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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이세보의 유일한 가사 작품인 <상사별곡>의 성격과 문학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기 해 창작시기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기존의 견해처럼 이세보의 여주목사 재임기나 신지도 유배기가 아니라, 이세보가 29세 

되던 해인 1860년 에 순창․순천지방을 심으로 풍류생활에 열 하던 시기이다. 이 

작품은 창작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군가사는 아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상사류 가사

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으로는 풍류마당에서의 유흥을 해 지은 애정가사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살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시  화자의 문제부터 살펴보았다. 이세보는 이 작품에 이 의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풍류마당의 동반자인 기생들의 극 인 호응을 얻고자 하 다. 특히 결사부분

에서 분 기를 반 시킴으로써 풍류마당의 유흥성을 고조시키고자 하 다. 

이 작품에서의 이세보 시조의 수용양상은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장르간의 교섭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작품은 표 이나 정서 등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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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면곡>이나 <황계사>와 일정 부분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역시 이 작품이 

지닌 유흥 인 성격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겠다. 한 이러한 상은 조선후기 가창문학

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이세보, 상사별곡, 풍류마당, 유흥성, 문학적 형상화, 시적 화자, 장르 교섭

1. 머리말

李世輔(1832∼1895)는 400여 수에 이르는 방 한 양의 시조를 통해 다

양한 내용1)을 노래하 다는 에서 우리 시조문학사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니는 작가이다. 

이세보의 시조집인 �風雅�가 학계에 보고된 이래,2) 그의 시조에 해서

는 꾸 히 연구되어 왔다. 그 사이 이세보의 시조를 반 으로 다룬 연구

나 그 문학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 등도 있었지만, 104수에 이르는 

애정시조를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작품의 양 인 면에서나 문학사

인 의의라는 면에서 볼 때 애정시조가 이세보 시조의 심을 이루고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

이세보의 애정시조와 련해서 볼 때, 그의 유일한 가사인 <相思別曲>

이 주목된다. 이 작품은 이세보의 시조집인 �風雅(大)�4)에 실려 있는데, 

 1) 진동 은 이세보 시조의 내용을 실비 시조, 유배시조, 애정시조, 도덕시조, 기행시

조, 월령체시조, 稽古시조, 유람 유흥시조, 농사시조 등 9가지로 나 어 이해했다. 진

동 , �이세보 시조연구�, 집문당, 1983.

 2) 진동 , ｢시조집 ｢풍아｣의 작자 연구｣, �한국학보� 제20집, 일지사, 1980.

 3) 이세보의 애정시조에 한 연구사  검토는 손정인, ｢이세보 애정시조의 성격과 작

품 이해의 시각｣, �한민족어문학� 제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228-230 참조. 

 4) �風雅(大)�라는 용어는 진동 이 앞의 논문에서 “�風雅�는 두 권인데 편의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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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조집의 인본5)이 출 되면서 작품의 모가 학계에 알려졌다. 이후 

이 작품은 애정가사나 상사가류 가사를 다루는 논문에서 단편 으로 언

되기는 하 지만,6) 깊이 있게 연구되지는 못하 다. 이 작품을 비교  구

체 으로 다룬 논문은 다음의 2편 정도이다. 

김인구는 이세보 <상사별곡>의 창작시기, 작품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하 다.7) 이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문을 소개한 뒤에 작품을 4단으로 

나 어 살폈다. 문제는 제4단이라고 악한 내용이 이 작품에 포함될 내용

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김인구는 한 수의 온 한 시조를 誤讀하여 이 작품

의 終段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오독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이세보의 여주목사 재임기간이라고 본 연구자의 견해는 설득력을 잃고 말

았다.

정인숙은 이세보 <상사별곡>의 창작시기와 구성방식을 재론하고, 작품

의 문학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8) 정인숙은 이 작품에 나타난 ‘三夏

三秋’와 같은 어휘나 표  등을 통해 창작시기를 이세보의 신지도 유배기

책을 �風雅(大)�라고 부르고 작은 책은 �風雅( )�라고 부르고자 한다.”(p.47)는 데에 

따른 것이다. 진동 은 이 논문에서 “�風雅(大)�에는 422首의 시조를 실었고 歌辭體

인 <相思別曲>이 실려 있다.”(p.48)라고 소개하 다.

 5) �이세보시조집( 인본)�, 단국 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85.

 6) “이세보의 <상사별곡>은 <…> 개인의 체험을 솔직하게 진술하기보다 애정가사의 

일반 인 체제를 그 로 답습”(박연호, ｢애정가사의 구성과 개방식｣, 고려 학교 

학원 석사논문, 1993, p.21.), “이세보의 <상사별곡> : 아름다운 宿緣을 맺었으나 

헤어지게 된 남성이 재회를 바라는 노래”(길진숙,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 여성문학회, 2003, p.360.) 등이 그 

가 될 것이다.

 7) 김인구, ｢이세보의 가사 <상사별곡>｣, �어문논집� 제24․25집, 민족어문학회, 1985, 

pp.567-581.

 8) 정인숙, ｢이세보의 <상사별곡> 재론｣, �고시가연구� 제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pp.2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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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추정하 다. 창작시기를 이 게 추정함에 따라 이 작품을 연군가사

로 해석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올바르게 규명하기 

해서는 ‘삼하삼추’뿐만 아니라 작품의 여러 부분의 의미를 면 하게 

악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이 지닌 문학  의미를 제 로 고찰하기 해서

는 먼  작품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작품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좀더 심층 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  이세보 <상사별곡>의 성격을 이해하기 해 작품

의 창작시기를 규명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이 작품이 이세보가 신지도 유

배기간이나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유배 가기 이 에 

지은 것이라면 작품의 성격에 한 기존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살펴 작품의 의미를 이해

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물론이고 傳唱 <상사별곡>, 

<춘면곡>, <황계사> 등과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이세보의 <상사별곡>을 이해함은 물론 조선 후기 가창문학의 양상을 이

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2. 이세보 <상사별곡>의 창작배경과 성격

이세보 <상사별곡>의 성격을 이해하기 해 먼  그 창작시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창작시기에 한 기존의 견해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이세보의 驪州牧使 재임기간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세보의 薪智島 

유배기간설이다. 두 가지 견해를 차례 로 살펴보자.

먼 , 창작시기를 이세보의 여주목사 재임기간으로 본 김인구의 견해를 

검토해 보자. 이러한 견해는 �풍아( )�의 일부 내용을 잘못 읽은 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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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다. 김인구는 다음의 시조를 <상사별곡>의 결사 부분으로 오

독하 다.

져달아 네아느냐 황녀슈 심즁를

샴오야 됴흔 밤의 슐 잇고 임은 업다

두어라 그리다 보면 챰졍인가. <풍  419>9)

이세보는 �풍아( )�의 체제와 기타 표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편

집하 다. 1면을 10행으로 하고, 각 면에는 3수 정도의 시조를 정연한 궁체 

씨의 로 표기하 다. 시조는 순한 로 표기하 으나 시종 한자를 병

기하 다. 그리고 매 시조 에 ‘○’표를 했다. 이에 비해 가사 <상사별곡>

은 <샹별곡>(相思別曲)이라는 제목 에 ‘○’표를 했다. 그리고 1면을 

2단으로 나 어 세로로 써가되 읽기는 상단 2행 다음에 하단 2행 순서로 

읽고,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 읽도록 필사하 다. 이러한 몇 가지 필사원칙

만 보아도 이 작품의 경계는 확실해진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구는 

<상사별곡>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여 <419번>의 시조를 이 

작품에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김인구는 여기에 나오는 “황녀슈 심즁”

에서 황려는 여주의 구호라는 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이세

 9) <풍  419>는 이세보의 표 인 시조집인 �風雅(大)�에 수록된 419 번째 작품을 

가리킨다. 작품과 가번은 진동 , �주석 이세보시조집�(정음사, 1985)에서 인용하

다. 본문에서 해당 작품을 가리킬 때에는 <419번> 등으로 번호만 밝힌다. 이하 같음. 

10) <상사별곡>은 �이세보시조집( 인본)�, 의 책, pp.136-138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 p.139의 처음에는 ‘○’표 다음에, 2단으로 나뉘지 않고 로 필사된 “져달아 네아

느냐 황녀슈 심즁를”로 시작하는 작품(<풍  419>)이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상

사별곡>에 이어 실려 있지만, <상사별곡>과는 무 한, 한 수의 온 한 시조이다. 정

인숙도 �풍아( )�의 문헌  특징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마땅히 <상사별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 다. 정인숙, 앞의 논문, p.260. 



390  韓民族語文學 第65輯

보가 황려태수로 재임하던 기간(1869년 9월 18일, 고종 6년∼1871년 4월 

30일, 고종 8년)11)으로 잘못 악하 다. 

이번에는 창작시기를 이세보의 신지도 유배기간으로 본 정인숙의 견해

를 검토해 보자. 이 견해의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는 ‘샴샴 ’가 들어 있

는 해당 목을 인용해 본다.

황시졀 난 이별 만학단풍 느졋스니 

샹일념 무한는 져도 나를 그리련이

구든 언약 깁흔 졍을 들 어이 이졋슬가 

인간의 일리 만코 됴물이 시긔런지

샴샴  지나가고 낙목한텬  되엿

운산이 머럿쓰니 소식인들 울 가 <상사별곡> 1∼6행.

정인숙은 제5행에 나오는 ‘샴샴 ’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三夏三秋’란 ‘세 번의 여름과 세 번의 가을’ 즉 ‘3년’의 기간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어휘는 이세보의 다른 시조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단순히 무의

미한 물리  시간 단 가 아닌 작자가 겪은 3년간의 신지도 유배시 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그 다면 <상사별곡> 역시 ‘三夏三秋’라

는 어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창작시기를 작자의 신지도 유배기간으로 추

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12)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도 주목받아 왔으며, 정인숙도 자신의 논지를 개

하기 해 인용한 다음의 시조를 상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자.

11) 김인구, 앞의 논문, p.576.

12) 정인숙, 앞의 논문,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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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고 도 가고 샴가  지나니

졍녕이 오만 긔약 몃 음을 허 인고

엇지타 안닌 한 이별리 샹  느져. <풍  354>

이 작품은 시  화자가 님과 이별한 후 상 이 늦어짐을 안타까워하는 

애정시조이다. 그런데 기 연구에서, 이 작품의 장에 등장하는 ‘샴’라

는 어휘가 작자의 3년간의 유배생활을 암시하는 어휘일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신지도 유배기간으로 추정한 바 있다.13) 이 

학설에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이별한 님을 임 (철종)으로 간주하고 나아

가 이 작품을 “애정시조의 가면을 쓰고 있는 연주지사”14)로 해석하기도 

하 다.

정인숙은 이러한 기존의 견해를 좇아, ‘三夏三秋’라는 어휘가 나오는 

<상사별곡>의 창작시기 역시 신지도 유배기간일 것이라고 추정하 다. 

그러므로 <354번>에 나오는 ‘샴’의 의미를 악하는 문제는 이 시조뿐

만 아니라 <상사별곡>의 창작시기를 해명하는 문제와도 직 으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요하다. 

그 다면 <354번>에 나오는 ‘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

터 먼  말하자면, 이 시조에서의 ‘샴’의 의미는 ‘3년’이 아니라 그  ‘여

름 석 달’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3년’이 아니라면 이 시조의 창작시기에 

한 기존의 학설은 설득력을 상당히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논거

를 어 <상사별곡>의 창작시기를 추정한 정인숙의 견해도 설득력을 잃

게 될 것은 분명하다. 

13) 진동 , 앞의 책, 1983, p.206.

14) 박노 ,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특질과 그 시조사  상｣, �어문논집� 제33집, 민족

어문학회, 1994,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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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번>에 나오는 ‘샴’의 의미는 작품에 나타난 계 의 추이에 의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작품만이 아닌 앞뒤 작품까지를 함께 

고려해 보기 해 작품을 순서 로 인용해 본다.

화를 랑헌들 가는 풍 어이며

근원이 지즁헌들 가는 임을 어이랴

아희야 리 날려라 결인가. <풍  352>

오동이 낙 졍니 젹벽 월경로다

비  샹몽은 알니로다 네나나

엇지타 임그려 난 병은 약도 업셔. <풍  353>

도 가고 도 가고 샴가  지나니

졍녕이 오만 긔약 몃 음을 허 인고

엇지타 안닌 한 이별리 샹  느져. <풍  354>

임아 야쇽다 날더럴낭 말를 마쇼

단풍이 다 진토록 일셔신 업단말가

밤즁만 우는 홍안 번연이 날 쇽인가. <풍  355>

이상의 네 작품은 각각 떼어서 읽기보다는 연속된 작품으로 읽어야 相

思의 정을 제 로 악할 수 있다. 시  화자는 백화가 만발한 에 님과 

이별한 후에 해를 넘겨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계 은, <352

번>은 ‘ ’이고 <353번>은 ‘가을’이다. <354번>의 계  추이는 ‘겨울

()→ →여름(샴)’이다. <354번>은 “도 가고”로 시작하고 있다. “한 

해가 간다”는 것은 계 의 순환이라는 면에서 볼 때, 에서 시작한 한 해

가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을 끝으로 가버린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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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고”는 겨울이 지나감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인 

“ 도 가고 샴가  지나니”에서 ‘샴’는 ‘여름 석 달’인 것이지 ‘3년’일 

수는 없다. ‘샴’를 ‘여름 석 달’로 볼 때, 네 작품은 계  순환이라는 

면에서 ‘ (화, 풍)→(여름은 생략)→가을(오동, 월)→겨울()→

( )→여름(샴)→가을(단풍, 홍안)’로 자연스  이어진다.15)

이상에서 <354번>에 나오는 ‘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

조에 나오는 ‘샴’의 의미는 ‘3년’이 아니라 ‘여름 석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 자체의 개나 앞뒤 작품과의 내용의 유기

 질서를 고려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354번> 한 작품만을 

따로 떼어내어 ‘샴’를 ‘3년’이라고 보고, 그것을 신지도 유배기간인 ‘3년’

과 결부시키는 것은 견강부회식의 해석이다.

그 다면 <상사별곡> 제5행에 나오는 ‘샴샴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54번>에 나오는 ‘샴’의 의미를 앞뒤 작품과의 계  추이 속에서 

악했듯이, <상사별곡>에 나오는 ‘샴샴 ’의 의미 역시 작품 속에 나타난 

계  추이를 통해 악해 보자. 

<상사별곡> 제1행 “황시졀 난 이별 만학단풍 느졋스니”에 나타난 

계  추이는 ‘ (황매)→가을(단풍)’이다. 시  화자는 황매시 인 ‘ ’에 

이별한 님이 (여름 석 달을 지나) 만학단풍의 ‘가을’이 늦도록 소식이 없다

고 한다. 제5행 “샴샴  지나가고 낙목한텬  되엿”에서 “落木寒天이 

 되었네”라는 것은 님과 이별한 후 맞는 겨울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임을 말한 것이다. 그 사이에 ‘여름’(석 달)과 ‘가을’(석 달)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추운 ‘겨울’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두고, “3년(샴

샴 )이 지나가고 겨울(낙목한천)이  되었네”라고 악하는 것은 작품

15) 이상에서 <풍  352>∼<풍  355>를 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샴’의 의미를 살펴

본 것은 필자의 선행 연구인 손정인, 앞의 논문, pp.244-245에 의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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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상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작품에 나타난 시간  추이는 ‘계

→계 ’이다. 이것을 ‘3년(햇수)→겨울(계 )’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상에서 이세보 <상사별곡>의 창작시기를 논한 기존의 견해들을 검토

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이세보의 여주목사 재임기간은 

아니며, 신지도 유배기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면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작품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그 시기를 추정해 보자.

이세보의 <상사별곡>은 “개인의 체험을 솔직하게 진술하기보다 애정가

사의 일반 인 체제를 그 로 답습하고 있”16)는 것이라고 지 되었다. 그

러나 이 작품의 모든 부분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작품의 

몇 목은 이세보의 개인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를 들어본다.

방 화류 됴흔 시졀 강 찰 경둇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 흘할졔 <상사별곡> 14∼15행.

시  화자는 님과 함께 하던 시 을 “方春花柳 좋은 시 ”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반 인 표 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江樓寺刹 景槪 좇아”

라는 표 은 그 지 않다. 여기에서 ‘ ’과 ‘강루사찰’의 연계는 창 <상사

별곡>이나 <春眠曲>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창 <상

사별곡>에는 님과 함께 지낸 즐거운 날을 회상하는 목이 없다. 남성작

인 <춘면곡>에는 ‘ ’을 언 한 목이 있기는 하지만, “ (三春)이 다

진(盡)토록 나사지 마터니”17)라고 하여 습 으로 표 되어 있을 뿐

16) 박연호, 앞의 논문, p.21.

17) 임기 , �한국가사문학 주해연구� 제17권, 아세아문화사, 2005, p.506. 이하 <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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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제14행에서의 ‘ ’과 ‘강루사찰’의 연계는 주목

할 만하다. 시  화자가 지나간 날에 님과 함께 하던 일들 에서 특별히 

‘강루사찰’의 유람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와 련하여 이세보의 풍류 인 면모부터 살펴보자. 이세보는 20세 

반부터 7,8년 동안 부친이 통 으로 있던 주 지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풍

류마당을 해마다 지었다. 그리하여 “여염부녀자들도 다 낸  알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는 주 일 에 이름을 떨쳤던 풍류남아 다.18)

이세보는 이어서 29세 되던 1860년 에는 순창을 비롯하여 화순 · 순천

지방을 유람하면서 곳곳에서 풍류마당을 벌 다. 이세보 유람시조의 부

분은 그가 유배 가기 이 에 지은 것이다. 다음은 이세보가 그 당시 순창 

지방을 유람하면서 순창8경을 읊은 시조 의 하나이다. 

귀졍 달 밝앗스니 과 놀라가세

젼필언 황계쥬 니동  쇼사날반

그즁의 날낭은 풍류와 기이나. <풍  73>

이세보는 귀래정에 달이 밝았으니 놀러가고 싶다고 하면서, 유람에 동행

한 악공인 필언과 이종 에게 술과 안주를 비하라고 이른다. 그 에 

자기는 풍류와 기생이나 맡아 보겠다고 했다. 이세보가 1860년 에 순창

에서 이 게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해에 그의 부친이 순창군수로 

곡>의 내용은 같은 책, pp.505∼507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음. 

18) “길리 젼쥬지경(全州地境)으로 지나가니 이 곳즌 풍고읍(豊沛古邑)이요 가친(家

親)이 통 (通判)을 지여 계시고 나도 한 칠팔년(七八年) 이에 왕(往來)든 

곳이라. 승 졍(勝金亭)과 한벽당(寒碧 )이 문득 풍뉴(風流) 마당을 년년(年年)이 

지엿쓰 비록 여염부녈(閭閻婦女)지라도 쥴른 다 알더라.”, �薪島日 �, 진동 , 

앞의 책, 1985,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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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사실과 히 련된다.19) 이처럼 이 시기에 이세보가 벌인 풍류

마당에는 반드시 기생과 악공이 있었다. 이세보는 이러한 풍류마당에서 풍

류주인을 자처하며 기생들과 마음껏 즐겼다.20) 

이세보의 풍류마당은 한곳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 순창을 

넘어 화순, 순천에 이르기까지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기생들과의 풍류를 즐

겼다. 특히 �풍아( )�에는 순창8경을 읊은 시조들에 이어, 이세보가 풍류

마당에서 맡아본, 미모와 재주를 갖춘 기녀들을 이 거명하는 7수의 妓

名시조가 있어 주목된다. 그 가운데 ‘강루사찰’의 유람을 읊은 작품을 들어

보자.

도 보고 경(景)도 보려 강샨(樓臺江山) 다니다가

(松廣寺) 도라드러 샴일풍뉴(三日風流) 즐겨쓰니

아마도 무궁 졍(無窮春情)은 보(寶愛)인가. <풍  76>

이 시조는 이세보가 순천에 있는 송 사에서 3일간 풍류를 즐기면서 읊

은 것이다. 이세보는 날, 꽃도 보고 경치도 보려고 기생들을 데리고 ‘

강산’을 다니다가 ‘사찰’(송 사)에 들어 3일간 풍류를 즐기면서 보애에게

서 ‘무궁춘정’을 느 다고 했다. 이 시조의 핵심은 한없는 애정(정욕)을 느

끼게 한 기생 보애에게 있다. 

<상사별곡> 제14, 15행은 바로 <76번>의 내용을 읊은 것이다. <상사별

19) 이세보의 부친인 李端和는 1860년(철종 11년) 1월 2일부터 그해 11월 18일까지 순창

군수의 직에 있었다. 이단화는 아들 이세보가 득죄하여 1860년 11월 7일 신지도로 

유배가게 됨에 따라 퇴임하게 된 것이다. 진동 , 앞의 책, 1983, p.29. 이단화 연보 

참조.

20) “니둉  거문고 타고 젼필언 양 치쇼/화션 연홍 미월드라 우됴 계면 실슈 업시/그즁

의 풍뉴주인은 뉘라든고.”, <풍  84>.



이세보 <상사별곡>의 성격과 문학  형상화 양상  397

곡>에서는 ‘강 사찰’의 구경에 이어 ‘운우지락’이 언 되었다. <76번>에

서는 ‘ 강산’, ‘송 사’의 풍류에 이어 ‘무궁춘정’이 언 되었다. <상사별

곡>의 ‘운우지락’은 <76번>의 ‘무궁춘정’을 보다 직 으로 말한 것이다. 

그 당시 이세보가 벌인 풍류마당에서 기생들은 이세보의 애정 노래를 

가장 많이 불 을 것이다. 그 에서도 이세보가 ‘風流男兒’임을 자처하거

나 여성편력이 화려한 ‘貪花狂蝶’임을 내세우는 노래가 특히 많았을 것이

다. 그러나 상사의 노래도 이세보가 벌인 풍류마당의 퍼토리에서 빠지지

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해어화사�에는 그 당시 기생들 사이에 애창되는 

시조라고 하여 1수가 실려 있는데,21) 이 작품은 <102번>의 작품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이세보의 작품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상사를 

노래한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풍류방에서 꽤나 호응을 받아 시조창으로 유

행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이세보가 벌인 풍류마

당에서는 그의 상사 노래도 많이 애창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18, 19세기를 통해 창 <상사별곡>은 풍류방 등의 유흥공간에서 많이 

향유되었다.22) 특히 조선 후기에 <상사별곡>은 유흥의 공간에서 ‘이별’의 

정황에 놓일 때 그 빛을 더 발휘하 다.23) 이세보 <상사별곡>의 경우도 

마찬가지 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신도일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세보

는 20세 반부터 7,8년 동안 주 지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해마다 풍류마

당을 지었다고 했다. 이러한 이세보이니, 한양에서 주에 내려와 한동안 

21) “不親이면 無別이오 無別이면 不相思라/相思不見相思懷는 不如無情不相思라/엇

지타 靑春人生 이 일로 白髮.”,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p.244. �풍아( )� <102번>의 종장은 “아마도 고청 이 일노 발”로 되어 있다.

22) 창 <상사별곡>의 연행환경에 해서는 김은희, ｢<상사별곡> 연구｣, �반교어문연

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pp.267-278. 참조.

23) 성무경, ｢<상사별곡>의 사설짜임과 애정형상의 보편성｣, 박노  편, �고 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3,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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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들과 풍류를 마음껏 즐기다가 상경할 때에는 그냥 상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마다 별연을 열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기생들은 이

별한 님을 그리워하는 相思의 노래를 즐겨 불 을 것이다. 이때 기생들은 

창 <상사별곡>보다는 이세보가 지은 <상사별곡>을 더욱 즐겨 불 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이세보가 자신만의 풍류공간을 구축하고 그 자신

의 작품으로 그 세계를 채우는데 즐거움을 느 던 것”24)과 련지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이세보가 20  반

부터 7,8년간 주 지방을 심으로 풍류생활에 열 하던 시기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이 작품의 시  화자인 기생의 체험이 이세보가 순천지방을 

유람하면서 지은 유흥의 妓名시조에 담긴 체험과 히 련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이세보가 29세 되던 해인 1860년 에 

순창․순천지방을 심으로 풍류생활에 열 하던 시기일 가능성이 더 있

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세보 <상사별곡>의 창작시기와 작품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이세보의 유흥시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세보가 29세 되던 해인 1860년 에 순창․순천지방을 심으로 풍류생

활에 열 하던 시기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작품은 창작시기와 표  등

을 고려해 볼 때, 연군가사가 아니며 풍류마당에서의 유흥을 해 지은 애

정가사이다. 

24) 박규홍, ｢이세보 애정시조와 가집편찬 문제｣, �한민족어문학� 제55집, 한민족어문학

회, 2009,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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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세보 <상사별곡>의 문학  형상화 양상

이세보의 <상사별곡>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이해하기 해 시

 화자의 문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시  화자는 여성화자이다. 

신분으로 말하면 기생이다. 이 작품의 시  화가가 기생이라는 것은 “細雨紗

窓”(12행)이라는 어휘와 작품의 정황이나 어조 등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25)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 설정되었던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일

되지 못하고 간에서 변화를 보인다는 이 특이하다. 즉 이 작품의 시  

화자는 단일한 여성화자가 아니라 반부와 후반부 각기 다른 여성화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  화자의 변이를 간과했다.

이 작품의 시  화자를 반부와 후반부 각기 다른 여성화자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다음의 목에 있다.

네 사졍 가 알고  사졍 네 알니 <상사별곡> 11행.

이 작품은 제11행을 경계로 반부(1행∼10행)와 후반부(11행∼28행)로 

나뉜다. 이 게 나뉠 수 있는 것은 11행을 후하여 시  화자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1행에서의 시  화자의 문제를 밝히는 것은 

요하다.

제11행에 나오는 ‘’와 ‘네’는 각각 구를 가리키는가? 기존의 연구

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네’라는 말이 여성화자인 ‘’가 ‘님’을 호칭하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에서 작품을 일 되게 해석하는데 난 이라

25) 시  화자를 정하는 근거로는 직  정보․시  정황․어조 외에 어휘, 비유, 화

자의 인식과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박혜숙, ｢고려속요와 여성화자｣, �고 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 문학회, 199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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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도 ‘’를 여성화자로, ‘네’를 ‘님’으로 악하 다.26) 그런데 과

연 여성화자(기생)가 양반 사 부인 ‘님’을 ‘자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조

선 기 사 부 가문의 여인이 쓴 한  편지에서 남편을 ‘자내’라고 부른 

경우가 있음27)을 들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지어진 조선후기에는 사 부 가문에서의 남녀 계가 조선 기처럼 등

한 계에 있지 않았다. 사 부 가문의 남녀 계가 이러한  신분상으로 

미천한 기생이 양반 사 부인 ‘님’을 도 히 ‘자네’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이다. 

그 다면 ‘’를 ‘님’이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별한 ‘님’이 여성화자(기생)를 ‘자네’라고 호칭하며 뜬 없이 

끼어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에서 작품의 구성상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러한 난 들을 해소하기 해서는 이 작품의 시  화자를 새로운 시

각으로 보아야 한다. 국어사 에 의하면, ‘자네’라는 말은 “하게 할 자리에, 

상 자를 가리켜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은 남성 용어는 아니다. 오늘날도 

여자끼리 ‘형님’, ‘동생’하며,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반부에 나오는 ‘’와 11행에 나오는 ‘’를 각기 다른 여성화자로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반부의 여성화자를 갑녀로, 11행 이하 후반부의 여

26) “상 방을 지칭함에 있어서도 ‘져’, ‘네’라고 하여 시  화자보다 낮은 치에 있는 

사람에 한 호칭을 사용한다는 도 이 작품을 연군가사로 일 되게 해석하는 데 

주 된다.”, 정인숙, 앞의 논문, p.272.

27) 1998년 경북 안동시에서 발굴된 고성 이씨 이응태(1556∼1586)의 무덤 속에서 발견

된 아내(원이 엄마)의 애 한 한  편지에서 남편을 ‘자내’라고 14번이나 부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 에는 임진왜란 까지는 사 부 가문의 부부가 모두 2인칭 명사 

‘자네’라고 호칭하 는데, 그것은 그때까지는 남녀가 법 , 경제 으로 등하 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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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자를 을녀로 부르고자 한다.

갑녀는 이 작품의 반부에서 님과 이별한 뒤의 아픔을 말했다. 특히 제

10행에서 “ 가샴 우는 불은 물노도 어이 못난고”라고 하 다. 갑녀

는 이 말에서 서술형 종결어미로 끝맺지 않고, ‘어이(어 )’에 이어 ‘-난고

(는고)’라는 의문형 종결의미로 끝맺고 있다. 10행과 같은 의문법은 반드시 

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갑녀는 일종의 의문법을 사용함으로써 청

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게 하 다. 을녀는 갑녀의 하소연을 듣고 나

서 “네 사졍 가 알고  사졍 네 알니”라고 하며 끼어든다. 이 말 

속에는 님과 이별한 뒤에 ‘同病相憐’하는 기생들의 ‘同類意識’이 배어 있

다. 을녀는 갑녀의 사정(네 사정)을 듣고는 이어서 자신의 사졍( 사졍)

을 노래한다. 

이 작품의 시  화자를 각기 다른 여성화자로 볼 수 있게 하는  다른 

근거는 다음의 목에 있다. 

어늬 날 어늬 달의 명텬이 우리  다 <상사별곡> 24행.

이 목에서 이 작품의 시  화자와 련하여 주목할 말은 ‘우리’이다. 

이때 ‘우리’는 구와 구를 가리키는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리’를 간

한 한 마음을 갖고 있는 “두 사람”28)이라고만 하 지만, 문맥상 ‘나’와 

‘님’을 지칭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필자는 ‘우리’를 갑녀와 을녀로 보고자 

한다. 갑녀와 을녀는 마다 님과 이별한 뒤 상사의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

다. 그리고 그들은 님과의 상 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동병상련’

하는 두 여인은 明天에 기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우리’는 

28) 정인숙, 앞의 논문,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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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을녀와 이 말을 듣는 갑녀를 가리킨다. 

지 부터는 이 작품의 반부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작품의 

서술 순서에 따라 살펴보자.

1 황시졀 난 이별 만학단풍 느졋스니

2 샹일념 무한는 져도 나를 그리련이

3 구든 언약 깁흔 졍을 들 어이 이졋슬가

황매시 인 에 님과 이별한 후 벌써 만학단풍의 늦가을이 되었다. 갑

녀는 상사일념으로 님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갑녀는 기생이다. 이별한 님에 한 갑녀의 심정은 일반 인 의미에서의 

기생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기생 桂娘의 다음의 시조와 견주

어 보면 알 수 있다. 

梨花雨 흣릴제 울며고 離別님

秋風落葉에 져도 날 生覺가

千里에 외로온 은 오락가락 다.29) 

이 시조에서의 시  화자도 기생이다. 공무  도구로 인식되어 온 기생

이지만 ‘님’이 생기자 그 ‘님’에 한 연모의 정이 깊어졌다. 시  화자는 

그 게 정이 든 님이 “梨花雨 흣릴제” 떠나려 하자 붙잡고 울며 만류하

지만 그는 기어이 가버리고 말았다. 기녀가 한 남성을 아무리 사랑한다

고 해도 그것은 일방 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  화자는 떠나간 님을 

두고 “져도날 生覺가”라고 회의하고 있다.30) 

29) 심재완, �교본 역 시조 서�, 세종문화사, 1972, p.851. 가번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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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상사별곡>에도 이 시조의 화자의 심정과 유사한 목이 있다. 

空房美人 獨相思는 로부터 이러한가

나혼자 이러가 님도아니 이러가.

여기에서의 ‘상사’ 역시 홀로 그리워하는, 일방 인 상사이다. 이 목에

서 시  화자는 님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인가에 해 확신하지 못하

고 있다. 그리하여 “님도아니 이러가”라고 자문해 보았으나 그 지 않음

은 분명하다. 

이세보 <상사별곡>의 경우는 그 지 않다. 이 작품에서의 ‘상사’는 일방

인 그리움이 아니다. “샹일념 무한는 져도 나를 그리련이”에서 보듯

이, 갑녀는 “님도 나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로 맺은) 굳은 언약과 깊은 정을 (님이 못 잊고 

있는데) 난들 어  잊었을까”라고 생각한다. 

4 인간의 일리 만코 됴물리 시긔런지

5 샴샴  지나가고 낙목한텬  되엿

갑녀는 그토록 사랑한 님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음이 분명한 님을 삼하

삼추 지나가고 낙목한천이  되도록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별의 원인에 해서는 구체 으로 말하지 않고,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

이 시기해서 그런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망의 상으로 조물을 내

세우고 있음은 창 <상사별곡>이나 <춘면곡>과 같다. 창 <상사별곡>

에서는 “됴물(造物)이 우는지 귀신이 희짓는지”31)라고 하 고, <춘면

30) 윤 옥, ｢기녀시조의 고찰｣, �시조의 이해�, 남 학교 출 부, 1986, pp.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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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서는 “인간에 일이만코 조물이 싀긔여”라고 하 다. 특히 <춘면

곡>의 여러 이본에서는 “인간에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하여”란 표 을 즐

겨 쓰고 있다.32) 이러한 사실에서 이세보의 <상사별곡>은 서생이 기생과

의 사랑을 노래한 <춘면곡>의 습  표 을 일정 부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세보 <상사별곡>의 시  화자의 실인식은 <춘

면곡>의 시  화자의 실인식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세보의 <상

사별곡>에서 “인간에 일이 많음”을 먼  내세운 것은 ‘장부의 공명’을 내

세운 <춘면곡>처럼 남성의 입장을 변한 것으로 보겠다. 이 은 이 작

품의 작자가 사 부인 이세보라는 과 무 하지 않다. 한편으로 <춘면

곡>이 당 에 이세보가 자주 왕래한 호남지방 사 부들의 유흥의 장에

서 즐겨 연행된 사실33)과도 일정 부분 련이 있을 것이다. 

6 운산이 머럿쓰니 소식인들 울 가

7 인난 긴 한슘의 물은 몟 런고

갑녀와 님은 ‘운산’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때 ‘운산’은 님과 

나를 격리시키고 있는 표상이다. 갑녀는 님으로부터 소식이 없음을 두고, 

31) 창 <상사별곡>은 13행부터 49행에 이르기까지 이본이 많다. 정재호, ｢<상사별

곡>고｣, �국어국문학� 제55․56․57집, 국어국문학회, 1972, pp.490-498. 본고에서의 

창 <상사별곡>의 인용은 임기 , 앞의 책, pp.469∼471에 의함. 이하 같음.

32) “人間의 일이 만코 造物조차 多猜야” 海東遺謠本 <춘면곡>, “인간의 일이 만코 

됴물이 시긔야” 罷睡歌本 <춘면곡>, “인간에 말이만코 죠물됴차 음야” 남훈

평가本 <춘면곡>, “인간에 말이 만코 죠물조 암야” 府本 <춘면곡>, “인간

에 말이 많고 造物좇아 새암하야” 雅 部本 <춘면곡>. 강 섭, ｢傳羅以端作 <春眠

曲>에 하여｣,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88, pp.6-7.

33) 김은희, ｢<춘면곡> 연구-연행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어문연구� 제29권 4호(통

권 112호), 어문교육연구회, 2001, p.96.



이세보 <상사별곡>의 성격과 문학  형상화 양상  405

“운산이 머럿쓰니 소식인들 울 가”라고 하 다. 갑녀의 이 말은 님으로

부터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변명하며, 스스로를 로하는 말이

다. 갑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머잖아 님으로부터 소식이 

있을 것임을 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 기 가 간 할수록 기 의 어 남에서 오는 아픔은 더욱 크다. 소식 

없는 님을 마냥 기다리기란 무척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니 님을 생각할 때

마다 긴 한숨을 짓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흘릴 뿐이다. 

8 흉즁의 불니 나니 구회간장 다타간다

9 인간의 물노 못난 불리라 업것마는

10  가샴 우는 불은 물노도 어이 못난고

갑녀는 이 목에서 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 하 다. 

갑녀는 상사로 인하여 마침내 가슴속에서 불이 나 구회간장이 다 타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서 물로 못 끄는 불이라고는 없건마는 내 가슴

을 태우는 불은 어 하여 물로도 끌 수가 없느냐.”고 아픔을 토로한다.

이세보의 <상사별곡>에는 그의 시조가 온 한 형태로, 는 부분 인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의 목은 이세보의 다음의 시조를 그 로 수용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시조의 수용양상은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장르

간의 교섭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흉즁의 불이 나니 불 쥬리 뉘잇쓰리

인간의 물노 못 는 불이라 업건마는

엇지타 샹로 난 불은 물노도 못 . <풍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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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터는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작품의 서술 

순서에 따라 살펴보자. 청자인 을녀는 갑녀의 사설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11 네 사졍 가 알고  사졍 네 알니

을녀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갑녀에게 “자네 사정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사정은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자네 

사정을 들었으니 지 부터는 내 사정을 들어보라.”는 뜻이다.

12 세우챵 져문 날과 소소샹풍 송안셩의

13 샹몽 놀라 여 키 각니

14 방 화류 됴흔 시졀 강 찰 경둇

15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 흡할졔

16 쳥산녹슈 증인두고 년 셔로 셰

17 못보와도 병이 되고 더듸 와도 셩화로셰

18 오는 발 가는 연 획획 다졍턴이

을녀는 이 목에서 님과 행복했던 시 을 회상한다. 반부에서 갑녀는 

‘이별의 상황 제시’→‘행복했던 시 의 회상’→‘기다림의 어려움’→‘상사의 

아픔’의 순서로 자신의 사정을 노래하 다. 이에 비해 을녀는 ‘행복했던 시

의 회상’으로부터 자신의 사정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갑녀는 자신의 행

복했던 과거 상황을 “구든 언약 깁흔 졍”(3행)이라고 요약하여 진술하 다. 

이에 비해, 을녀는 “강루사찰” 운운하며 님과의 행복했던 시 을 구체 으

로 진술하고 있다. 을녀는 방춘화류 좋은 시 에, 님과 함께 ‘강루사찰’ 경

치를 좇아 일부일 월부월 ‘운우지락’으로 흡했다고 했다. 이러할 때, 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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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님과 청산으로 증인 삼으며 백년을 함께 살기로 맹세하 다.

을녀가 말한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 흡”은 갑녀가 말한 “깁흔 졍”

보다 더욱 구체 이고 실한 표 이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

의 ‘雲雨之樂’은 <76번>의 ‘無窮春情’을 보다 직 으로 말한 것이다. 일

반 으로 상사가류 작품에서 여성화자는 만남의 환희, 사랑하던 순간의 기

쁨을 상기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육체화된 사랑의 구체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님을 회상하는데,34) 그것은 주로 ‘운우지락’으로 표 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의 ‘운우지락’이란 표 은 <춘면곡>에서 남성이 여

인과 맺은 사랑의 환희를 회상하면서 ‘운우’라고 표 35)한 것과 상 된다. 

이처럼 이 작품 속에는 일정 부분 남성의 정서가 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이 남성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을녀가 말한 “쳥산녹슈 증인두고 년 셔로 셰”(16행)는 갑녀

가 말한 “구든 언약”보다 더욱 구체 이고 실한 표 이다. 이세보의 애

정시조 에도 ‘청산’과 ‘녹수’가 나오는 작품이 더러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작품의 정서와 련되는 작품을 들어 보자.

샴각샨 비 곳의 한강슈 푸루럿다

샨으로 증인 샴고 녹슈로 언약이라

지 의 샨무궁 슈부진니 네나나. <풍  275>

이 시조의 시  화자는 삼각산이 보이는 한강에 이르러, 태산으로 증인

을 삼고 녹수로써 언약을 했다고 하 다. 그리고는 “지 에 산도 무궁하고 

34) 길진숙, 앞의 논문, p.377.

35) “쳥가일곡(淸歌一曲)으로 흥(春 )을 아내니, 운우양상(雲雨襄臺上)에 쵸몽

(楚夢)이 다졍(多情)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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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무진하니, 와 나도  물이나 산처럼 변하지 말자.”라고 다짐한 것

이다. <상사별곡> 제16행의 표 은, 을녀가 님과 같이 ‘강루사찰’ 경치를 

좇아 유람하면서 그때그때 하는 ‘청산녹수’를 두고 맹세한 것을 회상한 

것이다. 

이 게 백년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사이이고 보니, 못 보면 병이 되고 

조 만 늦게 와도 성화이다.36) 이때 그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 속에 담긴 

사연은 자자획획 다정했다고 하 다.

19 엇지타 한 별니가 역여됴긔 어려웨라

20 샹고 샹고니 샹인샹인을

님과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이 더욱 구체 이고 실할수록, 그리고 그 

이별이 상치 못한 것일수록 재의 아픔은 더욱 크다. 을녀는 이별의 아

픔을 “역여됴긔 어려웨라”라고 하 다. ‘惄如調飢’는 �시경�에 나오는 말

로서 “당신을 뵙지 못하니 주린 아침 음식 찾듯 그리웠소.”’37)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수 의 말을 여성(기생)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어

려운 어휘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작자가 높은 수 의 문학  소양을 지

닌 이세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샹고 샹고니 샹인샹인을”(20행)이라는 표 은 이세보의 

다음 시조에도 그 로 나온다. 

36) 남성 화자가 등장하는 이세보의 애정시조 에는 기생과의 그러한 사정을 구체 으

로 노래한 작품이 있다. “쵸경의 오마든 임이 샴경의 도라드니/인난 망 헤 

슐코 화회로다/엇지타 쳥 가인이 졍어려워.”, <풍  108번>, “오는 친구 졉니 

연이 겨를 업고/각 지 뮤셔워 걸구걸 고나니/자 의 단야샴경 느진 졍 

들 어이.”, <풍  114>.

37) �詩經�, ｢周南｣ <汝墳>, “未見君子, 惄如調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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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타 이별이요 이별타 샹 이라

샹고 샹고니 샹인 샹인을

아마도 쳥 의 만은 이별 늙기도 먼 . <풍  367>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사를 노래한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풍류방에서 

꽤나 호응을 받아 시조창으로 유행하 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이세보

가 풍류마당에서의 유흥성을 해 지은 <상사별곡>에 상사고를 노래한 

그의 시조를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상이다.

21 신농씨 야속다 샹 약 젹의

22 만병회춘 무불통지 임 이즐 약 웨 모른고

이제 을녀는 상사병이 깊이 들어 견딜 수 없어 차라리 님을 잊고자 한

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님을 잊을 약이 없다. 이에 신농씨를 두고 “일

이 온갖 약을 낼 에 임 잊을 약을 왜 모르던고.”라고 하여 야속하다

고 한다. 

이 두 행의 내용과 표 은 아래의 두 편의 시조에서  친 부분을 

히 조합한 것이다. 

신농씨 무졍다  를 다 젹에

신션될 약 웨 모르든고

뉘라셔 동남동녀만 허비라드니. <풍아 별집 권1. 43>

타향의 그린 임이 쳥 의 슈심이라

샹불견무한회포 화됴월셕 어려웨라

엇지타 인간의 임이즐 약이 업셔. <풍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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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별곡>의 반부에서 갑녀는 자신의 가슴에 난 불을 쉽게 끌 수 

없음을 하소연하 다. 이에 비해 후반부에서 을녀는 님을 잊고자 하지만 

쉽게 잊을 수 없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상사로 인한 아픔의 단계에서 볼 

때, 상 를 잊고자 하는 단계는 상사의 열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님을 잊고자 하는 을녀의 하소연을 통해, 

이미 상사의 열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녀의 아픔이 상 으로 갑녀

의 아픔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을녀는 상사의 아픔을 말하기 해, 님 

잊을 약을 만들어내지 못한 신농씨를 두고 야속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

한 표 은 역설 인 표 이다. 을녀는 결코 님을 잊을 수 없고,  잊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은 이어지는 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천만량 셕은 간장 언지쟝야 쓸 길 업

24 어늬 날 어늬 달의 명텬이 우리  다

25 축실거 이별업시 원앙침상 갓치 어

26 이런 말 옛일 삼고 평을 질길 지

을녀는 님에 해 千思萬量이라 간장은 썩었고, 之長也하여 로 다 

쓸 수가 없고 한다. 그야말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란 것이다. 을녀

는 어느 날 어느 달에 하느님[明天]이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畜室居生하

면서 이별 없이 원앙 침에 (님과) 같이 워, 상사고로 인한 많은 말들도 

옛일로 삼고서 평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을녀는 “-ㄹ 지”라는 표

을 통해, 기 의 실  가능성을 자문해 보고 있다. 그러나 을녀는 그러한 

기 가 실 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기생이 양반 사 부인 님과 평생을 이별 없이 살기란 錦衣玉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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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해도 어려운 일이다.38) 하물며 기생이 畜室居生하면서 이별 없이 원앙

침상에 어 평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언감생심일는지 모른다.

27 어허 졀사 둄도 둇타 고진감 이 안닌가

28 오불망 그린 임을 악수샹  다시 탐탐.

여기에서 작품의 분 기는 단번에 반 된다. 을녀는 님과의 상 이 이

게 갑자기 이루어지리라고는  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을녀는 이것을 

두고 ‘苦盡甘來’라고 하면서, “어허 졀사 둄도 둇타”라고 노래한다. 이 작

품은 이처럼 결사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그것도 상 밖에 헤피엔딩으로 

끝맺고 있다. 이러한 끝맺음은 창 <상사별곡>의 결사에서, 시  화자가 

“번쥭어 도라가면 다시보게 어려와라. 아마도 녜졍이 잇거든 다시보게 

기소셔.”라고 상 의 진정으로 끝맺고 있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을

녀는 이제 寤寐不忘 그린 임을 握手相逢하고 다시 耽耽 즐겁게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 결사부분에서 “어허 졀사 둄도 둇타”라고 하여 갑자기 분 기가 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즉 이러한 분 기의 환은 첫째, 작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분 기의 텍스트가 삽입된 구성 방식에 따른 결과로 단되며, 둘째, 

이에 따라 시  화자의 목소리에도 균열을 래하게 되었다39)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이세보의 유배기간으로 에 따라 이 

38) 기생 화자가 등장하는 이세보의 애정시조 에는 이러한 내용의 작품이 있다. “ 

평 원하기를 의옥식 다 마다고/쇽 아는 임을 둋 이별 없이 져니/엇지타 

인졍이 실슈여 이 토심을.”, <풍  133>.

39) 정인숙, 앞의 논문,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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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연군가사’로 보려는 선입견에 기인한다. 이 작품은 연군가사가 아

니다.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풍류마당에서의 유흥을 한 애정가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 기의 반 은 작자 이세보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조선후기에 가창된 표 인 애정가사인 창 <상사별곡> 역시 유흥공

간의 노래이다. 그러나 이 창 <상사별곡>은 홍순학의 <연행가>(1866)

에서 볼 수 있듯이, 별연 등 ‘이별’이라는 정황에서 부를 경우 처량하기 

그지없어 이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렵다고 할 정도이다. 기생이 기생을 

그만두고 살림을 차리게 되면서 마련한 석별의 잔치에서 <상사별곡>을 

부르는 것이 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면 여러 가지 감회에 

<상사별곡>을 부르다가 몇 차례나 끊겼다가 다시 잇고 하며  장을 다 

부르지 못했다고 한다.40)

이세보는 풍류주인을 자처하던 20 에 자신이 벌인 풍류마당에서 기생

들로 하여  자신의 애정 노래를 즐겨 부르게 했다. 그리고 특히 별연 

등 기생들과 이별하는 정황에 놓일 때에는 상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 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부른 상사의 노래는 애 하기도 하 지만,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머잖아 기생들과 다시 재회할 것이기에 가

라앉은 별연의 분 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로서 

다음의 시조를 들 수 있다.

옛 이른 말리 어안이라 엿건만

고 이 부동니 긘들 둉둉 울 가

아마도 고진감라 니 슈히 볼가. <풍  356>

40) 성무경, 앞의 논문, 앞의 책, pp.311-312. 참조. 



이세보 <상사별곡>의 성격과 문학  형상화 양상  413

이 작품은 제2장에서 인용한 <352번>∼<355번>에 이어 나오는 작품

이다. 시  화자는 앞의 네 작품에서 이별의 아픔을 계  추이에 따라 

순차 으로 노래한 뒤에, 이 작품에 이르러 ‘고진감래’를 내세워 님과의 상

을 낙 하고 있다. 이세보는 앞의 네 작품이 연속되면서 가라앉은 별

연의 분 기를 이 작품을 통해 고조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 자리가 별연

이 아닌 유흥을 한 풍류마당일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세보 <상사별곡>의 결사부분에서 갑자기 “어허 졀사 둄도 둇타”라

고 하며 분 기가 반 되는 것은 풍류마당이라는 연행 장의 유흥성과 

히 련된다. 이세보의 <상사별곡>은 풍류마당에서의 유흥을 한 작

품이다. 그러므로 애 한 가사의 내용으로 인해 가라앉은 분 기를 반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 흥에 겨워 마구 떠들 때 하는 사설인 “얼

씨구 씨구 지화자 좋다”라는 식의 사설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에

서 작품의 분 기를 반 시킨 “어허 졀사 둄도 둇타”라는 표 과 정서는 

‘연행 장의 유흥성’을 한 <황계사>의 그것과 련시켜 이해할 수 있

다. <황계사>에서는 이별의 슬픔이라는 주제와는 별 련이 없는 “지어

자 좋을시고”라는 후렴구가 반복 으로 붙어 ‘연행 장의 유흥성’을 두드

러지게 한다.41)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세보의 <상사별곡>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세보는 이 작품에 이 의 여성 화자(기생)를 설정하

여 풍류마당의 동반자인 기생들의 극 인 호응을 얻고자 했다. 특히 결

사부분에서 분 기를 반 시킴으로써 풍류마당의 유흥성을 고조시키고자 

하 다.

이 작품에서의 이세보 시조의 수용양상은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장르간

41) 김은희, ｢<황계사>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7권, 덕성여자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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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섭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작품은 표

이나 정서 등에서, <춘면곡>이나 <황계사>와 일정 부분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역시 이 작품이 지닌 유흥 인 성격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상은 조선후기 가창문학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에는 ‘‘惄如調飢’, ‘蓄室居生’, ‘苦盡甘來’, ‘寤寐不忘’ 등을 포함

하여 다수의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도 이 작품은 매우 쉬

운 우리말 주의 사설로 되어 있는 창 <상사별곡>과 차이가 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세보의 유일한 가사 작품인 <상사별곡>의 성격과 작품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기 해 창작시기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 작

품의 창작시기는 기존의 견해처럼 이세보의 여주목사 재임기나 신지도 유

배기가 아니라, 이세보가 29세 되던 해인 1860년 에 순창․순천지방을 

심으로 풍류생활에 열 하던 시기일 것이라고 본다. 이 게 창작시기를 

규명하고 작품의 내용을 면 히 살펴볼 때, 이 작품은 연군가사가 아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 상사류 가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으로는 풍류

마당에서 유흥을 해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문학  형상화 양상을 이해하기 해 시  화자의 문

제부터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 설정되었던 여성화자의 목소리

가 일 되지 못하고 간에서 변화를 보인다는 이 특이하다. 즉 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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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시  화자는 동일한 여성화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여성화자이다. 이세보는 이 작품에 이 의 여성 화자(기생)를 설정하

여 풍류마당의 동반자인 기생들의 극 인 호응을 얻고자 했다. 특히 결

사부분에서 분 기를 반 시킴으로써 풍류마당의 유흥성을 고조시키고자 

하 다. 

이 작품에는 이세보의 시조가 온 한 형태로, 는 부분 인 형태로 수

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조의 수용 양상은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장르간의 

교섭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작품은 제목을 

<상사별곡>이라고 하 지만, 표 이나 정서 등을 고려해 보면, <춘면곡>

이나 <황계사>와 일정 부분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역시 이 작품이 

지닌 유흥 인 성격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겠다. 한 이러한 상은 조선후

기 가창문학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에는 ‘‘惄如調飢’, ‘蓄室居生’, ‘苦盡甘來’, ‘寤寐不忘’ 등을 포함

하여 다수의 한자어가 나타난다. 이러한 에서도 이 작품은 창 <상사별

곡>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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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 and aspect of the literary figuration in Lee Sebo's 

<Sangsabyeolgok>

Shon, Jung-In

In this study, I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Sangsabyeolgok>, which 

was his only Gasa work and aspect of literary figuration in the work. 

Further, I also research for the creation period of the 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k's characteristics. Unlike existing stance, the creation 

period of the work was not during his term in office as Yeoju Moksa and 

Shinjido exile period but the time he was absorbed in Pungryu life in his early 

20s to late 20s around Jeonju. In consideration of the creation period of the 

work, It was not Yeongungasa. On the face of the work, it was a form of 

love poetry, but actually for way of entertainment in Pungrymadang.

I studied on priority the poetic narrator in order to get aspects of romantic 

imagery figured in the work. The poetic narrator was not single female 

speaker but had two female narrators in the first half of the poem and the 

second half. As setting double-poetic narrator, Lee Sebo wanted to raise an 

enjoyable entertainment in Pungrymadang by reversing the atmosphere at 

the end of the song. 

In this work, acceptance patterns of Lee, Sebo's sijosijo is worthy of notice 

that it is showed mixed aspect between genre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late of Chosun Dynasty. While giving a title to <Sangsabyeolgok>, 

the song is in communion with rather <Chunmyeongok> and <Hwang- 

gyesa> than <Sangsabyeolgok>, an age-old song, in consideration of 

conventional expression in the song. This stemmed from entertainment 

characteristic figured in the work. This is also worthy of notice that it showed 

an aspect of Gachangmunhak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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