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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조와 가사는 한국의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갈래이다. 우리의 시가문학에서 시

조는 3장 6구 12음보의 형식을 갖추고, 한 수의 노랫말은 45자 내외의 길이를 지

닌 정형시를 의미한다. 조선후기의 사설시조는 시조의 변화를 수용하여 대체로 

3장의 기준만을 채택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편 가사

의 정의는 1행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100행 내외로 연속하는 장시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가사는 내용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야기로 연결하여 행수가 

훨씬 많아지는 경향을 수용하여 대상과 사물의 총체성을 읊어내고 있는 장시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사는 정형시와 장시로 고

전시가의 두 산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두 갈래의 노래가 서정을 기조로 하여 시조는 정형시의 양식을 

계승했고, 가사는 장시라는 장르의 양식을 차지하여 시가문학을 융성하게 했다. 

16세기 후반부터 두 갈래의 문학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향유하는 계층

이 늘어나면서 점차 이질성을 많이 드러내게 되었다. 시조는 시조창의 변화로 사

설시조가 등장하며, 가사는 현실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수용하

여 길이가 길어지는 변화를 수용하여 규방가사와 서사가사가 성행했다. 그러나 

단형의 정형시인 시조와 장시인 가사는 1행 4음보를 기준으로 창작되는 동질성

을 조선후기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향유방식과 그 상관성을 정형성과 비정형

성, 은유의 수사학과 환유의 수사학, 가창의 문학과 음영하는 문학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향유방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오늘

날 21세기 문화의 향유자들이 추구하는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글쓰기를 아우르며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세계를 항해하는 문화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시조, 가사, 향유방식, 정형시, 비정형시, 가창, 음 , 은유, 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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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글

조선시대의 가사와 시조는 장르상으로는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그 표현의 

방법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조와 가사는 우리의 선조

들이 향유하였던 문학의 양식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다. 가사는 장

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시조는 짧은 정형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1) 조

선전기 사대부들은 사회의 혼란을 싫어하여 아예 출사(出仕)를 단념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과 함께 은둔(隱遁)하려는 사상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

로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 시조와 가사를 많이 지었다.

한국의 문학사에서 조선후기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

로 많은 문학의 갈래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가곡, 시조, 가사, 민요, 판소리, 잡가, 무가 등의 갈래들은 

주된 향유자의 교류와 소통으로 사회의 계급이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문성과 오락성을 지향하는 유사한 표현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위

기에 따라 조선후기에 오면 시조와 가사도 서로 소통하며 변화하는 양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향유방식의 소통

과 변화를 정형성과 비정형성, 은유의 수사학과 환유의 수사학, 그리고 가창

하는 문학과 음영하는 문학 등의 관련양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시조와 가사의 형식과 그 구조에 대한 개별 논문은 많았으나, 시

조와 가사의 향유방식2)과 그 관련양상을 비교하는 작업3)은 조금씩 부분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통섭하고 융합하는 

 1) 류해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280쪽 참조.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향유방식’이라는 용어는 시조와 가사를 담당했던 계층이 창작하며 

노래했던 작품의 연행방식과 작시원리를 중심으로 문화를 즐기는 융합의 개념을 의미한다. 

 3) 신은경, ｢사설시조와 가사의 서술방식 대비｣, �서강어문학� 제4집, 1984, 73～95쪽.

조규익, ｢시조․장시조․가사의 일원적 질서 모색｣, �한국학보� 제17집, 1991, 81～118쪽.

윤성현, ｢후기가사의 이행과정｣, �연세어문학� 27집, 1991, 139～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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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을 융합하고 통섭하여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조선시대 문학인 

시조와 가사의 존재양상과 연행방식을 비교하며 그 질서를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갈래의 질서를 

점검하는 일은 형식주의와 구조주의의 표현형식에 대한 연구방향을 반성하면

서 문화의 측면에서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 의해서 창작된 가사와 시조의 향

유방식과 그 질서를 서로 비교하여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들 장르간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찾아 시조와 가사의 연구에 있어서 소통과 대화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2. 시조의 정형성과 가사의 비정형성

1) 시조의 정형성과 그 변화

조선시대의 시조는 한국의 정형시 중에서 가장 주류가 되는 갈래이다. 한

국의 정형시에는 시조와 한시(漢詩) 두 종류가 있다. 한시(漢詩)는 고대사

회부터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함께 향유

한 정형시라서 한국인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정형시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정

형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형시인 한시(漢詩)는 

한자(漢字)를 바탕으로 하면서 행과 운율이 더 까다로운 형식이라 시조보다

도 훨씬 더 엄정한 정형성을 요구한다. 

우리문학에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음보의 형식을 갖추고, 한 수의 노랫말

은 45자 내외의 길이를 지닌 정형시를 의미한다. 조선후기에는 사설시조가 

시조의 변화를 수용하여 대체로 3장의 기준만을 채택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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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평시조는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사대부에 의해 구현된 가장 정제된 시형이

라서 일탈하려는 변형성은 단지 한 음보 내에서 일어나는 자수율의 변화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동창(東窓)이 갓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 칠 아희 지금(至今) 아니 니러냐

녀머 래 긴 바츨 언제 갈려 니 4)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라

무심(無心)한 빗만 싯고 븬  저어 오노라 5)

위의 두 작품은 평시조로서 널리 알려진 노래이다. 앞의 작품은 남구만

(1629-1711)이 지은 것으로 전원생활의 풍류를 즐기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권농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음 작품은 월산대군

(1454-1488)이 지은 것으로 인간세상에서 물욕에 벗어난 경지를 무심(無

心)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여 한 폭의 동양화처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압축되는 3단계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

국 문학의 갈래 중에서 가장 짧은 형식인 평시조는 대부분 3장 6구 12음보의 

형식을 지니고, 한 수의 노랫말이 45자 내외의 길이를 갖추고 있어서 내용이

나 형식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

리 선조들은 ‘가장 잘 다듬어진 정형시’인 평시조의 구조가 무미하고 건조하

게 지속되며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대부

 4)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899번 참조.

 5) 심재완, 위의 책, 296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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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평시조는 3장 6구 12음보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음보 내에서

의 글자 수는 비교적 자유롭게 변하고 있다. 평시조에서 종장의 처음 구절을 

3자와 5자로 정하는 규칙이 있으나, 평시조의 각 음보에서는 2자에서 7자까

지 자유로우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미학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정형시인 평시조에서도 자유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선인들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형시인 평시조에서 이러한 변형이 나

타난 것은 다른 나라의 정형시와 견주어 볼 때 이미 우리의 정형시인 평시조

에는 자유로움을 내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조선시대 유학의 관념적 질곡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던 당시의 선각자들은 

비교적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며 실리적인 학문에 매혹되어 시조의 변화를 적

극적으로 추구하였다.6) 조선후기에 사설시조는 일부 비판적인 사대부 계층

의 참여와 중인 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갈래로 정착되었다. 

들에 연지(臙脂)라 분(粉)들 사오 져 장야 네 연지(臙脂) 곱거든 사쟈

곱든 비록 안이되 음면 네업든 교태(嬌態) 절로 나는 연지분(臙脂粉)이외

진실(眞實)로 글어량이면 헌 속슬 만졍 대엿말이나 사리라 (846)7)

위의 작품은 화장품 장사와 소비자인 부인들이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상행

위의 대화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나 산문에서 사용

하는 대화체를 수용하여 시조가 지닌 3장의 문법을 수용하고 있다. 사설시조

의 큰 특징은 평시조보다 각 장에 표현한 서술의 내용이 길어졌다는 사실이

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기본자질인 형식의 정형성이라 할 수 있는 초장, 중

 6)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증보)�, 신구문화사, 228～229쪽, 2000, 참조. 

 7) 심재완, 앞의 책, 84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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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종장이 그 길이 면에서 길어지는 변화를 추구했다. 이리하여 사설시조의 

담담층은 평시조의 3장 6구 12음보의 45자 내외의 평시조 형식을 변형시키

기에 이르렀다. 3장은 외형상 그대로 두었으나 6구와 45자의 형식을 과감하

게 파괴하여 장형의 사설시조를 개척하였다. 이 사설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초장, 중장, 종장의 정형성을 지속하면서 그 길이를 

길게 변화시키고 있다. 결국,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정형성을 비

교적 잘 지키면서 각각의 음보 내에서 음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의 미학

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사설시조는 각 장의 음보를 자유롭게 늘여서 시조가 

지닌 3장의 정형성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2) 가사의 비정형성과 지속발

가사는 한국의 장시라고 할 수 있다. 가사는 3․4조나 4․4조의 율격을 바

탕으로 1행 4음보를 기준으로 연속하는 장시라고 할 수 있다. 가사는 주로 

내용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대상과 사물의 총

체성을 읊어 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사는 조선시대의 장시로서 고전

시가의 중요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학에서 서정시인 짧은 시가 ‘단

순한 정서의 태도를 구현한 시, 연속적인 기분이나 영감을 직접 표현한 시’임

에 비해서, 장시(長詩)는 ‘다수의 정서를 기교에 의하여 결합한 어떤 복잡한 

관념의 이야기를 포함한 일련의 긴 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8) 그래서 장시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어느 일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중간, 끝이라는 보다 완결된 형식으로 사물을 총체적으로 다루

고자 하는 작가의 정신과 관련이 있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사문학

의 대표적인 작품인 <관동별곡>의 결말부분을 통해서 가사의 비정형성을 살

 8) 남송우, ｢서사시․장시․서술시의 자리｣, �한국서술시의 시학�, 현대시학회편, 태학사, 

1998, 47～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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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선산(仙山) 동(東海)예 갈길히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볘여누어 풋을 얼픗드니

에 사이 날려 닐온 말이 

그 내모랴 상계(上界)예 진선(眞仙)이라

인간(人間)의 내텨와셔 우리 오다 

져근 듯 가지마오 이술잔 먹어보오 

북두셩(北斗星) 기우려 창해슈(滄海水) 부어내여 

저먹고 날머겨 서너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여 냥(兩腋)을 추혀드니

구만리(九萬里) 장공(長空)애 져기면 리로다

이술 가져다가 사(四海)예 고로화 

억만( 萬) 창생(蒼生)을 다 (醉)케 근 후(後)에

그제야 고텨맛나  잔 쟛고야 

말디쟈 학(鶴)을 고 구공(九空)의 올나가니

공듕(空中) 옥쇼(玉簫) 소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을 여 바다 구버보니

기픠 모거니 인들 엇디알니 

명월(明月)이 쳔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쵠듸 업다 <관동별곡>9)

위의 작품은 상계(上界)의 신선이 지상으로 하강한 모티브를 가사로 표현

한 작품이다.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태의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가사는 1행 4음보의 형태를 무제한으로 연속하는 서술방식을 취하면서 

비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가사는 1행 4음보를 기준으로 황정경을 잘못 읽어서 인간세계로 낙향

 9) 정철, �송강가사(성주본, 17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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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선을 입몽(入夢)과 각몽(覺夢)의 모티브를 반영하여 문체의 반복을 통

해 확장하면서 행을 무제한으로 연속하는 비정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비정형성은 산문성과 이야기의 묘사를 적극 수용하여 장시의 형식으

로 나아가고 있다. 

기행가사인 <관동별곡>은 1580년에 정철(1536-1593)이 관동관찰사로 부

임하여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그곳의 자연풍경의 아름다움과 절묘함을 노래한 

기행가사이다. 위에 인용된 부분은 <관동별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화자가 동

해의 여행을 마친 후 신선이 되기 위해 꿈을 꾸는 꿈속에서 황정경 한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세계로 귀양을 온 신선이 되어 북두칠성의 국자로 푸른 바닷

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선이 되는 모습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 이

처럼 <관동별곡>에서는 신선의 모습을 이야기처럼 묘사하고 그 내용을 자세

하게 표현하여 그 행수가 길어지니 비정형의 장시가 되고 있다.

조선후기 사설시조는 각 장의 음보가 평시조보다 길어지는 자유로움은 있

으나 3장이라는 구조 속의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가사는 1행이 4음

보를 유지하여 행간의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행이 무제한으로 길어지고 

있어 비정형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설시조가 3장의 형식에 

구속된 정형성을 지닌 정형시라면, 가사는 반복적 표현과 의미를 확대하며 

이야기를 담아서 노래하는 비정형성이 우세한 장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의 가사인 <용부가>, <우부가>, <노처녀가> 등에서는 서민이

나 평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가사의 서사성과 오락성을 표현하여 그 내용

면에서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 길이가 200행 내외로 길어져서 비정형

성을 통한 이야기를 지닌 장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서사화는 현

실주의의 발전으로 형성된 동시에 사실주의를 풍부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 장편의 서사가사인 <농가월령가>, <연행가>, <일동장유가> 등은 

10) 임형택, �이조시대서사시�, 창작과비평사, 1992,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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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로 표현한 장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11)

따라서 서정장시인 가사문학은 짧은 시조문학에 비해 시간, 사건, 역사, 사

회 등에 대한 작가의 주관과 가치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이야기를 표현하는 

장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이 시조의 장르와 함께 가사문학을 향

유하고 선택한 원인은 바로 작가의 가치관과 주관을 작품 속에 자세하게 이야

기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조의 정형성과 가사의 비정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

대에는 시조가 서정을 기조로 하여 정형시의 양식으로 창작되었다면, 가사는 

이야기를 표현한 일련의 장시로서 자유시의 양식을 융합하고 계승하여 창작

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갈래의 담당층이 비슷한 계층이어서 장시와 정형시로

서 두 장르는 서로 소통하며 작가들의 현실인식을 표출하고 서로 교섭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시조는 3장이라는 정형성을 표현한 반면에 가사는 4

음보 연속체라는 운율의 조건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식의 제약이 없는 느슨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비정형성이 시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장시이고 자

유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장르는 조선후기에 오면 내용면에서 산문성

과 오락성을 함께 표현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3. 시조의 은유성과 가사의 환유성

1) 시조의 은유성과 시 가조의 미학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조와 가사가 지닌 수사학의 특성을 크게 은유와 환

유로 나눌 수 있다. 시조와 가사는 같은 시대에 지어진 소설의 문학이나 동시

대에 지어진 다른 양식의 글보다 언어의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11) 류해춘, �장편서사가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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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사학은 웅변술이나 말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

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을 위한 도구를 찾는 능력을 수사

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의 수사학에서는 설득의 방법으로서 말하기 기

술이라는 관점을 넘어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 관통하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수사학을 다루고 있다. 수사학의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보

여주는 학자는 니체(1844-1900)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진리를 ‘한 무리의 

은유, 환유, 의인화’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간이 사유하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수사학이 지닌 비유의 덩어리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니체는 서구의 철학

에서 오래도록 추구해오던 진리라는 개념자체가 기원을 상실한 ‘낡은 동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담론의 자

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비유한 담론들을 모아 놓은 것

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야콥슨(1896-1982)은 오늘날의 수사학을 은유와 

환유의 두 가지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12) 

먼저, 은유의 미학을 수용하여 언어의 전환을 주된 수단으로 하면서 산수

자연의 모습에 성리학의 성정미학을 표현하는 시조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

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산(靑山) 엇데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 엇데야 주야(晝夜)애 긋디아니고 

우리도 그치디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도산십이곡>

이 시조의 작가는 초장에서 청산은 시간이 흘러도 푸르다는 불변함을 표현

하고 있으며, 중장에서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

12) 로만 야콥슨(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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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표현하여 두 행의 병렬을 이루어내고 있다. 작가는 만고에 푸르고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청산과 유수로 비유되는 자연의 불변함을 동경하며 

자신의 이상세계로 삼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종장에서 자연의 불변함을 이

어받아 우리도 변함없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종장에서 작

가는 청자를 향하여 다정하게 ‘우리도’라는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여 항상 

자연처럼 변하지 않고 푸르게 살아가자며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작자는 초장과 중장에서 행과 구문의 병렬이라는 은유의 수사학을 통해서 자

연의 불변함을 노래하고 있으며, 종장에서까지도 인간이 자연처럼 자신의 수

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명제를 반복하고 강조하는 은유의 수사

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반복되는 행의 병렬과 반복을 통해서 은유의 수사학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13) 시조의 작품에는 위의 시조처럼 초장과 중장의 통사구

조가 그대로 반복되는 행의 병렬이 구사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조의 표현은 주류담론이 아닌 대항담론인 구술문화의 특성을 드러내

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14) 

문자문화인 형식적인 언어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되도록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병렬과 반복의 표현은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은유의 수사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민요와 같

은 구술문화에서는 병렬과 반복을 위주로 하는 공식구가 존재해서 중요한 작

시법과 수사학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조에서 행의 병렬과 문장구조

의 반복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시에 대항하는 담론으로 노래하는 문학이고 구

전되는 우리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13) 류해춘,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 그 표현의도와 수사학｣, �고시가연구� 27집, 한

국고시가문학회, 2011, 221쪽 참조.

14) 윌터 J,옹(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995, 55～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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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기서는 시조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을 살펴보았다. 은유의 수사학은 계

열체의 언어나 병렬의 문장들을 결합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는 동일선의 세계

를 함축하는 언어의 전환기법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시조에 나타난 은유

의 수사학은 시조의 초장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어받아 전개하면서 새로운 

내용의 전개를 최대한 억제하여 초장에서 제시한 명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유

사성의 수사학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수사학

은 시조에서 기호와 관념의 사이를 모순이 없는 등가관계로 연결시키며 시조

가 내포하고 있는 명칭인 시절가조(時節歌調)라는 시조미학의 명칭을 획득

하는데 손색이 없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가사의 환유성과 시사평론의 미학 

수사학에서 비유적 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은유의 원리와 환유의 원리

를 상정할 수 있다. 은유와 환유는 언어구조의 양극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수사학이며 보편과 개별에 관한 철학의 관심과 유사의 원리와 인접의 원리라

는 언어작용과 상호관련이 있다. 문학작품의 구조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조직

은 수직의 축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계열의 축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수직축으로 이어지는 언어의 비유적 표현인 은유는 각각이 서로 다를 지라

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일련

의 단어들과 서로 연관관계가 맺어져 대체되거나 계열체의 영역으로 의미의 

축이 형성되는 작시원리가 작동하는 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으로 수평축으로 이어지는 언어의 비유적 표현인 환유는 문장 안에서 단어들

이 서로 의미를 확장하면서 기계적인 순서로 연관관계가 맺어져 인접한 영역

이 서로 치환되거나 통합체의 영역으로 의미의 축을 확장하는 작시원리가 작

동하는 동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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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고전시가에는 은유의 수사학으로 언어를 전환해서 계열축이나 

수직축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정치현실과 산수자연을 노래한 시조의 작품도 

있고, 환유의 수사학으로 언어를 확장하여 통합축이나 수평축으로 사대부들

의 정치현실과 백성교화를 노래한 가사의 작품도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시가문학에서 환유의 수사학으로 언어를 확장하여 통

합축이나 수평축으로 사대부들의 정치현실과 기행유람을 노래하는 가사의 작

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사성의 원칙인 은유에 비해 인접성의 원칙에 의해

서 만나는 원리가 환유이다. 환유는 기표가 대상의 보편적 본질에 미처 닿기

도 전에 인접한 사물로 연상이 옮겨간다는 특징이 있다. 가사문학의 작시원

리를 환유라고 가정하고 그 향유방식과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조차 삼기시니

 연분(緣分)이며 모 일이런가

나나 졈어잇고 님나 날괴시니 

이음 이랑 견졸 노여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하요 네쟈 얏더니 

늙거야 므일로 외오두고 그리고

엊그제 님을뫼셔 광한젼(廣寒殿)에 올낫더니 

그더 엇디야 하계(下界)예 려오니

올저긔 비슨머리 헛틀언디 삼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마 눌위야 고이고

음의 친실음 첩첩(疊疊)이 여이셔

짓니 한숨이오 디니 눈믈이라

인생(人生)은 유한(有限) 시도 그지업다

무심(無心) 세월(歲月)은 믈흐 고야

염량(炎涼)이  아라 가 고텨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일도 하도할샤 <속미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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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인곡>은 작가가 50세가 되던 1585년에 동인(東人)의 공격을 받아 

벼슬을 그만두고 1589년까지 창평에 낙향하여 임금님을 사모하면서 지은 가

사이다. 임금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연군의 정을 한 여인이 남편을 이별하고 

연모하는 마음에 비겨서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의미의 변화는 동

사를 추적하여 환유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자는 태어나서 임을 사랑

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동사의 어휘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접한 동사의 단어를 통합축이나 수평축으로 확장하여 의미를 확대하는 환

유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인접한 동사인 ‘삼기시니’, ‘날괴시니’, 

‘그리고’ 등의 연결은 서로 사랑을 하고 헤어져서 서로 그리워한다는 의미

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동사의 문체는 서술의 길이가 길어져도 괜찮은 가

사의 장르에서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속미인곡>은 끊임없이 인접한 대상의 의미와 결합하여 서술의 길이를 더해 

가는 환유의 수사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환유는 은유의 이상화하려는 경

향과 궁극적으로 모순되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물질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환유의 의미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반복하기보다는 작품 속에서 그 

뜻을 인접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의미를 확장하며 표현하는 것이

다.15)

지금까지 가사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을 살펴보았다. 환유의 수사학은 경

험적이고 특수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같은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되는 단어와 문장을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환유는 

은유의 관념화하려는 성질과 궁극적으로 다르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려는 의도

성에 출발한다. 그래서 환유는 이상성과 보편성을 지니기보다는 체험성과 특

수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은유가 보수의 표현이라면 환유는 진보의 표

15) 마이클 라이언(나병철, 이정훈 옮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갈무리, 

1996,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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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되고, 은유가 정적이며 전통을 지향하고 결정하는 의미라면, 환유는 동

적이며 미래를 지향하고 미결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사문학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체험의 내용을 비판하며 표현하

는 개화기가사가 지닌 시사평론(時事評論)이라는 미학을 일찍이 담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시조의 가창성과 가사의 음영성

1) 시조의 가창성과 유행가로서의 의미

시조와 가사는 과거 우리나라 고유의 시문학이 지녔던 1행 4음보의 운율을 

함께 공유하며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하여 지속하고 있는 장르이다. 조선시대

까지 정형성의 운율과 함께 계승되어 온 전통의 시가문학은 악장( 章)과 시

조(時調)가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악장인 <용비어천가>는 피지관현(彼

之管絃)하는 악장으로 처음부터 음악으로 노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창작된 예술이었다.16)

시조는 조선시대 국문시가의 중심을 이루며 작가층의 폭이 매우 넓고 작품

의 내용도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20년대를 기점으로 시조는 우

리나라의 다른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는 서구문화의 유입과 발달한 인쇄술의 도입으로 새롭게 지어진 현대시조는 

우리의 현대 문학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읽혀지기 위한 작품으로 창작되었

고 텍스트를 읽는 것이 작품의 감상의 시작이었다. 이 시기 이전의 고시조는 

읽기 위해서 창작된 현대시조와는 달리 부르기 중심의 노래로서 향유되었다

고 할 수 있다.

16) 장사훈, �국악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1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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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6세기 시조의 가창공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산십이곡

발>은 귀중한 자료이다. 퇴계( 溪) 이황(李滉)은 한문문학으로 <도산잡영

(陶山雜詠)>과 <도산기(陶山記)>를 짓고 새롭게 국문문학으로 <도산십이

곡>을 엮었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일체의 글쓰기를 한문으로 하였으나 가창

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문으로 노랫말을 엮어야 했다. 당시에 국문

문학인 시조는 가창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었다. 퇴계는 당시의 한시(漢詩)는 

고시(古詩)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로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말로 엮어야 해서 <도산십이곡>을 지었다고 한

다. 

이 도산십이곡은 도산의 늙은이가 지었다.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지었는가? 

우리나라의 가곡이 대저 음왜(淫哇)함이 많아 족히 말할 것이 없다. 翰林別曲

(한림별곡)같은 노래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긍호방탕(矜豪放蕩)하고, 아울

러 설만희압(褻慢戱狎)하여 더욱 군자(君子)가 좋아할 바가 아니다. 오히려 근

세에 이별육가(李鼈六歌)라는 노래가 있어 세상에 성전(盛傳)하니 오히려 그

것이 한림별곡보다는 좋아졌으나, 이 또한 아깝게도 완세불공(玩世不恭)의 뜻

이 있고 온유돈후(溫柔敦厚)한 내용이 적다. 늙은이는 원래 음율(音律)은 모르

나 그래도 세속의 음악을 만족하게 들을 줄은 안다. 한가히 지내며 병(病)을 다

스리며 무릇 성정(性情)에 감발(感發)되는 것이 있으면 매양 이를 시(詩)로 읊

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詩)는 고시(古詩)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노래를 부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말로 엮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음절(音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이별육가(李鼈六歌)를 본받아 도산육곡(陶山六曲) 둘을 지었다. 그 하나는 언

지( 志)요, 또 하나는 언학( 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朝夕)으로 익혀 

노래를 부르게 하고 책상에 기대어 듣고자 함이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비린(鄙吝)를 씻고 감발융통(感發融通)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나 듣는 자 서로 유익(有益)함이 없을 수 없다. 돌아보건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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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매우 어긋나서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 말썽이나 일으키지 않을지 모르리

로다. 또 이것이 강조(腔調)에 속해서 음절(音節)과 맞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

러나 아직은 이를 지어서 상자에 갈무리하고 때때로 꺼내어 보아 자성(自省)한

다. 그리고 후일에 보는 자에게 취사(取捨)함을 기대한다.17)

위의 예문에서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의 시조는 가창의 형태로 노래하고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시조는 노래로 불리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시조를 얹어 부르던 곡조도 

시조의 역사와 비견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과거 문헌의 유실과 

자료의 엉성함으로 시조가 지닌 악곡과 음악의 변천을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악에서는 시조의 음악을 가곡창과 시조창

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 고유의 문학을 대변하는 정형시인 시조(時調) 역시 시절가조(時節歌

調)가 줄어서 된 것이라서 그 속성을 구분해서 말하면 문학으로 창작된 것이

라기보다는 가창을 위한 음악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설시조에서도 독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작품과는 달리 다수의 

인원이 열린 공간에서 연주를 통해서 연행되는 가창곡으로서의 맥락18)을 찾

을 수 있다. 

노치 조코 조흔 거슬 벗님야 아돗던가

춘화류(春花柳) 하청풍(夏淸風)과 추명월(秋明月) 동설경(冬雪景)에 

필운(弼雲)소격(昭格)탕춘대(蕩春臺)와 남북(南北)한강(漢江)절승처(絶勝

處)에 

주효난만(酒肴爛漫)듸 조은 벗 가즌 혜적(嵇笛) 

17) 이황, ｢도산십이곡발｣, �퇴계전서� 권43, 1600, 참조.

18) 김영운, ｢현행 가곡의 사설시조 가창 양상｣, �시조학논총� 43집,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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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리온 아모가이 제일명창(第一名唱)드리 

례로 벌어안 엇거리 불너 니 

중대엽(中大葉) 삭대엽(數大葉)은 요순우탕문무(堯舜禹湯文武)고 

후정화(後庭花) 낙시조( 時調)는 한당송(漢唐宋)이 되어 있고 

소용(騷聳)이 편악(編 )은 전국(戰國)이 되어이셔 

도창검술( 槍劍術)이 각자등양(各自騰揚)하야 

관현성(管絃聲)에 어엿다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도 몰라

남아(男兒)의 호기(豪氣)를 나 됴노라 19)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벗님, 아모가이, 명창, 남자 등은 같은 공

간인 놀이판에서 다양한 음악을 함께 가창하며 즐기고 있다. 가객인 김수장

(1674-1720)의 작품인 이 노래는 작품 내에서 당시의 노래판과 놀이터의 모

습을 표현하며, 시조가 가창하는 음악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충분한 자료가 

된다. 조선후기 놀이판의 주최는 사대부가 많았으나, 18세기 무렵부터는 부

를 축적한 중인층과 여항인들이 이러한 모임을 주도하여 가객들을 후원하기

도 하였다. 시조에서는 연행의 상황이나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정성이 

있는 발화가 이루어질 경우도 있고, 멋과 흥을 내세우며 농담과 비슷한 우스

운 소리인 허튼소리가 발화될 경우도 있다. 이 작품은 놀이판의 모습을 벗들

에게 자랑하며 벗들이나 참여자에게 가창하는 놀이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사설시조의 노랫말은 가창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데 근엄

한 소리를 노래하다가 우스운 소리인 허튼소리를 엇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근엄한 노래’는 평시조에 가까운 진지한 발화라고 할 수 있으며, 멋과 흥을 

강조하는 허튼소리나 우스운 소리는 사설시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술과 

안주가 소비되고 있는 가창공간에서 노래하고 가창하는 순서는 평시조와 사

설시조가 함께 어우러지며 뒤섞이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창공간

19) 심재완, 앞의 책, 62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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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도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명창, 남자, 벗님네 등으로 서로 노래를 주

고받으면서 가창분위기에 걸맞게 노래의 속도를 빨리하거나 노랫말을 진지한 

상황에서 허튼소리나 우스운 소리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놀이판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우리문학에서 시조라는 명칭은 ‘시절가조(時節歌調)’ 즉 ‘당대의 유행가조

(流行歌調)’라는 말이 줄어서 된 말이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시조’라는 장르

는 음악성인 가창성을 전제로 한 음악 곡조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20) 가

곡창은 음악적으로 더 세련되고 전문적인 성악곡이라면 시조창은 상대적으로 

더 단순하고 대중적인 성악곡이라고 한다.21) 19세기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과거에 없었던 개화기의 시가인 신체시, 창가(唱歌), 자

유시, 산문시 등의 새로운 문학 갈래가 등장하자, 새로운 신문학과는 다르게 

우리의 전통적인 옛날의 노래와 그 시형(詩形)인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

시(定型詩)를 시조(時調)라고 부르게 되었다.22) 이처럼 수 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창작되었고 노래로 가창되었던 이 시조는 문학의 갈래로는 

우리나라 전통 정형시의 한 형태로 알려진 동시에, 음악상으로는 시조창이면

서 유행가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함께 통섭되고 융합되어 있었다. 

2) 가사의 음 성과 독서물로서의 장시화

조선전기 가사는 가창과 음영이 함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의 

모든 가사가 거문고를 반주하고 가창하면서 전승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전기 가사에서 음영(吟詠)이나 독서물(讀書物)로서의 감흥을 일으키는 

가사에는 <선상탄>, <고공가>, <고공답주인가>, <누항사>, <연행가> 등의 작

20) 정병욱, 앞의 책, 177쪽.

21) 장사훈, 앞의 책, 297～384쪽 참조.

22) 최남선,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 �조선문단� 16호, 1926, 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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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있다.23) 개인적인 독서활동을 통해서 향유되는 가사는 개인이 혼자서 

감상하는 문학작품으로 근대의 문학과 그 감상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사는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장르의 하나로 

가창, 음영, 독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되었다.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의 향

유방식에 대해서 국문학계에서는 대체로 숙종(1661-1720)대까지는 가창된 

가사가 불리어졌으나 18세기 영정조 시대 이후부터는 음영이나 낭독의 방식

으로 바뀌어 향유되었다고 한다.24) 그러므로 18세기 이후에는 가사의 향유

방식에서도 가창의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음영이나 낭송의 방식으로 변하면

서 가사의 형식도 서정의 장시로 변하여 이야기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25) 이렇게 서정의 장시로 변한 가사는 음영과 낭독이 주가 되면서 

가창보다는 읽고 창작하는 독서기능으로서의 향유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이처럼 후기가사의 향유방식은 그 가창과 음영이라는 두 가지의 형

식과 함께 독서물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그 향유방식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가사라는 명칭은 원래 한자어(漢字語)로 ‘가사(歌詞)’와 ‘가사(歌辭)’라는 

두 가지의 표기가 있다. 가사(歌詞)의 경우 음악이라는 장르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자는 것이고, 가사(歌辭)의 경우는 음악의 경우와는 상관없이 음영

이나 낭송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사(歌詞)

를 가창을 위주로 하고 전제로 하는 노래의 말과 글을 의미하는 음악성이 짙

은 의미로 해석하고, 가사(歌辭)라는 명칭은 가창과는 관계없이 읽고 보는 

문장을 위주로 창작하여 독자들이 읽고 감상하는 작품26)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23) 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19～39쪽 참조.

24) 이혜순, �가사․가사론�, 서울대석사논문,1966, 20쪽 참조.

25) 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참조.

26) 서원섭, �가사문학연구�,형설출판사, 1979,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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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갈래는 시조와 같은 정형시(定型詩)가 아니라 장시(長詩)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사의 서술단위는 행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가사는 한 행이 

4음보 기준으로 3～4행이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루지만, 시조처럼 3행의 정

형시 구성이 아니라 비정형성을 지닌 장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창작

된 가사의 작품이 워낙 많은데다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그 형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조선전기 사대부

의 작가가 중심이 된 가사 작품을 보면 음수율에는 3․4․3․4조가 중심을 

이루고, 후기의 가사 작품들을 살펴보면 음수율에서 상당수가 4․4․4․4

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행은 가사를 필사하는 작업에서 줄이라는 의미로

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문학에서 행은 음보의 기준으로 보아 4음보를 

위주로 하여 2음보에서 6음보 까지를 상정할 수 있다.27) 여기서 설정하고 

논의하는 행의 단위는 가사가 낭독되거나 가창될 때에 필요한 휴지의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사대부가사는 3, 4 또는 4, 4조의 음수율

을 가진 2음보의 구절이 짝인 대구( 句)가 되어 1행을 이루고 100행 내외

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서사가사나 규방가사는 독서물이나 낭독

과 음영을 함께 하는 장시로 변하여 200행 이상으로 행수가 훨씬 많아지는 

경향을 띠게 되어 보고 읽는 문학으로서의 향유방식이 첨가된다.28) 

먼저, 낭송이나 음영의 자료인 <서호사>라는 가사를 노래하는 가창의 악곡

으로 작곡하여 가창을 하도록 하는 <서호별곡>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대(聖代)에 일민(逸民)이 되어 호해(湖海)에 누어 이셔 (前腔)

시서(時序)를 니젓다 삼월(三月)이 져므도다 (中腔)

각건(角巾) 춘복(春服)으로 세네벋 리고 (後腔)

27)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70, 99쪽. 

28) 류해춘, �장편서사가사의 연구�,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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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집송주(檜輯松舟)로 창오탄(蒼梧灘)을 건너 

연사한정(軟沙閑汀)의 안며 닐며 오며 가며 여 이셔 (大葉)

일점봉도(一點蓬島) 눌 위여 오뇨 (附葉)

춘일(春日)이 재양(載陽)야 유명창경(有鳴倉庚)이어

여집의광(女執懿筐)야 원구유상(爰求柔桑)이로다 (大葉)

첨피강한(瞻彼江漢)야 성화을(聖化乙) 알리로다 (二葉)

한지광의(韓之廣矣)여 불가영사(不可泳思)며 

강지영의(江之永矣)여 불가방사(不可方思)로다 (三葉)

묻노라 동적(洞赤)이 단사천곡을(丹砂千斛乙) 뉘라셔 머믈우랴 (附葉)

<서호별곡>29)

이처럼 <서호별곡>에서는 <서호사>에 노래하는 곡조를 부가하고 첨가하여 

음악의 곡조인 전강(前腔), 대엽(大葉) 등의 순차적인 악조를 첨가하여 전

문가인 가객들이 가창할 수 있는 음악으로 편곡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

호별곡>은 ‘삼강팔엽(三腔八葉)’이라는 악조의 편차에 의거했다 했으니 진작

(眞勺)의 형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진작(眞勺)의 형식은 고

려시대 때부터 궁중의 음악으로 사용하였던 격조가 있는 음악이다. 진작의 

형식은 궁중을 넘어서 사대부들에게 활발하게 수용되었으며 여러 가지의 악

조를 조합하여 장형의 시가인 가사의 연행30)에 적절하게 활용하였을 것이

다. 이처럼 16세기 <서호사>는 음영이나 낭송의 유형에서 가창의 방식을 적

극 활용하여 변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6세기 가사의 향

유방식은 가창과 음영의 방식이 공존하는 향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7세기의 가사에 오면 낭송이나 음영이 가사문학의 주된 향유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9)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0, 아세아문화사, 2005, 237쪽 참조.

30) 성기옥, ｢악학궤범과 성종 대 속악 논의의 행방｣, �시가사와 예술사의 관련양상�, 보고사, 

2000, 23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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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전에 지어진 가사의 연행에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아 가사의 향

유방식에 관련된 기록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심수경(1516-1599)

이 지은 �유한잡록�31)에는 16세기에 <면앙정가(1533)>, <남정가(1555)>, 

<관동별곡(1579)>, <서호별곡(1570)> 등이 지어졌다고 하였고, 1614년에 

편찬한 이수광의 �지봉유설�32)에는 당대의 가사에 관한 언급으로 <퇴계가>, 

<남명가>를 예로 들고 있어 많은 가사들이 창작되고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홍만종(1643-1725)의 �순오지�33)에서는 당시 <역대가>,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의 가사에 대하여 비평을 하고 있어, 가사문학이 가창하는 문

학에서 읽거나 보는 문학으로 변하여 독서의 기능을 하는 문학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때부터 독서를 하는 사대부와 문인 비평가는 가사

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대상으로 생각했고, 가사를 노래로 부르고 듣

는 문학에서 읽고 보는 문학으로서 그 기능이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나 와도 내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고 져것도 드려려코

람도 혀려 고 도 마즈려코

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료

아이 낫브거니 나조ㅣ라 슬흘소냐

오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라

이뫼 안보고 져뫼 거러보니 

번로(煩勞) 의 릴일리 아조업다

31) 沈守慶, ｢遺閑雜 ｣, �국역대동야승�Ⅲ, 민족문화추진회, 1984, 133쪽.

32) 이종은․정민, �한국역대시화류편�, 아세문화사, 1988, 388쪽 참조.

李睟光, ｢歌詞條｣, �芝峯類說� 권14, 참조 .

33) 洪萬宗, ｢旬五志｣, �홍만종전집� 상, 태학사, 1980,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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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이 업거든 길히나 젼리야

다만  청려장(靑藜杖)이 다 뫼되여 가노라 <면앙정가>34)

<면앙정가>는 송순(宋純, 1493-1582)이 관직에서 물러나와 면앙정에서 

한가하게 지내면서 산수의 생활을 사계절의 경관과 함께 노래한 것이다. 위

의 인용된 부분은 결말부분으로 은거지에 면앙정을 짓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곳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읊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가사는 자연가

사의 계보를 따지는데 중요한 자료인 작품이다.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노래는 <상춘곡>의 내용을 이어받아 자연을 완상하며 즐기는 모

습을 수필처럼 장시인 가사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

이 한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쏘

이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니 몸이 바쁠 수밖에 없다. 작가는 밤도 줍고 고기도 

낚으며 사립문을 닫으며 떨어진 꽃을 쓸면서 세상살이를 즐기고 있다. 이러

한 장시의 표현은 낭독이나 음영에 더욱 적합한 양식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사에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16세기 이전에는 노래를 부르는 가창

이나 음영의 연행방식이 주된 향유방식이라 할 수 있고, 17세기 이후의 가사

는 음영과 낭송을 통한 독서물의 자료로서 보는 문학으로 비평가의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7세기의 가사는 이전의 가사보다 다양

한 향유방식을 지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대부의 작가층들은 가창

으로서의 향유방식보다는 음영이나 낭송으로서의 향유방식을 자주 선택하여 

가사를 전승하고 계승하였다.

이러한 향유방식의 변화는 여성과 서민, 그리고 중인의 가객들이 가사를 

적극 수용하여 규방가사와 서민가사 그리고 장편의 서사가사를 창작하여 가

34)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7, 아세아문화사, 2005, 101～1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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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의 현실의 비판

의식을 주로 하는 현실의 비판가사와 이야기를 지닌 장편의 서사가사 그리고 

규방가사에 이르러서는 가사의 가창성과는 별개로 음영과 낭송의 방식이 주

된 향유방식과 연행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가창이 시와 음악

의 일치를 모색하는 향유방식이라면 음영과 낭송은 가사라는 감상하고 보는 

시의 의미를 보완하는데 치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시가문학

인 규방가사와 서사가사는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가사문학에서 가창보다는 읽

고 음영하는 당시 예술의 변화를 수용하여 가사와 시조의 연행방식을 16세기 

이전의 가창하는 방식에서 음영과 낭송을 중심으로 한 예술로 읽고 보는 문학

으로 변모하게 하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시조와 가사는 항상 가창인 음악과 함께 있었고, 그러므로 그 이

름의 명칭도 한자어를 순수한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때의 곡조’라는 시조(時

調), ‘노래의 말’이라는 가사(歌辭)라는 음악의 명칭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시조와 가사는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우리의 시가문학

을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 시조와 가사는 음악과 공존하면서 1행 

4음보의 율격을 기저로 정형시와 장시의 대표적인 갈래로 자리를 잡았다. 한

편 조선후기에 이르면 시조는 지속적으로 가창으로 향유되는 문학의 양식으

로 존재했고, 가사는 조선전기에는 가창하는 방식이 주된 향유방식이었다가 

조선후기에 와서는 점차로 음영이나 독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그 향유방식

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향유방식과 수사학의 관련양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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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면서 시험적으로 논의한 것을 다시 가다듬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

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정형성과 비정형성을 살펴보았다. 시조는 3장

의 짧은 구조 속에서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가사는 1행이 4음보를 

바탕으로 행간에는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행이 무제한으로 이어지고 있

어서 비정형성의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어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로서 장시

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조가 3장의 형식을 지닌 정형시라면, 가

사는 반복적 표현과 의미를 확대하면서 이야기를 담아서 노래하는 비정형성

이 우세한 서정장시라고 할 수 있다. 평시조는 3장 6구 12음보, 글자 수로는 

45자 내외라는 정형성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지만 ,각 작품마다 음보 내의 

음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의 미학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설시조는 각 장

의 음보를 자유롭게 늘여서 시조가 지닌 3장의 정형성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

다. 

한국문학에서 장시란 서정시인 짧은 시가 ‘단순한 정서의 태도를 구현한 

시, 연속적인 기분이나 영감을 직접 표현한 시’임에 비해서, 장시는 ‘다수의 

정서를 기교에 의하여 결합한 어떤 복잡한 관념의 이야기를 포함한 일련의 

긴 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장시는 대상을 순간

적으로 어느 일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중간, 끝이라는 보다 완결된 

형식으로 총체적으로 사물을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정신과 관련되는 양식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시로서 자유시의 한 갈래인 가사는 정형성의 시조에 

비해 시간, 사건, 역사, 사회 등에 대한 작가의 주관과 가치관이 깊숙이 개입

되어 이야기를 표현하는 장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이 시조의 장

르를 두고 가사문학을 향유하고 선택한 원인은 바로 작가의 가치관과 주관을 

작품 속에 자세하게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의 표출이고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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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조의 은유성과 가사의 환유성을 수사학의 이론으로 살펴보았

다. 시조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은 유사성의 언어나 병렬의 문장들을 결합

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는 동일선상을 표현하는 계열체의 세계를 함축하는 언

어의 전환기법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시조에 나타난 은유의 수사학은 시

조의 초장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어받아 전개하면서 새로운 내용의 전개를 

최대한 억제하여 초장에서 제시한 명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유사성의 수사학

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수사학은 시조에서 기

호와 관념의 사이를 모순이 없는 등가관계로 연결시키며 시조가 내포하고 있

는 명칭인 시절가조(時節歌調)라는 이름은 음악과 문학이 융합되어 있는 미

학의 명칭을 획득하는데 손색이 없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사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같은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접한 단어와 문장으로 확장하여 통합적으

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환유는 은유의 관념화하려는 성질과 궁극적으

로 다르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려는 의도성에 출발한다. 그래서 환유는 이상성

과 보편성을 지니기보다는 체험성과 특수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은유

가 보수의 표현이라면 환유는 진보의 표현이 되고, 은유가 정적이며 전통을 

지향하고 결정적이라면, 환유는 동적이며 미래를 지향하고 미결정적으로 나

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사문학에 나타난 환유의 수사학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체험의 내용을 표현하는 시사평론(時事評論)이라는 수필의 산문성과 장시

의 이야기를 융합하는 미학을 담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에 나타난 가창성과 음영성을 살펴보았

다. 시조와 가사는 원래 음악과 공존했던 것이다. 일정한 리듬을 지닌 시조와 

가사는 과거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문학이 음악과 공유했던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시조와 가사도 언어의 율격성

과 함께 존재하였고, 그래서 이름의 명칭도 ‘때의 곡조’라는 시조(時調)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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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말’이라는 가사(歌辭)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

사는 계급과 지역을 넘어서 각각 수천 편이 넘는 작품이 창작되어 1행 4음보

의 율격을 기저로 조선시대의 정형시와 장시라는 갈래로 자리를 잡았다. 정

형시와 장시의 형식을 대표하는 시조와 가사는 조선시대 국문시가의 중심을 

이루며 작가들의 폭이 매우 넓고 작품도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후기인 17세기에 와서 가사는 가창보다는 음영이나 독서의 향유방식

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사의 작가들은 가창으로

서의 향유방식에 추가하여 음영이나 독서로서의 향유방식을 자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성들과 서민들이 가사를 적극 창작하고 수용하여 가

사가 지니고 있는 가창의 향유방식을 낭독이나 음영으로 변화하는데 적극 기

여하였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의 현실의 비판의식을 주로 하는 서민가사와 

서사가사 그리고 규방가사에 와서는 가창과는 별개로 음영과 독서의 방식이 

주된 향유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가창이 시와 음악의 일치를 

모색하는 향유방식이라면 음영과 독서는 시조와 가사의 감상과 의미를 보완

하는데 치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예술인 시조와 가사는 임병양

란을 거치면서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시각의 변화를 수용하여 가사와 시조의 

연행방식을 가창에서 음영과 독서를 중심으로 한 읽고 보는 예술의 문학으로 

변모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관련양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앞으로 많은 자료를 점검하고 추가하여 시조

와 가사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는 일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정형시와 장시의 갈래와 향유방

식에 대한 복잡한 과제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가사와 시조가 지닌 문학의 

특성을 비교하며 그 동질성과 이질성의 질서의 원리를 모색하는 작업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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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론은 역사적이며 관습적으로 분리하면서 이해해왔던 이 두 갈래를 좀더 

구체적으로 융합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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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joyment of way on Si-jo and Ga-sa in Joseon Dynasty

Ryoo, Hae-Choon

This paper is compare to the enjoyment of way on Si-jo and Ga-sa in Lyric 

poetry. Si-jo and Ga-sa were created in Joseon Dynasty. Si-jo and Ga-sa is the 

Lyric poetry in traditional genre, representing Korea. These forms include the 

lyric genre but have a difference between the fixed verse and the long-poem in 

Joseon Dynasty. 

However, the two genres are the two genres had opened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from the very beginning in terms of gentry layer is the main 

writers. Joseon Dynasty those who enjoy the fixed verse and the long-poem, 

the literature of singing songs and reciting literatur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metaphor and metonymy rhetoric will reflect the era of awareness and 

enjoyment of contemporary perception of reality characters. 

It can be said that performing Si-jo and Ga-sa of enjoyment fashion and work 

to compare with realistic about the versification principles but check ahead a 

lot of data, and add to the task of finding a logic that can explain clearly remain. 

This paper will have to complement the many points made in an attempt to 

unravel the complex issues in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on-pronged 

approach and enjoyment of the fixed verse and long-poem

Si-jo and Ga-sa and similar expressions are writing and testing the various 

parties of the enjoyment of culture in today's era of change in the 21st century 

can be the compass to navigate a new world culture.

Key words : Si-jo, Ga-sa, Fixed verse, Long-poem, Singing, Reciting, 

Enjoyment of way, Metaphor, Metony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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