인 

것이다.  

#361에서 화자와 ‘임’이 서로 만나서 관계가 무르익는 사랑의 초장 무렵을 다뤘다면, 이어

지는 두 번째 시조 #362는 이별 후 시점을 다루고 있다. 

『風雅』(大)#362

졍(情) 업슨 샹(相思) 업고 샹(相思) 업는 다졍(多情) 업다

이별(離別)이 샹(相思) 되고 샹(相思)가 샹봉(相逢)이라

아마도 유졍무졍(有情無情)키는 연분(緣分)인가.28)

28) 【현대어 역】 정(情) 없이는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없고, 서로 그리움 없이는 다정한 마음 없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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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은 “샹(相思)”하는 마음을 중심축으로 서정주체의 정서의 흐름을 보여준다. “졍”을 

필두로 초장에서 이중부정문이 쓰였는데, 여태 읽었던 이중부정 표현과는 시상 전개 방식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가지 업는 남기 업고 쟝원 업는 집이 업다”(『신도일녹』#81)에서는 이중

부정 표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포괄하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공동체 관계를 확장시켜 나

갔다. “연분(緣分) 업는 임이 업고 임 업는 연분(緣分) 업다”(『風雅』(大)#361)에서는 이중부정 

표현을 써서 인과관계를 선후 구별 없이 하나로 묶었다. 사랑하는 임과의 운명적인 인연을 부

각하기 위해서다. 위 시 #362의 초장에서는 이중부정 표현으로 애정과 이별의 정서가 갖는 

표리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중부정 표현으로 대상들의 상호 연관성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를 묘사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위 시조는 앞의 두 시조보다 대상들의 대립적 성격이 

뚜렷하고,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이를 한 데 통합하려는 인식을 보여준다.

첫 번째 시조 #361에서는 “임”이 중심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임과 나눴던 “졍(情)”을 이어받

으며 시작한다. 임과 헤어진 후에 화자가 자신의 내면에 천착하게 된 것이 계기라 할 수 있

다. 초장 앞 구에서는 이별 후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기 위해 “졍(情)”과 “샹(相

思)”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 되뇌었다. “랑타 이별(離別)이요 이별(離別)

타 샹봉(相逢)이라”(『風雅』(大)#367)라는 말처럼, 두 정인 사이의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상

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심경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다. 이별 후의 심정은 “샹고(相思苦) 

샹고(相思苦)니”(『風雅』(大)#367)라고 할 정도로 괴롭지만 화자는 이를 감내한다. 홀로 남아 

외로움과 야속함, 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은 초장의 뒤 구 “샹(相思) 업는 다졍(多情) 업다”

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相思]를 통과한 뒤에 

“졍(情)”은 “다졍(多情)”으로 한층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이세보가 생각하기에 서로 직접 만나서 교감하며 따뜻한 정감을 나누는 것도 물론 사랑이지

만,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단절된 뒤에 겪는 상심을 감내하는 것 또한 사랑의 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별 후에도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특별한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29)

이렇게 때로 상반되기도 하는 여러 성질의 ‘정’이 쌓여서 두터워진 마음을 “다졍(多情)”으로 

표현했다.30) “졍(情)”에서 “샹(相思)”를 거쳐 “다졍(多情)”까지, “연분(緣分)”이라면 필연적으

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정서의 굴곡은 종장에서 “유졍무졍(有情無情)”이라는 시어로 집약된

다. 

이 작품에서도 이중부정 표현은 화자의 심리 상태 및 사유 방식과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과의 사랑에 얽힌 화자의 마음은 단편적인 표현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행복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마음을 포착하기 위해 우선 이중부정문을 초장 앞뒤 구에서 

각기 활용했다. 또 이중부정문을 앞뒤로 반복한 까닭은 정서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내면을 시

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위 변화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다부

진 자세는 한국 고전시가에 나타난 ‘미련’의 정서31)를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이세보가 특유의 

별하니 서로 그리워하게 되고, 서로 그리워하다 보니 만나게 되더라. / 아마도 정이 있었다가 없었다

가 하는 것은 연분이라 그런가.

29) 이세보는 이별의 정서를 감내할 정도로 특별한 애정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시로 쓰기도 했다. “임이라 

졍(情)이라 니 임마다 유졍(有情)며 / 이별(離別)리 샹(相思)라 니 이별(離別)마다 샹(相思) 

되랴 / 그즁(中)의 어렵기는 유졍(有情)코 샹(相思)인가”(『風雅』(大)#398) 

30) 여기서 쓴 ‘다정’은 일상어인데, 시인은 같은 의미로 “아마도 그려셔 안 변(變)면 참졍(情)인가”

(『風雅』(大)#377)에서처럼 “참정”이라는 참신한 시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31) 서철원, 「떠난 사랑이 돌아오면 행복할까-속요의 ‘그리움과 ’미련‘을 통해 본 고전시가의 행복론-」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261~2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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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정 표현으로 개성을 발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현실 바깥의 낭만적인 사랑을 희

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사랑이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하여 풍부하게 감정을 담아

냈다.

세 번째 작품 #363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다. #361, #362에서는 화자가 자신과 임의 

관계, 이에 관련된 자신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앞의 두 시조가 화자 중심의 시선을 

보여준다면, 이제 #363은 화자 자신을 하나의 사물로 객관화하고 있다. 세 편의 시조가 사랑

의 입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고자 했다면 이들을 종합하는 장에 걸맞은 구성이라 할 수 있다. 

『風雅』(大)#363

 업는 호졉(蝴蝶) 업고 호졉(蝴蝶) 업는 시 업다

호졉(蝴蝶)의 쳥츈(青春)이요 쳥츈(青春)의 호졉(蝴蝶)이라

아마도 무궁츈졍(無竆春情)은 탐화봉졉(貪花蜂蝶)인가.32)

#363의 중심축은 “호졉(蝴蝶)”이다. 화자를 “”과 “호졉(蝴蝶)” 중 어느 것에 비유해도 해

석에 무리가 없다. 다만 이전까지의 시조에서 보여준 화자의 적극성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는 “호졉(蝴蝶)”이 화자의 이미지와 더 잘 어울린다. 자신을 ‘나비’로 객관화하면 자연스레 상

대방인 ‘임’도 ‘꽃’으로 형상화된다. 두 편의 작품을 거치면서 화자가 임과의 관계를 이제 제3

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초장에서 이 둘 사이에 자리바꿈이 일어났다. 이중부정문을 통해 ‘꽃’과 ‘나비’가 쌍방향으

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임을 간명하게 나타내고, 이에 따른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표출했다. 사

랑을 매개로 서로가 서로의 삶에 끼치는 강한 영향력과 의존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중장에

서는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가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청춘’의 이미지에 비

견한다. 여기서도 “호졉(蝴蝶)”과 “쳥츈(青春)” 사이에 자리바꿈이 있는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

다. 초장에서 표명한 ‘꽃’과 ‘나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생략된 주어를 ‘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중장은 ‘꽃은 나비의 청춘이요, 꽃은 청춘의 나비라’가 된다. 앞 구는 사랑하

는 사람인 ‘꽃’ 덕분에 화자(나비)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시절을 맞이했음을 말한다. 그

리고 뒤 구에서 그러한 자신(나비)의 아름다운 자화상을 ‘꽃’과 동일시한다. 요컨대 초·중장은 

대상 간의 자리바꿈을 통해 화자와 임 사이의 조화로운 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애정 관계를 꽃과 나비의 이미지에 결부시키는 상상력은 동아시아 예술에서 익숙한 것이다. 

한국 시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33) 또한 중국 송사(宋詞)의 사패(詞牌) 중 접련화(蝶戀花)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4) 이세보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삽화를 시조에 넣은 까닭은 그만큼 인

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종장에서의 “무궁츈졍(無竆

春情)”이 그것이다. ‘춘정’은 초·중장까지 묘사된 화사한 봄날 같은 정취를 뜻하기도 하지만, 

종장 끝의 “탐(貪)”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인 사이의 성적인 욕망 또한 시사한다. 연정과 더불

32) 【현대어 역】 꽃 없는 나비 없고, 나비 없는 꽃이 없다. / 나비의 청춘이요, 청춘의 나비라. / 아마도 

무궁한 춘정(春情)은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의 모습인가.

33) 예컨대 “곳 보고 춤추 나뷔와 나뷔 보고 당싯 웃 곳과 / 져 둘의 思郞은 節節이 오건마 / 엇

더타 우리의 思郞은 가고 아니 오니”(『甁窩歌曲集』#784)가 있다. 또 이세보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 

시조집을 편찬한 안민영도 “고을사 져 치여 半만 여윈 져 치여 / 더도 덜도 말고 每樣 그만 허

여 잇셔 / 春風에 香氣 좃는 나뷔를 웃고 마 허노라”(『금옥총부』#61)를 남겼다.

34) 조비, 「한국과 중국의 사대부 애정시가 비교연구 : 조선 후기와 明·淸 교체기 시인들의 작품을 중심

으로」,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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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애 또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며, 애정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축을 담

당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화락한 모습을 묘사하기에 봄날의 이미지가 안성맞춤인 것이다.

앞서 본 #361과 #362에서 각기 사랑의 초기와 후기 단계를 시적 상황으로 삼았다면, #363

은 이들을 총괄하여 사랑이 사람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하는 마무리 격인 작품이다. 

#361과 #362에서는 이중부정 표현 및 “유란무란(有難無難)”, “유졍무졍(有情無情)”과 같이 중

첩된 언어를 통해 정서를 솔직하게 나타냈다. 화자에게 임은 대단히 가까운 존재라, 때로는 

정서가 요동치고 상반되는 감정이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

내기로 화자가 택했을 때, #363에서 화자와 임은 합일되기에 이른다. 이세보가 생각하기에 사

랑하는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마지막 작품을 생동

감 있는 분위기로 마무리한 것은 이러한 애정 관계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온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랑과 소통의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문제라 할 수 있

다. 이 때문에 꽃과 나비가 이미 갖고 있는 친근한 모티프를 적극 활용하고, 종장에서 제3의 

인물인 ‘벌[蜂]’까지 추가하여 시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했다.

이세보 역시 꽃을 그저 ‘꺾이는’ 존재로 여겼던, 일반적인 사대부 남성 작가의 성별과 신분 

관념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세보가 지닌 섬세함에는 그런 시대적, 계층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면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임이라 졍(情)이라 니 임마다 유졍(有情)며 / 이별

(離別)리 샹(相思)라 니 이별(離別)마다 샹(相思) 되랴 / 그즁(中)의 어렵기는 유졍(有情)

코 샹(相思)인가”(『風雅』(大)#398)라는 시는 계층성을 애써 떠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섬세

한 감수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세보의 애정시조에서 ‘임’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강한 

애착심을 보이는가? 위 세 작품에서 바로 이어지면서 소재를 공유하는 다음 작품을 보자.

『風雅』(大)#364

황(黃鶯)은 버들이요 호졉(蝴蝶)은 시로다

기럭이는 녹슈(綠水)요 학(白鶴)은 쳥숑(青松)이라

엇지타 은 탁의(托意)헐 곳이 젹어.35)

앞의 시 #363에 비하면 #364의 수식은 간결하다. 그만큼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두 

대상 간의 거리가 대단히 가까워졌음을 나타낸다. 초·중장에 나온 여러 동식물 및 자연 공간

은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움직임도, 색채도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이들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

면 이질적인 존재들이 대비되는 동시에 어울리면서 한 폭의 풍경을 그려내게 된다. 이전의 작

품들에서 모순되는 정서를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 하나로 집약했다면, 여기서는 수식을 극도로 

생략하는 대신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사랑하는 모습

을 그리기 위함이다.

앞의 세 작품뿐만 아니라 #364는 “가지 업는 남기 업고 쟝원 업는 집이 업다 / 부모 업는 

숀 업고 나라 업는 됴졍 업다 / 엇지타 타향의 나홀노 의지 업셔”(『신도일녹』#81)와도 일맥

상통한다. 대상들의 상호 의존성을 내세우는 한편 종장에서 이들과 달리 ‘의지’할 데 없는 화

자의 외로움을 강조한 점이 서로 유사하다. #364에 나오는 ‘꾀꼬리’, ‘나비’, ‘기러기’, ‘백학’

은 날개가 달려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지치면 내려앉아 쉴 곳이 필요하다. ‘버들’, 

‘꽃’, ‘녹수’, ‘청송’은 이들이 ‘의지할 곳’으로서 세파에 지친 날짐승들을 품어주는 공간이다. 

35) 【현대어 역】 꾀꼬리는 버들이요, 나비는 꽃이로다. / 기러기는 파란 강이요, 백학은 푸른 소나무라. 

/ 어째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적은지.



- 17 -

이 “탁의(托意)헐 곳”은 #364과 종장만 다른 작품에서 “갈 곳”(『시가(단)』#103)36)으로 변주되기

도 한다. 요컨대 작품에 나온 산천초목을 ‘임’의 역할에 비견한다면 화자에게 ‘임’은 인생의 

보금자리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화자와 ‘임’은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얻는 행복을 “갈 곳”, 곧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세보는 이와 같은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아래 시에서처럼 담백하고 온화한 어조로 그려낸다.

『風雅』(大)#418

 두고 츨 보니 탐화광졉(貪花狂蝶)  아닌가

십오츈광(十五春光) 네 연분(緣分) 화당우락(華堂憂樂) 한가지라

아마도 도 예 보든 시 챰신가.37)

초장의 “탐화광졉(貪花狂蝶)”은 『風雅』(大)#363의 종장에 나왔던 “탐화봉졉(貪花蜂蝶)”의 정

열적인 이미지와 흡사하다. 그런데 여러 ‘꽃’을 앞에 두고 화자가 짝으로 선택한 ‘꽃’은 다름 

아닌 ‘옛날부터 보던 꽃’이다. 꽃이 오래되면 변색되고 향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기

로 마음먹은 까닭은 중장에 나와 있다. 인연이 오래되어 서로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심과 즐거움이 한가지’라는 구절은 누구의 감정이냐에 

따라 두 갈래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나(화자)’의 근심과 즐거움이 하나임을 가리킨다면,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히며 

얻는 부정적인 감정까지 너그러이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익히 봤던 것처럼 사랑의 복합적인 면모를 통찰한 대목이다. 둘째로 ‘자네’의 근심과 즐거움이 

‘나(화자)’의 감정과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서로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면을 서로의 감정이 합쳐진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은유적인 표현인 만큼 어느 쪽으로 읽어도 괜찮지만, 두 해석이 별개가 아님은 분명

하다.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 감정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세보의 애정시조에서는 이중부정을 통해, 화자와 청자(혹은 시적 대상) 사이의 

공감과 믿음에 대한 강한 희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희망은 감정의 동화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드러나며, 위 시조와 시적 대상이 비슷한 작품38)에서 ‘또한 그러함[亦然]’의 마음, 곧 역지사

지의 언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세보가 낭만적이면서도 진중한 태도로 사랑을 이해하고 표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안민영이 지은 애정시조에 등장하는 ‘꽃’이 

주로 심미적 욕구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39)과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츤 곱다마는 香氣 어이 

업섯는고 / 爲花而不香하니 오든 나뷔 다 가거라 / 츨 이름하이되 不香花라 하노라”40)(『금

36) 종장 원문은 “엇지타 은 갈 곳이 젹어”이다.

37) 【현대어 역】 꽃 두고 꽃을 보니, 꽃을 탐하는 홀린 나비가 바로 내가 아닌가? / 15살 젊은 나이에 

맺은 자네와의 연분, 화려한 집에서의 근심과 즐거움이 하나가 될 정도로 깊어졌구나. / 아마도 꽃도 

옛날부터 보던 꽃이 참꽃인가.

38) “쳥츈됴결시진연(青春早結是真緣)가 아유심졍이역연(我有㴱情爾亦然)을 / 독의챵무한한(獨倚紗囱

無限恨)은 지응야야경무면(知應夜夜耿無眠)을 / 두어라 무궁건곤(無竆乾坤)이니 후일(後日) 만어”(『風

雅』(大)#286)

39)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 예술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146~149면 참조.

40) 이 시조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전주를 지나는 길에 ‘부의 기녀 설중선이가 남방 제일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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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총부』#124)에서 화자는 ‘꽃’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가진 아름다움을 조목조목 평가하

고 있다. 이세보가 『風雅』(大)#418에서 오래된 “예 보든 ”을 “챰”으로 격조 높였던 것과

는 사뭇 다르다. 이세보와 안민영 시조에서 제재로 쓰인 ‘꽃’이 공통적으로 기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의 애정 관계에서 추구한 지향점은 갈렸던 것이다. 이세보는 정인으로서 

정서적인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맞춘 한편, 안민영은 가객으로서 기녀의 예술적인 면

모를 감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이세보처럼 19세기에 개인 시조집을 편찬했던 조황이 애정을 주제로 쓴 유일한 1편의 

시조와도 구별된다. “二姓이 配合허야 內外族이 되야 가니 / 當初에 血屬親이 同姓이나 다를

쇼냐 / 아마도 姻親間 愛情을 가 몬져 허리로다”(『三竹詞流』#105)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

의 따뜻한 화목을 지향하는 것은 이세보의 애정시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三竹詞流』#105는 

혼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인 질서와 이에 따른 안정감에 주안점을 둔다.41) 반면 이세보

의 애정시조는 인간 대 인간의 감정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환

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세보의 인간관은 애정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가지 업는 남기 업고”로 시작했던 『신도일녹』#81을 비롯하여 이세보는 

여러 유형의 관계를 소재로 타자와의 상호 연관성을 되풀이하여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이중

부정문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었다. 나아가 이세보는 

서로의 마음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 남긴 작품을 통틀어 동사 ‘알다’는 

56차례 이상 사용되었는데, 특히 아래 시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와 맞물려 공감을 바랄 때 많

이 쓰인다. 

『風雅』(大)#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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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젹어42)

초장의 ‘속 아는 임’, 종장의 ‘마음 알 사람’은 여태 보았던 ‘임’의 덕목과 이어진다. 서로 

“의지”할 수 있고, “憂樂”을 헤아려주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초·중장의 절실한 목소리는 다른 

시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 평(平生) 원(願)기를 금의옥식(錦衣玉食) 

다 마다고 / 쇽 아는 임을 둇 이별(離別) 업시 니”(『風雅』(大)#133).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이세보가 다른 물질적 조건보다도 정서적인 유대를 각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말을 듣고, 가서 그를 만나본즉 과연 소문과 같았다. 나이는 18세 가량이었고, 설부화용이 매우 사랑

할 만했다. 그러나 가무에 아주 어둡고 잡기에 능하였으며, 성격이 본시 한독하여 오직 용색만을 믿

고 남을 모시는 예의가 없었다. 다만 서로 따르는 자라곤 창부라고나 할 뿐이었다.〔余於全州之行, 聞

府妓雪中仙, 爲南方苐一, 往見之則果如所聞, 年可二九, 雪膚花容, 極可愛, 然全昧歌舞, 能於雜技, 性

本悍毒, 專恃容色, 無待人之禮, 但相隨者唱夫云爾.〕” 발문의 원문 및 번역은 안민영 원저, 김신중 역

주, 『(역주)금옥총부』, 2003, 147면에서 인용했다.

41) ‘꽃’이나 ‘나비’ 소재도 『三竹詞流』에서는 관념적 자연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昌平里 詩禮庭에 

逑聖公이 이여 나셔 / 費而隱 發未發로 大本 達道 闡明허니 / 아마도 生花 一枝에   가지 퓌여

고나”(#22), “陶處士 籬下菊이 이 山中에 퓌엿시니 / 蕭瑟헌 落木天에 中央正色 風采로다 / 아마도 

네 凌霜高節  벗신가 허노라”(#72)

42) 【현대어 역】 푸성귀만 먹을망정 속 아는 임을 따라 / ‘이별’ 두 자 듣지도 말고, 평생 함께하며 즐

거운 삶, 내 하리라. / 어째서 세상에 마음 알 사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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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세보는 불화 또는 고독의 상황을 상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그 소통 방

식을 ‘알다’라는 동사로 표현했다. 이러한 이세보의 의식은 19세기 가집 『가곡원류』에 나타난 

‘앎’을 추구하는 문학사적 흐름43)과 상통한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을 부각시킨 것이다. 다만 『가곡원류』 소재 시조는 주체와 대

상을 각기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44) 반면 이세보의 관심사는 앞

서 정리한 것처럼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데 있다. 서로의 관계를 단단히 결속시켜 주는 이중

부정 표현과 “의지”, “탁의(托意)”라는 시어는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공동체 의식을 통해 이세보의 문제의식은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

려고 하는 것이다. 아래 시는 이중부정문과 ‘알다’라는 동사가 모두 활용된 작품으로, 가장 처

음 살펴봤던 『신도일녹』#81의 “부모 업는 숀 업고 나라 업는 됴졍 업다” 구절과 비교하면 

사람들을 결속해주는 매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風雅』(大)#142

부모(父母)의 공(㓛) 반(半)만 알면 효(孝子) 안 될 식(子息) 업고

국은(國㤙)을 즁(重)이 알면 츙신(忠臣) 안 될 신(臣) 업다

엇지타 남업시 츙효(忠孝)의 이 젹어45)

충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세보는 부모와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것을 촉구한다. 이세

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자식은 부모가 낳아서 길러준 노력을 아는 사람이고, 나라에 헌신하

는 신하는 자신을 성장케 해 준 사회적 기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 국가와 

신하의 관계는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이 내게 쏟은 수고를 존중함으로써 이어질 수 있다.46)

반대로 이런 정서적 소통이 끊겼을 경우 종장과 같은 파국이 발생하게 된다. 위 시의 종장

이 가장 기초적인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 세태를 탄식하는 어조를 띠고 있다면, 아래 시는 

책무감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실천할 방도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風雅』(大)#153

불츙불효(不忠不孝) 어이리 텬지(天地) 업는 만물(萬物) 업다

효(孝子)가 츙신(忠臣) 되고 츙신(忠臣)이 효(孝子)로다

아마도 츙효득(忠孝得罪)는 쳔츄누명(千秋陋名).47)

43) 조해숙, 「시조에 나타난 시간의식과 시적 자아의 관련 양상 연구 : 《청구영언》과 《가곡원류》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02~104면 참조.

44) 위의 논문, 105~110면 참조.

45) 【현대어 역】 부모의 공 반만 알면 효자 안 될 자식 없고, / 국가의 은혜를 귀중히 알면 충신 안 될 

신하 없다. / 어째서 세상에 너나없이 충효를 실천할 뜻이 적어.

46) 부자 · 군신 관계는 수직적이긴 하지만 마냥 일방향적이지도 않다. 부모가 베풀어 준 자애로운 사랑

을 이세보는 “우리 부모(父母) 나를 쳐음으로 나으시 나를 도라보고  도라보와 편벽(偏僻)되이 지

(至慈)시도다.”(『신도일녹』)라고 회고했다. 군주가 자신을 예우해 준 기억 또한 다음 대목에서 발

견된다. “아마도 군신지(君臣之)우난 나인가.”(『風雅』(大)#163), “임이 나를 앗기시 나도 임을 공

경(恭敬)터니”(『風雅』(大)#164).

47) 【현대어 역】 충효를 실천 못한 일을 어떻게 할꼬. 천지(天地) 없는 만물 없다. / 효자가 충신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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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는 『신도일녹』#16과 같은 작품인데, 유배지에 갇혀서 임금과 부모에게 제 몫을 다

하지 못한 시인의 죄책감이 종장에서 ‘죄’라고까지 표현되었다. ‘만물’이 ‘천지’라는 터전에 발

붙이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충효’의 도리를 행실의 근거지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윤리적 관계에서 이탈했을 때 느끼는 고립감이 일종의 책무감과도 이어지게 된 것이

다. 역시 초장 뒤 구에서 이중부정 표현을 활용해 충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세보가 가진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삼강(三綱)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주

변부로 계속 이어진다. 그중 겸인(傔人)과 백성을 향한 인간애가 주목된다.48)

『신도일녹』#45

쳘 업는 져 호길아 됴셕을 걱졍마라

포식경난49) 각고 긔장폐의50) 모른 다

지금의  로 너 둇 불샹51)

초장에서 ‘호길’이라는 겸인52)을 짐짓 꾸짖었지만, 몹시 탓하는 질책의 어조보다는 체면을 

지키면서 부드럽게 타이르는 어조로 보는 것이 이 시의 분위기에 어울린다. 위 시와 이어지는 

전 작품 “아챰을 지 후의 젼녁이 걱졍이요 / 전녁을 지 후의 아챰이 걱졍이라 / 엇지타 

이 반일긔도 를 지나”(『신도일녹』#43)를 보면, 사실 이세보도 끼니 걱정과 배고픔에 시

달리고 있었다. 

중장의 ‘죄’는 이세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왕족이라는 세력을 믿고 안동 김씨 일가를 논책

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나온 말이다.53) 그들이 임금 앞에서 정치적 견제를 가하면서 

이세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혈기가 앞서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는 점을 후회하는 

것이다. 문란한 국정 운영을 당사자들 앞에서 비판하는 충성심과 패기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급했던 판단은 충분히 후회할 만하다. 안동 김씨 일가와의 싸움 이후

로 오히려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머나먼 섬으로 유배되어 불효와 불

충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장의 ‘죄’는 자만심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했

던 ‘철없고’ 어리석은 자신을 자책하고 돌아보는 말이다.54)  

종장에는 그렇게 미숙했던 자신의 과오 탓에 생고생을, 이세보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보다 

충신이 곧 효자로다. / 아마도 충효를 실천하지 못해 얻은 죄는 오래도록 이름을 더럽히리라.

48) 아래에 인용한 『신도일녹』#45와 『신도일녹』#85에는 이중부정 표현이 쓰이지 않았지만 『風雅』

(大)#258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인용하여 분석한다.

49) 포식경난: 飽食輕煖.

50) 긔장폐의: 飢腸敝衣.

51) 【현대어 역】 철없는 저 호길아, 끼니를 걱정 말아라. / 배부른 음식과 좋은 옷만 생각하고, 배고픔

과 해진 옷 모른 죄다. / 지금에 내 죄로 너조차 불쌍하게 됐구나.

52) “호길”은 『신도일녹』 일기에 등장하는 “겸인”과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셔울셔 날 의 소위 겸인

이라 고 라 닷기의 그 를 당여 비록 인이라도 라 오는 거시 유감여 오지 말난 말 아

니엿니”(『신도일녹』)

53) 이세보가 안동 김씨 일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

만 남은 기록으로 추측해보면, 이세보는 단순히 세도 정치의 폐단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의감에

서 그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이세보 자신의 동생의 벼슬자리를 놓고 벌인 세력 싸움까지 포함된 복

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54) 비슷한 주제로 유배 생활중 시야가 좁았던 과거를 돌이켜보는 시조도 있다. “승후문안(承侯問安) 단

릴 젹에 슈라퇴션(水刺退膳) 먹으면서 / 이 고샹(苦状)을 웨 모르고 그 셰샹(世上)만 아럿든고 / 지금

(至今)의 각(生覺)니 젼(前生事)를”(『風雅』大#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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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고생’55)을 함께 하게 된 ‘호길’에게 동정심과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조석’

을 해결할 만한 실질적인 말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도 못하는 일을 하인더러 시키면서 

꾸짖거나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 이입을 하고 있

다는 점이 주목된다. ‘불쌍하다’고 말한 것은 ‘호길’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해진 옷’을 겨우 

입고 다니는 고생스러운 모습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세보는 자신이 겪은 결핍

과 고통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통과 불행에 공감하고 연민하고 있다. 하인을 향한 인간적인 

시선은 아래 인용한 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난다.

『신도일녹』#85

쳔니에 다려온 인 로 치고 각니

졔 샹은 고고 측은지심 측냥업다

과를 위미니 후일 볼가.56)

시에는 ‘호길’이 지은 잘못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평소의 행실을 보면 여러모로 

겸인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57) 그런데 중장에서 괘씸함과 별개로, 그것을 밀어낼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결의 마음이 주목된다. 초장까지의 “각”이 ‘호길’의 입장보

다 이세보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한 것이라면, 중장의 “측은지심”은 그 반대다. 상대방의 심정

을 향해 화자가 깊숙이 들어가 공감하려는 마음이다. 이 “측은지심” 속에는 복잡한 심리가 엿

보인다. 주종 관계에 따른 책임감과 미안함, 자원하여 ‘천리’ 너머 귀양길을 따라와 준 고마움

도 들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같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신도일녹』#45에서 봤던 것처럼 이세보는 ‘호길’과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반응을 하는 인간

이라는 관점에서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평범한 하루로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이 날을 굳이 

시로 남겼던 까닭은 측은지심으로 인해 아려 오는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세보는 ‘괘씸한 하인’이 아니라 “쳔니에 다려온 인”으로 말문을 열었다. 안 그래도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더 얹어 미안하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인을 향한 동질감과 동정심이 ‘측량없을’ 정도로 크기는 하지만 맹목적이지는 않

다. 종장에서 이세보는 “측은지심”을 간직한 채로, 하인의 잘못을 묵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상기한다. “측은지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방해하지는 않은 것이다. 즉 사회적 관

계에서, 이세보의 공감 능력은 합리적 사고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한다. 그러면 사

대부로서 이세보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은 공감 능력을 토대로 할 때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

가? 위 작품과 소재가 같은 아래 시를 계속해서 보자.

『風雅』(大)#258

을 로 치면 뉘 아니 압흐다 며

55) “라 악헌 일리 쥭어 지옥이라드니 / 쥭지 안는 이 고이 라셔 더 어렵다 / 아마도 츙효 득

는 이러한가”(『신도일녹』#46)

56) 【현대어 역】 천리 너머로 데려온 하인, 매로 치고 생각하니 / 제 잘못은 접어두고 측은지심 끝이 없

다. / 잘못을 고치기 위함이니 후일 다시 볼까 하노라.

57) “먼 길의 병샹이 그럿케 심 겻 잇지 안코 쥭막을 만나면 슐이나 먹고 공연이 남과 시비만 

는고로 도로 가고져 되 한고 라오니 마음의 혜아리되 져 놈이 그랴도 혹 인졍이 잇셔 그러한

가 엿니 밋도즁의 드러오 일졀 겻 잇는 일 업고 밤낫즈로 도인들과 츄츅여 슐먹기를 소일

고 잡기기를 위니 남의 소치는 거시 기의 도루여 피연며  거짓말과 남고 시비가 

비경나 이즁의 이 놈으로 여 더욱 셩화겟다”(『신도일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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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글 부근(斧斤)으로 볘면 어늬 남기 안 샹(傷)랴

아마도 와 부근(斧斤)은 불가불신(不可不慎)58)

위 시조는 『신도일녹』#78과 같은 작품이다. 하인을 매로 치고 측은지심이 들었던 『신도일

녹』#85와 차례가 가깝고, 폭력에 대한 성찰이 시조사에서 흔한 모티프가 아님을 고려하면 

#85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하

인을 직접 때렸던 일이 이세보에게 상당히 인상 깊은 사건으로 남았던 것 같다. 논제와 관련

해서, 겸인에게 체벌을 가했던 자신의 체험을 사회적 맥락까지 유의하여 되새겨보는 태도가 

주목된다. 

초·중장에서 ‘사람’과 ‘나무’를 생명체라는 동일성을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그 연약함을 폭

력과 대비하여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각기 장의 후반부에서는 평서문으로 쓰지 않고 설의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강하게 호소한다. 그런데 ‘매’와 ‘도끼’를 쓰면 ‘사

람’과 ‘나무’는 상처를 입지만, 종장에서 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

한다. 앞의 시 『신도일녹』#85를 참고한다면 ‘사람’의 경우 “과”를 위해서고, ‘나무’의 경우 

땔감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다.

생명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사회 체제 및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폭력을 용인해야 하는가? 그 도덕적 기준을 초·중장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자로서 

처벌을 가하기 전에 먼저 같은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다. 그렇다면 처벌을 하더라도 과욕을 부리지 않고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마땅히 그쳐

야 한다.59)

요컨대 타인의 불행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내가 얻은 이익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누군

가의 불행이 깔려 있다. 그렇다고 타인의 불행이 커질수록 내 행복이 마냥 커지는 것도 아니

다. 이세보의 말처럼 인간에게는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능력,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이해

하는 ‘앎’을 토대로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종장에서 ‘신중한[愼]’ 태도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신중한’ 마음가짐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한 시각

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법률에 기초하면서도 백성의 상황을 알맞게 헤아려서 합리

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60) 종장의 “불가불신(不可不慎)”이라는 이중부정 표현

은 이러한 고심을 반영하고 있다.

위 시에서 추구하는 ‘신중함’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세보의 다

른 시조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상통한다. 한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이해관계가 더 얽혀 

있는 만큼 앞서 살펴봤던 애정이나 군신, 혈연관계보다 더 복잡하다. 이세보의 시조에는 향촌 

사회에서 백성과 수령, 관속들 간의 역학 관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백성과의 유대 

관계를 형상화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58) 【현대어 역】 사람을 매로 치면 누가 안 아프다고 하며, / 나무를 도끼로 베면 어느 나무가 안 상하

랴. / 아마도 매와 도끼는 신중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59) 『風雅』(大)#258와 유사하게 인간의 벌목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

다는 작품이 있다. “쵸샨목동(樵山牧童)드라 아목(兒木)은 샹(傷)치 마라 / 아목(兒木)이 업셔지면 고

목(古木)이 의(依)지 업다 / 허물며 쳥숑(青松)이야 다 일너 무샴”(『風雅』(大)#246)
60) 이렇게 융통성 있는 현실 인식은 이세보 시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예컨대 다음 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시지분(一峕之憤) 각(生覺)고 혹형(酷刑)을 과(過)이 마쇼 / 경(輕罪)는 경감

(輕勘)고 즁(重罪)는 즁감(重勘)쇼 / 아마도 젼통편(大典通編)이 읏인가”(『風雅』(大)#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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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249 / 『신도일녹』#6461)

텬불무록인(天不生無祿人)이요 지불무명쵸(地不生無名艸)를62)

풀 안될 이 업고 (生涯) 업는  업다

아마도 긔쳔농(飢在賤農)이요 한타직(寒在惰織)63)

위 시조는 개개인의 관계를 물질적, 경제적 기준에서 파악했다. 『신도일녹』#81에서 본 주제

의식, 곧 모든 존재는 커다란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관계망을 경제 활동에서 찾은 것이다. ‘불충불효’를 반성했던 시조(『風雅』(大)#153)에서 인간관

계를 ‘충효’를 필두로 한 윤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도 비교가 된다. 

우선 초장에서 ‘하늘’-‘사람’의 관계를 ‘땅’-‘풀’의 관계에 견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

람’은 ‘녹(祿)’을, ‘풀’은 ‘명(名)’이라는 ‘직분’을 타고난다. ‘녹’은 비단 벼슬아치가 받는 녹봉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즉 작품 전체를 봤을 때 

‘녹’과 ‘명’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괄한 ‘역할’을 비유한 말이다. 

여기서도 이중부정문을 활용하여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가

지 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처럼, 고립된 채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 모두 제각기 맡은 역할이 있다. 예로 어떤 독버섯은 사람이 

먹을 수는 없지만 조합에 따라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콩은 식량도 되지만 지력을 회복하는 

용도로 재배되기도 한다. 사람의 역할도 자연 사물과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펼치기 위해 이중

부정 표현을 썼다. 

장의 구성을 보면 초장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종장에 이

르면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식으로 화두가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다. 이 중

간을 이어주는 것이 중장이다. 중장 첫머리에 나오는 “풀”은 초장의 “쵸[艸]”와 뜻은 같지만 

문맥상 ‘농경지’로 이해해야 한다. 중장까지 읽으면, “(生涯)”(=생업)와 “풀”(=농경지)은 노

력을 통해 무엇으로도 가꿀 수 있는 타고난 ‘가능성’을 가리킨다. 마지막 종장까지 포괄해 이

해하면 “(生涯)”(=생업)와 “풀”(=농경지)은 농경 사회에서 부여된 ‘농민의 소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明心寶鑑』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농본주의 사회에서 ‘풀’과 ‘땅’이 

갖는 의미를 잘 활용하여 초·중·종장을 조직적으로 구성했다.

그러면 종장에서 “農”과 “織”으로 집약된 농민의 생산력은 어떻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을

까? 농사와 길쌈은 ‘굶주림[飢]’과 ‘추위[寒]’를 해결해준다. 이 의식(衣食) 문제는 농민뿐만 아

니라 “”이라면 모두 겪을 수 있는 절실한 사회적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계 활동을 통해 이를 충족한다. 백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은 이런 공통점

을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명의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세보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배

고픔과 더위, 추위에 시달렸으며,64) 그런 고된 체험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

61) 【현대어 역】 하늘은 역할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 풀 안 될 땅

이 없고, 생업 없는 사람 없다. / 아마도 굶주림은 농업을 천하게 여겨서 생기고, 추위는 베짜기를 

게을리 해서 생기는 것이리라.

62) 텬불무록인(天不生無祿人)이요 지불무명쵸(地不生無名艸)를: 『明心寶鑑』·「省心篇」에 나온다.

63) 긔쳔농(飢在賤農)이요 한타직(寒在惰織): 황석공(黃石公)이 지었다는 병서 『삼략(三略)』에 나오는 

표현이다.

64) “여름을 라쓰니 샴츄를 어이 리 / 가을를 산다헌들 엄동셜한  잇구나 / 엇지타 명일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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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5) 즉 이세보가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드는 동질감과 하

나의 경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유대감이 함께 들어 있다. 이세보는 이러한 정서적 토대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접근한다. 공감과 연민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에만 몰두한다면, 그나마 있

는 법마저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공권력이 횡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66) 그러나 ‘측은지심’

을 토대로 한 책임감은 백성의 눈으로 기존의 정책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67)

그리하여 아래 시조에서 백성은 향촌 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 구성원으로 그려진다. 

『風雅』(大)#333

허다(許多) 져 셩(百姓)이 항샨(恒産)이 다 업쓰면

관불관(官不官) 쵼불쵼(村不村) 되니 어누 뉘가 다 살릴

아마도 쳥(清白) 못헌 션치(善治) 젹어.68)

앞서 『風雅』(大)#249에서 농민의 “農”과 “織”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연결돼 있음을 밝혔

다. 위 시조의 초장에서는 농민의 생업을 보장해 주는 물질적 기반이 “항샨(恒産)”으로 제시되

었다. 중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초장에 등장하는 ‘백성’도 해당되고, 중장의 ‘벼슬

아치’나 ‘마을’도 해당된다. 요점은 백성에게 항산이 없을 경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회 공

동체 전체가 와해된다는 것이다. 그 항산을 보장해주는 정치는 종장에서 ‘좋은 정치’로 표현되

었다. 마찬가지로 종장에서도 ‘못하다’와 ‘적다’를 활용하여 이중부정 표현이 쓰였다. 이를 통

해 “쳥(清白)”의 자세를 통해 “션치(善治)”를 실현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측은지심’을 토대

로 한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쳥(清白)”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이득을 위해서

라면 타인의 불행에도 거리낌 없는 세태를 성찰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중부정 표현을 중심으로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유대감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

다. 이세보는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 타자와의 상호 연관성 및 양면적인 감정을 묘사했다. 타

자의 대상으로는 이세보가 일상에서 관계를 맺었던 존재들이 두루 들어가 있다. 자연의 유기

적인 모습, 정인과의 애정 관계, 가족·군신 간의 윤리적 관계, 겸인·백성과의 사회적 관계가 

그것이다. 이세보는 이들과의 상호 유대 관계를 지향하는 한편, 관계가 어긋났을 경우에 인간

적인 고립감과 사대부로서의 책무감을 느낀다.

사적인 영역에서 추구한 ‘참정’은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임’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이별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진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애

정 관계는 하나의 정서적 공동체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여기서 발현된 소통 지향의 공감 능력은 공적

진야  근심을”(『신도일녹』#83)

65) “벽(碧海)의 몸을 두니 샹젼(桑田)을 각고 / 긔곤(飢困)이 심(滋甚)니 농업(農業)을 경뉸(經

綸)이라 / 아마도 예로부터 풍샹(風霜) 업는 호걸(豪傑) 젹어”(『風雅』(大)#264) 

66) “셜샹가샹(雪上加霜) 더 어렵다 쳘모르는 쟝교(將校) 아젼 / 틈틈이 져와셔 욕(辱)질 질 분슈(分

數) 업다 / 지금(至今)의 뎐통편(大典通編) 다 어듸 간고”(『風雅』(大)#30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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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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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307). 두 작품은 Ⅲ

-3에서 분석하겠다.

68) 【현대어 역】 허다한 저 백성이 일정한 생계[恒産]가 다 없으면/ 벼슬아치는 벼슬아치 노릇을 못하

고, 마을은 마을답지 않게 되니 어느 누가 그들을 다 살릴까. / 아마도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

지지 못한 채로 좋은 정치는 적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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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이어진다. 백성의 경우, 이세보는 같은 육체적 한계를 지닌 인

간으로서 그들에게 동질감을 갖는 한편, 그들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가진

다. 이에 따라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겪는 곤경을 자신과 별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아가 백성을 향한 인간애는 그들의 현실적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고,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절에서는 이중부정 표현이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정서 및 사고방식과 조응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이세보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중부정 표현 외에 다른 표현 기법으로도 

형상화했다. 백성의 목소리를 담아낸 『風雅』(大)#306·307을 비롯하여 이세보는 인칭과 인물을 

다각도로 넘나들며 그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의 화자를 설정할 때에도 하나

의 관점만을 고수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세보의 시가 타인의 관점에 어떻게 이입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시의 연출과 표현 기법에 초점을 맞춰 다음 절에서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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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점 바꾸기를 통한 공감과 감정 이입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 즉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상상력이 필요하

다.69) 이 절에서 다루는 이세보 시조는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중 인물의 목소리로 직접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중부정을 활용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감정 이입이 나타난 이세보의 시조는 다루는 제재가 다양하다. 뿐만 아

니라 등장인물의 성격도 다채롭다. 예컨대 애정시조의 경우 정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사

정이 있어 찾아가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사람 등 개성 있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세보 시조의 화자가 유독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감정 이

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감정 이입이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면,70) 이를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물뿐만 아니라 자연물상을 표현하는 것도 그러하다. 대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재구

성하는 과정에서 필히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세보 시조에서 풍경을 연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물 및 사건을 형상화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경치를 나열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짜임새를 염두에 두고 지었기 때문이다. 이세보는 시조사

에서 시도된 바 없었던 팔경시를 지었는데, 순창에 있는 여덟 가지 명승지를 체계적으로 구성

하여 주목을 요한다.

이세보는 29세였던 1860년(철종11) 당시, 순창 군수였던 생부 이단화(李端和, 1812~1860)

를 따라 순창에서 유람할 시간을 가졌다.71) 이단화가 1860년 1월 2일에 순창 군수에 임명되

어 같은 해 11월 6일에 이세보가 신지도로 유배되기 전까지 약 11개월 가량 여유가 있었으

니, 한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72) 먼저 이세보가 쓴 

<순창팔경가(淳昌八景歌)>73)의 전체적인 구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69) 스티븐 핑커 지음, 김명남 역,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 사

이언스북스, 2017, 990~1002면 참조.

70) 마사 누스바움 지음,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새물결, 2015, 603면 참조.

71) 김승우, 「이세보(李世輔)의 <순창팔경가(淳昌八景歌)> 연구」, 『韓國 詩歌硏究』33, 한국시가학회, 

2018, 33면 참조. 본고에서 <순창팔경가>에 나오는 명승지의 이름 및 위치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에

서 인용했다. 

72) 위의 논문, 36면 참조.

73) 이는 김승우(2018)에서 붙인 제목이다. 『風雅』(大)를 기준으로 #68~75 작품을 가리킨다. 같은 작품

들이 『詩歌(單)』에도 실려 있는데, 이 가집의 작품 #51 위에 “팔경”이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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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① 금산(錦山)

② 헌납(獻納) 바위

③ 대숲동

④ 응향지(凝香池)

⑤ 아미산(娥眉山)

⑥ 귀래정(歸來亭)

⑦ 장대(將臺)

⑧ 적성강(赤城江)

[그림 6]은 <순창팔경가(淳昌八景歌)>의 제1~8수에서 배경이 되는 여덟 가지 명승지를 『순

창군지도』(1872)에 표시한 것이다.74) 각 장소의 위치를 보면, 이세보가 제1수부터 두 수씩 짝

지어 방위별로 순창의 경관을 고루 조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제1~4수는 진산(鎭山)인 

금산을 중심으로 한 풍경으로서 순창 관아를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하고, 제5·6수는 남쪽으로

서 경천의 아래 지역을, 제7·8수는 동쪽으로서 적성강 주위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75) 즉 제1

수부터 제8수까지 순창의 관아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남쪽, 동쪽에 있는 명승지를 차례대로 배

치했다. 그래서 독자는 시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순창의 풍경을 여러 방면에서 상상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장소와 시간, 인물을 중심으로 <순창팔경가>에서 풍경을 연출하는 방식을 차례차례 살

펴보겠다. 먼저 제1·2수를 함께 보겠다.

『風雅』(大)#68 - 제1수

검샨(錦山)76)의 봄이 드니 화홍유쳥(花争紅紫柳争青)을

무릉(武陵)의 범나뷔는 간 데마다 치로다

동(童子)야 슐 부어라 (醉)코 놀게.77)

『風雅』(大)#69 - 제2수

헌납(獻納)바위78) 맑은 폭포(瀑布) 시무궁(四峕無竆) 쾌쟝쳔(掛長川)을

황계(黃鷄) 쥬(白酒) 남은 흥(興)은 쳥가(清歌) 일곡(一曲) 한가(閑暇)다

아마도 무한풍경(無限風景)은 예인가.79)

74) 「순창군지도」 일부에 위치를 표기한 [그림 6]은 김승우, 앞의 논문(2018), 43면에서 인용했다.

75) 위의 논문, 43~44면 참조.

76) 검샨(錦山): 금산. 순창군의 진산. 위의 논문, 37면 참조. 

77) 【현대어 역】 금산(錦山)에 봄이 드니 알록달록 꽃과 푸른 버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네. / 무릉의 범나

비는 간 데마다 꽃이로다. / 동자야, 술 부어라, 취하여 놀게.

78) 헌납(獻納)바위: 현재 어디 있는지 불명이나 금산의 남서쪽 끝자락과 지금의 경천(鏡川)이 만나는 지

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논문, 37~38면 참조.

79) 【현대어 역】 헌납바위에 흐르는 맑은 폭포는 사계절 그침 없는 기다란 물길을 걸어 놓은 듯하네. / 

닭 안주에 백주(白酒)를 즐기고 남은 흥으로 맑은 노래 한 곡조 부르니 한가하다. / 아마도 무한한 

풍경은 여기뿐인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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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의 초장은 <순창팔경가>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팔경가의 첫 번째 작품에 어울리

게 계절의 시작인 “봄”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았다.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금산’의 풍경은 중

장에서 화자에게 “무릉”처럼 인식된다. 속세와 떨어진 별천지 같은 봄 풍경 속에서 화자의 시

선은 “범나뷔”로 향한다. “범나뷔”는 만발한 꽃밭 속에서 가볍게 나부끼며 천천히 이동한다. 

그러면서 “범나뷔”의 여유로운 몸짓이 화자의 느긋한 마음과 포개어진다. 나비가 어디로 움직

이든, 화자가 어디로 시선을 옮기든 간에 세상은 온통 꽃밭 천지다. 마치 “무릉”에서 노니는 

것처럼 현실적인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이 비현실적인 감각 때문

에 종장에서 취흥이 일어난다. 

제1수에서 관아의 북쪽을 병풍같이 둘러싸고 있는 ‘금산’의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이어서 제

2수는 그 금산과 시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80) 헌납바위와 폭포를 묘사한다. 제1수의 ‘금산’

은 “무릉”으로 인식될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다. 그런데 제2수에 등장하는 “맑은 폭

포”는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리꽂으며 큰 소리를 낸다. 이제 막 생동하는 봄날의 기운처럼, 

“맑은 폭포”는 ‘금산’에 역동성을 덧붙인다. 여기에 중장에서 폭포수의 물소리에 대응하는 사

람의 노랫소리가 등장한다. 폭포가 “시무궁(四峕無竆)”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수부터 실

컷 즐기고도 남은 취흥이 여유작작한 노랫가락으로 이어진다. 완벽한 경치와 풍류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만족감이 드러난다. “무한풍경(無限風景)”은 이 만족감을 넉넉한 부피감에 

비유한 말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3수에서는 노랫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자연의 소리가 부각

되어 있다.

『風雅』(大)#70 - 제3수

슙동81) 의의녹쥭(依依綠竹) 노든 군(君子)82) 어 가고

젹막공샨니(寂寞空山裡)의 일 풍쥭(風竹) 되엿느니

우리도 풍샹(風霜)을 격고셔 임 다시.83)

『風雅』(大)#71 - 제4수

응향지(凝香池)84)의 션유(船逰)니 연화(蓮花)도 둇커니와

월영(月影) 슈영(水影) 은은(隠隠)한데 가지마다 낙화(落花)로다

지금(至今)의 니젹션(李謫仙) 쇼쳠(蘓子瞻) 어 간고.85)

제3수는 앞의 시조들과는 또 다른, ‘금산’의 낯선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장소 또한 금산의 

북서쪽 기슭 부분에 있는 ‘죽림촌(竹林村)’으로서 ‘금산’의 이면을 나타나기에 적합한 배경이

다. 제1수에서는 ‘금산’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제2수에서는 ‘금산’의 생동감 있고 웅장

80) 김승우, 앞의 논문(2018), 45면 참조.

81) 슙동: 금산 북서쪽 기슭 부분에 있는 ‘죽림촌(竹林村)’으로 추정된다. 위의 논문, 38~39면 참조.

82) 의의녹쥭(依依綠竹) 노든 군(君子): 『시경(詩經)』·「위풍(衛風)」·기욱(淇奧)에 “綠竹猗猗 有匪君子”라

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83) 【현대어 역】 대숲동 무성하게 푸른 대나무 속에서 놀던 군자 어디로 가고 / 적막한 빈산 속에 일대

의 풍죽(風竹) 되었는가. / 우리도 풍상(風霜)을 겪고서 임자를 다시 보자.

84) 응향지(凝香池): 순창 객사의 서남쪽 인근에 있는 못으로서 백련(白蓮)과 응향각(凝香閣)으로 유명했

다고 한다. 김승우, 앞의 논문(2018), 48면 참조.

85) 【현대어 역】 응향지에서 뱃놀이하니 연꽃도 좋을뿐더러 / 달그림자 물위에 비쳐 은은한데, 가지마다 

꽃 흩날리네. / 지금에 이태백과 소동파는 어디로 갔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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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관을 조명했다. 채도도 높고, 여러 소재로 꽉 차 있었다. 반면, 제3수에는 독백만 있고 

사람의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중장의 “젹막공샨(寂寞空山)”은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

주는 시어다. 소재도 ‘대나무’나 “풍샹(風霜)” 위주로 단순하고, 여기에서 뽑아낸 단색 위주로 

단순하게 색감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제3수에서 ‘금산’이 밝지 않고 소슬한 분위기로 묘사된 것은 “노든 군”와 “임”

가 사라진 현실에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1·2수에서 자연물과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때로 시끌벅적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간 세상이 적막할수록 반대로 “슙동”에 

부는 바람 소리가 두드러진다. 바람은 텅 빈 대나무 숲을 흔들고, 여기서 나는 “풍쥭(風竹)” 

소리는 화자의 내면까지 들어와 마음을 자극한다. “젹막공샨(寂寞空山)”이나 “풍샹(風霜)”은 

이러한 애상의 정서를 표현한 시어다. 그리하여 제1·2수까지 고조되던 정서는 제3수에서 상승

세를 멈추고 전환을 예고한다.

제3수에서 자연물이 화자의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와 애상을 자극했다면, 제4수에서는 다시 

풍경이 내면으로 “은은(隠隠)”하게 스며든다. 화자는 지금 뱃놀이를 하며 “응향지(凝香池)”의 

수면 위에 떠 있다. 자연과 사람이 맞닿아 있는 이 수면은 둘 사이를 이어주며 자리 잡았다.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들도 제1수의 꽃과 나비처럼 다시 부드러운 성격을 띤다. ‘연꽃’

과 물위에 드리운 ‘달빛’, 팔랑팔랑 나부끼는 “낙화(落花)”가 그것이다. 모두 무게가 가벼워 물

에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에 동동 뜬다. 무겁지도 않고, ‘폭포’처럼 시각과 청각을 압도하지도 

않지만, 이들은 시각과 후각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인상적인 소재다. 제2수에서 폭

포와 노랫소리가 장쾌한 화음을 만들어냈던 것과는 달리, 제4수는 자연 경관과 정서가 서로 

호응하며 비춰주는 상태를 ‘은은’하다고 표현했다.

<순창팔경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4수를 기점으로 다시 흥취가 고조된다. 그래서 앞뒤 

시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너무 어둡지도, 너무 경쾌하지도 않은 배경을 연출했다.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금산’ 뒤편의 ‘대숲동’에서 다시 앞쪽의 번화한 ‘응향지’로 나온 것도 정서의 상

승과 관련이 있다. 시간적 배경 또한 ‘연꽃’이 피어나는 초여름이라 정서가 밝아지는 흐름과 

어울린다. 이러한 풍류 위에서 호명된 종장의 ‘이백’과 ‘소식’은 제5·6수의 유락적인 성격과 

연결된다.

『風雅』(大)#72 -제5수

아미샨(娥眉山)86) 도든 달리 쵸당(艸堂)의 드럿도다

슐 먹다 다시 보니 민샨(眉山) 미월(眉月) 분명(分明)다

미샨(眉山)의 도든 달은 보름의도 미월(眉月)인가.87)

『風雅』(大)#73 -제6수

귀졍(歸來亭)88) 달 밝앗스니 (太白)과 놀나 가셰

젼필언(全弼彦) 황계(黃鷄)쥬(白酒) 니둉현(李鍾鉉) 쇼(蔬食)날반(糲飯)

그즁(中)의 날낭은 풍뉴(風流)와 기(妓生)이나.89)

86) 아미샨(娥眉山): 순창의 남쪽에 위치한 산. 김승우, 앞의 논문, 39~40면 참조.

87) 【현대어 역】 아미산에 돋은 달이 초당에 들었도다. / 술 먹다 다시 보니 미산(眉山)에 뜬 미월(眉月)

임이 분명하다. / 미산에 돋은 달은 보름에도 초승달 미월(眉月)인가.

88) 귀졍(歸來亭): 아미산의 줄기인 남산의 북동쪽 기슭에 지어진 정자. 김승우, 앞의 논문(2018), 40

면 참조.

89) 【현대어 역】 귀래정에 달 밝았으니 태백과 놀러 가세. / 전필언(全弼彦)은 닭 안주와 술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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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수의 달밤은 계속해서 제5·6수로 이어진다. 제5수에서는 아미산에 막 달이 돋은 순간을 

포착했다. ‘아미산’은 읍지나 고지도에서 ‘娥媚山’·‘娥嵋山’·‘峨嵋山’·‘峨眉山’등으로 표기되었는

데90) 이세보가 시조에서 ‘娥眉山’으로 쓴 까닭은 제4수에서 불렀던 ‘이백’과 관련이 있다. 이

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에 “아미산의 반달이 보이는 가을[峨眉山月半輪秋]”91)이라는 

구절이 있다.92) 이 아미산은 사천성 아미현(峨眉縣)에 있어 순창의 아미산과 실제로는 다르지

만, 산 위에 달이 걸린 이미지가 상통한다.93)

‘돋은 달’이 비추는 빛은 화자가 있는 “쵸당(艸堂)”까지 깊숙이 들어온다. 나아가 중장에서 

달빛은 기생 ‘미월(眉月)’이라는 인물94)과 중첩되며 실체를 얻는다. ‘다시 보니’ 달빛이 ‘미월’

로 현현한 것이다. 제4수에서 “월영(月影) 슈영(水影) 은은(隠隠)”하였던 달에 비하면 실체가 

또렷해진 셈이다. 공간과 화자의 정서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제3수의 “젹막

공샨”은 쓸쓸한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고, 제4수의 “월영(月影) 슈영(水影)”은 다시금 화락한 

정서를 샘솟게 만든다. 이제 제5수에 이르러, 자연물이 자신의 마음에 사람처럼 ‘들어’ 올 정

도로 화자가 달밤과 ‘미월’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명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6수에 이르러 순창의 남쪽으로 공간을 이동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4수

와 시간적 배경은 비슷하다. 그런데 순창의 남쪽에 있는 아미산으로 장소를 옮김으로써 달밤

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빛을 무엇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각색의 분위기로 공

간을 꾸밀 수 있다. 이세보도 순창의 아름다운 경관을 빠짐없이 보여주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

며 빛을 다양하게 연출했다. ‘응향지’의 “월영(月影)”은 수면에 비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달빛

이 조금 흐리다. 그렇지만 못 위에 달빛이 ‘은은하게’ 반사된 모습은 뱃놀이의 불빛, 연꽃, 흩

날리는 꽃잎과 잘 어우러진다. 또한 “월영(月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상이 수평적

으로 그려져서 독자에게 옆으로 트인 듯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이제 순창 남쪽으로 ‘아미

산’으로 이동하면, 여기서는 ‘아미산에 돋은 달’을 화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다. 그래서 

문면에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독자는 화자의 눈길을 따라가면서 ‘아미산’의 능선과 밤하늘까

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선으로 포착된 ‘돋은 달’은 “월영(月影)”에 비해 더 밝고 뚜

렷하다. ‘아미산’의 동편 기슭에 있는 제6수의 ‘귀래정’에 이르면 이제 “달 밝앗”다고 할 정도

로 환해진다.

달이 ‘귀래정’을 비롯한 풍류 공간을 환히 비추는 만큼 정서도 들뜨게 된다. 인물도 <순창

팔경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제5수에 나온 인물은 화자와 ‘미월’ 둘뿐이었는데, 제6수

에서는 풍류객과 기녀들이 다수 나온다. 이들에게 화자가 직접 말을 건네는 대화체를 사용하

여 현장감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환한 달빛 아래 순창의 명소가 북적이는 장면 속에서, 고조

이종현(李鍾鉉)은 나물과 밥 챙기게나. / 그중에 나는 풍류와 기생을 담당하겠노라.

90) 김승우, 앞의 논문(2018), 51면 참조.

91) 李白, 《李太白詩集注》卷八 古近體詩共五十三首, 清文淵閣四庫全書本.

92) 『風雅』(大)#281에서 이백의 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 “아미샨월반뉸츄(峨眉山月半輪秋)와 

젹벽강샹무한경(赤壁江上無限景)을 / 왕(来往)여 노든 문쟝(文章) 누구누구 지나드니 / 그곳의 니

젹션(李謫仙) 업셧쓰니 알 니 젹어.”

93) 다만 이백의 시에서 “月半輪”은 달이 아무리 높이 떠도 3,100m나 되는 사천성 아미산에 가려서 반

쪽만 보이는 모습을 빗댄 표현인 반면, 순창의 아미산은 500m를 조금 넘을 정도니 ‘미월(眉月)’은 실

제로 초승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94) 다음 시조에서 ‘미월’이 등장한다. “아미(娥眉)를 다리고 녹의홍샹(綠衣紅裳) 고은 도(態度) / 슐 

부어 숀의 들고 권쥬가(勸酒歌) 불넛쓰니 / 아마도 무한다졍(無限多情)헌 미월(眉月)인가”(『風雅』

(大)#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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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정서 또한 제6수에서 정점을 찍는다. 여기서 제4수부터 이어지던 밤 시간대는 끝나고, 

제7수부터는 순창의 낮과 한여름 풍경을 조명한다.

『風雅』(大)#74 - 제7수

우연(偶然)이 쟝(将䑓)95)의 올나 면(四面)을 라보니

무변쵸(無邉艸色) 너른 의 곳곳이 곡(百糓)이라

아마도 평셩(太平聖代)는 금셰(今歲)신가.96)

『風雅』(大)#75 - 제8수

젹셩강(赤城江)97) 셰우즁(細雨中)의 립(䉴笠) 쓴 져 어옹(漁翁)아

구(白鷗)를 이웃여 시슈월(四峕水月) 한가(閑暇)다

우리도 그를 둇셔 누풍경(樓䑓風景)이나.98)

이제 위치를 바꿔 순창의 동쪽 적성강(섬진강 상류) 일대를 조망한다. “쟝(将䑓)” 아래로 

풍요로운 전경이 펼쳐진다. “무변쵸(無邉艸色)”은 적성강 주변 곡창 지대의 풀빛과 이를 둘

러싼 푸른 산 빛을 가리킨다. 산 아래로 탁 트인 넓은 들판에 가득히 익어가는 “곡(百糓)”은 

심신에 생기와 안정감을 준다. 시의 배경인 화창한 낮 시간대와 높은 ‘장대’에서 내려다보는 

개활지는 이러한 상쾌함과 개방감에 잘 어울린다.

제7수에서 순창의 들판을 원경으로 조망했다면, 제8수에서는 그 풍경 속에 정박해 있는 아

주 작은 “어옹(漁翁)”에 초점을 맞춘다. 강가에 보슬비가 내려 ‘어옹’은 보일 듯 말 듯하면서 

산수 자연 속에 녹아든다. “어옹(漁翁)”은 중장의 “구(白鷗)”와 함께 강호시가를 비롯하여 

팔경시, 팔경도에서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곧잘 등장한다. 중장에서 관습적인 소재

의 이미지를 활용해 유유자적한 정서를 나타낸 뒤, 종장에서는 다시 시점을 멀리 두어 “누”

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그리며 팔경의 마무리를 짓는다.

살펴봤듯이 <순창팔경가>에는 순창의 명소와 계절, 시간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세보

가 순창을 유람하고 즉흥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람한 경험을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재구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세보는 자신이 경험한 순창의 아름다움을 짧게 요약할 수 없었기 때

문에 팔경시 관습을 본따서 순창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연출도 여러 

가지 방식이 동원되었다. 방위를 바꿔가며 장소를 이동하여 순창의 승경을 가능한 많이 다루

었다. 그중에는 ‘응향지’같이 번화한 곳도 있고, ‘대숲동’처럼 고적한 곳도 있어서 순창의 성격

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시간대도 계절과 밤낮을 오간다. 음향과 색조를 조정하기도 

하고, 빛의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같은 달밤이라도 다른 분위기로 묘사했다. 위에서 아래

로, 아래에서 위로 앵글을 옮기며 강과 평야부터 산, 하늘까지 순창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95) 쟝(将䑓): ‘적성산’(현재 채계산(釵笄山)이라 불림) 정상에 있는 장군암으로 추정. 김승우, 앞의 논

문(2018), 41~42면 참조.

96) 【현대어 역】 우연히 장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 끝없는 풀빛, 넓은 들에 곳곳이 곡식으로 가득

하구나. / 아마도 태평성대는 지금 이 세상인가.

97) 젹셩강(赤城江): 섬진강을 순창 지역에서 일컫는 말로, 순창군의 동쪽을 남북으로 흐른다. 김승우, 앞

의 논문(2018), 42면 참조.

98) 【현대어 역】 적성강에 보슬비 내리는 속에 도롱이와 삿갓 쓴 저 늙은 어부야, / 백구를 이웃하여 사

계절 내내 강과 달이 한가하다. / 우리도 그대를 좇아서 누대 풍경이나 감상하리라.



- 32 -

장소와 시간을 다양하게 바꾸는 표현 기법 덕분에 순창은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곳으로 파악된다. 명승지를 이동하며 분위기와 연출 기법도 변하는데 이는 정서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정서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흐름에 맞춰 등장하는 자연물·인물의 숫

자, 소리·빛의 강약을 조절하는 식이다. 이세보가 순창의 정경을 표현하기 위해 고심하여 장소

를 고르고, 계획적으로 배경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독자는 <순창팔경가>를 읽는 

과정에서 순창의 다양한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애정 시조에서도 적극 활용된다. <순창팔경가>처럼, 아래 인용한 애정 

시조도 연작 구성이고, 장소와 시간, 인물을 바꿔 가면서 작품을 연출한다. 다만 애정 시조에

서는 인물의 정서를 <순창팔경가>보다 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순창팔경가>에 쓰

인 표현 기법이 애정 시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쓰였다. 등장인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대화

체를 많이 써서 현장감을 살린 것이다. 예컨대 아래 인용한 애정 시조들은 대화체 내지 독백

의 말이 두드러진다. 특히 이세보는 자신과는 다른 성별, 자신과 다른 사회적 처지의 인물을 

화자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가 애정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

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래부터 애정 시조도 공간과 시간, 인물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서 표현 기법을 분석하겠다. 이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

다.

『風雅』(大)#117

님이 갈  오마 더니 비 오고 번 친다

졔 졍녕(丁寕) 챰졍(情)이면 불피풍우(不避風雨) 오련마는

엇지타 알심99)도 젹고 졍(事情)도 몰나.100)

『風雅』(大)#118

졍녕(丁寕)이 가마고 와셔 비 온다고 나 안 가면

기다리든 임의 마음 뎐뎐반측(轉轉反側) 못 련이

아희(兒戯)야 교군(轎軍) 도녀라 갈 길 밧버.101)

위 두 작품은 감정 이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층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작품 밖의 

독자가 두 인물에게 감정 이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작품 속의 두 인물이 서로에게 감정 이입

하는 것이다.

전자부터 보겠다. 일련의 두 작품102)은 특이하게도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2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위 시조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 장소도 각각 다르지만, 

연극 무대에 비유한다면 방백으로 연출할 수 있겠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방백으로 말할 때는 

왼쪽 조명만 비춰줬다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왼쪽 조명은 꺼지고 오른쪽 

99) ‘알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2) 보기보다 야무진 힘. (『표준국

어대사전』 참조)

100) 【현대어 역】 임이 갈 때 다시 오마, 하더니 비 오고 번개 친다. / 제 정녕 참정이면 비바람 피하지 

않고 올 텐데. / 어째서 알심도 적고, 남의 사정도 몰라주는가.

101) 【현대어 역】 꼭 가마, 하고 돌아와서 비 온다고 나 안 가면 / 기다리던 임의 마음 뒤척뒤척하며 잠 

못 자려니. / 아이야, 가마 돌려라, 갈 길 바쁘구나.

102) 『風雅』(大)#112부터 #118까지 일련의 일곱 작품은 일정한 스토리를 갖고, 동일한 등장인물이 등장

한다는 점에서 묶일 수 있다(손정인, 앞의 논문(2011), 248~252면 참조). 위 두 시조는 그중에서 두 

화자의 상황이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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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켜지는 식이다. 무대에서 그 두 사람을 가로지르는 벽이 방백이라면, 위 작품에서 사

랑하는 두 사람을 가로지르는 벽은 ‘비바람’이 쏟아지는 험한 날씨다. 악천후의 상황은 이 두 

인물 사이를 가로질러 소통을 방해한다. 그래서 두 화자는 서로 고립된 채,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상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극적인 상황 연출로 독자가 두 인물의 감정 상태에 더 몰

입하게 했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날씨는 둘 사이에 생긴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비 오고 번개까지 치는’ 날씨 연출은 애정 관계를 흔드는 의심이나 불안함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인물의 감정이 극대화될수록 독자는 더 몰입이 쉬워진다. 여기에 대화체

를 사용해서 화자의 심정이 독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했다. 

이세보가 활동하던 당대에 ‘사랑을 시험하는 날씨’ 연출은 시조에서 유명한 모티프였다. “바

람 지동치듯 불고 궂은비는 담아 붓듯 온다 / 눈정에 걸은 임이 오늘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

(板)툭쳐 맹세 받았더니 이러한 풍우에 제 어이 오리 / 진실로 오기 곧 올 양이면 연분인가 

하리라”(『해동가요』(일석본)#532)라는 시조는 70여 편 넘는 이본이 창작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

다. 이 시조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궂은 날씨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노래

했다. 그런데 시조가 유명했던 만큼 사람들이 ‘찾아가기로 약속한 임’의 입장을 상상하기 시작

한다. 안민영도 ‘찾아가는 임’의 처지에 이입하여 “바은 안아 닥친드시 불고 구진비는 담아 

붓드시 오는 날 밤에 / 님 차져 나선 양를 우슬 이도 잇건이와 / 비바 안여 天地飜覆 야

든 이 길리야 아니 허고 엇지하리오”(『금옥총부』#98)라는 시조를 지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세보도 시조 『風雅』(大)#118에서 ‘찾아가는 임’의 입장으로 원작을 재창작하였다. 시가사에

서 주로 ‘기다리는 임’의 입장에서 기다림의 정서를 노래한 것과는 차별적이다. 작품의 향유 

방식을 고려하면, 이세보가 풍류 공간에 있는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 모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03)

나아가 이세보는 ‘찾아가는 임’이 나오는 #118을, ‘기다리는 임’의 입장에서 쓴 #117과 함

께 묶어서 시조집에 배열했다. 이에 따라 독자가 하나의 사건을 양편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게 했다. 독자가 두 인물 나름대로 가진 사정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세보는 #117과 거의 동일한 입장에서 시조를 이미 한 편 썼었다.104) 그럼에도 상대방의 목

소리까지 포함해서 다시 지은 것은 분명한 창작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Ⅲ-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세보의 시조가 가진 소통 지향의 성격이 위 두 작품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자가 두 화자의 어떠한 감정에 이입하고 나아가 공감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며 살펴보겠다. 이 과정에서 작품 속의 두 인물이 서로에게 감정 이입하는 시도

도 드러날 것이다. 먼저 #117에서 ‘기다리고 있던 임’과 #118의 ‘찾아가는 임’은 일반적인 부

부 사이가 아니다. 다시 볼 것을 후기약 하는 “님이 갈  오마 더니”, “졍녕(丁寕)이 가마”라

는 대사는 두 화자가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임을 짐작케 한다. 애초에 관계가 불안정한데 

비바람까지 몰아치니 ‘기다리고 있던 임’의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진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에서 #117의 ‘기다리던 임’은 약속대로 찾아오지 않는 ‘임’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본다. 중·종

장의 “졔 졍녕(丁寕) 챰졍(情)이면 불피풍우(不避風雨) 오련마는 / 엇지타 알심도 젹고 졍(事

情)도 몰나”라는 탄식 어린 독백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원래 사이가 불안정한데다 날씨까지 안 좋기 때문에, ‘기다리던 임’은 찾아오

103) 정흥모, 앞의 논문(1995), 157~160면 참조.

104) “은 지동(地動) 치듯 불고 비 쥭쥭 오는 날 밤의 / 불피풍우(不避風雨) 오는 임은 마다 친

(親)키 어려 / 아마도 졍(情) 어렵기는 임이신가”(『風雅』(大)#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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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임’의 사정에 공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임’의 마음을 넘겨짚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으로 비관하는 것이다.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예 잊어버린 것인지, 자신에게 동정심(“알심”)조차 갖지 않는 ‘임’을 원망하

기까지 한다.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적인 날씨 연출과 ‘기다리던 임’이 직접 토로

하는 대사는 독자로 하여금 그 비참한 심정에 몰입할 수 있게 해 준다.

바로 이어서 #117과 동일한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여 #118은 장소만 바꿔 ‘임’의 상황을 조

명한다. 앞의 <순창팔경가>에서 ‘금산’을 앞뒤로 오가며 공간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연

출과 비슷한 방식이다. #117의 ‘기다리던 임’의 비관과는 달리 #118의 ‘임’은 지금 그를 찾아

가는 길이다. 처음에는 일을 보느라 시간이 늦은 데다가105) 날씨까지 험하니 자기 집으로 향

했다. 그렇지만 중장을 보면 집으로 가는 가마 속에서 ‘임’은 “기다리든 임의 마음”에 공감하

고 있다. 자신을 기다리느라 밤새 잠을 못잘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든다. 결국 

‘임’은 폭풍우를 뚫고 그에게 가기로 결정한다. 안민영 시조에 등장하는 화자는 “비바 안여 

天地飜覆 야든 이 길리야 아니 허고 엇지하리오”(『금옥총부』#98)이라며 날씨와 주위의 비웃

음을 극복할 정도로 열렬한 사랑을 보여 주었다. 반면 이세보 시조의 화자는 망설이는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초·중장에서 “기다리든 임의 마음”을 헤아린 것도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다. 독자는 이 유사한 두 시조를 접했을 때, 안민영 시조의 화자에게는 

그 정열적인 사랑에 낭만을 느낄 수 있다면, 이세보 시조의 화자에게는 변덕스럽지만 현실적

인 사랑의 모습에 공감을 할 수 있다.    

#117과 #118이 일시적인 이별을 다루었다면, 아래부터 인용할 #134에서 #138까지 다섯 

작품은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긴긴 이별 상황을 소재로 한다. 이 일련의 작품들도 앞

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처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112~#118보다 심리적·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논제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주는 #136부터 보겠다.

  

『風雅』(大)#136

타든 말 머무르고 숀 잡고 다시 안져

다졍(多情)이 이른 말이 우지 마라  쇽 탄다

지금(至今)의 은원(慇寃) 업시 이별(離別) 되니 슈히 볼가.106)

#136에서 말하는 사람은 말을 타고 ‘떠나가던 임’이지만, 등장인물은 이 ‘임’을 배웅하는 사

람까지 총 두 명이다. 전 작품인 #135의 ‘육례 없이 만난 연분’107)이라는 대목과 #136에서 

‘떠나던 임’이 반말을 쓴 것을 고려하면 울고 있는 사람은 기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초장은 

동작 위주로 묘사되어 있고, 중장과 종장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을 직접 인용했다. 이 극적

인 연출 덕분에 독자는 이별의 현장을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134108), #135와 달리 위 시조에는 기녀의 대사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앞의 두 작품은 

105) “오는 친(親)구 졉(待接)니 연(自然)이 겨를 업고 / 각(各宅) 지(牌) 무셔워 걸(哀乞) 

구걸(苟乞)고 나니 / 지금(至今)의 단야샴경(短夜三更) 느진 졍(事情) 들 어이”(『風雅』(大)#114)

106) 【현대어 역】 타던 말 머물게 하고 손 잡고 다시 앉아 / 다정히 이른 말이, 울지 마라, 내 속 탄다. 

/ 지금에 깊은 원통함은 없는 채로 이별하는 것이니, 쉽게 다시 볼까.

107) “뉵녜(六禮) 업시 만난 연분(緣分) 이별(離別)이 다 나 / 오날날 이 경(景色)은 다시 못헐 일

리로다 / 동(童子)야 슐 부어라 가는 임 권(勸)케”(『風雅』(大)#135)

108) “졍여교칠(情如膠漆)이요 의동단금(義同斷金)이라 / 오날를 아럿면 깁흔 즌 안 두련이 / 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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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녀 화자의 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찬찬히 마음을 다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온

다. 이별을 앞두고 애써 담담한 자세를 취하던 #134와 #135와 이어지면서 위 작품의 애절한 

연출은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기녀는 목이 메어 단 한 마디도 못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독자는 그 북받치는 슬픔을 더 절실하게 전달 받을 수 있다. 슬픔을 주체 못해 말을 못할 정

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떠나던 임’도 독자와 마찬가

지여서, 등 뒤로 들려오는 기녀의 절절한 울음을 외면하지 못하고 가던 걸음을 돌릴 정도다. 

기녀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까지 사무쳐 “ 쇽 탄다”고 동감을 갖게 된다. 현실과 사랑 사

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교군”을 돌릴까 말까 고민하던 『風雅』(大)#118의 화자와 비슷하다. 

매정하지 못한 성격도 같아 기녀를 따뜻하게 달래주고,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위로한다.

시가사에서 ‘이별의 순간’은 특별한 소재가 아니다. 그런데 위 #136 시조는 번개와 비바람

이 몰아치던 앞의 #117, #118와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인물의 목소리까지 나온 것이 특징이

다. 반면 「서경별곡」을 비롯하여 사설시조 “다려 가거라 어 가거라 나를 두고선 못 가느니

라 女心은 從夫스니 거저 두고는 못 가느니라(후략)”(『악부』(고대본)#921)에서는 ‘남겨지는 임’

의 목소리만 나온다. 『風雅』(大)#136과 유사한 상황과 소재가 쓰인 안민영의 작품 “任 離別 

하올 져긔 져는 나귀 한치 마소 / 가노라 돌쳐 셜 제 저난 거름 안이런덜 /  아 눈물 젹

신 얼골을 엇지 仔細이 보리요”(『금옥총부』#119)에서도 중장에 ‘떠나는 임’의 목소리가 있긴 하

지만 큰 비중은 없다. 이세보는 이별의 순간에 ‘남겨진 임’뿐만 아니라 ‘떠나는 임’의 목소리

까지 들려줘서 애틋한 이별 상황을 더 생생하게 연출했다. 18세기 가집 『청구영언』(진본)에 

‘떠나는 임’과 ‘남겨진 임’의 목소리가 동시에 등장하는 작품이 있는데109), 이러한 상상력을 

토대로 이세보는 ‘떠나는 임’의 목소리를 증폭시킨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110)

『風雅』(大)#136에서 이어지는 아래 두 작품은 이별 후에 홀로 ‘남겨진 임’의 처지에 다시 

집중한다.

『風雅』(大)#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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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風雅』(大)#138

밤즁(中)만 외기럭이 네 우름 쳬량(悽凉)다

근원(根源)112)이 무어신고 즘도 셔러헌다

우리도 타향(他鄕)의 임 보고 너를 불샹.113)

타 랑  이별(離別)리 워”(『風雅』(大)#134)

109) “이화에 노습토록 뉘게 잡혀 못 오던고 / 옷자락 부여잡고 가지 마소 하는데 무단히 떨치고 오자 

함도 어렵더라 / 저 임아 네 안을 접어 보스라 네오 긔오 다르랴”(『靑丘永言』(珍本)#477)

110) 대표적으로 다음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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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122)

111) 【현대어 역】 이 몸이 무슨 죄로 몸 파는 여자 되어서 / 정들어 못 잊는 낭군과의 이별이 어찌나 

잦은지 / 두어라, 전생의 일 때문이니, 후생에나 기약하자.

112) 근원(根源):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과 사랑.

113) 【현대어 역】 밤중에만 우는 외기러기 네 울음 처량하다. / 사랑이 무엇인고, 이별에는 짐승도 서러

워한다. / 우리도 타향에 임 보내고 너를 불쌍하게 여긴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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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에서 ‘떠난 임’과 이별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 ‘남겨진 임’인 기녀는 이제 울음

을 걷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본다. ‘정든 낭군’과의 이별이 일상이긴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다. 도리어 풀리지 않는 감정만 계속 쌓인다.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화자는 애꿎은 

‘전생사’를 들먹이며 자책한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반복될 것이기에, 종장에

서 화자는 #134에서 이별을 준비하며 되뇌던 ‘정여교칠(情如膠漆) 의동단금(義同斷金)’ 같은 

사랑을 체념하게 된다.

마지막 #138의 배경은 밤이다. 밤은 온통 고요해서 화자의 외로운 마음도 더 심화되고, 감

각이 예민해져 낮에는 들리지 않던 ‘외기러기’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온다. 화자는 자신의 ‘서러

운’ 마음을 ‘외기러기’에게 옮겨서 새 울음소리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초장의 ‘처량함’

과 중장의 ‘서러움’, 종장의 ‘불쌍함’은 실상 ‘외기러기’가 아니라 화자 자신의 심리를 나타낸

다. 자신이 ‘처량한’ 이유는 오늘 혹은 최근에 이별한 뒤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러운’ 까닭은 #134에서 언급한 것114)처럼 ‘깊은 뜻’을 두고 한 ‘사랑’이 무색하게 ‘이별이 

쉽기’ 때문이다. ‘불쌍한’ 이유는 #137에서 자탄한 것처럼 기녀로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런데 이러한 심정을 ‘외기러기’의 마음에 빗대어 자신의 마

음만 표현하지는 않은 듯이 에둘러 표현했다. #137에서 이별의 원인을 오롯이 개인사에서 찾

아 자책이 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즉 #138은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별을 바라보고, 감

내하려 한다. “근원이 무어신고 즘도 셔러헌다”라는 중장은 사랑과 이별로 인한 아픔은 누

구나가 다 겪는 것임을 나타낸다. 지금 이 괴로움이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리적 부담감이 한결 줄어든다. 이별을 소재로 한 연작 시조 중 마지막 작품에서 청자

인 기녀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며 마무리한 것이다. 

이세보는 왕족 신분이었음에도 위 시조들에서 기녀의 입장에 완전히 동화된 상태로 독백하

고, 때로 울기도 했다. #137 초장에서는 “이 몸이 (...) 챵가녀(娼家女子)”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다. 이는 이세보가 손수 시조집을 써서 줄 정도로 기녀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기

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세보는 위 시조들처럼, 늘 남겨지는 입장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115) 풍류 공간에서 이 시조를 부르거나 듣는 기녀가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116) 뿐만 아니라 풍류 공간을 방문하는 남성들도 인물들에게 귀 기울이며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별의 상황과 감정을 핍진하게 연출했기 때문이다. 다섯 

편의 전체적인 구성 또한 짜임새 있어 청자가 감정을 이입하기 쉽다. 연작 시조 구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정서가 변모하도록 연출한 것이다. #134와 #135에서는 최대한 슬픈 마

음을 억눌렀다가 #136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이후로 점차 가라앉는다. 청자는 이 흐름을 따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에 따른 감정 변화를 경험한다. 앞서 봤던 <순창팔경가>에서 공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서도 바뀌게 했던 것과 표현 기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세보의 애정시조 중에서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작품을 살펴보았다. 

연작 구성을 활용하여 ‘기다리는 임’과 ‘찾아가는 임’, ‘떠나는 임’과 ‘남겨지는 임’ 각각의 입

장에서 이별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다.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이세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순창이 평면적인 곳이 아니듯이, 사랑의 성격도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헤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는 뜨거운 사랑도 있는가 하면, 재회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114) “(전략) / 오날를 아럿면 깁흔 즌 안 두련이 / 엇지타 랑  이별(離別)리 워”

115) 대표적으로 다음 작품이 있다. “벽공(碧空)의 도든 달리 샹가인(相思佳人) 슈심(愁心)이라 / 비

금(翡翠衾) 긴 한슘의 눈물은 몃 번(畨)인고 / 엇지타 인간이별(人間離別)이 쳥츈(青春)을 늙혀”(『風

雅』(大)#373)

116) 정흥모, 앞의 논문(1995), 150~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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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근한 사랑도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끝나기도 하며, 사랑이 식지는 않았어도 모

든 걸 뒤로한 채 떠나야만 하는 입장도 있다. 시간이 지나며 이별의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기

도 한다. 심지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처지에 따라 이렇게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

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애정시조에 등장하

는 인물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채로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들을 바라보면서 독자 역시 등장인물들 각각의 상황과 마음에 몰입하게 된다. <순창팔경가>의 

명승지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유리된 별개의 곳이 아니다. 제각기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로 ‘순

창의 풍경’이라는 테마 아래 서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를 보는 독자는 한 폭의 파노라마처

럼 순창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요컨대 이세보가 연출한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대상

의 성격과 인물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117)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風雅』(大)#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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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나면 과동(過冬)이 어려118)

『風雅』(大)#64

그 농(農事) 젹을 젹의  츄슌(秋収)들 변변헐가

져 건너 박부(朴冨者) 집의 빗이나 다 갑흘는지

아마도 가난(艱難)헌 은 가을도 봄인가119)

『風雅』(大)#65

쳘업는 셩(百姓)드라 가난(艱難)을 셜다 마라

졀용(節用) 졀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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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역시 세 편이 이어지는 연작 시조다. 화자로는 백성1(#63)과 백성2(#64), 양반(#65)까지 총 

3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19세기 조선의 수취 제도 문제를 세 가지로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본

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대화체를 사용하고, 발언에 어울리는 신분의 인물을 배치해서 실감

을 살렸다. 그래서 독자는 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각자의 입장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세 작

품을 다 읽고 나면 여러 입장을 고려하며 수취 제도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먼저 #63의 화자는 “토셰(土稅)”와 “신역(身役)”의 과중한 부담을 거론한다. 조선의 국가 재

정의 주요 수입원인 삼정(三政) 중에서 전정(田政)과 군정(軍政) 문제를 꺼낸 것이다. 열심히 

117) 『風雅』(小)#61~72(또는 70까지)의 작품을 일컫는다. 가집에는 작품 #61 상단에 “농부가”라고 쓰여 

있는데, 필체가 본문과 약간 달라서 후대의 가필로 추정된다.

118) 【현대어 역】 그대 추수 얼마나 했는고? 내가 농사지은 것은, / 토지세와 신역 대신으로 쌀을 바치

고 난 뒤엔 몇 섬이나 남을는지. / 아마도 다하고 나면 겨울나기가 어려울 텐데.

119) 【현대어 역】 그대 농사 적을 적에 내 추수인들 변변할까. / 저 건너 박 부자 집에 빚이나 다 갚을

는지. /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가을도 봄처럼 곤궁한가. 

120) 【현대어 역】 철없는 백성들아, 가난을 서럽다 하지 마라. / 아껴 쓰고, 검소한 자세로 자신을 바르

게 하면, 성세에 편히 지내는 복 얻으리라. / 아마도 만족을 못하면 가정살림이 불안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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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음에도 화자는 일 년 동안의 결실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한숨을 쉰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가? 이세보가 활동했던 철종조에는 백성들이 전세(田稅)를 낼 때 정규 수취액

과는 별도로 잡다한 명목의 부가세나 과외(科外) 징수를 강요받았다.121) 예컨대 이세보가 다른 

작품에서도 중요하게 지적했듯이,122) 아전들이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역도 문제가 많았다. 지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온갖 명목으로 군포를 징수했다. 

18세기 이후 조선 정부의 부세 원칙은 총액제였기 때문에 점점 농민들의 실상과 떨어지게 된

다. 농민들이 그 해에 “츄슈(秋収) 얼마”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결국 #63의 화자처럼 평범한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계를 잇기에도 부족하

다. 종장에서 ‘겨울나기’가 어렵다는 걱정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년 쌓여 가고 있음을 짐

작케 한다. 

이어서 #64의 화자는 사채의 문제를 거론한다. 중장에 나오는 ‘박 부자’의 사회경제적 신분

은 부민(富民) 중에서도 ‘서민지주(庶民地主)’123)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농민이 그를 “박부

(朴冨者)”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양반 신분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부자’로 상징

되는 서민지주는 진휼곡으로 1천 석 이상 원납할 수 있었던 반면, 절대 다수의 농민은 그럴 

여력조차 없었다. 많아야 10두에서 1석 정도 원납했을 따름이다.124) 이처럼 같은 농민층에서

도 경제력이 극심하게 차이가 났다. 이 간극은 중장의 “빗” 때문에 더 심해진다. 본래 16세기 

이후, 사채는 흉년에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국가가 권장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연 이율이 

50%에 달하는 고리 사채였고, 부민이 기민의 노동력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으

며, 빚을 못 갚을 경우 기민들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가져가기도 했다.125)

시조에서 “져 건너 박부(朴冨者) 집”은 이렇게 농민 계층이 부자와 부자 아닌 이들로 분

화되는 정황을 반영했다.126) ‘박 부자 집’은 화자와 ‘저 건너’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떨어

져 있지 않다. 그러나 “빗”을 다 갚기 전에는 편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없다. 멀지도 가깝지

도 않은 작품상의 거리는, 화자와 ‘박 부자’가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실제 경제력에서 큰 차이

가 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달리 #64의 화자는 초장에서 #63의 화자를 “그”라고 친근

하게 부른다. #63의 화자보다 형편이 더 어렵기는 하지만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둘은 종장에서 “가난(艱難)헌 ”이라는 같은 처지로 묶인다. “가을도 봄인가”라는 대사

는 #63의 “과동(過冬)이 어려”와 이어진다. 가난 때문에 사계절 내내 쉬지 못하고 노동해야 

하는 농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계절이 실은 경제적 수준

에 따라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127) 두 시조 모두 일상어와 대화체를 활용해 가

121)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49, 고려사학회, 2012.11, 

10~11면 참조.

122) “분슈(分手) 업는 도셔원(都書員)아 각면셔원(各面書員) 신측(申飭)할 졔 / 양안셩(量案成冊) 샹고

(相考)여 각셩답쥬(各姓沓主) 원망(㤪望) 업게 / 무엄(無嚴)타 져 (該色)은 관쟝(官長)이  

(灾)를”(『風雅』(大)#290)

123) 부민의 유형은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서민지주’외에 고위관료로서 ‘양반지주’와 재지사족인 ‘향

촌지주’로 나눌 수 있다. 이세영, 「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역사문화연구』34, 한국외국어대

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214~216면 참조.

124) 위의 논문, 216~219면 참조.

125) 위의 논문, 170~173면 참조.

126) 이세보 시조 중에 #64처럼 사채(私債)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도 있다. 다만 #63와 주제가 다른데 

19세기에 빈번했던 채송(債訟)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방(方伯) 슈령(守令) 업시 숑(私債訟事) 

공결(公决)쇼 / 변지변(邉之邉) 이지이(利之利)를 분슈(分數) 업시 달나  / 아마도 숑(此訟

事)는 누명(陋名)이 워”(『風雅』(大)#329)

127) 곤궁한 사정 때문에 계절 나기를 걱정하는 작품은 다음 시조도 있다. 이세보가 유배 경험을 바탕으

로 쓴 시조다. “여름을 라쓰니 샴츄를 어이 리 / 가을를 산다헌들 엄동셜한  잇구나 / 엇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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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도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의 암담한 심정을 잘 전달했다. 농민의 목소리로 체

험을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국가의 수취 제도가 농민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심각성

을 실감나게 전달 받을 수 있다. 

#65에서는 앞의 두 화자에게 훈계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부세 수취 문제를 놓고 앞의 두 

화자와 상반되는 관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양반으로 추정되는 화자는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

으로 절약 정신을 내세운다. 이세보는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지됵

(知足)”의 자세를 강조하였다.128) 고지기,129) 수령130), 관찰사131)에게까지 욕심 부리지 말 것

을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세보 시조에서 ‘절용’ 정신은 권력자들의 부당한 착

취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63과 #64에서 제기된 “가난”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63의 화자가 “그 츄슈(秋

収) 얼마 헌고”라고 물으니, #64의 화자가 “그 농(農事) 젹을 젹의  츄슌(秋収)들 변변

헐가”라고 화답한 데서 가난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절약은 결국 미봉책일 따름이다. 백성들은 당장 올해 “겨울나기”도 어려

울 정도로 희망이 없어 막막하다. 

#65의 화자는 이세보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절의 주제와 관련하여 

논하면, 마지막 작품은 공감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세보는 #63과 #64에서 농

민의 목소리로 과도한 수취와 이로 인한 부담감을 실감나게 토로했다. “토셰(土稅) 신역(身

役)”, “박부(朴冨者) 집의 빗”처럼 시사적인 용어를 쓰고, 전체적으로 일상어를 사용하여 독

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과는 다른 존재다. 만약 앞의 

두 작품처럼 계속 공감을 유지했다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작품에

서 이세보는 사대부 자신의 입장으로 돌아온다. 이는 <순창팔경가> 중에서, 누대에 올라 “아

마도 평셩(太平聖代)는 금셰(今歲)신가”(『風雅』(大)#74)라고 낙관적인 시대 인식을 보여주

었던 것과 비슷하다. 또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117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불안

한 마음이 커서 임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138의 화자는 그저 자연물일 따름인 외

기러기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이시켰다. 요컨대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타자를 이해한다는 점

에서 공감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132)

그러나 이세보가 백성이 ‘절용’하는 것을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다. 아래에 

인용한 일련의 세 편의 시조에서 이세보는 환곡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관청의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개과(改過)를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가난한 백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공감을 유발한다.

명일이 무진야  근심을”(『신도일녹』#83).

128) “유방셰(遺芳百世) 못여도 누명(陋名)은 삼가리라 / 물욕(物慾)을 멀니고 츙효(忠孝)를 각

(生覺)면 / 아마도 후누명(死後陋名)은 면(免)련이”(『風雅』(大)#263). 밑줄은 인용자.

129) “무시풍악(無時風樂) 과(過)이 말고 포진텬물(暴盡天物) 각(生覺)쇼 / 관쳥육(官廰色肉) 고

(庫子)놈 거(舉行)며 원망(㤪望)일다 / 아마도 논인어쥬지왼(論人扵酒色之外)가”(『風雅』

(大)#344).

130) “젼셰(田稅) 동(大同) 련이와 군포(軍布) 군젼(軍錢) 월당(越當) 말쇼 / 훈검어(訓禁御) 허다(許

夛) 군병(軍兵) 봉됵(奉足) 구간(苟艱) 긔강(紀綱) 업다 / 아마도 쟝(大將)이 긔과(起過)되면 슈령(守

令)은 즁감(重勘)”(『風雅』(大)#315),

131) “도슌찰(都巡察使) 뎡경(正卿)이요 겸슌찰(兼巡察使) 아경(亞卿)이라 / 위의(威儀) 부됵(不足) 웨 

말누 십실쟌읍(十室殘邑) 각(生覺)쇼 / 아마도 지됵(知足)을 못면 가탁(家宅)이 불안(不安)”

(『風雅』(大)#312).

132) 감정 이입의 한계에 관해서는 스티븐 핑커 지음, 앞의 책(2017), 1002~10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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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294

호방(戶房) 아젼 네 드르라 젹졍(糶政)133)이 란(最難)이라

즁쇼호(大中小戶) 분간(分間)여 시비(是非) 업시 균분(均分)라

아마도 민무항샨(民無恒産)이면 치란(治難)인가134)

『風雅』(大)#295

각귀기가(各歸其家) 여 보니 반됴반미(半租半米)135) 황당(荒唐)다

두 셤이 열 말 되고 한 셤이 닷 말이라

무샹(無常)헌 고(該色庫子)136) 엄쟝즁치(嚴杖重治) 못신가137)

『風雅』(大)#296

져 셩(百姓)의 거동(舉動) 보쇼 지고 싯고 드러와셔

한 셤 를 밧치랴면 두 셤 리 부됵(不足)이라

약간농(畧干農事) 지엿슨들 그 무엇슬 먹 리138)

위 세 작품은 차례대로 아전과 농민의 관점에서 환곡의 문제를 바라본다. 세 편의 화자는 

동일하지만 중간에 두 번째 작품인 #296에서 잠깐 농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시

간 순으로 보면 봄에서 가을까지 걸친 환곡의 운영 과정이 압축돼 있다. 아전이 환곡을 분배

하고, 농민이 그것을 받았다가, 가을에 다시 갚으러 가는 장면들이다. 이에 따라 공간도 관아

에서 한 농민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관아로 돌아온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달라지며, 모곡을 제외하면 분명 똑같아야 할 ‘환곡의 양’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된다. 먼저 #294에서 화자는 아전을 부르며 환곡의 분

배 원칙과 목적을 주지시킨다. 중장의 “중쇼호 분간”하라는 말은 호환(戶還)중에서도 호별로 

등급을 매겨 분급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호적을 근거로 하여 가구 구성

원의 숫자와 형편을 고려한다.139) 이 등급을 나눌 때 향리의 민인(民人)들이 모여 의논하였기 

때문에140) “시비” 다툼이 벌어질 만하다. 나눠진 등급은 면임(面任)이나 이임(里任)을 거쳐 최

종적으로 관청의 담당 아전이 심사한다.141) 농민들에게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

로 화자는 “호방 아젼”에게 공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분급 과정에서 아전이 장부를 조작

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142)

133) 젹졍(糶政): 환곡(還穀) 문제를 가리킨다.

134) 【현대어 역】 호방 아전 너 들어라, 환곡 문제가 가장 어렵다. / 큰 집, 중간 집, 작은 집 분간하여 

시비 없이 균등하게 나누어라. / 아마도 백성이 항산이 없으면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다.

135) 반됴반미(半租半米): 쌀이 반, 껍질을 벗기지 않은 뉘가 반이라는 뜻이다. ‘뉘’는 절구로 찧은 뒤에 

먹을 수는 있으므로, 문맥상 위 시조의 ‘租’는 등겨만 남은 쭉정이를 가리킨다.

136) 고(該色庫子): ‘해색(該色)’은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를 뜻하고, ‘고자(庫子)’는 고지기를 가

리킨다.

137) 【현대어 역】 각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껍질 반 쌀 반 황당하다. / 두 섬이 절반인 열 말 되고, 한 

섬은 다섯 말이라. / 원칙이 없는 창고지기를 엄하게 곤장을 쳐서 무겁게 다스리지 못하겠는가.

138) 【현대어 역】 저 백성의 거동 보소, 지고 싣고 들어와서 / 한 섬 쌀을 바치려면 두 섬 쌀이 부족이

라. / 약간 농사 지었던들 그 무엇을 먹자 하리.

139) 양진석, 「18, 19 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8, 260~262

면 참조.

140) 위의 논문, 262~263면 참조.

141) 위의 논문, 269~2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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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뿐만 아니라 곡식을 나눠주는 고지기도 농간을 부린다. #295의 장소는 한 백성의 집이

다. 앞에서는 아전에게 훈계하던 화자가 여기서는 환자미를 배급 받은 백성이 된다. 그 백성

의 손으로 망태를 풀어보니, 환자미 중 쭉정이가 절반이나 된다. 고지기가 미리 손을 써둔 것

이다. 여기서 아전이나 고지기의 구체적인 수탈 행위는 생략하고 농민에게 초점을 맞춘 점이 

주목된다. 환곡의 폐단이 구체적으로 농민의 삶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다. 그래서 중장에서 「향산별곡」의 구절을 차용하면서도143) 줄어든 양을 더 크게 표현했

다.144) 초장에서도 “황당다”고 농민의 심정을 직접 토로하였다. 그래서 독자는 농민의 현실

과 마음에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 흐름을 따라 종장에 이르면 독자는 농민의 억

울한 마음에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분노하게 된다.

농민들의 고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전은 환곡을 수취할 때도 농간을 부렸다. #296에

서, 농민들이 춘궁기에 받은 것은 실상 ‘다섯 말’이었는데 가을에는 서류대로 ‘한 섬’을 바쳐

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두 섬’을 더 바쳐야 한다. 「향산별곡」에서 차용한 구절을 참고하

면,145) 아전이 쌀 양을 재는 도구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아전이 횡령한 

몫을 농민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146) 환곡이 부세화(賦稅化)되면서 풍흉에 관

계없이 분급되었고147) 이에 따라 농민은 받지도 않은 쌀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

게 갖가지 술수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농민들의 과중한 부담감은 초장에서 감각적으

로 표현되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싣고’ 들어오는 ‘거동’ 장면이다. 여기에 초장에서 “져 셩

(百姓)의 거동(舉動) 보쇼”라며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첫 번째 작품 #294의 초장에서 “호

방(戶房) 아젼 네 드르라”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독자는 종장에서 농

민들이 ‘무엇도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 

이세보는 앞서 <농민가>에서 거론했던 전정과 군정, 고리 사채 문제에 이어 환곡까지 추가

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다각도에서 들려주었다. 그리고 농민을 화자로 내세워 가난한 현실을 

직접 전달하여 독자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게 유도했다. 각 작품의 초장에서 

‘들어라’, ‘보소’하는 화자의 외침은 비단 아전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공

감을 호소하는 표현이다.148)

142) 위의 논문, 290면 참조.

143) 『風雅』(大)#296과 관련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불상 백셩이여 잔잉할 백셩이여 / 셩의말 

들어보소 목이메어 말이 / 대한소한 한치위에 벗고굼고 사라나셔 / 뎡이월이 다다르면 환상셩

감결보고 / 루망태 엽희고 허위허위 들어가셔 / 너말타면 셔말되고 셔말타면 두말되고 / 허다소

슬 살어나니 그무어슬 먹말고” 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자료 및 이본』, 박문사, 2018, 72면에서 재

인용했다. 밑줄은 인용자.

144) 이세보가 과장한 것이 아니라 겨를 섞어 환자미 양을 2배, 4배로 불리는 일은 흔했다. 정약용(丁若

鏞)은 이러한 편법을 “분석(分石)”이라고 지칭했다. “겨를 쌀에 섞어서 한 섬을 두 섬으로 만드는 것

을 분석(分石)이라 한다”[以糠和米, 以一苫分爲二苫者, 名之曰分石]. (丁若鏞, 『牧民心書』·「吏典」 제6

조). 『牧民心書』의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했으며, 필요할 경우 일부 수정했다. 이

하 동일하다.

145) “풍셜빙졍 학대 디고실고 올나가니 / 크단말과 크단휘로 안되여 밧니 / 두말을 밧더라

면 셔말이 나마든다 / 숏도팔고 옷도팔어 겨우구러 비랍니 / 이이 채독쵹 일부일 자심

다” 고순희, 앞의 책(2018), 74면에서 재인용했다. 밑줄은 인용자.

146) 진덕규,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213면 참

조. 마찬가지로 정약용은 이 편법을 “반백(半白)”이라고 지칭했다. “반백(半白)이란 천하에 원통한 것

이다. 반 섬 곡식은 까닭 없이 아전이 훔쳐 먹고 반 섬 곡식은 그저 백성이 바치는 것을 말한다”[半

白者, 天下之冤也. 謂半苫之穀, 白地吏竊, 半苫之穀, 白地民納也]. (丁若鏞, 『牧民心書』·「戶典」 제6

조)

147) 오일주,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역사와실학』3, 역사실학회, 1992, 93면; 

101~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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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시간, 인물을 다양하게 바꿔 가며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연출은 앞서 본 <순창

팔경가> 및 애정 시조의 연출과도 상통한다.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 주제 모두 

연작으로 짜여 있었다. 첫째로 작품이 진행되면서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도 바뀐다. 특히 <순

창팔경가>에 등장하는 장소는 크게는 방위별로, 좁게는 아래에서 위로, 또 근경과 원경을 오

고간다. 이를 통해 순창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 기법

을 바탕으로 애정 시조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멀리 떨어진 두 장소를 한꺼번에 비추는 솜씨를 

보여 주었다.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시조에서도 필요에 따라 관아와 백성의 집을 넘나들며 

사건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둘째로 세 주제의 작품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보여 준다. <순창팔경가>

에서는 낮밤을 두루 다루었다. 밤도 달이 막 떠오른 시간대와 높이 떠오른 시간대로 세밀하게 

나누어 달밤 풍경을 묘사했다. 또 계절도 봄에서 초여름, 한여름까지 변한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어울리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애정 시조 중에는 일부러 폭풍우 치는 날로 

배경을 잡아 인물의 정서를 극대화한 작품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별의 

아픔이 커졌다가 아무는 과정을 묘사하기도 한다. 현실 비판 시조에서도 봄에서 가을에 이르

는 계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농민의 부담이 일 년 내내 가중되는 현실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격의 인물이 등장한다. <순창팔경가>에서는 분위기에 따라 등장인물의 

숫자를 조절하여 인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보여 주었다. 또 대화체를 써서 

현장감을 살리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애정 시조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의 사람에게 동화되

어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현실 비판 시조에서도 양반의 입장뿐만 아니라 농민의 입

장에서 겪은 일과 심정을 직접 들려주었다. 

정리하면, 이세보 시조에서 공간과 시간, 인물을 다양하게 연출한 기법은 여러 주제의 작품

에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 독자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방면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대상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세보는 궁극적으로는 독자가 작품에 나타난 정서 및 인물의 감정에 

이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공감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한편, 작가는 

작품 창작을 통해 공감을 실천한다. 즉 이세보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시적 대상에

게 공감하는 마음을 실천하였다. 이 주제의식은 앞 절에서 이세보 시조가 보여준 소통 지향의 

정신과 통한다. 또한 시가사의 흐름에서 볼 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편찬된 가집에서 

작품의 서술자가 시적 대상과의 심리적 동화를 중시하는 흐름과도 이어진다.149)

이 절에서 특히 정서를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독자들이 쉽게 감정 이입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어서 감각적인 표현을 위주로 이세보 시조를 살펴보겠다.

148) 『風雅』(大)#63~65가 포함된 <농부가>의 경우 이세보가 기생 경옥에게 주었던 가집 『별풍아』에도 

실려 있다. 『별풍아』의 서문 중에는 경옥에게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짐작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나

직이 부르라[口誦心商艶歌低唱]”는 내용이 있다. 즉 이세보는 농민의 현실을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49) 김흥규, 「사설시조의 詩的 視線 유형과 그 변모」, 『욕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208~238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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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각적 표현을 통한 정과 시름의 표출

이 절에서는 이세보가 정과 시름을 마치 실체를 가진 것처럼 감각화한 다음 그것을 해소하

는 표현 방식에 주목한다. 한국 시가에서 시름을 해소하는 방식은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이세보 시조에서도 ‘시름’에 상응하는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중, 특히 명사형 시어 ‘정’(情)

은 약 70여 차례 등장할 정도로 이세보 시조에 쓰인 시어 중 제일 비중이 크다. ‘정’이 쓰인 

문맥을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임’이나 육친·친구들과 ‘이별’하는 상황 또는 헤어진 이후에 그

들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때 나타난다. 요컨대 이세보 시조에서 ‘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겪는 심정과 사색을 압축한 시어다. 시조뿐만 아니라 이세보는 『風

雅』(大)의 발문에서도 근심스러운 마음[愁懷]을 가라앉히는 방편으로 시조를 썼다고 창작 동기

를 직접 밝히고 있으며,150) 유배기에 지었던 국문일기인 『신도일녹』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겪는 절절한 고립감이 주조를 이룬다. 즉 이세보가 작품을 창작하는 계기에 있어

서도, 작품 내의 주제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논의 방식

은 이세보의 시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소재나 표현 방식을 

가진 다른 시조와 비교하면서 서술하겠다.

『風雅』(大)#170

일등화(一䓁畵師) 숀을 비러 가련(可憐)헌  형샹(形状)을

분명(分明)이 그려 여 임곳 한번(畨) 보시며는

아마도 은혜(㤙惠)로 노으시련이151)

『靑丘永言』(珍本)#217 (孝宗 作)

靑石嶺 지나거냐 草河口ㅣ 어듸오

胡風도 도 샤 구즌비는 무스 일고

아므나 내 行色 그려 내어 님 계신 듸 드리고쟈152)

『風雅』(大)#170은 유명한 『靑丘永言』(珍本)#217과 시름을 감각화하는 방식이 유사하다.153)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현재 임과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떨어져 있다. 이세보는 

1860년(29세)부터 3년 동안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효종은 봉림대군 

시절에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던 때에 위 시를 지었다고 전

한다. 

이세보 시조에서 초장의 ‘가련한 내 형상’과 ‘내 행색’은 타지에서 고생에 절은 몰골을 가리

키기도 하지만, 고향 또는 고국에서 떨어져서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름을 임에게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의 정도가 다르다. 이세보의 시조에서는 시름의 크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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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노를 지어 긔록(記錄)나” 밑줄은 인용자.

151) 【현대어 역】 제일 솜씨 좋은 화가의 손을 빌려 가련한 내 형상을 / 분명히 그려 내어 임께서 한번 

보시면은 / 아마도 은혜를 베풀어 풀어주시려니.

152) 【현대어 역】 청석령 지나가느냐, 초하구는 어느 쯤이오. / 북쪽 바람 차기도 차구나, 궂은 비는 무

슨 일인고. / 아무나 내 행색 그려 내어 임 계신 데 드렸으면 한다.

153) 시름을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 “타향의 일되니 부모 동 그리웨

라/ 밥샹의 듯는 눈물 졈졈이 피가 된다/ 언졔나 무궁헌 회포를 부모젼의”(『신도일녹』#84)가 있다.



- 44 -

를 상대방이 뚜렷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일등화사’의 도움을 받

고자 했다. 또 중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그려내야 한다고 화가에게 확실하게 주문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청진』#217의 화자는 자신의 행색을 ‘아무나’ 그려도 된다며,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할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154) 또 이세보 시조에서 ‘임’이 초상화

를 ‘보는’ 행위까지 바라고 있는 반면, 『청진』#217에서는 임의 태도에 관련해서 자세한 기대

가 나와 있지 않다. 요컨대 『風雅』(大)#170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열망

을 그림 그리기 기법에 비유했다. 이 시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세밀하게 초상화를 ‘묘사’할수

록 임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커진다. 상황이나 정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바탕으

로 상대방과 소통하여 시름을 해소하려는 것은 이세보 시조가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세보 시조에서 시름을 감각화하되,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어느 정도 객

관화하여 수용자의 흥미를 끌어내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겠다.

『風雅』(大)#99

원슈(寃讐)의 이별(離別) 두 (字) 아됴  두다려셔

인간(人間)의 다 업쓰면 쳥츈(青春)이 덜 늙으련이

엇지타 이 몹슬 글를 이졔가지155)

위 시조와 동일한 소재를 활용한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서술하겠다. 먼저 중장에서 ‘이별 

두 자’를 활용한 이세보의 다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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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96). 실체가 없는 ‘이별’을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99)이나 들을 수 있는 것

(#96)으로 감각화한 발상은 동일하다. 이별을 감각화한 이유는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는 

이별을 물리적으로 차단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99는 초장에서 보듯이 이별을 거부하

는 마음이 #96에 비해 한껏 과장되어 있다. 사실 ‘이별’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탓해

야 옳은데, 화자는 결과일 따름인 ‘이별’을 ‘원수’라고 의인화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또 #96에 비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별’을 깨부수려고 용쓴다. 부사어로 1개도 부

족해 ‘아주’와 ‘꽝꽝’ 2개를 연달아 붙여서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표

현했다. 그 간절함이 커질수록 작품의 희극성도 커진다. ‘인간 세상’에서 ‘이별’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자명한 불가능에 덤벼드는 화자의 무모함과 엉뚱함에 웃음이 나는 것

이다.156) 이렇게 감각화된 ‘시름’을 희극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작품을 보자. 

『신도일녹』#53

텬상의 오쟉교 잇고 지샹의 무슈헌 다리

이 다리 져 다리 즁의 귀양다리 나 쥭겟다

아리 챵낭의 져서 굴원이나157)

154) “靑春에 곱던 양 님으뢰야 다 늙거다/ 이제 님이 보면 날인 줄 아르실가/ 아모나 내 形容 그려

다가 님의손 드리고져”(『海東歌謠』(朴氏本)#181, 姜栢年 作)

155) 【현대어 역】 원수의 이별 두 자 아주 꽝꽝 두드려서 / 인간 세상에 다 없애면 청춘이 덜 늙을 텐

데. / 어째서 이 몹쓸 글자를 이제까지 두고 있는가.

156) ‘이별이라는 글자’를 없애려는 엉뚱한 노력은 시조에서 곧잘 보이는 모티프다. 대표적으로 다음 작

품이 있다. “蒼頡이 作字 제 마돗던들 離別 二字 / 秦始皇 焚書時에 어 틈에 들엇다가 / 至今에 

在人間여  애를 다 다”(『解我愁』#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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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다리’는 제주도에서 유배객을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이라 한다. 이세보가 제주도에서 멀

지 않은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으니 실제 토박이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정조 때의 

사람 안도환(安道煥)이 지은 「만언사(萬言詞)」158)에 나오는 ‘다리’ 비유를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만언사」에서는 서울에 있는 온갖 종류의 다리를 나열한 뒤 자신의 병든 다리로 

시상을 수렴한 지점에서 위 시와 차이가 난다. 초장과 중장에 걸쳐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튼튼한 다리들을 열거했다. 초장의 ‘오작교’는 화자가 장애물을 건너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하고 많은 다리 중에 ‘나’가 서 있는 ‘귀양다리’는 제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화자가 위태로워 한다. 즉 낯선 지방에 유배 온 두려움과 불안, 위기감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에 서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종장에서 차

라리 굴원처럼 물에 빠져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강개함을 증명하고자 하지만159) 이는 자신

의 힘듦을 강조하는 수사일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귀양다리’에서 연

상된 단어들을 장난스럽게 초장과 중장에 열거하고, 그 다리라도 꼭 잡고 ‘나 죽겠다’고 벌벌 

떠는 화자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같은 유배 생활 소재 작품과 비교하면 이 희극적 묘사는 더 두드러진다. “고신(孤臣)이 병욕

(病欲死)니 부루느니 챵텬(蒼天)이라/ 츙효(忠孝)를 몰낫스니 슈원슈구(誰怨誰咎) 어이랴

/ 아마도 불츙불효(不忠不孝)는 나인가”(『風雅』(大)#182)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欲死]은 

『신도일녹』#53과 비슷하지만, 『風雅』(大)#182의 화자는 ‘시름’이라는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며 

하늘을 향해 절규하고 있다. 

요컨대 이세보의 시조에 나타난 시름 풀이는 두 가지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그 

시름을 간곡하게 토로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시름을 감각화한 뒤 반복과 과장을 통해 자신과 

감정을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성찰을 통해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세보는 고립된 상황

에서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고, 나아가 시름을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조를 지어 다른 사람들

과 문학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시름을 희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표현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상어의 활용, 유사한 어휘의 

반복, 사물의 의인화, 과장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風雅』(大)#99처럼 사물을 의인화하는 비

유법을 중심으로 시름을 객관화하는 작품을 두 편 더 살펴보겠다.    

『신도일녹』#51 

빈 벼록 네 드르라 쥬리고 병든 몸이

밤마다 네게 겨 한 곳도 셩헌 데 업다

157) 【현대어 역】 하늘에 오작교 있고, 지상에도 무수한 다리 있다. / 이 다리 저 다리 중에 귀양다리 

나 죽겠다. / 차라리 창랑에 빠져서 굴원이나 될까.

158) 「만언사」의 작자 확정 문제에 관해서는 권현주, 「중인층 유배가사에 나타난 작자의식과 생활상」, 

『語文學』122, 한국어문학회, 2013.12, 371~373면 참조. 

159) 굴원이 투신한 곳은 ‘멱라강(汨羅江)’이다. ‘창랑(滄浪)’은 굴원의 「어부사(漁父詞)」에 나오는데, 굴

원은 이곳에서 세속을 초탈한 어부를 만난다. 『風雅』(大)#48에서 이세보는 굴원이 빠져 죽은 5월 5일

의 풍습을 노래하며 굴원과 ‘멱라수’를 정확히 연결하고 있으므로 일단 굴원이 투신한 장소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신도일녹』#53의 ‘창랑’을 「어부사」의 ‘창랑’과 연결해서 독해하면, 무엇을 빠

뜨려서 씻고자 하는 것인지, 그 씻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의 내용이 모호해진다. 그보다는 ‘빠지다’

와 ‘굴원이나 (되겠다)’라는 표현에 집중하여, 종장은 굴원이 강에 투신한 것처럼 화자가 죽음으로 억

울함을 산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가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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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즁의 파리 모긔야 일너 무샴160)

『신도일녹』#52

암 진에드라 의 잇는 즘으로

무엇라 방을 둇 나를 둉둉 놀느니

아모리 미물이나 유독니 그를 어려161)

두 작품은 유배 생활에서 겪은 여러 통증들을 실감 나게 묘사했다. #51에서는 굶주리고 병

든 몸, 물것에게 온통 ‘뜯겨’ 생긴 가려움증과 부기를 표현했다. 여기에는 ‘빈대’와 ‘벼룩’에게 

시달리느라 밤잠을 설치는 괴로움도 숨어 있다. #52에서는 물린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뱀’과 ‘지네’를 항시 경계해야 하는 피로와 두려움을 나타냈다. 

그런데 두 작품은 그 고통을 희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해충과 뱀에게 말을 건네 

괴로움을 호소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유사한 소재의 작품 “텬쟉얼(天作孽)은 유가위(猶可

違)요 쟉얼(自作孽)은 불가활(不可活)를/ 불츙무샹(不忠無常) 이 몸이 호쇼(呼訴)헐 곳이 

업다/ 엇지타 쵸옥(艸屋)의 빈 벼룩은 이다지 만어.”(『風雅』(大)#184≒『신도일녹』#12)와 비교하

면 해충에게 시달리는 상황은 같지만 그로 인한 고충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크게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風雅』(大)#184는 종장에서 탄식조이기는 하지만 사실을 진술하는 데 그쳤다. 

당시에 산문적 진술 이상으로 자기 상황과 심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상기한 두 작품은 시름으로부터 한 차례 거리를 두는 데 성공했다. 해충과 뱀 

때문에 시름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분노나 증오심,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심리를 한 차례 통과한 듯한 여유를 보여준다. 바로 시름의 원인인 물것

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51의 화자는 초장에서 ‘빈대’와 ‘벼룩’을 호령하는데, 그 근엄한 태도가 오히려 화자를 우

스꽝스럽게 만든다. 2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로 벌레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리 없는 데도 그

들을 향해 엄숙하게 꾸짖는 화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다음으로 초장 후반부

부터 상황이 역전되어 화자가 물것들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에서 희극적 구도가 완성된다. 실제

로 ‘빈대’와 ‘벼룩’은 사람과 덩치나 힘에서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강약 관계

가 역전되어서 지금 사람이 미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52에서는 꾸짖는 어조가 약

해지면서 희극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두는 형상화 방식은 비슷하다. ‘뱀’

과 ‘지네’를 호명한 뒤 굳이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놀라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장면이 그

것이다.

작품이 전개되면서 초장의 초반부에서 근엄했던 화자가 사실은 ‘빈대’와 ‘벼룩’, ‘뱀’과 ‘지

네’보다도 나약하다는 사실이 탄로 난다. 그렇지만 두 작품은 화자의 고통을 마냥 희화화 하

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름을 체험에 기반하여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물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화자의 깊은 시름이 독자에게 간절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더

욱이 온갖 해충과 짐승들에게 고통 받는 것은 하층민들의 일상이었으므로 공감대가 넓은 작품

이라 하겠다.162)

160) 【현대어 역】 빈대 벼룩 너 들어라. 주리고 병든 몸이 / 밤마다 네게 뜯겨 한 곳도 성한 데 없다. / 

그 중에 파리, 모기야 더 말해 무엇하리.

161) 【현대어 역】 뱀, 지네들아 땅에 있는 짐승으로 / 무엇하러 방을 좇아 들어와서 나를 종종 놀래켜느

냐. / 아무리 미물이나 독 있으니 대하기 어렵구나.

162) “一身이 사쟈 이 물 계워 못 견딀쐬 / 皮ㅅ 것튼 갈랑니 보리알 갓튼 수통니 줄인 니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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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시름을 감각화한 작품 중에서, 사물을 의인화함으로써 상황을 희극적으로 재구성

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이 동물로 변신하는 작품을 한 편 분석

하겠다.

『風雅』(大)#374

이 몸이 원앙(䲶鴦) 되여 나 우의 임을 언고

츄츄동(春夏秋冬) 시(四時) 업시 이별(離別)만 피리라

아마도 부부별(夫婦之別)은 원앙(䲶鴦)인가163)

원앙은 수컷인 ‘원(鴛)’, 암컷인 ‘앙(鴦)’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두 마리가 함께 있어야 비로

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늘을 날 때 수컷과 암컷이 날개

를 나란히 하며 난다고 한다. 그런데 위 시에서는 화자의 분신인 원앙이 단 한 마리밖에 등장

하지 않아 이별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나머지 하나의 몫은 ‘임’에게 있는데 화자와 함께 날고 

싶은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화자는 이제 원앙이 된 자신의 날개 위에 그 ‘임’을 얹는

다. ‘임’에게는 날개가 없으니 하늘로 솟아올라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날다가도 언젠가는 땅으로 내려와야 하듯이 ‘임’과의 사랑은 불안정하다. 그래

도 ‘이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실체를 부여해서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했다.164)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임’을 날개 위에 얹고, 화자 혼자만 

절박하게 날갯짓을 하는 모양은 종장의 정상적인 관계와 대비된다. 화자는 제대로 날지도 못

할 터, 한쪽으로 기울어진 원앙의 기형적인 모습은 짝사랑으로 인한 시름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독자는 희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절실함에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風雅』(大)#106 (강조 표시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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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지165)

『靑丘永言(珍本)』#572 (강조 표시 인용자)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친 가토릐 안과

대천 바다 한가온대 일천석 시른 배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뇽총도 근코 돗대도 것

니 잔 벼록 굴근 벼록 강벼록 倭벼록 긔는 놈 는 놈 琵琶 갓튼 빈 삭기 使令 갓튼 등아비 갈

귀 삼의약이 셰 박회 눌은 박회 바금이 거저리 불이 족 목의 달리 기다 목의 야윈 목의 살진 

목의 글임에 록이 晝夜로 뷘  업시 물건이 쏘건이 건이 거이 甚 唐빌리예셔 얼여왜라 / 

그에 中 참아 못 견될손 六月 伏더위예 쉬린가 노라.”(『解我愁』#394, 李鼎輔 作)

163) 【현대어 역】 이 몸이 원앙 되어 날개 위에 임을 얹고 / 춘하추동 계절 관계 없이 이별만 피하리라 

/ 아마도 부부 간 도리의 상징은 원앙인가.

164) 이별이 무엇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피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진 것만은 

확실하다. 쏟아지는 비일 수도 있고, 다음 작품을 고려하면 땅에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이 몸이 

학이 되여 나 우의 님을 언고 / 쳔만리 나라가셔 이별 업슨 곳의 나래 / 그곳의 이별 잇거든 

쳔만리”(『樂府』羅孫本#308) 밑줄은 인용자.

165) 【현대어 역】 침침한 한밤중에 등 잃고 길 잃은 마음과 / 적적하게 홀로 앉아 그리워하는 임 못보

는 마음을 / 지금에 생각하면 누가 더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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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도 지고 람도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계 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믄듸 사면이 거머어득 져뭇 천지적막 가치노을 듸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을 리오166)

두 작품은 여러 지점에서 표현이 유사한데, 아래 사설시조가 『청진』부터 시작하여 약 56여 

편의 가집에 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세보가 유명한 이 작품을 참고

하여 새롭게 ‘임과 이별한 막막한 심정’을 주제로 시를 쓴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두 시 

모두 2~3가지 마음의 상태를 각각 초장과 중장에서 묘사한 뒤 종장에서 그 중에서 더 상황이 

부정적인 마음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시어나 표현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은 ‘안(마음)’, 

‘잃고’, ‘길’이고, 상황이나 의미가 유사한 부분은 ‘상황을 타개할 수단’, 외롭게 ‘홀로’된 화자

의 상태, ‘어두운 시간대’, 억장이 무너지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이세보의 시조를 기준으로 잡아 초장 처음부터 차례로 비교하겠다.

‘어두침침한 깊은 한밤중’ 시간대는 『청진』#572의 중장에서 바다 안개가 잔뜩 끼고 해가 곧 

지기 직전인 시간대에 대응한다.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만 따지면 이세보의 시조가 더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는 『청진』#572에 비해 상황을 서술하는 양을 줄였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운 시간적 배경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이 깜깜한 밤을 밝혀줄 유일한 ‘도구’

인 등을 ‘잃어버렸다’는 문제 상황이 제시된다. 이 도구는 『청진』#572의 초장에서 ‘나무’와 

‘바위’, 중장에서 ‘노’, ‘닻’, ‘용총줄’, ‘돛대’, ‘키’에 해당된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길,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겨줄 은신처, 날씨가 최악인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떠 있는 화자

를 구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구의 성격이 비슷한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상황 또한 유사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風雅』(大)#106은 ‘길까지 

잃은’ 상황을 보고하는데, 『청진』#572의 초장과 중장에서 불운이 겹치는 상황과 대응된다. 즉 

나무도 없는데 바윗돌도 없는 상황,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있는데 선박의 온갖 장비가 다 박

살난 데다 곧 날도 저무는데 해적까지 덤벼드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 암담한 상황에 직면한 

대상의 ‘안(마음)’이 비로소 각 장의 끄트머리에 제시된다. 

한편, 이 도구들의 특징은 임의 속성과도 통한다. 각 작품의 초장에서 ‘길’ 또는 ‘갈 길’이 

제시되는데, 이는 화자의 인생을 ‘길’에 비유한 시어다. 그 길을 잃었다거나(『風雅』(大)#106) 길 

위에서 난파됐다고(『청진』#572) 말했으니, 길을 잃은 상황은 화자가 임과 이별한 처지와 연결

된다. 임과의 사랑이 화자의 인생에서 그만큼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별한 뒤로 인생의 목표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그 이별한 정서를 위에서 살펴본 

바 ‘등’, ‘나무’, ‘바윗돌’, ‘노’, ‘닻’ 따위의 도구들을 잃어버린 막막한 느낌에 빗대었다. 그렇

다면 화자가 길을 수월히 가게끔 보조해주던 그 도구들은, 화자의 인생길을 밝혀주고 북돋아 

준 임의 가치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風雅』(大)#106의 초장에서 임은 화자에게 있어서 어둠을 밝혀주는 ‘등’

과 같은 존재다. 불빛 한 점 없는 바깥 거리에서 길 잃은 모습은 인생의 희망을 상실한 모습

을 비유한 것이다. 인생길이 험난하더라도 사랑하는 임과 함께여서 행복했지만, 임과 이별한 

뒤로는 그런 행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외로운 심정을 중장에서 화자가 적적하게 홀

166) 【현대어 역】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마음과 / 넓은 바다 한가운데 쌀 1

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고 잃고, 용총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도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방이 검어어둑저뭇, 천지가 적막하

고 까치놀 떴는데 해적 만난 선장의 마음과 / 엊그제 임 보낸 내 마음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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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앉아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청진』#572의 초장을 참고하면, 이 시에서의 임은 연일 긴장해야 하는 삶에 지친 화자를 

편안하게 쉬게 해 주는 사람이다. 또 중장에서의 임은 바닷길처럼 불안정한 삶을 사는 화자와 

동고동락하는 존재다. 전진할 수 있게 때로 추진력도 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려주

고,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모든 도구들이 현재 화자의 수중에 없다고 했

으니 이별로 인한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중장에서 ‘적적하다’, ‘홀로’라고 묘사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상태는 『청진』#572의 

초장과 중장의 대상들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혼자서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처

지와 비교 가능하다. 『風雅』(大)#106에서 ‘침침 야삼경’이라고 대상에게 부정적인 시간대를 조

금 더 악화시켰듯이, 역시 짧은 호흡 속에 묘사하기 위해 대상의 심정을 직접 서술한 듯하다. 

중장의 끝에서 사랑하는 임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울회가 등장하는데, 『청진』#572에서는 임

과 이별한 마음이 종장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그 ‘임과 이별한 마음’의 앞

에 덧붙여진 수식어구도 비교할 수 있다. #106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방이든 

마루에서든 덩그러니 앉아서 슬퍼하는 인물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한편 『청진』#572에서는 ‘엊

그제’라는 시간이 직접 제시돼 있어서 화자가 받았던 이별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어서 종장에서 초장과 중장의 두 마음을 재 보는데, 마찬가지로 『청진』#572의 종장에서

도 ‘까투리의 안’, ‘도사공의 안’을 ‘내 안’의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다. 둘 다 ‘임과 이별한 마

음’이 세상에서 가장 비통하다는 답을 정해 놓고는 있지만, 이세보의 시조에서는 비교적 담담

히 말했다면 #572에서는 ‘어따가’라는 강한 어조의 부사를 쓰면서 다른 그 어떤 상황과는 비

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 자신이 가장 힘들다는 마음이 강하게 제시돼 있다.

이세보의 시조가 비교적 담담한 어투에, 문제 상황일지라도 시끄럽지 않은 적막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청진』#572이 긴박하고 극적인 상황을 경황없이 묘사한 것과 비교된다. 이는 각

각의 시조의 종장에서 ‘지금에 생각하다’와 ‘엊그제 님 여읜 내 안’이 대조적인 것과 대응된

다. 즉 평시조와 사실시조라는 형식 외에도, 시에서 말하는 대로 이별한 때가 언제냐에 따라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風雅』(大)#106에서는 임과 이별한 후 그 아

픔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외롭게 남은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묘사할 정도로 생각을 곰곰

이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청진』#572의 화자는 바로 ‘엊그제’ 임과 이별한 충격에 사

로잡혀그 경황없고 요동치는 마음이 초장과 중장에서 극적인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風雅』(大)#106이 『청진』#572보다 화자의 마음이 더 희망적이거나 이별의 상처가 

치유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더라도, 중장에서 임 없이 홀로 된 자기 

자신과 침묵이 흐르는 고독을 직시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즉 『청진』

#572의 화자의 경우처럼 치명적인 아픔은 한 차례 극복했을지라도  『風雅』(大)#106의 화자는 

그가 말한 것처럼 자기 주변을 밝혀주던 빛과 같은 존재인 임이 사라져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

는 상태라 할 수 있다.

『風雅』(大)#185

명텬지(大明天地) 밝은 날리  방(房)의는 안 비다

 불츙(不忠)을 각(生覺)면 밝은 날를 원(怨)망랴

엇지타 셰샹(世上)의 지(知罪) 리 젹어167)

167) 【현대어 역】 온통 환한 세상인데 밝은 해가 내 방에는 안 비춘다. / 내 불충(不忠)을 생각하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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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369

날리 놉다 도 일월(日月)이 비이고

이 깁다 도 쳥쳔(清泉)이 숏거마는

엇지타 한 길 임의 쇽은 이다지 샹막(相邈)168)

위 두 작품은 자연의 이치와 화자의 심리를 밝기 및 크기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다. 

#185에서는 화자가 뜻하지 않게 유배를 온 상황이고, #369에서는 임과의 일방적인 사랑에 괴

로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185는 서울에서의 안락했던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고, 

#369는 이상적인 연애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임금과 동료, 집안 식구들 또는 사랑하는 임과

의 제대로 된 소통이 끊어진 것이다. 그 단절감이 온 세상은 훤하게 밝지만 한 칸 자기 방은 

어둡다는 표현(#185)으로, 고작 사람 키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임의 마음을 비출 수 없다는 

표현(#369)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이점은 #185에서 ‘밝은 날’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369에서 ‘일월’과 ‘청천’은 삭막한 임의 마음에 열렬히 사랑을 채우는 화자의 의지를 대변한

다. #369의 경우, 아래 시에서 하늘의 빛이 임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다고 표현한 점과 대

조된다.

『風雅』(大)#275

샴각샨(三角山)의 비 곳의 한강슈(漢江水) 푸루럿다

샨(泰山)으로 증인(證人) 샴고 녹슈(綠水)로 언약(約)이라

지금(至今)의 샨무궁(山無竆) 슈부진(水不盡)니 네나 나169)

하늘에 뜬 일월이 ‘삼각산’과 ‘한강수’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그 산과 강처럼 영원히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했으니, 화자에게 이때 당시의 임의 마음은 해와 달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뚜렷하게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화목했던 애정 관계는 #369에 이르면 일방적인 

관계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는지를 짐작할 수 없어 

안달하게 됐다. 그 불안감은 앞서 #369에서 임의 마음이 컴컴하고 메말랐다고 표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긋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마냥 부

정적이지만은 않다. 사람들마다 처지가 다르므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불통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진실되게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風雅』(大)#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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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은 해를 원망하랴. / 어째서 세상에 자기 죄 아는 사람 적어.

168) 【현대어 역】 하늘이 높다 해도 해와 달이 비추고 / 땅이 깊다 해도 맑은 샘이 솟건마는 / 어째서 

한 길 임의 속은 이다지 상막한지.

169) 【현대어 역】 삼각산 비춘 곳에 한강수 푸르구나. / 태산으로 증인 삼고, 강물로 약속이라. / 지금

에 산 무궁하고, 강 끝없으니 너나 나나 똑같이 가자.

170) 【현대어 역】 가련하다 우리 인생, 이 생애를 어이하리? / 7월 더위엔 공납할 말 몰아오고, 섣달 추

위엔 토끼 바친다고 사냥하네. / 그중에 민가에 부과되는 잡역이 몇 가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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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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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고171)

『風雅』(大)#308

셜샹가샹(雪上加霜) 더 어렵다 쳘모르는 쟝교(將校) 아젼

틈틈이 져와셔 욕(辱)질 질 분슈(分數) 업다

지금(至今)의 뎐통편(大典通編) 다 어듸 간고172)

위 세 작품은 지방 사회에서 백성의 삶과 지방 공권력의 횡포의 문제를 백성 화자의 입장에

서 그린 일련의 시이다. #306는 ‘가련하다’는 자탄으로 시작된다. 등장인물로는 그 가련하고 

암담한 사연이 모인 ‘우리’라는 복수의 화자가 등장한다. 복수의 백성 화자를 통해 #306은 전

체적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살아 있는 ‘생애’ 내내 과도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큰 시간적 

범위에서 그린다. 가장 덥고 추운 날에도 농민들은 쉬지 못하고 사계절 내내 자기 몫도 아닌 

말을 키우고 토끼 사냥에 나서야 한다. 중장까지는 큼직한 부역만 얘기했지, 종장에서 말하기

를 이루 셀 수 없는 잡역이 집집마다 부과되었다며 그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농민들의 탄식으로 끝이 난다. 여기에 초장과 중장의 끝에 두 번 쓰인 의문형은 해결

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탄식의 느낌을 더해 준다.

화자의 하소연은 공납과 잡역에서 그치지 않는다. #307에서 19세기 중반에 농민들이 겪었

던 군역의 폐해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말한다. #306에 비해 시간과 

더불어 ‘산’과 ‘들’ 같은 공간적인 배경까지 추가되면서 농민들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강조

했다. 사시사철 날을 가리지 않고 산에 올라가 거친 땅을 개척하고, 들판으로 내려와서는 논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고된 일상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그 오랜 고생과 결실을 헛수고로 만

들어버리는 일로서 종장에서 ‘동징’과 ‘이징’이라는 불합리한 조세 제도가 제시된다. 

#306과 #307까지는 불합리하더라도 제도에 근거한 합법적인 수탈이 문제였다면, 바로 이어

지는 #308에서는 이제 명분도 없이 가해지는 공권력의 폭행과 폭언이 고발돼 있다. ‘설상가

상’이라는 말은 살펴봤던 연속된 세 편의 시들 중에서 그 탄식과 원망이 정점을 찍는 작품임

을 알려준다. 앞의 두 작품에서 절망적인 ‘우리 인생’, ‘우리 생애’에 대한 화자의 느낌은 

#308의 초장에서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풀이되어 있다.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

실에 ‘철모르는’ 장교와 아전이 들이닥친다. 앞선 두 작품에서는 그래도 부역과 조세 제도가 

제철에 맞게, 즉 명분은 가지고서 시행되었다면, 이제 장교와 아전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안하무인으로 군다. 자기 말이 곧 법이고 행정 명령이니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백성들에게 폭

력을 행사하는데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화자는 종장에서 『大典通編』을 근거로 하는 최

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大典通編』은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하

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173) 조선의 사상적 기반인 유학의 이념

171) 【현대어 역】 우리 생애 들어 보소, 산에 올라 산에 있는 밭 파고, / 들에 내려와 논을 갈아서 바람 

부나 추우나 더우나 습하나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 지금에 내 몫도 아닌데 내야 하는 동징, 이징 세

금은 무슨 일인고.

172) 【현대어 역】 설상가상 더 어렵다. 철 모르는 장교, 아전. / 틈틈이 찾아와서 욕질 매질 끝도 없다. 

/ 지금에 대전통편 다 어디로 갔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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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백성을 아이와도 같이 여겨 인자한 정치를 지향해야 하건만, 이 시의 화자는 그런 

최대한의 정치는커녕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살펴본 세 편의 시조들은 부분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체상을 보여주는 이세

보의 시적 통찰을 잘 보여준다. 주로 고유어나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어를 활용하여 농민

의 생활을 묘사하여 현실감과 구체성을 살렸다. 특히 #307에서 ‘들어 보소’, ‘산에 올라 산전 

파고’, ‘들의 내려 수답 갈어’ ‘지은 농사’와 같은 표현은 반복되는 말의 구조를 통해 끝없이 

되풀이되는 노동의 현장을 실감나게 잘 그렸다.174)

이렇듯 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대상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져

야 가능한 일이다. 농민들이 일 년 내내 노동하면서도 가난한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을 일 년 내도록 세심하게 관찰한 것이다. 그 결과 이세보는 농민

들의 가난과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전혀 아님을, 사회 제도의 문제임을 

통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 편의 시에서 보이는 대화체는 마치 화자가 독자를 붙잡고 평

생을 고되게 일만 하고도 관청의 폭력에 저항조차 못하는 비참한 민들의 인생을 하소연하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주어 독자가 화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08 종

장의 ‘대전통편’은 법전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일 따름이지만, 이 시에서는 ‘지금’이

라는 시점, ‘다 어디로 갔느냐’하는 화자의 비탄, 중장의 ‘분수 없다’는 절도 없는 관원들의 행

태 고발과 엮어 읽으면 시사성을 갖게 된다.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당대 사회 문

제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173) “전세(田稅)를 수납(收納)할 때 공리(貢吏)가 납세자(納稅者)를 침해하여 과중하게 말질하거나 납세

호(納稅戶)와 결탁하여 먼저 본가에서 몰래 받은 뒤에 조전소(漕轉所)에 와서 남는 곡식으로 그 수를 

채우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신고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 엄중하게 논죄한다. 신고한 자에게는 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을 상으로 준다. 공리들의 방자한 행위를 통제하지 목한 감납관(監納官)에 대해서는 

논죄한다.” 『大典通編』·「戶典」·雜令·田稅收納時;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면 장 1백을 치고 도 3년에 

처한다. 형벌 남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장 1백을 치고 영불서용(永不敍用)한다.” 『大典通編』·

「刑典」·濫刑·官吏濫刑.

174) ‘풍한서습’은 가능한 4음절 이내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쓰인 한자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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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정한 세태를 대하는 순환적 사고

이번 절에서는 이세보가 삶과 세태를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겠다. 앞서 Ⅲ-1에서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끼리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이세보의 인간관을 알 수 

있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세보는 얼핏 달라보이는 세상사도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했

다. 아래 두 시조는 그런 생각을 잘 보여준다. 

『風雅』(大)#260 

질병(疾病)을 못 지고 명의(名醫)를 어이 알며175)

챵(滄海)를 못 건너고 쳔심(淺深)을 뉘 말랴

아마도 예로부터 경녁(徑歴) 업슨 쟝부(丈夫) 젹어176)

『風雅』(大)#264

벽(碧海)의 몸을 두니 샹젼(桑田)을 각고

긔곤(飢困)이 심(滋甚)니 농업(農業)을 경뉸(經綸)이라

아마도 예로부터 풍샹(風霜) 업는 호걸(豪傑) 젹어177)

두 작품 모두 『신도일녹』에도 실려 있다.178) 또한 『風雅』(大)에서도 앞뒤 작품이 유배를 주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은 이세보가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배지에 고립된 상황에서 이세보는 자신을 해배시켜 주지 않는 임금에게 무정함을 

토로했으며,179) 왕족 신분으로서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고생을 겪게 되었다. 그러한 괴로움

이 위 작품에서 “질병(疾病)”180)과 “긔곤(飢困)”이라는 시어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세보는 좌절하지 않고 종장에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세

보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긍정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 이 힘든 경험이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

다. 이세보는 “가 근본 신샴와 리치기를 우지 못하고  셥흘 지며 물를 기를 쥴를 

모르고 한몸이 위리여 텬일를 불견니 비록 걸어시나 그 가이 어들소냐”(『신도일녹』)라며 

자신의 한계를 자각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에 대한 반성이다. 앞 장에서 봤던 것처럼 “승

후문안(承侯問安) 단릴 젹에 슈라퇴션(水刺退膳) 먹으면서 / 이 고샹(苦状)을 웨 모르고 그 셰

샹(世上)만 아럿든고 / 지금(至今)의 각(生覺)니 젼(前生事)를”(『風雅』(大)#186)”라는 시

175)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3년에 “팔뚝을 세 차례쯤 부러뜨린 다음에야 그 방면의 명

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三折肱知爲良醫]”라는 말이 나온다. 원문은 《春秋左傳正義》 附釋音春秋

左傳注疏卷第五十六, 清阮刻十三經注疏本;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176) 【현대어 역】 질병을 못 지내고 명의를 어떻게 알며, / 큰 바다 못 건너고 얕고 깊은 것을 누가 말

할 수 있으랴. / 아마도 예로부터 경력(經歷) 없는 장부 적으리라.

177) 【현대어 역】 바다에 몸을 두니 뽕나무 밭을 생각하고 / 굶주려 고달픔이 매우 심하니 농업을 계획

하게 되는구나. / 아마도 예로부터 풍상(風霜) 없는 호걸 적으리라.

178) 각각 『신도일녹』에서 작품 #80, #42에 해당한다.

179) “폐부(肺腑)의 샥인 졍셩(情誠) 임이 짐쟉시기로 / 쇼샹강(瀟湘江) 건넌 후(後)의 슈히 갈가 랏

더니 / 져근듯 샴년(三年) 되니 아됴 나를 이즈신가”(『風雅』(大)#166)

180) 이세보는 실제로 지병이 있었는데 유배 생활 중에 악화되었다. “십뎐구도 여 샴녜역의 이르러 잘 

 토혈졔증이 십분 위즁여 형각이 업쓰니 시각이 난보로다” (『신도일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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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이세보의 성찰을 잘 보여준다. 유배 경험이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다.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난 뒤에 겸손해진 자세가 #260 중장의 “챵(滄海)를 못 건너고 쳔심

(淺深)을 뉘 말랴”에 나타나 있다.   

한편 시련은 사대부로서 이세보가 가진 정체성을 강화한다. “질병(疾病)을 못 지고 명의

(名醫)를 어이 알며”(#260)는 통치자로서 전문성을 더 기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육체적 고통이 백성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토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

한 단초는 “긔곤(飢困)이 심(滋甚)니 농업(農業)을 경뉸(經綸)이라”(#264)대목에서도 잘 드

러나 있다.  

각 작품의 종장에 넓게 보면 이중부정 표현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없다’와 ‘적다’ 모두 

무언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중부정 표현을 통해서 각각 “경녁(徑歴)”과 “쟝부(丈

夫)”, “풍샹(風霜)”과 “호걸(豪傑)”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다. 그리하여 시련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와 ‘호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까지 생

각하게 된다. 대상 간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주제의식과 표현 기법이 역시 위 두 작품에

서도 조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시련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

면 이세보가 어려운 유배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역시 유배 경험을 소재

로 한 작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신도일녹』#89

호지덕181) 날님게 이 비나이다

고신의 일누쟌명182) 우로의 거지이다

아마도 비왕183)는 날리신가184)

『신도일녹』#90185)

일구월심186) 친 한은 부모동 각이라

한슘다 눈물지고 눈물지다 한슘이라

두어라 슈신뎡긔187)야 이왕188)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초·중장에서 운명과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 먼저 #89에서 ‘하느님’은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큰 존재다. 그러나 화자인 이세보는 스스로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느끼고 있다. #89가 군신 관계의 단절이 소재였다면 #90은 가족 관계의 단절을 

181) 호지덕: 好生之德. (『신도일녹』의 원문에는 한자 표기가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는 진동

혁, 앞의 책(1983)을 따라 표기했다. 이하 동일함.)

182) 일누쟌명: 一縷殘命.

183) 비왕: 否往泰來. 

184) 【현대어 역】 사형수도 구원해 주는 하느님께 애절하게 비나이다. / 외로운 신하의 쇠잔한 목숨, 비

와 이슬 같은 임금의 은혜에 살게 해 주소서. / 아마도 막힌 것 가고, 소통이 오게 함은 하늘의 몫인

가 한다.

185) 【현대어 역】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갈수록 맺히는 한은 부모 동생 생각 때문이라. / 한숨 쉬다 

눈물지고, 눈물지다 한숨이라. / 두어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바르게 살면서 좋은 운수 오기를 기다리

자.

186) 일구월심: 日久月深

187) 슈신뎡긔: 修身正己.

188) 이왕: 以待泰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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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가족과 헤어진 채 세월은 무심하게 흐르는데 사람은 이 흐르는 시간 앞에 속수무책이

다.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89의 “고신의 일누쟌

명”의 처지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끊겨 생긴 외로움을 버티게 하는 생각은 각 작품의 종장에 드러나 있다. #89의 

‘비왕태래(否往泰來)’는 태괘(泰卦)의 괘사 “泰, 小往大來, 吉,亨.”을 살짝 바꿔 표현한 말인 

듯하다. ‘비(否)’는 불통과 막힌 운수를 상징하는 반면 ‘태(泰)’는 소통과 태평을 상징한다.189)

#90의 “왕”(旺)도 다시 기세가 회복되는 운수를 가리킨다. 즉 이세보는 시련을 겪으며 자포자

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좋은 운수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세상사를 넓은 시각으로 

보면 지금 불행한 순간도 하나의 분기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역경은 앞서 봤던 『風

雅』(大)#260·264처럼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될 대로 되라

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면서[修身正己] 버텨낼 힘을 준다.190)

불행이든 행운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시작된다는 점

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세보가 인간관계에서 상호연관성을 강조하

고, 대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았던 사고방식이 운명관에서도 역시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

환적 사고방식은 아래 인용한 시조처럼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風雅』(大)#54

동지(冬至) 야반(子夜半)의 만호(萬戶) 쳔문(千門) 열엿다191)

군음(羣陰)은 라지고 일양(一陽)이 시(始生)이라

아마도 슌환지니(循環之理)난 음양(陰陽)인가192)

#54가 포함된 『風雅』(大)#44~56은 월령가 형식의 작품이다. 정월부터 다음해 정월까지 시

간 순으로 차례대로 세시풍속을 묘사한다. 그중 #54는 동짓날을 배경으로 하는데 밤이 긴 순

간이 막 끝나는 시점을 포착했다. 다시 낮이 길어지는 날로 음과 양이 바뀌는 순간을 주희의 

시를 빌려서 웅대하게 표현했다. 자연은 어두움과 밝음, 길고 짧음이 맞물려 끊임없이 순환한

다. 이 순환하는 구조를 본 따서 사람들은 세시풍속을 비롯한 사회 질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

세보도 순환하는 질서를 주제로 13편의 월령가를 지었다. 내용과 형식이 모두 주제에 어울린

다. 월령가보다 양은 적지만, 아래 작품도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보여준다.

『風雅』(大)#392

녹음(綠陰)이 만발(萬發)니 화(百花)가 시긔(猜忌)로다

치 녹음(綠陰) 되고 녹음(綠陰)이 단풍(丹楓)이라

189) 박종혁, 「『주역(周易)·태괘(泰卦)』의 의미(意味)와 상징(象徵)」, 『중국학논총』34, 국민대학교 중국인

민사회연구소, 2018.2, 8면 참조.

190) 『신도일녹』 유배 일기 마지막도 “두어라 비왕는 샹텬됴화시니 어늬 날 금계가 를 만나 도라

가리요”라며 마음을 다잡는 구절로 끝난다. 『風雅』(小)의 뒷 표지에도 “道之所開勢所常達, 數之所閉

有威必窮. 是以熱火流金不能焚, 影沈寒凝海不能結風. 君子處困而亨.”라는 구절이 있다.

191) 주희의 〈논계몽(論啓蒙)〉 시에서 차용한 구절이다. “홀연히 한밤중에 우렛소리 한번 울리니, 일만의 

호(戶)와 일천의 문(門)이 차례로 열리네. 만약 무(無) 속에 만상(萬象)이 갖추어져 있음을 안다면, 그

대가 복희씨를 친견했음을 인정하리라.[忽然夜半一聲雷, 萬戶千門次第開. 若識無中含有象, 許君親見

伏羲來.]”《性理群書句解 卷4 詩》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따랐다)

192) 【현대어 역】 동지의 한밤중, 만 개의 집과 천 개의 문이 열리듯 웅대하게 새 기운이 열리네. / 음

기는 사라지고, 양기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라. / 아마도 순환하는 이치는 음양인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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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시공도(四旹公道)는 광음(光陰)인가193)

첫 번째 작품 #392에는 사계절이 끊임없이 뒤바뀌는 자연의 질서가 나타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초장에 나타난 정서다. ‘녹음’에게 “화(百花)가 시긔(猜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사실 사람은 세상사가 순환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가? 『신도일

녹』#89·90에서 이세보가 유배지에서의 고독감 때문에 애절하게 울었던 것도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이세보 시조의 특징이 드러난다. 순환적 사고방식과 

솔직한 감정 표출 중 어느 한 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괄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

다.194) 그리고 이는 이중부정을 활용한 “경녁(徑歴) 업슨 쟝부(丈夫) 젹어”를 비롯하여 이세보 

특유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이세보가 감정과 생각,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아래 연속되는 세 작품에서 살펴보겠다. 

『風雅』(大)#109 - ①

이별(離別) 별(別字) 이별(離別) 되고 날 니(離字) 낫셰라

각(生覺) (思字) 각(生覺)니 오 구(久字) 오구나

그즁(中)의 슬풀 챵(悵) 눈물 누(淚字)야 일너 무샴195)

『風雅』(大)#110 - ②

괴로울 고 (苦 字) 괴롭더니 다헐 진 (盡 字) 다셰라

달 감 (甘字) 다다니 올 (來) 오는구나

아마도 고진감(苦盡甘來)는 날이신가196)

『風雅』(大)#111 - ③

근심(心) 슈(愁字) 갈 왕(往) 되고 깃불 희(喜字) 올 (來)로다

만날 봉(逢字) 만낫시니 질길 낙(樂字) 질기리라

지금(至今)의 펼 셔(叙字)와  졍(情字)를197)

세 편의 시조는 공통적으로 정서와 행동을 추상적인 어휘로만 표현했다. ‘이별’이나 ‘떠나

다’, ‘생각’과 같은 개념어 외에 구체적인 맥락은 생략돼 있다. 그래서 위 작품들만 봐서는 화

자의 자세한 처지는 알 수는 없다. 누구와 이별했는지, 언제 떠났는지, 어디서 누구를 생각하

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 시조들이 갖고 있는 서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

193) 【현대어 역】 푸르게 우거진 숲이 만발하니 온갖 꽃이 시기하는구나. / 꽃이 푸른 숲 되고, 푸른 숲

이 단풍 되는 법이라. / 아마도 사계절의 공평한 이치는 세월인가 하노라. 

194) 이세보가 순환적 사고방식의 뿌리를 두고 있는 『周易』에서도 실존적 차원에서 겪는 상실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선경, 「주역의 죽음관」, 『동양철학연구』107, 동양철학연구회, 2021, 174~179면 

참조.

195) 【현대어 역】 이별 ‘별(別)’ 자 이별되고, 떠날 ‘래(來)’ 자 떠났구나. / 생각 ‘사(思)’ 자 생각하니, 

오랠 ‘구(久)’ 자 오래됐구나. / 그중에 슬플 ‘창(悵)’과 눈물 ‘루(淚)’자야 굳이 더 말할 필요 있겠는

가.

196) 【현대어 역】 괴로울 ‘고(苦)’ 자 괴롭더니, 다할 ‘진(盡)’ 자 다했구나. / 달 ‘감(甘)’ 자 달다더니, 

정말 올 ‘래(來)’ 자가 오는구나. / 아마도 고진감래(苦盡甘來)는 하늘이 주관하는 것인가.

197) 【현대어 역】 근심 ‘수(愁)’ 자는 갈 ‘왕(往)’ 되고, 기쁠 ‘희(喜)’자 올 ‘래(來)’로다 / 만날 ‘봉(逢)’ 

자 만났으니, 즐길 ‘락(樂)’ 자 즐기리라. / 지금에 펼 ‘서(敍)’ 자와 뜻 ‘정(情)’ 자를 합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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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서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추상적인 어휘만 사용했기 때문

에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의미를 상상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위 시는 읽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채로운 심상을 갖게 된다.198) 둘째로,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중의성이 또 다른 서정성을 보여준다. 중의성에 초점을 맞춰 세 작품을 분

석해 보겠다. 우선 아래 표를 보자. 

초장 중장 종장

① 이별 이별 떠남 떠남 생각  생각 오래됨 오래됨 슬픔 눈물

② 괴로움 괴로움 다함 다함 달콤함 달콤함 옴 옴
고진

감래 
하늘

③ 근심 감 기쁨 옴 만남 만남 즐김 즐김 펼침 뜻  

[표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표 1]은 작품 ①~③에서 심상이 바뀌는 과정을 모두 명사형으로 표기해 정리한 것이다. 세 

작품은 모두 초·중장에서 ‘명사+동사’ 형태가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연속되는 

구성을 통해서 헤어짐과 그리움, 만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①은 헤어짐과 그리움을, ②는 

그리움에서 만남까지, ③은 만남의 상황을 연속해서 시로 형상화했다.

표에서 주목할 점은 심상이 변화되는 지점이다. ①과 ②의 초장에서는 ‘이별’과 ‘떠남’, ‘괴

로움’이 똑같이 반복된다. 화자는 이별은 이별이 되고, 떠날 것 같던 사람이 결국 떠나고, 괴

로운 마음을 또 괴로워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재확인할 뿐이다. 이와 달리 ③의 초장에서는 

‘근심’이 ‘가고’, ‘기쁨’이 ‘오는’ 것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긍

정적인 현실로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한 것이다. 정서에 초점을 맞추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순환을 전제한 현실 인식의 전환에 따라 이세보 시조의 ‘근심’은 

‘기쁨’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 ①에서부터 ③까지 전체적으로 보아도, ①의 ‘이별’은 마침내 

③에서 ‘정(情)’으로 이어진다. 이 ‘정’은 ‘이별’ 전의 ‘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Ⅲ-1에서 살펴

봤던 것처럼 이별을 겪고 난 뒤에 한층 성숙해진 사랑이라 할 수 있다.199) 그래서 위 세 시조

는 ‘이별’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정’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이별’이 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이

별’도 그 앞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200)

이는 앞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관념적인 자연의 

질서와는 결이 다르다. 아무런 감정 없이 순환하는 자연과는 달리 사람의 일에는 감정이 끼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봤던 것처럼, ‘이별’에서 ‘정’까지 이르는 길은 아주 세세하고 현

198) 서철원, 「향가와 속요의 추상적 심상과 그 시적 성취에 관한 재론」,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

서』, 새문사, 2013, 206~215면 참조.

199) “졍(情) 업슨 샹(相思) 업고 샹(相思) 업는 다졍(多情) 업다 / 이별(離別)이 샹(相思) 되고 샹

(相思)가 샹봉(相逢)이라 / 아마도 유졍무졍(有情無情)키는 연분(緣分)인가”(『風雅』(大)#362)

200) 이세보는 사랑과 이별이 순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랑타 이별(離別)이요 이별(離別)타 샹

봉(相逢)이라 / 샹고(相思苦) 샹고(相思苦)니 샹인(相思人思) 샹(相思)인을 / 아마도 쳥츈

(青春)의 만은 이별(離別) 늙기도 먼져”(『風雅』(大)#367), “이별(離別)리 잇거들낭 연분(緣分)이 업고지

고 / 연분(緣分)이 잇거들낭 이별(離別)리 업고지고/ 엇지타 어러운 연분(緣分)이 이별(離別)은 워”

(『風雅』(大)#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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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감정의 결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그리움)’, ‘슬픔’, ‘눈물’, ‘괴로움’, ‘달콤함’, ‘근심’, 

‘기쁨’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순환적 사고방식은 추상성과 현실성을 겸비하기 위한 기법이

었다. 관념적인 믿음만 있다면 결국 공상이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면 현실적인 

감정에 매몰된다면 이별의 슬픔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이

별’은 슬픔과 기쁨의 정서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중의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위에서 본 

3편의 시조가 길게 늘어뜨려서 보여준 것이다. ③의 종장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이세보는 자

신이 생각하는 ‘서정(抒情)’의 의미를 3편에 걸쳐서 길게 풀이한 셈이다. 즉 이세보 시조의 서

정성은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①에서 ③까지 세 편의 시조가 이세보의 순환적 사고방식을 길게 보여주었다면, 아래 두 시

조는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風雅』(大)#380

님 만나 무졍(無情)탄 말리 유졍(有情)을 위(爲)민가

유졍(有情)도 무졍(無情) 되고 무졍(無情)도 유졍(有情)이라

아마도 인간지란(人間之難)은 님 랑인가201)

『詩歌(單)』#144

우슘이 변여 셔름이 되고

셔름이 변여 우슘이 된다

아마도 락 두는 의 평인가202)

두 작품은 ‘무정’과 ‘유정’, ‘웃음’과 ‘설움’이 순환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203) 앞의 ①~③에

서 ‘이별’과 ‘정’이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과 같다. 다만 『風雅』(大)#380과 『詩歌(單)』

#144는 시적 상황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전자는 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아직 만나기 전까지 

상황을, 후자는 재회까지 경험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전자의 주요 정서가 이별로 인

한 ‘어려움[難]’이라면, 후자는 한결 편안하고 관조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詩歌(單)』#144의 종

장에서 “아마도 락 두는 의 평인가”라고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도 ‘웃음’과 

‘설움’이 순환하는 세상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세월 함

께한 노부부가 ‘미운 정’이 들었다고 하는 말에서도 중의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詩歌

(單)』#144와 비슷한 심상을 보여주는 시조도 있다. 이세보보다 앞선 시기에 살았던 류도관(柳

道貫, 1741-1813)이 지은 “웃기기도 졍이러니 울기도 졍이로다 / 부질업 졍을 자 못 니

져 이로다 / 아마도 이 졍이 원쉰가 노라”(『崑坡遺稿』#4)가 그것이다. 요컨대 이세보 시조

에서 순환적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고유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특

징이 있다. 예컨대 “아마도 도 예 보든 시 챰신가”204), “아마도 그려셔 안 변(變)면 

201) 【현대어 역】 임 만나 무정(無情)하단 말이 유정(有情)을 위함인가. / 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정은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라. / 아마도 인간 세상에 어려운 것은 임 사랑인가.

202) 【현대어 역】 웃음이 변하여 설움이 되고, / 설움이 변하여 웃음이 된다. / 아마도 슬픔과 즐거움 

뜻하는 ‘애락(哀樂)’ 두 자는 사람의 평생인가.

203) 육민수는 이 시어들을 대상으로 이세보 시조에 대립되는 요소를 통합하는 표현 방식이 있음을 밝혔

다. 육민수, 앞의 논문(2021), 91~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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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졍(情)인가”205),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졍(情)인가”206)에서 ‘참+꽃/정’으로 성숙한 사랑의 

이미지를 참신하게 표현했다. 나아가 아래 시에서는 ‘참꽃/정’처럼 중의적이지만 역설적인 성

격이 더 뚜렷하게 강조된 표현이 등장한다. 

『風雅』(大)#26

가련(可憐)헌 져 월(彭越)아 겨우 샨 네 쟌명(殘命)을

무엇라 여후(呂后) 러 필경(畢竟)오(誤死)엿느니

아마도 부귀(冨貴)를 탐(貪)면 잘 쥭기 어려207)

『風雅』(大)#262

셰샹(世上)의 나기난 고 잘 쥭기난 극난(極難)이라

션도(善道) 알기 쎡 어렵고 악도(惡道) 알기 (每)양 다

아마도 의 평(平生)은 츙효(忠孝) 두 (字)인가208)

이 절의 도입부에서 읽었던 시조처럼 사람은 살면서 “질병(疾病)”과 “긔곤(飢困)”, 지난한 

“경녁(徑歴)”과 “풍샹(風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별”과 “셔름”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닥치

기 마련인, 예컨대 죽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피할 수 없다

면 즐기라는 격언이 이럴 때도 유효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이세보의 생각이 위 두 작품의 종

장과 초장에 ‘잘 죽기’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 이세보가 ‘잘 살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

라 ‘잘 죽기’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질병’과 ‘이별’, ‘서러움’, ‘죽음’과 같

은 인생의 시련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세보에게 ‘건강’이란 아픈 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다.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없으

며 또 “명의(名醫)”가 된다는 이세보의 말처럼 아프고 난 뒤에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한 번도 이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잘 견뎌내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인연이 다하는 순간을 겪으며, 이를 견뎌내면서 그 사랑은 “참졍”으로 거듭날 수 있

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웃음(즐거움)’은 ‘서러움(괴로움)’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마음

이다. 이세보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삶’도 ‘죽음’이 있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선

택하고, 몰두하게 된다. 이세보의 경우는 사대부로서 위 시조에 나온 것처럼 욕망을 절제하고 

“충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는 Ⅲ-1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요컨대 이세보는 ‘삶’과 ‘죽음’, ‘유정’과 ‘무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상호 연관적 관

계로 파악했다. 이 역설적인 생각의 밑바탕에는 자연처럼 인간사도 순환한다는 믿음과 현실을 

직시하는 인식이 함께 있다. ‘무정’한 세태도 언젠가 ‘유정’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204) “ 두고 츨 보니 탐화광졉(貪花狂蝶)  아닌가 / 십오츈광(十五春光) 네 연분(緣分) 화당우락

(華堂憂樂) 한가지라 / 아마도 도 예 보든 시 챰신가”(『風雅』(大)#418) 

205) “두고 가는  졍(情)니나 보는 임의 졍(情)이나 / 더고 덜단 말리 변통(變通) 업시 갓건마는 

/ 아마도 그려셔 안 변(變)면 참졍(情)인가”(『風雅』(大)#337)

206) “져 달아 네 아느냐 황녀슈심즁(黃驪太守心中事)를 / 샴오야(三五夜) 됴흔 밤의 슐 잇고 임은 

업다 /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졍(情)인가”(『風雅』(大)#419)

207) 【현대어 역】 가련한 저 팽월아, 겨우 살아난 네 쇠잔한 목숨을 / 무엇하러 여태후 따라가서 기어이 

헛되이 죽고 말았느냐. / 아마도 부귀를 탐하면 잘 죽기 어려울 것이다.

208) 【현대어 역】 세상에 나기는 쉽고, 잘 죽기는 극히 어렵도다. / 선해지는 길은 알기 썩 어렵고, 악

해지는 길은 알기가 늘 쉽다. / 아마도 사람의 평생은 ‘충효(忠孝)’ 두 자를 지키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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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유정’한 마음도 언젠가 ‘무정’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현실 인식이 

있기에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세보의 시조는 관념적인 생각과 현실적

인 감정이 함께 드러나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풍샹(風霜) 업는 호걸(豪傑) 젹어”에서의 

이중부정 표현, ‘참정’, ‘잘 죽기’와 같은 중의적이거나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은 인생을 한 발자국 뒤에서 여유 있게 

바라보게 만들기도 한다. 『詩歌(單)』#144의 종장 “아마도 락 두는 의 평인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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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雅』(大)#401)라는 시조는 이러한 관조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風雅』(大)#109에서 #110까지, 이별부터 정(情)에 이르는 정서의 흐름을 추상적인 

어휘로만 표현했던 것도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순환적 사고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세보는 실제로 『周易』의 구절

을 시조에 자주 차용했다. 즉 이세보의 순환적 사고방식은 천체가 운행하는 질서를 인간 사회

의 원칙으로 삼았던 『周易』의 천도관(天道觀)209)을 근거로 한다. 나아가 이세보는 시조 속에 

인간적인 감정까지 충실히 표출하여 중의적인 심상을 구축하였다. 이 심상은 향가와 고려 속

요에 나타난 심상의 역동성을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210) 이 절에서 살펴본 이세보의 운

명관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특유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면, Ⅳ-2에서 살펴볼 

사회적인 시조에서는 현실 인식이 강해지는 면모를 보인다. 

209) 김연재, 「천도(天道)의 패러다임에서 본 주역(周易)의 성인정신(聖人精神)과 그 인문주의적(人文主義

的) 세계」, 『중국학보』71, 한국중국학회, 2015.2, 462~464면 참조.

210) 서철원, 앞의 책, 222~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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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실인식과 대응방식

1. 공정성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촉구

이 절에서는 이세보 시조 중 향촌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과 

이세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추구했는지 살펴본다. 이세보 시조가 가진 현실 비판

적 성격은 많이 분석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Ⅲ-2에서 살폈던 것처럼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한

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유형은 관민 갈등, 민과 민의 갈등으

로 나누었다. 사회적 갈등의 여러 단면을 몇몇 작품을 통해 포착하며, 민과 관의 입장을 아울

러 고루 살피고자 한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정

치·경제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조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필요에 따라 문학 작품 바

깥의 자료도 활용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먼저 관민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보

겠다.

『風雅』(大)#319

셩(百姓)을 알냐 면 아젼이 야쇽(野俗)이요

아젼을 알냐 면 셩(百姓)이 원망(㤪妄)이라

엇지타 인간(人間)의 (生涯)가 다 각각(各各)211)

위 작품은 백성과 아전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았다. 『風雅』(大)#342에서 “션치(善治)를 유의

(有意)커든 이즙민회(以戢民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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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백성을 순진하게 파악했던 것과는 달

리 분명히 어떤 변화를 감지한 모습이다. 그 변화는 중장에서 백성이 수령을 “원망”하는 정서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원망은 단순히 백성이 기분 나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아

전과 대립하며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적 불만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원망의 대상이 아전뿐만 아니라 작품의 화자인 수령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 

체제의 불안정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세보 시조 중에 백성들이 궁핍한 현실을 한탄하고 화자가 그들을 연

민하는 작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작품들에서 백성이 원망의 정서까지 보이지는 않았다. 연민

의 정서도 통치자로서 아래로 백성을 향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319에서는 백성들의 사회

적 불만이 위로 수령을 향해 표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수령은 백성들의 불만을 소홀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 백성들의 여론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질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백성의 위상이 

부상된 배경과 관련하여 아래 시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風雅』(大)#339

각영(各營) 각읍(各邑) 환방시(換房時)212)의 쳥간슈응(請簡酬應) 난감(難堪)이라

211) 【현대어 역】 백성을 알려고 하면 아전이 야속하다 하고, / 아전을 알려고 하면 백성이 원망하네. / 

어째서 인간의 생애가 다 각각인지.

212) ‘환방(換房)’은 관속끼리 매년 1월 또는 6월에 정기적으로 직임을 바꾸는 관행을 가리킨다. 노혜경, 

「『이제난고』에 나타난 충청도(忠淸道) 목천(木川)·전의현(全義縣) 관속(官屬)의 운영실태(運營實態)」, 

『한국행정사학지』18, 한국행정사학회, 2006.6, 61~72면 참조; 환방의 실제 사례는 丁若鏞, 『牧民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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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쳥우쵹(左請右囑) 원님이요 이방(吏房)은 한가(閑暇)다

아마도 인열지(每人悅之) 어려우니 시비무궁(是非無窮)213)

위 시조를 통해서 관청의 조직과 운영에 어떤 입김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관

청에서는 매년 1월 초 또는 6월 보름에 아전들의 직임을 바꾸었는데 이 인사이동이 공정하기

만 한 것은 아니었다.214) 위 시의 “시비” 다툼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기존의 시조사

에서 “시비”는 속세에서 벗어난 화자가 인간 세상의 다툼을 관망하면서 자신의 고결함을 강조

하는 데 자주 쓰였다.215) 반면 위 시조에서는 “시비”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

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탁하는 편지’는 그 “시비” 다툼이 음지에서 벌어지는 

모습으로, 환방할 때에 축재에 유리한 자리나 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령에게 부정한 방

법을 쓰는 일이 만연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당사자인 아전뿐만 아니라 대·소민이 함께 모인 공회(公會)도 인사이동 문제에 개입

한 경우가 있었다.216) 이 경우 공회는 호장(戶長), 이방(吏房), 수형리(首刑吏)가 적임자가 아

닐 경우 수령에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안 되면 관찰사에게까지 공론을 제출하였다.217) 또 창

색(倉色) 자리를 놓고 이방과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218) 공회에 소민까지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민 간의 갈등이 첫 번째 시조 #319에서 “셩(百姓)을 

알냐 면 아젼이 야쇽(野俗)이요 / 아젼을 알냐 면 셩(百姓)이 원망(㤪妄)이라”라는 표현

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Ⅲ-2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민의 정치적 의견이 향회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에 

이르러 일반 백성들이 사족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Ⅲ-2에

書』·「吏典」 제1조 ‘束吏’에서 아전 10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직임 변동을 정리한 이력표(履歷表)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213) 【현대어 역】 각 고을, 각 읍에서 직임 바꿀 때에 청탁하는 편지에 응하기 난감하네. / 이리저리 온

갖 청탁 받는 것은 원님이요, 정작 인사 맡은 이방(吏房)은 한가하다. / 아마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니 시비가 끝이 없는 것이리라.

214) 『목민심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누구는 여러 번 요직을 

지냈고, 누구는 늘 한산한 직에 있었고, 누구는 재능이 많으니 필시 교활할 것이요, 누구는 지혜가 없

으니 책임을 맡겨 부릴 수 없을 것임을 모두 훤하게 알 수 있다[覽表則某也, 屢經權要某也, 每居閒散

某也, 多能必是奸猾某也, 無智不足任使, 皆瞭然可知].” 정약용, 위의 책.

215) 대표적으로 다음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드른 말 卽時 닛고 본 일도 못 본 드시 / 내 人事

ㅣ 이러홈애 의 是非 모를로다 / 다만지 손이 셩니 盞 잡가만 노라”(『靑丘永言』(珍本)#26), 

“心如長江流水淸이오 身似浮雲無是非라 / 이 몸이 閑暇여 로니 白鷺ㅣ로다 / 어즈버 世上名

利說이 귀에 올가 노라”(『詩歌』朴氏本)

216) 예컨대 1834년에 경상도 선산부(善山府)에서 대민을 중심으로 소민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공회하

여 읍폐를 시정하고 기존의 향회를 복구할 것을 감영에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김인걸, 『조선후기 공

론정치의 새로운 전개- 18, 19세기 향회, 민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10~116

면 참조.

217) “간혹 간촉에 의해 소임을 맡으려는 자가 매번 문제를 일으키니, 이후로는 게판된 고규(古規)를 각

별히 준수하여 일향(一鄕)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자가 소임을 맡게 될 경우 일향이 함께 배척하여 제

거할 것이다. 그리고 공형은 관청의 수리(首吏)이다. (중략) 간특한 이서로서 함부로 탐하는 자들은 일

향이 공회를 열고 단자(單子)를 올려 쫓아낼 것을 관에 청원하여, 또한 관에서도 가히 감당할 만한 사

람을 택해 임명하여 영구히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형이 된 자 가운데 적임자가 아니

면 일향이 공회하여 죄를 일일이 따져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만일 자퇴하지 않으면 관에 단자를 올

려 배척하여 고치도록 하고, 관에서 따르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정단을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감영

에 호소하여 개차하도록 한다.” 위의 책, 112~113면에서 재인용함.

218) “향교 색리직을 거행한 후에 예에 따라 명년의 창색(倉色)으로 차출하는 것이 원래 규례였으나, 수

년래로 이방(吏房)의 반대로 폐지한 바 있다. 지금부터 전규를 다시 살려 반드시 향리 가운데 골라 차

출하도록 한다. 위의 책, 113면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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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봤던 “박부(朴冨者)”219)와 같은 요호부민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

고자 하였다. 즉 이세보는 향촌 사회의 문제를 계급 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변동까지 반영하여 섬세하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들의 ‘원망’은 구체

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드러났는가?220) 그리고 이세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아래 

세 편의 시조를 통해 살펴보겠다.

『風雅』(大)#290221)

분슈(分手) 업는 도셔원(都書員)아 각면셔원(各面書員) 신측(申飭)할 졔

양안셩(量案成冊) 샹고(相考)여 각셩답쥬(各姓沓主) 원망(㤪望) 업게

무엄(無嚴)타 져 (該色)은 관쟝(官長)이  (灾)를222)

『風雅』(大)#327

츄슈(秋収)가 지나쓰니 졍(灾政)을 어이누

열읍셩(列邑成冊) 샹고(相考)여 원망(㤪妄) 업시 분표(分俵)쇼

아마도 민간(民間大事)는 졍(灾政)인가.223)

『風雅』(大)#328

구구졍(苟苟事情) 더 어든 (灾) 셩(百姓)을 위(爲)미라

(該色)아 명심(銘心)여 원망(㤪妄) 업시 분급(分給)라

아모리 엄쇽(嚴束)한들 졔 낭탁(囊橐)을224)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19세기부터 전재(田災)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225) 전재로 인정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

용한 #290과 가까운 #288에서는 비 온 뒤 산사태로 전답이 황폐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잡았

다.226) 중장에서 공통적으로 민의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이는 전재를 서원이 실측하

고 양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과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조정에서 정해준 전재의 비중

219) “그 농(農事) 젹을 젹의  츄슌(秋収)들 변변헐가 / 져 건너 박부(朴冨者) 집의 빗이나 다 

갑흘는지 / 아마도 가난(艱難)헌 은 가을도 봄인가”(『風雅』(大)#64)

220) 환곡의 분급 문제를 다룬 시조는 Ⅲ-2에서 분석했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민 또는 민과 민 

사이의 “시비” 다툼 문제를 거론하고, 그 해결책으로 “균분”을 제시했다. “호방(戶房) 아젼 네 드르라 

젹졍(糶政)이 란(最難)이라 / 즁쇼호(大中小戶) 분간(分間)여 시비(是非) 업시 균분(均分)라 / 

아마도 민무항샨(民無恒産)이면 치란(治難)인가”(『風雅』(大)#294)

221) 【현대어 역】 분별없는 도서원아, 각 면의 서원을 단속할 때 / 토지대장 비교하며 꼼꼼히 보아서 논

주인 각기 원망 없게 해라. / 무엄하다, 저 담당 관리는 수령이 떨고 남은 재결(災結)을 차지하는구

나.

222) (灾): 『風雅』(小)에 실린 같은 작품(#3)에는 “(災)”라고 되어 있다. 이는 본문에 있는 『風雅』

(大)#327, 328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재결(災結)을 뜻한다.

223) 【현대어 역】 추수를 다 했으니 재해 처리 업무 어떻게 하누. / 여러 마을의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원망 없이 재해 정도를 평가하시오. / 아마도 민간의 큰일은 재해를 처리하는 업무인가 하노라.

224) 【현대어 역】 구차하게 더 얻은 재결(災結), 백성을 위함이라. / 담당 관리야, 명심하여 원망 없이 

나눠주어라. / 아무리 엄하게 단속한들 제 주머니 채우기 바쁘구나.

225) 임성수, 「조선후기 戶曹의 田稅 부과와 給災 운영 변화」, 『한국문화』7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2017, 208~212면 참조.

226) “우후(雨後)의 라보니 샨(山)마다 폭포(瀑布)로다 / 각면(各面) 셔원(書員) 아젼(衙前) 셩쳔포락(成

川瀑落) 샹심(詳審)쇼 / 샹심(詳審)은 련이와 묘당쳐분(廟堂䖏分) 뉘라 아오”(『風雅』(大)#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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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해져 있는데, 아전에게 뇌물을 주면 멀쩡한 땅도 재해를 입은 땅으로 인정을 받아 면세 

혜택을 받고, 그럴 돈이 없으면 기경전(起耕田)처럼 오롯이 세금을 내야 했다.227)

수령도 마찬가지였다. 전재를 빼돌려서 은결(隱結)로 처리해 지방 재원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재(僞災)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였다.228) #290 종장의 “관쟝(官長)이  (灾)”, #328 초장 

“구구졍(苟苟事情) 더 어든 (灾)”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세보의 현실 

인식이 피상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의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세보는 전재를 조사하고 토지대장에 작성하는 단계부터 공

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229) “분슈(分手) 업는 도셔원(都書員)아”(#290), “무엄(無嚴)

타”(#290), “분표(分俵)쇼”(#238)라는 훈계조의 말투는 서원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328의 종장에서 이세보는 서원을 “아모리 엄쇽(嚴束)한들 졔 낭탁(囊橐)을” 불린다며 

탄식한다. 아전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위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다룬 작품은 주로 관민 간의 갈등을 소재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갈등의 원인을 경

제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시로 형상화했다. 작중의 “원망”은 민의 경제력에 따라 아전이 불공

정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었다. 나아가 이세보는 관민 갈등뿐만 아니라 민

과 민 사이의 사적인 갈등까지 소재로 작품을 지었다.

『風雅』(大)#326

허다공무(許多公務)난 즁(中)의 샨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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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어230)

『風雅』(大)#329

방(方伯) 슈령(守令) 업시 숑(私債訟事) 공결(公决)쇼

변지변(邉之邉) 이지이(利之利)를 분슈(分數) 업시 달나 

아마도 숑(此訟事)는 누명(陋名)이 워231)

227) 임성수, 「18~19세기 隱餘結의 파악과 지방재정운영」, 『동방학지』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61~63면 참조. 

228)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인시순속(因時順俗)’적 지방재정 운영론」, 『다산과현

대』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12, 192~194면 참조; “감사가 한 해에 재결(災結) 수만 

결을 얻어도 그 실제의 혜택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가령 재결이 1만 결이라면 아전이 

먹는 것이 8천 결이고 수령이 먹는 것이 1천 결이며, 혹 민간에 조금 돌아가는 것이 있더라도 1천 결

에 불과할 뿐이니, 한갓 국가의 재정만 축날 뿐, 백성들의 생활에는 무슨 혜택이 있겠는가?[監司歲得

災累萬結, 其實惠, 未嘗及於小民也. 假令萬結, 吏食者八千, 官食者一千, 其或微及於民間者, 不過一千

結耳, 徒損國用, 何與民事?]” 丁若鏞, 『牧民心書』·「戶典」제2조 ‘稅法’.

229) 이세보는 여주목사 관직에 있을 때 전결(田結)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시조 작품

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조사하는 단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정복(正卜)과 잡

탈(雜頉)은 원장(元帳)의 급부(給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모탈(冒頉)이 과다하여 원장 내에 흠축

(欠縮)을 가져왔습니다. 원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정복에 백징(白徵)을 물리니, 바로 내탈(內頉)

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일이므로 일체 사실대로 환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잡탈의 명색(名色)에 이르러서는 자호(字號)와 복수(卜數)가 양안(量案)에 분명하게 있으나 천사(川沙)

와 진폐(陳廢)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허실과 다소를 읍에서부터 차례로 바로잡

고, 진전(陳田)과 기전(起田)에 따라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高宗實錄』권7, 고종 7년 4월 17일(번역

문은 국사편찬위원회 DB에서 인용)

230) 【현대어 역】 허다하게 공무하는 중에 산송(山訟)을 상세히 살피시오. / 부모를 위하는 지극한 효심

이 서울과 지방, 귀하고 천한 신분에 따라 다를쏘냐. / 지금 빈산에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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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민사 중 #326은 산송을, #329는 사채 송사를 소재로 한다. 차례대로 보겠다. 

#326의 중장 “위부모츌텬지효(爲父母出天之孝) 경향귀쳔(京鄕貴賤) 다를쇼냐”라는 구절은 실

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양반뿐만 아니라 양인층의 산송이 급

증했던 것이다.232)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8세기 이래로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반

대로 양인층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사회 현상이 있었다.233) 중장은 또한 유교적 상장례 문화

가 확산되었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글의 초입에서 봤던 시조에서 수령은 “

셩(百姓)이 원망(㤪妄)”(『風雅』(大)#319)하는 소리를 아전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다. 나아

가 위 작품에서는 양인층 이하의 요구가 양반층의 요구와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종장의 ‘귀곡성이 많다’는 구절은 지금까지 작품에서 들었던 “원망”의 목소리보다 한

층 심각해 보인다. 민의 원한 맺힌 소리가 화자에게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로 커졌다는 부분에

서 그만큼 어수선하고 불안한 당대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다. 

#329가 다루고 있는 사채 송사도 19세기에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다.234) 이세보의 작품으로 

예를 들면 Ⅲ-2에서 봤던 “박부(朴冨者)”(『風雅』(大)#64)같은 사람에게 “빗”을 못 갚으면 “

숑(私債訟事)”를 당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실무자가 결탁하거나, 채권과 전

혀 관련 없는 사대부가 돈을 받고 민들을 겁박하는 경우도 있었다.235) 종장에서 “누명(陋名)이 

워”라고 당부한 까닭은 채송 문제가 이처럼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

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작품에서 다룬 산송과 사채 송사는 개인적인 갈등이지만 이세보는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

하기보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그 해결책으로 들고 있다. “샹심(詳審)”(#326)과 “공결(公

决)”(#329)이 그것이다. 이는 앞서 아전에게 ‘양안을 상고(相考)하여 원망 없이 나눠 주어

라’(#290, #327)고 단속했던 것과 통한다. 요컨대 이세보는 당대 민의 “원망”이 신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빈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민

이 지위가 낮더라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세보의 기본 입

장이었다. 이는 앞 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첫째로 이세보가 공감의 능력을 가졌기에 백성의 현

실이 조세·사법 제도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로 민의 여

론이 커진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이세보는 당대의 사회적 정황에 주

의 깊게 관심을 기울였으며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시조를 창작했다.

그렇다면 이세보의 현실 인식은 어디까지 나아갔으며 그 한계와 의의는 무엇인가? 이세보가 

남긴 작품이나 장계와 같은 조서 중에 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개진하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실무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전술했던 것처럼 이세보가 가난한 백성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

황도 “洪爐 中 타는 밧헤 終日허는 져 農夫야 / 네 勤苦 저러커널  遊食은 어인 닐고 / 우

231) 【현대어 역】 관찰사, 수령 가릴 것 없이 사채 송사 공정하게 판결하시오. / 이자까지 합친 돈에 다

시 이자 붙이고, 이자에도 이자 붙이면서 끝도 없이 달라 하니 / 아마도 이 송사는 잘못하면 평판 더

럽히기 쉬울 것이다.

232)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37~46면 참

조.

233) 위의 논문, 163~165면 참조.

234) 조윤선, 「19세기 奴婢訟의 양상 -債訟的 성격을 중심으로-」, 『國史館論叢』95, 국사편찬위원회, 

2001.6, 281~282면 참조.

235) 위의 논문, 2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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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努力 養君子야 愛民허기 바라노라”236)라며 애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이세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백성’의 구체적인 ‘마음’과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세보 시조에는 백성이 노동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익 다툼

을 벌이는 구체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237) 이와 함께 이세보 시조에 등장하는 수령이나 

관찰사도 마냥 선한 존재가 아니고 권계의 한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아전이 말단 실무자로

서 고충을 드러낸 작품도 있다.238) 즉 이세보는 향촌 사회의 인물들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

들 간의 역학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시조사에서 새로운 인물형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세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했던 ‘공정성’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한 

태도로 표출되는 것이 특징이다.239)

시가사의 흐름 속에서 이세보 시조에 등장하는 ‘공(公)’의 개념도 주목된다. 사채 송사를 다

룬 시조에서 “공결(公决)”(『風雅』(大)#329)이라는 시어가 있었고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다른 

작품에서도 “염평공뎡일단심(廉平公正一丹心)”240), “샹공결(詳査公决)”241)이라는 말이 등장

한다. 시조사에서 ‘公’은 흔히 ‘백발 공도’처럼 쓰여 자연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 지배적이었

다. 반면 이세보 시조에 쓰인 ‘공’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쓰여 시조

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세보 이전에 ‘공’이 이러한 의미로 쓰인 시조로는 이덕일

(李德一, 1561~1622)이 쓴 “홈애 시비만 고 公道是非 아닌다 / 어이 時事 이티 되

엿고 / 水火도곤 깁고 더운 환이 날노 기러 가노마라”(『漆室遺稿』#25)라는 우국가(憂國歌)가 

있다. 이세보는 이 작품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의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정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보 이후로는 20세기의 『대한매일신보』에 “守錢虜 守錢

虜야. 돈만 알어 무엇 나 / 空手來 空手去야, 죽어지면 虛事로다 / 모ㅅ죠록, 살아生前 公

益上에, 以財發身”242)라는 공익을 표방한 작품이 있다. 이렇게 시조사에서 ‘공’의 개념이 변화

한 이면에는 그와 반대되는 개인의 변화상이 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세보 시조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물형을 등장한다. 이들이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과 맞

236) 이 시조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火傘彌空土石焦 劇憐前野彼芸苗 通身熱汗乾成潟 撑腹蒸炎滾作痟 

爾亦同情知逸樂 吾何多福坐逍遙 箇中莫慰雲霓望 天旱之餘且賦徭”(『三竹詞流』#68).

237) “칠월졀(七月節)리 다다르니 쇼지활(所志白活)  알왼다 / 골(白骨)도 지원(至寃)커든 일신양역

(一身两役) 무샴 일고 / 군졍(軍丁色) 요통(腰痛)이요 원님은 샹긔(喪氣)로다”(『風雅』(大)#292)

238) “밤 공(公事)가 업셧거든 일고샴쟝(日髙三丈) 무슨 쟘고 / 관문(官門)밧게 관(仕官) 아젼 등

(䓁待)여 원망(㤪望)이라 / 두어라 거가(居家)의 못헌 슉흥(夙興) 거관(居官)인들”(『風雅』(大)#336)

239) “각영(各營) 각읍(各邑) 슈도졍(囚徒政事) 어이 그리 분슈(分手)업누 / 경즁(䡖重)도 보련이와 융

동(隆冬) 셩셔(盛暑) 분간(分間)쇼 / 엇지타 슈도(囚徒)도 경향(京鄕)이 달나”(『風雅』(大)#330), “융

동셩셔무시(隆冬盛暑無事時)의 퇴령(退令)을 진즉(趁卽) 쇼 / 방즁악(房中樂)기의는 헌화(喧譁) 

불여됴용(不如従容)이라 / 둉일근고(終日勤苦) 샴반관쇽(三班官屬) 불무인졍(不無人情)”(『風雅』

(大)#337), “일시지분(一峕之憤) 각(生覺)고 혹형(酷刑)을 과(過)이 마쇼 / 경(輕罪)는 경감(輕勘)

고 즁(重罪)는 즁감(重勘)쇼 / 아마도 젼통편(大典通編)이 읏인가”(『風雅』(大)#347) ; 이세

보는 개성유수로 있을 때도 사역 기간을 피해 시험을 열 것을 요청하였다. 역시 상황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방금 개성 유수 이인응(李寅應)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

營)의 장관(將官)들 및 군병의 도시(都試)를 설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각처의 사역이 번다하여 기한 

안에 거행하기 어려우니, 가을이 되거든 합설하도록 삼군부를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承政院日記』2773책, 고종 9년 2월 18일.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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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셕일두쇼(昔日杜召)를 됵슈(何足數)

랴”(『風雅』(大)#299)

241) “숄변(率來對卞) 쟝(狀者) 막켜 슈결셩졉(手决成貼) 친 후(後)의 / 그 셩(百姓)이 오거들

낭 샹공결(詳査公决) 졍신(精神) 쓰쇼 / 아마도 일 모르고 치는 는 쟝(盲杖)인가”(『風雅』

(大)#311)

242) 『대한매일신보』(국한문본)#48. 1909.1.31. 守錢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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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시조에서의 ‘공’의 개념도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공정성은 사법 제

도 외에도 조세의 역할을 강조하며 “균분(均分)”243)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이세보

는 당대 사회적 동향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공정성이라는 공동체 원리의 한 단초를 보여주었

다.

243) “호방(戶房) 아젼 네 드르라 젹졍(糶政)이 란(最難)이라 / 즁쇼호(大中小戶) 분간(分間)여 시

비(是非) 업시 균분(均分)라 / 아마도 민무항샨(民無恒産)이면 치란(治難)인가”(『風雅』(大)#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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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기 시조 동향과 이세보의 시조 창작

이 장에서는 19세기 시조 동향과 비교하여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서정성의 시가사적 의의

를 살펴본다. 이세보가 남긴 시조의 양이 방대한 만큼 과연 이 시조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정

성을 논의할 수 있을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그간의 이세보 연구사에서 하나의 논점

이 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 주제론이 주를 이룬 까닭은 우선 이세보 자신이 시조집에서 주

제별로 작품을 배열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제도 다양하여 이들을 우선 주제

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세보 시조의 내용을 크게 애정 시조와 현

실 비판 시조로 양분하고 후자의 가치를 더 부각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후대 독자의 입장에

서 시가 작품이 주는 효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선행 연구에서 있었던 표현·형식 

담론은 그간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려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대의 독자 입장에서 벗어나 우선 작가 이세보가 생각하는 ‘시가의 가치’가 무엇

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세 편의 시조는 이세보가 시조집의 거의 끝자락에서 자신

의 창작 행위를 회고하며 쓴 시조다(밑줄 인용자).

『風雅』(大)#414

노가 편(百篇)이면 쟝단(長短)은 몃 졈(㸃) 되고

쵸즁둉쟝(初中終塲) 분별(分別)면 셜(辤說)은 몃 곡됴(曲調)니

지금(至今)의 다시 보니 샴편(三百篇)이 넘엇구나.

『風雅』(大)#415

격(格) 모르고 지은 가(謌辤) 샴여(三百餘) 편(篇) 되단 말가

놉힐 데 못 놉히고 낫츌 데 못 낫쳣스니

아마도 훗(後)의 시비(是非)는 못 면(免)헐가.

『風雅』(大)#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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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된 세 편의 시조에서 이세보는 “노”와 “셜(辤說)=“가”(謌辤, 謌詞), “글”을 구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세보가 ‘형식미’의 차원에서 이 세 가지 대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414의 초장에서 이세보는 자신의 작품들을 “노”라고 했다가 이것이 음률의 

규범에 맞는지 되짚어본다. “노”에서 음악적 요소를 빼면 “셜(辤說)”이 남는데, #415에서 

이세보는 자기 작품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비평한다. 이세보에게 “노”는 #415 초장

의 “격(格)”을 비롯하여 “쟝단(長短)”, “곡됴(曲調)”, ‘점수’(#414), 고저 등 까다로운 음악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론(歌論)은 안민영의 ‘정음론(正音論)’244)

244) 김영욱, 「가집 서발에 나타난 가론연구」, 『음악과 문화』25, 세계음악학회, 2011, 17~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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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제자 안민영을 논평했던 박효관의 말245)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세

보는 스스로 ‘가사 짓기’는 그럭저럭 해냈으나 ‘음률’에는 정통하지 못했던 것으로 자평한 것

이다.

이어서 마지막 작품 #416에서 “가”는 다시 “글”과 비교되는데, 여기서 “글”은 한시를 가

리킨다. 『신도일녹』의 일기에서 이세보가 “한 졀귀를 지엿쓰니 그 글의 엿쓰되(…) 읇기를 

맛치”(아래 인용문① 참조)라며 ‘절구’ 형식의 한시를 ‘글’이라 지칭했기 때문이다. 이세보는 

“쇼견(消遣)” 지을 수 있는 “가”에 비해 “글”(한시)는 작정하고 써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형식임을 말한다. 이세보가 쓴 시조의 거의 대부분은 자수도 일정하고 시조창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세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스스로 율시보다 시조 짓기에 더 익숙했던 것 같

다.

종합하면, 세 작품에 나타난 이세보의 비평 의식은 형식미를 기준으로 ‘가사(노랫말) < 노래

(가곡)’, ‘가사(노랫말) < 글(한시)’의 구도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형식미’의 차원에서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세보는 위 시조를 비롯하여 다른 작

품에서도 내용적 측면에서 ‘한시’와 ‘가곡’, ‘노랫말’ 사이의 위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시조집

에서도 단지 소재를 구분하여 배열했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이세보가 작품을 창작한 계기 면에서는 세 대상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416 초·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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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랫말’을 짓게 된 계기를 찾아볼 수 있

다. 근심이 깊어져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랫말을 짓게 되었다 한다. 이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신흠(申欽, 1566~1628)이 자신의 시조246)에서 ‘시름 풀이’를 시가를 짓게 된 

동기로 밝혔던 것과 상통한다. 이세보의 시가 창작 동기와 관련하여 아래 『신도일녹』의 자료

를 더 살펴보겠다(밑줄 인용자).  

① 이 날 밤의 화셩 남문 밧 쥬막의 드러 잘 슬픔을 이긔지 못여 한 졀귀를 지엿쓰니 그 글

의 엿쓰되 북으로 오는 파례헌 의 괴로이 챤거시 침노니 두 소가 어룽져 눈물이 마르지 

아니는다. 일쳔니 밧게 쟝의 손이 되니 어느 날 날의 됴회고 다시 문안여 보리요. 읇

기를 맛치 눈물를 금치 못고 밤을 간신이 지여 길를 나니 이 날은 쵸구일 일너라.

② 이 녕을  너무면 군친 계신 곳이 더욱 묘연할지라. 한 졀귀를 지여 가로 험고 험한 길

이 샨보다 더 어려우니 여긔 이르러 외로온 회포가 더욱 관억기 어렵다. 밋 놉흔데 오르

기의 이르러 머리를 두루여 라보니 다셧 구름 만은 곳이 이 쟝안이로다. 

③ 나도 일즉이 머단 말를 드럿니 머나먼 험한 길의 오늘날 무샴 연고로 여긔 왓는고. 낙일를 

의지여 북두셩을 라보고 궐를 각니 외로온 졍셩이 챰아 잇기 어렵다. 드듸여 한 율시

를 지어 가로 흰가마의 병든 몸을 싯고 강진의 이르니 문득 인간의  몸 두믈 한노라. 늣기

는 거슨 셩신데 극나 나라 갑기가 어렵고 은혜는 고복신데 깁헛쓰니 챰아 어버이를 이즐

소냐. 슬피 라보니 텬지가 혼년이 즈음이 업고 괴로이 읇푸니 챵명이 널너 가으시 업다. 챵낭 

한 곡됴를 어부로 화답니 외로온 는 츌몰여 고신을 시럿다. 읇기를 맛치 를 우러러 

245) “口圃東人 安玟英 字聖武 又荊寶 號周翁 口圃東人卽國太公所賜號也 性本高潔 頗有韻趣 樂山樂水 

不求功名 以雲遊豪放爲仕 又善於作歌 精通音律.” 안민영 원저, 앞의 책(2003), 51~52면 참조. 밑줄

은 인용자.

246) “노래 삼긴  시름도 하도 할샤 /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돗가 / 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靑丘永言』(珍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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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고 황혼의 강진읍 드러오니 (중략)

④ 셕각은 챠아고 슙풀은 쇼샴데 바닷물노 셩을 코 신지도를 판니 날이 지으신 

지옥이라 이를 엇지쟌 말고. 인여 한 노를 지여 로 숀이 잇셔 게 읍고 무러 가로

그 엇지여 여긔 이르럿누. 오호의 를 여 도쥬공을 져 가나 샴샨의 약을 여 안긔을 

보려는가. (중략) 

⑤ 병은 고항의 침노고 근심은 기쳐럼 모뒤니 누엇다 다시 이러하고 이러나 다시 안져 늣

기는 회포만 갈록 억졔기 어렵다. 인여 노 한 곡됴를 지어 가로 멀니 별니미여 셔

로 각기를 괴로이니 랑고 보지 못니 가이 엇지리요. 미인을 날 한가의 라보니 

홀노 황혼을 의지여 눈물리 물결갓도다. 슬푼 노 한 곡됴의 챵가 아홉 번 도라오니 옷나라 

뫼와 춋나라 물리 눈압헤 만엇다. 

⑥  노여 가로 오희라 한번 노미여 텬지는 져물고져 고 비풍이 이러나는다. 

샨의 올나 구름을 라보미여 우리 어버이 계신 데가 곳 져 속이로다. 맑은 밤이 셔셔 달의 거

름이여. 각이 고당의 간졀 마음이 타는 것 갓다. 가마귀의 반포는 졍을 늣기미여. 가

이 이 져 즘만 못구나. 날로쎠 날를 보고 기리 한슘 이미여. 평의 의 식된 걸 

붓그러워는다. (중략) 슬푸다. 한 노가 이럿트시 어즈러우니 유유한 이 회포를 어늬 나 말

니요. 노기를 파 다시 글귀를 읇프며 글귀를 읇픈 후의는 다시 병을 읍듀어리니 병근이 

날노 길 화타와 편쟉이가 다시 난들  병을 엇지 의원리요.

①~③은 한시를, ④는 「창랑가」와 「어부사」를 변용한 긴 노래를,247) ⑤는 비교적 짧은 노래

를, ⑥는 비교적 긴 노래를 가리킨다. 공통적으로 유배를 가는 길 또는 유배지에서 느낀 슬픔

과 외로움, 괴로움, 회포의 정서를 토로하기 위해 작품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세보에

게 ‘한시’와 ‘노래’는 정서 표출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세보는 일기를 쓸 때 다채로운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 긴 노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

인다.248) 이세보가 생각한 이러한 ‘시가의 가치’는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천기론(天機

論)의 흐름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걱정할 필요 없네. 공자께서 『시경』을 산삭하실 때 정풍 위풍 의 시도 빠뜨리지 않으신 것은 선

악을 두루 갖추어 권계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네. 시가 어찌 반드시 「주남」<관저>편 같아야만 하며, 

노래가 어찌 순임금 때의 <갱재가> 같아야만 하겠는가? 성정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이네. 

(중략) 다만 가요 한 길만은 風人의 남은 뜻에 비교적 가까워, 情을 따라 발해지며 우리말을 사용

함으로 인해 읊조리는 사이에 사람을 뭉클하게 감동시키네. 여항의 노래 소리로 말하자면 곡조가 

비록 우아하고 부드럽지는 않으나, 즐거워하고 원망하고 미친듯하고 조악한 모습과 때깔은 각기 

자연의 眞機에서 나온 것이라네. 옛날에 觀風察俗하던 자로 하여금 채집하게 한다면, 아마도 시를 

채집하지 않고 노래를 채집할 것임을 알겠네. 노래가 어찌 작은 것이겠는가?249)

익히 알려진 『청구영언』 발문 중 일부이다. 이정섭이 우리말 시가의 가치로 거론한 것은 인

간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세보가 시조와 일기

247) 이와 관련하여 정우봉, 앞의 논문(2012), 428~430면 참조.

248) 위의 논문, 427면 참조.

249) 번역은 김진영, 「삼연 김창흡의 시경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134

면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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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가의 창작 동기를 정서 표출이라고 직접 밝혔던 것과 통한다. 이세보가 시조를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두루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시가 의식이 밑바탕

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러운 정서 표출’이 시가 창작의 목적이자 의의라

면, 일상에서 겪는 인물과 사건이 무엇이든지 소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세보 시조에서 

“졍(情)”이라는 시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 것도 시가의 가치를 역시 정서 표출에 두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다루었던 아래 시조에서도 이세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서정’의 뜻을 직접 

밝히고 있다.

『風雅』(大)#109

이별(離別) 별(別字) 이별(離別) 되고 날 니(離字) 낫셰라

각(生覺) (思字) 각(生覺)니 오 구(久字) 오구나

그즁(中)의 슬풀 챵(悵) 눈물 누(淚字)야 일너 무샴

『風雅』(大)#110

괴로울 고 (苦 字) 괴롭더니 다헐 진 (盡 字) 다셰라

달 감 (甘字) 다다니 올 (來) 오는구나

아마도 고진감(苦盡甘來)는 날이신가

『風雅』(大)#111 (밑줄 인용자)

근심(心) 슈(愁字) 갈 왕(往) 되고 깃불 희(喜字) 올 (來)로다

만날 봉(逢字) 만낫시니 질길 낙(樂字) 질기리라

지금(至今)의 펼 셔(叙字)와  졍(情字)를

이세보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펼쳐 놓으면 서정시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풍아』를 비롯하여 『신도일녹』 등에 실린 이세보의 시조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서정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사행, 초

한고사, 달거리, 유람, 애정, 현실비판 등 소재는 다양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이세보가 ‘서정시’

로 의식하고 창작한 산물이다. 요컨대 ‘무엇이 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세보는 

삶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시조를 창작하며 사상을 실천해냈

다. 이는 당대의 시가 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세보가 시조를 창작할 때 종장 말구를 생략하는 시조창 형식을 주로 활용한 까

닭은 무엇일까? 이 역시 상반된 어휘를 대비하고, 통합시키는 시조 작법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곡창과 비교했을 때, 시조창의 노랫말은 초장과 중장이 합쳐져 종장과 병렬 관계

를 이루는 형태를 띤다. 이에 따라 시조창의 노랫말은 객관적인 현실과 이에 관련된 화자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250) 즉 이세보가 시조창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살펴봤던 

표현기법과 상통한다.

250) 양태순, 「가곡창과 시조창 노랫말의 기본 유형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75~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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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19세기 시조 작가인 이세보가 쓴 시조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표

현방식과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했을 때 이세보의 시조는 ‘소통’을 지향하는 경향

을 보인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정리하고 한계를 반성하겠다.

제Ⅱ장에서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예비적 고찰을 진행했다. 실제로 이세보가 자주 쓰는 

표현방식과 관심사를 토대로 본론을 구성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표현 기법과 정서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제1절에서는 

이세보가 이중부정을 통해 여러 대상과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그 대상

은 ①자연과 사람, ②사람과 사람, ③양면적인 감정으로서,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소

재들이다. ①자연의 유기적인 모습은 특히 ②의 바탕이 된다. ②의 유형으로는 정인과의 애정 

관계, 가족·군신 간의 윤리적 관계, 겸인·백성과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 작중에서 이 관계가 

이어지면 유대감이, 끊어지면 고립감이 드러난다. 애정 관계에서 이세보는 ‘임’과 서로 존중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정서적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진중한 애정 관계를 토대로 ③사랑과 

이별의 정서가 표리 관계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애정 관계에서 나타난 소통 지향성은 윤

리적·사회적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토대가 된다. 공동체 의식은 가족·군신 간에서는 윤리적

인 책무감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약자와 같은 인간이라는 동

질감,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유대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서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이세

보가 가진 사대부로서의 책임감은 백성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

다. 

제2절에서는 이세보가 독자들의 공감과 감정 이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점을 바꾸는 연출을 

활용했음을 밝혔다. ①장소, ②시간, ③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세보 시조 중 <순창팔경가>와 

애정 시조, 현실 비판 시조에 나타난 연출 기법을 살폈다. 공통적으로 세 유형의 작품에서 모

두 ①장소, ②시간, ③인물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순창팔경가>에서 세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바꾸는 기법이 다른 두 유형의 작품을 연출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독자는 대상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고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3절에서는 이세보가 정과 시름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분석했

다. 일상어를 활용하고,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사물을 의인화 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실감 있

게 표현했다. 한편으로 대상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며 희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세보가 시름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감정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세보는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며 시름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편 독자에게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함으

로써 화자에게 동정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 효과는 문학적 소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Ⅲ장

은 모두 이세보가 ‘소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물, 감정, 공간을 형상화한 방식을 보여준다. 

제4절에서는 이세보의 운명관을 중심으로 작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연이 순환하는 

모습을 근거로 하여 이세보는 인간사와 여러 감정이 순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하여 불

행과 행운, 이별의 정서와 만남의 정(情), 슬픔과 즐거움, 삶과 죽음이 이세보의 인식 속에서

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순환적 사고방식을 통해 이세보 시조의 서정

성이 추상성과 현실성을 겸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Ⅳ장에서는 이세보가 당대 현실을 인식한 모습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상한 모습을 

살폈다. 

제1절에서 다룬 시조들은 작품에 나타난 현실성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이세보 시조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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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민, 아전, 수령, 관찰사와 같은 인물들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시조

사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인물형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

영하여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도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시조사에서 나타났

던 ‘공(公)’의 개념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Ⅳ장은 이세보 시조에서 나타난 삶과 세태, 향촌 구성원들이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2절에서는 당대의 시가 의식과 관련하여 이세보 시조가 갖는 서정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세보가 직접 시가와 한시를 창작하게 된 동기로 언급한 자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

았다. 그 결과 이세보는 자연스러운 정서 표출을 시가 창작의 동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시가 의식은 18세기 이후에 대두되었던 천기론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이세보는 시조를 지을 때 의식적으로 시조창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창작 경향은 시조창 형

식의 구조적인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다.

본고는 이세보 시조에 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표현방식과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이

세보 시조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세보가 대상과의 소통을 지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세보 시조는 대상을 단일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 다양한 성격을 

종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세보 시조의 서정성은 대상을 변화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개성 

있는 표현으로 형상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이세보가 쓴 작품을 폭넓게 다루고자 했으나 아직 다루지 못한 작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을 아울러 이세보 시조의 전체상을 규명하는 한편, 19세기 시조사의 흐름 속에서 

이세보 시조가 가지는 위상을 밝히는 작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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