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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조의 정형율 자체가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형
성되어온 실체라는 관점에서 시조의 기원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악곡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시조 노랫말(歌詞)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먼저, 기원설과 관련하여 이전의 논의가 부분적 일치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는 점에서 ‘우리말을 통한 기존 악곡 종합설’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조의 정격 형식은 4음보 율격과 의미 단락이 3분절된다는 양자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조는 그 발생기에는 구비전승의 방식으로 구연되었던 시가형
식의 특성상, 노랫가락이 우리말의 언어적 운용 및 사유 구조에 알맞게 형상화
되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 노랫말의 특성에 따른 구조 분석과 확산 과정
을 통해 발생기 시조 형식의 정착 과정을 설명하였다. 연창의 환경을 고려한 구
조 분석에서, 장별 서술시간으로 ‘[초・중장 : 事件時] → [종장 : 論評時]’의 구조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랫말의 특성상 상호텍스트성의 확대를 통해 정착과 확
산의 과정을 거쳤다.
« 주제어: 시조, 노랫말[歌詞], 事件時, 論評時, 상호텍스트성

Ⅰ

. 서 론

우리의 고전시가 양식 중에서 ‘시조’만이 고유하게 현대문학에 계승되어 창작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가치를 부여받아 문학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기 이래로 언어사용기능신장의 측면이 강조되
면서부터 시조교육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시조나 현대시조는 일
상적인 언어 현상과 거리가 멀어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장르적으로도 현대성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송시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용성 있게 언어기능 교육에 사용하는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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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적극적으로 하이쿠를 가르치고 이를 대중화시킨 일본의 경우와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문학교육이 내용론이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련되지 못
한 채, ‘최초의 가사문학 작품’, ‘시조작품의 효시’와 같이 선언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였던 탓도 크다. 그동안의 시조교육에서는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라는 선언에 사로잡혀 정형율 찾기와 맞춰보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는 현대시조의 창작자나 교육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
로, 현대에 와서 ‘재구’된 잣대를 가지고 옛것을 재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시조
의 정형율은 처음부터 고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온 실체라
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사적으로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교육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범주에서 볼 때, 시조 연구의 결과는 시조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 중에서는 시조의 기원을
우탁으로 보고 그의 작품을 최초의 시조 작품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고려말 기
원설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반면에 고려가요의 「만전춘별사」를 시조 형식과
일치를 보이는 최초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멀리로는 향가에 그 기원을 두기
도 한다. 반면에 고려 말 충신 시조를 모두 위작으로 보고(신영명, 2008), 이들 시조
는 17세기 사대부 정치 담론의 장에서 처음 연행된 작품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다기한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에서는, 시조의 기원과 형식의 정착 과정에
관한 어떤 것도 교육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과거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지도
되어 왔던 내용까지 부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시조의 기원에 대한 분분한
학설과 일치되지 못한 견해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교육
의 실행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조의 기원설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고, 이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시
조의 노랫말이 악곡에 실려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토대로 시조의 발생기에 등장했을
정신사와 장르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시조의 기원설

1. 시조의 기원설에 관한 제 논의

시조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크게 재래기원설과 외래기원설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시 絶句 및 불가 기원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재래기원설에 해당한다. 재래기원설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무당의 노랫가락에서(이희승), ② 별곡체에 해당하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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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가 붕괴될 때 「만전춘별사」와 같은 이형태가 나타나면서(천태산인, 고정옥, 정
병욱, 최동원), ③ 장차 시조로 정착될 수 있는 율격(고려가요와는 다른 율격)이 민요
에 전승되고 있다가 문학사 표면에서 지배적인 율격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함
께 교체되었다고 보는 민요기원설(이병기, 조동일), 그리고 ④ 십구체 향가기원설(조
윤제, 이태극, 김준영, 서원섭, 류근안)이 있다. 외래기원설로는 ⑤ 한시 혹은 불가에
서 연유했다고 보는 것으로, 漢詩 絶句의 調子나 명으로부터 들어온 佛歌의 調子에서
기원을 둘 수 있다는 견해1)가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아래 인용에서 나타난 대로 지
지를 받지 못하였다. 외래기원설이 대두된 이유는 國字가 없던 시대의 한자 번역과
관련하여 내용 면에서 유사성이 나타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조형이 한시의 절구체에서 왔다고 하면 적어도 시조의 발생기인 고려의 중, 후
기에 한시구를 인용한 작품이 많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여말의 시조 작품인 우탁,
이조년, 정몽주 등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조 중, 후기
작으로 보이는 무명씨의 작에서 여러 수를 얻을 수 있으니 절구체의 영향에서 왔다
고 내세울 근거가 없다.(이태극, 1981: 56)

이상의 기원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외래기원설은 우리말의 구조와 중국어
의 구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노랫말 운용의 측면에서 성립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말 노래를 통해 계승된 악곡류에서 그 기원과 유사성을 살피는 재래기원
설이 논의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주지하디시피, 시조 형식의 기본 개념은 4음보격, 3장 구성의 양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4음보격 및 3행의 외형적 유사성은 앞의 다양한 기원설을 통하여 부분적 일치
를 확인하여 볼 수 있으나, 두 가지 모두를 규칙적으로 충족시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양자를 만족시키는 외형을 가진 것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은 것이 고
려가요의「만전춘별사」이다. 이밖에도 현대시조에서 3장의 율격적 개념을 3단의 의
미단락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등장하면서, ‘삼구육명’의 형식 개념에 바탕을 둔 십구체
향가기원설이 최근에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가 장황해지는 것을 피
하기 위해 3장 4음보격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앞의 두 가지만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들이 부분적 일치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나름의 ‘⑥ 우리말을 통한 기존
악곡 종합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 별곡체 중에서

「

」

만전춘별사

와 같은 이형태(異形態)의 등장

1)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류근안, 1997: 685 참조).
안자산, 시조의 연원, 동아일보, 1930. 9; 시조의 체격․풍격, 동아일보, 1931. 4.
정래동, 중국민간문학개론의 독후감, 동아일보, 1931. 12.
김지용, 시조 종장의 위치, 청대춘추 6집,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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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만전춘별사」에서 1～3 단락을 인용한 것이다. 첫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의 경우는 동일한 행이 반복되므로 악곡을 위한 배열일 뿐 시조의 형태로 볼 수 없
다. 이들을 제외하면, 두 번째 단락의 경우는 인용된 바와 같이 통사적으로 3행 배열
을 이루면서 4음보 가락이 나타난다. 특히 제3행의 첫 음보가 3음절로 되어 있으므로
시조의 형식과 근접해진다. 이를 근거로 별곡체의 이형태가 등장하면서 최초의 시조
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기원설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어름 우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뎡
어름 우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情둔 오밤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耿耿 孤枕上애/ 어느 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ᄒᆞ니/ 桃花ㅣ 發ᄒᆞ
두다
桃花난 시름 업서 笑春風다 笑春風다
넉시라도 님을  / 녀닛 경(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님을  / 녀닛 경(景) 너기다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滿殿春(別詞)」 부분(박병채, 1994: 278)2)

위에 인용된 바, 2음보 중첩에 의한 4음보격 실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3단락
에서는 1,2행에서 동일 내용이 반복되며 강한 정서를 유로하고 있다. 이는 3장이 각
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조와는 의미 전개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점이다. 그리고 “벼
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와 같이 3음보 가락이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단락에서는 시조와의 유사형태에 대한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2단락의
경우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시조에서도 종장 첫 음보가 3음절이
어야 한다는 것은 강제적 조항이 아니었으므로, 종장 첫 음보의 3음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笑春風하나다√ 笑春風하나다”와 같은 부분에
서는 반복에 의한 음보 구성으로 시조의 종결에 해당하는 의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만전춘별사」의 경우는 통사적으로 3행의 단락이 연속 3개인
점과 일반적인 고려가요와는 달리 4음보 가락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조형
과의 친연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정형시에서는 정형율 중에서 어느 하나의 규범
2) 박병채(1994)에서는 각 단락을 5행으로 배열하고 있으나, 통사 구조를 고려하여 재구성하면
이와 같은 3행 배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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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해체되었을 때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구문학에서 자유시의
등장이 정형율의 일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전춘별사」의 경
우는 제4단락에 가서 3행의 규율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종장의 역할도 시조 특유의
차별성이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조형의 기원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
고려가요가 4음보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4음보적 가락의 측면에서만 유사성
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다음을 보면 이점은 더 분명해 진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大平盛代
잡와 두어리 마
선면 아니올셰라
위 증즐가 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노니 나
가시 도셔 오쇼셔 나
위 증즐가 大平盛代
「가시리[歸乎曲]」樂章歌詞(박병채, 1994: 315)

「가시리」는 악장에 올려 불리었던 노래 중의 하나이다. 반복되는 후렴구 “～나
/ 위 증즐가 대평성(大平盛代)”를 餘音이라 하는데, 이는 음악곡상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율격적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음은 흔히 조율(調律) 또는 조흥구(助興句)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여음의 기능
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한 양식의 양식적 특성을 가
장 단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음이기도 하다. 조흥 또는 조율을 위해
삽입되는 부분이라면 형식적 요소를 실사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
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가의 여음에서 3음보의 전형성을 찾아내
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왕의 논의들도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것 같지 않다. 이 점에
서 고려시가 3음보설은 그 전형성에 의심을 갖게 된다.(김대행, 1989b: 133-134)

김대행은 고려시가의 율격이 3음보라면, 음악적 기능을 담당하는 여음에서 이 3음
보격이 전형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쌍화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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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별곡」, 「청산별곡」, 「사모곡」, 「정석가」, 「한림별곡」 등에서 어느 정도 3
음보격으로 맞추어 볼 수 있기에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내세우더라도, 엄밀한 정형성
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시리」의 경우만 보면, 그동안의 논자들은 실사 부분에 대하여 “가시리√ 가시
리√ 잇고/ 리고√ 가시리√ 잇고”와 같이 3음보격으로 분할하여 왔다. 이는 악곡
으로의 연행을 참작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율독의 측면에서 통사부가
분할된다는 점에서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가시리」를 실사 부분만 따로 떼어
서 詩的인 율독을 한다면 “가시리√ 가시리잇고/ 리고√ 가시리잇고”와 같이 층량
2음보 중첩에 의한 4음보격 통사구조로 분할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청산별곡」에
서도, 음악상 연행의 측면에서는 “살어리√ 살어리√ 랏다/ 청산에√ 살어리√ 랏다”
와 같이 3분절되지만, 歌詞의 율독적인 측면에서는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와 같이 층량 2음보 중첩에 의한 4음보격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는 3음보격이 가장 호흡이 긴 음보로 정서적 특성이 강한 긴장된 율격이기 때문
에, 상황에 따라서 2음보격이나 2음보격의 중첩인 4음보격으로 변환하여 율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만전춘별사」와 같이 서사의 내용이 길어지면서
“어름우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과 같이 4음보격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가요의 내용 서사에 관한 한 4음보격의 통
사적 서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
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래랑√ 따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와 같이 율격 구
분을 하고 시조창에 얹어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4음보 가락은 민요나 서사
무가, 고려가요 등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우리말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므로 시조의 형
식적 기원을 설명하는 변별적 자질로 삼기에는 허술한 점이 많다.
나. 향가기원설

십구체 향가기원설은 ‘삼구육명’이라 불리는 악곡의 형식적 특징을 토대로, 시조의
3章과의 유사성을 찾으면서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설이다. 시조의 기원을 멀리
로는 향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기원설이다. 여기서 향가와 시조를 연결할 수 있
는 근거로는 향가가 3부(三部)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노래는 악곡에 노랫말
이 결합된 상태인데, 악곡의 3부 형식에 내용(가사)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내용
또한 삼단 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노랫말의 의미 구성을 기초
로 하여 우리 민족이 가진 대상 인식 방법과 사유의 틀을 확인할 수 있다. 향가의 형
식인 삼구육명(三句六名)에서 3구(三句)는 시조의 3장과 대응될 수 있으며, 『시용향
악보』에 실린 고려가요 “「귀호곡」, 「유구곡」, 「사모곡」, 「서경별곡」, 「청산
별곡」 등 5곡 모두 3부 형식”(박상진, 2005: 111)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3장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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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시조와의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① 生死路. 예 이샤매 저히고.
나 가다 말ㅅ도 몯다 닏고 가닛고.
② 어느  이른 매. 이 저 딜 닙다이.  가재 나고.
가논 곧 모온뎌.
③ 아으, 彌陀刹애 맛보올 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
「祭亡妹歌[누이제가]」, 『조선 고가 연구』(홍기문, 1990: 286)
①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됴리/ 아으 다디리
② 져재 녀러 신고요/ 어긔야 즌  드올셰라
이(어)긔야 어됴리
③ 어느이() 다 노코 시라/ 어긔야 내 가논  졈그롤셰라
어긔야 어됴리/ 아으 다디리
「井邑詞」 樂學軌範(박병채, 1994: 21)

위와 같이 배열한다면, 「제망매가」뿐만 아니라, 여음을 생략한3) 「정읍사」도 시
조의 형태와 유사해진다. 또한 의미단위로 잘 끊어 읽으면 4음보 가락으로 읽어도 무
리가 없다. 「정읍사」의 경우에는 감탄사 “어긔야”를 여음의 일종으로 보면 3행 모
두가 4음보 가락으로 쉽게 읽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감탄사는 화자의 정서적 느낌
을 절실히 표현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기에는 곤란하다.
시조와 관련하여 「제망매가」나 「정읍사」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음보보다는 의
미의 단락이다. ①에서 대상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②에서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심화되어서, ③에서 행위의 결정(의미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시상의 전개는 시조 3행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전개와 일치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시
조의 기원을 의미 전개의 측면에서 향가에 둘 수 있으나, 그 이전의 백제가요라 추정
되는 「정읍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사유 구조를 반영하
는 정도에서 일치점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세계에 대한 인식의 양상과 이를 반영
한 의미 단락의 구성 면에서는 십구체 향가와 시조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4) 그러나 행의 배열이나 음보 구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조
형식의 기원이라 부르기에는 난점이 있다.
3)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도, 초․중장 뒤에 따르는 “떠라 떠라”, “至匊悤 至匊悤
於思臥”와 같은 후렴구는 여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류근안(1997: 696-698)은 “10구체 향가에서 시조형식이 움트기 시
작하여 고려속요를 거치면서, 여말에 성리학자의 등장과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간결하고 운
율 있는 3장 형식의 시조가 되었으며, 고려속요 중 「정읍사」, 「서경별곡」, 「만전춘별
사」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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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말을 통한 기존 악곡의 종합설

조동일은 평시조의 기본음수율 “3, 4, 4(3), 4/ 3, 4, 4(3), 4/ 3, 5, 4, 3”을 고시조의
전체 작품에 대입하여 통계적으로 보면, 4% 정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정형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지침이 오히려 창작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광의의 시조”와 “협의의 시조”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
과 같이 시조의 정형성을 설명하고 있다.(조동일, 1996: 212, 242 참조)
광의의 시조: 음보 첨가와 음보 결합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4음보격 3행시형
협의의 시조: 음보 첨가와 음보 결합의 변형이 일어나서 종장의 제1음보는 기준음절
수 미만이고, 종장의 제2음보는 기준음절수 초과인 4음보격 3행시형

위의 구분에서 “협의의 시조”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시조형을 말하는 것으
로, 앞의 ①～⑤의 기원설에서는 정확한 일치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광의의 시
조 개념에서 보면, “4음보격”, “3행시형”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그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말 자체가 갖고 있는 통사 구조에 기인
한 경우가 많다.
먼저 “4음보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만전춘별사」나 민요, 무가나 잡가, 한시의
번역문에서 4음보가락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이 서로 변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4음보격은 민요의 가락이므로 여기에서 기원
하였다.”와 같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이는 한시를 번역해도 자연스럽게 4음
보격의 우리말 구조로 바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조의 4음보 가락은 어
디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에서 일반적으로 애용하였던 우리말 자체의 가
락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3행시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정읍사」, 「제망매가」, 「만전춘별사」
등이나 특정의 민요 등에서 3행의 배열을 보인다. 이중에서 「정읍사」와 「제망매
가」는 3단락으로 의미 분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3행으로 의미단락이 완결되는 시
조의 3장 형식과 유사해진다. 반면에 「만전춘별사」나 특정의 민요에서 나타나는 3
행의 경우는 형식적인 일치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3행으로 의미가 완결되는 시조와
는 거리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의미 단위를 3분절하는 것은 악곡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만을 따져서 재구성해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본다면, ‘3행시형’ 조차도 우리 민족의 기층적인 사고구조를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무릇 언어는 세계를 사유하는 하나의 문이나 틀과 같은 역할을 한
다. 우리말 속에 우리의 얼과 우주관 및 사생관이 담겨져 있다.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표현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조의 노랫말 형식 중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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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우리말의 기본적인 표현 가락인 4음보격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요소는 이 4
음보격을 사용한 3단의 의미구성이다. 원래 시조는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행의
시형이라 명백히 지칭할 수는 없지만, 시조창에 따른 의미 분절을 따져보면 현대식
표기에서 3행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3행의 표기 형식 자체보다는 의미를 3
분절할 수 있는 것이 시조의 심층구조에 더 일치한다. 더구나 우리 민족은 3이라는
숫자에 애정을 가져왔으며, 문화적 기표로 자주 등장한다. 세계적으로도 구비문학에
서 숫자 3의 법칙이 드러나는 바(Alex Olrik, 1992; 박태상 외, 2003: 139-140) 이를
세계적 보편성으로 확대하면, 서구의 3단 논법이나 스핑크스의 세 가지 수수께끼에서
세 번의 과업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3은 완료의 숫자로서 완전성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라미드나 수학에서도 삼각형은 지상의 중력이 미치는 범주 안에서 안정성
있는 도형이다.
이를 시조 형식에 적용하면, 대상에 대한 인식과 발언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하기
에는 못마땅한 감이 있다. 적어도 그것이 왜 그런가를 전달하려면 세 문장 정도의 발
화가 이루어져야 전후사정이 가려질 수 있다. 즉,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싈줄이 이
시랴.”와 같은 단 한 번의 발화로 정서적 표출까지 포괄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
로, “미타찰에서 만나볼 것이니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와 같이 전후맥락 없이 주
제만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즉 자기의 느낌과 의지만을 전달하고
소통의 대상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후사정을 알리려면 絶句와 같이 “起承轉結”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우
리는 이와는 달리 3단 구성을 선호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를 여백미라 할 수 있는데,
서술의 시간은 “[대상(상황) 인식→ 주체(정서)와의 연관성] 事件時→ [행위 결정(의
미 선언)] 論評時”와 같은 순서로 발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상고시가인 「황조가」에
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이 내 몸은
혼자이니→ 뉘와 함께 돌아갈고”와 같이 심층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구
조가 기층부에 자리 잡고 있다가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고려말 성리학자들에 의해
정격화된 시조형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격시조 출현 이전의 시가에서 부분적으로 형식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각각이 그 자체로서 고유한 변별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시가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말을 통한 기존 악곡 종합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여 본다.
① 시의 정형 양식은 부분적 일치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 시조는 4음보 율격과 의미
단락이 3분절된다는 양자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조는 이전의 양식을 종합하여 새
로운 시가 형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시조는 오랫동안 구연되었던 시가 형식이다. 구비전승되었다는 점에서 노랫가락
이 우리말의 언어적 운용에 알맞게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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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행의 시형이나 의미의 3분절 형식은 우리 민족이 선호했던 홀수에 대한 감각과
이를 통한 사유의 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미의 3분절은 구비문학에서 즐겨 사용
하는 숫자 3의 법칙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
④ 시조 발생기의 충신시조에서 나타났던 의미전개는 “[대상(상황) 인식 → 주체(정
서)와의 연관성] 事件時 → [행위 결정(의미 선언)] 論評時”와 같은 순서로 발화
가 이루어졌다. 이는 본연지성의 시조로서 종장에서 우주론의 본체인 리(理)를 드
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Ⅲ

. 시조 형식의 정착 과정

앞 장에서는 이전의 시조 기원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우리말을 통한 기존
악곡 종합설”을 제기하여 보았다. 이는 “4음보격, 3행시형”이라는 특성과 우리말로 된
노랫말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말
의 특성을 고려한 악곡 형식의 분석과 참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여기서는, 시조 노랫말의 구조 분석과 확산 과정에 대한 검토
를 통해 발생기 시조형식의 정착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번안 노랫말의 가능성

시조의 기원설은 다양하게 따져볼 수 있지만, 정격에 가까운 시조형식이 나타난
것은 우탁(1263-1343), 이조년, 이존오, 최영, 이색, 정몽주, 길재, 원천석, 이방원 등의
노랫말이 전하는 고려말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고려말에 발생한 시조 형식이 과연 조선 후기의 가집에 실린 바
와 같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다양한 견해가 속출하고 있
다. 이는 우리 노랫말을 음성적 발현에 따라 그대로 적을 문자 체계를 갖지 못하여
구비전승되었기에 후대에 이르러 그 작품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난점이 생겼기 때문
이다. 더불어 후대에 시조곡이 유행하면서 널리 알려진 漢詩, 인물이 생전에 설파했
던 뜻이나 행적을 얹어 부름으로써 의작(依作)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작품이 많이 나
타나게 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었다.
①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② 雨歇長堤 草色多ᄒᆞ
니
送君南浦 動悲歌을
大同江水 何時盡고 別淚年年添綠波ㅣ라
勝地에 斷腸佳人이 몃몃친줄 몰라
「靑丘永言, 六堂本; 심재완, 2202」5)
5) 이하의 시조텍스트는 심재완 편, 정본 시조대전, 서울: 일조각, 1984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번호 2202는
이책에수록된순서이다.

시조의 기원과 형식의 정착 과정 연구 11

위의 「송인(送人)」은 널리 알려진 시로, 고려시대 정지상(?-1135)의 것이다. ①은
7언 절구이고 ②는 시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두 시를 비교해 보면 ②의 끝 행(종장)
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②를 정지상이 직접 지어 부른 것이라
면, 우탁의 「백발가」보다 연원이 앞선다. 그러나 정지상이 ②를 노래로 불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추정해본다면, 평소에 흠모하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작품을 시조곡에 얹어 부르기 위하여 ②와 같이 원작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종장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노래로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①과 ②를 동일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시조의 한시기원설
이 이치에 맞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이다. 즉, ①의 절구는 이별의 정경에 대한 것으
로 현재의 시간에서 발화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②는 “勝地에 斷腸佳人이 몃몃친줄
몰라”와 같은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절구의 내용에 대한 논평과 함께 앞의 사건을
객관화시킨다. 즉, ②는 이별을 감행하는 화자의 시선과 이를 바라보는 논평자의 시
선이라는 이중의 시선이 개입하고 있다. 사건시점과 관찰자시점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은 정몽주의 「단심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이다. 이를 참고하여 해석한다
면, 한시의 절구는 사건 시점의 단일한 담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시조는 사건시에
논평 시점을 결합한 중층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초・중장] 事件時 → [종
장] 論評時”와 같이 앞의 초・중장과는 달리 종장의 의미 구현, 발화의 방법이나 시
간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②의 경우를 후대의 의작으로 보는 근거는, 이와 같이 종장을 첨가하여도 시
조의 형식적 특성상 내용의 통일성이 깨지지 않고 원작의 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
으므로, 이별의 애틋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송인」과 같은 이별 노래를 번안하여 불
렀다고 보는 것이다. ②의 노래가 의작이 되는 까닭은 「송인」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식자층이라면 누구나 식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조선
후기의 가집에 실려 있는 많은 작품들이 당시 연행의 목적에 맞게 개작되어 불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예로는 백제의 성충, 고구려의 을파소, 통일
신라의 설총, 고려의 최충, 곽흥, 정지상 등이 해당된다. 즉, 후대인들이 선대의 인물
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그의 작품을 흠모하면서, 일화나 시를 노랫말로 번안
하여 불렀고 이것이 청중의 호응을 받아 전파되면서 가집에 수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고려말 충신들의 시조가 포함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
지 않을 수 없다.6) 그들의 활발한 한시 창작에 비하여 후대에 남겨진 작품이 1～2편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작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
6) 신영명(2008: 140)에서는 “여말선초는 시가사상 경기체가와 악장의 시대에 속한다. 그러므
로 이시기의 작품은 모두 위작이 된다. 그러나 위작이 갖는 시조사적 의미는 밝힐 필요는 있
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주도적인 장르와 변종의 장르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
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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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배경 설화와 함께『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조차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특별히 고려말에 다발적으로 시조 형태
의 노래가 등장한 것은 그 노랫말의 정격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노랫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악곡이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랫말
형식의 일치 여부를 떠나서 악곡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시조의 발생 기점을 역추산
할 수 있다고 본다.
2. 악곡과 노랫말의 관계: [초・중장] 事件時

→

[종장] 論評時

시조 형식의 발생 지점은 곡조와의 연관성하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에 수록된 「향가(鄕歌)」가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채록되었다고 해서 향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향찰로 기록된 내용과 당시의 노랫말이 엄밀히 일치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나, 그와 같은 곡이 노래로 불렸을 것만은 확증할 수
있다. 특히 ‘향가(鄕歌)’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말을 살린 노래의 독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세기는 그의 『시조창법』(1957)에서 곡조의 고
려말 기원설을 뒷받침한다.
고려말의 鄭圃隱은 李芳遠의 부른바 가장(歌章)은 이두 발표이나마 역사적으로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오늘까지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부르는 調는 즉 鄭圃隱調라고 이름합니다.7)

즉 고려말 시조들이 한역이나마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노랫말의 기원을 설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곡조만은 구전을 통해 계승되어 왔기에 20세기에 부르는
곡조의 명칭으로 기원을 거슬러 ‘鄭圃隱調’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유세기의 언급을 통
해 알 수 있는 바, 두 노래는 이두(吏讀) 기록으로나마 남겨져 그 당시의 노랫말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가창자들이 굳이 ‘鄭圃隱調’라 명명한 것은 포은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뿐더러 노랫말의 내용 자체가 충이라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를
표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如此亦何如 如彼亦何如
城隍堂後但 頹落亦何如
我輩若此爲 不死亦何如
「何如歌: 海東樂府; 심재완, 2291」
7) 유세기 시조창법; 장사훈, 2006, 11-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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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歟
「丹心歌: 海東樂府; 심재완, 2325」

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두 노래는 ‘기승전결’을 기본구조로 하는 절구나 율시와
는 대응될 수 없는 3분절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시의 노랫말이 가집에 국역된 상태
와 동일한지는 알 수 없으나, 6개의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은 현행 시조의 6구설과 일
치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2구씩 짝을 지어 3행으로 의미를 분절시키면 현행 時調唱
의 3장 배열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음문자가 창제되기 이전이었기에 이두 문자로
전하는 이들 노랫말을 참고하면, 이전의 시가 형태와 변별되는 것으로 그 형태의 독
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상호텍스트성을 갖는 두 작품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형
식적 일반성까지 확보하여 장르적 존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는 고려후기 시가유형을 악곡과의 연관성 하에 파악한 견해가 도움이 된다.
12세기 말엽 이래 고려 후기의 상층 시가계에서는 단편시가 부문에서 고려 전기
의 토착 시가양식의 단련체의 「정읍」․「사모곡」 유형이 쇠퇴하자 14세기 무렵
부터 그 양식을 계승한 前時調型이 생겨나서 그 매우 짧은 시편 속에서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정서적 체험을 응축적․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성호경,
2006: 39)

그러므로 時調 형식은 악곡의 분화에 따라 정격의 형태(광의의 시조)로 고려말에
처음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왜 정격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없이는 변격이나 이형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기한 바, 우리말 자체가
시조 형태의 출현을 잠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가 형태로 발
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려말에 출현한 것은 성리학자들이 도학적 이념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적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시가 아닌 우리말 어순
으로 된 시가였기 때문에 민중적 파급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조는 외적인 형태로 보면, 노랫말 자체는 짧으나 <대엽조> 계열의 곡이 처음에
는 아주 느리고 유장한 가락을 가진 <만대엽>이었다는 점에서 그 연창의 길이가 민
요나 한시의 음영에 비해서 결코 짧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의
문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노래로는 대엽조가 있는데 대개 장단의 구분은 없다. 그 가운데는 또 만,
중, 삭의 3조가 있고, 원래는 ‘심방곡(心方曲)’이라고 했다. 만대엽은 극히 느려서 사
람들이 싫어하여 쓰지 않은 지 오래고, 중대엽은 조금 빠르나 역시 좋아하는 이가
드물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삭대엽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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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하여가」와 「단심가」의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자적
표기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유사성만 보더라도 이를 실어 부르는 노랫가락이 당시에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향가(鄕歌)와 향악(鄕樂)이 우리 노래를 지칭한다는 점
에서도 우리식 노랫말과 가락에 대한 당대의 인식 양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선조 5
년(1572)에 간행된 『금합자보』에는 <만대엽>과 <북전>9)의 악보만 전한다는 점에
서 초기의 악곡은 <북전>과 형태적 유사성을 가진 <만대엽>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으로 보인다.
14세기 말과 16세기 말 간에는 2세기의 시간적 거리가 있으나, 정음 이후에야 노
랫말이 기록될 수 있었음을 감안하고, 또 이 기간에 <만대엽>의 곡조가 등장하여 문
화적 주류로 정착되면서 문집으로 출간되기까지의 경과 기간으로 볼 때 결코 길다고
볼 수만은 없다. 특히 <북전>이 나타난 이후로 <만대엽> 악곡이 성리학자를 중심으
로 고려말에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가락
간의 비교, 대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글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정형화된 새로운 악곡이 출현하게 되었을 때 이와 동시에 노랫말도 이 가락에 맞
추어 창작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10) 특히 노랫말은 내용의 전개뿐만 아니라 연
창(演唱)의 시간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의 「송인」②와 같은 의작이 자연
스럽게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조곡인 <만대엽>의 노랫말이 초・중장과 종장이 2
원적으로 분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용 첨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발생기의 시조의 노랫말 형식은 연창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래와 같이 2원적
구조로 형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초・중장] 事件時 : 비유의 대상, 사건, 경험 등의 현실태
[종장] 論評時 : 가창자의 의도나 심회, 이데올로기 등
五百年 都邑地를 匹馬로 도라 드니
山川은 依舊하되 人傑은 간듸 없다
어즈버 太平烟月이 이런가 ᄒᆞ
노라.
「길재; 심재완, 2079」
8) 이익(1681-1763), 星湖僿說 권13; 권두환, 1993, 28에서 재인용
9) 성호경(2012)은 고려 충혜왕 때 궁중에서 연행되었던 악곡인 <北殿>을 토대로 시조의 <北殿>
기원설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고려 후기의 우리 시가에 끼친 元의 散曲의 영향을 중
시한다.
10) 일제강점기에 7․5조의 동요가 유행하자, 여기에 글자 수를 맞춘 동요가 다수 창작되었던
사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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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창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도읍지”를 돌아본 일은 사건의 시간으로서 과거의 일
이고, 이를 가창의 상황에 대입하여 옛 시대를 “꿈”처럼 회고해 보는 일은 현재 논평
의 시간에서의 일이다. 즉, 도읍지를 돌아보는 시간과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동시적
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시조의 노랫말에서 종장은 의
미의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종장이 의미의 전환과 결론부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연창의
환경에서는 가창자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앞의 초・중장에 대한 비유적 논평의 시
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시조의 노랫말 정착 과정: 상호텍스트성의 확대

문헌에 시조 작품을 남긴 초기의 작자로는 우탁(1263-1342), 이색(1328-1396), 정몽
주(1337-1392), 길재(1353-1419), 이방원(1367-1422) 등으로, 고려말과 조선초에 생애
가 걸려 있다. 이 가운데 우탁의 생애가 가장 빠르고, 조선 개국의 조짐이 보이기 전
에 작고하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별점을 갖는다. 우탁의 시조가 고려말 충신 시조의
주제와 다른 까닭이다.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려 전하는 아래의 「탄로가」나
「백발가」는 國字가 발명되기 이전에 노래된 것으로, 과연 조선 후기의 가집에 수록
된 것과 일치하는 형태였겠는가와 같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하여가」와 「단심가」가 이두형태나마 3장(행)에 대한 확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ᄒᆞᆫ
손에 가시를 들고  ᄒᆞᆫ
손에 막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白髮 막로 치랴터니
白髮이 제 몬져 알고 즈럼길로 오더라.
「우탁; 심재완, 3177」

노래가 일단 널리 알려지게 되면 아류 형태의 번안곡이나 유사한 노랫말을 가진
파생곡이 등장할 수 있지만, 원래의 노랫말 자체가 훼손되어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
다. 그리고 우탁의 계보에 속하는 학자들이 모두 시조를 남겼다는 점에서 스승의 영
향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남긴 시조도 3행(의미의 삼분절)의 의식 하에
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연원의 최초를 감히 우탁으로 결정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이후로, ‘정포은조’로 불리는 「단심가」를 비롯하여 회자되는 시조작품들을 모방한
번안작이나 파생 작품이 나타나서 시조의 정착과정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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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몸이 주거주거 一百番 고쳐 주거
白骨이 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싈줄이 이시랴.
「정몽주; 심재완, 2325」
이몸이 죽어가셔 무어시 될고ᄒᆞ
니
蓬萊山 第一峰에 落落長松 되야이셔
白雪이 滿乾坤ᄒᆞᆯ
제 獨也靑靑 ᄒᆞ
리라.
「성삼문; 심재완, 2323」

위의 두 작품은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두 작품 모두 “이몸이”를
호칭하며, 죽은 뒤의 불변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비유는
다르게 나타난다. 텍스트 간의 결속 면에서 ‘성삼문’의 시는 선대의 작품을 염두에 두
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나 표현 면에서 상호성
을 갖고 있다.
‘정포은조’가 발생기로부터 전승되어온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몸이”, “이몸”으로
시작하여 연속되는 초장 제2음보에서 “죽음”을 가정하고 결의를 드러내는 시조는 심
재완 편 『정본 시조대전』(1984)에서 총 29편이 나타난다.
주거주거/ 주거가서/ 주어져서/ 죽거드란/ 죽은 後에/ 싀어져서/ 되올진/
어셔 업서/ 허러내여/ 학이 되어/ 이 되어/

이와 같은 현상은 구비전승을 기본으로 하는 노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시조의 정착과 확산의 과정이 속도감 있는 악곡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노랫말(가사)
의 경우에는 상호텍스성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훈민정음 반포(1446) 이후에 시조를 남긴 이들로는, 이현보(1467-1555), 서경덕
(1489-1546), 황진이(중종 무렵), 송순(1492-1582), 이황(1501-1570), 이이(1536-1584),
정철(1536-1593), 윤선도(1587-1671) 등이다. 즉 고려말에 정격시조가 등장하여, 조선
초에 형식적 규범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다가, 조선 중ㆍ후기로 진행되면서 엇시
조, 사설시조 등의 변이 형태가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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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이 글에서는 시조의 기원설을 살펴보고, 시조 형식의 노랫말이 발생하여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원설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전의 논의가 부분적 일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말을 통한 기존 악곡 종합설’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는, 발생기에 나타난 시조
형식과 관련하여 연창의 환경을 고려한 구조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장별 서술시간을 “[초・중장] 事件時 → [종장] 論評時]”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랫말의 특성상 상호텍스트성의 확대를 통해 정착과 확산의 과정을 거쳤다고 결론
지었다.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비평이론의 등장이 등장하면, 이전에 지식으로
가르쳤던 교육의 내용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적 방법론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간 삶을 형상화하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시조 장르가 성립되어온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시조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
닭이다. 시조의 기원과 형식의 정착 과정에 관한 이 글의 논의는 시조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전시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중예술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대문
학의 양상과 고전문학의 양상은 서로 다른 기반위에서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조 관련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 창작과 교육의 양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
여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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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mergence Era and Formation
Process of Sijo

Yeom, Chang-Gwon(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origin and form settlement of Sijo with the
viewpoint that Sijo’s fixed form is not a fixed one from the beginning but a substantial
existence developed with time.
The contents and purpos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ly, ‘through Korean Language synthesize’ was suggested because previous
discussion was only partly correct. The summarized basises are following.
Sijo’s fixed form needs to satisfy two things; 4 musical foot rule and paragraph
divided in 3 parts. It is the form of recited poem song different from written literature
and the melody is well shaped suitably for Korean’s linguistic use.
Nextly, the study also mentioned that we need to analyse the structure of Sijo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of performance.
So, narrational point as [beginning․middle Jang: emergence-time]→[final Jang:
commentation-time] was suggested. And, the study concluded that on the property of
lyrics, Sijo’s Form settlement goes through expansion process by intertextuality.

Key words: Sijo, lyrics, emergence-time, commentation-time,
intertex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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