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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가사에 나타나는 주류적 담화 양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대화체로 

구성된 <거사가>와 <임천별곡>에 나타난 대화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고, 대화체 가사

의 체계 내에 본 작품들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거사가>는 대화체를 취하고 있지만 

여성 화자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적어 실제로는 거사의 발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거사

의 발언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피력하기 위한 독백에 

가까운 것이었다. <임천별곡>은 전반부에서는 생원과 할멈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

하고, 후반부에서는 독백체의 긴 발언을 통해 두 인물의 대립적인 세계관을 토로하였다. 

두 작품 모두 대화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등장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였다. 

즉, 대화체를 통해 ‘사건 전개’와 ‘내면 토로’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들을 대화체 가사의 분류 체계 속에서 보자면, 텍스트 구조상, 개별 텍스

트 내부 대화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대체로 개화가사에 이르러 보편화

되는 것이다. <거사가>와 <임천별곡>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텍스트 내부 대화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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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을 대화 방식에 의해 분류하자면 

<거사가>는 문답형, <임천별곡>은 언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각 유형에 속하는 여타의 작품들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기에 애정가사의 범주에 귀속되지만 기존의 애정가사와는 내용상, 

표현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애정가사가 이별후의 상황에서 자탄조로 그리

움을 노래하는데 비해, 본 작품들은 구애의 현장에서 포착되는 성적 욕망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체라는 독특한 표현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화체

를 통해 인물을 형상화하고 사건을 실감나게 전개하면서 서사성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

다. 이로 인해 이 작품들은 서사가사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하며, 서민가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듯 <거사가>와 <임천별곡>은 대화체로 애정사를 다루며 사건을 전개해 나가

면서 동시에 인물의 내면까지 표현해 내는 복합적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사 장르

에 내재된 포용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화체 가사, 임천별곡, 거사가, 이운영, 문답형, 언쟁형, 애정가사, 서사가사, 서민

가사

Ⅰ. 머리말

헤르나디는 주석적 주제적 제시(authorial, thematic presentation)와 인

물쌍방적 극적 재현(interpersonal, dramatic representation)을 두 극단으

로 두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언어적 담화의 환기력이 생성된다고 하였

다.1) 그리고 가사는 주석적 화법을 통하여 비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1) 헤르나디는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언어예술이 상상세계를 환기시킨다고 하였다. 네 

가지 방법이란 주제적 작품은 제시하고, 시인은 비전을 설정하고, 극은 재현하고, 서사

는 우리에게 사건을 상상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폴 헤르나디,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 1983,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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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일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2) 그렇다면 

대화를 통한 극적 재현 방식은 가사의 주류적 담화 양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비주류적 담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 작품 중에

는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가사에 다양한 

담화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3) ‘대화’라는  비주류적 

담화양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 갖고 있는 표현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김형태는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대한 

양의 대화체 가사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존재 방식에 따라 그리고 작품에 

구현된 대화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4) 이로써 대화체 

가사의 전반적인 특성과 양상들이 밝혀지며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개별 작

품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 배제된 작품들도 있기에 후속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거사가>와 <임천별곡>은 작품 전체가 등장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체 가사이다. 부분적으로 대화를 차용하거나 또는 텍스

트간의 대화를 전개하는 방식의 작품은 상당수 있지만, 한 텍스트 전체 혹

은 대부분이 인물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극적 재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작

품은 그리 흔하지 않다. 게다가 이 작품들은 대화체 가사 전반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배제되었기에 두 작품에 나타난 대화의 기능과 특성을 고찰하

고 대화체 가사의 체계 내에 본 작품들을 자리매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2) 조세형, ｢가사의 시적 담화 양식｣, �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사, 2008, pp.164-165. 

조세형은 가사의 담화 양식을 (1)주제적 양식 (2) 서정적 양식 (3)서사적 양식 (4) 

극적 양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담론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3) 김병국, ｢장르론적 관심과 가사의 문학성｣, �현상과 인식�, 1977 겨울, pp.469-474.

4) 김형태, ｢대화체 가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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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본 작품들은 대화체라는 표현상의 공통점 외에 남녀간의 애정

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상의 공통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애정가사의 범주 

속에서 대화체라는 비주류적 담화 양식을 취한 본 작품들이 보여주는 독특

한 특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Ⅱ. <居士歌>에 나타난 화의 구조  특성

1. 화의 구조

<거사가>는 무명씨로 고대본 �악부�5)와 20세기에 간행된 여러 잡가

집6)에 전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세기 이후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조선후기 유흥공간에서 불렸던 가

창가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5) 고대본 �악부�는 1933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서울에서 주로 불리던 노래를 채록한 

것이다. 이용기편, 정재호/김흥규/전경욱 주해 �악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2,

6) �신구잡가�, �정정증보신구잡가�, �무쌍신구잡가�, �특별대증보신구잡가�, �신구현행

잡가�, �신정증보신구잡가�

7) 성무경은 19세기 후반에는 잡가가 가창 문화권을 지배하며 가사에도 잡가적 요소가 

틈입되고, 가사의 ‘텍스트 유기성’이 ‘텍스트 형성자의 구성적 유기성’으로 치환되며 

가사의 문학관습을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성무경,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한국시가연구�11, 한국시가학회, p.73.) <거사가>가 4음보 연속체

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진지한 자기 토로를 통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경박한 

욕정만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이 작품은 그만큼 가사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잡가적 요소

가 틈입된 것으로 보인다. 길진숙은 상사가류 가사들은 대부분 19세기의 도시적 유흥

문화의 성행 속에서 양산되었으며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통념, 구체적인 현실에 대

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투적이고 진부한 수사로 애정과 애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길진숙,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2003,) <거사가>에 진지함이 결여되고, 애정가사에서 흔히 사용

되는 정형화된 수사가 많다는 점 그리고 남성 중심의 서술로 된 것을 볼 때, 유흥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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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가>는 깊은 산 속을 배경으로 居士인 남성 화자와 청춘과부인 여

성 화자가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는 작품이다. 거사는 과부와의 만남을 “희

희 대소”하며 그녀와의 만남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비해, 과부

는 “우연이 이 곳 와셔 그의계 욕을 보니”라고 하며 구애를 거부하고 있

다. 즉 두 명의 등장인물은 애정을 구하고 거부한다는 면에서 대립되는 의

식을 갖고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데 작품 내 대화의 양상을 보면 이 

대립 구조가 그다지 팽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전체 대화의 

구조를 보자.

<남-1> (1-26행) : 여인을 만난 기쁨

<여-1> (27-38행) : 입산 이유, 구애 거절.

<서술자>(39-41) :거사의 괴이한 행동을 비판

<남-2> (42행) : 하늘의 도움으로 여인과 만남.

<서술자>(42-46) : 여인의 가련한 처지를 동정

<남-3> (46-58행) : 자신과 함께 살자며 하산

전반부는 남-여가 한 번씩 대화를 주고 받는데 비해, 후반부는 남성화자

의 발언 속에 서술자의 발언이 삽입되어 있으며 여성화자의 발언은 존재하

지 않는다. 작품 전반에 걸쳐 거사에게 세 번의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비해 과부에게는 한 번만 주어졌으며 전체 발언의 양을 보더라도 거사의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거사가>는 전체적으로 대화의 구조

는 갖고 있으되 무게 중심은 거사에게 쏠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에서 불렸던 가창가사로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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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 화의 특성

어화 그 뉘신고 어로셔 오신가  

텬샹 옥경을 엇지여 리별고  

이내 산즁 깁흔 곳에 뉘를  오시가

반갑기도 무궁고 깃브기도 측량업다  

허허 깃블시고 희희 대소로다 

이가 월인지 나물 려 오시가  

산명을 반기 듯고 념불공덕 오시가  

작품의 서두이다. 거사가 여인을 앞에 두고 말을 건네는 형식이지만 대

화의 면면을 살펴보면 설의적 표현으로 독백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머리에서부터 “어화 그 뉘신고/ 어로셔 오신가/ 뉘를  

오시가”하며 의문형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

문이라기보다는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의 질문을 연달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역시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

지만 독백적 성격이 더 강하다. 즉 여기 나타난 의문형은 너무 좋아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감탄의 기능이 더 강한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화자는 “반갑기도 무궁고 깃브기도 측량업다 / 허허 깃블시고 

희희 대소로다” 라고 하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즉 계속해

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쁨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

기에 비롯된 것이며,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를 여 먹고 음양을 몰낫더니 / 아모리 갈나들 오신 각시 갈 길 업다 

/ 면을 혀보니 만류 리 뉘 잇가”라 하며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

로 발전할 수 있기에 그의 기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여성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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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있으며, 만류할 이가 없는 산 속이기에 자신의 욕망

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즉 전반부에 드러난 남성화자의 

발언은 대화체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 소통을 위한 대화적 속성보다 ‘기쁨’

이라는 그의 정서를 드러내는 독백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8)

거님아 거님아 내 졍 드러 보소 

쳥츈팔 긔박여 이 내 몸 과부 되이  

가부를 이장코져 명산을 두로 

태산을 평디 고 대를 륙디 아  

를 구경고 명산에 도라드니

우연이 이 곳 와셔 그의계 욕을 보니  

욕을 보고 살 양이면 렬녀라 칭찬리

청춘 과부라는 본인의 처지와 “가부를 이장코져”라는 입산의 목적, 열녀

로 남기 위해 이 산을 무사히 나가고 싶다는 바램을 서술하고 있다. 상대적

으로 짧은 내용이지만, “그 뉘신고”와 “어대로셔 오신가”에 대한 대답과 

남성의 구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앞서 남성 화자가 자

신의 기쁨을 장황하게 드러내는데 주력했다면 여성 화자의 발언은 소통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간략하고 피

상적인데다가, 여성 화자에게 발언의 기회가 한 번만 주어졌기에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화자가 거사의 구애를 거절하는 이유

는 ‘렬녀라 칭찬’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또한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아 

‘열녀’에 대한 그 의식의 깊이나 견고함까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전반부 대화는 거사와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의 양상을 취하고 

8) 이는 청자에 대한 호칭을 “이 각시/ 오신 각시”라고 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산즁에 

도를 닥가 이 각시를 만나서라 / 아모리 갈나들 오신 각시 갈 길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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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거사의 발언은 독백적 성격이 강하며, 여인의 발언은 거사와 소통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녀의 내면을 심도있게 드러내기보다는 

그녀의 “긔박” 처지를 피상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머물고 있다. 

3. 후반부 화의 특성

(서술자)어화 뎌거의  거동 괴이다  

(서술자)범증의 말으로 급격물실 뎨일이라 

(서술자)쳐가 완완면 그 사이에 좀이 난다  

(남-2)우리 두리 맛나기 텬우신조 엿구나 

(서술자)각식님 가련되 버서날 길 바이 업다  

(서술자)함졍에 든 범이오 듕영에 든 파리로다 

(서술자)산밧게 산이오 물밧게 물이로다  

이 부분은 거사의 언술과 서술자의 언술과 섞여 있어 정확하게 경계 짓

기가 쉽지 않다.9) 하지만 문맥상 “우리 두리 맛나기 텬우신조 엿구나”

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술자의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10) 거

9) 박연호는 “어화”부터 “좀이난다”까지 즉 앞의 3행만 서술자의 것으로 보았다. 박연호, 

앞의 책 216면. 서영숙은 “어화 저 거사의 하는 거동 괴이하다”와 “거사님 하는 말이”

에서만 서술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소설화 양상｣,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p.180.

10) “어화 뎌 거의  거동 괴이다” 는 서술자의 발언이다. 그 뒤 이어지는 “범증

의 말으로 급격물실 뎨일이라 / 쳐가 완완면 그 사이에 좀이 난다”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별하기 어렵지만, 서술자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앞서 

서술자가 내린 평가에 대해 부연하며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두리 

맛나기 텬우신조 엿구나”는 분명한 거사의 발언이다. 이어지는 “각식님 가련

되 버서날 길 바이 업다”는 누구의 말인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대화체가 아니며 바로 

앞에서 거사는 둘의 만남을 ‘천우신조’라 하였는데 여기서 각시에 대해 ‘가련하다’는 

감정을 갖는 것은 어색하기에 서술자의 말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가련하다’

는 것은 다음 문장 “함졍에 든 범이오 듕영에 든 파리로다 / 산밧게 산이오 물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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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앞서 여인이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는 

여인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발언을 늘

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화자의 발언은 거사에게 아무런 영향

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즉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등장인물 간에 대화

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술자는 거사에 대해 “괴이다”고 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로 대변되는 

작가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즉 작품은 거사를 중심으로 거사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작가가 그의 행동에 마

냥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거사의 “텬우신조”라는 표현 뒤에 이어지

는 서술자의 발언은 여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거사의 ‘괴이 행

동’, 즉 겁탈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긴장이 고조

되는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서술자의 

발언으로 간략하고도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사건 전개

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일으킬 만큼 강한 성적 욕망과 

욕망 충족에 따른 기쁨을 표출하는 데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거님  말이 도 그만 두오

이런줄 알아스면 어 뉘가 거 되리 

아미타불 념불인들 깃불시고 닉어서라

백팔념쥬 목탁 갱증 부톄님끠 드리리라

산신미게 표백고 부톄님끠 하직 후

물이로다”과도 통하며 이 문장 다음에 “거님  말이”라는 서술자의 말이 이어지

기에 서술자의 말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거사의 말이었다면, 굳이 “거님  말

이”가 이어서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두리~”와 “도 ~”를 제외

한 나머지는 서술자의 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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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다 나 간다 산 아래로 나 간다.

<남-3>의 일부이다. 여기서도 거사의 발언은 독백적 어조로 세속적 가

치의 우월함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얼마만한 설

득력을 갖는가는 따져보아야 한다. 그는 과거 어느 때 “셰샹공명 직고” 

도를 닦기 위해 입산하였다. 그렇게 된 저간의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세상

과 하직하고 입산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결단이며 그 결단에 따

라 깊은 산중에서 수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을 만나 느닷없이 환속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갈등은 커녕 “이런줄 알아스면 

어 뉘가 거 되리”라고 하여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간다 나는 간다”고 하는 그의 결단에 어떠한 용기나 감동이 느껴지

지 않는다. 물론 그럴만큼 상대가 아름답고 본인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강

조하는 효과는 있지만 진지한 고민없는 선택이기에 그의 욕망이 인간적이

라기보다는 그저 경박해 보이기만 한다. 그는 세속적 가치의 우월함을 주

장하다가 결말에서 “이 셰상 다 진커든 후 길을 닥그리라.”하여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볼 때, 후반부의 대화는 거사의 독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서술자의 발언을 통해 사건 전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거

사가>는 작품 전체가 대화체를 취하고 있지만 인물 간에 소통도 되지 못하

고 있으며, 거사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이

어서 가사 장르가 본디 가지고 있던 진지함에서 비롯되는 설득력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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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林川別曲>에 나타난 화의 구조  특성

1. 화의 구조

<임천별곡>은 경화사족인 玉局齋 李運永(1722-1794)이 창작한 것으

로 �諺詞�라는 가사집에 실려 전하고 있다. �언사�에는 <임천별곡>을 포

함하여 모두 7편의 가사가 전하고 있다. 이 작품에 관해서는 소재 출처에 

대한 다양한 해석,11) 장르적 성격12), 그리고 내용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본고는 대화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남-1> (1-5행) : 생원이 할멈의 방에 들어갈 것을 요구함.

<여-1> (6-8행) : 할멈의 승낙.

<남-2> (9-13행) : 수작이 시작됨. 

<여-2> (14-22행) : 할멈은 나이를 핑계로 거절함.

<남-3> (23-29행) : 더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함

<여-3> (30-67행) : 할멈의 냉소와 협박

<남-4> (68-106행): 생원의 신세 한탄

11) 이 작품을 처음 학계에 소개한 소재영은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파악하였고(소재영, 

｢언사 연구｣, �민족문화연구�2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p.37.), 고순희는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허구화한 인물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고순희, ｢인유와 해학의 

미학｣, �이화어문논집�5, 이화어문학회, 1997, p.362.), 박연호는 여항에 떠돌던 이야기

를 창작한 것으로 보았다. (박연호, ｢옥국재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그 의미｣, �가사문

학장르론�다운샘, 2003, pp.170-174.) 최근 이승복은 작가의 문집에서 등장인물과 유

사한 인물을 찾아 내어 실존 인물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보았다.(이승복, ｢임천별곡의 

창작 배경과 갈등의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18, 2009, pp.262-170.)

12) 김희정, ｢옥국재 이운영 가사의 서사적 성격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2004.; 정한

기, ｢가사에 나타난 서사적 기법의 특성 연구｣, �어문연구�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pp.129-132.; 박연호, 앞의 책, pp.213-215.; 신현웅, ｢옥국재 이운영 가사의 특

성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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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구조를 보면, 두 인물에게 모두 발언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

라 대화의 분량도 비슷하다. 하지만 대화의 분량에 있어 전, 후반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부(1행-22행)의 경우, 발언의 양이 10행 미만으

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후반부(23행-106행)는 <여-3>는 37행, <남-4>

는 38행으로 길게 이루어져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각 인물의 독백에 가깝게 

되어 있다. 이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대화의 기능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암

시하는 것이다. 

2. 반부 화의 특성

<남-1> 게있가 주인한멈 말잠간 드러보소

어졔밤 셔리후의 참도찰 구돌이야 

한멈의 아목은 덥고차기 엇더고

진조반(朝飯) 마른음식 죠셕(朝夕)으로 지어니 

늙으니 허물가 나조금 드러가세

<여-1> 어져 거뉘신고 유셩손임 아니신가 

나그 치오시니 쥬인(主人)이 무료(無聊)오

누츄을 허믈말고 이리드러 오오소셔 

<남-2> 어허 무던다 궁둥 여온다

셰치 오늘밤은 나가지 못노다 

한멈의 국사발 몃그릇 되엿고

한멈의 옷가의 손조금 너허보셰 

<여-2> 어져 놀나고야 흉악흉악 바라볼가

작품의 서두이다. ‘유셩손임’으로 불리우는 생원 영감은 나이 70에 사방

으로 떠돌아다니는 처지13)에 있으며, ‘주인한멈’은 71세의 노파이다. 추운 

13) 노(老來)의 이리되니 심회(心懷)를 둘듸업셔 방(四方)으로 쥬류(周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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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한 밤중에, 할멈의 방을 배경으로 대화가 전개되는데 <남-2>에서 

보듯 생원이 추위를 핑계로 할멈의 방에 들어가 수작을 부리지만, 할멈은 

이를 거절한다. 즉 애정(욕정)을 요구하는 생원과 이를 거부하는 할멈이 

등장하고 있기에 이 둘의 관계는 구애자와 그 대상이며, 생원에 대해 할멈

이 “흉악흉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입장, 의식을 갖고 대립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전반부에 나타난 대화는 일상적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길이도 비교적 짧아 대립하는 각 인물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3. 후반부 화의 특성

<여-3> 나히 칠십(七十)넘어 여든의 드러시니

만일의 실셩(失性)야 벗보기를 올진 

쳥츈소년(靑春 年) 한삼자리 셰상의 무슈고

뇽산쟝 덕평쟝의 면화(綿花)흥졍 놈과 

구쟝 황우쟝 젼냥(錢兩)이나 잇놈을

샹평통보(常平通寶) 뉵자박이 쥬머니의 월넝졀넝 

이런놈을 품어자고 샹덕(尙德)이나 거시지

원님 두쥬먹은 력초권(史略初卷) 공공시오 

소쳔푼 콩도 업쥴 번이알고

어 바삭이가 원님 품어잘가 

후반부에 해당하는 <여-3>의 일부이다. 할멈은 생원에게 양반의 직분

을 망각하고 계집을 밝히는 것은 우습다고 조롱하며 만일 벗보기를 한다면 

‘쳥츈소년’이나 ‘뇽산쟝 덕평쟝의 면화(綿花)흥졍 놈’이랑 하지 ‘소쳔

푼 콩도 업’ 생원님을 품어자겠느냐고 한다. 즉 할멈이 생원의 동

침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생원이 늙고 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수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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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유별 등 윤리적 명분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있다. 

즉 생원과 할멈은 욕정의 유무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늙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 자체는 긍정하고 있다. 다만 할멈의 기준에서 생원 영

감은 소년만 못하고, 장사치만도 못하기에 거부할 뿐이다. 나아가 할멈은 

창고지기인 아들과 물 긷는 딸을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비록 이들의 신분

이 낮고 천한 일을 하지만 관에 소속되어 일을 하며 보수를 받는 게, 양반

으로서 가진 것 없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중세적 

가치인 신분 질서보다 젊음과 돈의 가치를 훨씬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때, 할멈은 중세적 관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중세적 관념을 벗어났다고 하여 곧 근대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멈을 견고하던 중세적 질서가 와해되는 변화의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할멈은 관념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탈중세적 성향을 갖는 인물로, 임란 이후 상업이 발달하며 

화폐의 가치가 강조되는 당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을 모로고셔 네라셔 그리가

가믄(家門)을낭 뭇지마라 월산군(月山大君) 증손(曾孫)이라

감종실(監宗室) 니른 말은 此生 고지 듯지 마라 <중략>

아야 말(馬)여라 고향으로 도라가자

어져 뒤뒤 붓그러워 어이갈고

반면 생원은 “월산군(月山大君) 증손(曾孫)이라”며 양반임을 내세우

고14) “장쳔독(莊子千讀) 쳔독(孟子千讀) 아기의 공부”했으며 서

14) 이어서 나오는 “감종실(監宗室) 니른 말은 此生 고지 듯지 마라”에 대해 신현웅은 

월산대군의 후손임을 부정하는 말로 해석하여 생원을 보잘것없는 가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도회(公都 ) 일쟝(白日場)의 중별시(重別試) 소과(大 科)의 일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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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진신대부들이 모두 자기를 알았고, 충청도의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친구임을 장황하게 나열한다. 생원은 현달하지 못한 향촌의 재

지사족으로 할멈의 현실주의적 가치에 대해 신분, 가문, 인맥 등 기존의 

중세적, 관념적 가치를 내세우며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있는 절절한 통분, 

회한, 당혹스러움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할멈 앞에서 아무런 위력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귀향을 결

정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생원의 결론을 두고 풍류적, 해학적, 풍자적이

라 다양하게 평가하였다.15) 어느 쪽이든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귀향’이

라는 비언어적 행동이 도출된 것은 이들의 논쟁이 논쟁 그 자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작중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원의 귀향

이 작가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상업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현실적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을 압도해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반부의 대화는 전반부와 달리 그 길이가 매우 길어 각 인물의 독백에 

가까우며, 사건 진행의 기능은 미약하고, 각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

다.

등 쟝원(壯元)둘 방(每榜)의 고등(高騰)니 구만리(九萬里) 쟝쳔(長天)샹의 츔

밧고 긔약(期約)더니”도 침을 뱉고 기약했다는 말에서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다고 해

석하였다. 신현웅, 앞의 논문, p.88. 참조.

15) 작자 자신의 만년의 풍류로운 삶의 모습을 빗댄 것(소재영, 앞의 논문 37면. 송정헌, 

앞의 논문 105면.)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호방한 기질의 인물이 벌인 사건을 

해학적으로 전달한 것(고순희, 앞의 논문, p.381.) 사회를 조롱하고 풍자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박연호 앞의 책, 312-313면.) 슬쩍 던져본 농담에 머쓱해진 생원이 자신

의 실수를 인정하는 해학적 인물로 조망(이승복, 앞의 논문, 280면) 양반을 풍자하는 

현실비판 가사(박수진, ｢임천별곡의 내용과 표현양상｣, 한양대 석사논문, 2003,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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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후기 화체 애정가사의 특수성

1. <거사가>와 <임천별곡>에 나타난 화의 기능과 특성

<거사가>의 작가는 거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

가 가진 현세적 욕망의 표출에 주목하고 있다. 거사의 발언을 보면, 전반부

에서는 여인을 만난 기쁨을 독백 중심으로 서술했고 후반부에서도 역시 환

속에 대한 의지를 독백조로 표명하고 있었다. 즉 거사의 발언은 독백체가 

많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정서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인의 발언은 거사와의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거사가 여인의 발

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거사가>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작중 인물의 대화는 사실상 소통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

다. 

<임천별곡>의 경우 작가 이운영은 그 자신이 경화사족이지만 탈중세적 

세계관이 중세적인 것을 압도해가는 세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변

화 속에서 도태되어가는 생원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할멈

과 생원은 욕망(애정)의 성취라는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라는 중세 해체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의 가치관을 갖고 대립

의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대화체를 사용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1인칭 시점으로

는 두 인물의 내면을 담아낼 수 없기에 대화체를 도입한 것이며, 독자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전달하고자 서술자의 개입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공존하였던 상이한 세계관을 

아울러 형상화하기에 가장 용이한 양식이 가사였기에 작가는 가사라는 장

르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두 작품 모두 대화체라는 비주류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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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인칭 서술을 통하여 청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어 나가다는 가사의 서술상의 특성1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체 가사로서의 특수성

김형태는 텍스트의 존재 방식에 따라 텍스트간 대화의 방식, 개별 텍스

트 내부 대화의 방식, 혼합적 대화의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의거

해 <거사가>와 <임천별곡>을 분류하자면 두 작품 모두 ‘개별 텍스트 내

부 대화의 방식’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주로 ‘개화가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화가사 이전에 창작된 것은 5편밖에 없으며 

<속미인곡>, <관동별곡>, <갑민가>는 한 인물의 발언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쓰였으며, <초당문답>은 텍스트간 대화의 성격이 강하다.17) 따라

서 <거사가>와 <임천별곡>은 조선후기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본격적

으로 개별 텍스트 내부에 대화체를 사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텍스트 내부 대화의 방식은 <속미인곡>에서부터 시도되었던 방식

이다. 다만 <속미인곡>에서는 을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설과 독백이 압

도적이지만, <임천별곡>은 두 인물의 발화량을 엇비슷하게 맞추어 각 인

물의 대립을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속미인곡>은 이념을 드

러내기 위해 대화체를 사용했지만, <임천별곡>과 <거사가>에서는 욕망

을 드러내기 위해 대화체를 사용하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거사가>와 

<임천별곡>은 <속미인곡>에서 시작된 ‘개별 텍스트 내부 대화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대화체가 갖는 기능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16)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31.

17) 김형태, ｢대화체 가사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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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는 또한 작품에 구현된 대화의 양상에 따라 화답형, 문답형, 언쟁

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하자면 <거사가>는 문답형으

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문답형 가사들과는 대화의 유형에 있어 

차이점이 발견된다. 많은 문답형 가사들이 한 차례의 문답을 통해 정리되

는 것과 달리19) <거사가>는 남성화자의 발언이 세 차례나 반복되기 때문

이다.20) 그리고 대부분의 문답형 가사들은 문가(問歌)에 제시된 문제에 대

한 해결 방안, 즉 작가의 의도가 답가(答歌)에서 구현되고 있다.21) 그러나 

<거사가>의 경우 그 해결 방안이 答歌인 여인의 발언이 아닌 問歌로 시

작된 거사의 발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질적이다. 이렇듯 <거

사가>가 기존의 문답형 가사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거사가>내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거사의 발언이 소통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독백적 성격

이 강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사는 여인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발언하고 있기

에 기존의 문답형 가사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임천별곡>은 상이한 입장의 화자들이 대화를 진행하며, 이를 통

해 당대의 첨예한 사회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없이 ‘언쟁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22) 여기 속하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

할 때 대립의 양상, 대화의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며,23) 종결 방식에서도 

18) 윤덕진은 옥국재 이운영이 송강의 수법을 확대 적용하여 모험적인 형식을 창출하였

다고 평가하고 그의 교유관계를 통해 이운영과 송강의 연결 고리를 찾았다. 윤덕진, 

�조선조 장가 가사의 연원과 맥락�, 보고사, 2008, pp.148-151.

19) 김형태는 <상사가>류는 문답형으로 <송여승가>류는 언쟁형으로 분류하면서, <상

사가>류는 그 대화의 양상이 한 번으로 정리된 반면, <송여승가> 연작은 그 대화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둘 간의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앞의 논문, p.143.

20) <거사가>는 <남1-여1-서술자-남2-서술자-남3>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앞의 논문, p.180.

22) 앞의 논문,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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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쟁형 대화체 가사의 경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에”24) 언쟁의 방식으

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결말은 매우 

간략하거나 언쟁 그 자체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임천별곡>의 경우 생원

과 할멈이 팽팽하게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생원이 할멈의 의견에 굴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즉 언쟁을 통해 분명한 결론

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언쟁형 작품들과 변별되

고 있다. 

3. 애정가사로서의 특수성 

이 작품들은 내용상 남녀간의 애정, 애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애정

가사로 분류될 수 있다.25) 그러나 애정 가사 전반을 다룬 논의에서 이 작품

들은 제외되었다.26)  아마도 대부분의 애정가사가 시적 화자의 목소리로 

이별 후의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 그리움을 노래하는 데 비해, 

<거사가>와 <임천별곡>은 각 인물의 목소리로 구애의 현장에서 포착되

는 욕망 혹은 그에 따르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3) <속미인곡>과  <갑민가>가 한 사람의 발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임천별곡>은 두 인물의 언쟁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송여승가>와 <여자

가>가 텍스트간의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임천별곡>은 개별 텍스트내의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형태, 앞의 논문, pp.137-166.

24) 앞의 논문, p.149.

25) 송정헌, ｢조선후기 양반 애정가사의 양상｣, �개신어문연구�18, 개신어문학회, 2001, 

박경남, ｢18세기 애정시가의 출현과 <임천별곡>｣,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2002)에

서 <임천별곡>을 애정가사로 명명하고 있다. 

26) 박연호, ｢애정가사의 구성과 전개방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여형옥, ｢애

정가사 화자의 인식지향과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에서 이 작품들

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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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전하는 애정가사 중 텍스트 간 대화의 방식을 취하는 작품들은 

다수 있지만,27) 개별 텍스트 내에서 대화체를 취하고 있는 작품은 매우 드

물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애정가사와 유사한 범주를 다루면서도 그 내용

과 태도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작품들이 가진 서사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서사가사로 분류하고 있다.28) 대화체를 통해 단순하지만 플롯을 갖

게 되고, 인물이 형상화되며 서사성을 갖게 되고 작품의 초점이 사건전개 

자체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거사가>의 경우 욕망을 표출하는 독백적 

성격을 가진 거사의 발언이 작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극적인 사건이라

고 할 수 있는 에로티시즘은 서술자의 비유적 표현으로 짧게 처리하고 후

경화시킨 것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의 초점이 사건 전개에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임천별곡>의 경우에도 전반부에서는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어 나갔지만, 후반부에서는 두 인물 모두 독백에 가까운 긴 대화를 

통해 상반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서사성이 발견되고, 

조선 전기의 서정성 짙은 가사와 비교하면 서사성이 돋보이지만, 사건 전

개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각 인물의 욕망과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도 역시 관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대화체로 사

건을 전개해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문기는 <거사가>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중시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27) <상사가>류와 <상사답가>, <송여승가>와 <승답사>를 예로 들 수 있다.

28) 고순희, ｢인유와 해학의 미학｣, �이화어문논집�5, 이화어문학회, 1997, p.362.; ｢가사

에 나타난 서사적 기법의 특성 연구｣,�어문연구�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pp.129- 

132.; 박연호,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pp.201-226.; 김희정, ｢옥국재 이운영 

가사의 서사적 성격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2004.; 정한기, 앞의 논문, 2002.; 신현

웅, ｢옥국재 이운영 가사의 특성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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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서민가사로 분류하였다.29) 성기옥도 

<임천별곡>이 사대부 작품이지만, 사대부적 규범성에서 벗어나 서민취향

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서민가사로 분류하였다.30) 두 작품 모두 서민의 

생활 모습과 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현세적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러한 분류 역시 타당성을 갖는다.

동일한 작품의 하위분류에 대해 학자들마다 이견을 보이는 것은, 가사의 

하위 분류 체계가 가진 느슨함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작품들이 이렇듯 다양한 분류가 가능할 만큼 다양한 요소를 내재

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 가사에 나타나는 주류적 담화 양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

는 대화체로 구성된 <거사가>와 <임천별곡>에 나타난 대화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거사가>는 여성 화자에게 발언의 기회와 그 양이 적고 거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거사의 발언은 독백체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작품은 대화체로 구성되었지만 등장인물 간

에 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임천별곡>의 경우 서술

29)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 1983, pp.88-89. 

30) 성기옥, ｢18, 19세기 국문시가의 동향과 향유층｣, �1997년도 학술대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II)�,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7, pp.11-12.; 이상보, �18세기 가사전

집�, 민속원, 1991.에서도 서민가사로 분류하였다. 김학성은 탈신분적 성향의 담론을 

신분계급과 연관시켜 명명한 ‘서민가사’라는 용어 대신 ‘여항-시정 가사’로 대치하였

다. 김학성, ｢서민가사의 담론기반과 미학적 특성｣, �대동문화연구�47집, 성균관대 대

동문화연구원, 2004,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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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두 인물의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전후반부 대

화의 성격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았다. 전반부에서는 짤막한 길이의 대화로 

흥미진진한 사건을 전개하고, 후반부에서는 독백체의 긴 발언을 통해 두 

인물의 내면을 토로하였다. 작가는 대화체를 통해 흥미진진하게 사건을 전

개해 나가면서 인물의 내면을 토로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

게 하였다. 이 작품들은 대화체 가사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하였고, 

여타의 애정 가사와도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 작품들이 이렇게 독특한 대화체로 작품을 구성하고,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사라는 장르가 가진 포용성에 기인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4음보 연속체의 율문이라는 형태적 요건 외에는 표현 방식, 

길이, 내용 등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 가사의 장르적 포용성이 이렇게 독특

한 작품을 산출하게 한 것이다. 과거의 장르론이 ‘가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가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초점이 모

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1) 즉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 것보다 개별 장르

의 미학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장르론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32) 이는 현대의 장르 비평이 규범적(normative)이기 보다는 기술

적(descriptive)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33) 본고

에서 다룬 두 작품은 표현양식 면에서 이질적인 면모를 보이며, 하위분류

조차 쉽지 않은 작품들이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작품이 가사 안에 존재하

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사의 장르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박연호, ｢장르구분의 지표와 가사의 장르적 성격｣, �가사문학장르론�, 다운샘, 2003.

32) 성기옥, ｢국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화어문논집�12집, 1992, p.494.

33) 폴 헤르나디,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 198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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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Dialogue Style Kasa Written 

in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ing on <Geosaga(The Song of a Buddhist Monk)> and 

<ImchunPyulgok(The Song of Imchun)> -

Kang, Hye-Jung

Kasa is a form of Korean classical verse having indefinite number of lines 

with tetrameter. In most Kasa a poetic narrator as the author's alter ego 

speaks about the theme directly. However, some of Kasa adopt the voices 

of characters like in a drama instead of author's direct voice, and they are 

called dialogue style Kasa. <Geosaga(The Song of a Buddhist Monk)> and 

<ImchunPyulgok(The Song of Imchun)> are composed of two characters' 

dialogue. These two works seem to use the way of speaking far from the 

typical way found in most Kasa.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se two 

works as dialogue style Kasa. <Song of a Buddhist Monk> consists of 

dialogue between a buddhist and a young beautiful widow. The monk falls 

in love at first sight, but the widow does not because she wants to be a 

virtuous woman. However, he renounces his monastic life and joins the 

secular society with her. They do not seem to communicate well since the 

widow talks only one time while the monk talks too much. Even the monk’s 

speech looks like a monologue because he does not care about the widow's 

answer and talks only about his feelings and desire. <The Song of Imchun> 

consists of dialogue between an old man and an old woman. The old man 

who is a declasse aristocrat wants to sleep with the old woman who is a 

lowly person. She denies because he is old and poor. Both Kasa works develop 

the story in the beginning, and reveal the inner side in the latter half. 

Therefore, the function of dialogue is a development of the st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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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feeling or thought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dialogue 

style Kasa ; one is speaking within one text, and the other is speaking between 

more than two texts. <The Song of Buddhist Monk> and <The Song of 

Imchun> are unique in that they carry the former style which was popular 

after 20th century, but they were actually writte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y are categorized as love Kasa which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However, while most love Kasa 

deal with sorrow of parting, these two works deal with sexual desire. So 

somes cholars categorized these two works as narrative Kasa. <The Song 

of Buddhist Monk> and <The Song of Imchun> are unique in expression 

style and contents, and this complexity is based on flexibility of Kasa.

Key Word : Dialogue style, Kasa, GeoSaGa(The Song of a Buddhist Monk), 

IimChunPyulGok(The Song of IMchun), love Kasa, Narrative K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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