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횡청류의 한 독법(讀法)*49)

－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의 경우 －

 

이 태 **
50)

<국문초록>

이 글은 만횡청류의 한 독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만횡청류 독법의 

전제는 노랫말이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지만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보’는 독서

물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賓筵之娛’으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독서물이나 가창물

에서 희극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도 이런 특성과 밀접하다. 

‘만횡청류 독법의 전제들’과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진술들’을 고려했

을 때, ‘이제못보게도～’는 ‘이별하기 싫다’라는 화자의 마음을 희극적으로 표현

한 노래였다.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자신의 모습을 아이를 통해 임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희극적 요소에 기대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은 웃으며 떠날 수 있고 화자는 웃으며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개

야미불개야미～’는 ‘황당한 소문을 임이 믿지 않기를 바란다’는 화자의 마음을 불

구상태의 불개미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불개미가 광릉의 고

개를 넘어 가람[칡범]의 허리를 물고 북해를 건너갔다는 소문은 희극적 요소를 

더욱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주제어 : 만횡청류, 독법, 독서물, 가창물, 희극  요소

 * 이 글은 필자의 ｢만횡청류 ‘이제못보게도～’의 해석｣(�인하어문연구-김용성교수정년기

념논문집� 7집, 인하대, 2006.)의 일부분을 확장 심화하여 작성하였다. 

**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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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구영언(진본)�의 끝부분에 위치한 116수의 노래를 만횡청류라 지칭한

다. 만횡청류는 “淫哇한 내용의 노랫말을 흥청거리는 곡조로 왁자지껄 질러 

부르는 노래 장르”1)이다. 평시조와 달리 만횡청류는 초․중․종장의 길이가 

불규칙하며 소재 또한 다양하다. 예컨대 ‘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동물

이 등장하되 불구상태에 있는 것 등은 이전의 평시조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경우들이다. 이러한 경향이 후대의 가집에도 영향을 주었던바, 만횡청류는 

시조론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했다.

만횡청류 중에서 ‘이제못보게도～’가 있다. ‘이제는 못 볼 것이 확실’하다

면서 ‘어디가서 임 찾아보리’라는 진술로 보건대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을 매

개로 하는 노래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후에 진술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어질병’에 걸리고 ‘소변 보신’ 후에 ‘이마 위에 손을 얹

고 가랑이 추켜들고’ 등이 그것이다. 합리적 해석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해당 

노래는 �청구영언� 이외 18개의 가집에도 수록돼 있을 정도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인기 있는 레퍼터리였다. 그리고 ‘개야미불개야미～’의 경우도 심각한 

불구상태에 처한 불개미가 가람[칡범]의 허리를 물고 北海를 건너갔다는 소

문에 대해 임께서 진위를 판단하라는 진술이다. 불개미가 다리에 부스럼과 

종기를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극적인데 잔등이 부러진 상태에서 실현 불

가능한 행위를 했다는 소문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짓으로 희극적 요소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독법이 여타의 만횡청류를 이해하는 방

법일 수 있을 것이다. 

 1) 조규익, �우리의 옛노래 문학 만횡청류�, 박이정, 199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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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만횡청류 독법의 전제들

만횡청류 독법의 단서는 그것의 서발에 있다. 그에 따르면 �청구영언�은 

“무릇 당세의 호사가들이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손으로 펼치

고 눈으로 보게”2) 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호사가는 “사

대부나 사대부와 동등한 정도의 교양과 경제력을 가진 이들”3)이다. 그리고 

그들이 ‘외우고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노랫말이 음탕하고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어 족히 본받을 만하지 못”4)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김천택이 �청구영

언�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악노초에게 “민

간의 음란한 이야기와 상스럽고 외설스러운 가사도 있습니다”5)라고 진술하

는 부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 더 고려해야 할 독법의 전제는 ‘음탕하고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는 

시조가 “賓筵之娛”6)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賓筵’은 ‘酒宴席’을 가리키는 것

으로 이는 만횡청류의 서발에 나타난 대로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는 노랫말

이 진술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시조를 순정한 문학으로 대접하지 않고 ‘詩餘’

니 ‘時ㅅ調’라 이른 것도 이와 같은 배경”7)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의 시조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使凡當世之好事好事好事  口誦心惟 手披目覽.

 3) 남정희, ｢청구영언 편찬을 전후한 18세기 전반 경화사족의 시조향유 양상｣, �한국고전연

구� 8집, 한국고전연구회, 2002, 204쪽.

 4) 辭語淫哇 意旨寒陋 不足爲法.

 5) 委巷 井 淫哇之談 俚褻之設詞.

 6) ｢放翁詩餘 序｣, 我國所 歌  只足以爲賓筵之娛 ; �歌曲源流(河合本)�, 今之歌 只

用以爲 賓筵之娛 歎可惜.

 7) 최동원, �고시조론�, 중판;삼영사, 199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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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約正은點心을히고李風憲은酒肴을쟝만소

거믄고伽倻ㅅ고嵆琴琵琶笛觱篥杖鼓舞鼓工人으란禹 掌이려오시

글짓고노래부르기와女妓女花看으란내다擔當리라(#1673, *525)8)

주효가 구비된 공간에 約正․風憲․ 掌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여러 악기

를 담당하는 工人들, 그리고 기녀가 있었다. 이곳에서 연행은 위의 표현대로 

‘글짓고’ → ‘노래부르기’ → ‘女妓女花看’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에 

‘女妓花看’이 유흥공간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꽃보기[치맛속 보기]’9)라 할 

때 ‘글짓고’ → ‘노부르기’ → ‘女妓花看’의 역순이 연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이는 술과 안주, 음악이 구비된 공간에서 연행되었던 ｢한림별곡｣의 경우

와 유사하다. 예컨대 “｢한림별곡｣의 창작자들은 酒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

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연회의 광경을 나타내었으며 그 흥취를 묘사

했”10)다거나 “놀이의 전통은 ｢한림별곡｣의 작품구조가 ‘詩 → 書 → 花 → 

酒 → 妓  → 女人과의 情事’로 이어지듯 점차 흥취가 고조되는 방향으로 

짜여짐에서 확인할 수 있”11)다는 진술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노부르기’에서 ‘노’말은 ‘진지한 발화[근엄한 노래]’에서 ‘허튼소리[멋과 

흥]’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주효의 소비와 비례하기 마련이다.12) 

 8) 이 글은 �청구영언(진본)�을 대상으로 한다. 만횡청류를 사설시조로 지칭하는 게 일반적

이지만 편찬당시의 원본상황을 그대로 따르려는 의도로 ‘만횡청류’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원본에는 초․중․종장의 구분이 없지만 논의상 나누되 띄어쓰기는 원문대로 하지 

않는다. #는 �전서�의 번호이고 *는 �청구영언(진본)�의 번호이다. 심재완 편, �교본 역대

시조전서�, 재판;세종문화사, 1972.

 9) 이문성, ｢사설시조에 나타난 성적 어휘와 성풍속｣, �한국학연구� 19, 고려대한국학연구

소, 2003, 393쪽.

10) 김동건, ｢음주문화를 통한 한림별곡의 일고찰｣, �한국문화� 69집, 서울대규장각, 2015, 

20쪽.

11)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13쪽.

12) 김학성, ｢사설시조의 형식과 미학적 특성｣, �어문연구� 30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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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횡청류 독법의 전제를 살펴보았다. 시조 연행의 성격을 ‘개인 놀이형, 동

호인형, 패트론형, 놀이를 파는 형’13)으로 분류하거나, ‘연행예술로서 사설시

조가 지닌 문학적 성격’14)을 규명하거나, 그리고 프로이트의 농담이론에 기

대어 ‘가창 참석자들의 심리’15)를 논의했던 경우들 모두 ‘만횡청류 독법의 전

제들’과 직접이건 간접이건 관련돼 있다. 

결국 만횡청류는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손으로 펼치고 눈으

로 보’는 독서물이거나 ‘노부르기’를 위한 가창물로 기능했다. 이런 점을 고

려했을 때 독서물이나 가창물은 즐거움을 돋우는 내용[허튼소리; 멋과 흥]이

어야 한다. 행여 누군가를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온

전한 의미로서의 공격이나 풍자가 아니다.16) 독서물이나 가창물이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에 그 안에서 ‘희극성’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유쾌한 기분은 억제하는 힘들을 줄이고, 억압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쾌락

의 원천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분위기가 고양되면 농담에 대한 요구가 

사그라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른 때에는 억압됐던 쾌락

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농담이 노력하는 것처럼, 분위기는 농담을 대

체한다. … 성인들은 술의 영향으로 다시 논리적 강요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16쪽.

13) 신경숙, ｢사설시조 연행의 존재양상｣, �홍익어문� 10․11집, 홍익어문회, 1992, 745～759

쪽.

14) 조태흠, ｢18․9세기 장시조 연행의 기반과 그 문학적 의미｣, �도남학보� 15집, 도남학회, 

1996, 133～154쪽 ; 류근안, ｢사설시조의 연행화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4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49～64쪽.

15) 이영태, ｢시조의 가창공간과 가창 참석자들의 심리-프로이트의 농담이론을 통하여｣, �고

전문학연구� 27집, 고전문학회, 2005.

16) “풍자가 되려면 약자가 강자를 신랄하게 측면 공격하는 비판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데 사설시조에서 그런 풍자적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김학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187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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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정의 흐름을 자유롭게 처리함으로써 즐거움을 제공받는 어린아이가 된

다.17)

<맥주 파티에서 전해지는 우스갯소리들>에 대한 설명이다. 맥주 파티에 참

석한 자들의 억압된 마음을 이완시켜 유쾌한 기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음주’이다. 쾌락을 향해 분위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농담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참석자들은 그것의 논리에 의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

다. 즉 맥주 파티에 참석한 자들의 “농담으로서의 성격이 사고내용에 있지 않”

고 “형식이나 그것이 표현된 언어에서 농담의 성격을 찾아야”18) 한다는 것이

다. 

만횡청류가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지만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즐거워’

하는 기능을 했기에 노랫말의 형식적 지표를 ‘사설의 확장과 잉여’, ‘시어의 

반복’, ‘구조의 반전’에서 찾기도 하는데,19) 이 또한 ‘맥주 파티’에서 진술된 

우스갯소리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노랫말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확

장 및 유사, 반복은 ‘희극적 요소’를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에 해당한다. 

아래의 경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재너머莫德의어마네莫德이쟈랑마라

내품에드러셔돌곗자다가니고코고오고오좀고放氣니盟誓개지모진내

맛기하즈즐다어셔려니거라莫德의어마

莫德의어미년내라發明야니르되우리의아기이고림病아리와잇다감제

病밧긔녀나믄雜病은어려셔브터업니(#2531, *567)

17) 프로이트,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옮김, 재간;열린책들, 2004, 164～165쪽. 

18) 위의 책, 23쪽.

19) 고정희, ｢사설시조의 희극적 특징 고찰｣, �한국문학논총� 35집, 한국문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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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전반부에는 사위, 후반부에는 장모이다. 각각

의 진술을 통해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재구할 수 있다. 장모에 해당하는 

막덕 엄마는 자신의 딸 막덕이를 여자답다며 자랑을 했고 사위는 그것을 온전

히 믿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잠(돌곗)을 잘 때’에 ‘이를 갈고(니고)’ ‘코

를 골고(코고오고)’ ‘오줌을 싸고(오좀고)’ ‘방귀를 뀌(放氣)’는 막덕이는 

장모의 말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사위는 막덕이가 풍기는 모진 냄새 맡기가 

몹시 지긋지긋 하다(모진내맛기하즈즐)며 장모에게 어서 데려가라(어셔려

니거라) 한다. 하지만 막덕이에 대한 자랑이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장모

의 말(發明)은 변명치고는 낯설기만 하다. ‘임질(고림病)’ ‘배앓이(아리)’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증(잇다감제病)을 제외하고(밧긔)는 일

체 ‘잡병이 어려서부터 없’었다고 하는 장모의 진술은 자기 딸의 결함을 감추

는 게 아니라 사위가 미처 모르고 있는 병명들까지 들추어내는 데 집중돼 있

다. 이때 막덕 엄마가 내달아 변명하여 이르는 말(莫德의어미년내라發明

야니르되)에 귀를 귀울이고 있던 사위나 가창공간의 참석자들, 혹은 ‘손으

로 펼치고 눈으로 보’는 독서하는 자들은 그들의 예상이 일시에 무너지는 황

당함을 느끼게 된다. 이른바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무(無)로 갑작스럽게 변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격렬한 흥분”20)인데 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

가 이러한 진술이 막덕이에게 더욱 불리하다는 것을 막덕이 엄마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희극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 마련이다. 이는 “자기 자신

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21)으

로 막덕 엄마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막덕이가 잠자리에서 ‘이를 갈고’ ‘코를 

골고’ ‘오줌을 싸고’ ‘방귀를 뀌’었다는 진술은 ‘잉여’와 ‘반복’으로 희극적 요소

20) 이런 주장은 칸트를 필두로 웃음의 기제를 밝히려는 논자들에 의해 누차 거론된 바 있다.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5, 334쪽.

21) “희극적인 사람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희극적이 된다.(앙리베르그송, �웃음-희극성

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옮김, 세계사, 1999, 23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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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어찌 보면 사위가 장모를 향해 ‘잠버릇 험한 당신

의 딸, 막덕이 데려가라’ 하면 그만일 텐데 ‘～고’를 통해 나열하고 있는 것이

다. 

Ⅲ.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진술들

만횡청류 노랫말의 특성을 분류한 것에 의하면,22) ‘남녀 문제를 다룬 것들’

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른바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진술들’이 그것

이다. 특히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에서 만남의 즐거움보다는 이별에 따른 정

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도져무러지게져믈면은

새리로다새면이님가리로다가면못보려니못보면그리려니

그리면病들려니病곳들면못살리로다病드러못살줄알면자고간들엇더리(#2054, 

*506)

임과 이별하고 난 후 화자가 겪는 일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의 마지막 단계가 화자를 향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화자

는 마음의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못살리로다) 된다. 화자는 오늘 헤어지

면 병들어 못살게 될 터이니 차라리 병의 원인을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임에게 오늘밤 자고 가기를 권하고 있다.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다음처럼 제시할 수 있다. 

22) 이능우, �고시가논고�, 선명문화사, 1966, 285～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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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남을 반기다 → ②만나서 행복하다 → ③이별하기 싫다 → ④황당한 소

문을 임이 믿지 않기를 바란다 → ⑤이별 후의 외로움 → ⑥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다

여섯 단계로 제시했지만, ‘만남 → 행복 → 이별 → 외로움’의 순서가 일반

적이기에 ④의 ‘황당한 소문을 임이 믿지 않기를 바란다’ 부분이 ②의 ‘만나서 

행복하다’ 다음에, 혹은 ⑤의 ‘이별 후의 외로움’ 뒤에 위치해도 만남과 이별

의 정서로 일관되게 읽어낼 수 있다. 

만남에서 이별로 진전되는 과정(①～⑥)에 맞게 각각의 만횡청류를 제시

하고 해설을 간략하게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고래물혀채민바다宋太祖ㅣ金陵치라도라들제

曺彬의드칼로무지게휘온드시에후루혀리노코

그건너님이왓다면상금상금건너리라(#175, *499)

①만남을 반기다 : 고래가 물을 내뱉는 바다라 하더라도 건너편에 임이 왔

다 하면 ‘상큼상큼 건너겠(상금상금건너)’다고 한다. 임을 만나기 위해 건너

는 다리(리)는 화자의 마음을 반영한 듯 무지개 모양이다. 

金化ㅣ金城슈슛대半단만어더

죠고만말마치움을뭇고조쥭니쥭白楊箸로지거

자내자소나매서로勸만졍一生에離別뉘모로미긔願인가노라(#391, 

*466)

②만나서 행복하다 : 수숫대 반 단으로 지은 집에서 조죽이나 쌀죽을 젓가

락을 찍어 서로 권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임과 함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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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 이별하지 않는다면(一生에離別뉘모로미) 그저 행복할 뿐이다. 

가슴에궁글둥시러케고

왼기를눈길게너슷너슷와그궁게그너코두놈이두긋마조자바이리로훌근

져리로훌젹훌근훌젹저긔나남즉남대되그는아모로나견듸려니와

아마도님외오살라면그그리못리라(#33, *549)

③이별하기 싫다 : 화자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기를 바라면서 이별하기 

싫다고 한다. 가슴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새끼줄을 넣어 앞뒤로 잡아당긴다

는 표현이 다소 과장적이지만 차라리 그것은 ‘어떻게든 견디겠으나’ 헤어져 

살라고 하면 ‘그건 그리 못하겠(그그리못리)’다는 것이다. 

大川바다 가온 中針細針 지거다

열아믄 沙工이 길남은 沙於를 가지 두러메여 一時에 소치고 귀 여 

내단말이 이셔이다 님아님아

왼놈이 왼말을 여도 님이 斟酌소셔(#834, *501)

④황당한 소문을 임이 믿지 않기를 바란다 : 바다에 빠뜨린 바늘을 찾는 

과정이 일상적이지 않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바늘 찾는 것을 포

기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열 명 정도가 동원되어 사람의 키가 넘는 상앗대

로 ‘동시에 소리치(一時에 소치)’면서 ‘바늘 귀를 꿰어내(귀 여 내)’었다

는 ‘왼놈의 왼말’이 타당한지 ‘님이 짐작하’라는 진술이다. ‘왼놈의 왼말’은 짐

작할 필요도 없이 거짓이다. 

귓도리져귓도리에엿부다져귓도리

어인귓도리지새밤의긴소릐쟈른소릐節節이슬픈소릐제혼자우러녜어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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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여왼을드리돗오고야

두어라제비록微物이나無人洞房에내알리저인가노라(#352, *548)

⑤이별 후의 외로움 : 임과 이별을 한 화자에게 밤은 외로움을 절감하는 

시간이다. 노랫말에 표현한 대로 ‘無人洞房’에서 울고 싶은 화자였기에 ‘내 

속 알아줄 것은 저 귀뚜라미 뿐(내알리저)’이었던 것이다. 

님그려기피든病을어이여곤쳐낼고

醫員請여命藥며쇼경의게푸닥거리고무당불러당즑글기들이모진病이

릴소냐

眞實로님듸이시면곳에죠흘가노라(#723, *515)

⑥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다 : 임을 그리워하다가 마음의 병이 생

겼다. 의원․소경․무당에 기대 보았지만 마음 속의 ‘깊이 든 병’이 나을 리 

없다. ‘임 그리워 깊이 든 병(님그려기피든病)’에서 회복하는 방법은 ‘임과 함

께 있(님듸)’는 것이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기에 화자의 병은 더욱 깊어갈 

것이다. 

Ⅳ. ‘이제못보게도～’와 ‘개야미불개야미～’의 독법

‘이제못보게도～’의 노랫말은 ‘못 볼 것이 확실하다 → 어디 가서 임 찾아 

보리 → 아이야, 임 오시거든 → 살뜰히 그리워하다가 → 죽었다 하여라’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진술의 단계(①～⑥) 중

에서 ‘③이별하기 싫다’에 해당할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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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못보게도얘못볼시的實커다

萬里가길헤海口絶息고銀河水건너여北海리지고風土ㅣ切甚듸深

意山가마귀太白山기슭으로골각골각우닐며돌도바히못어더먹고굶어죽

희내어듸가셔님자보리

아야님이오셔든주려죽단말심도말고이그리다거어즐病어더서갓고

만나마달바조밋트로아장밧삭건니다가쟈근쇼마보신後에니마우희손을언가

레추혀들고쟛바져쥭다여라(#2368, *579)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못 볼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갖 고초를 겪더라도 임을 찾으려고 노력하

고(어듸가셔님자보리) 있다. 임을 찾아가는 ‘萬里가길’은 파도 쉬지 않고

(海口絶息) 은하수를 건널 정도로 험악하고 긴 여정이다. 그리고 北海 가로

막는 상황을 넘어 어떤 곳에 간다한들 그 공간의 풍토 또한 화자가 전혀 기댈 

수 없는 매서운 상황(風土ㅣ切甚)이다. 그곳은 ‘가마귀’가 ‘골각골각우닐’

다가 ‘굶어죽’은 척박한 ‘(땅)’이다. 어쨌건 화자가 임을 찾아 ‘어듸가’더라도 

그곳은 임의 소재를 알려줄 만한 여건을 갖춘 공간이 아니다. 임을 못 만나는 

것은 화자가 언급한 대로 ‘확실(的實)’하다. 

종장에 이르러 이채로운 것은 화자가 ‘아’를 통해 떠나는 님에게 전하고

자 하는 내용이다. 굶주려 죽었다는 말 대신 죽기는 죽되 죽음의 직접적인 원

인으로 제시한 내용이 ‘작은 소변(쟈근쇼마)’을 본 후(보신後) 이마에 손을 

얹고(니마우희손을언) 한쪽 가랑이 치켜들고(가레추혀들고) 자빠져 죽

었(쟛바져쥭다)다는 것이다. 임을 살뜰히 그리워하다(이그리다)가 병을 

얻어(病어더) 가죽과 뼈만 남아(갓고만나마) 죽었다 하면 될 터인데, 소변

을 본 후에 이마에 손을 얹고 한 가랑이(가레)를 치켜들고 자빠져 죽었다고 

전해달라는 진술은 초장․중장에서 ‘萬里가길’을 헤쳐가면서까지 임을 만

나려했던 모습과 배치되는 듯하다. 죽음의 직접적인 계기뿐 아니라 죽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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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연상하면 가히 희극적이다. 자빠지긴 했으되 이마에 손은 얹은 상태, 

그리고 한쪽 다리가 하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기에 

‘노부르’는 공간에 참석한 자이건 독서하는 자이건 해당부분에 이르러 웃음

을 짓기 마련이다. 소변을 보자마자 자빠져 죽은 자가 여성일 경우, 복장의 

특성상 희극적인 것은 더욱 배가된다. 

특히 ‘소변을 본 후에 이마에 손을 얹고 한 가랑이를 치켜들고 자빠져 죽었

다’고 전하라는 부분은 이후의 가집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쟛바져쥭

다여라’로 끝나는 �청구영언(진본)�과 달리 ‘죽어 귀신되어 임의 몸에 감기

겠다(�청구영언(육당본)�, �흥비부�)’거나 ‘죽더라도 달 속의 선녀를 만나 

장생불사하겠다(�병와가곡집�)’로 나타나는 것처럼 화자의 진술이 바뀌어 있

다. 전자는 ‘죽어 혼령이 되더라도 임의 몸에 감길 테니 떠나지 마시오’의 의

미이고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이 떠난다면 화자는 혼령이나마 장생불

사를 통해 위로를 받겠다’는 뜻이다. 어쨌건 ‘이제못보게도～’의 노랫말이 

가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개가 ‘이별하기 싫다’라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

내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희극적 요소에 기대 표현한 이유는 만횡청

류 독법의 전제들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개야미불개야미～’의 노랫말은 ‘심각한 불구상태에 처한 불개미 → 불개미

가 가람[칡범]의 허리를 물고 北海를 건너갔다는 소문 → 님이 짐작하시오’

로 구성돼 있다. 만남과 이별에 대한 진술의 단계(①～⑥) 중에서 ‘④황당한 

소문을 임이 믿지 않기를 바란다’에 해당할 노래이다.

개야미불개야미등부러진불개야미

압발에疔腫나고뒷발에죵귀난불개야미廣陵재너머드러가람의허리를르무

러추혀들고北海를건너닷말이이셔이다님아님아

온놈이온말을여도님이짐쟉쇼셔(#134,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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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상태에 놓인 불개미가 등장하고 있다. ‘잔등 부러(등부러)’지고 앞발

에 ‘부스럼(疔腫)’나고 뒷발에 ‘종기(腫氣)’난 불개미이다. 잔등이 부러졌고 

앞발과 뒷발이 각각 부스럼과 종기가 있으니 불개미의 불구상태는 심각한 지

경이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던 개미가 광릉의 고개를 넘어 가람[칡범]의 

허리를 물고 北海를 건너갔다는 소문이 있다(말이이셔이다) 하면서 온 놈의 

온 말에 대해 ‘임이 짐작하(님이짐쟉)’라고 한다. 근거 없는 말이라도 주변

에서 온 놈이 온 말로 부추기면 곧이듣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임께서 충분히 

짐작하라는 진술이다. 

무엇보다 불개미의 심각한 불구상태는 희극적 요소를 확보하는 방편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종기와 부스럼을 운운하며 등짝이 꺾인 상태에서 가람

[칡범]의 허리를 물고 어디를 갔다는 진술이 그것이다. 이른바 ‘병신 육갑 떠

네’라는 속담이 진술되는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런 속담은 “병신의 몸에 대한 

경멸과 조롱”으로, 불구가 아닌 자들은 불구자를 “놀리고 공격하더라도 안전

이 보장”23)된다는 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신체가 정상적인 사람

이 흉내 낼 수 있는 기형이라면 어떤 것이든 희극적”24)이기에 심각한 불구상

태에 대한 지적은 독서하는 자이건 가창공간에 참석한 자이건 웃음을 짓게 

한다. 게다가 그런 상태에서 실현 불가능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

백한 거짓이기에 희극적 요소는 배가되기 마련이다.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는 

행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웃음과 결부돼 왔는데, 이는 플라톤이 ‘자기 자

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스꽝스럽다고 파악한 경우와 맥락이 동일하다.25) 

23)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16～317쪽. 

24) 앙리베르그송, 앞의 책, 28쪽.

25) 류종영, 앞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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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글은 만횡청류의 한 독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만횡청류 독법

의 전제는 노랫말이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지만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보’

는 독서물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賓筵之娛’으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賓

筵’이라는 공간을 고려할 때 노랫말은 그곳의 분위기를 돋우는 것과 관계있게 

마련이다. 이른바 노랫말에서 희극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도 이런 특성과 밀접하다. 

‘만횡청류 독법의 전제들’과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진술들’을 고려

했을 때, ‘이제못보게도～’는 ‘이별하기 싫다’라는 화자의 마음을 희극적으

로 표현한 노래였다. 화자는 다시 임을 못 볼 것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독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임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자신의 모습을 아이를 통해 임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자

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희극적 요소에 기대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은 

웃으며 떠날 수 있고 화자는 웃으며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야미불

개야미～’는 심각한 불구상태에 있는 불개미를 통해 ‘황당한 소문을 임이 믿

지 않기를 바란다’는 화자의 마음과 관련돼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불개미가 실

현 불가능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임께서 짐작하라는 내용이다. 불개미를 불

구상태로 나타내거나 특정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은 모두 희극적 요소를 확보

하기 위한 장치이기에, 이를 통해 임은 화자와 관련된 주변의 소문이 거짓이

란 점을 인지하며 웃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결국 ‘재너머莫德의어마네～’는 장모를 향해 ‘잠버릇 험한 딸 데려가라’는 

진술을, ‘이제못보게도～’는 임을 향해 ‘그리워 하다가 병을 얻어 죽을 것이

니 떠나지 마시오’라는 진술을, ‘개야미불개야미～’는 ‘황당한 소문 믿지 마시

오’를 근간으로 하면서 ‘허튼소리[멋과 흥]’의 장치에 기댄 노래라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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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만황청류 독법의 전제들을 감안하면, 근간을 이루는 부분 이외의 진

술에 난해어구가 있더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축자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

을 듯하다. 이 밖의 만횡청류의 독법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의 단계’를 좀 더 구체화하여, 각각의 노래가 해당하는 부분을 감

안하여 해석한다면 이해의 폭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못

보게도～’의 경우, 떠나는 임을 보내는 화자의 심사가 가집별로 ‘결’을 달리하

며 나타나기에 이를 통해 이별에 대응하는 화자의 심리기제를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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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read of Manhoengcheongnyu

Lee, Young-Tae

It is by presenting the how to read of Manhoengcheongnyu(만횡청류) in this 

article. Premise of how to read of Manhoengcheongnyu(만횡청류), the meaning 

of the lyrics is inconsequential. And yet reading, at the same time, it is a 

singing of drinking. Such characteristic is one that is found in reading 

substances and singing thereof. Premise of how to read of Manhoengcheongnyu

(만횡청류), to the statement of the encounter and farewell between men and 

women when considering these points, ‘Ijeneunmotbogedo(이제는못보게도～)’ is 

reflected the heart of the speaker is called "do not want to parting". Speaker, 

want their own appearance has reached the lover through the children. Lover 

is the speaker can be left laughing would could spend laughing after all.

Key words : Manhoengcheongnyu(만횡청류), how to read, reading, singing, 

lau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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