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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이 시기 시조의 

특징을 악보 편찬, 곡조의 변화, 노랫말의 변모상과 더불어 풍류, 일상성, 소통 중

심의 담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것이다. 논의 대상이 된 고악보는 �梁琴新譜�, 

�白雲庵琴譜�, �增補古琴譜�, �延大琴譜�, �琴譜古� 등 5개이다. 

먼저 �梁琴新譜�에는 4곡에서 노랫말이 발견되며 이 중 <오리～>가 17세

기 이후부터 중대엽, 초중대엽, 이중대엽 등에 얹혀 불리거나 시조시형에 맞추려 

한 흔적을 보여주고, �白雲庵琴譜�에는 3수가 있는데, 악조의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시조 말구가 생략된 작품이 특이하게 발견된다. �延大琴譜�에는 

9수 모두가 중대엽에 얹혀 불렸고, �增補古琴譜�에서는 4수가 삭대엽에 얹혀 불

린 정황을 볼 수 있다. �增補古琴譜�에는 또한 고려속요 <가시리>를 시조 시형

에 맞게 개작한 작품도 발견되고 있어 두 갈래 간 연관성을 밝혀낼 단서로서 주

목된다. �琴譜古�에는 3수가 있고 이 중 일부는 다른 악보에도 보여 이 시기에 

중대엽에 주로 얹어 부르는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악보를 통한 17세기 시조 연행과 담론의 특징은, 우선 琴譜의 성행과 풍류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琴譜는 국가적인 교화 담론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음악 수용자층이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는 데 참고하거나 익숙한 곡을 악

보로 남겨 풍류 현장의 흥을 고취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편찬된 결과이다. 또

한 이 시기는 17세기 초반에는 중대엽의 平調에만 노랫말이 얹혀 불리다가 17세

기 중, 후반부터는 平調 이 외의 곡조 및 삭대엽의 곡조에도 노랫말이 얹혀 불린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곡조상의 변화 속에서 악보별 나름의 일상성 담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미 형성되어 버린 레퍼토리로 근대성과 연결된 진정한 의

미의 일상성 담론이 노랫말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 또 이 시기는 악조 변화에도 

 * 대구가톨릭대



198   第44輯

불구하고 노랫말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창자-청자 간의 소통과 공감 형

성이 중시되는 가창 공간 자체는 노랫말의 변화 및 소실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악보를 통해 시조 담론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詩로서 뿐만 아니라 

歌적인 성격도 지니는 시조를 보다 잘 이해하고 동시에 歌集 중심이던 기존의 

연구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완하는 토대 작업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고악보( 보), 17세기 시조, 곡조( 엽), 노랫말 변모, 담론(풍류, 일상

성, 소통)

Ⅰ. 들머리: 17세기 음악문화의 一面

17세기는 임진왜란(1592),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의 굵직한 

國亂을 겪으며 시작된 만큼 사회, 정치, 문화, 사상 전반에 걸쳐 전대와는 다

른 변화상들이 다기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음악문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15세기 세종대의 아악정비로 대표되던 국가의 예악제도 확립이 성종 대 �

學軌範� 간행으로 집대성된 이후, 16세기 중종 대의 淫辭척결을 위한 노력

을 거쳐 17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즉, 선초 음악 문

화가 장악원 소속의 악생이 좌방에서 아악연주를, 악공들이 우방에서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던 것이었다면1), 17세기에 이르면서부터는 전란으로 인한 국

가의 재정궁핍으로 악공 및 악생과 같은 궁중의 음악인들이 민간으로 흩어지

 1) 성종(1469～1494) 때 장악원의 우방 소속 악공의 수는 악사 2명과 악공 518명 그리고 

補數 52명을 합해서 총 572명, 좌방 소속의 악생 수는 악사 2명, 악생 297명, 보수 100명 

이상 총 399명이었으며 歌童 10명이었다. 조선전기 장악원 연주자들은 악공 572명과 악생 

399명을 합한 971명이었으나 임란 이후 이들의 총수가 감소되고 있었고 영조 대에 이르러서

는 641명으로 감소되었다(송방송, �한국음악사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9, 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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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이에 궁중 음악과 관련된 제도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

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궁중 음악의 사정은 장악원의 실태를 

통해서 그 단면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정축(1637) 5월 23일. 장악원이 예조에 올린 첩정에 이르기를, “비변사의 사

목에 의하면, ‘악공과 악생들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입번하여 습악한다.’라고 

하였거니와, 병자호란을 겪은 후 남은 악기를 모아서 정돈해 보니, 놋쇠로 된 

편종과 석경으로 된 편경을 제외하고 실, 대나무, 가죽, 나무로 만든 악기들은 

절반이 넘게 부서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습악이 멀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모

든 악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늙은 악사에게 물어보니, ‘임진왜란 이후 악기들

이 산실되고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약간의 

악기를 모아서 서울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습악 때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고사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고, 비파,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무고 등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기관들에게 분담시켜 

가을 습악에 맞추어서 서울로 보내도록 하되, 약, 적, 관, 지의 제조에 쓰일 대나

무를 또한 분담시켜 잘 골라서 서울로 보내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였다.2)

위의 글은 1637년(인조15)의 일을 기록한 � 章謄 �의 일부로, 여기서 

악공, 악생이 장악원에서 봄과 가을에 한 달씩 음악을 연습했으며 전란 중 대

부분의 악기들이 파손되었기에 임란 때의 전례대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악

기를 구해다가 임시변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장

악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란으로 인해 음악문화의 중추를 담당하던 장악원이 어려움에 처

하게 되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히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624년(인조 2)에 악기도감, 1627년(인조 5)에 악기수개청, 

 2)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삼신문화사, 1997, 3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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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숙종 8)에 악기조성청 등이 설치되어 편종, 편경 등의 악기를 제작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문화의 복원을 위해 � 學軌範�이 수차 복간되었으며 

�詩 和聲�, � 通� 등의 새로운 악서가 간행된 것 등이 바로 전란 후 음악

문화의 복원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악을 비롯한 궁중음악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선 전기에 가장 중시되었던 종묘

제례악이 병자호란 이후 1647년까지 약 10년간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

란 때 종묘가 불타버림으로써 1608년 다시 복구될 때까지 잠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의 상황은 궁중음악이 전대와는 달리 얼마나 많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전란으로 인해 궁중 음악이 침체를 맞이한 것과는 달리 민간의 음악

은 오히려 활기를 띠었다. 즉, 장악원 소속의 많은 음악인들이 민간으로 나오

면서 궁중 음악이 민간의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인출신의 부유한 농공상인과 지방 선비들이 새로운 음악 수용

층으로 등장하면서 풍류방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步虛子 계통의 악곡 

및 삭대엽의 변천과정이 시작되면서, 조선 전기까지 성악곡으로 불리던 많은 

음악이 기악곡화 되거나3) 기존곡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변주곡이 파생되기

도 했다. 또한 사이가락이 많이 들어가 선율이 복잡해지고 빠른 음악으로 변

해 가는 경향(繁音促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농현이 별로 없는 데서 농현

이 많은 유연한 음악으로 전환해 가거나 대부분의 음역이 고음화 되어 가던 

중 악기는 전대보다 축소되되 관악기위주의 편성으로 바뀌는 등의 다양한 변

 3) 성악곡에서 가사가 탈락하고 그 선율이 기악 연주에 맞게 변주되는 경향은 궁중음악(<낙

양춘>, <보허자>, <정읍>, <여민락>)과 풍류방 음악(<영산회상>) 등에서 발견된다. 또한 조

선 말 가곡에서 <자진한잎> 계통의 기악곡 파생은 물론 많은 관현타악기의 합주로 연주되

던 음악의 편성이 축소되면서 현악기가 줄거나 탈락되어 관악화 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송

방송, �한국음악통사�, 삼신문화사,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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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4)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교의식이나 궁중 의례의 부수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하던 

조선 전기 음악과는 달리, 민간 음악이 조선의 음악문화를 주도하면서 개인

의 감정을 중시하기 시작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어서 음악사적

으로나 문학사적으로도 매우 주목된다. 특히 이 시기는 민간음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고악보 자료가 사실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5) 고악보는 시조가 당시 불리고 연행되던 ‘노래(歌)’로서의 성격을 오

롯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자 당시 상황을 시조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토대 작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의

미망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고악보에 대한 음악학계의 활발한 논의

와는 달리, 이 시기 시조문학과 관련한 국문학계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이에 대한 국문학계에서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시기별 

고악보 소재 시조의 현황들을 검토하여 가집 중심의 기존 논의를 극복하려 

한 경우6)도 있고 고악보 소재 수록 작품을 통해 세밀히 음악 이론을 살펴보

려 한 경우7)도 있으며 나아가 가집의 편찬연대를 고악보와의 비교 속에서 추

 4) 송방송, 위의 책 및 장사훈, �국악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김우진, ｢고악보의 시가

해독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23집, 한국국악학회, 1995, 260～312쪽 참조.

 5) �琴合字譜�(1572)가 유일했던 이전과는 달리, 17세기에는 �梁琴新譜�(1610) 및 이를 

轉寫한 다수의 琴譜들(�二水三山齋本琴譜�, �慶北大學校所藏琴譜�, �仁壽琴譜�, �南

薰遺譜�, �朴淇煥所藏琴譜�, �尹容鎭所藏琴譜�, �增補古琴譜�, �雲夢琴譜�, �延世大

學校所藏琴譜�, �琴譜古�), �白雲庵琴譜�, �玄琴東文類記�(1620), �琴普信證假令�

(1680) 등 많은 고악보가 발견되고 있다.

 6) 권오경, ｢19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 연구｣, �한국시가연구� 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75～

99쪽; 권오경, ｢17-18세기 시조의 동향: 고악보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

학회, 2000, 305～351쪽; 권오경, ｢19세기 고악보 소재 가곡 연구｣, �시조학논총� 17집, 한국

시조학회, 2001, 287～314쪽. 

 7) 김영운, ｢珍本 靑丘永 �의 編纂年代에 關한 一 察: 古 譜와의 比 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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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악보-가집 연구 병행의 중요성을 보여준 경우8)도 발견된다. 그

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논의들도 여전히 악보 소재 시조들을 소개하고 이를 

연행의 측면에서 음악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 크게 머문 감이 크고, 악보에 실

린 노랫말 자체에서 발견되는 담론 특성과 이러한 문학 현상의 외적 근거를 

함께 밝히려는 데까지는 다소 나아가지 못한 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토대로 하되, 이 시기 악보 

소재 시조 작품의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갈래 이해에 기본이랄 수 있는 작품 

해석을 보다 뚜렷이 하고, 나아가 이 시기 시조 담론의 여러 특징적인 국면들을 

악보 편찬, 곡조의 변화, 노랫말의 변모상과 더불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17세기에 고악보에 수록된 시조가 당대에 창작된 경우도 있고, 단지 악보의 편

찬이 이때에 이루어졌을 뿐 노랫말은 가집의 경우처럼 한 세기 이전 혹은 훨씬 

이전에 지어진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록된 노래들 중에

는 악보 편찬 시기에 실제 연행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단지 곡조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록만 한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이 방면 연구는 많은 제약을 안고 시작하지만 고악보 자

체가 갖는 음악사적인 가치와 그 속에 실린 노랫말에 담긴 문학적인 가치를 

함께 주목한다면, 여기에 수록된 시조 현황과 연행 상 특징, 그리고 그 연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담론 특성의 면면들을 총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시조가 詩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歌로서의 성격

도 함께 지니고 있는 만큼, 당시 노래로 불렸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

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歌集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의미 있는 시조 

연구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토대 작업이기도 한 때문이다. 

�시조학논총� 14집, 한국시조학회, 1999, 75～110쪽.

 8) 문주석, ｢19세기 古 譜․歌集의 音 論 察: <序〉를 中心으로｣, �시조학논총� 26

집, 한국시조학회, 2007, 18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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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7세기 古 譜 所載 시조의 현황

16세기의 대표적인 고악보가 �琴合字譜�9)였다면 17세기의 경우는 �梁

琴新譜�(1610), �白雲庵琴譜�(1610～1681년 사이), �玄琴東文類記�

(1620), �琴普信證假令�(1680) 등을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梁琴新譜�

를 전부 혹은 일부 轉寫한 다수의 琴普들 중 일부 악곡에 노랫말을 함께 수

록하고 있는 �增補古琴譜�, �延世大學校所藏琴譜�(略稱 �延大琴譜�), 

�琴譜古� 등 세 악보를 더 들 수 있다. 이들 중 17세기 악보로 편찬 연대가 

분명한 것은 �梁琴新譜�(1610), �玄琴東文類記�(1620), �琴普信證假

令�(1680)의 3종이며, �白雲庵琴譜�는 1610～1681년 사이로, �增補古

琴譜�, �延大琴譜�, �琴譜古�는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간행연대가 1620년이기는 하지만 16세기의 악곡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玄琴東文類記�10)를 제외한 나머지 고악보(�梁琴新譜�, �白雲庵琴

 9) 이 악보는 安瑺이 1572년(선조 5)에 지은 거문고 악보로서 �시용향악보�가 나오기까지

는 �세종실록�악보, �세조실록�악보에 버금가는 민선악보로는 최고의 것이었으며, 악보로

서는 최초로 국보에 지정되기까지 했다. 안상은 琴譜 서문에 편찬 경위를 자세히 말하고 

있어 그의 음악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본 악보와 안상의 생애는 다음 글들에 자세하다

(성경린, ｢고악보해제-琴合字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2권, 은신문화사, 1987, 3쪽; 홍

종진, ｢�琴合字譜�에 나타난 笛譜와 그 음악｣, �국악과교육� 34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12, 177～200쪽; 최선아, ｢안상의 가계와 생애 및 琴合字譜 편찬 과정｣, �한국음악사학보�

49집, 한국음악사학회, 2012, 559～596쪽). 

10) �玄琴東文類記�(1620)는 이득윤이 편찬한 악보로 악보 중 실제 악곡을 기록한 것은 

두 부분인데(｢古今琴譜聞見 ｣, ｢古今琴善手指法聞見 ｣), 모두 편자가 여러 악보에서 

필요 부분을 전사한 것이다. 각 악곡별 人名을 밝히고 있으며, ｢古今琴譜聞見 ｣과 ｢古今

琴善手指法聞見 ｣에서 ‘古今’이라 한 점으로 보아 악보의 내용 중에는 1620년 보다 이른 

시기의 음악도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악곡은 실려 있지 않지만 안상과 

조성(1492～1555)의 악보를 소개하였는데, 이들은 16세기 인물이어서 이 악보에 실린 악곡

의 일부는 16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혜구는 이 악보의 내용을 �梁琴新譜�를 앞서는 

것으로 본 바 있다(이혜구, ｢現存 거문고譜의 年代 ｣, �국악원논문집� 창간호, 국립국악

원, 1989, 10～11쪽의 ‘현금동문류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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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 �增補古琴譜�, �延大琴譜�, �琴譜古�)를 보면, 여기에는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시조의 내용과 더불어 그 연행 및 담론 상 특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시조연행 및 담론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각 악보별 수록되어 있는 시조작품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11) 

1. �梁琴新譜�12) 所載 시조

�梁琴新譜�는 악사 양득수가 임진란을 피하여 남원에 寓居하였을 때, 거

문고의 道가 단절되지 않도록 쓴 책13)으로 1冊 26張(縱26.7cm×橫22.2cm)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대 중앙도서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玄

琴譜이다. 1610년에 발간된 이 악보는 17세기 고악보 중 그 중추적인 역할

을 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매우 귀중한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악보에 

실린 9곡14) 중에서 시조의 노랫말이 보이는 것은 中大葉 俗稱心方曲, 中大

11) 본 연구에서 인용할 시조는 �한국음악학자료총서�(국립국악원전통예술진흥회 편, 은하

출판사, 1989)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즉 �梁琴新譜� 시조는 2권(82쪽), �白雲庵琴

譜� 시조는 16권(187쪽), �延世大學校所藏琴譜� 시조는 16권(109～110쪽), �增補古琴

譜� 시조는 7권(37～38쪽), �琴譜古� 시조는 15권(39～39쪽)에서 발췌). 

12) �梁琴新譜�에 관한 연구로는 장사훈이 내용, 수록 배경, 기보법 등을 소개하고(①), 이혜

구가 이에 기록된 4조의 중대엽을 중심으로 연구해 �梁琴新譜� 4조는 대현 5괘와 유현4괘

를 궁으로 하는 두 가지의 調와 우조와 계면조의 두 가지 선법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밝혀 

고악보의 調(key) 해독에 일정한 틀을 마련한 이래(②)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③)가 진행

되었다(①장사훈, ｢梁琴新譜｣, �韓國傳統音 의 硏究�, 보진재, 1977, 365～381쪽; ②이

혜구, ｢梁琴新譜 四調｣, �한국음악연구�, 민속원, 1996, 25～47쪽; ③신현남, ｢�梁琴新譜�

의 사료적 가치｣, �국악교육� 29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10, 101～123쪽; 황준연, ｢梁琴新

譜 慢大葉 解讀｣, �한국음악연구� 12집, 한국국악학회, 1982, 30～45쪽; 남상숙․김우진, 

｢�梁琴新譜�의 거문고 散形에 대한 再 察｣, �한국음악연구� 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229～247쪽; 문숙희, ｢�琴合字譜�와 �梁琴新譜�에 나타난 조선조 음악 및 기보법의 변천｣, 

�한국음악연구� 55집, 한국국악학회, 2014, 33～59쪽).

13) ‘余 曰 善彈琴又能文 作譜傳法 更琴道不絶 非師之責耶.’(<跋文>, �梁琴新譜�). 

14) ①慢大葉 樂時調 ②北殿 平調界面調 羽調界面調 羽調等 北殿 易果而已 ③中大葉 

俗稱 心方曲 ④中大葉 ⑤中大葉 羽調 ⑥中大葉 羽調界面調 ⑦中大葉 平調界面調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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葉 又, 北殿, 北殿 又의 네 곡이다. 여기에 수록된 시조작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中大葉 俗稱心方曲: 오리 오리쇼셔 일에 오리쇼셔/졈그디도 새

디도 마시고/새라 난나 양 댱식에 오리쇼셔//(여음)

② 中大葉 又: 이몸이 주거주거 일번 고텨주거/白骨이 塵土ㅣ 되여 넉시

라도 잇고 업고/ 님향 一片丹心이야 가 주리 이시랴//

③ 北殿 平調: 흐리누거 키어시든 어누거 좃니새/젼 젼로 번님의 젼

로서/雪線잣 가론 범그러셔 노새//

④ 北殿 又: 白雪이

위의 작품 중 ①<오리～>는 매일이 오늘 같기만을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작자는 알 수 없는 시조이다. 中大葉의 

곡조에 얹혀 불렸으며 5지15)와 여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노래는 �琴合字

調音 ⑨感君恩 平調四編이 �梁琴新譜�에 실린 악곡들인데, 이는 양득수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래되었던 곡이다. 이 중 만대엽/감군은은 이전 악보에도 볼 수 있지만 중대

엽은 현전 악보 중 이 악보에서 최초로 나타날 뿐 아니라 4개의 調로 나뉨을 볼 수 있고 

이는 오늘날까지 불리는 삭대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혜구, ｢梁琴新譜｣,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14권, 은하출판사, 1989, 10쪽 참조).

15) 조선조 향악 연주에서는 7가지 調가 사용되었는데, 협종 또는 고선을 중심음인 궁으로 

삼은 一指, 중려 또는 유빈을 궁으로 삼은 二指, 임종을 궁으로 삼은 三指, 이칙 또는 남려

를 宮으로 삼은 四指(속칭 橫指), 무역 또는 응종을 궁으로 삼은 五指(속칭 羽調), 청황종

을 궁으로 삼은 六指(속칭 八調), 청대려 또는 청태주를 궁으로 삼은 七指(속칭 邈調)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우조(오지의 속칭)는 높다는 우리말 ‘웃’조로 풀이될 수 있으며 

중국 5조의 다섯 번째 선법명인 우조와도 혼동되기가 쉽다. 그러나 지의 별칭인 우조는 

중심음의 높낮이에 관련된 조명이고, 중국 5조의 우조는 선법명으로 쓰인 것이다(송방송, 

｢한국전통음악의 우조론｣, �한국음악사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9, 553～578쪽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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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를 비롯해 후대 가집인 �珍本 靑丘永 �, � 窩歌曲集� 등에도 그 노

랫말이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琴合字譜�에서 이 노랫말은 만대

엽에 얹혀 불렸지만 17세기 �梁琴新譜� 이후부터는 중대엽에 얹혀 불렸고, 

�珍本 靑丘永 �에서는 초중대엽에, � 窩歌曲集�에서는 이중대엽에 얹

혀 불렸는데 특히, � 窩歌曲集�에서는 시조의 종장 제 3구에 해당하는 부

분에 ‘오이’를 한 번 더 넣음으로써 시조의 시형에 맞추려 한 점을 볼 수 있

다.16) 이를 통해서 17세기 후반으로부터 이 <오리>는 시조시의 정제된 모

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몽주 作으로 밝혀져 있는 ②<이몸이～>는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임금을 향한 흔들림 없는 忠情을 핍진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곡조나 구성이 

①과 같은 면을 보여준다. ③<흐리누거～>는 ‘흐리누거/어누거’ 같은 표현에

서 오는 리듬감과 ‘젼’의 여러 번 반복으로 음악적 효과를 함께 보여주며, 

3지와 여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자를 알 수 없지만 北殿의 곡조에 얹혀 불

렸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설이～> 역시 <흐리누거～>와 마찬가지로 

북전 又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북전의 곡조로 불렸겠으나 1句만 기록되

어 있어 음악적, 문학적 표현 및 효과의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白雲庵琴譜� 所載 시조

�白雲庵琴譜�는 1冊 36面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1610년과 168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자 미상의 고악보이다. 보통 冊과는 달리 

국음악통사�, 삼신문화사, 1997, 314쪽 참조).

16) 악보 및 가집 별 수록된 <오리>의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琴合字譜�  <만 엽평조> �珍本靑丘永 �  < 엽> � 窩歌曲集�  <이 엽>

 오리 오리나 일에 오리나 

 졈므디도 새디도 오리

 새리나 일댱샹의 오리 오쇼셔 

오이 오이쇼셔 每日의 오이쇼셔

뎜그디도 새디도 마르시고

새라난 일쟝식에 오이쇼셔

오이 오이쇼셔 每日의 오이쇼셔

져므려지도 새지도 마르시고

새라난 晝夜長常에 오이 오이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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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帖모양으로 되어 있는 玄琴譜로, 여기에 실려 있는 시조 작품을 제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① 數大葉 羽調 第一 : 千里外 病든 몸이 북넉도라 우니노라/ 님향 믈 

뉘아니 두리마/ 고 밤긴 날이어든 나인가 노라//

② 草 지어 白雲덮고 竹風으로 비를 여/滿廷洛花를 씨려니 乾坤이 날

다려 일은 말이/아마도 平地神仙은 네//

③ 淸凉山 六六峰을 아니 나와 白鷗/白鷗야 헌랴 못밋을손 桃花로다/桃

花야 나지말나 子알 노라//

우선 ①<千里外～>는 數大葉 羽調 第一의 곡조로 불렸으며, 5지와 여음

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자미상의 작품으로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향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북녘’이라는 관습적 표현을 통해 조정

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늙고 병든 시적 화자가 임금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

(戀君之情)를 간절히 읊은 노래로 볼 수도 있다. ②<草 지어～>와 ③<淸

凉山～>은 모두 악조의 기록이 없는 노래들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시적 화자의 삶에서 江湖閒靜과 풍류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특히 ②는 

19세기 �南薰太平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조 노랫말 표기법, 곧 시조 

末句가 생략된 점이 보여서 주목된다.17) 비록 악조의 기록은 없지만 종장의 

17) �南薰太平歌�는 말미의 ‘癸亥石洞新刊’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편찬연대는 1983년(철종

14년)으로 추정되며, 卷頭에 낙시됴, 롱, 편, 송, 소용, 우됴, 후졍화, 계면, 만수엽, 원사쳥, 

잡가, 가사 등의 항목이 있으며 본문에는 낙시됴 항목 아래 시조 224수가 실려 있고 그 

뒤로 <쇼춘향가>, <매화가>, <백구사> 등 잡가 3편과 <츈면곡>, <상사별곡>, <처사가>, <어부

사> 등 가사 4편을 싣고 있다. 시조의 종장 마지막 音步가 탈락되어 있는 점, 시조의 3장 

형식에 따라 장을 구분하는 구두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곡창본이 아닌 시조창본이다.



208   第44輯

마지막 구가 생략되는 이러한 현상은 �南薰太平歌�에서 음악적 목적을 위해 

마지막 句를 생략한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추정되는 까닭이다. 또한 이 작품

은 �白雲庵琴譜�에만 수록되어 있고 다른 악보나 가집에는 수록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악조 없이 노랫말만 기록하고 ‘白雲庵 所製’

라고 하였기에, �南薰太平歌�와 같이 가곡창법과는 다른 시조창법의 결과

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미완성의 작품인지는 현재 뚜렷이 알 수는 없다. 

3. �延大琴譜� 所載 시조

�延大琴譜�는 숙종 6년(1680) 이후에서 영조(1725～1776) 이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자 미상의 玄琴譜이다. 1冊 88張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표지가 낡아 없어져 韓製本으로 새로 꾸몄으며 그 내용은 모두 

먹 글씨로 쓰였다. 이 악보의 기보법은 거문고의 合字譜로 기록되었으며 合

字譜 양 옆에 口音과 노랫말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 악보에 실린 시조 9

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中大葉 平調 第一: 잘새 아들고 새은 도다온다/외나모 리고 혼자

가 뎌 션야/네 뎔이 언마나 멀관 遠鍾聲이 나니//

② 中大葉 平調第三 樂時調18): 부허코 섬거올슨 아마도 西楚覇王/긔 天

下야 어드나 못어 드나/千里馬 絶代佳人을 누주고 니건다//

③ 中大葉 平調第二: 은 다 자 밤의 내 무스일 홈자 야/젼뎐불 고운 

18) 같은 平調인 中大葉平調第一이나 中大葉平調第二에는 같은 주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두고 � 學軌範�의 ‘낙시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후대 ‘지르는 낙시조’와 관련성을 

추정하기도 한다(김영운, ｢16～17세기 고전시가와 음악｣,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

회, 2001,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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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둔 님 그리고/하로 내 몬져 죽어 제 그리게 리라//

④ 中大葉 平調界面調 第一: 어제 검던 머리 현마 오 다 셸소냐/경리 쇠용

이 뎨 엇던 늘그니오/어저버 쇼년 락이 이런가 노라//

⑤ 中大葉 平調界面調 第三: 三冬의 뵈 옷 닙고 巖穴의 눈 비 마자/구롬 

볏 뉘도 적이 업건마/西山의  디다니 그 셜워 노라//

⑥ 中大葉 羽調 第一: 淸凉山六六峰을 아니 나와 白鳩/白鳩야 헌랴 

못미들슨 桃花로다/桃花야 나디 마라 舟子 알가 노라//

⑦ 中大葉 羽調 第二:  업서 四輪車 고 채 업서 우션 쥐고/臥龍江邊

의 헌거히 가 날을/어셔 漢室皇叔은 날 못 어더 노니//

⑧ 中大葉 羽調 第三: 百歲 살 人生이 술로 야 八十사니/이 닐오 덜

사다 건마/ 酒不到劉岭墳上土니 아니 먹고 어이리//

⑨ 中大葉 羽調界面調 第二: 百川이 東到海니 何時에 復西歸오/古往今

來예 流水 업건마/ 엇더타 肝腸 서근 믈은 눈으로셔 나니//

우선 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중대엽의 곡조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악곡이 만대엽이나 삭대엽보다도 중대엽이 더욱 성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후대의 가곡집인 �靑丘永 �에 이르면 삭대엽이 

많이 성행했음을 수록된 시조의 편수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靑丘永 �보

다 후대의 가곡집인 �遊藝志�에 이르러서는 중대엽이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삭대엽이 아주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고악보 중에서 중대엽 악보에 시

조의 노랫말이 붙어 전하는 악보로서는 �梁琴新譜�의 2편과 �延大琴譜�의 

9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延大琴譜� 所載 시조는 �梁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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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와 더불어 17세기에 어떤 악곡이 주로 성행했던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

서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여기에 실린 시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①<잘새～>은 정철이 지은 

작품으로 지나간 세상을 회고하는 내용이 쓸쓸하고도 고적한 분위기 속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琴譜古�에도 실려 있다. ②<부허코～>는 작

자미상의 시조로 옛 고사를 인용하여 천하 획득의 여부보다 천리마와 절대가

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초패왕의 입장이 되어서 

읊은 노래로, 같은 내용이 18세기 악보인 �浪翁新譜�에도 中大葉第三의 곡

조로 실려 전한다. ③<은 다～>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정한이 담긴 내

용으로 ‘내가 먼저 죽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도록 만들겠다.’는 기막힌 발

상 자체에서 웃음이 유발되지만, 그만큼 임을 그리워하는 절절함이 슬픔을 

자아내기도 해서 희극적인 성격과 비극적인 성격(희비극성)을 함께 보여준

다. 이 작품은 � 窩歌曲集�에도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표현어구로 실려 

있고19) 사설시조에서도 더러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④<어제 검던 머리～>는 작자미상의 시조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시적 화자

의 한스러움과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 회고 등의 정서가 묻어나며, 같은 

내용의 시조가 �浪翁新譜�에 界面中大葉第一의 곡조로 실려 전한다. ⑤

<三冬의～>는 조식이 지은 작품으로 戀君을 읊고 있으며 ④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시조가 �浪翁新譜�에 界面中大葉第三의 곡조로 실려 있다. ⑥

<淸凉山～>은 �琴譜古�, �白雲庵琴譜�에 퇴계의 작품으로 실려 전하는데, 

유유자적하면서도 江湖閒靜의 정서가 한껏 드러나며, ⑦< 업서～>는 작자

미상의 시조로 ②와 마찬가지로 삼국지의 일부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자연 속

에서 隱遁하려는 시적 화자를 세상 밖으로 부르려는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19) ‘남은 다  밤의  어이 홀노 안자 輾轉不寐고 님 둔 님을 生覺는고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生覺 줄이 이시랴.’(二數大葉, � 窩歌曲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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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있다. ⑧<百歲 살～>은 남들은 뭐라고 해도 죽고 나면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수명이 짧아져도 살아생전에 음주를 즐기자는 酷飮의 내용을 재미

나게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⑨<百川이～>는 18세기 악보인 �浪翁新譜�

와 �琴譜�에 朱義植의 작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대한 비분강개함이 

‘肝腸 서근 믈’이라는 표현에서처럼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다. 

4. �增補古琴譜� 所載 시조

�增補古琴譜�는 편자 및 연대가 미상인 1冊(縱29.5cm×橫20.5cm)으로 

이루어진 고악보로서 원래는 �琴譜�이나 古琴譜를 모아 增補하였기 때문에 

�增補古琴譜�라고 假稱한 것이다. 이 고악보의 전반부는 �梁琴新譜�를 그

대로 전사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삭대엽 부분을 보면 羽調 2곡, 界

面調 1곡, 平調 1곡, 界面調平調 1곡이 실려 있어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

다. 특히 삭대엽에는 羽調 1곡과 平調 2곡, 界面調平調 1곡에 각각 시조의 

노랫말이 달려 있는데 아래에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數大葉 羽調: 千里外 病든 몸이 北녁O라 우니노라/님 향 마음믈 뉘아

니 두리마/ 고 밤 긴 나리어든 나닌가 노라//

② 數大葉 平調: 成 예 닐제 즐겁고 시이러니/江湖에 나오니 여윈히 

지매라/O…이 이렁욤도 亦君恩 이샷다//

③ 數大葉 平調 又: 風霜이 섯거던 날애 슬픤 黃菊花/ 銀盤의 것거다마 

玉 의 보내실샤/桃李야 고온양 마라 님의  알아라//

④ 數大葉 界面調平調: 가시리 가시링잇고 날 리고 가시리잇고/고은님 보

내……나 엇지 사링잇고/잡와 두오련마 션가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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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白雲庵琴譜�에서 살펴본 바 있는 ①<千里外～>를 제외하고, ②

<成 예～>부터 살펴보면 이 작품은 작자미상의 시조로 成 에 다닐 때도 

즐겁고 신났었지만 강호에 나와도 야위어진 몸이 살이 찌니 그것이 모두 임금

의 덕택인 까닭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거하든 만족스럽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

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실제 속내야 어떤지 알 길 없지만 정치 현실에서 물

러나 유유자적하게 江湖閒靜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모두 君恩이라고 한 점으

로 보아 전형적인 사대부의 유가적 정서가 묻어난다. 종장은 전대의 악보인 

�琴合字譜�에서 많이 보이는 <감군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늘날 후렴

과 같은 역할20)을 했으며 �梁琴新譜�의 여러 전사본들에서도 많이 보인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같은 곡조에 얹어 불린 ③<風霜이～>는 �역대시조

전서�에서는 그 작가를 송강 정철로, �한국시조대사전�(박을수 편저)에서는 

면앙정 송순으로 밝히고 있어 혼란을 준다.21) 작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작품 

속에는 힘든 시련(風霜이 섯거던 날)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고 임

금을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한결같은 마음(黃菊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시적 화자는 충신인 양 하는 무리들에게 ‘임금의 진정한 뜻

을 알아라.’고 하며 강렬한 명령어법을 통해 경계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忠情

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20) �琴合字譜�의 <감군은>은 17세기 �梁琴新譜�와 그 전사본들에 보이는 <감군은>과도 

같은데 악곡구조는 다음과 같다. ‘<A> 四海 바닷 기픠 닫줄로 자히리어니와/<A'> 님의 

德澤 기픠 어 줄로 자히리잇가// <B> 享福無彊사 萬歲를 누리쇼셔/<B'> 享福無彊

샤 萬歲를 누리쇼셔/<C> 一竿明月이 亦君恩이샷다/<D> (여음).’ 여기서 <A>와 <A'>는 

앞부분 선율이 같고 후반이 다르며 <B>이하는 �梁琴新譜�에 ‘尾’라고 표기되었고 다른 

별곡체 악곡의 ‘葉’과 기능이 같은 것으로 오늘날 후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21) 권오경은 이 작품을 송순의 作이라고 보고 있고(①) 김영운은 정철 作으로 보고 있는데

(②) 정작 �增補古琴譜�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작자 추정에 혼란을 빚고 있다(①권오경, 

｢17～18세기 시조의 동향｣,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312쪽; ②김영운, ｢1

6～17세기 고전시가와 음악｣,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회, 2001,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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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한 어조와는 달리, ④<가시리～>는 고려속요 <가시리>를 시조에 

맞추어 개작한 작품인 만큼, 원작에서 보이는 이별을 대하는 여성 화자의 여

린 정서가 그대로 묻어난다. 다만, ‘셜온 님 보내노니 나/가시 도셔

오쇼셔 나’이라고 하며 비록 보내지만 끝내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화자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속요와는 달리, 시조에서는 ‘잡와 두

오련마 션가도 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현실 상황을 받아들이며 체념해 버리고 마는 데서 미학적 차이가 

느껴진다. 구체적인 것은 더 살펴야겠지만, 사랑하는 임을 끝내 포기 못하는 

속요의 화자와 서러움보다 서운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주어진 상황

을 받아들이고 마는 시조의 화자 간에는 갈래 차이에 따른 정서적 괴리를 넘

어 변화되어 가던 시대, 세계관의 흔들림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즉, 속요 <가시리>가 비록 충신연주지사의 국가적인 담론 형태에 

적합했기에 궁중 속악에도 얹혀 불렸고 조선 중기까지 이어지던 궁중의 개삭

작업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17세기

에 이르면서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와 연관된 가치관들이 함께 흔들리면서 그 

흔적이 시조 종장의 가사 변개로 나타났던 것은 아닌가 한다. 권오경 또한 이

에 대해 “성리학적 세계로의 이탈현상이 17세기에 가시화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시사하는 것22)”으로 언급한 바 있어, 비록 문학과 현실의 상동성이 늘 일

대일 대응이 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작품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속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임을 감안한다면 <가시리> 시조 종장의 변개는 곧 변화

되어 가던 현실에 대한 시조 갈래 나름의 문학적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분명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이 공존하기 마련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면만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지점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연관성이 시조 종장의 가사 변개로 나타

22) 권오경, 위의 논문,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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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면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려는 노력은 여전히 궁중 음악적 성격을 지속하

려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속요 <가시리>에 등장하는 ‘나’이

라는 표현이 여전히 변형된 시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두고, 궁중 음악적 성

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견해23)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琴譜古� 所載 시조

�琴譜古�는 편저자 및 연대 미상의 1冊 44張(縱30.8cm×橫16.5cm)으

로 된 필사본 고악보이다. 이 악보는 �梁琴新譜� 일부를 전사한 것으로 �延

大琴譜�와 몇 악곡에 붙은 註와 노랫말, 악곡의 배열순서 등에서 비슷한 면

을 보이며 다만 악곡을 기보한 기보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

다.24) 이러한 �琴譜古�에 대해서는 그 편찬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延大琴

譜�보다 약간 後이고 18세기 악보인 �韓琴新譜�보다 앞선다고 한 견해25)

와 高宗年間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26)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延大琴譜�와

23) 박연호, �靑丘永 (珍本) 所載 18C시조의 數大葉 한바탕 가능성�, �한국시가연구� 39

집, 한국시가학회, 2015, 46쪽 참조.

24) �琴譜古�와 �延大琴譜�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나 전자가 후자의 악보에 비해 불완

전하다. 즉, 中大葉에서 �延大琴譜�는 平調․平調界面調․羽調․羽調界面調를 다 갖

추었고, 그 四調의 中大葉이 第一․第二․第三으로 나뉜 데 반해 �琴譜古�는 四調 중에

서 平調界面調를 缺하고, 그 三調의 中大葉이 平調와 羽調에서 각각 第一․第二만 記載

하고 第三은 빠뜨렸으며, 羽調界面調에서는 第一만 가졌던 것이다. 北殿은 平調의 曲 

1曲 뿐이다. 數大葉도 中大葉 같이 平調界面調의 것을 缺하고, 三調의 數大葉이 각각 

1曲만을 보일 뿐이라는 점에서 �琴譜古�와 �延大琴譜�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이혜구, 

｢現存 거문고譜의 年代 ｣, �國 院 論文集� 창간호, 1989, 7～15쪽 참조).

25) 이혜구, 위의 논문. 

26) 이동복은 ‘�琴譜古�에는 서문 또는 발문이 없으므로 그 편찬방법 등을 알 수 없으나 

이 악보의 연대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대개 고종 연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琴譜古�에는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1a)’라는 印과 ‘朝鮮總督府圖書館登 番

號2669, 昭和 3․320(表紙 2)’라는 stamp 印과 ‘朝-古-85-2(表紙 2)’라는 朝鮮總督府 當

時의 圖書分類番號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 1928(昭和 3)년 이전에 조선총독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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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악보에 수록

된 시조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中大葉 平調 第一: 잘새 아들고 새은 도다온다/외나모 리고 혼자

가 뎌션야/네 뎔이 언마나 멀관 遠鍾聲이 나니//

② 中大葉 羽調 第一: 淸凉山六六峰을 아니 나와 白鳩/白鳩야 헌랴 

못미들슨 桃花로다/桃花야 나디 마라 舟子 알가 노라//

③ 時調: 靑春 年들아 늘그니 망녕을 웃지들 말아/넛다넛다 綠水O京 널은 

의 임 기든 거리로다//

위의 시조 중에서 ①<잘새～>은 정철의 작품으로 앞서 �延大琴譜�에서 

살펴본 바 있고 ②<淸凉山～> 역시 퇴계의 작품으로 �白雲庵琴譜�와 �延

大琴譜�에도 수록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비록 이들 작품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17세기 말의 두 악보에서 악곡과 노랫말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이 무렵에 이미 현행의 가곡에서와 같이 중대엽의 악곡별로 주로 얹어 부르는 

사설이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악보의 앞부분에 들어 있는 <時調>에 적혀 있는 ③<靑春 年들

아～>는 노랫말만 보자면 시조로서는 형식이 덜 다듬어졌거나 작품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靑春 年들아’라는 구절을 통해, 시적 화자가 청자

와의 소통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청자지향의 발화) 청자를 

호명해도 돌려받는 대답이 없는 이 노래는, 결국 시적 화자 혼자의 독백으로 

에 蒐集되어 分類된 것으로 생각되며, 분류번호를 보면, 당시에도 이 악보는 古書로 취급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악보의 연대를 고종대로 보았다(｢고악보해체-琴譜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5권, 은하출판사, 198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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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고 만다. 이러한 작품은 대체로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신세를 한

탄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 초장과 중장 간에도 서로 의미의 연결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후대의 가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 작품

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오히려 그 시작 느낌이 판소리 短歌의 시작과 비슷한 

면까지 보이고 있어 여러 갈래와의 비교 논의에 일정 부분 단서를 준다고 본 

견해27)도 있지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17세기 이후부터는 

갈래 간의 착종 현상은 물론 같은 갈래 속 작품들 간에도 구절들이 관습적으

로 차용되면서 서로 뒤섞이는 혼효 현상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할지라

도, 갈래 간 혹은 작품 간 영향의 수수관계는 연행, 담론, 음악적인 측면 등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Ⅲ. 古 譜를 통해 본 시조 담론의 특징적인 국면들

지금까지 17세기로 편찬연대가 확실하거나 이 때 나온 것으로 추정된 고악

보들(�梁琴新譜�, �白雲庵琴譜�, �延大琴譜�, �增補古琴譜�, �琴譜古�)

을 대상으로 이들 악보의 간략한 특징 및 수록된 시조작품들을 개관해 보았

다. 그 결과 17세기는 중대엽이 4가지 악조에 각 3곡씩으로 다양하게 분화되

면서 歌 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삭대엽이 4가지 악조로 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시조시형에 맞게 개삭된 형태, 후대 가집에서나 발견될 법

한 형태, 시조시형에서 많이 벗어난 작품, 같은 작품이 다른 악보들에 중복 

기재된 경우 등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기 시조의 연행 및 담론의 특징들은 과연 무엇일까? 

27) 김영운, ｢16～17세기 고전시가와 음악｣,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회, 2001,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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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琴譜의 성행과 風流 담론

17세기는 가곡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던 18세기의 前史로서,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다양한 琴譜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에 琴譜가 많았던 데에

는 전란 이후 달라진 음악문화의 변화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조

선 전기 음악문화의 두 주류였던 아악과 향악․당악은 17세기에 이르면서부

터는 어느 정도의 변천을 겪게 된다. 아악은 비록 조선 후기에까지 그 전통이 

전승되긴 했지만 전기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하향추세에 있던 아

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 學軌範�의 再刊과 아악

기의 제조 등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향악과 당악 역시 조선 전기에서처럼 

후기에 이르러서도 향악정재와 당악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명맥을 

유지했지만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된 향당교주의 연주형태가 후기에 이르

면 전대에 비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악은 전대에 연주

되었던 고려 향악곡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변화상을28), 당악은 조선 전기에 

연주되었던 송사 계통의 당악곡(<낙양춘>, <수룡음>, <태평년>, <하운봉>, 

<금전락>), 당악정재의 반주음악인 당악곡(<보허자>, <오운개서조>, <절화>, 

<서자고>, <회파선>), 조선 전기에 창제된 당악곡(<여민락령>, <여민락만>, 

<보태평>, <정대업>, <정동방곡>) 등은 자취를 감추고 오직 송의 詞 인 <낙

양춘>과 <보허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변화상을 보여주었다.29) 

이러한 음악문화의 변천에 따라 조선 후기의 음악 수용층 역시 왕실 중심의 

양반관료라는 한정된 사회에서 서서히 궁중 밖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던 수용층이 바로 향리에 묻혀 지내던 사림파들

28) 16세기 �琴合字譜�에 전하는 <정석가>, <한림별곡>, <사모곡>같은 고려 향악곡이 17세기 

�梁琴新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增補古琴譜�에 <가시리>가 시조 시형으로 개삭되어 

불린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향악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다. 

29)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삼신문화사, 1997, 378～3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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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중인층이었다. 사림파의 전통은 후에 실학파 선비들

에게 전승되면서 계속 조선 후기의 주된 음악 수용층으로 남았으며, 이들이 

지녔던 예악사상이 ‘거문고’를 통해 실현됨으로써 음악문화의 한 축이 후기에

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거문고는 이들에게 있어 단순한 악기

였다기보다는 심성 수양의 도구이자 대상과 동일화, 물아일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기도 했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우연히 오래된 가야금, 거문고를 연훈옥루(그을음을 재료로 만든 먹으로 쓰

는 초서의 필법)의 여가 속에서 얻게 되어 먼지를 닦아내고 한번 퉁겨보았다. 

12개의 맑은 줄에 완연히 최선의 心跡이 드러나기에 ‘아!’하며 탄식하고 스스로 

한 결을 이루었다. 또 생각하건대 이 물건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 버려진다면 

한 조각 먼지 같은 고목이 되겠지만 알아주는 이가 있어 쓴다면 오음과 육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세간에는 음률을 아는 자가 드무니 오음과 육률을 이룬 

후에 또한 어찌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못함을 받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하

니 이에 대한 느낌은 한 가지가 아닌 것이다. 다시 고풍 한 편을 지어 이 거문고

의 답답함을 풀어준다.”(<고금영병서>, �고산유고�1).30)

이 글은 고산 윤선도가 거문고의 답답함을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지은 한시

와 짝이 되는 작품31)으로 우연히 악기를 얻어 한번 퉁겨 보니 소리가 좋았지

만 현재 이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데 대해, 이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30) “偶得伽倻古琴於煙燻屋漏之餘 拂拭一彈 泠泠十二絃 宛見崔仙心跡 咨嗟詠歎 自成

一闋 且念此物無其人而 之 則爲一片塵垢枯木 有其人而用之 則能成五音六律 而世

間知音 鮮 則旣成五音六律之後 亦豈無遇不遇也 然則有感於斯 非一端矣 更賦古

風一篇 以寫此琴之臺鬱(一闋現別集歌辭類).”(<古琴詠幷序>, �孤山遺稿�1).

31) “眼在靑山耳在琴 世間何事到吾心 滿腔浩氣無人識 一曲狂歌獨自吟.”(< 書齋偶

吟>, �孤山遺稿�1); “有琴無其人 塵埋知幾年 金雁半零落 枯桐猶自全 高張試一鼓 氷

鐵動林泉 可鳴西城上 可御南薰前 滔滔箏笛耳 此意向誰傳 乃知陶淵明 終不具徽

絃.”(<古琴詠>, �孤山遺稿�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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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글이다. 고산은 한양에서 해남까지 멀고 긴 여정을 가기 전 가장 먼저 거

문고를 수리하기도 했으며32), 거문고로 鄕 를 달래고 어지러워진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음악이 갖는 사회적 효용성을 뚜렷이 보여주

기도 했다.33) 특히 주자의 琴詩를 인용해, 거문고가 본래 성정을 가다듬는 

악기였음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자라면 거문고를 가까이 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는데34) 이러한 거문고에 대한 애정은 비단 고산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

라 경중에 차이는 있었을 지라도 당시 성리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

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많은 선비들에게 있어 심성수양과 예악 사상의 실현체로서 오

랫동안 존재해 왔던 거문고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를 향유하고 삶의 

일부가 되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궁중에서 활동하던 거문고 전문 악사들이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신이 향유하던 음악을 민간에까지 두루 전파하게 되었던 것

이지, 이 시기 음악 문화를 바로 세우려는 교화적인 담론의 일환으로서 거문

고 악보들을 편찬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는 조선후기에 오면 전대에 

비해 관선악보 보다 민간악보가 많이 등장하는 데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목

판본인 관선악보(나라에서 펴낸 악보)보다 대부분 필사본의 형태로 전승되던 

32) “萬曆紀年三十九 斗柄揷子日有七 修琴賣藥吾事畢 遙念庭闈向南國.”(<南歸記行>, 

�孤山遺稿�1). 

33) 고산은 70세가 넘어 인조의 계비 복상 문제로 유배 갔을 때 유흥을 즐긴다는 소문에 

입장을 대변하고자 남긴 <答趙龍洲別幅> 중에서 거문고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在床琴爲奴鼓 固聖人事也…(中略)…且聲 出於天機之流動也 天機之流動 亘

萬世而無異 孟子所 今 猶古 此也…(中略)…稀音靜聽 收心寂慮 得 不淫哀不

傷急不得慢不得之意 則其有益於學  今古何間.”(<答趙龍洲別幅>, �孤山遺稿�5권)]. 

고산의 거문고에 대한 인식은 다음 논의를 참조. 조유미, ｢�孤山遺稿�를 통해 본 윤선도의 

거문고 인식｣, �인문과학� 44집, 성균관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2009, 173～192쪽)]. 

34) ‘朱子琴詩曰 靜養中和氣 閑消忿慾心 愚常深味斯  以爲後學苟能養中消忿於此 則

是亦朱子之徒也.’(<答趙龍洲別幅>, �孤山遺稿�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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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악보(궁중 밖에서 풍류객들에 의해서 편찬된 악보를 총칭)가 활발히 유

통되고 편찬되었다는 것은, 곧 이 시기 거문고 악보의 편찬 동기가 풍류객들 

및 풍류 현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풍류는 유학자의 詩․書․畵 三絶의 실현을 위한 문화적 행위 

혹은 자유롭고 탈속적인 경지 추구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도 있었고, 

飮酒歌舞의 집단적 향유 속에서 쾌락의 발현을 지칭하는 기호 혹은 줄풍류/

대풍류 등 특정 음악곡(영산회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도 있는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망을 지녀왔다. 심지어 이러한 풍류를 즐기는 주체

를 지칭할 때도 ‘風流郞’, ‘風流人’, ‘風流客’, ‘律客’ 등으로 부르고 이들이 모

이는 공간을 풍류방 혹은 율방이라고 할 만큼, 풍류는 恨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사적 전통에서 핵심 지표가 되어 온 미학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풍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지만35) 대체로 놀이 현장 혹

은 유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탓에, 특히 악공과 기녀를 동반한 風流房 

 또는 房中 으로 불리던 를 핵심적인 연행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시조 논의에서 핵심적인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36) 사대부 중심의 이러

한 는 18세기 이후 중인 가객의 대거 참여로 풍류 주체의 편폭이 확장된 

데다가 19세기부터 가곡창에서 분화한 시조창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더욱 시

정 풍경, 유흥, 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성격을 띠게 된 만큼 풍류 역시 

35) 풍류 관련 논의로는 동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미적 가치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풍류

의 시대적 전개와 변주 양상을 새로운 방법론적 잣대로 살펴보려 한 논의, 중인층이 중심이 

된 풍류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논의 등이 주목되는데 관련 연구사적 정리는 졸고에 

자세하다(졸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풍류의 한 양상｣, �한국시가연구� 38집, 한국시가학회, 

2015, 101～140쪽).

36) 이동연, ｢이세보의 기녀등장 시조를 통해 본 19세기 사대부의 풍류양상｣, �한국고전연구�

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8쪽. 풍류방 악회 관련 글은 송방송(�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과 임형택(｢18세기 예술사의 시각｣,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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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37)되기도 했다. 

풍류 현장의 최고 정점을 보여준 18, 19세기의 前史로서 17세기 역시 풍

류는 음악적, 문학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풍류의 멋이 한껏 흐르는 풍류방에서 거문고가 흥을 돋우는 주된 악기

였던 만큼, 이 시기 琴譜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당연한 문화적 현상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풍류객들이 풍류 현장의 흥을 고취시키고 또 다음에도 

흥겨움의 놀이 한 판을 의미 있게 벌이기 위해서는 일전에 연주하던 곡을 기

억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고구해 봐야 하겠지만 

이 시기 琴譜는 풍류객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

든 것이거나38) 일상화 되어 버린 거문고 연주를 뚜렷한 표지, 즉 악보로 남

김으로써 풍류 현장의 흥을 고취시키거나 이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교육적으

로 전하고자 만든 교육텍스트로서 나름의 의미망을 지녔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곡조의 변화와 일상성 담론

앞서 17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들은 전반적으로 중대엽의 곡조가 우세한 상

황에서 간간이 삭대엽의 곡조에 얹혀 불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조선 전기 

크게 유행하던 만대엽의 곡조는 현전하는 17세기 최초의 고악보인 �梁琴新

譜�에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16세기 악보인 �琴合字譜� 이후부터는 

연행되지 않고 이미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梁琴新譜�의 네 

악조명(中大葉平調, 中大葉平調界面調, 中大葉羽調, 中大葉 羽調界面

調)은 현전 古의 중대엽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과 두 개의 調와 旋法을 제

37) 여기에는 최재남, ｢시조의 풍류와 흥취 : 문학적 측면에서｣, �시조학논총� 17집, 한국시

조학회, 2001, 95～117쪽; 조태흠, ｢이정보 시조에 나타나 도시 시정의 풍류｣, �한국문학논

총� 38집, 한국문학회, 2004, 91～112쪽; 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207～239쪽 등의 논문이 주목된다.

38)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삼신문화사, 1997, 499～5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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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39)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梁琴新譜�의 네 곡조 중 시조의 노랫말은 平調에만 실려 있는데, 

이보다 늦게 나온 �白雲庵琴譜�, �延大琴譜�, �增補古琴譜�, �琴譜古�

의 악보에서는 羽調, 羽調界面調, 平調界面調 등에도 노랫말이 붙어 있음

을 보아 17세기 초반에는 이들 세 곡조의 효용성이 설익은 상태에서 시조의 

노랫말이 얹혀 불렸다면 17세기 중, 후반 무렵부터는 이 네 곡조에 노랫말이 

얹혀 불림으로써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시조가 연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대엽과 더불어 삭대엽 또한 17세기 시조연행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주목

해 볼 곡조이다. �梁琴新譜�에서 중대엽이 네 가지 調로 연주된 데 비해 삭

대엽은 여민락, 보허자, 영산회상처럼 춤 반주음악으로 쓰였을 뿐이었다는 

사실40)로 보아서, 17세기 초기만 해도 중대엽이 삭대엽보다 훨씬 성행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숙종(1675～1720) 전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白雲庵琴譜�에서 삭대엽에 노랫말이 얹혀 연주됨을 볼 수 있고, 제1, 

제2, 제3이라는 파생곡들이 아울러 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중대엽과 삭대엽

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아마도 서로 비슷하게 성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17세기 악보의 전개는 만대엽의 쇠퇴에 이은 중대엽의 성행에서부

터 시작해 차츰 삭대엽으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만대엽->중대

엽->삭대엽으로의 곡조 변화41)는 복잡한 가락의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이어

39) 이혜구, �한국음악연구�, 민속원, 1996, 46～47쪽 참조.

40) ‘數大葉 民樂 步虛子 靈山 相等曲 用於舞蹈之節 非學琴之先務 始闕之.’(�梁琴

新譜�中大葉 末尾 註 一).

41) 이 외에도 北殿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 중 이 악곡에 

얹혀 불린 것으로는 �梁琴新譜�의 <흐리누거～>와 <白雪이～>가 있는데, 가사와 곡조의 

淫心함 때문에 개삭이 불가피했음에도 �梁琴新譜�에서 그 연주법을 알게 해 주는 곡을 

소개한 이래, 지속적인 전승의 힘을 가지고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시조창

의 앞 단계라는 측면에서 주목된 바 있으며 관련 연구사 검토는 권오경의 글(｢17～18세기 

시조의 동향｣,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343～344쪽)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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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된다. 전란 이후 상실된 악보로 인해 조선 전기 많은 음악문화의 전승

이 단절되었고, 전문 악공 또한 민간으로 대거 흘러나오면서 궁중 내 전문 음

악인이 많이 부재하게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악곡에 맞게 모든 것이 갖추

어진 악곡의 존립이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이다. 흔들리던 중세의 패러다

임을 새로운 사상과 이념으로 더욱 흔들고 뒤바꾸려는 일군의 무리들과 그러

면 그럴수록 이를 더욱 처절하게 지키려는 또 하나의 축이 모여 뒤죽박죽 얽

히고 얽혀 나름의 역동성을 드러내던 시대에, 유장한 리듬에 바탕을 두고 삶

의 여유를 한껏 즐기던 성악곡이 단순성, 즉흥성, 일상성, 유희성 등으로 변

화되고 있던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려는 향유층의 기호에 과연 얼마

나 부합할 수 있었을까. 어떤 한 갈래가 지속되고 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향유층들과의 ‘공감’, ‘유대감’

이 강하게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대에 성행했던 만대엽은 이미 17세기에 이르면서부터는 향

유층 및 시대와의 호흡에서 불일치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목할 것은 비록 18,19세기 시조들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이 시

기 고악보 소재 시조들은 새로운 음악문화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를 

악곡의 분화와 변화 측면에서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그 과정에서 전대

와는 달라진 일상(성)의 모습들 또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노랫말에 파편적으

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성)은 흔히 ‘토대, 바탕, 표층, 구체적 현실, 경험세계, 일상생활, 자

연의 영역 등으로 정의’42)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비록 초기에는 학술적 용

어로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알프 뤼트케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이후부터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43) 이러한 일상(성)

42) 앙리 르페브르(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43) 알프 뤼트케는 민중들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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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당대인의 삶

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때, 새로운 변화상을 함께 담아내는 역

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일상은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시 새 시대에 맞추어진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17세기는 전란 이후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준 시대인 만큼, 

당대의 일상 또한 이러한 변화되어 가던 시기의 면면들을 알게 모르게 노랫말

에 표출했을 법 하다. 나아가 이 시기 성행하던 곡조에 얹혀 가창 공간에서 

불렸을 법도 하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크게 성행한 곡조가 중대엽이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삭대

엽도 같이 성행했으므로 한 구절만 전하거나 북전의 노래로 얹혀 부른 것(�

梁琴新譜� 중 <白雪이>, <흐리누거>), 곡조명이 전하지 않는 것(�白雲庵琴

譜�중 <草 지어>, <淸凉山>) 등을 제외한 중대엽과 삭대엽에 얹혀 불린 나

머지 시조들의 일상성 양상을 한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일상성을 주된 학술 개념으로까지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알프 뤼트케 외, �일상사란 무엇인가�(이동기 외 옮김), 청년사, 2002, 7쪽). 

이러한 일상성은, ‘근(현)대/도시’라는 두 축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삶을 규정

하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이라는 서양적 개념과는 달리, 동양(특히, 고전문학)에서는 유학적 

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해되어 온 만큼, 동서고금 간의 개념적 간극을 볼 수 있다. 

논자에 따라 일상의 개념 및 범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구체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이념 지향 등과 같은 관념적 일상도 같이 포함하여, 유가

적 이념 자체를 지향하거나 현실 비판, 역사의식, 戀君, 감군은 형태 등은 모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유가적 현실에 대한 긍정 의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유가적 일상’으로, 이러한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과 더불어 物我一體하는 도가적 초월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도가적 

일상’으로, 그 외에 남녀 간의 그리움, 늙음에 대한 한탄, 유흥과 취락 등 기타 인간 본연의 

솔직하고도 서민적인 감정을 보편적으로 읊은 것을 ‘일반적인 일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렇게 본다면, 완전히 도식화해서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대체로 유가적 일상이 중세 후기

의 견고한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념들을 반영하는 데 비해 도가적 일상성과 기타 일반적인 

일상성 담론은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변화되던 이 시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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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악보명 악곡(작품명) 일상성 담론의 형태

梁琴新譜
 中大葉(<오리>) 유가  일상(청자지향)

中大葉(<이몸이>) 유가  일상(자아지향)

白雲庵琴譜 數大葉 羽調(<千里外) 유가  일상(자아지향)

延大琴譜

 中大葉 平調(<잘새>) 도가  일상(청자지향)

中大葉 平調(<부허코>) 기타 일반  일상(패러디/자아지향)

中大葉 平調(<은 다 자>) 기타 일반  일상(그리움/자아지향)

中大葉 平調界面調(<어제 검던>) 기타 일반  일상 (탄로/자아지향)

 中大葉 平調界面調(<三冬의>) 유가  일상(戀君/자아지향)

中大葉 羽調(<淸凉山>) 도가  일상(자아지향)*

中大葉 羽調(< 업서>) 도가  일상(패러디/화제지향)

中大葉 羽調(<百歲 살>) 도가  일상(자아지향/ 유흥취락)

中大葉 羽調界面調(<百川이>) 유가  일상(역사인식/자아지향)

增補古琴譜

 數大葉 羽調(<千里外>) 유가  일상(자아지향)

 數大葉 平調(<成 >) 유가  일상(자아지향)

數大葉 平調(<風霜이>) 유가  일상(자아지향)*

數大葉 界面調平調(<가시리>) 기타 일반  일상 (그리움/자아지향)

琴譜古
中大葉 平調 第一(<잘새>) 도가  일상(화제지향)

中大葉 羽調 第一(<淸凉山>) 도가  일상(자아지향)

<17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의 일상성 양상>

위의 표에서 보듯이 �梁琴新譜�(3수), �增補古琴譜�(3수), �白雲庵琴

譜�(1수)에는 유가적인 일상성이 중대엽과 삭대엽의 곡조 등으로, �琴譜古�

는 도가적 일상성이 중대엽의 곡조로, �延大琴譜�는 다양한 일상성 담론이 

고루 발견되되 모두 중대엽의 곡조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시기 

고악보 소재 시조들은 대체로 유가와 도가적 일상성을 주된 담론으로 하되, 

기타 흥취, 그리움, 탄로 등도 하나의 일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곡조는 점차 빠르게 변화되어 갔지만 이들

에 얹혀 불린 노랫말들은 이전의 세계관과 변화되어 가던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한 일상성 담론을 모두 함께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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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일상의 흔적들이 발견되지만 이것이 곡조의 변모상과 일대일 대응은 되

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고구해 봐야 알 일이지만 아마도 

이 시기에는 한 악조에 하나 혹은 둘의 노랫말을 얹어 부르는 레퍼토리가 이

미 형성되어 있었기에 악조는 변화해도 같은 노랫말을 사용했던 현상이 곧 

곡조의 변모와 일상성 담론 간의 불일치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이들 시조는 청자 호명을 통해 청자지향의 발화 형태를 일부 보이거

나(*부분) 특정한 주제를 담담하게 읊는 화제 지향의 담론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적 화자가 단일한 목소리로 스스로의 내면 감정에 충실한 

주관성을 드러내 보이는 자아 지향의 발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곡조는 느린 데서 빠른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노랫말 속

에 담긴 일상성 담론 또한 곡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점차 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파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발화형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아와 세계가 동일성과 연속성에 근거하고 있는 이전 시대의 미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17세기 시조의 가창 공

간에서 이미 형성되고 일반화된 레퍼토리를 그대로 사용한 탓에 기존의 노랫

말 대신 새로운 노랫말로 대체하지 않았던 데서 말미암은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것은, 일상성 담론을 이, 삼분법으로 나누어 단선

적으로 파악할 수는 분명 없지만, 일상성 논의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그간 

거듭 지적되어 왔듯이 일상이 지닌 근대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근대성과 관

련해 일상성은 대체로 “비속한 것이나 사소한 것,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외

화,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 주체로서의 개인의 발견, 그러한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적 시공간으로서의 당대적 삶에 대한 묘사와 접촉을 통해 형성된 

것”44)이라고 정의된다. 이는 곧 유학적 일상과 같은 막연하고 포괄적 개념으

로서의 일상성이라기보다는, 이행기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배태된, 일상

44) 한수영, ｢1990년대 문학의 일상성｣, �소설과 일상성�, 소명, 2000,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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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상답게 만드는 특성을 통칭하는 개념이자 근대성과 관련된 하나의 미학

적 개념으로서의 일상성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45) 

그런 점에서 현실 속에서 잡다한 物의 세계를 다룸으로써 사소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의 면면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 17세기 고악보 소재 시

조들은, 여전히 근대성과 관련된 진정한 의미의 일상성 담론을 표상하는 데

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중대엽과 삭대엽의 

곡조에 얹혀 불린 노랫말들 중에는 유가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난 형태의 일상

의 흔적도 더러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해 볼 현상이다. 이는 비록 곡

조의 변화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이 시기 시조에서 중세의 균열을 포착

해 낼 문학적 단서로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 노랫말의 변모상과 소통 담론 

17세기 시조 연행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느린 데서 빠른 악조로 곡조

가 변화되던 것과는 달리 시조시형의 노랫말에 있어서는 큰 변화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이 시기는 한 악조에 하나 혹은 둘

의 노랫말을 얹어 부르는 레퍼토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악조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노랫말은 같은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리>라는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16세기 �琴合字譜�에서 만대엽

의 곡조에 얹혀 불리던 것이, 17세기 �梁琴新譜�에서 와서는 만대엽이 쇠퇴

하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중대엽의 곡조에 실려 불림을 보여주는데, 이러

한 현상은 비록 곡조의 빠르기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지라도 그 노랫말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노랫말에서 발견되는 일상

성 담론이나 세계관의 변모상이 전대에 비해 큰 폭으로 달라지거나 하지는 

45) 졸고, ｢사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집, 한국시

조학회, 2012,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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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랫말보다는 악곡적인 측면, 즉 歌로

서의 시조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詩로서의 시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음

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악조의 변화가 시조의 노랫말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분명 시조가 연행되는 상황 자체는 충분히 노랫말에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

다. 우선 노랫말이 변화한 경우를 �增補古琴譜� 所載 <千里外～>와 �靑丘

永 珍本�에 실려 있는 <늙고 病든～>의 두 작품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增補古琴譜�所載 數大葉 羽調: 千里外 病든 몸이 北녁O라 우니노라/님 

향 마음믈 뉘아니 두리마/ 고 밤 긴 나리어든 나닌가 노라//

② �靑丘永 珍本�所載 二數大葉: 늙고 病든 몸이 北向여 우니노라/님向 

음을 뉘아니 두리마/고 밤긴 적이면 나인가 노라//

위의 두 작품은 내용이 거의 같다. 단지 초장 첫 句에서 ‘千里外’라는 어휘

가 ‘늙고’로 대체된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단어의 변용은 연행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악곡의 표지가 있는 만큼, 실제 이들 두 노래

가 불렸다면, 그 노래 부르는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혹은 창자)의 

자조적인 신세한탄 및 독백의 측면보다는 노래를 듣는 청자와의 소통, 즉 창

자-청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千里外’는 단어 그 자체만 보더라도 물리적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진다. 이

러한 거리감은 시적 화자 개인으로서는 왕이 머무는 곳에서 심리적으로나 물

리적으로나 많이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 물러난 소외된 계층의 사족층이든 아니든 간에 흥겹고 눙치며 한껏 풍류를 

즐기는 유락 장소에서는 공감 형성에 실패하기 마련이거나 그 의미가 진정성 

있게 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과 더불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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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가정하더라도, 흥겹고 즐거운 풍류 한 마당이 

펼쳐지는 가창 공간에서는 왠지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을 법

하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고구해 봐야 할 일이지만 아마 이 같은 연행 현장

에서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시적 화자가 스스로도 쉽게 부를 

수 있으며 문맥상 의미도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늙고’라는 보편적인 단어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후대로 올수록 가창 현장에서 유희성, 오락성 

등이 중시되어 감에 따라 보다 흥을 돋우기 위한 빠른 곡조로의 변화가 있었

지만, 이러한 곡조에 얹혀 부르는 레퍼토리 역시나 그대로 지속되기만 한 것

이 아니라 가창 상황에 따른 일정한 변개를 거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랫말의 변용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17세기 고악보에 소개된 노랫

말 중 후대 가집이나 악보에는 소개되지 않은 작품도 더러 보인다. 이 역시 

가창 공간에서 창자와의 소통 및 공감 부재로 인한 변화상의 일면으로 보이는

데 �增補古琴譜� 所載 시조 한 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數大葉 平調: 成 예 닐제 즐겁고 시이러니/江湖에 나오니 여윈히 지

매라/O…이 이렁욤도 亦君恩이 셔터//

數大葉 平調의 곡조에 얹혀 불린 위의 작품은 成 나 강호 어디에 살든 

모든 것이 君恩이라는 군주 찬양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노래이다. 이러

한 감군은 형태의 작품은 다른 악보나 가집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17세기적 

성격과는 다소 맞지 않는 후렴적 성격이 강한 종장의 詩句가, 가창 공간에서 

창자와의 공감 형성에 실패하면서 활발히 연행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 시기 악보 소재 시조 노랫말의 변모 양상을 모두 가창 공간 및 연행상

황과 결부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禱

之詞적 성격의 <심방곡(오이)>과 짝을 이루어 보통 곡의 마무리에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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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군은>이 17세기 중후반 중대엽 한바탕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를, 가창 

현장에서의 창자-청자의 관계가 아닌 악곡의 측면에서 가곡과의 배치성 때문

으로 추정46)해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분명한 것은 17세기는 전대와는 달리 음악문화사적인 측면에

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음악 향유의 주체 또한 크게 달라

지기 시작하면서 가창 공간에서의 흥취, 창자-청자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등은 매우 중시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현전 시조 모두가 다 歌로 존재했던 

것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작품에 따라서는 악곡의 표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연행된 정황이 정확히 포착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연행 현장, 가창 공간에

서 창자-청자 간의 소통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君恩을 직접 노래하는 관습이 19세기 복고풍의 성리학적 내용

과 평시조 중심의 형식을 갖추는 유행에 따라 잠시 유행을 타기도 했지만 이

미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한 시조 자체가 더 이상 

인기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47)는 따라서 매우 타당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17세기 시조의 특징을 고악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다. 이 

시기 노랫말이 전하는 고악보로는 �梁琴新譜�(4수), �白雲庵琴譜�(3수), 

�增補古琴譜�(4수), �延大琴譜�(9수), �琴譜古�(3수) 등이 있으며, 악보

46) 박연호는 고악보별 <감군은>으로 마무리되는 중대엽 한바탕의 악곡 구조를 정리하면서, 

<심방곡>과 <감군은> 사이에 있던 고려속요와 <한림별곡> 등이 중대엽 한바탕으로 대치된 

후, 가곡(중대엽)이 중심이 된 일련의 레퍼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가곡과는 음악적, 시적 성

격이 이질적인 <감군은>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박연호, �靑丘永 (珍本) 所載 

18C시조의 數大葉 한바탕 가능성�, �한국시가연구� 39집, 한국시가학회, 2015, 45～46쪽).

47) 권오경, 위의 논문,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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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체적인 내용 및 이 시기 시조 담론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梁琴新譜�에는 총 9곡 중 4곡에서 노랫말이 발견되는데[中大葉 俗

稱心方曲(<오리～>), 中大葉 又(<이몸이～>) 北殿(<흐리누거～>), 北

殿 又(<白雪이～>)], 이 중 <오리～>는 16세기에는 만대엽에, 17세기 이

후부터는 중대엽, 초중대엽, 이중대엽 등에 얹혀 불리거나 시조시형에 맞추

려고 ‘오이’를 한 번 더 넣는 특징적인 면을 보여준다. �白雲庵琴譜�에는 

3수가 있으며(<千里外～>, <草 지어～>, <淸凉山～>) 이 중 <千里外～>

는 數大葉 羽調 第一의 곡조로 불렸으나 나머지는 악조의 기록이 없고, <草

지어～>는 19세기에나 볼 법한 말구가 생략된 점이 특징적이다. �延大琴

譜�에는 9수가 모두 중대엽으로 불렸으며(<잘새～>, <부허코～>, <은 

다～>, <어제 검던～>, <三冬의～>, <淸凉山～>, < 업서～>, <百歲 살～>, 

<百川이～>), �增補古琴譜�에는 삭대엽 부분에 羽調(<千里外～>), 平調

(<成 예～>, <風霜이～>), 界面調平調(<가시리～>)의 노랫말이 있었고 

이 중 <成 예～>는 감군은 형태의 종결 방식을, <가시리～>는 고려속요를 

시조 시형에 맞추어 개작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琴譜古�에는 3수가 보이

는데(中大葉 平調 第一(<잘새～>), 中大葉 羽調第一(<淸凉山～>), 時

調(<靑春 年들아～>), 이 중 앞 2수는 다른 곳에도 실려 있어 이 시기에 

중대엽으로 부르는 레퍼토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고악보를 통해 본 17세기 시조 연행 및 담론의 특징으로는 우선 琴譜

의 편찬과 풍류( )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琴譜는 국가적인 차원의 

교화 담론에서가 아닌, 새로운 음악 수용자층이 스스로의 기억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보다 강했는데, 이는 풍류 현장에서 흥취 고취라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17세기 초반에는 중대엽의 羽調, 羽調界面調, 

平調, 平調界面調 중 平調에만 노랫말이 얹혀 불렸지만(�梁琴新譜�)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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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 후반부터는 이들 세 곡조 및 삭대엽의 곡조에서도 노랫말이 발견되고 

있어(�白雲庵琴譜�) 중대엽과 삭대엽이 엇비슷하게 성행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곡조의 변화 속에서 전대와는 달라진 일상성 담론의 일부가 발견되기

도 했다. 그러나 중세의 균열을 드러내는 움직임을 미세하게 보여준 단서로

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미 형성되어 버린 레퍼토리의 반복적인 연행 

속에서 근대성과 연결된 진정한 의미의 일상성 담론은 아니었다. 게다가 비

록 이 시기 시조시형의 노랫말은 레퍼토리 형성으로(<오리>) 큰 변화는 없

었지만, 창자-청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가창 공간 자체의 의미가 커지면서 

노랫말의 변개 및 소실 등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고악보 소재 시조 논의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거

칠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 시조 연행의 측면들을 풍류, 일상성, 소통

의 세 가지 담론의 관계망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

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기 시조의 총체적인 면은 죄다 드러내지 못

한 감도 있다. 일례로 이미 기존에 지적된 바 있듯이 17세기 고악보에는 만횡

청류가 한 수도 실려 있지 않다. 거칠게 추정해 본다면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비롯해 세태 묘사 등이 많은 만횡청류와 고악보 소재 시조의 특징 중 하나인 

琴譜의 어긋난 감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48)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당시 시조와 함께 전성기를 맞이한 歌辭가 악곡으로 다듬어져 

악보에 수록된 예가 전혀 없다는 점, 시기별, 고악보별 시조 노랫말이 문학적

인 측면에서 담론과 미학 상 어떤 차이를 노정하는가 하는 점 등도 풀어가야 

48) �梁琴新譜�의 <琴部雅>를 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인심을 바르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거문고요, 그래서 사악한 것을 禁하는 것이 琴이라고 한 琴 觀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지나친 애정표현의 내용이나 기타 사악하다고 생각되는 노래가 거문고 교과

서격인 고악보에 실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琴部雅>, �梁琴新譜�, 

‘琴 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琴 之統也 故君子所當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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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문제들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비록 악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랫말

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일차 확인했고, 일상성 담론 또한 레퍼토리 형성으로 

인해 악조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긴 했지만 이 시기를 넘어서 거시

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는 또 다른 국면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조의 오롯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문제들

을 시간상, 역량 상 모두 논의하지 못하였다.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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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inctive Aspects of Sijo Discourse 

in 17th Century’s Old Music Scores 

Park, Sang-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distinctive aspects of Sijo in the 17th 

Century through five old music scores, “梁琴新譜Yangqeumsinbo”, “白雲庵琴譜

baekwoonamgeumbo”, “增補古琴譜jeungbogogeumbo”, “延世大學校所藏琴譜geumbo 

in Yonsei University”, “琴譜古geumbogo”, which were compiled in this time 

period. 

First, four Sijo works are found from the “梁琴新譜Yangqeumsinbo” and one 

of them is noteworthy because it was sung as 中大葉Jungdaeyeop, 初中大葉

Chojungdaeyeop, 二中大葉Yijungdaeyeop and showed signs to fit the Sijo format 

type since the 17th century.

In “白雲庵琴譜baekwoonamgeumbo”, there are three Sijo works (one has 

recorded music scores and two don’t) and one of them is discovered with last 

phrase being omitted. In “延世大學校所藏琴譜geumbo in Yonsei University”, there 

are 9 Sijo works performed with 中大葉Jungdaeyeop. In “增補古琴譜

jeungbogogeumbo”, there are three works performed with 數大葉Sakdaeyeop and 

one of them is noteworthy as a clue about the relations between Sijo and 

Goryeosokyo because it is a modified work which adapted the Goryeosokyo 

“Gasiri” according to the Sijo format. In 琴譜古geumbogo, there are three works 

with high possibility that repertoire with 中大葉Jungdaeyeop were already set 

up at this time. 

Based on these five music scores, it can be mentioned that a lot of Geumbos 

were compiled in 17th century, not for the purpose of enlightening discourse 

at the national level but for referencing for music lovers by themselves to 

memorize songs individually. It is also discovered that Sijo was performed with 

only 平調pyeong-jo out of 羽調woo-jo, 羽調界面調woojokyemyen-jo, 平調pyeong-jo, 

平調界面調pyeongjokyemyun-jo in early 17th century, but it was performed with 

other three and 數大葉Sakdaeyeop as well after the mid-17th century.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change in the musical tunes, lyrics do not show a 

significant change at this time because it is estimated repertoire with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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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 of music was already formed in 17th Century. However, performing itself 

would give a certain impact on change and loss of lyrics because it tends to focus 

on communication and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singers and audience.

Clarifying characteristics in Sijo from old music scores is meaningful in that 

Sijo can be understood better not only as written poetry but also as oral poetry 

and overcome bias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have been proceeded mainly on 

Sijo lyrics collection(歌集).

Key words : Old music scores(琴譜Geumbo), Sijo in 17th century, change of 

tunes(Jundaegyeop) & Lyric, Discourse(風流Pungryu, Ordinariness, Com

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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