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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검색 기능을 갖춘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라는 

자료가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근대시

조의 문화콘텐츠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몽

기․근대시조 DB의 특성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개선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이 

자료의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계몽기․근대시조 DB는 12,500여 수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근대시조를 한자

리에서 일별할 수 있도록 집성해 놓았다는 점과 문헌 및 작가명․작품명 검색, 

원문 검색, 시기별 검색 등의 검색 기능을 갖춘 최초의 시조 DB라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그러나 이 DB는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가 형성되지 않아 제목이나 원문이 고어

나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검색이 되지 않으며, 1945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

과 개인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이 대거 누락되어 있어 계몽기․근대시조의 총체

적 모습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작자 표시

가 실명, 호, 필명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 작가별 자료 추출에 불편함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DB 활용을 제고(提高)하는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 마련, 작품 별 내용소(內容素) 색인어 부여, 고시조 DB와

의 통합, 작품 형식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시조문화정보시

스템’의 성격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계몽기․근대시조 DB가 형성된다면 이를 

연구 및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

대사 학습 및 근대기 국토 인식 등에 대한 보조 자료, 고유의 동식물 캐릭터 학습 

및 상업적 캐릭터 생성을 위한 원천 자료, 시조놀이 등의 시조학습 도구로 활용

 *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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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계몽기․근 시조 DB, 문화콘텐츠, 정규화 텍스트, 내용소 색인어, 시조

놀이, 패러디 시조, 시조문화정보시스템

Ⅰ. 서론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인문학의 위기 담론과 더불어 인문

학의 실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학문적 성과를 문화콘텐츠1) 분야와 접목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년 사이에 더욱 활발해져 

최근 인문학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

다. 고전문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스토리텔링 등의 기법으로 매체 전이

가 손쉬운 소설과 설화 등의 분야에서 일찌감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전시가 분야로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백순철은 <화전가>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을 정리해 두었는데, 이

를 통해 고전시가가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는 장르상으로는 향가와 고려

 1)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

하는 제한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지적․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무형자산을 포괄적으로 지목하는 것으

로 범위가 확장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의 기초 이론�,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에 본고에서도 ‘문화콘텐츠’ 또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그 밖의 각종 정보 자료나 도서 저작물 등 사람들의 감각 

기관에 포착되어 소통되고 유통되는 모든 자원들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미디어, 2004, 19쪽. 정인숙, ｢<사미인곡>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 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120, 한국어

교육학회, 2006, 55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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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활용 방식은 전시, 축제, 여행 테마파크 

같은 관광콘텐츠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2) 반면 시조와 가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화 작업은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

으며,3)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연구 또한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

다.4)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가 고전문학의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전문학을 연구자의 서재에서 끌

 2)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에 대해서는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220～224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3) 가사문학을 문화콘텐츠화한 사례로는 뮤지컬로 연행된 <사미인곡>(2001.10.8-9, 광주문

화예술회관), 송강의 일대기를 창작무용극으로 꾸민 <사미인곡>(2011.9.15-16, 세종문화회

관), 규방가사 <덴동어미화전가>를 소설화한 �덴동어미전�(한겨레출판, 2012), 안동내방가

사전승보존회가 개최한 <내방가사경창대회>(1997-2013) 등이 있으며, 시조문학의 문화콘

텐츠화 사례로는 소리극 <황진이>(2010.9.7-16, 국립국악원), 해남과 보길도 유역에서 개최

되는 <고산윤선도축제>(2001∼), 제천시에서 열리는 <옥소축제>(2004〜) 등이 발견된다. 

<덴동어미화전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황진이, 송강, 고산 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

가들의 생애를 공연물 등의 콘텐츠로 만들거나 그들과 연고가 있는 지역의 지역 축제로 

발전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사문학의 콘텐츠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

화콘텐츠화 방향｣(�고시가연구� 33권,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박진태, ｢14장 고전문학

의 지역성과 <상춘곡>의 축제화｣(�한국문학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정인숙, 

｢<사미인곡>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 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국어교

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최혜진, ｢가사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열상고

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김병국, ｢가사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한국시가문화

연구� 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등이 있다. 시조 문학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연구 

성과로는 이찬욱, ｢문화콘텐츠로서의 시조문학 : 시조 낭송의 콘텐츠화 연구｣(�시조학논

총� 19권, 한국시조학회, 2003), 한창훈, ｢문화콘텐츠로서의 시조문학 : 시조문화 정보시스

템 개발의 가능성과 전망｣(�시조학논총� 19권, 한국시조학회, 2003), 이상욱, ｢만횡청류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 대중가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찾기｣(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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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어 대중화하고, 현대적으로 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

안임을 생각할 때 가사와 시조 문학에 있어서도 이른바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제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5) 인문학에서 문화콘텐츠 산

업에 기여하려면 가장 먼저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주력해야 한다. “원

자료-기록자료와 현장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축적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6) 교육적 측

면에서든 상업적 측면에서든 어떠한 콘텐츠화도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사문학의 경우는 임기중 교수가 �역대가사문학전집�(전 51권)에 수록된 

작품에 300여 편의 작품을 보강하여 구축한 사이버 텍스트인 “한국역대가사

문학집성”(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a.co.kr, 2,800여 편의 

가사 작품 수록)과 담양군청이 주관하는 국가지식포털 사이트 “한국가사문

학”(http://www.gasa.go.kr, 440여 편 수록) 등을 통해 가사 작품을 사이

버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7) 하지만 가사문학은 현전하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

데다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않은 작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전 작

품을 한자리에 모아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 일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반해 시조문학의 경우는 1970년대에 이미 심재완 교수의 �교본 역대

시조전서�가 발간됨으로써 1차적으로 시조 자료가 정리되었으며, 이후 40여 

년 동안에 발굴되고 축적된 46,400여 수의 고시조를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작품 원문과 부수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 일

 5) 주영하, ｢문화콘텐츠 산업만이 국문학의 살길일까?｣, �고전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문

학회, 2004, 81～84쪽.; 한창훈, 앞의 논문, 37～62쪽.; 백순철, 앞의 논문, 217～249쪽.; 이찬

욱, 앞의 논문, 5～35쪽. 

 6) 주영하, 앞의 논문, 84쪽.

 7) 가사문학 DB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혜진, 앞의 논문, 530～531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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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전자텍스트로 만들어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고시조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고, 이를 토대로 한 �고시조대전�(김흥규 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이 발간됨으로써 고시조 자료 정리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8) 하

지만 �고시조대전�의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사이버 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

아 연구자와 일반 학습자가 DB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

데 최근 검색 기능을 갖춘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

화｣9)라는 DB 자료가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근대시조10)의 콘텐츠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계몽기․근대시조의 DB를 활용하

여 근대시조의 콘텐츠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

초학문자료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몽기․근대시조 DB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들 원천 자료를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8) 김석회, ｢고시조 데이터베이스의 완성과 통계적 상상력의 가능성｣,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525～535쪽.

 9)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계몽기․근대시조 DB의 정식 명칭은 ｢계몽

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이지만, 이하 본고에서는 ‘계몽기․근대시조 

DB’라는 약칭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10) ‘근대시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고시조’와 대립되

는 시조를 가리키는 범박한 의미로 ‘근대시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이 

‘근대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구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구축된 ｢계몽기․근대시

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라는 DB를 대상으로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므

로, ‘근대시조’의 개념 규정을 유보하고 이 DB에서 대상으로 삼은 19세기 말에서 1945년 

이전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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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몽기․근대시조 DB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1. 계몽기․근 시조 DB의 특성  한계

계몽기 근대 시조를 집성한 성과로는 �근대시조대전:잡지편�(임선묵, 홍

성사, 1981), �근대시조집총람�(임선묵, 단국대출판부, 1988), �근대시조

집람:신문편�(임선묵, 경인문화사, 1995) 등이 있어 근대시조 DB 구축의 

기반이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에 막대한 양의 새로운 자료를 추가

하고,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활용하면서 새로이 발굴되는 자료까지 지속

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DB 시스템 출현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여 구축된 

것이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라는 DB이다. 기초

학문자료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라는 DB는 ‘2011년 토대기초연구지원 연구결과물 추적 및 DB 구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기존에 수행한 ｢고시조, 계몽기시

조, 근대시조 텍스트의 집성과 계보학적 연구｣라는 과제를 통해 수집․정리

된 시조 자료 중 종이책으로 발간한 고시조 작품을 제외한 19세기 말에서 20

세기 전반기 간의 문헌 220여 종으로부터 추출한 12,500여 수에 이르는 시

조 작품을 가공 처리하여 XML 방식의 마크업 언어로써 전자화하여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11) 

이 DB는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 → 토대연구 DB 

→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 DB 이용’으로 접

속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방대한 양의 근대시조를 한자리에서 일별할 수 있

도록 집성해 놓았다는 점과 검색 기능을 갖춘 최초의 시조 DB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DB를 이용해 문헌 및 작가명, 작품명 검색, 

11) 이형대, ｢2011년 선정 토대기초연구지원 연구결과물 추적 및 DB 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계몽기․근대 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2012.8.28, 한국연구재단,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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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검색, 시기별 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문헌별 수록 작품과 매체별 수록 

작품을 비교할 수 있고, 특정 작품의 문헌 수록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시조가 수록된 문헌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맨 위

에 시조 수록 문헌 목록과 수록 작품 수를 기록하고, 아래에 각 문헌의 수록 

작품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수록 일자, 발간사(發刊社), 출판 장소 등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2>는 텍스트 검색을 통해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

어가 있는 작품을 추출한 결과이다. 이러한 검색 기능이 있어 문헌별 검색, 

제목 및 소제목(삽입 제목) 검색, 수록 일자 별 검색, 어휘 검색 등을 통해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추출하여 연구 및 교육, 문화콘텐츠 생성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문헌별 검색

 

<그림 2> 텍스트 문자열 검색 

이와 같은 검색 기능을 갖춘 계몽기․근대시조 DB 구축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자리에서 단시간에 다양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DB를 이

용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DB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큰 

불편함은 현대 한글 표기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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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정규화 텍스트를 마련하고자 한 원래의 작업 계획을 미처 달성하지 못하

여 작품 제목과 작자명, 텍스트 등이 고어나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검색

이 용이하지 않다.12) 예를 들면 자산(自山)이나 춘원(春園)의 작품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산’, ‘춘원’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자산/自山’, ‘춘원/春園’ 등의 다양한 검색 요소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제목이나 텍스트 검색에 있어서도 고어로 표기되어 있거나(ex. ‘’) 한자로 

표기 된 경우(ex. ‘金剛山 毘盧峯에서’)는 표기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는 검

색이 어려워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XML 방식에 의한 DTD와 마크업을 설계하

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조 어휘의 빈도 통계 자료 및 시

조 어휘 빈도의 시대별 통계 자료를 추출하는 등 통계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

이다. 이외에 문헌 사이의 중출/신출 작품 분석, 작품별 창곡의 변화/분화 정

보, 작자 표시의 일관성/충돌 정보, 語形 표기의 다양성 및 분화 정보, 작품

별 초․중․종장별 어휘/구문 비교를 통한 친족형․근접형․작품군 추출 등

의 다양한 자료의 추출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의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13)고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목표는 근대시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고시조 DB 구축 틀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실질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된다. 고시조는 한 작품이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어 이본과 변

형이 큰 의미를 지니지만 계몽기․근대시조의 경우는 한 작품이 다른 문헌에 

중복 수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헌 사이의 중출/신출은 큰 의미를 지

12) 이에 대해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 

신성환 선생은 토론문을 통해 “과제 수행 시 정규화 텍스트 생성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선정된 10여 개 팀에게 일괄적으로 원문 입력 DB를 

최종결과물로 제출하도록 한 결과 실제 DB에 작업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설명

하고, 대규모 DB 구축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별 자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13) 이형대, 앞의 결과보고서,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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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곡의 변화/분화 정보, 어휘․구문 비교

를 통한 친족형․근접형․작품군 추출도 고시조 자료를 대상으로 할 때 유용

한 분석 도구라고 생각된다. 시조 어휘 빈도 통계 및 어휘 빈도의 시대별 통

계 자료 추출 등의 작업은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를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모든 작품의 졍규화 텍스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가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작가 정보 또한 현재는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실명, 

호, 필명 등이 원자료 표기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작가별 정보 수집이 수월

하지 않다. 또한 해당 작품의 수록 일자와 발간사, 출판 장소 외에는 매체 및 

문헌에 대한 자세한 해제가 부기되지 않아 매체의 성격에 따른 작품 유형 분

석 등의 작업에도 한계가 따른다.

2. 계몽기․근 시조 DB의 활성화 방안

문학 연구자가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협력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

할은 믿을 만한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처리와 효율적

인 검색 방법 지원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구축된 정보의 질과 함께, 효

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검색 방법의 지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

리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효율적인 검색 방법이 지원되지 않는

다면 그 데이터의 가치는 반감된다.14)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방대한 DB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이용된다면, 그마저 종이책의 보조 자료 또는 전자텍스트로만 인식된다면 이

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드러난 불편 사항들을 보완하여 전문 

연구자, 학습자, 일반인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면서도 

14) 한창훈, 앞의 논문,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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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교육콘텐츠,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구자가 

세상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계몽기․근대시조 DB 이

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 마련

현 상황에서 계몽기․근대시조 DB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급선무는 작

자명, 작품명 등의 한글 검색 기능 추가와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를 마련함으

로써 현대 표기로 텍스트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 상태

로는 검색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종이책의 보조 자료 역할에 머

물 가능성이 크며, 일반인의 접근을 어렵게 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15) 현

대어 정규화 텍스트가 마련된다면 다양한 조건의 검색을 통해 근대시조 어휘

의 특질은 물론, 이를 통한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감성 특성, 주제 및 소재 

등의 미학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유용한 자료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출된 결과물은 우선적으로 어휘 용례 색인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어휘가 어느 작품에 얼마만큼 쓰였으며, 어떤 시적 맥락과 더불어 출현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어휘가 언제부터 출현하는지 등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제의 시대적 변이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몽기, 근대시조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독립, 자주, 문명, 개화, 무궁화, 태

극기 등의 어휘 검색을 통해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문화적 무게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작자 표시의 일관성도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동일 작가의 이름이 

15) 주변 연구자들에게 탐문해 본 결과, 실제로 이 DB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종이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DB에서 확인하고 작품의 입력 원전을 취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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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표성을 갖는 표기로 통일하거나 이름과 

호, 필명과 본명 등을 연동시키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가 

해결되어야 작가별 작품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다. 고시조에 비해 근

대시조는 상대적으로 내용 파악이 쉬우나 여전히 현대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휘나 한자 어구, 음절 생략 등으로 인해 의미 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

이 산재해 있으므로 작품 본문에 주석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전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육자 및 학습자, 일반인까

지 근대시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내용소 색인어 부여 

근대시조는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근대시조에 대한 

그간의 관심은 시조의 형태적 변이와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시대적 변화와 이

념들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근대시조의 내용적․이념적 변화 양상을 효율적으

로 밝히려면 주제 및 소재에 따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시조 작품을 내용 및 특질에 따라 변별해 보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시도되었

다. 송계연월옹이 편찬한 가집 �고금가곡�의 경우는 평시조 246수를 “인륜, 

권계, 송축……閨怨, 이별, 別恨”의 19종류로 나누어 배열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가지 분류 체계가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김흥규는 “어떤 작

품을 하나의 범주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분류는 체계의 간명함을 위해 작

품의 다면성과 내용적 혼합성을 무시하게 되므로 작품이 지닌 주요 내용, 소

재, 특질이 여러 항목에 걸쳐 있을 경우 그것들 모두가 검색, 분석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16)는 의견을 개진하고 고시조 내용소 색인 목록을 만들어 

16) 김흥규, �고시조 내용소의 분포 분석과 시조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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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바 있다.

내용소(內容素)란 ‘내용 구성 요소’의 줄임말로서, 시조 작품에 나타나는 

제재, 시간적․공간적 상황, 인물, 관심사, 意識, 감정 표현 등에 걸친 주요 

내용과 특질들을 대상으로 한다.17) 2012년에 발간된 �고시조대전�에는 내

용소 색인이 부기되지 않았지만 원 자료인 ｢고시조, 계몽기시조, 근대시조 텍

스트의 집성과 계보학적 연구｣ DB에는 46,400여 수의 고시조 작품마다 13

개 영역 300여 종의 어휘로 구성된 내용소 색인어가 부여되어 있다. 내용소 

색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222남의님 남의님 남의님 333남녀 남녀 남녀 777그리움 그리움 그리움 888정념 정념 정념 CCC말놀음 말놀음 말놀음 2남의님 3남녀 7그리움 8정념 C말놀음 

 됴타 고 남의님을 양 보랴

 열흘 두 닷와 여드레만 보고지고

 도 셜흔 날이니  이틀만 보고지고 

위에서 짙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내용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작품은 인

물(2)로는 ‘남의님’, 관계(3)에 있어서는 ‘남녀’, 심적 태세(7)는 ‘그리움’, 감

정(8)은 ‘정념’, 언어․문학상의 관련(C)에서는 ‘말놀음’으로 분류되어 있다. 

모든 작품에 이와 같이 내용소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면 ‘남의님’이라는 색인

어를 입력하면 임자가 있는 이와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며, ‘그리움’이라는 항목으로 검색을 하면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을 

일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소 목록 검색은 계몽기․근대시조 DB에도 필수적인 장치이

다. 물론 고시조 DB의 내용소 색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따를 것

이지만 기본적인 설계 방향을 공유하면서 근대시조에 빈출(頻出)하는 세부 

17) 김흥규, 앞의 책, 11쪽과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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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추가하여 근대시조에 맞게 수정한다면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내용

소 검색을 현재 구축된 계몽기․근대시조 DB에 적용할 수 있다면, 계몽기 

및 근대에 이르러 어떤 제재나 주제가 전승, 소멸, 생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고시조, 현대시조와는 다른 근대시조만의 내용적․미적 특질 및 근

대 격동기에 근대시조가 강조한 이념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추출해 낼 수 있

다. 예를 들어 계몽기․근대시조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이념성을 꼽는

데, 실제로 전체 작품 중에서 이념성을 드러낸 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으로 어떤 이념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시기별 또는 매체별 주요 이념들은 무

엇이었는지 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시조 DB와의 통합 또는 연계

계몽기,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연

구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19세

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있는 자료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근대시조 DB는 중요한 원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계몽기․근대시조 DB는 앞

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7년∼2010년에 걸쳐 이루어진 ｢고시조, 계몽기시

조, 근대시조 텍스트의 집성과 계보학적 연구｣의 결과물을 일부 가공한 것이

다. 고시조 부분은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를 포함하여, 작가 정보, 악곡 정보, 

내용소 분류 등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DB로 구축되었으나 결과물로 출간

된 �고시조대전�에는 이러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이

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목적에 따라 간편하게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용하기에는 정확도와 시간상 한계가 있으므로 검색 도구를 갖춘 2차 DB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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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절실하다. 고시조 DB를 2차 DB로 전환할 때 고시조 DB와 근대시조 

DB의 통합 또는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시조 DB 설계에 적용한 기준을 근대시조에도 적용하여 계몽기․근대시

조 DB를 보완한다면 그 DB는 시조문학의 총체적인 모습과 시대적 변화상을 

모두 담아낸 명실공히 시조문학의 메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통합된 시

조 DB가 구축된다면 시조문학의 전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시조문학

의 역사를 문화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조의 

향유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조 음악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작품의 

소재와 주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자 층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시대에 

따라 시조의 주류 사상은 어떻게 변천하는지, 작가 또는 시대에 따라 시조의 

미의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 다양한 문화적․학술적 물음에 대한 답을 

시조 DB를 통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작품 형식에 대한 정보 제공

근대의식의 표출이라는 점 외에 근대시조에 대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다양

한 형식 변화이다. 근대시조는 제목 부여, 연시조, 종장말구 생략, 4․4조의 

가사형 시조, 사설시조, 6행 시조, 고시조 패러디 등 고시조와 다른 형식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현재 구축된 DB를 통해서는 작품 제목 및 삽입 

제목을 검색할 수는 있으나 연시조 작품, 종장 말구 생략 작품, 패러디 작품 

등을 일괄적으로 추출해서 분석할 수는 없다. 만약 DB를 십분 활용하여 종

장말구가 생략된 작품을 일괄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면, 어떤 작품에서 종

장말구 생략이라는 형식적 변이가 시도되었는지 그리고 시조창을 전제로 하

지 않는 근대시조에서 종장말구 생략을 시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화기 시조의 경우에는 특히 고시조를 패러디한 작품이 많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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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18) 패러디는 ‘작가의 의도성이 개재된 모방’19)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작가의 창작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시법이다. 그런데 패러디 기법을 적

용한 작품의 경우에는 고시조를 접한 기회가 적은 연구자나 학습자에게는 가

부 판결이 어려우며, 해당 작품이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을 패러디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고

시조 패러디 작품의 경우 패러디 작품임을 밝히는 표지를 부여하고 관련 고시

조 작품도 연동시켜 준다면 고시조와의 연속선상에서 근대시조의 특성과 의

미를 파악하는 시각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그 외 연시조, 4․4조 시조, 사설시조, 6행시조 등 근대시조의 다양

한 형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3행의 평시조 형식에만 익숙한 이용자들

로 하여금 근대시조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시조문학 자체에 대

한 흥미를 제고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5) 기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계몽기․근대시조 DB에는 19세기 말∼20세기 전반

까지 신문 및 잡지에 발표된 12,500여 수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으며, 1945

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과 개인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누락되어 있

다. 계몽기․근대시조를 총망라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서는 자료의 범위

18) 시조의 패러디 방식에 대해 장성남은 형식적 관습을 패러디한 장르 패러디와 작품을 

패러디한 경우로 나누고, 작품 패러디의 경우 원 텍스트를 거의 전적으로 계승하거나 부분

적으로 패러디하되 원 텍스트의 규범과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식과 원 텍스트의 기본

적 정조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원 텍스트의 작의를 변형시켜 패러디스트의 의도성을 

전달하는 변형형식의 패러디, 원 텍스트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격성을 드러내며 원 텍스트

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장성남, ｢�대한매일신보� 소재 패러디 시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29～51쪽 참조. 

19) 장성남, 앞의 논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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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촌 조애영 여사의 시조집 �슬픈 동경�

은 1958년에 간행되었지만 내용에는 망국인의 설움과 항일의식, 신여성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 등이 담겨 있으며, 근대시조의 형식적 특징(5∼9행 시

조)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20) 문헌의 출판 시기로만 근대시조

의 범주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임선묵의 �근대시조집총람�에는 

51종의 근대시조집에 수록된 창작 시조 1,500편 가량이 수록되어 있는데,21) 

개인 시조집의 경우는 자료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판권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르므로 시급함을 느끼지 않는 문제일 터이나 계몽기․근대시조 

DB는 근대시조를 총망라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간혹 발견되

는 중복 작품의 대교 작업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들 개인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도 DB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계몽기․근대시조 DB에는 문헌의 발행처 및 출판지가 명시되어 

있어 대체적인 문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문, 잡지, 문예지, 유학생 회보, 개인 시조집 등의 문헌의 성격에 대한 구별 

표지를 추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문헌의 유형이 명확하게 

파악될 경우 문헌별 작품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

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문예지에 실린 작품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면 문예지

에 실린 시조의 내용적, 형식적 특성 및 타 문헌과의 비교 등이 가능해질 것

이며 이를 통해 당대 사회 구성원의 사유 세계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덧붙여 각 문헌에 대한 간략한 해제 작업도 병행된다면 연구자 

및 학습자가 이용하는 데 더욱 편리함을 느낄 것이다.

현재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계몽기․근대시조 DB는 여

20) 백순철, ｢“근대시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모색-계몽기․근대시조 DB 활용 방안을 중심

으로-”에 대한 토론문｣, �현대시조와 문화콘텐츠�, 한국시조학회 제 59차 전국학술발표대

회, 2015. 12. 4. 

21) 임선묵, �근대시조집총람�, 단국대출판부, 1988, 일러두기,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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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방대한 근대시조 작품을 집성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DB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육자, 학습자, 일반인들이 많이 접속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과 지속적인 사이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하겠다. 교육자나 학습자를 위해서는 교재나 강의지침서 등에 이용법을 

안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일반인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

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 

‘근대시조’나 ‘계몽기시조’라는 어휘를 치면 해당 사이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사이트 관리와 자료의 업데이트도 필수

적으로 요청되는 항목이다. 현재의 인문학 관련 DB 구축 사업은 대부분 한

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므로 과제 지원 기간

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DB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실질적인 주체가 소

멸해 버려 일회성 작업으로 끝나고 방치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국

가 재정을 투입하여 생성된 국가지식이 개인의 연구 자료로 이용되는 데 그치

거나 관리 부실로 폐쇄되어 버린다면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DB 구축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만들어진 DB를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Ⅲ. 계몽기․근대시조 DB의 콘텐츠화 방안

계몽기․근대시조 DB의 활용 가치는 당연히 학술적 측면에서 가장 빛난

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요소들이 보완된 이상적인 DB가 구축된다면 

근대시조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

구 성과를 확인 또는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근대시조 DB는 유용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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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을 통한 수작업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 추출은 

지금껏 시도해 보지 못한 획기적인 연구 주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검색 도구를 이용한 결과 추출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작품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며, 막연한 추측 또는 직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근대시

조의 속성 및 이념 등을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게 해 줄 것이며, 새로운 연구 

방법의 출현을 견인해 낼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실용성을 제고(提高)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전문 연구자

를 위해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검

색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 및 교육자, 일반인들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조 DB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고시조 DB 작업

이 진행되던 초창기에 이미 한창훈에 의해 개진(開陣)된 바 있다. 그는 시조 

DB가 궁극적으로 ‘시조문화정보시스템’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교육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육용 고전문학 데

이터베이스는 언어 자료로서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참고 자료의 구성과 그

들의 연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위해 시조 DB에서는 작

품 해독을 위한 뜻풀이와 주석, 용례, 작품 해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작품에 

관한 문학 비평 논문, 작자에 대한 역사적․전기적 자료,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을 알 수 있는 자료 구축, 가창 연행의 음향 정보 제공, 작품에 관련된 이미지

나 동영상 링크 등을 제안하였다.22) 

한창훈이 제시한 시조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근대시조에 적용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시조 DB 활용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조 DB 설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십 수 년 전에 나왔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DB를 우리가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이

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작업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

22) 한창훈, 앞의 논문, 5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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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결과 보고서에는 “본 연

구팀이 전자문헌학적 토대 위에서 표준 지침에 따라 만드는 DB 자원은 운문 

고전텍스트의 전자화를 위한 모델로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자원은 학문적 차원의 활용만이 아니라 고전문학 교육 및 문화컨텐츠 

개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 표준 규격에 적합한 자료 기반을 마

련함으로써 해외 한국학의 수요에 부응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23)

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에는 그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 구

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다. 

작품 해석, 작품 연구, 작가 및 작품의 시대적 배경,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갖춘 ‘시조문화정보시스템’ 형식의 시조 DB는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생산 활동 즉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몽기․근대시조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은 시조 전체 또는 고시조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그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연구에서 의무처럼 행해졌던 대중매체나 관광콘텐츠 생성에 대

한 논의는 유보해 두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24) 

1. 근 사 학습의 보조 자료로 활용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문학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만큼 문

23) 이형대, 앞의 결과 보고서, 2쪽.

24) 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필자가 제안하는 작업들이 실제

로 실현 가능한지, 어떤 가공 작업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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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작품은 당대 사회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러므로 반대로 특정 시

대나 역사적 사건 등을 재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문학 작품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사와 관련된 시조 작품을 근대사 학습에 활용한다

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당시의 민심과 사회적 분위기까지 입체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합방’이라는 민족의 치욕적인 사건을 다룬 작

품들을 모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등을 사료나 사진, 신문기사 등과 함께 구성한다면 훨씬 구체적이고 실

감나게 당시의 사건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國賊

人類 아닌 즘승도, 졔 主人을 볼 젹마다.

리 치며 압발 들고, 반겨라고 놀거든.

엇지타, 國賊의 뎌 무리, 外人 보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9. 12. 8.

‘나라를 팔아 먹은 도둑’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개, 짐승도 주인을 보면 꼬

리를 치고 앞발을 들며 반기는데 매국노 무리는 오히려 주인은 외면하고 외국

인에게 꼬리를 치며 반긴다고 비난하며 그들을 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치부

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일합방 직전 외세의 침략이 극심하던 시기에 자신의 이

익을 위해 외세와 결탁한 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근대는 우리 역사의 격동기로서 다양한 이념이 들끓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20세기 초반에는 민족의 격동기를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했다. 계몽

기․근대시조 DB를 활용하여 당대 유명 인사들과 관련되는 작품을 뽑아 작

품에 구현된 인물 형상을 검토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채호, 이준, 안중근, 안창호 같은 애국지사와 을사오적(乙巳五賊) 같

은 매국노가 작가의 눈에는 어떻게 포착되었는지25) 캐릭터 분석을 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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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장르로의 캐릭터 전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들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문학작품에는 인물이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통해 형상화

되므로 살아 있는 인물 형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장소  지역 이미지의 창출  활용

고시조와 대비되는 근대시조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기행시조가 상당 

수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춘원과 육당이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식, 국토 사랑

을 기행시조로 표현한 이래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 상당수의 기행시조가 창작

되었다. 기행을 소재로 한 고시조의 경우는 유람 중의 감흥을 노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작품을 발견

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기능은 주로 기행가사가 담당하였다.26) 반면 근대시

조의 경우는 기행시조가 대부분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어 시조로써 한 편의 

기행문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시조를 통해 특정 장소나 지역의 이미지 추출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작품화된 금강산 기행시조는 대략 710여 수에 달하는데, 대부분 

연시조 형식을 취해 여정에 따라 서술하였으므로 당시 금강산 관광의 모습과 

대표적인 경유처, 특정 장소에 대한 설화 및 정서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된 금강

산 관광코스 및 관광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민족이 공

25)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시조 작품으로는 金鎰烈, <義烈士 安重根先生 二首>(�南鍾時調

集�, 1949), 金鎰烈, <義烈士 李 先生 二首>(�南鍾時調集�, 1949), 리졍두, <옥즁에 잇는 

신채호 선>(�新韓民報�, 1929.10.3.), 동수부, <안도산션 대상에>(�新韓民報�, 

1940.3.21.), 동수부, <범형에게>(�新韓民報�, 1941.12.4.) 등이 발견된다.

26) 고시조 중 기행시조의 특성에 대해서는 장정수, ｢기행시조의 창작 배경 및 특성 연구｣, 

�우리말글� 61집, 우리말글학회,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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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금강산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대부분 20세기 초반에 형성되었는

데27) 시조 작품을 통해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행시조 외에 근대시조에는 특정 장소를 노래한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28) 

역사적인 유적지와 고래의 명승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에 의해 

제주도, 통영, 한양 등의 명소가 새롭게 노래되는데, 이를 통해 근대에 이르

러 새로운 지역들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행시조 및 장소를 소재로 한 작품의 경우는 전자문화지도 방식이 효율적

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작품화된 지역을 지도상에 구현해 내고 

특징적 요소를 부기한다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시조문학에서 

노래한 지역의 분포와 장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전자

문화지도를 이용하여 고시조(고전문학)-근대시조(근대문학)-현대시조(현대

문학)으로 이어지면서 주로 어떤 지역이 시적 대상이 되었는지, 개별 장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나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과 관련된 작품 정보를 토대로 특정 지역의 문화콘텐츠 창출 활동도 유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9)

3. 고유의 동식물 이미지 추출

시/시가 연구 및 학습의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동식물 등의 소재에 대

27) 장정수, ｢19세기 처사 작 금강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152쪽.

28) 특정 지역의 경관을 노래한 작품으로는 <京仁八景>(조선일보, 1926.3.8.), <경주육곡>(임

선묵, �근대시조집람�, 546쪽), <한양육곡>(임선묵, �근대시조집람�, 542쪽), <수원팔경>

(임선묵, �근대시조집람�, 511쪽), <藥山六景>(임선묵, �근대시조집람�, 637～638쪽) 등 

다수의 작품이 전한다. 

29) 기행시조에 대한 전자문화지도 활용 방안은 토론을 맡아 준 신성환 선생의 조언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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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이다. 작품의 주요 소재는 해당 작품을 이해하는 데 열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시조 연구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동식물

에 대한 이미지 분석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시조와 마찬가지로 근대시조에도 다양한 동식물이 등장한다. 고시조에

서는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나 정서를 표출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동식물

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대시조에서는 동식물이 부수적인 소재로 그려

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자체로 노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특성을 

지니며, 신문물 유입과 함께 외래한 것이나 원래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

로 해석된 것들이 많아 흥미를 끈다. 계몽기․근대시조 DB에 내용소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동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교육적․문화적 콘텐츠 생성의 자원이 될 만한 것이 상당수 발견될 것이라 

예상한다. 

家猪

배가 에 닷건 四足은 무엇 하나

睡眠과 먹음새엔 너 홀노이 覇王일사

長壽도 마저 하려면 入山採藥 엇더노 

猫

먹으면 입 씨서라 정한 맵씨 귀타마는

시렁 위 엄식마저 접시 뒤짐 무삼 일고

러저되 옷독 시는 긔를 밋어 그런가

-穀明居士, <動物褒貶>, ｢조선일보(朝鮮日報)｣, 朝鮮日報社, 1931. 5. 14.

곡명거사의 <동물포폄>이라는 작품은 돼지, 소, 개, 여우, 고양이,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말, 당나귀, 원앙, 닭, 쥐, 이무기 14종류의 동물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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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은 작품이다. 대체로 특징적인 외관, 기질과 행위를 읊고 해당 동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 또는 호불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가저(家猪)>라

는 작품은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살이 쪄서 기어 다니는 듯한 돼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먹고 자는 데 있어서는 패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산에 들어가 약을 

캐어 먹고 장수까지 하는 게 어떠냐고 희롱함으로써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돼

지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묘(猫)>라는 작품은 음식을 먹은 뒤 깔끔하

게 입을 씻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귀를 쫑긋 세우며 사뿐히 내려앉으며, 부

엌 안의 음식까지 훔쳐 먹는 고양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일

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양이의 생태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고양이의 전

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고양이의 경우는 옛 그림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고시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고양이는 근대에 들어와 문학의 자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 동물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시조에서는 고사(故事)나 특정 이념과의 관련 속에

서 동물들을 소재로 채택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근대시조에서는 일상적 풍경 

혹은 작가의 미적 감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동물을 소재로 삼은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의 경우에도 고시조에는 나타나지 않는 금매화, 나팔꽃, 도라지꽃, 들

국화, 무꽃, 물망초, 옥잠화, 채송화, 포플라 같은 새로운 꽃과 나무가 등장하

거나 고시조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경우가 발견된다. 이 또한 근대 이전과

는 달라진 예술적 감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20세기 이후 제작된 서양화에서 

발견되는 소재들과 친연성이 있는 듯하다.

문학 작품 속의 동식물은 문화적인 친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친밀성

은 문학 작품을 통해 구현된 시대적․역사적․사회적인 특징들로서 공동체

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30) 그러므로 외래의 동식물 캐릭터보다 

30) 박선애, ｢한국근,현대문학의 동,식물 상징 기호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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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동식물 캐릭터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어떤 동식물이 문학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지, 그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하

는지, 당대의 예술적 경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등을 관찰함으로써 당

대 사회와 문화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우리 고유의 동식

물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캐릭터화해 보는 작업도 서양 캐릭터가 범람하

는 오늘날 흥미롭고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조놀이의 원천 자료로 활용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에 ‘가투(歌鬪)’ 또는 ‘시조놀이’라고 불리는, 고시

조를 적은 카드를 모아서 서로 짝을 맞추어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등장하였

다. 시조놀이는 100수의 시조 전체를 기록한 명함 크기의 종이 카드와 시조 

일부(초․중․종장)가 적힌 시조 카드를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한 사람이 

첫 구를 읽어 주거나 초장을 읽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종장 카드를 찾는 방법

으로 진행되는데 힌트 제시의 양에 따라 점수가 차등 있게 부여된다. 

가투의 출현에 대해서는 시조부흥운동으로 인한 시조에 대한 관심과 당시 

조선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취미담론의 실천적 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주장

과31) 和歌 놀이인 ‘가루다 놀이’를 차용한 것으로 일본이 의도적으로 보급시

켰다는32)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시조놀이가 20세기 초 시조 보급

에 일조하고 시조를 문학의 한 장르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에도 그 효용성을 타진해 볼 만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갖 온라인 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요즘 시조놀이를 학습

가능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30권, 우리어문학회, 2008, 151쪽.

31) 고은지, ｢20세기 놀이문화인 시조놀이의 등장과 그 시조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32) 서종원, ｢일제강점기 가투대회를 통해 본 가투놀이의 등장 배경｣, �語文論集� 54, 중앙어

문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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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게임 또는 오락용 게임으로 개발한다면 시조 학습을 좀 더 재미있고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온갖 단순한 시간 보내기용 게임과 파괴

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이 판을 치는 시대에 두뇌 활동을 요하고 정적인 놀이가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재미있고 특색 있는 카드 도안과 좀 

더 복잡한 게임 규칙 등을 개발해 낸다면 학습용 게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근대시조 학습의 또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패러디 놀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근대시조 중에는 고시조 형식을 이용하여 당대 현실에 맞게 

패러디한 작품이 여럿 발견된다. 이런 패러디 기법을 놀이 형식으로 변형시

켜 학습 도구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종장 부분을 패러디하게 

하거나 주요 부분을 빈 칸으로 남겨 둔 시조 틀을 제시하고 적절한 단어를 

넣어 패러디 작품을 만드는 놀이를 통해 시조의 형식과 의미 구성 등을 자연

스럽게 익히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가) 원 시조

이 몸이 주거 주거 一百番 고쳐 주거 

白骨이 塵土ㅣ 되여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 一片丹心이야 가싈 줄이 이시랴 �고시조대전� 3811.1

나) 패러디 근대시조

雪恥心

이 몸이 쥭어 쥭어, 百千萬番 다시 쥭어.

白骨이 塵土 되고, 그 塵土가  變도.

못 變리, 壹片丹心, 친 마음, 爲國雪恥.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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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작 패러디 시조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위의 예는 유명한 정몽주의 시조를 이용해서 패러디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이다. 맨 먼저 원 시조를 보여 주고, 다음에 패러디한 근대시조를 제시하여 

패러디의 예를 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 시조를 패러디

하여 종장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채워 넣게 하는 방식이다. 원 시조와 패

러디 시조를 통해 학생들은 종장에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결심’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비어 있는 부분에 개인적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는 일을 써 보게 한다면 고시조 창작 기법

도 익히고 근대시조의 계몽적 성격도 파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종장 중 한 행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패러디 기법 외에 작품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빈 칸에 적절한 단어나 구절을 넣음으로써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원 시조

이 자낭은 쥬야장 환미쥬고 강공 자낭은 고기 만니 낙거 안

쥬 만니 담당소 

도연명 자낭은 오현금  줄 골나 둥당둥당 실 느러 쥬고 장자방 자낭

은 게명산 츄야월니 옥통소만 슬피 부소

그 남어지 슐 코 가사기 글 지여 을푸길낭 가 모도 다 담당함셰 

�고시조대전� 5131.1

나) 패러디 근대시조

楊石然양석연 네 화션령으로 녹쥭모본 담당고 張韋庵장위암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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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쟝 명셰로 조 졔슐 담당소

황셩의 각 신문은 츙졀을 찬양야 셰게 광포 담당고 긔를 쥬 필쟈 

젹을 긔록야 쳔쳔만만셰 쥭류뎐 담당소

그남아 문명진보야 쥬독립을낭 우리 담당

｢대한매일신보｣, 1907.7. 27. <血竹歌 拾絶> 10

다) 창작 패러디 시조

        자네는           담당하고             자네는             담당하소

       은          하여          담당하고           는         하여 

         담당하소

그 나머지          을랑 우리 담당함세

위와 같은 패러디 작품은 거의 모든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작품 

구성이 리듬감을 띠고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

을 이용하여 청소 분담이나 학급 활동 분담 같은 단순히 업무를 분담하는 내

용의 간단한 패러디를 할 수도 있으며, 위의 작품처럼 해당 인물의 특성이나 

장기를 소개하고 상황 설명을 부연하는 방식의 좀 더 복잡한 패러디를 통해 

행사 계획을 세우거나 학급 학생들을 소개할 수도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사건을 학습하는 데에도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패러디 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조 패러

디 놀이는 창작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직접 시조를 지어 보게 함으로써 시조 

양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시조로 표현했다는 성취감

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시조에 대한 친밀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정

확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조 DB가 개발된다면 시조놀이등과 같은 다양한 학

습 도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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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인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사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정확하고 활용

이 자유로운 DB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시조의 경우 최근 검색 기능을 

갖춘 ｢계몽기․근대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라는 자료가 기초학

문자료센터(http://www.krm.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문화콘텐츠화

를 위한 기본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실질적인 활용 가능

성을 타진하기 위해 해당 DB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가 형성

되지 않아 현대어 한글 표기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검색할 수 없는 장애가 

따른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해당 DB가 12,500여 수에 이르는 방대한 계몽

기․근대시조를 집성하였으나, 1945년 이후에 출판된 자료와 개인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을 배제하여 완전한 계몽기․근대시조의 집대성에 도달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현재 가장 방대한 양을 

보유한 근대시조 관련 DB인 까닭에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연구 및 학습에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현대어 정규화 텍스트 마련 및 내용소 색인어 부여를 제시하고, 고시조 DB

와의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시조문화정보시스템’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DB의 실제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는 근대사 학습의 보조 자료, 장소 이미지 및 동식물 이미지의 학습과 문화콘

텐츠로의 전환 가능성,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놀이로서의 시조 학습 방안 등

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제시한 항목들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근대시조 

DB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향을 타진해 본 것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법 개발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 및 도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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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앞으로 실제 모형 설계를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화콘텐츠화

이긴 하지만 고전문학 자료의 무조건적인 콘텐츠화,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화

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

하고 효율적인 DB 구축과 콘텐츠의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 명확한 방향 설

정이 중요하다.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DB를 설계하고 작품과 

관련되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 작품을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연구자, 학습자,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

할 것이며, 인문학 관련 DB는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

며 다양한 생산 활동에 이용될 것이다. 연구자들이 생성한 DB를 이용하여 

교육콘텐츠 및 대중매체, 관광, 문화 상품 등의 상업적 콘텐츠를 창출해 내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이용자들의 몫이다. 인문학 연구자는 정확하고 풍부한 원

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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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ing and constructing the content for the Sijo 

database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Chang, Chung-Soo*33)

Recently with the research function, ｢XML Digital collection of Sijo Text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DB data is being provided through the 

Korean Research Memory (http://www.krm.or.kr) and the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ng the contents of Sijo Text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has been laid. 

In this paper,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Digital 

collection of Sijo Text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and searching 

for the improvement, I tried to find a way to make it into the content.

This database has the primary meaning in the integrating and glancing at 

the vast amounts of Sijo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to reaching 

12,500 pieces. In addition, it is the first Sijo data base which is provide the 

variety of search features according to literature, name of poet, title of work, 

original text, per period, and etc.

However, this database has the limits to verifying the overall aspects of the 

Sijo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The title and original text, which 

is written in the archaic word or Chinese character, could not be searched, 

because the standard type text of modern language is not formatted. And also 

the works and the individual Sijo works released after 1945 were missing in 

the database. It is inconvenient to extract the datum according to the poet, 

because poets are marked in the various ways such as one’s real name, nom 

de plume and etc.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s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database, 

I proposed the providing the standard type text of modern language, giving the 

index terms about content,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the work format and 

etc.

Furthermore, if the Sijo database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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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prepared the character of the Sijo Culture Information System could 

be built, it could be connected with the academic,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specific plan, I suggested as follow,

- learning support materials for the Modern history and the national territory 

recognition on the Modern Age

- source materials for studying indigenous animals and plants characters 

creating the commercial characters

- applicability as the Sijo learning tool such as Sijo Game

Key words : Sijo Database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Standard 

Type Text, Index Terms about Content, Sijo Game, Parody Sijo, Sijo 

Cultur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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