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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세기 전반기는 근대적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음악사회도 급격한 변화

를 겪으면서 전통음악계에 큰 변화가 대두되었다. 새로운 극장에서의 공연, 

유성기음반 발매, 방송활동 등은 이전의 시기와 다른 전통음악의 상황을 조

성하였다.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등장한 가야금병창은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가야금병창은 1910년대 전후에 중앙무대 극장에서 정기적인 공연 종목으

로 채택되었다. 판소리, 단가, 민요 등 기존의 음악과 다른 색다른 연주 방식

을 보여준 가야금병창은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독립된 음악 형태

로 자리 잡았다. 

가야금병창의 형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고, 대략 19세기 말∼20세기 초로 

추정된다. 초창기에는 심정순과 박팔괘가 연주자로 활동하였는데, 그들이 활

동했던 시기는 아직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유성기음반의 발매, 국악 방송 운영 등으로 가야금병창 공

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93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당

시에 가야금병창을 주도하던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이 부른 악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이 기존의 판소리와는 구별

되는 고유한 음악 형태로 정립되었고, 노래와 가야금반주의 이상적인 결합으

로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이었음을 밝혔다. 연주자 한 사람이 

판소리(또는 민요, 잡가)와 가야금의 조화로운 연주를 하는 형태는 기존의 판

소리나 산조의 연주와는 또 다른 감흥을 주었고, 더욱이 당대에 이름난 명인· 

명창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가야금병창을 연행하여 완성도 높은 음악을 대중들

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야금병창은 사설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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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설에서 길이를 축소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연주자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심상건은 자연풍경을 노래하

는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고, 이소향은 유사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취하지 않거나 축소하였다. 특히 오태석은 사설을 운용하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대목에 따라 언어적 유희가 돋보이는 구성을 

했다.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비교적 기존의 악조와 장단 등은 유사하게 진행

했다. 다만 심상건과 이소향은 기존 악곡의 악조와 장단을 그대로 준용한 데 

비해, 오태석은 악조 변화로써 자신의 음악 세계를 나타내었다. 

선율적 측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를 보면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공통적 요소와 개별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소리 선율을 근간으로 가

야금반주를 구성하는 것은 본고에서 분석한 연주자에서 공히 나타나는 기본 

속성이다. 그러나 세분적인 부분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을 이루는 방

식에는 차이가 컸다. 심상건의 경우, 가야금반주는 단순히 보조적으로 수반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보다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으며, 반주 선율에서 

그의 독자적 음악성을 드러내었다. 소리와 반주간의 헤테로포니적 선율 진행

을 시도하는 한편, 가야금반주를 전주 또는 간주로 적극 활용한 특징이 있다.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을 부를 때에 연주했던 반주선율은 훗날 그가 가야금산

조를 만들 때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소향의 경우는 본래 판소리, 

민요 등을 불렀던 창자였기 때문에 그가 부른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특징

은 기악연주자였던 심상건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소향은 주로 소리선

율에 비중을 두어 가야금이 반주의 역할 안에서 소리의 여운을 주거나 사설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와 가야금병창에 모두 능했던 오

태석은 훗날 ‘병창 전문가’로 명명될 만큼 가야금병창을 통해 그의 음악적 기

량과 예술성을 발휘하였다.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

화로움을 극대화시켰으며, 악곡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조화롭게 구성

하여 선율의 균형감을 조성하였다. 요컨대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이 이들 가야

금병창의 연주자에서 나타나는 강한 개성과 음악적 차이는 판소리의 창제나 

산조의 유파에 버금가는 특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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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배경의 기저에

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음악계 내부에서 공연 양식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판소리 창자들이 새로운 공연방식으로 분창을 

시도했지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과 달리 가야금병창은 대중

들에게 이미 친숙해있던 기존의 판소리, 단가, 잡가, 민요 등을 활용하여 새

로운 공연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1930년대에 조

성된 구악(舊樂) 부흥운동은 가야금병창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였다. 구악(舊樂) 부흥운동으로 주요 공연에서 가야금병창이 연주되는 

빈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가야금병창 연주자도 늘어났다. 연주자들 저마

다 독자적 음악성을 발휘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획득하였다.

음악계 내의 경쟁 구도 속에서 1930년대에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이룰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악(舊樂) 부흥운동을 단순히 전통으로의 회귀

가 아닌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적극 대응하

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심상건·이소향·오태석 등 이름난 명인, 명창에 의해 

발휘된 가야금병창은 그것이 독립된 공연 형태로 확립될 수 있는 데에 기여

한 바도 크다. 이들 명인은 새로운 시도와 레퍼토리의 확장을 통해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의 외연 확장과 동시에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고, 그 영

향을 받은 후속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이 생겨나 그들의 음악을 계승하게 되었

다. 그 결과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가야금연주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성을 갖춘 중요한 음악 형태로 확립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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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야금병창은 연주자가 스스로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음악 형태이

다.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한 장르로서 20세기 전반기 대중들의 인기를 크게 

얻으면서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가야금병창은 20세기 전반기

에 비해 여러 면에서 위축되어 산조, 판소리에 상응하는 음악 갈래로서 그 위

상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는 소리의 관점에서 단가, 판소리, 민요 

등을 부르는 연주형태의 한 종류로 평가하거나 가야금반주가 가야금산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노래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가야금병창 발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없지만,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유물 자료에서 볼 수 있어 가야금병창과 

같은 형태는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도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4∼5세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토우 중에는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는데,1) 이로 미루어 4∼5세기 무렵 연주자 한 사람이 가야금을 연주

하며 노래하는 연주 형태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풍입송(風

入松)을 거문고와 함께 노래했다는 기록2)과 이규보를 비롯한 문인들이 가야

금에 시를 얹어 즐겼다는 기록3)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도 가야금병창이 연주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수 있다. 조선조에는 조선 전기에 가야금병창의 형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신재효의《 가로지기타령》사설에

는 가야금 연주자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4) 이로써 늦어도 조선 후기에

1) 김성혜, “삼국시대 신라음악문화사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09쪽.

2)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세광출판사, 1985), 352쪽.

3) 송방송, 고려음악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8), 116-124쪽.

4) “가얏고 놀던 사람, 짝타령을 타느라고 荒城에 虛照碧山月이요, 고목은 盡入蒼梧雲이

라 하던, 이태백으로 한 짝.  關山月裡 關山月이요 萬國兵全 草木風이라 하던, 杜子美

로 한짝. 둥 덩 덩 지 둥 덩 둥 그만 식고.” 강한 , “변강쇠가”, 신재효의 판소리 여

섯바탕집 (서울: 앞선책, 1994), 272-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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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가야금병창이 연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야

금병창이 민간에서뿐 아니라 궁중의 연향에서까지 연주된 사실은 1913년에 

설행된 고종 탄신일 축하연의 기록5)을 통해 알 수 있다.

현행 가야금병창의 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몇 가

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가야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에 의해 처

음 만들어졌다는 견해인데, 이는 박황의 판소리소사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

다.6) 박황은 위의 책에서 김창조가 고수 없이 스스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판소리를 불러보는 과정에서 가야금병창을 만들었다고 하 다. 또 다른 견해

는 조선 후기 여러 지역의 가야금 명인 또는 판소리 창자들에 의해 가야금병

창이 싹트기 시작하 다는 것이다. 이는 유성기음반에 녹음한 가야금병창의 

명인이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충청도 출신의 연주자가 우세 다는 점을 들어 충청도와 경상도

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았다.7) 즉, 가야금병창이 김창조 단독에 의해 전남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었

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이다. 가야금병창의 형성에 대한 몇몇 견해

들을 고려하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가야금병창은 적어도 19세기 중반 이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가야금병창은 단가·판소리·민요 등을 부르는 창자가 직접 가야

5) 김 운, “1913년 고종 탄신일 축하연 음악 연구 – 장서각 소장 조선아악에 基하여 

-”, 장서각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제18집, 44쪽.

6) “그(김창조)는 가야금의 대가인 동시에 판소리의 명인이었던 만큼 즐겨 소리도 하

다. 소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고수가 있어서 장단을 짚어 주어야 하고, 또 장단을 짚

어 줌으로써 흥이 고조에 이르며, 소리할 맛도 우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는 판소

리로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수종고수가 없었다. 소리를 하려면 

고수를 데려와야 하고 또 행하도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웠던 것이다. 이따금 

흥에 겨워 신풀이를 하려고 소리를 하게 될 때, 앉아서 무릎장단을 치든가, 북을 치

며, 장단으로 소리를 해 보면 흥이 나지 않고, 소리의 맛도 싱겁기 이를 데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리란 고수에게 장단을 잡히고 소리를 하면서 가사에 알맞게 표현 

동작을 해야 흥이 나고 신이 나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自 長短으로 하는 것이니 재

미가 있을 리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시험 삼아 가야금으로 반주하면서 

단가를 불러보니 여태껏 느끼지 못하 던 진기한 풍미가 있었다. 그는 판소리 또한 못

할 리가 없다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가야금병창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다.” 

박황, 판소리소사 (성남: 신구문화사, 1983), 103∼104쪽.

7) 이보형,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오태석 가야금병창의 예술성”, 오태석의 삶과 예술세

계 (전남: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 2010),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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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반주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가야금산조 연주자가 자신이 노래하며 반

주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금병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야금

병창이 연주되기는 하 으나, 20세기 전반기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본

다. 1910년을 전후로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가야금병창이 공연되었고, 유성기

음반에도 취입되는 등 활발하게 전개된 양상이 드러난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야금병창은 오태석·심상건·이소향 등의 여러 연주자들에 의해 

유성기음반과 방송을 통해서 공연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20세기 전반기에 큰 인기를 누리며 전성기를 맞았던 가야금병창은 20세기 

후반에는 시대적인 공연 상황과 대중음악의 성행 등의 향으로 공연이 위축

된다. 이로 인하여 20세기 후반에 가야금병창의 연주곡은 전반기에 비해 다

양성이 줄어 판소리 중의 한 대목 또는 민요를 가야금반주에 얹어 부르는 형

태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후반기에 가야금병창의 연주

곡이 축소되고 연주 형태가 정형화되는 변화로 인하여 전반기에 상응하는 가

야금병창 고유의 예술성을 유지하지 못하 다. 그 결과 가야금병창은 판소리

나 단가․민요 등을 연주하는 한 형태로서만 이해되거나 가야금산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연주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초래하 다. 

지금까지 가야금병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연구 성과도 많

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동일한 가야금병창 악곡을 대상으로 연주자

에 따른 특징을 비교 연구8)하거나 특정 판소리 대목을 판소리와 비교 연구9)

8) 위희경, “오태석과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비교연구 : 현존하는 음반을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옥순, “박귀희와 정달  가야금 병창 中 短歌<죽장망혜> 比較硏究”, (용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하선 , “가야금병창의 남창과 여창 비교연구 : 심청가 中 <황성 올라가는 대목> <목욕

하는대목> <방아타령>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옥현, “박귀희와 정달 의 가야금병창 비교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자경, “가야금병창의 소리 시김새에 따른 가야금 주법 비교 고찰 : 강정숙과 강정열의 

춘향가 중 쑥대머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권지혜, “박귀희 ‧ 강정렬의 가야금병창 비교연구 : 고고천변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윤희, “심상건 ‧ 박귀희 가야금 병창의 구성에 관한 연구 : 단가 ‘청석령 지나갈제’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혜진, “강태홍과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작품 ‘구만리’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 4 -

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정 연주자의 생애나 특정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는 단편적인 연구가10) 많은데 반해서, 가야금병창의 공통적인 

논문, 2008).

오지 , “심상건과 오태석의 <고고천변>비교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유승림, “심정순제 가야금병창 중 토끼화상, 고고천변 선율연구 : 박귀희제와 비교를 중

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항아, “전승계보에 따른 가야금병창 비교연구 : 강정숙 ‧ 강정열의 <사랑가> ‧ <녹음방

초>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 강지 , “거문고 병창에 관한 연구 : 거문고 병창 호남가와 가야금 병창 호남가, 판소

리 단가 호남가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나승희,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에 관한 연구 : 박봉술바디 <적벽가>와 박귀희류 <적벽

가> 중 ‘조자룡이 활 쏘는 대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명배,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의 비교 연구 : 김연수 바디 <천자뒤풀이>와 박귀희 류 

<천자뒤풀이>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전미경,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비교연구 : ‘사랑가’ 비교를 중심으로”, ( 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문수정, “판소리 ‧ 가야금병창 ‘제비노정기’ 비교연구 : 김창환 ‧ 박녹주 ‧ 박귀희를 중심

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0) 박윤선, “가야금병창 신민요에 관한 연구 : 박귀희 가야금 병창곡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현숙, “가야금병창 단가 ‘백발가’의 선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현정, “가야금병창 구만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박귀희 가야금 병창곡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 희, “심상건 가야금병창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정봉자, “가야금 병창 ‘새타령’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주문희, “가야금병창 ‘초한가’ 연구 : 오태석, 정남희, 한성기의 선율을 중심으로”, (용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임현숙, “가야금병창 ‘죽장망혜’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4).

강미 , “강정열의 가야금병창 연구 : 춘향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서은 , “이소향의 가야금병창에 대한 고찰 : 몽중가와 중타령을 중심으로”, (한국종합학

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5).

박혜련, “오태석류 가야금병창의 전승과 변이 양상 : 수궁가 中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배성남,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음악기법 연구 : 노래선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

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8).

서태경, “가야금병창 ‘호남가’ 연구 : 김종기, 오비취, 박귀희의 선율을 중심으로”,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설현, “심상건 가야금병창 연구 : 단가 대장부한 ‧ 백구타령을 중심으로”, (한국종합학

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9).

서일도, “박귀희 작곡 가야금 병창 신민요에 관한 음악적 고찰 : 가사 ‧ 선율 ‧ 리듬 ‧형
식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임효진, “박귀희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채옥선, “가야금 병창에 관한 연구 : 강정열의 <토끼화상 그리는 대목> ‧ <여봐라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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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적 특성을 다룬 연구11)는 한정적이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가야금병창 관련 연구는 가야금병창을 하나의 독립된 음

악 형태로서 그에 대한 고유의 예술성이 제대로 부각시키는 데에 여전히 한

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명인 명창들에 의해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그들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가야금병

창의 예술성을 음악적으로 살피는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가야금병창의 전성기 던 시기로 20세기 전반기를 주목하면서 

이 시기에 가야금병창을 하나의 음악 형태로 정립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판단

되는 중요한 명인 명창들의 음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

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이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당시 가야

금병창을 주도했던 이름난 명인 명창들에 의해서 그 형태가 정립되었으며 그 

음악에 내재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예술성에 대해서 논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0세기 전반기는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하선 , “오태석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과 장르적 특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 석현주, “가야금병창 연구 : 판소리 단가와 가야금병창 단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안은옥,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 금태문 편저 가야금교본에 基하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선,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현황 -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 신, “가야금병창에서 창과 가야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윤정,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형태의 변모 양상”, 우리춤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10), 제12집, 181-209,쪽.

홍재동, “고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6 -

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신문물의 유입은 전통음악계에도 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존재양상과 예술

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음악매체와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가야금병

창 연주자들의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새로운 연주 공간인 극장에서의 공연, 새로운 음악 매체인 

유성기음반과 방송에서의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극장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프로그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신

문기록을 통해서 당시 공연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신문기록이 현실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하고 광고성 기사는 과장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 공연문화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존재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유성기음반과 방송을 통한 공연활

동의 기록은 당시 가야금병창의 전개양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남아있는 유성기음반기록과 방송기록을 통

해서 20세기 전반기가야금병창의 전개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한편, 가야금병창의 전개양상은 공연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에 의해서 향

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공연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유성기음반 및 방송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공연

활동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선정할 것이다. 20세기 전반기는 아직 가야금병창의 특정 계보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로, 연주자들은 판소리와 가야금을 사사 받아 가야금병창

의 음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틀 속에서 소리와 기악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음악활동을 하 을 것

이고, 당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도 이러한 연주자들의 음악활동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즉, 연주자들의 음악활동 배경에 따라서 그들이 연주하는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들을 그들의 음악활동 배경을 기준으로 ‘소리 전문가’, ‘가야금연

주 전문가’ 및 ‘병창 전문가’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Ⅱ장에서 분류된 기준을 대표하는 가야금병창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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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악곡에 대해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

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설 및 음악구조를 분석

할 것이다. 특히 선율적 측면에서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을 통해 드러나

는 예술성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사설구조는 단가 ․ 남도잡가 ․ 판소리 

등 원곡의 사설과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 위해 재구성한 사설을 비교할 것이

다. 음악구조의 경우, 먼저 판소리 명창이 부른 기존 악곡의 장단, 악조 및 시

김새 등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경우와 비교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율

적인 측면에서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음악적 특징을 살

펴볼 것이다.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반주의 결합은 병창의 고유한 특징이 잘 드러나도

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반주의 기능적인 측면은 대상 악곡이나 연주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12)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연주

자들이 기존의 음악을 병창으로 부르기 위해 어떻게 재구성하 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가야금병창을 부르던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음악활동 배경에 

따라 음악을 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일한 대목

을 부른 연주자들 간의 비교를 통해 연주자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음악계의 변화 속에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성장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시대적 환경이 가야금병창의 전개양

상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가야금병창이 전통음악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

병창의 예술적 가치와 음악사적 의의를 재조명할 것이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이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12) 가야금병창에서 가야금반주의 기능적 측면을 언급한 논문으로는 홍재동, “고음반에 

나타나는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박혜련, “오

태석류 가야금병창의 전승과 변이 양상 - 수궁가 중 ‘토끼화상을 그리는 대목’을 중심

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고주리, “가야금병창에서 노래와 가야금

의 연주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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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입된 모든 곡에 대해서 음악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Ⅱ장에서는 기록

을 통해서 당시 공연활동 전반을 살펴볼 것이고, 제 Ⅲ장에서는 대표적인 연

주자의 곡으로 한정지어서 그들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극장에서의 공연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기록을 활용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 매일신보13), 조선일보14) 및 동아일보15) 기사를 검

토할 것이다. 유성기음반에 취입된 가야금병창의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

아카이브연구단에서 제작한 한국유성기음반16)을 토대로 가야금병창 유성

기음반 목록을 고찰할 것이다. 유성기음반은 상업적인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당시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음악장르, 연주자 및 악곡을 가장 객관

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방송을 통한 공연활동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17)의 1926.7.12∼1944.1.3에 대한 방

송기록을 대상으로 삼았다. 

Ⅲ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주자인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의 악곡을 분

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하던 명인 명창들이 기존

의 음악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 위해 어떻게 재구성하 는가를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판소리 창자가 부른 대목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 

악곡은 단가·잡가·판소리 등으로 본래 불렸던 계통상의 분류로 나누어 다

루고자 한다. 따라서 단가 계통으로는《백구타령》과 《대장부한》, 남도잡가

로는 《새타령》을 분석할 것이며, 판소리 중에서는《기생점고》·《옥중가》·

《소상팔경》·《고고천변》·《토끼화상》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야금병창의 악곡에 대하여 계통상의 구별보다는 20세기 전반

기를 대표하는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음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계통상의 비교보다는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경우와 단가·잡가·판

소리 등으로 부른 경우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3) 매일신보 1910.8.29.∼1945.8.15.

14) 조선일보 1920.3.6.∼1940.8.10.

15) 동아일보 1920.4.1.∼1940.8.10.

16)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서울: 도서출판 한걸음더, 2011).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서울: 민속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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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을 선정한 기준과 범위에 제한을 두었던 것이다. 비교대상으로 선정

한 판소리 창자는 송만갑·이동백·김창룡·정정렬·이선유 등인데, 이들은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판소리 명창들로서 대표적인 더늠을 남긴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이 이들의 더늠을 병창으로 불렀다

는 공통점도 있다. 본고에서는 판소리의 같은 대목 또는 동일한 단가나 민요

를 부른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 연주자별 음악적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한 대표적인 연주자

들로 판단되는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징을 

살피는 동시에 보편적 양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심상건·이

소향·오태석 세 연주자가 부른 악곡을 불렀던 박팔괘·김해선·권농선·김

초향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

창을 주도한 연주자로 심상건·이소향·오태석 3인을 꼽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박팔괘·김해선·권농선·김초향 등은 이들 3인에 버금가

는 정도로 가야금병창에서 독자적 예술성을 이루지는 못하 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 분석할 악곡은 <표 1>에 제시한 총 28개의 음원으로 범

위를 정하 다.18)

18) <표 1>의 음원번호 중 *표한 것은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 배연형선생님의 소

장 자료이다. 귀중한 음원을 제공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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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원곡 곡명 연주형태 연주자 음반번호

단가

백구타령
가야금병창

박팔괘

심상건

김해선

권농선

판소리 송만갑 닛뽀노홍

대장부한
가야금병창

심상건 ・
이소향 ・

판소리 김창룡 ・

판

소

리

춘향가

기생점고
가야금병창

심상건 ・
오태석

판소리 정정렬

옥중가
가야금병창 오태석

판소리 송만갑

심청가 소상팔경
가야금병창

이소향 ・
심상건

판소리 이선유

수궁가

고고천변
가야금병창

심상건

오태석

판소리 송만갑

토끼화상
가야금병창 오태석

판소리 임방울 년 완창 실황 녹화

흥보가 중타령
가야금병창

이소향

김초향

판소리 김창환 ・

남도잡가 새타령
가야금병창

박팔괘

심상건

권농선

판소리 이동백

<표 1> 분석 대상의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주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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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전개양상

20세기 전반기는 전근대적인 사회가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 고, 

음악사회의 경우도 본격적으로 근대적 음악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

다.19)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음악의 레퍼토리와 음악가의 활동도 점점 수

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하 다. 신분제도의 폐지20)

는 향유하는 음악에 대한 신분 차별의 벽을 허물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무대

공간인 극장과 새로운 음악매체인 음반 및 방송의 등장은 불특정 다수가 동

질의 음악을 향수하게 만들었다. 20세기 전반기의 음악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극장, 방송 및 음반과 같은 새로운 음악유통에 적응하 고, 

동시에 변화된 음악수용자에게 향유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필연

적으로 수행하 을 것이다. 또한, 이는 창극,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 신민요

의 성장 및 각 장르에서의 레퍼토리의 확대로 이어졌다. 20세기 전반기에 형

성되고 전성기를 누렸던 가야금병창은 당시의 연주자들이 새로운 음악환경 

속에서 극장이나 매체를 통해 활동한 기록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새로운 음악 공간인 극장에서의 공연과 

유성기음반, 방송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한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을 살펴보고 

당시 연주자들의 공연활동을 분석하여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전개양

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공연활동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음악유통의 중심은 극장에서의 공연이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적어도 1910년대에는 가야금병창이 극장무대에서 공연되었던 

19) 이보형,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한국문화의 전통-음악분야”, 문화인류학 (서울: 한

국문화인류학회, 1975), 제7집, 126∼131쪽.

20) 신용하, 한국 근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일지사, 1994),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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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된다. 극장은 1902년 협률사를 시작으로 1910년대 중반까지 공

연활동의 주요 무대 다. 근대식 극장은 음악가의 활동 및 양성과 레퍼토리의 

확장 등 음악계의 공연환경에 거대한 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출신 음악가들

이 각자의 레퍼토리를 들고 대거 상경하면서 서울 음악계는 전국의 음악가와 

레퍼토리가 집중되는 중앙무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21) 한편 1907년 이후 

서울무대에서의 경험이 있었던 김창환과 송만갑 등은 각각 김창환협률사·송

만갑협률사를 만들어 지방 순회공연을 시작하 는데, 이러한 흥행단의 활동

은 서울의 극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

를 냈다.22) 

당시 극장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공연 내용

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문지상의 광고나 공연소식을 통해서 가야금이 

근대식 극장에서 공연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안사에서의 연주기록은 1912년 

4월 2일부터 1914년 3월 23일까지의 25차례에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3) 이 중에서 심정순이 연주자로 명시된 기사는 12회, 박팔

괘가 연주자로 명시된 기사는 1회 으며, 나머지 12회는 연주자에 대한 언급 

없이 가야금 공연 소식만을 전하고 있다. 

21) 서울이 중앙무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19세기에 마련되어 있었다. “∼

도시상업이 발달하면서 조선후기 서울에는 유흥업이 번창하 는데, 이와 더불어 새로

운 음악문화도 출현하 고 서울의 상업도시화는 연예를 생계로 삼아 활동하는 상업적 

연예집단을 배태시킨 것이다. 임형택, “18·1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고전문

학을 찾아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22)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3) 장안사 활동 중 가야금연주와 관련된 기사는 매일신보 중 1912~1914년에 보인

다. 그 중 심정순에 대한 내용은 1912.4.2/1913.12.18/1914.2.14/1914.2.17/1914.

  2.21/1914.2.24/1914.2.25/1914.2.26/1914.2.27/1914.3.15/1914.3.17/1914.3.23 등

에 보이고, 박팔괘에 대한 내용은 1914.1.24에 보인다. 그 외 연주자가 명시되지 않은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로 1914.2.1/1914.2.4/1914.2.6/1914.2.7/1914.2.15/1914.3.4/

  1914.3.6/1914.3.7/1914.3.8/1914.3.7/1914.3.8/1914.3.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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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심정순 가야금병창 공연기사 (매일신보 1912. 4. 2)

<자료 1>은 1912년 4월 2일의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로 장안사에서 심

정순의 가야금병창과 이동백의 판소리가 관람자의 환 을 받았다고 적혀있

다. 이를 통해 가야금병창이라는 용어가 1912년에는 벌써 신문지상에 별도의 

설명 없이 기사화 될 정도로 이미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연형태 음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심정순의 가야금병창은 이동백의 판소리와 

동등한 위치로 기사화 된 것을 통해, 이미 가야금병창이 독립적인 연주형태로 

자리 잡았고 장안사 공연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높은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단성사 공연의 경우 1912년 5월 7일부터 1915년 5월 30일까지 50여 차례 

가야금연주가 기사로 명시되었으며, 이 중에서 15회의 공연에는 박팔괘가 가

야금연주자로 명시되어 있다.24) 아래의 신문자료에서도 박팔괘가 단성사에서 

24) 단성사 활동 중 가야금연주와 관련된 기사는 매일신보 중 1912~1915년에 보인

다. 그 중 박팔괘에 대한 내용은 1914.2.11/1914.3.3/1914.3.6/1914.3. 12/1914.3.

  25/1914.3.28/1914.4.17/1914.5.3/1914.5.6/1914.5.22/1914.5.29/ 1914.5.30/1914.

  6.16/1914.6.27/1914.7.16 등에 보이고 그 외 연주자가 명시되지 않은 가야금병창 관

련 기사로 1912.5.7/1914.3.7/1914.3.11/1914.3.24/1914.3.26/1914.3.27/1914.3.29/

  1914.4.1/1914.4.2/1914.4.5/1914.4.7/1914.4.8/1914.4.9/1914.4.10/1914.4.15/  

  1914.4.16/1914.4.18/1914.5.8/1914. 5.9/1914.5.13/1914.5.14/1914.5.16/1914.

  5.20/1914.5.31/1914.6.2/1914.6.19/1914.6.20/1914.6.21/1914.6.23/1914.6.24/

  1914.6.26/1914.6.28/1914.7.3/1914.7.19/1914.7.3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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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가야금 공연을 하 음을 보여준다. 

<자료 2> 광무대에서 박팔괘의 가야금 공연 기사

광무대에서는 유명한 평양난장이가 왔다는데, 익살도 부리고 요술도 부리

는 앙증한 모습에 첫 번 보는 자는 포복절도하겠다. 유명한 박팔괘는 밤마다 

단성사에서 가야금. (매일신보, 1915. 5. 30 3면.)

이러한 신문자료들은 20세기 전반기 사설극장에서의 가야금 공연활동에 대

해 알 수 있게 해준다. 심정순은 장안사에서, 박팔괘는 단성사에서 많은 공연

을 하 고, 이들의 공연은 각 극장의 대표공연으로 인기가 높았음을 알 수 있

다. 당시에 극장공연이 이루어진 장안사와 단성사는 사설극장으로 극장 수익

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기 있는 연주자를 계속 무대에 올렸을 

것이다. 따라서 연주자가 명시되지 않은 가야금공연에 대해서도 장안사에서

는 심정순, 단성사에서는 박팔괘가 하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10년대의 공연에 대한 나머지 기사들에 대해서는 가야금공연의 연주형

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912년 전후에는 가야금병창이라는 연주형

태가 이미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었고, 심정순과 박팔괘가 당시에 가야금병창

으로 인기가 높았음을 고려하면 당시 극장에서 공연한 심정순과 박팔괘의 가

야금 연주는 대부분 가야금병창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의 가야금

병창이 인기가 높았다는 점은 최초의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이 박팔괘가 

1908년도에 취입한 것과, 심정순이 최초의 국악방송이 시작되고 열흘이 지난 

시점부터 방송을 하 는데,25) 그 시작을 가야금병창으로 했다26)는 점을 통해

서도 당시 가장 대중적인 가야금공연 형태는 병창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써 1910년대 가야금공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은 가야금병창으로 공연되

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극장이 음악유통의 중심이 되었던 1910년대 

초반에는 심정순과 박팔괘와 같은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이 장안사와 단성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가야금병창 연주활동을 하 고 높은 인기를 얻었음을 

25)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1쪽.

26) 1926.7.22 (목) 19:00 가야금병창《심청전》심정순, 1926.8.5 (목) 19:00, 가야금

병창 《춘향전》심정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서울: 

민속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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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출처 공연 단체 및 출연자 레퍼토리 비고

1925.10.7
동아

(2/6)

조 선 고

악대회

이동백과 기생 

여러 명

승무, 가야금병창, 

합창, 독창 등

1928.2.20
동아

(2/6)

제 1 회 

조 선 음

악 협 회

공연

 조선음악협회

(이동백, 심상건 

등)

사대취락, 산회상, 

횡적독주, 판소리, 

가야금병창

1928.3.6
매일

(2/2)

유 공 렬

독주회

심상건, 강남중, 

유공렬

단가, 가야금병창, 

판소리

1928.3.18

1928.3.24

조선

(2/1)

동아

(3/1)

신춘

남녀

명창

대회

이동백 외 네명

의 남자악사와 

박록주, 윤옥향, 

김추월, 김운선 

외 열세명의 명

기

일무, 조선정악합주, 

가야금병창, 가야금, 

경성좌창, 서도입창, 

남도단가, 웃음서리, 

양땐스, 신식창가, 

단가합창, 남도잡가, 

합창 등

1928.7.28
동아

(3/1)

양남

명창

대회

유성준, 오태석,

김추월, 이화중선 

외 여려명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남도잡가, 

가야금 외

오태석 출

연의 가야

금은 병창

으로추정

됨.27)

1930.11.17 조선 조 선 음 김창환, 김창룡, 단가, 가야금병창, 가야금병

<표 2> 1920년대 후반기 이후 가야금병창 관련 공연 

알 수 있다. 하지만, 1910년대 중반 이후 극장은 화, 연극 공연에 주력하게 

되면서 음악 공연의 중심역할을 못하게 되었고, 음반회사나 신문회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명창대회와 같은 비정기적인 공연의 대관장으로 역할이 한정

된다. 신문기사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1910년대 말에 이르면 극장에서의 

전통음악 공연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나 이후 1920년대 후반기에 들

어서면서 ‘구악(舊樂) 부흥운동’에 힘입어 명창대회 등의 공연장으로 극장을 

통한 전통음악의 활동이 재게 된다. 

<표 2>는 1920년대 후반기 이후 공연 중에서 가야금병창이 공연되었거나 

공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연을 정리한 것이다. 가야금병창이 주요 공연양식

으로 소개되거나 가야금병창 연주자가 주요 출연자로 기사화 된 점으로 보아 

1920년대에는 후반기 이후 극장에서의 공연 가운데 가야금병창이 중요 레퍼

토리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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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1.19

1930.11.19

(2/2)

동아

(2/1)

조선

(5/1)

률 협 회 

제 1 회 

공연

이소향, 오태석,  

심상건, 박녹주, 

김초향, 한성준

판소리

창을 포함

한 프로그

램 기재

1931.3.29

1931.3.29

1931.3.30

동아

(4/2)

조선

(5/2)

조선

(3/2)

조선

음률

협회

제2회

공연

조선음률협회

(김운산, 오태석, 

김해선, 김창룡, 

김소향, 송만갑, 

김금옥, 심상건, 

반추월, 정정열, 

한성준, 박녹주)

단가

가야금병창

판소리

가야금병

창을 포함

한 프로그

램 기재

1932.6.21
동아

(5/1)

조선

음률

협회 

제3회

공연

김소향, 백정화, 

김향란, 이소향, 

오태석, 정정열, 

김창환, 김초향, 

한성준

단가

가야금병창

판소리

서도잡가

가야금병

창을 포함

한 프로그

램 기재

1933.8.8
동아

(6/2)

전 통 악

과 무 용

의 밤

다수의 기악연주

자들과 창극조 

가수(이동백, 조

학진, 정정열, 

오태석, 심상건)

무용, 기악, 판소리

가 공연되었다.

오태석,

심상건 출

연,기악공

연으로 가

야금병창

공연추정

1933.8.12
조선

(3/3)

조선악

감 상 의 

밤

이동백, 오태석 

외 11명

현금, 가야금, 양금, 

단소, 당적, 장고, 피

리, 대금, 소금

오태석 출

연,가야금 

공연에 가

야금병창

공연으로 

추정

1939.8.15
매일

(3/6)

여류

명창

대회

박녹주, 박소월, 

이진홍, 조통옥, 

조금옥, 김현수, 

오비취, 이소희, 

장록주, 오태석

단가, 가야금병창

1942.8.7
매일

(3/3)

명창

명무

대회

임소향, 한 숙, 

한일섭, 심상건, 

최명곤, 한성희, 

조상선, 김소희, 

박녹주, 김창룡

승무, 단가, 서도잡

가, 재담, 

가야금병창

       (출처에서 ( / )로 표시한 것은 기사 게재면과 단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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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순서
11월 19일(제1일) 11월 20일(제2일)

1부

단가(가야금병창) 

조어환주 이소향

심청전 (가야금병창) 

심봉사방아타령 오태석

단가(가야금병창) 

죽장망혜 오태석

토공전 (가야금병창) (룡황이 우는 데서

부터 톡기 화상 그리는 데까지) 오태석

흥부가(가야금병창) 돈타령 오태석 단가(가야금병창) 장부한 심상건

단가 편시춘 조학진
심청전(가야금병창) 

소상팔경(범피중류) 심상건

삼국지 삼고초려 조학진 단가 죽장망혜 조학진

단가 장부한 김창룡
심청전 심청이 림당수에 빠지며 수궁으로 

들어가는데 조학진

춘향전 어사남행(박석틔를 넘어서서 춘향

집당도) 김창룡
단가 초한가 김창룡

단가 고고천변 김창환 춘향가 천자뒤푸리 그림가 김창룡

춘향전 이별가 김창환 단가 달거리 김창룡

2부

단가(가야금병창) 노화월 심상건 단가 백발가 이소향

춘향전 사랑가 심상건 단가 초한가 김초향

단가 죽장망혜 박녹주 삼국지 삼고초려 김초향

삼국지조초사향가(고단상) 박녹주 단가 만고강산 박녹주

단가 운담풍경 김초향 심청전 소상팔경(범피중류) 박녹주

흥부전 흥부의 집터잡는때 김초향 삼국지 남성제풍 김창룡

심청전 소상팔경 꽃타령 김창룡

<표 3> 1930년 11월 19~20일 <조선음률협회> 제1회 공연프로그램

보다 구체적인 예로는 <표 2>에서 언급 된 기사들 가운데 1930년 11월 

19일의 조선음률협회 제1회 공연기사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조선음률협회 제 1회 공연 당시의 프로그램에는 총 33개의 

곡 중 무려 8곡이 가야금병창으로 공연되었는데, 이 공연내용은 당시 가야금

병창이  전통음악에서 대표적인 공연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7) 출연진에 오태석이 있고, 레퍼토리에 가야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시 연주회에서 오

태석이 가야금병창을 공연한 것으로 추정하 다. 가야금병창의 명인으로 알려진 오태

석이 창극의 출연진이 아니면서 명창대회 등의 연주회에 출연한 경우에는 가야금병창

을 공연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 3>

에서는 가야금병창을 공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심상건의 경우에는 산조를 비

롯한 다른 가야금공연도 했었기 때문에 심상건이 출연하고 레퍼토리에 가야금이 있는 

경우에도 가야금병창으로 명시되지 않는 공연들은 <표 3>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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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휴식 5분간 휴연

춘향전 춘당시과 어사남행 

(남문밧께 나서서 농부가 듣는 데까지) 

김창환

흥보가 흥보 집터잡는데 

강남행 김창환

鼓 한성준 한성준

가야금 연주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극장인 장안사는 1914년 8월에 문을 

닫고, 단성사는 1915년에 화재로 수리를 하고 1917년에 화관으로 바뀌는 

등 1910년 중반이후 극장은 음악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지지만 1907

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성기음반은 점점 음악유통의 중심으로 성장한다. 

유성기음반은 1907년에 경기명창이 일본에 건너가 취입한 이후28) 1943년

까지 유통되어서 20세기 전반 우리나라 음악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아직 상업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유성기음반 녹음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

업이기 때문에 검증된 연주자에 의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악곡으로 녹

음29)하 으므로 당시의 음악경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이후 1926년에 취입된 윤심덕의 《사의찬미》가  사업적인 성공을 하고 1928

년 전기식 음반녹음이 도입되면서 유성기음반의 상업화가 가속화 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음반 산업은 황금기를 맞이하고30)31) 유성기음반에 

대중적 취향이 직접적으로 반 되고 동시에 유성기 음반이 대중에게 끼치는 

향력도 높아진다.32)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기의 유성기음반은 당시의 음악

28) 이선,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현황 -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을 중심

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쪽.

29) 예를 들어, 가야금병창의 최초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박팔괘는 관립극장의 창부로서, 

20세기 초반기 음악활동의 중심인 극장에서 활동하던 대중적으로 검증된 연주자 다.

30) 김원명,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조응한 가야금산조”, 문화전통논집 (부산: 경성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제10권, 101쪽.

31) ‘레코-드의 洪水이다. 레코-드 藝術家의 黃金時代이다. 레코-드 외에는 娛樂을 갖지 

못한 中産家庭에서는 찾느니 레코-드 뿐이다.’, “6대회사 레코드전”, 삼천리, 1933년 5

월호. 

  이 인용문에 적힌 바와 같이 1930년대에는 음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당시 

음반 판매점이 전국적으로 200개소 이상에 달할 정도로 번창하 으며 각 음반회사에

서 매월 약 50종의 신보를 내놓는데, 한 종류에 천매, 이천 매가 손쉽게 팔려나갔다고 

한다. 장유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유성기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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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자산일 뿐 아니라 당시 지역적, 신분

적 한계를 없애고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한 음악유통의 주체 다.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가야금병창의 유성기음반은 1908∼1910년 사이

에 빅타에서 취입된 박팔괘에 의한 《새타령》이 최고(最古)의 음원으로 기록

되어 있다.33) 박팔괘는 1915년에도 《새타령》과 《백구타령》을   하나의 음반

에 양면으로 취입했으며, 이는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한 유성기음반 중 현전 최

고(最古)의 음원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성기음반이 발매된 해가 

1907년도인데 이듬해인 1908년도에 가야금병창의 음반을 취입했다는 사실

은 20세기에 들어섰을 때 이미 가야금병창이 대중화 되어서 상당히 인기 있

는 장르로 자리하 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신문기록을 바탕으로 극장 공

연에서도 1912년에 가야금병창이 이미 당시에 인기 있는 공연이었다는 앞의 

기술과 상통한다. 가야금병창 최초의 유성기음반의 연주자가 박팔괘인 점도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박팔괘의 인기가 상당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10년대까지 미국의 빅터사에 의해 2회에 불과하 던 가야금병창의 유성

기음반 취입은 1920년대에는 들어서서 일본 음반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1928년에는 전기녹음 음반(SP)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유성기음

반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 1908년부터 

1943년까지 가야금병창은 총 462회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되었으며34) 이중 

판소리가 283회, 단가가 115회 취입되어서 판소리 다섯 마당과 단가가 가야

금병창의 주요 레퍼토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32) 장유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 유성기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4), 16쪽.

33) 이진원, “대한제국기의 음반 녹음에 대한 고찰”, 한국음반학 (서울: 한국고음반연

구회, 2007), 제17호, 103-105쪽.

34) 이윤정은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형태의 변모양상”에서 가야금병창

의 유성기음반 취입 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이 취입은 1910년 5회, 1912년 19회, 1922년 4회, 1926년 2회, 1927년 28회, 

1929년 8회, 1930년 18회, 1931년 32회, 1932년 39회, 1933년 54회, 1934년 68

회, 1935년 89회, 1936년 30회, 1937년 36회, 1938년 12회, 1939년 12회, 1940년 

6회, 취입년도 미상 42회 이루어졌다. 이윤정,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

형태의 변모양상”, 우리춤 연구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10), 제12집, 1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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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춘향전》이  117회로 가장 많이 유성기음반 취입이 되었고, 《심청전》이  

78회로 그 다음으로 많이 취입되었다. 가야금병창은 1908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는 총 28회,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까지는 총 434회 유성

기음반이 취입되어서 1920년대 후반기부터 가야금병창 유성기 음반이 급격

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32년부터 1935년까지의 1930년대 전반

기에 가장 많은 유성기음반이 취입되어서 1930년대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1910년대

까지는 박팔괘 1명, 1920년대에는 전반기에는 박팔괘·심정순·이옥화·한

성기가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 고, 192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오태석·이소

향·심상건·한성기·정남희 등 36명으로 늘어났다.35)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의 음악유통 매체인 유성기음반 취입 현황을 통해

서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을 살펴보았다. 1908∼1910년도에 유성기음반으로 

취입된 가야금병창은 당시에 이미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독립적인 공연형태

음을 알 수 있다. 유성기음반의 취입 횟수, 다양화 된 레퍼토리 및 증가된 

연주자의 숫자를 살펴볼 때 가야금병창은 1920년대를 거쳐 1930년대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고, 1930년대에는 가

야금병창의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위상은 라디오방송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방송국은 설립 초기부터 비 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취

지하에 레퍼토리 분배에서 시류를 직접 반 하지는 않았고, 방송 실무에서도 

보도, 교양, 오락을 고르게 배치한다는 편성상의 세부 규칙이 있었기 때문

에,36) 방송에서 수용되는 음악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20세기 

전반기에 대중들이 향유하 던 음악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호출부호 JODK로 경성방송국이 라디오방송을 개시한 것은 1927년 2월 

16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시험방송을 실시하면서도 국악방송을 송출하

35) 이윤정,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형태의 변모 양상”, 우리춤연구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10), 제12집, 200쪽.

36) 권태철, “일제하 한국방송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1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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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신문의 프로그램 안내를 통하여 확인되는 최초의 국악방송은 1926년 

7월 12일(월요일) 오후 7시이다.37) 이때 최초 4회 동안 방송된 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날짜 요일 시간 곡목 연주자

월

∼

남도잡가 가야금병창《육자백이》 김농운(A)

조선기악 해금양금 합주《타령》 오운심(A) / 김채운(A)

목

∼

기악병주 《우락》 서산호주(B) / 김수연(B)

수악절 《선악》 서산호주(B) / 김수연(B)

서도잡가 《곡명없음》 김월선(B) / 백운선(B)

남도잡가 《곡명없음》 김채봉(B) / 정농월(B)

조선음악 《정악》 김순묵(장고) / 홍승 (현금)

김상순(양금) / 조동석(단소)

일

∼

조선음악 《정악》 차금홍(현금,A) / 김진홍(양금,A)

/김초홍(가야금,A)

조선소리 가야금병창 《사랑가》 심매향(B)/김해선(A)

목

∼

조선소리 남도단가 《곡명미상》 김해선(C) / 박녹주(C)

조선소리 경성좌창 《곡명미상》 이연심(C)/ 최국희(C)

조선음률 《정악》 김순묵(장고) /홍승 (현금) / 

김상순(양금) / 조동석(단소)

가야금병창 《심청가》 심정순

                                 (A는 한성권번, B는 조선권번, C는 한남권번을 나타냄.)

<자료 3> 1926년 시험방송 기간 내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위의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디오방송에서 최초로 방송된 장르는 가야

금병창으로 당시에 이미 가야금병창이 대중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7월 12일 최초 시험방송 이후인 15, 18, 22일에 시행된 시

험방송에서도 국악이 방송되었다. 4일의 시험방송 기간 중 3일에 걸쳐 즉, 

12일에 김농운, 18일에 심매향과 김해선, 22일에 심정순의 가야금병창이 각

각 방송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가야금병창이 이미 대중들에게 상당

한 인기를 누리던 장르 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7) 김 운, “‘일제강점기’ 국악방송자료의 성격”,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민속

원, 200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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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성방송국의 본 방송은 1927년 2월 16일에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4

일 뒤인 1927년 2월 20일에 본 방송에서 가야금병창이 방송된다. 아래 자료

와 같이 심상건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특이할 점은 남도단가(가야금병창)의 

프로그램 연주곡으로 《산조》가  포함되어 있다. 방송초기에는 가야금병창을 

하면서 짧게 산조를 포함시켜 연주하 던 것을 알 수 있고, 방송시간을 고려

할 때 당시의 산조는 오늘날의 산조보다는 짧은 형태의 산조 을 것이다. 가

야금병창은 1927년 2월 26일에도 방송되었는데 연주자로 송옥주와 조우춘 

두 명이 명시되어 있다. 두 연주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송옥주

는 판소리 창자로 알려져 있고,38) 조우춘은 가야금병창 명인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39) 창과 가야금반주를 분리하여40) 송옥주가 창을 하고 조우춘이 

가야금반주만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날짜 요일 시간 갈래 곡목 및 연주자

1927.2.20(일) 
13:00 ∼

남도잡가

(가야금병창)
《산조, 신관부임, 기생점고》 심상건

1927.2.26(토) 
19:00 ∼

남도잡가

(가야금병창)

《단가, 화용도》 송옥주 / 

                  조우춘(대동권번)

<자료 4> 1927년 본 방송 기간 내 가야금병창 프로그램의 내용

이후로도 가야금병창은 1945년 7월 26일까지 방송에서 꾸준히 공연되었음

을 방송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41)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으로 

38)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서울:보고사, 2012), 464쪽.

39) 송방송, 위의 책, 841쪽

40)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분리하여 연주하는 경우는 유성기음반 목록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의 목록 가운데 창과 반주를 분리하

여 두 사람이 연주한 경우에는 담당한 사람을 구분하여 명시하 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은 반주가 소리에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더불어 독자적인 선율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으로 추측하게 한다. 또한 공연장에서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연주를 

원하는 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연주자들도 보다 

완벽한 음악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시의 가야금병창은 보다 

소리와 반주선율의 결합에 예술성 높은 음악을 추구한 결과 연주자를 둘 또는 셋으로 

분리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민속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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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한 연주자는 총 130명으로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가야금병창이 연주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4번 이상 방송에 출연한 연주자들의 방송 횟

수를 <표 4>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방송에서 출연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의 방송횟수를 살펴보면, 오태석이 가장 많이 출연하 고, 그 다음으로는 심

상건과 이소향이 많이 출연하 다. 

  

연주자 방송횟수 연주자 방송횟수

강계홍 심상건

강태홍 안기옥

김금옥 염계화

김연수 오태석

김옥희 이소향

김운선 이옥화

김종기 정남희

김채련 조 학

김채운 조우춘

김해선 최계란

박동준 최봉익

박추월 최소옥

발팔괘 한성기

성금화 홍소월

합계 연주자 명 횟수 회

<표 4>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방송횟수 (가나다순)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을 새롭게 음악 공연장으로 

등장한 극장과 새로운 음악매체인 음반 및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가야금

병창은 20세기 초반의 극장무대에서부터 독립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 당

시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다. 특히 1920년대 후반기부터 명창대회 

등을 통한 무대 공연에서 주요 레퍼토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다. 유성기음

반과 방송기록을 보면 1920년대 후반기부터 가야금병창의 음반 및 방송 횟

수, 연주자의 숫자, 연주되는 악곡의 숫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가야금병창

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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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본 절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새로운 음악매체인 극장, 유성기음반, 방송에서

의 공연활동을 기준으로 당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을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

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특징과 음악사적 의의를 고찰함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개별 연주자의 인물론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않고 당

시 음악매체를 통한 공연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극장에서의 공연활동으로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주자로는 심정순과 박팔

괘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인 1910년대 이후에도 오태

석, 심상건, 이소향 등이 명창대회 등을 통해서 극장에서의 가야금병창 공연

활동을 하 지만, 명창대회 등의 연주회는 비정기적인 공연활동으로 제약되

었고 1910년대 이후에는 유성기음반이나 방송이 음악매체의 주된 역할을 하

다. 이에 반해서 1910년대에 극장은 당시 음악유통의 중심으로 여기서 지

속적인 공연활동을 하던 심정순과 박팔괘의 가야금병창은 당시 가야금병창이 

중앙무대에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먼저 박팔괘는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의 명인으로 당시 1907년에 설립

된 단성사에서 활동하 다. 

朴八卦氏는 韓末年 忠淸道에서 伽倻琴竝唱을 創始했다는 분이다. 그가 서

울에 올라오기는 二十四,五歲 때였고, 어찌 竝唱을 잘 불렀던지 長安 名技

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당시 高官大爵들의 小室들이 다투어 朴八卦를 誘惑

하는 바람에 及其也는 刑틀에 오르게 된 것을...42)

  

위의 인용문에 적힌 바와 같이 박팔괘는 가야금병창을 서울에 소개한 명인

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 가야금 병창으로 명성이 높았었음을 알 수 있다. 

박팔괘의 서울 진입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14년 2월 9일 매

일신보의 자선연주회의 공연기사에 처음으로 이름이 출현하고, 1914년 3월 

3일부터 1914년 7월 16일까지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적어도 그 시기에 

단성사에 가야금으로 출연하 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판소리 명창이며 가

42) 장사훈, 국악개요 (서울: 정연사, 1961),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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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 명인이었던 심정순은 1908년에 설립된 장안사에서 주로 활동하 다. 

1913년부터 1928년까지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에 장안사의 극장 

공연에 그가 참여한 기사가 수차례 보이고, 1914년 장안사의 폐관 이후에는 

장안사 단장으로서 단원을 이끌고 지방순회 공연한 것이 보인다. 심정순은 

1920년에 문락좌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 고 1926년도에 라디오방송을 하면

서 1920년대까지 가야금병창 활동을 지속하 다. 

심정순과 박팔괘가 주로 활동한 191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

주자들은 유성기음반의 취입 횟수와 라디오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표 5>에 연주자별 횟수를 정리하 다.43)

이를 통해서 20세기 전반기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주자들로 강계홍·강남

중·강태홍·권금주·권농선·김병호·김금옥·김연수·김옥진·김옥희·김

운선·김종기·김차돈·김채련·김채운·김해선·박녹주·박동준·박추월·

박팔괘·방금선·성금화·신금홍·신옥도·신정옥·심매향·심상건·심정

순·안기옥·염계화·오비취·오태석·이소향·이옥화·임소향·정남희·조

학·조우춘·최계란·최봉익·최소옥·한농선·한성기·함동정월·홍소월 

등 45명을 들 수 있다.44)

43) 극장에서의 공연은 20세기 전반기 음악유통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공연에 대한 프로

그램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실리는 기사나 광고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당시 신문지상에 표기되는 기사는 한정적이고 글자 수의 제약 때문에 연주

자나 공연양식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가야금병창 공

연 횟수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유성기음반 및 방송횟수로 비

교하기 보다는 당시 공연활동을 활발히 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를 검토하고, 유성기음반

과 방송 횟수만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주자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극장

에서의 공연을 통한 연주활동이 1910년 중반이후 음악유통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

문에 이후의 공연활동은 유성기음반과 방송횟수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44)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으로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연주자들 중 김갑자, 김우학, 

이일선은 제외했다. 김갑자는 서양악기인 바이올린의 반주에 맞추어 병창을 하는 음반

을 녹음하 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가야금병창의 공연활동 및 음악특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 다. 또한 김우학은 단소, 이일선은 피리로 연주활동을 하

면서 가야금병창 및 합주에 참여했던 연주자 기 때문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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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주자 음반 방송 연주자 음반 방송

가야금연주

전문가

강태홍 7 5 심상건 52 89

김병호 6 2 안기옥 4

김운선 15 23 정남희 38 10

김종기 10 7 조 학 6

김해선 10 25 한성기 33 7

박동준 4 함동정월 10 1

박팔괘 5 4

소리

전문가

강계홍 12 신옥도 4

강남중 외 10 신정옥 2

권금주 1 심매향 2

권농선 4 심정순 29 1

김금옥 2 5 염계화 8

김연수 2 4 오비취 12 1

김옥진 2 1 이소향 79 57

김옥희 5 이옥화 8 14

김차돈 3 임소향 8 1

김채련 6 9 조우춘 14

김채운 6 최계란 2 9

박녹주 2 1 최봉익 9

박추월 19 최소옥 15 11

방금선 4 한농선 4

성금화 2 6 홍소월 5

신금홍 1

병창

전문가
오태석 82 112

<표 5> 연주자별 가야금병창 음반취입 및 방송횟수 (1910년대 이후)

 <표 5>에서와 같이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중에 가장 공연

활동을 활발하게 한 연주자는 오태석이고, 그 뒤로 심상건과 이소향이 따른

다. 이 세 사람은 유성기음반 취입 및 라디오방송 모두에서 가장 많은 참여횟

수를 보여준다. 정남희·한성기·심정순의 경우를 보면, 유성기음반의 취입은 

오태석·심상건·이소향의 세 사람 다음으로 많이 취입하 으나, 라디오방송 

출연은 많이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유성기음반과 방

송에서 모두 공연활동을 하 다. 그러나 안기옥, 강계홍 등과 같이 유성기음

반이나 방송활동 중에 하나만 한 경우도 있었다.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공연활동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

의 음악활동을 기준으로 ‘가야금연주 전문가’, ‘소리 전문가’ 및 ‘병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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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 다. 계통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유성기음반과 방송활

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기준으로 가야금산조와 판소리에서의 유성기음

반 취입여부를 살펴보고, 방송에서 어떠한 레퍼토리를 공연하 는지를 살펴

보았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극장공연, 신문지상의 기사와 관련문헌을 참조해

서 연주자들의 음악활동 배경을 기준으로 계통을 분류하 다. 

가야금병창 연주자 중 ‘가야금연주 전문가’로는 가야금연주 특히 가야금산

조 공연활동에서 두각을 보이는 강태홍·김병호·김운선·김종기·김해선·

박동준·박팔괘·안기옥·심상건·정남희·조 학·한성기·함동정월 등이 

있다.   

가야금병창 연주자 중 ‘소리 전문가’는 가야금병창 이외에도 판소리와 민요 

등의 성악 연주활동에서 두각을 보이는 인물을 지시한다. 이에는 강남중·권

금주·권농선·김금옥·김연수·김옥진·김옥희·김차돈·김채연·김채운·

박녹주·방금선·박추월·성금화·신금홍·신옥도·신정옥·심매향·심정

순·염계화·오비취·이소향·이옥화·임소향·조우춘·최계란·최소옥·한

농선·홍소월 등이 있다. 

한편 오태석은 소리와 기악 모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방송 및 

공연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면 판소리와 가야금산조 그리고 창극으로까지 활

동 역이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오태석은 가야금병창만으로 유성기음반을 취

입하고 방송에서도 가야금병창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오태석은 다른 소리 중

심의 연주활동이나 가야금 중심의 연주활동보다는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을 집

중적으로 하 고 박귀희를 통해 그의 소리가 전승되면서 오늘날 가야금병창

의 중시조에 준하는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태석은 ‘병

창 전문가’로 따로 분류하 다. 

가야금병창의 담당층을 소리와 가야금반주에 따라 전문가를 구분한 것은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음악활동이 소리와 가야금반주 중에서 어느 쪽에 비중

을 두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연주자가 소리와 가야금

반주 중 어느 쪽에 특기가 발휘되었는가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기

악과 소리의 조화라는 가야금병창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고려할 때, 연주자들

의 음악활동 배경이 그들의 음악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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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악 감상의 밤 12일 밤 8:30  천도교 기념관 주최 조선악협회45)

조선악협회에서는 조선음악학원의 창립을 기념할 겸 쇠폐하여 가는 조선 

고유음악의 진흥을 위하여 열흘 전부터 조선악 감상의 밤을 준비하던 바 이

에 모든 순서가 결성됨을 따라 8월 12일 밤 금야 8:30부터 천도교 기념관에

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출연자  

현금 이언식 필률 김명수 외 2인/ 가야금이명호 대금 방용현 양금 이승환 

외 1인 해금 지용구 생황 박일몽 가수 이동백 외 2인/ 당적 최수성 외 1인 

산조가수 강태홍/ 장고 이한경 병창 오태석 외 1인

<자료 5> 1933년 조선악협회 주최 <조선악감상의 밤> 공연 관련 기사 

류는 1930년대 가야금병창 관련 신문 기사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아래 

기사는 1933년의 조선악협회가 주최한 조선악감상의 밤 공연에 관한 기사이

다.

 위의 기사를 보면, 오태석은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소개한 데 반해서 강태

홍을 산조가수라는 차별화된 표현으로 소개하 다. 이는 당시에도 ‘가야금연

주 전문가’, ‘소리 전문가’와 ‘병창 전문가’를 구별하는 시선이 존재하 으며 

당시에도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음악 및 공연활동이 음악활동 배경에 따라 차

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야금연주 전문가’는 심상건 외 12명으로, 이들 중 가장 활발한 공연 활

동을 한 연주자는 심상건이다. 심상건은 유성기음반을 총 52회 취입하 고 

라디오방송에 총 89회 출연하 고, 특히 가야금산조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

다. 

박팔괘를 제외한 모든 가야금병창의 ‘가야금연주 전문가’들은 가야금산조로 

음반을 취입하거나 방송활동을 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박팔괘는 그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유성기음반과 방송이 활성화되기 이전이었던 까닭에 

공연활동의 횟수가 적게 나온 것일 뿐 실제로는 가야금병창과 산조로 활발한 

활동을 하 으며 가야금산조로 유파를 이루는 명인이다. 즉, ‘가야금연주 전

45) 조선일보 1933년 8월 1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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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은 모두 가야금에 있어서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유성기음반에 심상건은 가야금병창을 총 52회 취입했고, 그 밖에 한성기가 

44회, 정남희가 38회, 김해선이 10회로 비교적 적지 않은 음반을 취입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김해선이 25회, 김운선이 23회 등으로 연주한 데 비해 심

상건은 월등히 많은 총 89회를 공연했다. 유성기음반 취입현황과 방송 출연 

횟수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심상건은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 ‘가야

금연주 전문가’를 대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야금산조에서도 다른 연주자

에 비해서 월등히 활발한 공연을 하 는데, 이는 심상건이 가야금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연주자 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심상건(沈相健: 1889∼1965)은 1889년 서산에서 출생하 으며, 가야금산

조와 병창으로 20세기 전반을 주름잡았던 음악인이다. 그는 7세 때부터 작은 

아버지인 심정순의 집에서 가야금을 배우며 자랐다.46) 즉흥성이 강한 충청도

제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연주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에는 그의 산조를 연주

하는 이가 드물다. 

심상건은 1926년과 1927년 제비표조선레코드에서 처음으로 음반을 녹음

하 고, 이후 Columbia(1928,1930,1932년), Victor(1929,1935,1936년), 

Taihei에서 다수의 가야금병창과 산조, 기악 음반을 남겼다. 녹음한 장르들 

중에는 가야금병창 음반이 가장 많은데, 병창으로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심

청가 대목 녹음을 가장 많이 하 고, 춘향가도 여러 번 녹음하 으며, 단가

《노화월》과 《대장부한》은  각 세 번씩 녹음을 남겼다. 또한 심상건은 당시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유성기음반에 가야금산조를 가장 많이 취입하 고 방

송에서도 가야금산조를 121회로 가장 많이 공연을 한 가야금산조 연주자이

다.47) 심상건의 가야금산조는 장단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

양조·중모리·느진중모리·자진중모리·자진모리·엇모리·당학·다스름 

등이 그것이다. 심상건은 현재 전하는 산조들과 구별되는 심상건 만의 독특한 

선율 구성을 방법을 활용하여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46)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년), 

21∼23쪽; 송방송, 한겨레 음악인 대사전 (보고사, 2012), 492∼493쪽.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민속원, 2000)

48) 졸고, “심상건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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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심상건은 가야금병창 이외에도 가야금산조 등의 가야금분야에서 활발

한 공연활동을 하 다. 

‘소리 전문가’는 이소향 외 28명으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상당수가 판소

리, 창극, 민요와 같은 소리 중심의 연주활동을 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판소리나 창극이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전통음악이고,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전통음악 연주자들은 일반

적으로 소리와 함께 여러 종류의 악기를 배웠기 때문에 소리를 중심으로 음

악활동을 하는 ‘소리 전문가’들은 가야금병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

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소리 전문가’들은  ‘가야

금연주 전문가’들에 비해 연주자의 폭은 넓지만 이소향을 제외하고는 가야금

병창으로 유성기음반 취입이나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이 드물었다. 이

소향은 총 79회로 가장 많은 횟수의 유성기음반을 취입한데 비해 다른 연주

자들의 취입 횟수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소향은 방송에서 가야금병창 공연

을 57회나 한 것에 비해, 다른 연주자들의 방송 횟수는 많지 않았다. 유성기

음반의 취입현황과 방송 출연 횟수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소향은 20세

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 ‘소리 전문가’를 대표하는 연주자임을 알 수 있다.  

 

이소향(李素香: 1905∼1989)은 경상북도 포항 출생의 가야금병창 명인으

로 경주권번에서 강태흥을 사사하고 서울로 상경한 후 조선권번에 기적을 두

고 김해선을 사사하 고, 1930년대 말 조선성악연구회가 해체되던 무렵에 은

퇴하 다.49) 이소향은 1928년 가야금병창으로 단가 《조어환주》50)와 판소리 

춘향가 중 《박석틔》51)를 취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79회의 유성기음반을 

취입하 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57회의 공연을 했다. 이소향은 가야금병창 

이외에도 춘향가 중 《일절통곡》52) 등의 판소리 대목을 취입하 고, 방송에

외에도 노재명, ｢가야금산조와 병창 심상건｣, 서울:LG미디어, 1995;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연형, “심정순 일가의 음반”, 한

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회, 2002), 제28집. 충청도 출신인 심정순에게서 배운 심

상건의 음악은 남도소리와는 다른 고제이고,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다. 

49) 이중훈, “가야금병창의 명창 이소향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

학회, 1999), 제21집, 118쪽.

50) 이소향, 가야금병창 단가 《조어환주》, NIPPONOPHONE(K853-A).

51) 이소향,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박석틔》, NIPPONOPHONE(K8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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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도잡가·창극조·민요 등의 성악곡을 48회53) 공연하여 소리 분야에서

도 활발한 음악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소향은 음성이 청아하고 분명하

며 능숙한 가야금 연주 실력을 갖추어서 예술성 높은 가야금병창 연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이소향은 가야금병창의 대표 연주자로 소리와 가야금 

모두에 능하지만, 특히 성음이 좋고 청아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 가야금병창 

이외에 소리 중심의 공연활동도 활발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창 전문가’로 분류한 오태석은 가야금병창으로 유성기음반을 82회 취입

하고 방송에서 112회 공연함으로써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으로 가장 

많은 유성기음반을 취입하고 방송을 하 다. 

오태석(吳太石: 1895∼1953)은 전라남도 순천 출생의 가야금병창 명인으

로 14세 때 박덕기로부터 가야금산조를 배우고 20세 무렵 송만갑에게 판소

리를 사사하 으며 우리나라 가야금병창의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55) 

오태석은 소리와 가야금 모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연활동은 거의 

가야금병창으로만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유성기음반은 남도잡가를 17회 취

입한 것 이외에는 모두 가야금병창으로만 공연활동을 하 고, 방송의 경우에

도 창극을 19회, 남도잡가를 10회 참여한 것 외에는 모두 가야금병창으로만 

방송을 하 다. 이러한 오태석의 공연활동은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 '병

창 전문가'로서 독보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으로 음반 및 방송 활동을 한 연주자

들을 ‘가야금연주 전문가’, ‘소리 전문가’ 및 ‘병창 전문가’로 분류하여 살펴보

52) 이소향, 춘향가 중 《일절통곡》, VICTOR KJ-1106.

53) 본 고 27쪽의 <표 5> 참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민속원, 2000).

54) 명창 이소향은 일반 병창과는 달리 선율과 발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판소리하듯 판

소리제 가야금병창을 이어왔다. 이소향 명창은 높은 소리의 부분이 맑고 분명했고, 소

리사설이 청중에게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녀같은 연주 자태와 사설소리의 

하나하나가 마치 옥쟁반에 구슬 구르듯 맑은 쇄옥성(맑고 성음이 분명한 아름다운 옥 

같이 맑은 목소리)의 희귀한 목소리의 소유자 다. 여류명창 중 이소향은 특히 판소리

의 성음을 가야금병창에 얹어 소리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소리는 판소

리하듯 또한 운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멋들어진 가야금병창도 이제는 연주하는 사

람이 무척 드물다. 이중훈, “가야금병창의 명창 이소향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

학보 (한국음악사학회, 1999), 제21집.

55) 천주미, “오태석의 생애와 예술세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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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가야금연주 전문가’ 중에서는 심상건이 가장 대표적인 연주자로서 다

른 연주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공연활동을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소리 

전문가’ 중에서는 이소향이 가장 대표적인 연주자로서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서 월등히 많은 공연활동을 했다. 즉,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의 숫자는 많지만 공연활동은 주로 심상건·이소향·오태석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성장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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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앞 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극장에서의 공연활동, 유성기음반 취입, 방송활동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 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가야금병창은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이 주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은 가야금병창활동 이외에도 산조, 판소리, 창

극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한 연주자들이다. 이들의 다양한 음악활동 및 연

주자별 특장(特長)은 가야금병창 음악에도 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음악

배경이 다른 이들의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반주의 결합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에 주목하여 20세기 전반기 가야

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심상건·이소

향·오태석의 가야금병창곡을 중심으로 음악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과 연주자에 따른 음악적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가야금병창의 전성기인 20세기 전반기에 연주자들이 얼마나 저마다의 음

악적 기량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이고 예술성 있는 음악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이 기존의 악곡을 어떻게 변개하 는가에 대해서는 붙

임새, 소리 선율과 대응되는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단, 전곡을 모두 분석하지 않고, 가야금병창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을 중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본 절에서는 심상건이 부른 악곡을 중심으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 동시

에 심상건과 동일한 악곡을 부른 다른 연주자들의 악곡을 비교 분석하여 ‘가



- 34 -

야금연주 전문가’가 부른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찾고자 한다. 

심상건이 부른 가야금병창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백구타령》·《새타

령》·《기생점고》·《고고천변》 이상 4곡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일한 대목을 

중심으로 심상건과 다른 연주자와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심상건이 기존의 판

소리와 단가를 가야금병창을 부른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가야금병창

이라는 형태로 창출했는가를 드러내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 송만갑 · 이동백 

· 정정렬 등이 부른 단가 또는 판소리와의 비교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같은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연주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에서 나

타나는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박팔괘 · 김해선 · 권농선 등이 부른 《백

구타령》과 의 비교가 이에 해당된다. 동일한 가야금병창에 대한 연주자별 비

교에서는 가야금산조 연주에 주력했던 연주자와 판소리 연행에 주력했던 창

자와 구별을 두었다. 이는 가야금연주를 전문으로 했던 연주자와 판소리 창자

가 부른 가야금병창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피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

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좀 더 잘 드러

낼 수 있다고 본다. 

  1) 백구타령
 《백구타령》은  대장부의 안빈낙도, 이별, 인생회한, 산천의 자연 등을 그리

는 내용의 단가로, 송만갑이 즐겨 불러 그의 더늠으로도 유명하다. 이 곡은 

송만갑의 단가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가야금병창으로도 불

렸다. 

  가야금병창 《백구타령》은  심상건을 비롯해서 박팔괘·김해선·한성기·

신정옥·권농선 등이 불렀다. 음반으로 전하는 가야금병창 《백구타령》 중  가

장 오래된 것은 박팔괘가 취입한 1915년도의 음반이다.56) 심상건의 《 백구

56) 1915년에 발매된 박팔괘 《백구타령》은  현전 자료 가운데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가

장 앞선 것으로, 송만갑의 단가와 사설에서 차이가 많다. 또한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심상건의 《백구타령》의 사설과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 항은 20세기 전반기의 가

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백구타령》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드

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팔괘의 《백구타령》은 심상건과의 비교

를 위해 부분을 발췌하여 다루었다. 주보라, “박팔괘 가야금병창 연구 - 《백구타령》

과 《새타령》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2), 참고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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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단락
송만갑 판소리 심상건 가야금병창

백구야 날지를 말아라 너를 잡으러 내아니다 백구야 훠얼훨 나지마라 너잡을 내아니라

성상이 바렸기여 너를 좇아 여기를 왔노라 성상이 버렸으니 너를 쫒아 예왔노라

강산으 터를닦고 구목위소 하여두고서 강사앙의 터를닦어 군목위소를 허여두고

나물먹고 물을마시고 팔을두러 베고누웠으니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들어 베에고누웠네

대장부살림살이는 이만하며는 넉넉허냐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허면 넉넉할거나

일촌간장으 맺힌설움 부모생각이 뿐이로다 일촌간장에 맺힌 설움 부모생각 뿐이로다

옥창앵도 붉었으니 월정부지 이별이야 옥창앵두가 붉어 원정부지 이별이라

송백수양 푸른가지는 높이높이 그네를메고서 송백수양푸른가지 높드라니 그네매고

녹의홍상의 미인들은

오락가락노니난다

녹의홍상의미인들은 이리저리왕래헌다

오락가락의넘노는디

우리벗님은 어디를가겨 단오시절인줄 모르신다 우리벗님은 어디가고 단오시절인줄 모르는가

그달을 지내고 오월이라 단오날 치어다보느냐 만학은천봉

일지지 창외허여 창창한 숲풀속 내리굽어보니 백사지땅이라

백결이 점점 잦었넌데 허리굽고 늙은장송은

시자시재 성언이야 광풍을 못이기어서

산 자치가 나는구나 우우줄우줄이 춤을추고

광풍세월에 너룬천지 천리시내는 청산으로돌고

<표 6> 송만갑·심상건의 《백구타령》 사설 비교

타령》은  그보다 10여년 뒤인 1931년의 음반에 전한다. 

본 항에서는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에 주안점을 두

고 있으므로 송만갑이 단가로 부른 《백구타령》과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백구타령》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다른 

가야금병창과 비교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송만갑과 심상건의《백구타령》사설 비교를 위하여 두 창자의 사설에

서 나타나는 동이(同異) 관계를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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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어약 노는구나 이골물 수루리루 저골물 콸콸

오류춘광 경좋운디 열의열두골물 한트로 합하여

청풍명월을 놀고지고 천방자지방자 월턱져방울져

건너병풍석에다 꽝꽝마주때려

버큼이북쩍 물결은 수루루루

워리렁 추렁청 뒤둥거려

산이 뒷뚱거려 떠나간다

천금준마를 잡어타고서 천금준마 비겨타고서

장안대도상으로 다니면서 장안대로상의 놀아보자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더부렁거려 놀아보자

아니놀든 못하리라

 

두 창자의 사설을 단락별로 비교하면, 제1, 3단락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제2

단락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단락의 경우, 심상건은 송만갑

의 “녹의홍상∼” 다음에 “이리저리 왕래한다”를 추가하고, 제3단락은 송만갑

의 “아니놀든 못하리라”를 취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제2단락의 경우, 심상건

은 송만갑의 사설을 버리고, 새로운 사설로 대체하 다.57) 송만갑은 중반부

에 자연풍경을 노래하면서 단가《월령가》오월58)의 일부분과 유사한 사설로 

풍경을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비해, 심상건은 송만갑의 사설 대신에 “치어다

보느냐 만학은 천봉”으로 시작하는 단가《천봉만학가》의 59) 일부분을 도입하

57) 심상건보다 앞선 1915년에 부른 박팔괘의《백구타령》을  보면, 이 부분의 사설이 송

만갑의 것과 다르며, 심상건의 사설과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박팔괘는 《백구타령》의 

사설에 단가《천봉만학가》의 일부를 도입하 는데, 이러한 특징은 심상건과 같다. 다

만 단가《천봉만학가》의 일부를 도입한 사설 앞에 송만갑의 사설 대신 “이애 붕우들

아∼그런 연유로 등장가자”의 새로운 사설을 첨입하 다. 그리고 심상건은《천봉만학

가》의 일부분을 13장단에 걸쳐 부르는데 비해 박팔괘는 심상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장단으로 짧게 부르는 차이가 있다. 반면 심상건과 유사하게 1930년대에 취입한 것

으로 전하는 권농선, 김해선의 가야금병창《백구타령》은 심상건의 사설과 상당부분 

일치하 다. 이를 통해 유성기음반에 전하는 가야금병창《백구타령》의 사설에 단가

《천봉만학가》의 사설 일부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을 박팔괘로 볼 수도 있지만, 

1930년대 연주자들이 부른《백구타령》의 사설비교를 통해 심상건에 이르러 가야금병

창으로 부르는《백구타령》의 사설이 다소 고정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소리 창자

인 송만갑이 부른 단가의 사설과 단가《백구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박팔괘, 심

상건, 권농선, 김해선의 사설을 비교한 사설비교표는 본문 말미의 부록에 제시하 다 

(부록 단가《백구타령》의 사설비교표 참조).

58) 단가《월령가》의 사설. 하사월 초파일 남풍지훈혜하고 …(전략)… 오월 단오일 천중

지가절이요 일지지 창외하여 창창한 수풀 속에 백설이 자랐구나. 시재시재 성언이요, 

산량자치 나는구나. 광풍제월 넓은 천지 연비어약 노는구나. …(후략). 이창배, 한국

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6), 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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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백구야 내 아니라

성상이 예 왔노라

강상의 누웠네

대장부 뿐이로다

옥창앵두 이별이라

송백수양  왕래헌다

오락가락  모르는가

치어다보느냐  춤을추고

천리시내는  떠나간다

천금준마  놀아보자

<표 7> 심상건의《백구타령》 단락구분

여 자연경치를 묘사하는 부분을 세 하게 표현하 다. 요컨대 심상건은 단가

《백구타령》의 전반과 후반의 사설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연경치를 노래하

는 중간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 고, 결과적으로 심상건은 송만갑의 33장단으

로 된《백구타령》보다 4장단이 늘어난 37장단으로 부른 것이 된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6>에서 송만갑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백구타령》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37장단으로 되어 있는 심상건의《백구타령》은 사

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각 단락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두 장단이 작은 단위를 이루고 

있다. 소리와 가야금반주는 단락 끝 부분의 종지음에 차이가 있다. 즉, 소리는 

sol, Re, do 등으로 종지하는데 비해,60) 가야금반주는 모두 본청인 do로 종

59) 송흥록의 더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불리는 단가이다. 정양 외, 

판소리 단가 (민속원, 2003).

60) 단락을 맺는 부분 종지음이 do 또는 sol로 동일하다. 대체로 두 장단이 한 구를 이

루도록 구성하 다. 상청으로 소리를 시작해서 do-la-Sol로 이어지는 하행 종지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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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이러한 차이는 가야금반주가 매 단락 끝에서 종지감을 형성하는데 비

해 소리는 종지감을 형성하지 않는 데에 따른 결과이다. 소리 부분의 종지가 

sol 또는 Re인 경우에는 소리에서 단락이 맺어지지 않고, 가야금반주에서 종

지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소리에서 종지감이 내재되지 않는 부분은 가야금반

주의 종지선율에서 단락을 구획하고 있다. 

심상건의《백구타령》은 가야금반주 선율에서 종지감을 주어 단락을 이루는 

것을 의도하 기 때문에 소리에서는 가야금반주에 비해 단락 내에서의 종지

감을 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심상건이 송만갑의 단가를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창으로 불렀

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

하고,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을 

분석해 보겠다.

송만갑의《백구타령》은 degac'(레미솔라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 c'

음은 b의 유동음의 형태로 쓰이지 않고 선율을 이루는 주요 출현음으로 쓰인

다. 일반적인 평조와 달리 제4~5음이 단3도로 넓은 구조는 산조의 경드름에 

해당된다. 특히 순차적 하행진행에서 경드름의 특징적인 선율이 잘 나타난다.

심상건의《백구타령》은 degab(솔라도레미)의 평조 성격이 좀 더 강

하게 나타난다. 다만, 때때로 b음과 c'음이 동시에 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하행진행에서 경드름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악보 1-1>  송만갑《백구타령》 제1~4장단

은 판소리 경드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송만갑과 심상건 두 사람은 모두 경드름을 사

용하여 선율을 구성하는 공통점을 보 다. 다만 송만갑은 La부터 do'에 이르는 10도

의 좁은 음역에서 비교적 순차 진행으로 노래하는데 비해 심상건은 Do에서부터 do'까

지 두 옥타브의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도약진행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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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심상건《백구타령》 제1~4장단

제1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심상건은 송만갑이 do'의 동음 진행이 지배적

인 가운데 2분박의 ♩이 기본 리듬을 구성하여 리듬의 분할이 적은 형태와 

달리 bd'e'로 상행했다가, 제8~9박에서 e'→e로 한 옥타브 아래로 뚝 떨어

지는 진행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 같이 옥타브 이상의 넓은 음역의 진행은 다

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즉, 제1장단 끝에서 제2장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서도 7도 아래로 급격히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처럼 심상건은 송만갑

의 완만한 진행과 달리 도약진행으로써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위의 

<악보 1>에 제시된 것 외에 악곡 전반에서 나타났다.  

송만갑과 심상건 두 사람 모두《백구타령》을 중모리로 불렀다. 송만갑의 

붙임새는 대체로 대마디대장단이 기본을 이루어 붙임새에 별다른 변화를 주

지 않았다. 그에 비해 심상건은 <악보 1>의 제2장단과 같이 앞 장단의 끝 박

에 다음 장단의 사설을 당겨 붙여 노래함으로써 대마디대장단의 붙임새에 변

화를 주었다. 심상건은 제1장단에서와 같이 송만갑이 “백구야 나지를마라”로 

부른 사설에 “훨훨”의 사설을 추가하여 12박에 고루 사설을 배분하는 붙임새

를 활용하 다. 그에 따라 송만갑이 “백구야”를 제1~3박에 몰아붙이고, 제

4~6박에 가사를 붙이지 않은 것과 달리 12박에 사설이 들어가고, 그 소리와  

일치된 선율로 반주를 붙 다.61) 제4장단은 사설배분을 장단의 앞부분에 치

61) 심상건의《백구타령》 제7, 9장단은 송만갑의 제1장단과 같이 소리선율에서 장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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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게 하여 장단 끝의 3박은 가야금반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특히 심상건이 장단 끝을 가야금반주로 채워주는 방식은 가야금병창에서 가

야금반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장단 끝에 가야금반주의 

리듬은 장단에 따라 “♩ ♩ ♪ ♪”, “ ♪ ♪♩”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의 <악보 2>에서도 붙임새에 변화를 주면서 그에 수반되는 가야금반

주를 구성한 심상건의 음악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 심상건은 기존의 단가《백

구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불렀기 때문에, 병창 내에서 어떤 양상으로 소리

와 가야금반주를 결합하 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악보 2> 심상건《백구타령》 제5~10장단

심상건은 제7장단(나물먹고∨물마시고), 9장단(대장부∨살림살이가)과 같

이 장단 내에서 사설을 앞으로 몰아 붙여 노래한다. 이로 인해 제7장단의 

간을 공백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가야금반주를 활용하여 장단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이

러한 특징은 심상건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창자가 부르는 가야금병창

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야금병창의 보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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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박 부분과 제9장단의 5~7박과 같이 장단 중간에 생기는 소리의 쉬는 박

은 가야금으로 채워주면서 소리와 소리 사이를 이어주었다. 이때 가야금은 장

식음을 적극 활용하여 장단을 채웠다. 맺는 장단에서 소리가 먼저 종지하거나 

반종지로 마치는 경우에도 가야금은 장단의 끝을 본청의 맺는 가락으로 채워

주어 안정적으로 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장단 내에서 

선율을 주고받는 것처럼 결합하는 것은 음색의 다양화의 측면에서 단가와 차

별화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장단 내에서 선율이 쉼 없이 채움으로써 소리와 

반주의 역할이 대등하게 한 의도도 보인다. 

심상건의《백구타령》은 <악보 3>의 제34장단의 첫 박과 같이 소리와 가야

금이 같은 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인다. 경우에 따라 제33장단

의 첫 박과 같이 가야금이 옥타브에 해당하는 음을 동시에 연주하거나, 제35

장단과 같이 옥타브의 음을 연달아 내어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처

럼 장단의 첫 박을 옥타브로 연주하는 것은 전통음악에서 첫 박을 슬기둥, 싸

랭 등으로 강하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악보 3> 심상건《백구타령》 제33~36장단

심상건이《백구타령》에서 취한 가야금반주의 구성방법은 장식음을 활용하

여 가야금 반주가락이 소리보다도 화려할 뿐 아니라 음악이 쉼 없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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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하 다. 이는 심상건이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에서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등하게 두고 반주의 역할을 넘어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즉, 심

상건은《백구타령》을 병창으로 노래하면서 가야금 반주가락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심상건의《백구타령》에는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전혀 다른 선율로 진

행하는 부분을 보이기도 한다.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첫 음을 다르게 시작하면

서 다성(多聲)적 효과를 주는 진행을 보이는데, <악보 4>에서 볼 수 있다. 

<악보 4> 심상건《백구타령》 제27~34장단

위의 <악보 4> 제27~32장단과 같이, 심상건은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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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포니(heterophony)로 연주하면서도 조화시켜 나가는 점이 특징적이

다. 이러한 연주형태는 악기들이 제각기 연주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화를 이루

는 시나위의 연주형태와도 같다. 이처럼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다성(多聲)적 

형태의 진행을 하다가 제33장단부터는 다시 동일한 선율로 진행했다. 이때 

가야금은 장단의 첫 박을 옥타브로 연주하여 강박으로 내면서 새로운 악구로

의 전환을 알려준다.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백구타령》에서 악곡의 

중간에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헤테로포니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시나위, 

특히 가야금연주에 출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러한 음악배경은 그

가 부른 가야금병창《백구타령》에 그대로 반 되어 나타난다. 즉, 소리와 가

야금반주 선율을 대등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가야금병창에서 구현할 수 있

는 심상건 본인의 독자적 음악성을 나타나내고자 하 다. 이처럼 심상건은 가

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결합할 때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

일하거나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와 두 선율이 전혀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심상건이 송만갑의 단가를 차용하여 어떻게 가야금병창으로 변개

하 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상건의《백구타령》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른 연주자와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 대상으로 김해선이 부른《백구

타령》을 살펴보겠다.

<악보 5> 김해선《백구타령》 제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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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의《백구타령》을 보면, 장단의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김해

선은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구성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소리의 선율을 근간으

로 반주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김해선의《백구타령》을 심상건과 비

교하면, 김해선은 제2장단과 같이 단락이 맺어지는 끝부분에서 동음진행으로 

리듬을 세분하는 점에서 심상건과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심상건에 비해 잦

은 리듬 분할을 활용하여 장단과 장단을 연결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제3장

단의 “성상이”, 4장단의 “쫒아”에서 2박 이상으로 소리가 지속될 때 가야금

은 리듬을 분할하여 마치 판소리에서 고수가 장단을 달고 가는 방식과 유사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매 장단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한편, 제5장단 “강상”과 같이 소리가 길게 뻗어주는 부분에서 심상건은 

가야금반주에 장식음을 넣어 소리선율보다 화려하게 진행했던 것에 비해, 김

해선은 ♩을 기본단위로 리듬분할이 적은 단순한 형태로 구성하는 차이를 보

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김해선도 악곡 전반에 걸쳐 가야

금반주에 비중을 두고 불렀다. 

앞서 심상건의《백구타령》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헤테로포니진행을 보

던 특징은 김해선이 부른《백구타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락의 후반

부에서는 <악보 6>과 같이 소리와 반주의 리듬 구조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

태로 구성하는 가운데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헤테로포니적으로 운용하

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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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김해선《백구타령》 제29~32장단

이러한 형태는 김해선 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심상

건의 음악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해선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반주선율은 판소리 고수의 다는 가락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취하면

서, 심상건의 헤테로포니적 반주 형태를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해

선은 심상건과 같이 여러 장단에 걸쳐 길게 다성 진행을 하지는 않는다. 

김해선은 심상건과 마찬가지로《백구타령》에서 가야금선율을 소리와 대등

하게 진행하도록 구성하 다. 다만 가야금반주가 심상건처럼 선율을 화려하

게 진행시키기 보다는 리듬을 분할하여 박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김해선의《백구타령》에서는 심상건의 음악에서 보여준 특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해선은 기본적인 사설의 구성 뿐 아니라 선율의 진행도 심

상건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김해선이 가야금반주 선율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노래한 배경은 심상건과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산조연주자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며, 그의 산조와 관련된 음악활동이 가야금병창에 

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상건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도 

다소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62)63) 물론 사설구조가 같고, 음악을 구성하

62) 실제로 김해선의《백구타령》은 심상건의《백구타령》보다 4년 뒤인 1935년에 취입

한 음반에 전한다. 김해선이《백구타령》을 취입한 시기로 미루어 볼 때, 김해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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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김해선이 심상건의 음악에 향을 받았다고 단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면《백구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연

주자들 가운데 ‘소리 전문가’로 분류한 권농선의 것을 살펴보겠다. 권농선은 

심상건, 김해선과는 음악배경이 다른 연주자이기 때문에 심상건을 비롯하여 

‘가야금연주 전문가’들이 부른 가야금병창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

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권농선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으로《백구

타령》을 부른 연주자들 가운데 박팔괘 · 심상건 · 김해선 · 권농선의 공통사

설부분에 해당하는 선율을 제시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1> 박팔괘《백구타령》 제1~2장단

<악보 7-2> 심상건《백구타령》 제1~2장단

미 심상건의 음악을 이미 접해본 이후 을 것이다. 

63) 20세기 전반기 유성기음반에 가야금병창으로《백구타령》을 취입한 연주자는 박팔

괘, 김해선, 심상건, 신정옥, 한성기, 권농선이 있다. 이들 가운데 신정옥과 권농선을 

제외하면 모두 ‘가야금연주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김해선, 한성기 등이 부

른《백구타령》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심상건

의 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김해숙, “한성기 가야금병창 《백구타령》 연구”, 산

조연구(제3회 산조축제 및 학술회의 자료집) (전남: 암군 가야금산조현창사업추진

위원회, 2003), 94~1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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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김해선《백구타령》 제1~2장단

<악보 7-4> 권농선《백구타령》 제1~2장단

위의 악보는 박팔괘 이하 네 사람이 부른 가야금병창《백구타령》의 첫 부

분이다. 박팔괘를 제외한 심상건 · 김해선 · 권농선의 세 사람은 모두 선율진

행이 같을 뿐 아니라, 사설을 앞 장단의 끝에 붙여 부르는 당겨 붙임을 사용

하여 부르는 부분까지도 동일하다. 다만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결합하는 방법

은 연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앞서 심상건과 김해선은《백구타령》에서 

가야금 반주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소리와 대등하거나 혹은 소리보다 

화려하도록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권농선 역시 심상건 · 김해선과 유사한 

사설구조와 선율진행을 하 다. 그러나 권농선은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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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권농선《백구타령》 제9~14장단

물론 권농선의《백구타령》에도 중간에 소리가 쉬는 부분을 가야금이 채워

주거나, 단락의 끝에 가야금이 맺어주면서 종지감을 주는 등의 진행을 보인

다. 이는 심상건이나 김해선의《백구타령》에도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위의 악보 중 제9장단의 “대장부”, 제11장단의 “일촌간장”, 13장단 

“붉어”와 같이 장단 중간에 가야금반주가 쉬는 부분을 두면서 소리를 보다 

강조하여 부른 부분은 심상건이나 김해선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권농선의 소리는 심상건과 많은 부분이 유사한데, 악곡 전반에 걸쳐 가야금

이 소리의 선율을 따라가는 형태의 반주기능이 크다. 그런 점에서 가야금병창

에서 가야금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지는 못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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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심상건《백구타령》 제21~22장단

<악보 9-2> 권농선《백구타령》 제21~22장단

권농선이 부른《백구타령》에도 심상건 · 김해선과 같이 가야금반주의 선율

에 꾸밈음을 넣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권농선은 <악보 9-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상건과의 동일한 대목을 구성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 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은 제21장단의 “단오시절인줄 모르는가”와 22장단의 “치어다보느냐 

만학은 천봉”에 해당하는 사설을 한 장단 12박에 고루 배분하여 노래하 다. 

그러나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구성하는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심상건은 가

야금반주가 소리와 동일한 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비해, 권농선은 심상건

과는 달리 장단 중간에 가야금반주가 제21장단에서 두 박, 제22장단에서 네 

박 동안을 선율진행 없이 공백으로 둔다. 이처럼 권농선은 장단 중간에 가야

금반주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등장시키면서 소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음악

적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백처리를 한 다음 박부터는 가야금이 리

듬을 분할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장단을 채워나간다. 제21장단 제7~12박, 제

22장단 제8~12박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음의 리듬을 분할하여 장단

을 채워주어 마치 판소리 고수가 장단을 달고 가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취

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권농선이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결합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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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주보다 소리에 비중을 둔 결과이다. 이는 그가 판소리 공연에 주력했

던 음악활동이 반 된 결과라 하겠다.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백구타령》을 송만갑의 단가《백구타

령》과 비교하고, 아울러 다른 연주자가 부른 병창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상건의《백구타령》 사설은 기존 단가의 사설을 수용하고 첨삭을 가하면

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 다. 특히 자연경치를 노래하는 중간부분을 보다 

세 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 다. 이러한 사설구조는 심상건 이후

에 음반 취입을 한 김해선과 권농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율적 측면

에서 특히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에 주목해 보면, 가야금반주는 소리

의 선율을 근간으로 하여 반주하는 특성을 보 다. 이는 심상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백구타령》에서도 동일했다. 다만 가

야금반주의 비중에 차이를 보 다. 특히 심상건은 가야금반주를 구성할 때, 

소리와 다른 형태로 변화를 주기도 하는 등 악곡 중간에 시나위의 연주형태

와 같은 헤테로포니로 반주함으로써 가야금반주가 단순히 보조적으로 수반되

는 수준을 넘는 예술성 높은 음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 다. 김해선도 심

상건 만큼은 아니어도 가야금이 노래에 수반되는 형태로 반주하는 차원이 아

닌 완성도 높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권농선은 심상

건 · 김해선에 비해 반주를 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권농선은 장단 

중간에 가야금반주를 쉬게 하면서 가야금이 반주의 역할 안에서 소리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차이는 연주자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상건과 김해선은 가야금산조에 일가를 이룬 연주자로서 그

들의 음악활동은 가야금병창에도 향을 주었다. 심상건과 김해선과 같은 ‘가

야금연주 전문가’에게 있어서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산조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이전의 주요 연행종목이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

으로든 가야금병창에서의 가야금반주를 통해 자신의 독자적 음악성을 구현하

고자 구성하 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권농선은 판소리에 장기를 둔 연주자로 

자신의 장기를 드러내기 위해 가야금이 반주의 역할 안에서 소리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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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를 보 다. 그러나 김해선과 권농선의《백구타

령》은 사설구조 및 선율적 측면에서 심상건의《백구타령》과 상당히 유사함

을 보 다. 이는 당시 대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심상건

의 음악에 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의 가야금병창 연

주자들이 레퍼토리를 유사하게 공유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유파나 제에 구속

되어 전승되던 판소리와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은 당시에 병창을 주도하던 인물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

라 할 수 있다.   

2) 새타령 

《새타령》은 다양한 새들을 노래하는 사설로 구성되는 내용의 남도잡가64)

로, 판소리 이동백이 즐겨 불러 그의 더늠으로도 유명하다. 가야금병창 《새

타령》은   심상건을 비롯해서 박팔괘 · 강태홍 · 한성기 · 김채연 · 권농선 등

이 불렀다. 음반으로 전하는 가야금병창 《새타령》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박팔

괘가 1908년도에 취입한 것이나 전하지 않고, 1915년에 취입한 것이 현전 

최고의 음반이다.65) 심상건의 《새타령》은 그보다 20여년 뒤인 1931년의 음

반에 전한다. 

본 항은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

64) 본 항에서 분석하는 《새타령》은 현재 남도잡가로 분류되는 악곡으로, 판소리 적벽

가(赤壁歌)의 한 대목으로 불리는 《적벽 새타령》과는 구분되는 악곡이다. 《적벽 새타

령》은 조선후기 판소리명창인 박유전과 이날치가 뛰어났던 것으로 전하며, 조조(曺操)

가 적벽강(赤璧江) 싸움에서 패하고 정욱과 함께 화용도로 돌아가는 장면을 노래 부른 

것이다. 한편 남도잡가《새타령》은 연주자에 따라 “삼월 삼짇날 연자(鷰子) 날아들고

/호접(蝴蝶)은 편편(翩翩) 송림(松林) 나뭇가지 꽃이 피었다”로 시작하는 서창(序唱)을 

먼저 부르기도 한다. 

65) 박팔괘가 1915년에 취입한 《새타령》은 《백구타령》과 더불어 현전 자료 가운데 가

야금병창으로 부른 가장 앞선 것이다. 박팔괘의 《새타령》이 현전 자료 가운데 가장 

앞선다는 점에서 박팔괘에 대한 음악적 분석은 필요하다. 하지만, 본 항은 20세기 전

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한 심상건의 음악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렇기 때문에 박팔괘의 《새타령》을 면 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심상건과의 비교를 위해 

부분적 발췌하여 다루고자 한다. 박팔괘의 악보는 주보라의 선행연구에 채보한 것을 

참고하 다. 주보라, “박팔괘 가야금병창 연구 -《백구타령》과 《새타령》을 중심으로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2), 참고악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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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

단락
이동백 판소리 심상건 가야금병창

1

이때 마참 어느때/ 녹음방초 좋을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왠갖새가 날아든다

남풍조차 떨쳐/ 구만장천 대붕이 남풍조차 떨쳐나니/ 구만장천 대붕이

문왕이 나겨시사/ 기산조양에 봉황새 문왕이 나겨오사/ 기산조양의 봉황새

무한기우 깊은회포/ 울고남은 공작이 무한기우 깊은회포/ 울고남은 공작이

소선적벽 시월야/ 알연쟁명 백학이 소선적벽 시월야/ 알연쟁명 백학이

소선적벽 시월야/ 알연쟁명 백학이/

위보규인에 색기라/ 소식전턴 앵무새 위보교인 임계신디/ 소식전턴 청조새

생중 장안에 수고란/ 어여뿔새 채련새

글자를 뉘가 전허리/ 가인생새 기러기 글자를 뉘가 전허리/ 가인생새 기러기

생중의 장악의 수고란/ 어여쁠사 채란새

약수삼천 먼먼디/ 서왕모 청조새

성성제혈 염화지/

귀촉도 뒤견이/귀촉도 뒤견이/

성성제혈 염화지/

귀촉도 불여귀

요서몽을 놀래깨야/ 

맥교지상에 꾀꼬리수리루

호서몽을 놀래깬다/ 

맥교지상의 꾀꼬리수리루

주공동정 돌아드니/ 관명우지 황새 주공동정 돌아드니/ 관명우지 황새

비엽심상 백성가/ 왕사당년에 저 제비 비엽심상 백성가/ 왕사당전 저 제비

팔월변풍 높이 떠/ 백리추호에 보라매

양류지당 삽삽풍/ 둥둥떠 징경이 야유지당 당담풍이/ 둥둥떠 진경이

출어연월 타구서/ 열고놓던 백향이

월명추수찬모래/ 한발고인 해오리

어사부중에 밤들었다/ 울고오는 까마귀

금차하민숙가 무이오/ 여천비연에 소리개

정위문전 깃들 다/ 작지강강 까치

새중에는 봉황새/ 새중에는 봉황새

<표 8> 이동백·심상건의 《새타령》 사설 비교

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동백이 부른 《새타령》과 심상건이 가야금

병창으로 부른 《새타령》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

고, 아울러 박팔괘 · 권농선· 김해선의 병창과도 비교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이동백과 심상건의 《새타령》  사설 비교를 하기 위하여 두 창자의 사

설에 나타나는 구성방법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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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 무신새가 우느냐/ 저 뻐꾸기 운다 저 무슨새 울어/ 저 뻐꾸기가 울어/ 

먼디 산에서 우난놈/ 아시랑하게 들리고

건너 앉어 우는놈/ 굼벙지게 들리고

저 뻐꾸기가 울어/ 

저 뻐꾸기가 울어/ 울어어 운다

저 뻐꾹이가 울어/

 이산가야 뻐꾹/ 저산가야 뻐꾹/ 이산에서도 울고/ 저산에서도 운다/

저 뻐꾹이 운다/ 

저산으로가며 우는 놈은/

 뻑뻑꾹뻑꾹/ 뻑뻑꾹뻑꾹

 

뻐꾹/ 뻐꾹/ 뻐뻐꾹뻐꾹뻑뻑꾹/ 

뻑뻑꾹/ 뻑꾹뻑꾹뻑꾹

 울어/ 설리도운다 에이이이/ 가감실날아들고

 또한편을 바라봐/ 

 저부두새가 운다/ 저부두새가 운다/

또한편을 바라/ 저무슨새 우나/

저 뒤견이가 울어/ 저뒤견이가 운다

야월공산에/ 깊은밤으/ 

저뒤견이 울음운다

초경이경삼사오이경/ 

사람의간장을 녹이랴고/ 

부두새가 울음운다

초경이경삼사오경의/ 낯선집이들어

사람의간장을 다녹이는/ 

저뒤견이가 울어/

사람의간장 녹이랴고/ 부두새가 울음운다

이리로가며 부우/

이동백과 심상건이 《새타령》에서 취한 사설 전개 방식은 대체로 같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단락별 사설을 보면, 제1단락은 여러 새를 

언급하는 사설로 동일하게 구성된다. 먼저 이동백은 본격적으로 새들을 묘사

하기 전에 계절과 관련된 사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적 상황을 제시한 

뒤에 새들을 묘사하 다. 그러나 심상건은 “새가 날아든다∼”의 사설을 시작

으로 곧장 새들을 묘사하면서 노래하 다. 즉, 심상건은 이동백 《새타령》의 

첫 부분인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초 좋을 때”의 사설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백이 “대붕이, 봉황새, 공작이, 백학이” 등 20여종의 다양한 새들

을 언급하는 사설을 부르는데 비해, 심상건은 여러 새를 언급하는 이동백의 

사설부분을 축소시켜 불렀다. 그러나 새의 종류에 차이를 보 을 뿐 새롭게 

첨가한 사설은 없다.66) 제2단락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새소리를 묘사하는 부

분에서 대구를 이루는 문답형식으로 노래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 다. 다만 심

66) 심상건의 사설에서 “생중의 장악의 수고란/ 어여쁠사 채란새”는 이동백과 순서를 달

리하여 부른 것이고, “약수삼천 먼먼디/ 서왕모 청조새”의 사설은 이미 앞서 “청조새”

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설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54 -

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새가 날아든다 왠갖새가 날아든다

남풍쫒아 떨쳐나니 가인생새 기러기 

간 주 장단

생중의 장악의 수고란 귀촉도 불여귀 

<표 9> 심상건 의《새타령》 단락구분

상건은 “뻐꾹뻐꾹”과 같이 의성어로 표현한 부분을 길게 확대시키고, 이동백

이 ‘부두새’로 언급한 사설을 대신하여 ‘뒤견이’로 바꾸어 취하 을 뿐 대구를 

이루는 문답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동일하다. 요컨대 심상건은 기존 남도잡

가 《새타령》의 사설 구성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새소리를 표현하는 의성

어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 다.67) 특히 심상건은 기존 사설에서 여러 종류의 

새를 노래하는 부분을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백의 72장단으로 된

《새타령》보다 9장단이 짧은 63장단으로 부른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8>에서 이동백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 《새타령》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63장단으로 되어 있는 심상건의 《새타령》은 사

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67) 심상건 외에 남도잡가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한 연주자들 가운데 권농선

의 사설을 보면, 권농선도 심상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설을 축소한 형태로 구성한 

것은 동일하다. 즉, ‘여러 새를 묘사하는 부분’과 ‘새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의 두 부분

으로 나뉜다. 이동백이 72장단, 심상건이 63장단으로 부르는데 비해 권농선은 《새타

령》을 중중모리 51장단으로 부른다. 권농선의 사설을 보면, 제1단락의 여러 새를 언

급하는 부분에서 이동백만큼은 아니지만 심상건이나 박팔괘 보다는 다양한 새를 언급

한다. 다른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에 비해 다양한 새를 언급하는 대신에, 새소리를 묘사

하는 제2단락은 오히려 심상건·박팔괘 보다 간단하게 축소하여 전체적인 악곡의 길

이에 차이를 보 다. 한편 박팔괘의 가야금병창 《새타령》은 중중모리 62장단으로 부

르는데 사설구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팔괘는 특이하게 전반부 사설에 “왠갖 꽃

이피어”로 시작하는 《화초타령》의 일부를 삽입하 다. 또 심상건이나 권농선에 비해 

“꾀꼴꾀꼴”, “뻐꾹뻐꾹”, “쑥꾹쑥꾹”과 같이 의성어로 표현이 가능한 새소리를 많이 

넣어 구성하는 특징을 보 다(부록으로 제시한 《새타령》 사설비교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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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 장단

호서몽을 놀래깬다 둥둥떠 진경이

저 무슨새 울어 저 뻐꾹이 운다

저산으로 가며 또 한편을 바라

저 무슨새 우나  저 뒤견이 

간 주 장단

저 뒤견이 운다 저 뒤견이 울음운다

간 주 장단

초경이경삼사오경의 저 뒤견이가 울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상건의 《새타령》은 총 9개의 단락 내에 한 

두 장단으로 이루어진 간주가 4번 등장한다.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은 주로 

본청인 la로 종지한다. 소리의 각 단락이 la 또는 제1, 7단락과 같이 mi로 끝

나는 경우68)에 가야금은 la로 단락을 맺는데, 소리에서 반종지를 하는 부분은 

가야금반주의 종지선율에서 단락을 구획한다. 심상건은 가야금병창으로 《새

타령》  재구성하면서 가야금반주에서 종지감을 주어 단락을 구획하도록 의도

하면서 악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진행을 보인다. 

다음으로 심상건이 이동백이 부른 남도잡가를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창

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

에서 분석하고, 특히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반주

의 결합 양상에 주목하여 악곡을 분석해 보겠다.

두 창자 모두 dgb♭ac'(미솔라도시레)의 구성음을 사용하는 계면조로 

노래하는데, 시김새를 굵게 쓰지 않아 남도계면조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동백은 구성음 가운데 sol과 re'가 경과음으

로 짧게 등장하여 악곡 전반에서 milado'si의 구성음으로 단순하게 선율을 

진행한다. 이에 비해 심상건은 sol과 re'의 출현이 잦고, 특히 re'는 do'로 꺾

어주거나 퇴성한다. 이동백과 심상건 두 사람 모두 두 옥타브 정도의 넓은 음

역 내에서 완만한 선율진행을 하는데, 이동백은 La부터 mi'의 음역 내에서, 

심상건은 mi부터 re'의 음역 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창자 모두 

68) 이동백과 심상건 두 사람의 소리에서 단락을 맺는 장단의 끝 음은 mi 또는 la로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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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의 3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구성하고 변조를 

하지 않는 공통점을 보인다. 

<악보 10-1> 이동백 《새타령》 제1~6장단

<악보 10-2> 심상건 《새타령》 제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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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백은 <악보 10>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1~5장단까지에 sol이 등장하고 

6장단 이하에는 계면조의 전형적인 eac'b(미라도시)의 구성음으로 단순

하게 선율을 진행한다. 심상건은 이동백과 마찬가지로 계면조의 전형적인 구

성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같으나, re'가 빈번히 출현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동백은 제3~4장단에서와 같이 la의 동음반복이 자주 등장하는데, 심상건은 

이동백과 같이 동음반복의 선율진행보다는 제1장단의 dgb♭ag, 제2장단

의 gb♭agd 와 같이 완만한 진행을 통해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위의 <악보 10>에 제시한 것 외에 악곡 전반에서 나타났다.69) 

이동백과 심상건은 두 사람 모두 《새타령》을 중중모리로 불렀고, 붙임새에

도 별다른 변화 없이 대마디대장단을 기본으로 하 다. 이동백은 <악보 10>

에서와 같이 장단 내에서 2소박과 3소박을 활용하여 리듬에 변화를 주며 부

르고, 심상건은 12박 장단 내에서 3소박을 대마디대장단으로 단순하게 노래

하는 차이를 보 다. 심상건이 이동백에 비해 사설의 붙임새를 단순하게 한 

것은 소리의 진행보다는 가야금반주의 선율 진행을 통해 음악적 변화를 주고

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상건은 기존에 이동백이 판소리 형태로 부른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

로 재구성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가 가야금병창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

성을 드러내기 위해 취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야 한

다. 먼저 심상건은 <악보 11>과 같이 《새타령》의 첫 장단을 가야금반주 없

이 소리로만 시작한다. 이때 소리는 dgb♭agd(미라도시라미)의 선율로 

69) 한편 본문에 악보를 제시하지 않은 특징으로 이동백은 제16장단부터 청을 2도 올려 

부르는데 비해, 심상건은 청의 변화가 없는 점이 있다. 판소리는 창자가 자유롭게 변

청할 수 있지만,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의 음역과 조현에 소리가 구속되기 때문에 변청

의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58 -

전형적인 계면조의 내드름으로 진행한다. 제2장단은 소리와 가야금반주 모두 

평으로 내는 목인 la로 시작하고, 이때 가야금은 첫 박을 옥타브로 짚어내어 

강박으로 시작한다. 

<악보 11> 심상건 《새타령》 제1~2장단

그러나 이어지는 제2장단의 두 번째 박에서 소리는 단 3도 위의 do'를 낼 

때에 가야금반주는 장 2도 위의 si음을 지속시키면서 선율진행의 차이를 보

인다.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한 장단 내에서 서로 다른 선율로 짧게 다성적 형

태의 진행을 보이지만 장단 끝에서 가야금이 본청으로 맺어주는 특징이 나타

난다.

심상건은 《새타령》에서 가야금반주가 <악보 12>와 같이 소리의 선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반주하는 형태로 구성하 다. 그러나 《새타령》은 빠른 

중중모리장단에 맞춰 부르기 때문에 느린 중모리로 부르는 악곡 등에서 보이

는 것처럼 가야금반주에 장식음을 넣어 가락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소리가 쉬

는 부분에서 가야금이 대신 장단을 채워주는 경우는 적었다. 대신 각 단락의 

끝에는 가야금이 제6현(la)을 기본 청으로 하여 ‘♪ ♪ ♪’, 또는  ‘♪ ♩’ 등의 

리듬으로 채워주는 맺는 가락을 보인다.

<악보 12> 심상건 《새타령》 제11~1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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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건의 《새타령》은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각 장단의 첫 박에 소리와 가

야금이 동일한 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악보 13>의 제24, 25

장단과 같이 장단의 첫 박을 가야금이 한 옥타브 아래의 음으로 내면서 소리

와 가야금의 선율이 한 옥타브 차이를 두고 시작하기도 하 다. 이처럼 한 옥

타브의 차이를 두고 시작을 하면서 첫 박을 강조해 준 뒤에는 다시 소리와 가

야금이 동일한 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악보 13> 심상건 《새타령》 제23~26장단

일반적으로 가야금병창에서의 가야금반주는 소리의 선율을 따라가는 반주

를 기본으로 한다. 이때 가야금반주는 소리의 주요음 만을 간단하게 연주하면

서 반주하거나, 소리의 선율진행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쉼 없이 다는 가락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반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심상건이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구현하면서 선택한 반주방법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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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해당한다. 

심상건은 병창으로 부르는 《새타령》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결합할 때

에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등하게 함으로써 반주의 역할을 넘어 독립적으로 

진행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로는 간주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그는 

악곡 중간에 소리를 한 장단 내지 두 장단 가량 쉬게 하는 대신에 간주를 삽

입하여 악구를 구분했다. 뿐만 아니라 간주를 활용하여 각 단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심상건은 《새타령》을 병창으로 노래하면

서 가야금 반주가락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드러내고자 하 다.

다음의 <악보 14>는 심상건이 간주를 통해 소리와 소리 사이의 흐름을 유

연하게 하는 연결고리로 활용할 뿐 아니라, 음색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판소

리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부는 것보다 화려하게 들리도록 구성한 부

분의 예이다.

<악보 14> 심상건 《새타령》 제51~5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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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건이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기존 판소리 창자의 소리

와 차별화 한 부분은 새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심상건은 ‘뻐꾹새’ 등의 울

음소리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가야금으로 효과음을 표현하 고, 동시

에 이 부분의 장단을 확대시켰다(<악보 15>참조). 

뻑 - 뻑 - 꾹 - 뻑 - 꾹 - △ △ 뻑 - 뻑 - 꾹 - 뻑 - 꾹 - - -

<악보 15> 심상건·이동백의《새타령》 뻐꾹새 소리 부분

이동백 제 장단

심상건 제 장단

뻐 - 꾹 - - - △ △ △ △ △ △ 뻐 - 꾹 - - - △ △ △ △ △ △

뻐 - 뻐 - 꾹 - 뻐 - 꾹 - △ △ △ △ △ △ △ △ △ △ △ △ △ △

뻑 뻑 - 꾹 - - △ △ △ △ △ △ 뻑 뻑 - 꾹 - - △ △ △ △ △ △

뻑 꾹 - 뻑 꾹 - △ △ △ 뻑 꾹 - 뻑 뻑 - 꾹 - - △ △ △ △ △ △

뻑 꾹 - 뻑 꾹 - △ △ △ 뻑 꾹 -

위의 악보는 ‘뻐꾹새’ 소리를 흉내 내는 부분으로, 이동백은 “뻑뻑꾹 뻑꾹/ 

뻑뻑꾹뻑꾹”의 사설을 두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데, 심상건은 같은 부분의 사

설을 9장단으로 늘려 부른다. <악보 15>는 심상건이 이동백의 사설 일부분을 

확대시켜 부르면서 장단을 늘인 것을 정간보로 표기한 것으로, 심상건은 소리 

중간에 적게는 두 박에서 많게는 한 장단을 쉬는 방법을 취했다. 이때 소리가 

쉬는 부분은 가야금반주를 통해 선율로 채웠는데, 반주를 활용한 방식은 다음

의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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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심상건 《새타령》 제41~46장단

위의 <악보 16>의 제43, 45장단과 같이 먼저 소리로만 반 장단 정도를 노

래하며 진행한 뒤 가야금반주 선율이 이를 이어받도록 진행하거나, 제42장단

과 같이 앞 장단의 소리선율을 가야금반주 선율이 이어받아 한 장단 전체를 

가야금반주로만 채우면서 새소리의 음향적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 다. 

심상건은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병창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병창의 특성은 소리와 가

야금이 결합하여 기존 판소리와는 다른 음색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심상건은 

이러한 가야금병창의 특성을 《새타령》  중 새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두드

러지게 활용하 는데, 입체적으로 새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소리와 가야금반

주가 가락을 주고받는 방식을 취하 다. 심상건이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 부

를 수 있는 것은 병창 내에서 가야금을 반주악기라는 틀에 가둬놓지 않고 소

리와 대등한 형태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훗날에 가야금산조로 일가를 

이룰 정도로 왕성했던 그의 가야금의 연주 실력은 의도했거나 혹은 무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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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라도 가야금병창에서 소리보다 가야금 반주가락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가락을 구성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즉, 그의 이러한 음악배경은 그가 가야금

병창으로 부르는 《새타령》에서 본인의 독자적인 음악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심상건이 이동백의 《새타령》을 차용하여 어떻게 가야금병창으로 

변개하 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심상건의 《새타령》에 나타나는 음악

적 특징을 다른 연주자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박팔괘가 부른 《새타

령》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박팔괘는 심상건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산조로 일가를 이룬 사람70)으로 본고

의 Ⅱ장에서는 그를 20세기 전반기에 심상건과 음악배경이 같은 연주자로 분

류하 다. 박팔괘가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새타령》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전반부는 평조로 노래하는 ‘화초타령’이 삽입되고, 새들을 묘사하며 언급하는 

중반 이후부터는 계면조로 노래한다. 아래에 제시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박팔괘는 본격적으로 새를 묘사하는 사설을 언급하는 제15장단 이하의 부분

부터 대체로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본청인 la로 종지하 고, 이렇게 소리

와 반주가 동일한 음으로 단락을 맺음으로써 악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진

행을 보 다. 이는 심상건의 《새타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일 뿐 

아니라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심상건의 《새타

령》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팔괘의 《새타령》에서 가야금반주의 구성방법을 

보면 <악보 17>과 같다. 

70) 이보형, “김창조 가야금산조와 후기 산조 전승론”, 산조연구 (전남: 암군 가야금

산조 현장사업추진위원회, 2001), 48쪽.   

  필자 역시 박팔괘를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가운데 ‘가야금연주 전문가’

로 분류하 다. 박팔괘는 가야금산조와 관련하여 유성기음반을 취입하거나 방송활동을 

한 기록은 없지만, 심상건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산조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초기 가야금산조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성기음반의 취입이나 방송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1910년대이고, 유성기음반과 방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

는 1930년대로 시기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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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박팔괘 《새타령》 제15~18장단

박팔괘는 심상건과 같이 악곡 전반에 걸쳐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유사하게 

진행시키는데, 이때 가야금반주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즉, 

가야금반주는 제15장단의 “새”, 제18장단 “왕”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소리

보다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을 내거나 제16장단의 “조차 떨쳐”와 같이 사이에 

“ ♪”의 장식음을 반복적으로 넣는 등의 변화를 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악보 18>의 제52, 55장단과 같이 소리와 소리 사이에 짧게 간주를 넣는 

방법을 활용하여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켰다. 

<악보 18> 박팔괘 《새타령》 제51~5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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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괘는 ‘새소리’의 의성어를 가야금으로 표현하면서 효과음을 잘 살렸는

데, 이러한 특징은 심상건의 《새타령》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이밖

에 박팔괘는 《새타령》의 중간에 한 장단 길이로 구성되는 간주를 삽입하

다. <악보 19>에 제시한 제37장단의 간주부분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단락이 전환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 19> 박팔괘 《새타령》 제33~38장단

위의 악보는 뻐꾹새의 소리를 묘사하고, 제37장단에 간주를 삽입하여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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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해 주었는데, 이러한 구성방식은 박팔괘가 《새타령》의 후반에서 반

복적으로 취한 것으로, <악보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0> 박팔괘 《새타령》 제43-48장단

<악보 19>와 <악보 20>은 첫 장단에 해당하는 <악보 19>의 제33장단과 

<악보 20>의 제43장단의 가야금 반주선율을 제외하고는 소리와 가야금반주

의 선율진행이 같다. 사설의 전개방식도 새소리의 사설이 “뻑꾹”과 “쑥꾹”으

로 차이가 있을 뿐, “저리가며~”로 시작하여 “저 무엇이/무신새 울어”로 동

일하다. 박팔괘는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새의 울음소리를 입

체적으로 표현하고 간주를 활용하고자 구성하는 특징을 보 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새의 울음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사설의 차이를 제외하

고는 선율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심상건의 《새타령》 보

다 단순하게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박팔괘는 이동백이 판소리 형태로 부

른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로 확대시키면서, 기존의 사설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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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새는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에 반주선율을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하

다. 박팔괘가 가야금반주 선율을 소리만큼 대등하게 부각시키고자 취한 구

성방법은 가야금산조로 일가를 이룬 심상건이나 김해선과 공통되게 나타난 

특징으로, 이는 동일한 음악배경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음악 배경이 다른 권농선의 가야금병창 《새타령》에서는 어떤 특

징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권농선은 51장단으로 심상건이 63장단, 

박팔괘가 62장단으로 부르는데 비해 10장단 가량 짧았다. 권농선이 《새타

령》을 심상건이나 박팔괘에 비해 짧게 부른 차이는 후반부의 새소리를 묘사

하는 부분에 있다. 권농선의 《새타령》의 경우에도 단락 끝에 소리와 가야금

반주 선율이 본청으로 종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다만 권농선은 심상건 · 박

팔괘에 비해 꺾는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차이를 보 고, 특히 가야

금반주의 방법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악보 21> 권농선 《새타령》 제13~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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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21>에서와 같이 권농선은 가야금반주가 소리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는 반주 형태를 취한다.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유사한 음으로 구성하는 

것은 다른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에게도 공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심상

건 · 박팔괘가 장단 내에서 가야금의 반주가락을 소리 못지않게 끊임없이 이

어지도록 구성한 데에 비하면, 권농선은 장단 중간이나 끝에 가야금반주를 과

감하게 생략하도록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위에 제시한 악보에서 소리의 진

행을 보면, 제15, 16, 18장단에서 장단 끝에 한 박 내지는 두 박을 쉬는 부분

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노래한다. 그러나 가야금반주의 진행은 

소리선율과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소리선율에서 가락을 덜어내고 소략하게 

진행한다. 이를테면 제13장단에서 6박에 걸쳐 노래하는 “떨쳐나”의 사설부분

에서 소리는 시김새를 넣어 노래하는 반면에 가야금은 소리의 첫 음과 같은 

mi를 으로 소략하게 반주한 뒤에 쉰다. 이러한 특징은 제14장단의 “장천

에”, 제16장단의 “기산”, “봉황” 등에서 보인다. 권농선은 가야금반주를 다양

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소리선율을 위해 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는 등의 형태

로 구성하 다. 이러한 반주방법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음악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농선이 취한 가야금반주

의 방법은 심상건이나 박팔괘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로, 이는 권농선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농선의 음악활동은 주로 판소리에 집중되

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의도하 거나 혹은 무의식적으

로 소리에 비중을 둔 결과라 하겠다.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심상건의 《새타령》을 이동백이 부른 남도잡가

《새타령》과 비교하고, 아울러 다른 연주자들의 것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심상건은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 위해 사설은 기존의 사설 가

운데 일부를 수용하고, 새소리를 표현하는 후반부분을 보다 확대하는 방식으

로 재구성하 다. 이러한 사설구조는 박팔괘와 심상건 이후에 음반취입을 한 

권농선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율적 측면에서 특히 소리와 가야금반

주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가야금반주는 소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진행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상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에게도 동일했다. 다

만 가야금반주의 비중에 차이를 보 다. 가야금 연주를 장기로 삼았던 심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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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팔괘가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여 부른 《새타령》에는 새소리를 묘사하

는 부분이 확대된데 비해, 판소리를 장기로 삼았던 권농선의 경우는 같은 부

분을 간단하게 부르는 차이를 보 다. 이와 더불어 심상건과 박팔괘는 간주를 

활용하고 가야금반주 선율이 소리만큼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비해, 권농선은 가야금반주를 소략하게 구성하여 사설의 전달이 용이하게 구

성하 다. 이러한 반주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는 이들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다. 

 

3) 기생점고
《기생점고》는  새로 부임한 사또 앞에서 명을 받은 호방(戶房)이 남원(南

原)의 기생을 한 사람씩 부르는 대목으로 호명한 기생들의 자태를 설명하는 

내용의 사설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 춘향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으로, 정정렬

이 즐겨 불러 그의 더늠으로도 유명하다.  

《기생점고》는  정정렬의 더늠으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야금

병창으로도 불렀다. 가야금병창 《기생점고》는  심상건을 비롯해서 심정순 · 

한성기 · 오태석 등이 불렀다. 음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심정순이 취입한 

1927년도의 음반이지만 현재 전하지 않으며, 심상건의 《기생점고》는 그보다 

10년 뒤인 1937년의 음반에 전한다. 

본 항에서는 정정렬이 부른 《기생점고》와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기생점고》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정정렬과 심상건이 부른 《기생점고》 사설에 대해 장단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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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자

단락
정정렬 판소리 심상건 가야금병창

진

양

조

행수기녀 낙요하야 문 주의 화중복의모란이

월선이 월선이 들어오는듸 모란이가들어온다

채의로단장허고 멋지듯 사못찬기생이라 모란이라허는기생은 뚜렷하고어여쁘고
추마자락을 거듬거듬 걷어서 잔패돋는홀씨들고 수수허고얼반있게
세요흉당에다 매듯이감고 아장아장 히긋거리고들어오더니
가만가만 이걸음을 걸어서 예 등대 점고 맞더니마느

우부진퇴로 물러간다
일류명월이금소당허니 만리무강추월이

추월이가 들어온다

추월이라허는기생은 태도도일색이요

가무가명창인디 걸음걸이도장단을밟어

아장아장 지긋거리고들어오더니

예등대 나오 점고 댓뜰앞을 내붓이앉으며 예 등대 점고를 맞더니
좌부진퇴 물러선다 좌부진퇴로 물러간다

중

모

리

천군만홍종천성의 소래고운행선이

행선이가들어온다

행선이라허는기생품행이좋거니와

섯배분별을좋은태도

뺨을든든곱게대고 거진패루를늘여차고

걸음을걸어도 장단을맞추어

아장아장 히긋거리고

예 등대 점고를 맞더니
좌부진퇴로 물러난다

중

중

모

리

조운모우양대선이 조운모우양태선이

위선홍이춘홍이 사군불견반월이 나오위선위기의춘홍이나오 사군불견반월이

독좌유황에금선이왔느냐 독좌유황의금선이 금번창해능파가왔느냐

예 등대허 소 예 등대허 소

우리성조흑경진 뺑파창천유선이봤느냐

예등대허 소

팔월부용의군자용 만당추수홍련이왔느냐 팔월부용의금자련 만당추수의홍련이왔느냐

예 등대허 소 예 등대허 소

삼월춘풍의호시절 만개황방의수혜가왔느냐 구월구일의용산음 소축신국화가왔느냐

예 등대허 소 예 등대허 소

당팔사갖은매듭

차고나니 금량이왔느냐 예 등대허 소

소상감상달이떴다

동각월중의배월이왔느냐 예 등대허 소

시제차사죽이언만

불의하처의문신이왔느냐 

예 등대허 소

<표 10> 정정렬·심상건의 《기생점고》 사설 비교



- 71 -

정정렬은 《기생점고》를 진양조와 중중모리 두 장단으로 불렀으나, 심상건

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의 세 장단으로 불렀다. 심상건은 정정렬의 사설

에 없는 새로운 사설을 진양조와 중중모리 사이에 첨입하 고, 그 새로 첨입

한 사설을 중모리로 불렀다. 심상건이 정정렬의 진양조와 중중모리 부분을 축

소하고 새로운 사설은 추가함에 따라 길이에서 큰 차이가 생겼다. 즉, 심상건

은 정정렬의 37장단보다 훨씬 길어진 70장단으로 불렀다. 

두 창자의 사설을 단락별로 비교하여 보면, 제1, 3단락은 거의 같고, 제2단

락은 심상건에게만 있는 사설부분이다. 제1단락에서 심상건은 정정렬이 ‘행수

기녀 월선이’ 한 명을 노래하는데 비해, ‘모란이’, ‘추월이’ 두 명을 노래하면

서 좌우로 진퇴하는 사설을 추가한 차이가 있고, 제3단락은 송만갑의 호명하

는 기생이나 그 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여러 기생을 호명하고 대답하는 방식

은 동일하다. 정정렬의 사설과 큰 차이가 있는 제2단락을 보면, 심상건은 정

정렬이 부르지 않은 새로운 사설을 첨입하여 불렀다. 앞 단락은 기생의 자태

를 묘사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구성하 는데, 정정렬의 사설에 비해 자세하게 

표현하 다. 정정렬이 “행수기녀 월선이”로 시작하여 “가만가만이 걸음을 걸

어서”의 사설로 노래하는 부분을 심상건은 점고를 맞는 기생을 세 명으로 늘

리고, 이들이 등장하는 자태를 정정렬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 다. 그러나 기

본적으로 전반부에 기생을 호명하고 호명한 기생의 자태를 설명하는 방식으

로 구성한 것은 정정렬과 같았다. 요컨대 심상건은 판소리 《기생점고》의 전

반과 후반의 사설 전개방식은 그대로 수용하 다. 그러나 장단에 변화를 주면

서 중간부분에 사설을 새롭게 첨가하 고, 첨입한 부분의 사설은 전반의 사설 

전개방법을 유사하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하 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10>에서 정정렬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 《기생점고》를 장단

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70장단으로 되어있는 심

상건의 《기생점고》는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12

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 72 -

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전주 장단

낙요하야  들어온다 

모란이라  물러간다

일류명월이  들어온다

추월이라  물러간다

간주 장단

천군만홍  들어온다

행선이라허는기생  물러난다

조운모우 등대허 소

우리성조 등대허 소

팔월부용의 등대허 소

구월구일의 등대허 소

소상강 등대허 소

시데차사  등대허 소

<표 11> 심상건의 《기생점고》  단락구분

각 단락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두 장단이 작은 단위를 이루고 

있다. 소리와 가야금반주는 단락 끝부분의 종지음에 차이가 있다. 심상건

《기생점고》에서 소리 부분의 종지는 대부분이 sol 또는 re로 반종지하고, 

가야금반주는 do로 종지하여 종지감을 형성한다. 심상건은 《기생점고》를 가

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여 부르면서 가야금반주의 선율에 종지감을 주어 단락

을 이루는 것을 의도하 기 때문에 소리에서는 가야금반주에 비해 단락 내에

서의 종지감을 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제6단락에서는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모두 do로 종지하여 단락의 구획감을 강하게 주었는데, 제7단락부터 장단이 

중중모리로 바뀔 뿐 아니라 사설의 전개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심상건은 《기생점고》에서 가야금반주 선율에서 종지감을 주면

서 악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진행을 보인다. 

다음으로 심상건이 정정렬이 부른 판소리 《기생점고》를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창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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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의 결합 양상을 분석해 보겠다. 

다음 <악보 22>은 정정렬과 심상건의 《기생점고》를 비교하기 위해 사설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다.

<악보 22-1> 정정렬 《기생점고》 제7~14장단

<악보 22-2> 심상건 《기생점고》 제7~1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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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렬의 소리는 gac'd'e'(솔라도레미)의 5음으로 구성되는 평조의 

음구조를 보이는데, 특히 sol-do'-mi'의 3음을 근간으로 선율이 구성되며 

mi'에 퇴성이 쓰인다. 또한 제1~21장단까지 진양조로 부르다가, 제21장단 이

하에서 중중모리로 장단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mi'에 추성이 쓰이고, re'와 la

에 퇴성이 쓰이는 변화가 잠시 나타난다.

심상건의 소리는 평조로 되어 있는 정정렬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

적으로 일정한 음구조로 일관되지 않고, 중간 중간 음구조가 바뀐다. 변조뿐 

아니라 평조와 계면조의 요소가 혼재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제1~10장단까지

는 egabd'(라도레미솔)의 음구조를 이루다가, 제11~16장단부분에 와

서  degab(솔라도레미)의 평조로 바뀐다. 그런 다음 제17~18장단에

서 egabd'(라도레미솔)의 음구조로 변화를 준 뒤 다시 degab(솔라

도레미) 평조의 음구조를 취한다. 음구조에 따라 쓰이는 시김새에서 차이

가 있어서 egabd'(라도레미솔)의 구조에서는 la와 re에 요성이, do'에 

추성과 퇴성이 동시에 쓰이고, degab(솔라도레미)의 구조에서는 sol에 

요성이, mi'에 퇴성이 쓰인다. 그런데 심상건의 소리에서는 간혹 선법이 모호

한 진행이나, 시김새가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제7장단의 경우, egabd'(라

도레미솔)의 음구조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c음(파)이 등장하는데, 그 음은 

추성을 하여 sol'에 가깝게 어내는 시김새가 쓰인다.71) 이처럼 특정 음의 

71) c음(파)은 제38~43장단에서도 짧은 시가 또는 장식음으로 출현하는데, 제4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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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으로 음구조가 모호해지는 선율은 심상건의 소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이다. 심상건은 정정렬이 평조로 음구조의 변화 없이 선율을 진행한 것과 달

리 음구조에 변화를 빈번하게 시도하 다. 특히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자진 기생점고》에서 경드름의 특징적인 선율이 잘 나타난다. 

정정렬과 심상건의 《기생점고》에서 동일한 장단으로 부르는 것은 진양조

와 중중모리이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대마디대장단

의 붙임새로 되어 있어 두 사람의 차이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진양조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정렬의 경우, 대부분 대마디대장단이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예등대/나

오/점고/받더니마는”의 사설을 보면, 진양조 4개 장단에 걸쳐 부르고 한 장단

에 사설이 3~4자 정도만 배분되어 매우 유장한 선율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마디대장단의 붙임새가 기본을 이루는 가운데 제11장단에서 “가만가

만이”의 사설을 12장단의 첫 박까지 늘려 붙이는 변화를 주기도 한다.

심상건의 경우도 대마디대장단이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정정렬에 비해 사

설 붙임새가 다양하다. 리듬 변화에 의한 붙임새의 변화는 아니고, 한 장단에  

사설을 배분하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큰 것을 뜻한다. 제7~10장단과 

같이 장단 내에 사설을 고르게 배분하여 부르기도 하고, 정정렬이 제11장단

의 “가만”, 제13~14장단의 “앞을”, “내붓” 등과 같이 동일음을 지속하여 길

게 장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심상건은 한 장단에 배분되는 사설이 정정렬

보다 전반적으로 많고, 그에 따라 리듬이 세분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정

정렬에 비해 심상건의 소리는 유장한 느낌이 적은 편이다. 

심상건은 정정렬의 진행을 유사하게 활용하여 제11장단의 “아장”, 제13장

단의 “등대”의 사설을 장인하고, 소리의 진행과 유사하게 가야금반주의 선율

도 소리와 동일한 음을 길게 장인하게 하면서 수법을 가하여 장식음을 넣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 이러한 붙임새로 인해 나타난 음악적 특징은 악곡 중

간에 장단이 바뀌어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하는 《기생점고》에서 가야금반주의 기능적

에서는 3박의 긴 시가로 등장하면서 농현의 시김새가 쓰인다. 말미 <참고악보> Ⅲ-2 참

조.



- 76 -

인 측면을 어떻게 활용하 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심상건이 소리와 가야금반

주 선율 중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음악을 구성하 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먼저 심상건은 《기생점고》를 부를 때 가야금반주는 소리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 <악보 23>의 제27~28장단을 

보면, 특히 제27장단에서 첫 박은 가야금이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을 연달아 짚

는 수법을 활용하여 강박으로 내어주고, 이후 가야금 반주가 ‘♩. ♩. ♩.’으로 

3소박의 첫 박에 강세를 주는 형태를 취하여 선율적 진행보다는 리듬적 요소

를 강조하기도 한다. 반면에 이어지는 제28장단에서는 리듬적 요소를 강조한 

제27장단에 비해 선율적 진행을 강조하여 구성한다. 제28장단의 “점고를”의 

사설에 해당하는 가야금반주를 보면 소리의 진행과 유사하면서 사이에 장식

음을 첨가하여 선율적인 진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23> 심상건 《기생점고》 제27~28장단, 제46~49장단

제27~28장단

제46~4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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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의 악보 중 제46~49장단과 같이 소리가 쉬는 부분에 가야금 

반주가 가락을 채우는 보편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제48장단에서와 같이 

소리가 동음으로 길게 장인한 다음에 나타나는 짧은 휴지에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 다. 이와 달리 소리가 ‘♪ ♪ ♪ ~’으로 리듬이 세분되는 경우(제47장단)

에는 가야금 반주가 ‘♩. ♩. ♩.’으로 3소박의 첫 박에 강세를 주는 형태를 

취하여 선율적 진행보다는 리듬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는 심

상건이 장단을 달리하여 진양조, 중모리로 부른 《기생점고》에서도 공히 나

타난다.72)

심상건이 단락의 구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가야금반주를 어떻게 활용하

는가는 다음의 <악보 24>에서 볼 수 있다. 

<악보 24> 심상건 《기생점고》 제16장단, 제20장단, 제44장단

제15 ~16장단

제19~20장단 

72) 말미 <참고악보> Ⅲ-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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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5장단 

<악보 24>를 보면, 제16장단처럼 소리의 끝나는 음과 상관없이 가야금 반

주선율이 기본청으로 맺어주면서 단락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그러나 

단락별 가야금 종지선율의 리듬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위의 제20장

단과 같이 소리의 끝나는 음과 가야금의 종지음이 동일하게 la'로 맺으면서 

청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제44장단처럼 소리와 가야금반주는 본청인 g음으

로 단락을 구획하는 가운데, 가야금이 소리의 공백을 g음 위주로 채우기도 한

다. 

심상건은 《기생점고》에서 가야금반주 선율이 장단의 끝을 채워주는데, 이

러한 예는 <악보 25>에서 볼 수 있다. 제17장단에서와 같이 “~허니”의 사설

로 장단 내에서 소리가 먼저 마치고 쉬면 가야금이 장단의 끝을 “♩ ♪”의 리

듬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은 제18장단에서 소리가 “~추월

이”의 사설을 노래하며 먼저 마치고 쉬는 부분을 가야금이 장단 끝에 “♪ ♩ 

♩ ♪”의 리듬으로 채워주는 부분, 제20장단에서 “들어온다”의 사설을 먼저 

부른 뒤 소리가 쉬는 부분을 가야금이 ‘♪  ♪  ♪  ♩ ♪’의 리듬으로 채워주는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제시한 악보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는 것으로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악보 25> 심상건 《기생점고》 제17~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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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건이 《기생점고》에서 사설에 따라 첫 박을 강박으로 내고자 하는 경

우에는 가야금반주 선율의 첫 박을 옥타브로 짚어주었는데, 위의 악보 제17, 

19장단의 첫 박에서와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심상건은 제18, 20장단과 같이 

소리를 하는 중간에 가야금반주를 부분적으로 쉬게 함으로써 소리의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기도 하 다. 병창에서 반주를 부분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소리

선율을 부각시키기 위한 진행이다. 심상건은 느린 진양조장단에 맞춰 노래하

는 《긴 기생점고》대목에서 부분적으로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소리로만 선율

을 구성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의 <악보 26>에서도 볼 수 있다. 

제5장단 “화중복의 모란이”의 사설은 가야금반주 없이 소리로만 진행하

다. 이때 사설은 앞쪽으로 치우치게 사설을 배분하 고, 대신 장단 끝을 가야

금반주가 채우도록 진행하 다. 

<악보 26> 심상건 《기생점고》 제5~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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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건은 이러한 진행을 활용하여 기생 모란이를 언급하는 사설을 강조하

고, 이와 같은 진행은 이어지는 제6, 7장단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기

생을 호명하는 부분의 사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 심상

건이 가야금반주에 비중을 두면서도 사설 내용에 따른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를 염두에 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상건은 《기생점고》에서 가야금반주 부분을 소리에서 독립시

켜 진행시켰는데, <악보 27>에서 볼 수 있다. 

<악보 27> 심상건 《기생점고》 제1~2장단, 제32~33장단 

제1~2장단

제32~33장단

위의 악보에 제시한 부분은 모두 《긴 기생점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두 

장단으로 이루어진 전주와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1~2장단은 진양조

장단의 내드름이고, 제32~33장단은 중모리장단의 내드름을 제시한 것으로 

전주와 간주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심상건은 《기생점고》에서 진양조

장단과 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하기에 앞서, 가야금반주를 독립적으로 진행시켜 

장단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단이 변하는 단락 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

결해 주었다. 한편 심상건의 《기생점고》에 전주와 간주로 활용한 각 장단의 

내드름은 현행 가야금산조의 진양조와 중모리 악장의 내드름과 상당부분 유

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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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건은 본격적으로 가야금산조 연주활동을 하기에 앞서 가야금병창 연주

활동에 주력했지만, 산조 연주활동을 하던 때에도 가야금병창 연주활동을 동

시에 했다. 따라서 심상건이 가야금산조 연주활동을 했던 1937년에 불렀던 

《기생점고》에는 그가 연주했던 산조의 향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그가 산조 연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불렀던 1931년대에 불렀던 

《백구타령》에서보다 가야금반주의 기능이 강화되고 산조와 유사한 가락도 

나타난다.

요컨대 심상건은 판소리 춘향가 중 《기생점고》를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

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 다. 먼저 사설은 기존 판소리의 사설 전개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장단의 틀을 구성하는 데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새롭게 

재구성하 다. 전반에는 호명한 기생의 자태를 언급하고, 후반에는 여러 기생

을 호명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사설의 틀을 갖추었다. 다만 정정렬은 《기생점

고》에서 《긴 기생점고》에 해당하는 대목을 진양조장단, 《자진 기생점고》의 

대목은 중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하는데 비해, 심상건은 진양조장단과 중중모리

장단 사이에 중모리장단의 변화를 주어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차이를 보 다. 

또한 악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는데, 심상건은 정정렬의 음구조를 수용하

면서도 악곡 중간에 수시로 음구조의 변화를 주면서 음악적인 변화를 시도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외에 심상건의 《기생점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은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생기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

합에서 찾을 수 있다.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기생점고》에서 소리

와 가야금반주 선율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가야금반주는 기본적으

로 소리선율을 근간으로 하여 유사한 선율로 진행하 다. 부분적으로 장단의 

중간에 가야금반주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는 부분들을 구성하여 사설을 강조

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악곡 전반에 걸쳐 가야금반주의 활용이 두드러

졌다. 가야금반주 선율 중간에 장식음을 넣어 반주선율을 화려하게 만드는 등

의 진행을 보이면서 가야금선율을 독립적으로 구성하 다. 특히 심상건의

《기생점고》에서는 간주의 활용이 돋보 다. 그는 전주와 간주를 활용하여 

장단의 변화 및 단락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 는데, 이 부분의 가야금 선

율이 현행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중모리의 내드름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창 내에서 가야금을 독립적인 선율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가락이 등장한 것은 당시 그의 음악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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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즉, 그의 산조 관련된 음악활동이 병창에 향을 

준 것이며 두 장르간의 명확한 선후관계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기생점고》를 취입한 시기는 심상건이 가야금산조의 연주활동을 했던 때

으므로, 그가 연주했던 산조의 향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 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상건은 《기생점고》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

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면서 특히 간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가야금이 소

리의 반주역할을 넘어 소리와 대등한 관계로 진행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가

야금의 선율진행이 독립적으로 드러나게 구성한 것은 그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4) 고고천변 
《고고천변》은  수궁가 중의 한 대목으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세상에 나왔다가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탄하는 내용이다. 특히 판소

리 명창인 송만갑이 즐겨 불러 그의 더늠으로 유명하다. 

《고고천변》은   판소리 송만갑의 더늠으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야금병창으로도 불렀다. 가야금병창 《고고천변》은  심상건을 비롯해서 오

태석, 김갑자, 김금옥, 오비취, 김연수 등이 불렀다. 《고고천변》을 소재로 한 

가야금병창은 대목의 구성에 따라 제목에 다소 차이를 보 다. 《고고천

변》·《객래문아》·《객래문아 흥망사》는  사설 첫 부분을 제목으로 붙인 경

우이고,《주부출궁》·《가자어서가》는  연주자별로 대목 구성의 차이에서 비

롯한 것이다. 음반으로 전하는 가야금병창 《고고천변》은 모두 1930년대에 

녹음되었는데, 심상건의 《고고천변》은 1935년도의 음반이다. 

본 항에서는 송만갑이 부른 《고고천변》과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고고천변》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특히 심상

건이 《고고천변》에서 소리와 반주를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심상건의 음

악적 특징을 도출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송만갑과 심상건의 《고고천변》사설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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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

단락
송만갑 판소리 심상건 가야금병창

1

고고천변홍일광 부상으높이떠 고고천변일륜홍 부상의높이떴다

양곡잦은안개 월봉으로돌고

어장촌개짖고 희안봉구름떠

노화는 다눈되고

부평은둥둥물에떠 어어룡잠자고

노화는 다눈되고

잘새펄펄날아들어 동정여천으파시추

금색추파가여그라

자교새펄펄날아드는디 동정어천에파시추

금성추파가여기라

앞발로벽파를찍어당기고

뒷발로창랑을탕탕

앞발로벽파를찍어다니며

뒷발로창랑을탕탕

이리저리저리이리 앙금둥실높이떠 요리조리앙금당실 떠둥정칠백리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으로 바라봐

2

지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색이라 녹음 우거지고 방초는 푸르러

천회 무산의 십이봉 구름밖으 솟았다 앞내버들은 유록장두르고

오초난어이 동남으로 버렸네 뒷내버들은 청포장둘러

건곤은 어이하야 일야에둥둥 높이떠 한가지찢어지고한가지늘어져

낙표로 둥둥 가는배 광풍이건듯흔들 흔들이넘노난듯

춘바춘홍을못이기여

조각달 무관속으 초희왕의 원혼이요

강한이글 굴룡하고 황금이 전편

노화의풍가

백설이만점 기상칠택의 전오

시월삼성 성락추

북방소식 저 기러기 천리고전의 만리변

옹옹성의 섯돌아 대하를 다버리고

모래속의 가만히엎져

천봉만학을바래보니

만경대 구름속 학선이 앉어 울었다

치어다보느냐만학은천봉

내리굽어보니 백사지땅이라 

칠보산에 비리봉 허공에 둥실솟았네 허리굽고 늙은장송은 

계산파무는 울창 산은 칭칭 높고 광풍을 못 이기어 우줄우줄이 춤을추고

경수무풍의 야자파 물은 출렁깊고

만산은 우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승은 낙낙

다래몽동칡넝쿨 머루다래으름넌

능수버들에 벗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 대추 가진 괴목

<표 12> 송만갑·심상건의 《고고천변》 사설 비교

12>와 같다. 단락의 구획은 두 창자의 사설의 동이(同異) 관계를 기준으로 삼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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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크러지고뒤틀어져 구부치렁청얼컸

천리시내는 청산으로돌고

이골물이 주루루루 저골물이 꿜꿜

천리시내는 청산으로돌고

이골물 수루루 저골물이 콸콸

열에 열골물은 한트로 합수쳐서

천방자 지방자 월턱져 구부져

열에 열두골물 한트로 합수허여

천방자지방자 웽돌아구비져

방울져 거품져 

건너 병풍석에 마주쾅쾅 마주때려 건넌 병풍석 마주꽝꽝

워리렁출렁 뒤뚱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드메로 가자 어기야 어디메로 가자

3

어선은 돌아돌고 백구는 분비

목피리 해오리 너시전경이

아옥 따옥 소탱이 쑥꾹

경기 뚜루루 호반새 수루루

가가감실 날아든다

아마도 네로구나 이런소리가 또있냐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경치가 또있나

위의 <표 12>에서는 《고고천변》의 사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

시하 다. 단락별 사설을 보면, 심상건의 사설은 세 단락 모두 송만갑의 사설

을 축소한 형태로 나타났다. 제1, 3단락은 송만갑의 사설 가운데 일부를 취하

는 방법으로 축소하 다. 먼저 제1단락을 보면, 심상건은 송만갑의 사설 중 

제3장단 “양곡잦은안개”에서 제9장단 “어룡은 잠자고”부분 중 “노화는 다 눈

되고”의 사설만을 취하 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백의 사설을 그대로 수용하

다. 이러한 사설 구성방법은 제3단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송만갑의 사

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제2단락을 보면, 심상건은 송만갑의 사설의 일부를 버

리고 새로운 사설을 대체하여 불렀다. 예를 들어 심상건은 송만갑이 “지광은 

칠백리∼구부치렁청얼컷”(제18~55장단)으로 자연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의 사

설을 버리는 대신에 “녹음우거지고 방초는 푸르러~앞내버들은 유록장 두르

고 뒷내버들은 청포장 둘러”(제15~28장단)의 사설을 첨입하여 자연풍경을 

간단하게 표현하 다. 특히 심상건은 “치어다보느냐 만학은 천봉∼산이울렁

거려 떠나간다”(제23~35장단)의 사설을 도입하 다. 이 부분은 그가 1931년

에 가야금병창으로 취입한 《백구타령》의 후반부와 유사한 것으로, 그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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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고고천변  간주 장단 높이떴다

노화는  여기라

앞발로  뒷발로 

간주 장단

요리조리  바라봐

녹음우거지고 간주 장단 넘노난듯

치어다보느냐 간주 장단 춤을추고

천리시내는  마주꽝꽝

워리렁출렁 어디메로 가자

아마도  또있나

<표 13> 심상건의 《고고천변》 단락구분

존사설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요컨대 심상건은 판소리

《고고천변》의 전반과 후반의 사설은 길이를 축소하여 수용하면서 자연경치

를 노래하는 중간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결과 심상건은 송만갑의 71장

단으로 된 《고고천변》의 길이를 절반가량 줄여 38장단으로 부른 것이 된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12>에서 송만갑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 《고고천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38장단으로 되어 있는 심상건의 《고고천변》

은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각 단락별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중간에 한 장단 내지는 두 장단으로 구

성되는 간주가 4번 등장한다. 단락별 종지음을 살펴보면, 단락별로 소리와 가

야금반주의 종지음이 동일하다. 예컨대 제1단락은 소리와 가야금반주 모두 

la'로 종지하 고, 제2단락은 두 선율 모두 do로 종지하여 단락에 따라 소리

와 가야금반주의 종지음이 일치하 다. 종지음이 la로 바뀌는 제6~8단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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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종지음을 동일하게 하여 종지감을 형성하 고, 제9

단락에서는 소리와 가야금반주 모두 본청인 do로 종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마쳤다. 이처럼 심상건이 《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단락의 끝

에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동일한 음으로 종지하도록 구성한 것은 악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취한 방법이다.  

다음으로 심상건이 송만갑이 부른 《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 

위해 어떻게 변개하여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소리와 가야

금반주의 결합양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다.

송만갑의 《고고천변》은 gac'd'e'(솔라도레미)의 5음을 고르게 사용

하는 평조로 노래하고 변조나 변청을 활용하지도 않았다. do'와 re'에 퇴성이 

한 번씩 쓰이고, mi에 추성이 쓰인 것을 제외하면 시김새를 많이 사용하지 않

는다. 

심상건의 《고고천변》에서는 제1~14장단까지는 송만갑과 같은 degab

(솔라도레미)의 음구조로 송만갑과 유사하고, 제15장단 이하에서 

egabd(라도레미솔)로 음구조에 변화를 준다. 그러나 제26장단부터는 

다시 전반부와 같은 평조의 구성을 보인다. 이처럼 심상건은 평조로 되어 있

는 송만갑의 음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음구조의 변화를 주는 

구성방법을 취하 고, re, mi, sol에 요성, la'에는 퇴성, 그리고 re와 la에 전

성 등의 시김새가 쓰인다.  

<악보 28-1> 송만갑 《고고천변》 제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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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2> 심상건 《고고천변》 제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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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선율 진행을 <악보 28>에 제시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송만갑은 

제2, 3장단에서와 같이 mi-la의 4도를 근간으로 하는 Beg(미-라-도), Be

(미-라)의 음진행을 보여 평조가 아닌 듯하지만, 제3장단의 끝에 곧바로 sol

이 등장하고 제4장단부터는 대체로 ged(도라솔)로 순차 진행을 하여 평조

임을 알려준다. 또 송만갑은 리듬의 분할이 적고 mi에서 la'의 11도에 이르는 

음역 내에서 큰 도약 없이 순차진행 하 다. 심상건도 송만갑과 유사하게 완

만한 진행을 보이나, 송만갑이 좁은 음역 내에서 선율을 진행하 다면, 심상

건은 제1장단에서와 같이 e'd'의 상청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진행을 보이는 

등 상청에서의 진행이 많았고, La부터 sol'까지 약 두 옥타브 정도의 음역으

로 넓혀 노래하는 차이를 보인다. 

위에 제시한 송만갑의 악보를 보면, 제2장단의 “높이 떠”와 제8장단의 “둥

둥 떠”에 해당하는 사설을 노래할 때에 이면(裏面)에 맞게 노래하 는데, 심

상건은 송만갑과 마찬가지로 이면에 맞게 노래하 다. 이러한 예는 제3장단 

“높이떴다”와 제5장단 “자교새 펄펄”부분에서 볼 수 있다. 즉, 심상건은 기존

에 판소리 형태의 음악을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로 재구성하면서 사설뿐 아

니라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인 장단과 음화(音畵) 등을 수용한 것이다. 

사설의 붙임새를 살펴보면, 송만갑은 대마디대장단의 붙임새를 활용하여 

단순하게 노래하 고, 장단 내에서 소리를 끝까지 채워 부르기 보다는 장단의 

끝에 많게는 3소박 가량을 쉬면서 진행하는 특징을 보 다. 그리고 제49장단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중모리 한 장단 내에 배분되는 사설의 자수보다 많

은 사설(12자 이상)을 엮어 부르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제53장단의 “오미자 

치자 감자~” 등의 사설은 송만갑이 《고고천변》에서 언어유희를 제공한 대표

적인 부분으로 이같이 많은 자수를 한 장단 내에서 부르기 위해 엮어 부르는 

리듬 분할을 통해 음악적 변화를 주었다. 심상건의 경우에는 제14, 18장단과 

같이 앞 장단의 끝으로 사설을 당겨 붙이는 붙임새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

체로 송만갑과 같이 대마디대장단의 붙임새를 활용하여 불렀다. 심상건이

《고고천변》에서 사설을 배치한 방법을 보면, 송만갑이 장단의 끝부분을 공

백으로 처리한 것과 달리 중중모리 12박에 사설을 고루 배치하 다. 이는 이

전 항에서 살펴본 심상건의 《백구타령》의 경우에는 사설배분을 장단의 앞부

분에 치우치게 하면서 소리가 공백으로 처리한 장단의 끝부분을 가야금반주

로 채워 넣는 방식을 활용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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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6장단, 제23~24장단에서와 같이) 두 장단을 단위로 확대시켜 본다

면, 앞 장단에 사설을 치우치게 배분하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단에 소리가 

없는 공백부분을 가야금이 채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율 진행의 

예가 되는 부분의 악보를 제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9> 심상건 《고고천변》 제23~24장단

위의 악보를 보면, 제23장단에는 중중모리 12박 안에 사설을 고루 배분하

는 대신에 제24장단은 소리 한 장단 전체를 쉬면서 공백으로 처리하고 대신  

가야금반주를 활용하여 가락을 채워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면 심상건은 그가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백구타령》의 악곡 구성방법을 확대

시켜 《고고천변》에서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상건이 기존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 위

해 어떤 방식으로 선율을 재구성했는가를 살피기 위해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악보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상건은

《고고천변》에서 가야금반주는 소리 선율에 부분적으로 음을 추가하여 구성

하 고, 소리와 가야금반주 간의 헤테로포니적 다성 진행의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다. 제19장단의 “뒷발로 창랑을 탕탕”과 제12장단의 “요리조리 앙금당

실”의 중간에 두 장단 길이의 가야금반주가 간주로 들어간다. 이러한 간주는 

단락의 구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

게 들어간다. 이처럼 노래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는 경우는 앞서 살펴본 《고

고천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기생점고》와 《고고천변》에서 들어간 간주

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즉, 《기생점고》에서 간주는 장단의 변화가 이루어지

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중중모리로 장단으로 일관된 《고고천변》에서는 제2, 

10~11, 16, 24 등에 불규칙하게 들어간다. 다만, 제10~11장단의 간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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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내용에서 배경이 바다 속에서 육지로 전환되는 부분의 단락감을 구획하는 

기능이 있다. 대체로 간주의 선율은 앞에 쓰인 반주를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악보 30> 심상건 《고고천변》 제7~12장단

《고고천변》에서 가야금반주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선율을 근간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장식음이나 간음을 삽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

9장단의 첫 박과 같이 소리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장단의 첫 박을 강조

해 주기도 하고, 제7, 9장단의 끝 박에서와 같이 연튕김 주법에 의한 ‘♬♩’의 

리듬분할로 소리와 다른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심상건은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

하면서 간주를 잘 활용하 다. 간주를 통해 소리와 소리 사이의 흐름을 유연

하게 하는 연결고리로 활용할 뿐 아니라 음색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부는 것보다 화려하게 들리도록 구성한 부분의 

예이다. 환언하면 심상건은 병창 내에서 가야금반주를 통해 음악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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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알고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이다. 그가 가야금병창

으로 《고고천변》을 부르기 위해 취한 반주형태는 당시 가야금연주로의 왕성

한 음악활동 및 일가를 이룬 음악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심상건은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고고천변》에서 단가 《천봉만학

가》의 사설 일부분을 차용하여 불렀다. 차용한 부분의 사설은 심상건이 취입

한 《백구타령》의 사설 일부분과 동일한 것으로, 《천봉만학가》에서 차용한 

사설을 병창으로 부른 부분의 《고고천변》·《고고천변》의 악보를 비교해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 심상건《고고천변》제23~26장단

<악보 31-2> 심상건《백구타령》제21~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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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건은 《고고천변》 중에는 《백구타령》과 동일한 사설이 있다. “치어다

보느냐 ~ 늙은 장송은”의 사설이 두 곡에 모두 쓰이는데, 이 부분의 노래 선

율은 대체로 같고, 붙임새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야금

반주 선율은 장단 및 붙임새에 따른 리듬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내리굽

어보니 ~ 허리굽고” 부분의 경우, 소리의 선율은 거의 같은데, 반주 선율에는 

차이가 크다. 대체로 《백구타령》이 《고고천변》 보다 장식음이 추가되어 좀

더 선율적이기는 하나,《고고천변》제25장단은 중중모리장단의 리듬을 2소

박으로 변화시키고, 제26장단의 반주 선율은 당겨 붙여 부른 《고고천변》에

서 나타나는 가야금반주는 《백구타령》의 동음 진행에 비해 오히려 선율적이

다. 

《고고천변》과 《백구타령》 두 곡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설에 대한 음악 분

석을 통해서 심상건은 동일한 사설이 있는 악곡에서 소리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반주에만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야금연주자 던 심상건

이 소리보다는 가야금반주에서 그의 음악성을 발휘하는 것이 용이하 기 때

문이라 해석된다. 때로는 즉흥성이 엿보이는 선율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사

한 반주 선율이 여러 악곡에 활용된 경우를 보면, 대체로 자신의 고유한 악구

를 활용한 양상이 강하다.

심상건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연주자로서 각종 

공연 및 방송 활동 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음반을 취입하 다. 공연 장소에 

따라 다양한 레퍼토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사설과 선율을 구성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판소리의 사설을 축소 및 축약하면서 변용하는 과정

에 자신이 즐겨 부르던 노래의 일부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할 뿐더러 음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경우에도 이면(裏面)에 맞게 

소리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설에 따라 선율이 다소 고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겠다. 

심상건은 《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곡 전반에 걸쳐 가야금

반주 선율이 소리와 동일한 음을 중심으로 유사하게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

다. 그러나 소리와 반주가 호모포니의 단선율로 단순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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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반주 선율에 장식음을 넣을 뿐 아니라 간주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짜임

새 있게 노래하여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두 선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했

다. 즉, 그는 병창 내에서 가야금을 반주악기라는 틀에 가둬놓지 않고 소리와 

대등한 형태로 구성하며, 장단 내에서 선율을 쉼 없이 채움으로써 소리와 반

주의 역할이 대등하게 하 다. 그리하여 당대에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

을 것이다. 요컨대 심상건은 《고고천변》에서 가야금반주를 반주적인 기능을 

넘어 독립적인 선율로 진행하도록 구성하 다. 그러나 심상건이 가야금의 반

주가락을 소리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구성한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연주자가 부른 《고고천변》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

상건 외에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대표적인 

연주자로는 오태석이 있다. 오태석은 심상건과 함께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

창을 주도했던 인물로, 두 사람이 동일 대목을 노래한 것에 대한 비교는 당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둘의 

비교는 편의상 본 장 3절의 오태석 《고고천변》 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심상건의 가야금병창에서 살펴본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상건은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첨삭을 가하 다. 그는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도 자연경치를 노래하는 부분을 특별히 세 하게 묘사하는 형태로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묘사를 위한 내용을 첨입하기 위해 기존의 사설 중 일

부를 버리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 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기존의 악조, 장단 등을 유사하게 활용하 다. 

다만 악곡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존의 악조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음구조에 변

화를 주거나, 장단에 변화를 주는 등의 시도를 꾀하 다. 이는 가야금병창이

라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선율적 측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를 보면, 반주는 소리와 동일

한 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반주선율에 비중을 두어 가야금이 

단순하게 소리의 반주적 역할을 넘어 독립적인 선율진행을 하도록 했다. 소리

와 가야금이 주고받는 부분을 확대시켜 음색의 다양화를 시도하거나, 시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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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인 헤테로포니의 다성진행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악곡 내에 간주를 적

극 활용하 다. 악곡 중간에 장단이 바뀌는 부분의 내드름을 가야금으로만 구

성하거나, 단락의 사설내용이 바뀌는 부분 등에 간주를 넣어 소리와 소리 사

이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면서 음악적인 변화를 꾀하 다. 이외에 자신만의 고

정된 악구를 만들어놓고 이를 여러 악곡에 활용하는 특징을 보 는데, 《백구

타령》과 《고고천변》에 삽입한 고정악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건의 

이러한 음악특징들은 그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이며, Ⅱ장에서 살펴본 심상건

의 공연활동 내용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심상건은 가야금병창으로 활동을 하

는 동시에 가야금산조로의 음악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는데, 산조활동을 하면

서 가야금반주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심상건과 동일한 대목을 부른 박팔괘 · 김해선 · 권농선의 병창을 비

교해 본 결과, 사설구조 및 선율에서의 음악적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

만, 고정된 틀 안에서 개인차를 보 는데, 개인의 음악적 차이는 연주자가 활

동한 음악배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산조에 일가를 이루거나 가야금

산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주자들은 가야금반주 선율에 비중을 두는데 비

해, 판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주자는 소리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구별

되었다. 특히 산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주자들은 심상건 이후에 동일한 레

퍼토리에서 다소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당시 대중적인 지지를 기반

으로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왕성한 활동을 한 심상건의 음악에 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시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주도

적으로 활동한 인물을 중심으로 동일한 레퍼토리를 유사한 형태로 공유하게 

되면서 유파나 제(制)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소향의 가야금병창
이소향은 1927년에 처음 방송무대에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면서부터 병창

이 전성기를 이루는 30년대에는 여류명창 가운데 독보적으로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당시 병창과 더불어 판소리, 산조로도 많은 활동

을 하 는데, 특히 가야금병창으로 단가 · 민요 · 남도잡가 뿐 아니라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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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바탕을 모두 방송 및 음반으로 취입하 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의 음악

이 돈을 지불하고서 들을 만큼 예술성 및 상업적으로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이소향이 부른 가야금병창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소향의 《소상팔경》·《대장부한》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일대목을 

노래한 심상건의 음악과 비교하여 이소향의 음악적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1) 소상팔경
  

《소상팔경》은 《범피중류》라 고도 하며,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선

인들에게 팔려 배를 타고 떠다니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을 노래하는 대목이

다. 중국의 유명한 여덟 명승지의 절경을 언급하면서 이를 언급한 유명 시인

들의 구절을 인용하는 사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소리 명창인 이선유가 즐겨 

부른 대목으로도 유명하다.

《소상팔경》은  이선유의 더늠으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야금

병창으로도 불렀다. 이소향을 비롯하여 심상건 · 이옥화 · 권농선 · 함동정월 

등이 불렀다. 연주자에 따라 대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길이에 차이가 있었는

데, 심상건은 유성기음반 상(上)·하(下) 양면씩 총 네 면에 걸쳐 취입하 고, 

권농선은 단면으로 짧게 노래하기도 하 다. 그러나 대개는 이소향과 같이 상

(上)·하(下) 양면에 해당하는 길이로 불렀다. 음반으로 전하는 가야금병창 

《소상팔경》은  심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취입된 대목으로, 심상건의 1927년

도 음반이다.73) 이소향의 《소상팔경》은  그 보다 몇 해 뒤인 1935년도 음반에 

전한다. 

본 항에서는 이소향의 가야금병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에 주안점을 두

고 있으므로 이선유가 부른 《소상팔경》과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소상팔경》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소

향과 함께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소

상팔경》과 비교해 보겠다. 

73) 심상건 청송령소상팔경 제비표조선레코드 B166-A/B(1927). 이 음반은 심청가 가운

데 가장 먼저 취입된 대목으로, 현재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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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단락
이선유 판소리 이소향 가야금병창

범피 둥둥 떠나간다

망망헌 창하이며 탕탕헌 물결이로구나 망망헌 창해이며 탕탕헌 물결이라

백빈주갈매기는 홍요안으로날아들고 백빈주갈마기는 홍요로날아들고

심상의 기러기는 한수로돌아든다 삼강으기러기는 한수로돌아든다

요량헌 남은소리 어적이긔연마는 요령헌 남은소리 어적이이언마는

곡중인불견의 수봉만 푸르렀고 곡종인불견 수봉만 푸르렀다

애내성중만고수는 나를두고이름이라 애내성중만고수난 나를두고이름이라

장사를지내가니 가태부는간곳없고 장사를지내가니가태부야 간곳없고

멱라수를바라보며 굴삼려노복충혼 멱라수바라보니 굴삼려어복충혼

무량도허도던가 무량도허이던가

황학루를당도허니 일묘향관하처시요

연팔강산사인수난 후으유적이라

봉황대를당도허니 삼산이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난 이태백이노든데라

심양강당도허니백낙천 일거후으

비파성이 끊어졌다

적벽강을 거저가랴 소동파

노던풍월의구하야 있다마는

조맹덕일세지웅 이금으안재지요

월락오재 깊은밤의 고소성의배를매니

한산사 쇠북소리 객선으 떨어진다

진회수를건너가니 진희수를건너가니

격강의 상녀들은 망국한을 모르고서 격상의상녀들은 망국한을모르고

연롱한수 월롱사 후정화를 부르더라 연롱한수월롱사에 후정화만 부르드라

소상강을 들어가니 소상강당도허니

악양루높은집은 호상으떠있고

동남으로 바라보니

오산은 첩첩이요 추수는 만중이라 오산은 천첩이요 추수는 만중이라

반죽의 젖는눈물은 이비한을 떨어있고 반죽의 젖은눈물 이비한을 띠어있고

<표 14> 이선유·이소향의 《소상팔경》 사설 비교

(1) 사설비교

먼저 이선유와 이소향의 《소상팔경》 사설 비교를 위하여 두 창자의 사설

에서 나타나는 동이(同異) 관계를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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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오산이는내는 황릉묘의 잠겼구나 무산의 돋는 달은 동정호비치

상하천광이 거울속에 푸르렀다

…… 중략 ……

옥소로원을풀어곡중비거부지처하니
산하벽도의춘자개라

위의 <표 14>에서는 《소상팔경》의 사설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

하 다. 두 창자의 사설을 단락별로 비교해 보면, 제1, 3단락은 거의 같고, 제

2, 4단락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1단락의 경우, 이소향은 이선유의 사

설에 “범피 둥둥 떠나간다”의 사설을 추가하여 장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

급하는 차이를 보일뿐 동일하고, 제3단락은 이선유의 사설에 “악양루 높은집

은 ∼ 동남으로 바라보니”와 “무산의 돋은달은 ∼ 거울속에 푸르렀다”의 사

설을 추가하 을 뿐 동일하다. 이선유의 사설과 큰 차이가 있는 제2단락과 제

4단락을 보면, 제2단락은 이소향이 새롭게 첨입한 단락이고, 제4단락은 이선

유에게 만 있는 사설로 이소향은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이 부분의 사

설을 버렸다. 요컨대 이소향은 이선유의 사설 가운데 제4단락을 버리는 대신 

제2단락에 새로운 사설로 대체한 것이다. 이때 “당도허니”, “건너가니”, “바

라보니” 등의 유사한 대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연풍경을 보다 자세하게 

표현하 다. 또 이선유는 제1단락과 제3단락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자연경관

을 언급하는데 비해, 이소향은 새롭게 대체한 제2단락에서와 같이 자연경관

을 세 하게 표현하 다. 또 사설의 첫 부분에 “둥둥 떠나간다”의 사설을 추

가하여 이선유보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특징도 보 다. 한편 제4단

락은 심청이가 역사속의 인물들과 만나는 부분을 묘사하는 내용의 사설로 이

루어지는데, 이소향이 이선유의 사설에서 취하지 않은 부분이다.74) 요컨대 

이소향은 판소리 심청가 중 《소상팔경》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첨삭을 가하

다. 특히 새롭게 대체한 사설에서 자연경관을 세 하게 묘사하는 형태로 삽입

하여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의 사설 중 일부를 버

74) 물론 유성기음반의 녹음시간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소

향은 제2단락에서 이선유의 《소상팔경》에 없는 새로운 사설을 첨가하 기 때문에, 녹

음시간의 제약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이소향이 판소리 심청가 중 《소

상팔경》에서 제4단락의 사설을 취하지 않고, 제2단락에 새로운 사설을 넣어 자연경치

를 묘사한 것은 심상건의 《소상팔경》에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며, 정도의 차이

가 있을 뿐이다(부록의 《소상팔경》 사설 비교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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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 는데, 결과적으로 이소향은 이선유가 76장단

으로 노래한 《소상팔경》에 비해 18장단이 짧은 58장단으로 부른 것이 된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14>에서 이선유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 《소상팔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58장단으로 되어 있는 이소향의 《소상팔경》은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14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범피 둥둥 떠나 간다

망망한 물결이라

백빈주   돌아든다

요량헌  푸르렀다

애내성중  이름이라

장사를  허이던가

황학루를  유적이라

봉황대를  노는데라

심양강  끊어졌다

적벽강을  안재지요

월락오재  떨어진다

진회수를  부르드라

소상강  만중이라 

반죽의  푸르렀다

<표 15> 이소향의 《소상팔경》 단락구분

각 단락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네 장단을 단위로 단락을 이루

는 구성을 보인다.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본청인 do로 종지하며, 단락에 따라 

종지감이 약한 sol, Re, la 등으로 종지하기도 한다. 특이하게도 제6, 10단락

과 같이 소리는 종지감을 주는 do로 종지하는데 비해, 가야금반주가 종지감

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소향이 《소상팔경》에서 가야금반주 

선율 보다 소리 선율에 종지감을 주어 단락을 이루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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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제12단락부터는 중심음이 2도 위인 re로 올라갔고, 악곡의 마지막 

단락인 제14단락에서는 소리와 가야금이 동시에 ae의 4도 하행 진행하여 단

락을 마친다. 이소향은 심상건과는 다른 방법으로 단락의 끝을 채웠고,75) 악

곡의 끝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동일음으로 4도 하행 종지하는 구성은 명

확한 종지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소향이 이선유의 《소상팔경》을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창으

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

서 분석해 보겠다.

 이선유는 abdef#(솔라도레미)의 구조로 되어있다. 5음을 고루 사용

하는 평조로 노래하며, A와 e에 요성이 쓰인다.76) 제13~14장단, 제29~31장

단에서 일시적으로 완전4도위로 변청되기도 하지만, 음구조에는 변화를 보이

지 않는다. 

이소향도 degab(솔라도레미) 5음음계 평조의 음구조로 되어 있어 선

율의 골격이 이선유와 같았다. 그러나 변청하지 않고, mi에 추성과 퇴성이 동

시에 쓰이고, la에 전성이 쓰여 시김새에 차이를 보인다. 

두 창자의 선율은 음역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선유는 저음역에서 부르는 

반면, 이소향은 그보다 높은 중간 음역에서 노래하는 차이가 있다. 이선유는  

다른 남성 창자에 비해서도 낮은 음역으로 소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75) 앞서 심상건은 소리가 종지감을 형성하지 않는 단락에서 가야금반주 선율이 종지감

을 주어 단락을 구획하도록 의도한 것을 파악한 바 있다. 본 장 1절 심상건의 음악적 

특징 참조.

76) 이선유는 《소상팔경》을 진양조 86장단으로, 제1∼35장단까지는 평조, 제36∼86장

단까지는 계면조로 노래하 는데, 이소향과 사설이 공통되는 부분은 전반 제31장단까

지로, 모두 평조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선유의《소상팔경》제36장단 이하 계면

조로 변조된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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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이선유 《소상팔경》 제1~4장단 

<악보 33> 이소향 《소상팔경》 제5~8장단

 이선유는 <악보 32>과 같이 대체로 네 장단을 단위로 하여 한 단락을 이

루고, 이소향은 <악보 33>와 같이 대체로 두 장단이 작은 단위를 이루고, 작

은 단위 둘이 대구를 이루면서 한 단락을 이룬다. 두 창자의 선율은 음역의 

차이가 있을 뿐 완만한 진행을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선유와 이소향 두 사람 모두 《소상팔경》을 진양조에 맞추어 대체로 악곡 

전반에 걸쳐 대마디대장단의 단순한 사설붙임으로 노래하는 특징이 나타난

다. 그러나 이소향은 이선유에 비해 사설의 붙임새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이때의 변화는 리듬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단 내에 사설을 배분하는 정

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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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유는 다음에 제시한 <악보 34>와 같이 느린 진양조장단에 맞게 소리

를 길게 장인하여 노래하는 부분이 많다. 이소향은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

면서 동일한 부분의 장단을 절반으로 축소시켜 불렀다. 

이선유 애 내 - - - - 성 중 - - - - - - - - - -

<악보 34> 이선유·이소향 《소상팔경》 붙임새 비교

만 - - 고 - - - - - - - - 수 는 - - - -

이소향 애 - 내 성 중 - 만 - - 고 - - 수 - - 난 - -

두 사람의 공통사설인 “애내성중만고수는”를 이선유는 두 장단에 걸쳐 노

래하지만, 이소향은 한 장단으로 노래하여 이선유와 같은 유장한 맛을 주지는 

못하 다. 또 악보 에서와 같이 이선유는 진양조 두 장단에 맞추어 소리

를 길게 뻗어내면서 노래하는데 비해 이소향은 동일사설을 장단 내에 간단하

게 부르고 넘어가는 식으로 사설배분의 차이를 보인다

<악보 35-1> 이선유 《소상팔경》 제13~16장단

<악보 35-2> 이소향 《소상팔경》제17~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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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소향이 《소상팔경》에서 위의 악보와 같은 형태로만 사설을 배분

한 것은 아니다. 

     

<악보 36> 이소향 《소상팔경》 제1~2, 제5~8장단

제1~2장단

제5~8장단

다음의 <악보 36>의 악보에서와 같이 이소향은 한 장단 내에 배분하는 사

설의 자수를 2~4자 정도로 하여 이선유와 같이 소리를 장인하고, 이를 통해 

음악적으로 유장한 맛을 주고자 구성하 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게 가야금반

주의 선율도 소리와 동일한 음을 골격으로 하여 길게 장인하게 하면서 수법

을 가하여 장식음을 넣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 즉, 이소향은 이선유의 사설

배분 방식을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가야금반주의 선율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

와 같은 붙임새로 인해 나타난 음악적 특징은 악곡 전반에서 나타났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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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하면서 소리에 비중을 두기 위해 의도한 것

으로 보인다. 

이소향의 《소상팔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 중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음악을 구성하 는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소향이 《소상팔경》에서 소리와 반주를 결합하는 과정

에서 가야금반주를 어떻게 활용하 는가를 살펴보겠다. 

악보 을 보면 이소향은 소리 선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금반주 선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심상건에 비해 소리

와 반주 간의 선율적 차이가 크지 않다 이소향의 경우 가야금반주는 소리의 

반주역할로 수반되는 단순한 형태를 띤다 심상건과 같이 전주나 간주를 삽입

하는 경우도 없다

<악보 37> 이소향 《소상팔경》 제1~2장단, 제7~8장단

제 장단

제 장단 

단락이 구분되는 맺는 부분에서는 <악보 38>와 같이 가야금 특유의 리듬

형을 통해 장단의 끝을 채워 안정적으로 종지하기도 하 다. 이는 《소상팔

경》 뿐 아니라 후술할 이소향의 《중타령》·《대장부한》 등에서도 공히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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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이소향 《소상팔경》 제11~14장단, 제39~40장단

제11~14장단 

제39~40장단 

위의 악보와 같이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일한 음을 골격으로 하여  

나타나고, 제 40장단과 같이 가야금이 기본청의 엇청인 제 9현으로 종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가야금은 소리와 상관없이 제 6현을 중심으로 종

지선율을 만들어 단락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해 준다. 물론 가야금 종지선율의 

리듬은 단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악보 39> 제12, 13, 39장단에서

와 같이 장단의 첫 머리에 가야금반주 선율을 공백으로 처리하면서 소리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들이 보인다. 이러한 반주형태는 소리에 비중을 두고 음악

을 구성하기 위해 이소향의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소향의 《소상팔

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장단의 첫 박에서 가야금반주가 소

리보다 한 옥타브 이상의 아래 음(가야금의 제1현, 2현)으로 반주하면서 장단

의 첫 박을 분명하게 내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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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이소향 《소상팔경》 제41~42장단

<악보 3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41, 42장단의 첫 박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야금이 제2현으로 장단의 첫 박을 분명하게 내어주었다. 또한 사설을 장단

의 앞쪽으로 몰아 붙여서 소리선율의 장단 끝을 공백으로 둔다. 이때 가야금

반주는 소리의 골격음을 근간으로 하는을 기본리듬으로 구성하면서 리듬의 

분할이 적은 형태로 반주하고, 소리의 공백부분에서는 ‘♪♩ ♩ ♪’의 간단한 

리듬형에 수법을 가하여 채워준다. 이러한 반주형태는 이소향의 《소상팔경》

전반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이소향의 《소상팔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악보 40>에서와 

같이 가야금반주 선율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반주형태를 들 수 있다.

<악보 40> 이소향 《소상팔경》 제49~50장단, 제55~56장단

제49~50장단 

제55~5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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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장단들은 공통적으로 고음역에서 소리의 선율이 진행되는 부

분이다. 이소향은 위에 제시한 악보에서와 같이 소리선율을 고음으로 질러내

는 부분에서는 가야금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 다. 이소향은 이러한 반주형

태를 통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리선율을 부각시켰다. 이는 이

소향이 이선유의 《소상팔경》을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소리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소향의 《소상팔경》에서는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 가야금

병창에서의 간주는 가야금반주의 선율만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가야

금반에 다양한 수법을 넣어 가락을야금의 진행이 매우 단순하고 소략하 다. 

이상에서 이소향이 이선유의 《소상팔경》을 어떻게 가야금병창으로 변개하

는가를 살펴보았다.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이소향의 《소상팔경》을 다른 가

야금병창 연주자의 것과 비교하면 이소향의 음악적 특징이 보다 잘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20세기 전반기 이소향과 더불어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심

상건이 부른 《소상팔경》과 비교되는 부분들을 가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심상건은 병창 내에서 가야금반주를 보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소리보다 비중이 큰 경향을 보 고, 반주 선율에서 그의 독자적 음악성

을 드러내었다. 특히 가야금반주를 전주 또는 간주로 적극 활용한 특징이 있

다. 가야금병창에서 가야금반주의 음악성을 구현하고자 한 심상건의 경우에

도 《소상팔경》에서 간주를 활용하지 않았다. 간주를 활용하지 않고, 소리 선

율을 근간으로 가야금반주를 구성하는 것은 이소향과 심상건에서 공히 나타

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심상건은 <악보 42>에서와 같이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등하게 또는 수법을 가하여 리듬을 분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소리선율 

이상으로 화려하게 진행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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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1> 이소향 《소상팔경》제9~12장단 

<악보 41-2> 심상건 《소상팔경》제9~12장단 

 그러나 이소향은 가야금반주를 소리선율을 근간으로 소략하게 구성하고, 

장단 내에 쉼 없이 이어지게 구성하는 심상건에 비해 가야금반주를 잠시 공

백으로 처리하는 등 소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연주자에 따라 가야금반주의 구성방법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시 

그들이 활동하던 음악적 배경에 따른 것이 큰 것으로 본다. 이소향의 경우, 

본래 판소리, 민요 등을 불렀던 창자 기 때문에 그가 부른 가야금병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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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특징은 기악연주자 던 심상건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소상팔경》을 이선유의 《소상팔경》과 비교

하고, 아울러 심상건이 부른 병창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소향은 《소상팔경》을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사설에 측면에서 보

면, 기존 판소리의 사설을 첨삭하 다. 전반부의 사설은 거의 그대로 활용하

고, 자연경치를 노래하는 중반부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 다. 대

신 이선유의 후반부 사설은 과감하게 버렸다. 선율적 측면에서는 먼저 기존의 

음구조를 수용하여 변조나 변청하지 않았다. 사설의 붙임새 또한 이선유와 유

사하게 구성하 고, 장단 내에서 사설 배분에 변화를 주었다. 소리와 가야금

반주의 결합방식은 이소향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심상건이 《소상팔경》

에서 구성한 반주형태와 비교하여 제시하 다. 기본적으로 이소향과 심상건 

두 사람 모두 소리선율을 근간으로 하여 반주하 다. 그러나 반주선율을 구성

하는 형태는 두 사람이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이소향은 가야금의 다양한 수

법으로 반주가락을 화려하게 구성하는 심상건에 비해 가야금반주 선율을 과

감하게 생략하거나 소리와 동일음 내지는 한 옥타브 아래 또는 위의 음으로 

소략하게 진행하 다. 또 이소향은 고음역에서 소리선율이 진행하는 경우에 

가야금반주를 공백으로 처리하 는데, 이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 다. 이소향의 《소

상팔경》에 나타난 반주형태는 그가 병창에서 소리선율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노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대장부한
  
《대장부한》은  1920년대부터 꾸준하게 음반에 녹음된 대표적인 단가이다. 

장부로 태어나 큰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범인들의 무상한 심사를 몽

중의 대리 체험으로 승화, 자족케 하는 내용의 단가로, 판소리의 명창인 김창

룡이 즐겨 불렀다.

《대장부한》은  김창룡의 단가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야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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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단락
김창룡 판소리 이소향 가야금병창

대장부이허랑하야 부와공명을하직허고 대장부허랑하야 부귀공명을하직하고
삼척동일피일려로 승지강산을구경갈제 삼척동일필려로 승지강산유람할제
진시황고국국지와 만리장성아방궁 진시황고국지며 만리장성아방궁과
한무제이천추유적 선인장승로반과 한무제천추유적 선인장승로반과
연지초화진주며

오수당월노채송도 읍터를본연후에

연제초위한진조

오수당월노채송 도읍터를다본후에
강산이으흐기진하여 호흥이상존허니 강산이기진하되 호흥이상존하야
옥난간에높이올라 인호상이자작으로 옥란간높이올라 인호상이자작후어
저엉어엉연케 취한후에 하안단침 돋우베고 한단침 도도비고

장주호 점잠이들어 꿈도또한 생시같이 장주호접이잠간되야 꿈이또한생시같이
우수를 높이들어 소상반죽을 둘러있고 우수를번쩍들어 소상반죽을둘러짚고
반야청산들어가니 산야수색도좋거니와

초목무색이아름답다

만수청산을들어가니 산용수색도좋거니와 

초목무성이아름답다
칭칭헌절벽상엔 낙화로자릴허고 층층한절벽상으 낙화로자리하고
고금 웅문장열사 은일화탕의절대가인 고금 웅문장열사 은일호당절대가인
현금야복으로현화하야 현간야복으로 헌화하여앉았난데
좌상의앉은선인 누구누구모았드냐 좌상으앉은손님 누구누구앉으신고
천하장사풍운현무 사군부양고요이직설

만고충신용방비간

천하장상 풍우 무 사군무양고요직설

만고충신용방비간

지절높은백이숙제 제일총명사광이며 용병여신사마양저

<표 16> 김창룡·이소향의 《대장부한》 사설 비교

창으로도 불렀다. 특히 음반으로 전하는 가야금병창 《대장부한》은 이소향과 

심상건이 주로 취입하 다. 음반으로 전하는 가야금병창《대장부한》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심상건이 취입한 1927년도의 음반이고, 이소향의《대장부한》

은 그보다 8년 뒤인 1935년의 음반에 전한다. 

본 항에서는 이소향의 가야금병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김창룡이 단가로 부른 《대장부한》과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

른 《대장부한》을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아울러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것과도 비교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김창룡과 이소향의 《대장부한》의 사설을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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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무일수의항장이며 자경유현형가섭정

추풍강동장한이 오오범주범상군이 오호범주범상공과 이러한명장들이

기주하던유령이며 애월하던태백선장
첩첩이구소진장의 퉁소일수장자방과

웅호걸이다모일적의 절대가인이모아든다
매회달기포사하며 당명황양귀비하생십구

인오강낙누구누구 일변으로모았는디 일변으로 늘어앉어

웅호걸질사악이다모인디

경재처의기이허다
경개무궁이 더욱좋다

수천장걸린폭포 의시은하낙구천이요 수천장걸린폭포 의시은하낙구천이요

백만기일높은봄은 청천삭출이금부용이라 백만길높은봉은 청천삭출의금부용과

백로백구부안들은 도화유수우떠놀고 백로백구부안들은 도화유수떠놀고

난봉은군작청학백학 만학천봉왕래허누나

황금같은저꾀꼬리는 세류간에베를짜고

출처없는 원조성은

곳곳이모도다일어난다

춘주나먹으리라 나물도 하려니와 춘주나 먹으리라

제일산채불로초라 형산백옥반에 팔진선미담아

천일주감로주를 배욱바리가득히놓고 놓고대모잔유리병으 천일주를부어들고
유리병앵모잔에 권커니받거니

좌방의앉은손님 순배대로권하는디 순배없이 권할적에

천거어부 애내성과 남가일몽흩어지니 전계어부애내성에 남가일몽이흩어지니
에화허 덧없다 어화 애닯구나

장부의 평생한을 용중의 못이루니 대장부평생뜻을 꿈에도못이루고

이아니원통허냐 긴한숨쩔은탄식을 어느때나깨울란가

낙양성십리허에 높고낮은저무덤은
웅호걸이몇몇이며 절대가인이누구누구

우락중분비백년에 소년행락이편시춘이라

아니놀고무엇허리 아니놀고무엇할거나 흐흔들흔들거리고

거드렁거리고놀아보자 더부렁거려놀아보자

 

위의 <표 16>에서는 《대장부한》의 사설을 내용에 따라 현실-꿈-현실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 다. 두 창자의 사설을 단락별로 비교해 보면, 세 단락 

모두 대체로 같았다. 제1단락은 ‘대장부가 부귀공명을 버리고 명승지를 구경

하는 부분’으로 두 사람의 사설에 차이가 없다. 제2단락은 ‘술에 취해 잠이 들

어 여러 웅호걸들과 미인들을 만나 노니는 것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두 사

람의 사설에 큰 차이가 있다. 이소향은 김창룡의 사설 일부를 축약하거나 버

리는 대신에 새로운 사설로 대체하 다. 예를 들어 김창룡의 “지절 높은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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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대신에, “제일총명∼”의 사설로 대체하여 다른 명장을 언급하고, 김창

룡이 여러 대장부를 언급하는 사설부분은 축약하여 “이러한 명장들이 일변으

로 늘어앉어”로 간단하게 언급하 다. 또 김창룡의 “난봉은 군작 ~ 왕래허누

나”의 사설을 버리고, “황금같은 ~ 일어난다”의 새로운 사설로 대체하 다. 

제3단락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 이소향은 김창룡의 사설 가운데 “낙양성~ 

편시춘이라”를 버리는 대신에 “긴 한숨 ~ 깨울란가”의 사설로 대체할 뿐 거

의 동일하다. 요컨대 이소향은 단가 《대장부한》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축약

과 첨삭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 다. 이 같은 사설의 재구성방식을 통해 이소

향은 김창룡이 81장단으로 부르는 《대장부한》보다 13장단이 더 짧은 66장

단으로 부른다. 이러한 차이는 이소향이 김창룡의 사설을 축소하여 부른 데에 

연유한 것이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16>에서 김창룡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 《대장부한》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66장단으로 되어있는 이소향의 《대장부한》은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대장부 유람할제

진시황 다본후에

강산이 자작후에

한단침 아름답다

층층한 앉았난데

좌상으 더욱좋다

수천장 일어난다

나물도 애닯구나

대장부 깨울란가

아니놀고 놀아보자

<표 17> 이소향의 《대장부한》 단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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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내의 장단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장단 끝의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

은 대체로 sol이나 re로 끝난다. 가야금반주가 제1, 10단락에서 반종지를 보

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리가 반종지하는 경우에도 가야금반주는 주로 본청

인 sol로 종지한다. 단락 끝에 본청으로 종지구를 이루면 단락의 맺음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악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진행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소향이 김창룡이 부른 단가 《대장부한》을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창

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

면에서 분석하고, 이소향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두 창자의 《대장부한》 선율 골격은 gac'd'e(솔라도레미)의 5음음계 

평조로 같으며, 5음을 고루 사용하는 가운데 순차진행이 많다. 김창룡은 Re, 

La에 요성이 쓰이고, 이소향은 do에 퇴성, re와 mi에 전성이 쓰이는 차이가 

있을 뿐 시김새를 많이 쓰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악보 42-1> 김창룡 《대장부한》 제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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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 이소향의《대장부한》제1~6장단 

그러나 두 창자의 선율은 차이가 크다. 김창룡은 저음역에서 부르는 반면, 

이소향은 그보다 높은 중간 음역에서 노래하는 차이가 있다. 김창룡은 다른 

남성 창자에 비해 낮은 음역으로 소리한 특징이 있다. 

사설의 붙임새를 보면, 두 창자 모두 대체로 대마디대장단이 기본을 이루는 

단순한 붙임새로 노래한다. 그러나 장단 내에서의 사설 배분하는 방법에는 적

지 않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진시황”, “고금 웅”, “꿈도또한” 등의 부분을 

보면, 김창룡은 중모리 12박에 사설을 고루 배분하는데 비해, 이소향은 중간 

부분을 공백으로 처리하고 앞과 뒷부분에 치우친 사설배분으로 차이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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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진 시 황 - 고 - 국 - - 국 지 와 만 - - - - 리 장 성 아방 - 궁 △

<악보 43> 김창룡·이소향의《대장부한》붙임새 비교

① “진시황”

이소향 
진 시 황 △ △ △ △ △ 고 국 지 며 만 -리 - 장 - 성 아 방 궁 과 △ △

② “고금 웅”

김창룡 고 - 금 - 웅 - - △ 문 장 열 사 은일 - - 화 탕 -의 절 대 가인 - △ △

이소향 
고 금 웅 △ △ △ △ 문 장 열 사 은 - 일 호 - 당 절 대 가 인 △ △

③ “꿈도또한”

김창룡 꿈 도 - - - - 또한 - 생 시 같 이 우 - - - 수를 - 높이 - 들 어 △ △

이소향 
꿈 이 또 한 △ △ △ △ 생 시 같 이 △ △ △ 우 수 를 △ △ 번 쩍 들 어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① “진시황”의 경우, 김창룡은 “진시황”을 앞의 3박

에 걸쳐 일음일박으로 붙여 부르고, 이후 “고”, “국”을 2박 이상에 배분하여  

노래했다. 다음 장단의 “만리”도 6박에 걸쳐 장인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이소향은 김창룡과 같이 첫 세 박은 “진시황”을 앞으로 달아 붙이고 이후 소

리(唱)부분에 다섯 박을 공박으로 처리하는 진행한다. 이러한 사설 배분의 특

징은 ② “고금 웅”, ③ “꿈도또한”에서도 나타난다. 위의 <악보 44>와 같이 

이소향의 《대장부한》에는 장단 중간에 소리를 공박으로 두는 진행을 보

다. 이소향이 이 같은 사설배분의 방식을 취한 것은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소향이 가야금병창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 는가에 대해 살펴보려면 악곡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소향은 대체로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으

로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악곡을 구성하 다. 이때 가야금반주의 선율은 소리

를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 다. 먼저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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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와 같이 가야금반주는 2분박의 ♩이 기본 리듬을 구성하며 리듬의 분할

이 적은 형태로 구성한다.  

<악보 44> 이소향 《대장부한》 제27~28장단

<악보 44>의 제27장단과 같이 이소향은 소리에서 사설을 장단의 앞과 뒤

로 몰아붙여 노래한다. 이로 인해 소리 중간에 생기는 쉬는 박을 가야금반주

로 채워주면서 소리와 소리 사이를 이어준다. 그러나 동일음에 수법을 가할 

뿐 선율적인 진행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소향은 이러한 소리와 반주의 결합양

상을 통해 소리의 여운을 길게 주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28장단의 제

11~12박과 같이 장단 끝을 소리가 먼저 맺은 경우에도 가야금반주가 장단의 

끝을 채워주면서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도록 진행을 보인다. 단락이 구분되는 

부분에서 가야금반주가 단락을 맺어 주었는데, 이는 <악보 45>에서 볼 수 있

다. 

<악보 45> 이소향 《대장부한》 제24장단, 제30장단, 제42장단 

제23~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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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0장단 

제41~42장단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선율단락의 끝에서 가야금반주는 제30장단과 같이 

소리와 같은 음으로 종지하거나, 제24, 42장단과 같이 소리의 종지음과 무관

하게 do'를 기본청으로 하여 맺는 가락을 채워준다. 그러나 가야금반주의 리

듬형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며 선율적 진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이소향은 

아래의 <악보 46>과 같이 장단의 첫 박에 가야금이 소리보다 한 옥타브 가량 

아래의 음 즉 가야금의 제1, 2현에 해당하는 Sol, Re의 음을 내어주며 강박

을 표현하기도 한다. 

<악보 46> 이소향 《대장부한》 제1~2장단

이소향은 대개 두 장단을 한 단위구로 구분하여 불렀는데, 이때 장단과 장

단 사이에 소리가 4박 이상의 긴박을 쉬는 진행이 많았다. 예컨대 <악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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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소리가 제6장단 끝의 두박과 제7장단 첫머리의 세 박을 연달아 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진행은 소리선율에서 사설의 여운을 주는 효과

를 얻고자 한 이소향의 의도로 파악된다. 

<악보 47> 이소향 《대장부한》 제5~10장단 

이와 같이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소리를 공백으로 처리하여 사설의 여운을 

주는 진행 뿐 아니라 장단 내에서 소리를 5박 가량 공백을 주는 부분은 이소

향이 《대장부한》에서 소리와 반주를 결합하는 방식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

나는 형태이다. 특히 소리선율의 공백부분을 채워주는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보면, 동일음 또는 옥타브 음을 동시에 내며 반주하는 단순한 리듬의 분할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야금반주의 구성은 이소향이 《대장부

한》에서 소리에 비중을 두고 음악을 진행하려 했던 것을 파악하게 한다. 악

곡에서 이러한 반주의 기능을 활용한 것은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의 특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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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야금병창으로 《대장부한》을 부른 또 다른 연주자로는 심상건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상건은 당시 가야금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인물로, 판소리나 민요 등의 대목을 즐겨 부르던 이소향과는 음악활동에 차이

가 있다. 이러한 음악활동의 배경에 따른 차이는 연주자에 따라 소리와 반주

의 결합방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심상건이 부른 《대장부한》

과 이소향의 음악에 구별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두 사람 모두 가야금이 소리를 따라가는 반주를 기본으로 하 는데, 이는 

가야금병창에서 공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리와 가야금반

주의 결합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소향은 가야금반주가 소리의 진행

을 돕는 반주의 수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심상건의 가야금반주는 반주

의 역할을 넘어 소리와 대등하게 독립적인 진행으로 구별되었다. 

<악보 48-1> 이소향 《대장부한》 제13~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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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2> 심상건 《대장부한》 제13~16장단 

 위의 <악보 48> 제13~14장단을 보면, 이소향과 심상건 두 사람 모두 장

단과 장단 사이에 소리선율을 4~5박 동안 공백으로 두는 대신에 가야금반주

가 공백부분을 채워주는 진행을 보인다. 그러나 이소향은 소리의 공백부분을 

채워주는 가야금반주의 가락이 동일음 또는 옥타브에 해당하는 음으로 단순

하게 채우면서 소리의 여운을 길게 주는 진행을 보이는 반면에, 심상건은 가

야금반주가 소리와 유사한 음으로 선율적인 진행을 보이면서 반주 이상의 독

립적 역할을 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성방법의 차이는 다음의 악보에서도 

볼 수 있다. 

<악보 49-1> 이소향 《대장부한》 제59~6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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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2> 심상건의 《대장부한》 제65~70장단

위의 <악보 4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사람이 취한 가야금반주의 형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소향은 가야금반주가 ♩을 기본단위로 하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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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꼴로 소략하게 진행하는데 비해, 심상건은 가야금반주를 소리의 선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성하고 장식음을 첨가하여 소리보다도 화려할 뿐 아

니라 음악이 쉼없이 이어지도록 구성하 다. 이러한 반주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는 그들의 음악배경에 따른 차이로 확대시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사설 

부분의 비교를 통해 이소향은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고, 

심상건은 가야금반주에 비중을 두고 음악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대장부한》을 김창룡의 것과 비교하고, 

아울러 심상건이 부른 병창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설구조의 측면에서 이소향은 기존의 단가 《대장부한》을 가야금병

창으로 노래하기 위해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부분의 

사설은 버리거나 축소시켜 재구성하 다. 또 김창룡의 사설을 축약하는 대신

에 새로운 사설로 대체하기도 했다. 선율적 측면에서는 먼저 기존의 음구조를 

수용하여 변조나 변청을 하지는 않았다. 사설의 붙임새 또한 김창룡과 유사하

게 대마디대장단의 단순한 붙임새로 구성하 고, 붙임새로 인한 리듬의 변화 

대신에 장단 내에서 사설 배분에 변화를 주었다. 이소향은 장단 내에서 사설

을 고르게 배분하여 부르는 김창룡에 비해 사설이 장단의 앞·뒤쪽에 치우치도

록 배분하는 변화를 주었고, 이로 인해 장단 중간에 생기는 소리의 공백부분

은 가야금반주로 채워나가도록 하 다.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은 이

소향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심상건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 다. 이소향

이 《대장부한》에서 취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결합하는 방법을 보면, 대체

로 소리의 선율을 근간으로 하여 반주하 다. 특히 장단 내에서 사설을 앞과 

뒤로 치우치게 배분하여 생기는 소리의 공백부분으로 인해 이 부분을 가야금

반주가 채워주는 진행을 많이 보 다. 그러나 이때 가야금반주는 가야금의 다

양한 장식음을 넣어 가락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중모리의 기본단

위인 ♩을 기본 리듬으로 하여 리듬의 분할이 적은 형태로 채워주었고, 리듬 

뿐 아니라 선율의 진행 면에서도 동일음을 반복하거나, 옥타브 음으로 반주하

는 정도로 단순했다. 이러한 구성방법은 심상건이 부른 가야금병창에서의 소

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양상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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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야금병창의 형태로 《대장부한》을 부른 이소향과 심상건 두 사람은 

모두 소리선율을 근간으로 하여 반주하 다. 그러나 반주선율을 구성하는 형

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이소향이 《대장부한》에서 취한 가야금반주의 

특징은 가야금의 리듬분할을 최소화하여 단순하게 진행한 것으로, 가야금의 

다양한 수법을 통해 반주가락을 화려하게 구성하여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

등하게 운용한 심상건의 가야금반주와는 다른 형태로 반주의 선율 보다는 소

리의 여운을 강조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소향의 《대장부한》에 나타

난 반주형태는 그가 병창에서 소리선율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노래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이소향이 판소리 민요 등과 같은 소리와 관련된 음

악활동이 그가 부르는 가야금병창에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중타령
《중타령》은  판소리 흥보가 중 한 대목으로 흥보네 문앞에 당도하는 중의 

거동을 묘사하는 사설을 노래하는 대목으로, 판소리 김창환의 더늠으로도 유

명하다.  

《중타령》은  김창환의 더늠으로도 유명하며,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도 했

다. 초기의 병창은 중모리·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판소리 대목과 단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소향을 비롯하여 판소리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하던 연주자들은 판소리의 극적인 대목이나 다양한 장단에 맞춰 부르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여 레퍼토리를 확대시켰다. 엇모리장단에 맞춰 부르는 가야금

병창 《중타령》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중타령》은  

1933년에 처음 음반으로 취입되었고, 이소향의 《중타령》은  1935년의 음반

에 전한다. 

본 항에서는 김창환이 부른 《중타령》과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중타령》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아울러 김초향이 

부른 것과도 비교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김창환과 이소향의 《중타령》 사설 비교를 위해 두 창자의 사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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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동이(同異)관계를 기준으로 단락을 구획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창자

단락
김창환 판소리 이소향 가야금병창

중 들어온다 중 하나 들어온다 중 나려온다 중 하나 나려온다

중 들어온다 중 나려온다

저중의 거동보소 저중으행사보소 저중의 거동보소 저중의 거동보소

행색을 알수없네 행색을 알수없네

연년묵은중 헐디헌중 연년묵은중 헌디헌중

양이수견 미부면 조의불선 부불선 양이수견 미부면 초의불침 부불선

다떨어진 굴치송낙

이리로총총 저리로총총

다떨어진 굴치송낙을

요리도총총 조리도총총

헝겊으로구녁막어 수박같은 대구리에다 수박같은 대구리에

엄지장가락힘을올려서 호오옴폭둘러씨고 엄지장까락심을올려 흐음뽁놀러씨고

노닥노닥지은장삼 율무염주를목에걸고 노닥노닥디은장삼 율무염주를목에걸고

한손에난 절로굽은철죽잡고 흐흐은인들 흐늘거려내려와

또한손에 다깨아진목탁들고

동냥얻으며는 무엇을가져갈지 동냥을얻으랴면 무엇에얻어갈란지

목그짝바랑등물으 하나도안가지고 목기짝바랑동물을 하나도 아니가지고

개미안밟히게 가만가만 가만가만히개려딛고 개미안밟히게가만 가만가만가려디뎌

촌중으로들어올제 개퀑퀑짖고나면 동중으로들어올제 개퀑퀑짓고나면

두손 합장허고 나무아미타불 두손 합장허여

사람이말을물으면은 허허리를굽히면서 사람이물으면 허리를굽히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집저집다지내고 흥보문전에당도 이집저집다지내고 흥보문전에당도허여

울음소리한참듣고 목탁을뚜디 나무아미타불

이주저저주집 행주지접주지 상래소소 공덕해여 회향삼천 실유련만

흔들흔들 흐늘거리고들어가 봉위주상전하 수만세여

이울음이웬울음 울음소리가맹랑허나 나무아미타불

마오역저문날으 팽용대로지체가되야 거룩하신 댁문전으 절승하나 왔사오니

하소대로떠나든 양태진으울음이냐 전곡간에 있는대로 동냥 쪼금 주옵소서

여위가 둔갑하야 날호리란 울음이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울음소리가 맹랑하다 흥보가 깜짝놀라 여보마누라 우지마오

합장해 들어가며 중 동냥왔소 밖으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흥보 허난말 굶은지 여러날이라

전곡이 없사오니 다른데나 가보오

허허 신세 가련하오

부귀가 임자없어 오랴며는 오옵나니

무지한중의말을 만일듣고믿을테면

집터를구하리라 

<표 18> 김창환·이소향의 《중타령》 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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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창자의 사설을 단락별로 비교하면, 

제1단락은 거의 같고, 제2단락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제1단락의 경우,  

두 사람의 사설이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첫 부분에서 김창환은 중이 “들어온

다”고 표현하고, 이소향은 이를 “나려온다”고 하는 차이가 있고, 이소향은 김

창환의 사설 중 “한손에 난 ~ 다 깨아진 목탁들고”의 사설 대신에 “흔들 흐

늘거려 내려와”를 추가하 다. 그러나 제2단락을 보면, 이소향은 김창환의 사

설을 버리고 새로운 사설로 대체하 다. 김창환은 흥보집 문 앞에 당도하여 

흥보 마누라의 울음소리를 묘사하고, 흥보와 대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집터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으로 사설을 구성하는데 비해, 이소향은 후반부에 “상래

소소 공덕해여”로 시작하는 남도잡가 《보렴》77)의 사설 일부분을 덧붙여 노

래하 다. 《보렴》은 “보시염불(報施念佛)”의 준말에서 나온 곡명으로, 이소

향이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공연한 바 있다. 이소향이 2단락에 새로운 사설

로 대체하여 부른 데에는 그의 이러한 음악활동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소향은 기존 판소리 《중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기 위해 전반

의 사설은 그대로 수용하고 후반에는 그가 즐겨 부르던 레퍼토리 《보렴》의 

일부를 첨가하여 새롭게 구성하 다. 그 결과 이소향은 김창환의 68장단으로 

된 《중타령》보다 길이를 축소하여 54장단으로 불렀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18>에서 김창환의 사설과의 비교한 것에서는 《중타령》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54장단으로 되어 있는 이소향의 《중타령》은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77) 다음은 남도잡가 《보렴》의 사설로, 굵게 표시한 부분은 이소향이 《보렴》에 차용하

여 부른 부분이다.

  상래소수공덕해(上來所修功德♭)요. 회향삼처실원만(回向三處悉圓滿)을 봉위주상전하수

만세(奉位主上殿下壽萬歲)요.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을 세자전하수천요(世子

殿下壽千秋), 선왕선후원왕생(先王先后願往生)  제궁종실각안녕(諸宮宗室各安寧) 문무

백료진충량(文武白b盡忠良)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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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중나려온다 중나려온다

저 중의 알 수 없네

연년묵은 조리도 총총

수박같은 내려와

동냥을 들어올제

개 퀑퀑 관세음보살

사람이 관세음보살

이집저집 나무아미타불

거룩하신 관세음보살

흥보가 우지를 마오

<표 19> 이소향의 《중타령》 단락구분

이소향의 《중타령》은 단락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둘 또는 세 

장단 단위로 한 구를 이루고 있다.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은 주로 본청인 la

로 종지하 고, 매 단락에서 두 선율의 종지음은 일치하 다. 예컨대 제2, 제

10단락과 같이 소리가 mi로 반종지하는 경우에는 가야금반주도 소리와 동일

한 음으로 맺어 주었다. 대체로 본청으로 종지구를 이루는 부분은 단락의 맺

음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악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진행을 보 다. mi로 

맺는 경우는 바로 앞의 음이 본청의 la음으로 4도 하행하는 종지를 통해 종지

감을 주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악곡의 끝을 4도 하행 종지 하는 특징은 《중

타령》 외에도 그가 부른《소상팔경》·《대장부한》에 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78)

다음으로 이소향이 김창환이 부른 《중타령》을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

창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

78) 이소향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삼은 《소상팔경》,《대장부

한》, 《중타령》에 서는 공통적으로 4도하행 종지형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야금병

창은 소리와 가야금반주 모두 본청을 중심으로 종지하고, 소리가 종지감을 형성하지 

않고 먼저 마치는 경우에는 가야금반주가 본청을 중심으로 장단의 끝을 채워주며 종

지한다. 그러나 이소향의 악곡에서는 악곡의 끝에 소리와 반주가 동시에 마치며, 동시

에 4도 하행 종지로 마친다. 이러한 특징으로 악곡을 구성한 것은 이소향이 가야금병

창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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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분석하고, 특히 이소향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반

주의 결합 양상을 다른 연주자의 결합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김창환은 Acdfeg(미솔라도시레)의 구조로 되어있다. d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구성하며, A음에 굵은 요성이 쓰인다. f음은 f-e로 꺾어서 내거나, e

음으로 내기도 한다. g(레)음과 c(솔)음은 경과음으로 쓰이고, 제63~64장단

에서 c음이 잠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Adfe(미라도

시)의 계면조로 구성한다. 

이소향의 소리는 김창환과 유사한 dgb♭ac'(미라도시레)의 음구조로 

되어있다. e'음이 제7장단에 잠시 출현하지만 이를 구성음으로 보기는 어렵

고, 전형적인 계면조의 음구조로 되어있다. 굵은 요성이 쓰이는 김창환에 비

해 요성보다는 꺾는목이 빈번하게 쓰인다.

 

<악보 50-1> 김창환 《중타령》 제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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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2> 이소향 《중타령》 제1~8장단

 위의 <악보 50>에서와 같이 이소향은 김창환과 같이 ♪을 기본단위로 하

여 단순한 리듬형태로 악곡을 구성한다. 다만, 김창환이 완만한 선율진행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제6장단의 d↗d'로 도약하거나, e'↘d로 한 옥타브 가량 아

래로 뚝 떨어지는 진행으로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악곡 전반에서 김창

환보다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는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김창환과 유사한 완

만한 진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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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과 이소향은 모두 엇모리장단에 맞추어 《중타령》을 노래했다. 엇모

리장단은 범상한 인물의 거동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장단으로, 3소박과 2소

박이 엇갈려 나오며 몰아가는 빠른 10박장단이다. 두 창자가 《중타령》을 부

르면서 활용한 사설의 붙임새를 비교해 보면, 김창환은 악곡 전체를 대마디대

장단에 맞게 단순하게 노래한다. 그에 비해 이소향은 <악보 50>의 제 8장단

과 같이 앞 장단의 끝 박에 다음 장단의 사설을 당겨붙임으로 노래하면서 대

마디대장단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또 장단 내에서는 10박에 사설을 고루 배

분하는 김창환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소향이 판소리 형태로 부르는 김창환의 《중타령》을 가야금병

창으로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와 가

야금반주를 어떻게 결합하 는가를 살펴보겠다. 이소향은 《중타령》에서 대

체로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일음으로 진행하거나 소리에 근간을 두고 

유사하게 진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악곡의 특성상 빠른 엇모리장단으로 부르

기 때문에 가야금반주는 장식음을 넣어 화려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악보 

52>에서와 같이 소리의 골격음을 엇모리장단에 맞는 리듬형(♩ ♪ ♩ ♩ ♪ 

♩)을 기본으로 하여 소략하게 구성한다.    

<악보 51> 이소향 《중타령》 제19~22장단

위의 악보와 같이 가야금반주는 엇모리장단에 맞는 장단형으로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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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고수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수의 역할 외에 다음 <악보 

52>에서처럼 가야금반주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진행은 

음악적 긴장감을 주기도 하 다. 

<악보 52> 이소향 《중타령》 제4장단, 제7~8장단

제4장단은 소리가 ‘♪ ♪ ♪ ♪♪ ♩ ♪’의 단순한 리듬형으로 진행할 때 가야

금반주는 첫 세 박을 소리와 동일한 g음으로 반주하고 이어지는 두 박을 공

백으로 처리하 다. 또 제7~8장단을 보면, 제7장단은 g음을 길게 장인한 뒤 

다음 장단의 제5박까지를 공백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이소향은 악곡 전체

에서 가야금반주를 다양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소리선율을 위해 반주를 과감

하게 생략하는 형태로 구성하 다. 이러한 반주방법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

고, 음악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소향이 병창으로 부르는 《중타령》에는 가야금반주가 반주 이상의 역할

을 하지 않았다. 빠른 엇모리장단에 맞추어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야금반주 보다는 소리에 장기를 가진 연주자이기 때문이다. 이소향은 당시

의 많은 여류명창들 가운데 가야금병창으로 크게 활약하던 인물이다. 자신의 

레퍼토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특장인 소리가 가야금병창 내에서 잘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녀가 《적벽가》를 가야금병창으로 취입한 사실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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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가야금병창으로 부를 때 장단 내에서 소리가 먼저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가야금반주가 장단의 끝 박을 채워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음의 

<악보 53>와 같이 이소향의 《중타령》에서는 볼 수 없었다. 

<악보 53> 이소향《중타령》·《대장부한》·《소상팔경》의  마지막 장단

《중타령》

《대장부한》

《소상팔경》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소향은 가야금병창으로 부를 때에 맨 마지막 장

단에 가야금반주가 장단의 끝을 채우지 않고 소리와 같이 마치 딱 끊듯이 노

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이소향이 가야금병창에서 본인의 독자적인 음악

성을 구현하기 위해 취한 구성방법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이소향이 김창환의 판소리 《중타령》을 차용하여 어떻게 가야금



- 131 -

병창으로 변개하 는가를 보았다. 다음으로 이소향의 가야금병창 《중타령》

을 김초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중타령》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김초향이 부른 《중타령》은 김초향은 기본적인 사설구조 뿐 아니라 선율적 

측면에서도 이소향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79)

<악보 54-1> 이소향 《중타령》 제5~8장단

<악보 54-2> 김초향 《중타령》 제5~8장단

79) 김초향의 음반은 이소향보다 한 해 뒤인 1936년에 취입한 것이다. 사설은 이소향의 

사설 중 《보렴》의 일부를 차용하여 넣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사하 다(부록 《중타

령》 사설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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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향의 《중타령》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을 보면, 기본적으

로 가야금반주가 소리의 골격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반주를 기본으로 하

다. 이는 이소향 외에도 심상건 등 가야금병창을 부르는 연주자들에게서 공히 

나타나는 반주방식이다. 김초향은 이소향에 비해 d(미)음에 굵은 요성이 쓰이

는 차이를 제외하면 악곡 전반에 걸쳐 이소향의 음악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

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설 붙임새에 변화를 주는 부분도 일치하 는데, 이를

테면 위의 <악보 54>에서 이소향이 제8장단의 “헌디헌중”의 사설을 제7장단

의 끝박에 당겨 붙이도록 변화를 주었는데, 김초향 역시 동일한 사설을 노래

하는 제9장단의 사설을 앞 장단의 끝 박에 당겨 붙여 불렀다. 소리와 가야금

반주의 관계에서도 가야금반주 없이 소리로만 이어지거나, 반주선율이 엇모

리장단의 장단형과 같은 리듬구조로 소략하게 채워주는 등 이소향의 음악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다. 또 아래에 제시한 <악보 55>과 같이 악곡의 맨 마

지막 장단에서 소리와 가야금이 동시에 종지하는 이소향의 특징이  김초향에

게도 보인다.

<악보 55-1> 이소향 《중타령》 맨 마지막 장단

<악보 55-2> 김초향 《중타령》 맨 마지막 장단

 다만 이소향은 소리와 가야금이 동일한 음으로 4도 하행 종지하는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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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초향은 소리의 선율진행은 g-g음으로 동도(同度)진행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초향도 가야금반주의 선율은 g-d로 4도 하행하여 결국 이소향과 

동일하게 4도 하행하는 종지를 보인다.  

한편 위의 <악보 55> 김초향의 제39~40장단은 소리와 반주가 헤테로포니

적 다성적 진행의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처럼 김초향은 부분적으로 다성

적 형태를 취하여 음색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기도 하 다. 그러나 가

야금반주가 소리의 진행만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엇모리장단의 장단

형에 따르는 리듬구조를 통해 간단하게 채워주는 진행을 보 다. 

김초향이 가야금반주 선율을 소략하게 하고 소리선율에 비중을 두는 방식

으로 음악을 구성한 데에는 그의 음악배경이 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김초향은 이소향과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판소리 창자로 활동했던 대표

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판소리 관련된 음악활동은 그가 의도했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야금병창에 반 한 것이라 하겠다.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이소향의 《중타령》을 김창환의 소리와 비교하고, 

아울러 김초향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것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소향의 《중타령》 사설은 기존의 사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후반에는 

김창환의 사설을 버리는 대신에 자신이 즐겨 부르던 《보렴》을 대체하여 새

롭게 구성하 다. 이러한 사설구조는 이소향이 《중타령》 음반을 취입한 이

후에 음반취입을 한 김초향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율적 측면에서 이

소향은 기존 판소리 형태로 부르는 김창환의 음구조, 붙임새 등을 그대로 수

용하 다.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에서 가야금반주는 소리의 골격음을 

근간으로 하는 반주형태를 기본으로 하 다. 그러나 반주 이상의 역할을 하지

는 않았다. 《중타령》이 빠른 엇모리장단으로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러한 반주형태를 보인 것은 그가 가야금반주 보다는 소리에 장기를 둔 연주

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소향은 가야금반주를 구성하면서 소리

와 동일음으로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장단 내에서 중간에 

가야금반주를 공백으로 두거나, 한 음으로 길게 장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 고, 사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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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향은 당시의 많은 여류명창들 가운데 가야금병창으로 크게 활약하던 

인물이다. 자신의 레퍼토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꾀하 는

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특장인 판소리를 가야금병창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은 대체로 중모리, 중중모리 등

의 장단에 맞는 대목을 노래하 는데, 이소향은 이러한 기본 장단틀에서 벗어

나기 위한 시도로써 엇모리장단으로 부르는 《중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재

구성하여 부른 것으로 보인다. 《중타령》은 판소리에서도 엇모리라는 독특한 

장단에 맞춰 부르는 대목인데, 이소향이 이러한 판소리 대목을 가야금병창으

로 재구성한 것은 가야금병창에 쓰이는 장단의 틀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김초향은 《중타령》을 이소향보다 한 해 뒤인 1936년에 

음반으로 취입하 는데, 이소향의 사설구조와 음악을 구성하는 방법이 상당

히 유사하 다. 이러한 데에는 이소향의 음악에 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당시 이소향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여류명

창 가운데 독보적으로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음악

적 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음반을 취입한 시기상으로

도 이미 이소향이 부른 《중타령》을 접했기 때문에 더욱 그의 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야금병창의 시대적 흐름은 본 장 1절 심상건의

《백구타령》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즉,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은 

연주자들 간에 동일한 레퍼토리를 공유하 고,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스타일

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불렀던 것이다. 

 이상으로 이소향의 가야금병창에서 살펴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설구조에 있어 이소향은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

다. 특히 기존의 사설 가운데 유사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버리거나 축약하

고, 새로운 사설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 다. 선율적인 측면에서 보

면, 악조와 장단 및 붙임새 등은 기존의 단가나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수용

하여 유사하게 구성하 다. 무엇보다 이소향의 음악적 특징은 소리와 가야금

반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났다. 가야금반주 선율은 소리의 골격음을 근간으로 

하여 진행하지만, 가야금이 반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 독립적으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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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반주를 구성하 기 때문에 가야

금반주는 소리에 비해 상당히 소략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설을 효과적으로 전

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리의 여운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리가 장식음

을 넣어 선율적인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가야금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함으로

써 소리선율을 부각시키기도 하 다. 이소향의 이러한 음악 특징들은 그의 음

악배경에 따른 것이며, Ⅱ장에서 살펴본 이소향의 공연활동 내용이 이를 뒷받

침해 준다. 이외에 레퍼토리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이소향은 다양한 판소리 

대목을 병창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는데, 《중타령》은 가야금병창에 쓰이

는 장단을 확대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소향과 동일한 대목을 부른 심상건 · 김초향의 것과 비교해 본 결

과 사설구조 및 선율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함을 보 다. 사설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기존의 사설에서 길이를 축소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

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선율적 측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를 

보면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공통적 요소와 개별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소리 선율을 근간으로 가야금반주를 구성하는 것은 가야금병창 연주자에게서 

공히 나타나는 기본 속성이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연주자에 따라 소

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을 이루는 방식에 차이가 컸다. 특히 심상건과 이소향

은 그들의 음악활동에 따라 가야금반주를 구성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판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주자인 김초향

은 이소향과 동일한 레퍼토리에서 음악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소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김초향이 이소향의 음악에 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하

다. 또, 더 나아가 20세기 전반기 당시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당시의 가야

금병창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 즉, 이소향 · 심상건 등을 중심으로 동일한 

레퍼토리를 유사하게 공유하면서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오태석은 현재 전승되는 가야금병창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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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신문기사와 음반자료 및 방송활동을 보면 오태석은 가야금과 판소리, 

창극에 두루 능한 명인으로 많은 공연 활동을 한 연주자이다. 심상건이 가야

금병창 외에 산조로, 이소향이 판소리나 민요 등을 부르는 창자로 활동한 것

과 같이 오태석은 산조 · 판소리 외에 창극으로까지 역을 넓혀 활동하 다. 

그러나 당시 오태석의 공연 활동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가

야금병창으로,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삼아 가야금병창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켰고, 그 결과 가야금병창과 관련하여 당대 최고의 연주자

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앞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심상건과 이소

향은 각자의 고유한 음악배경을 가야금병창에 담아 구성한 것을 확인하 다. 

이 두 사람과 더불어 당시 병창을 주도했던 오태석은 가야금병창 관련하여 

당대 최고의 연주자 을 뿐 아니라 현재의 가야금병창에 모태로 알려지고 있

다. 그러므로 오태석이 부른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오태석이 부른 가야금병창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

여 《옥중가》·《기생점고》·《고고천변》·《토끼화상》을  분석하고, 동시

에 동일한 대목을 심상건의 것과 비교하여 오태석의 고유한 음악적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1) 옥중가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는  옥에 갇힌 춘향이가 이별의 슬픈 심정을 되

씹으며 님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노래 부른 것으로 춘향가의 대표적인 눈대목

이다. 동일한 내용을 노래하지만 어떻게 사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춘향이 꿈

속에서 헤매며 부르는《춘향몽유가》·《몽중가》·《비몽사몽》 등의 곡명으

로 불리며, 판소리 송만갑의 더늠으로도 유명하다. 

《옥중가》 송만갑의 더늠으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야금병창

으로도 불렀다. 가야금병창 《옥중가》는 오태석을 비롯해서 심정순·신옥

도·김해선·최계란 ·이소향·권농선 등이 불렀는데, 오태석의 《옥중가》는 

1934년의 음반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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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단락
송만갑 판소리 오태석 가야금병창

옥방형상 살펴보니

앞문으난 살만남고

옥방형 살펴보니

앞문으난 살만남고

뒷벽의난 외만남아

동지섣달 찬바람으

뒷벽에는 뼈뿐이라

동지섣달 찬바람은

시르르듸려부니 백설이침칠헌다 살쏜듯이듸려붙고

동풍이 눈을녹여

가지가지 꽃이피 으니

동풍이 눈을녹이여

가지가지 꽃이피니

작작허다 두견화는 작작허구나 두겨언화는

나무보고 웃는모양은

반갑고도 설거워라

나비를보고 웃는모양

반갑고도 서러워라

눌과함께 보잔말이냐 눌과함께 보자느냐

꽃이지고 잎이니니 녹음방초시절이라

꾀꼬리는 북이되야서

유상세지 늘어진디

꾀꼬리난 북이되야

유상세지 느러어어진데

구십춘광을 짜놓는소리는

아름답고 설거워라

구십춘광 짜아는소소리

눌과함께 듣자는거냐

단옥장춘은 연년이푸르렀고 추풍혼백은 잎이지고서리지니 구추단풍시절이로구나

설운마음자어내야 공산으 두견이난 낙북한천찬바람은 홀로피는저국화는

은은한삼경닭의여 피가나게슬피울어서 오상고절이이아니냐 먹음이가득허고

님의귀으 돌리고져

<표 20> 송만갑·오태석의 《옥중가》 사설 비교

본 항에서는 송만갑이 부른 《옥중가》와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옥중가》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특히 오태석

이 병창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창과 반주를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오

태석의 음악적 특징을 도출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송만갑과 오태석이 부른 《옥중가》의 사설 비교를 위하여 사설의 동

이(同異) 관계를 기준으로 단락을 구획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 138 -

북풍이살을여어

백설은퍼펄펄 휘날리는데

설중의푸른솔은 천고절을지히었구나

창전의찬매화요 푸른솔은님과같고

한매화는날과같이 보는것과듯난것이

우리님생각일 뿐이로구나

 

위의 <표 20>에서와 같이 《옥중가》의 사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

시하 다. 단락별 사설을 보면, 제1단락은 거의 같고, 제2단락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1단락은 “옥방형상∼”으로 시작하여 사계절 가운데 봄과 여

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설이다. 오태석은 송만갑의 “꽃이지고∼”와 “눌과 

함께 듣자는거냐”의 부분을 취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의 사설은 동일하다. 오

태석은 송만갑의 사설 가운데 “꽃이지고∼”가 옥방의 상황에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사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설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사설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제2단락을 보면, 송만갑은 가을의 심상을 담은 

사설을 노래하는데 비해, 오태석은 송만갑의 사설을 버리는 대신에 새로운 사

설로 대체하여 가을과 겨울을 노래하 다. 특히 잎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을풍경과 백설이 펄펄 휘날리는 겨울을 보다 세 하게 

표현하 다. 요컨대 오태석은 《옥중가》 전반의 사설은 송만갑의 사설을 그

대로 수용하 고, 후반부에는 송만갑의 사설 대신에 옥방에 갇힌 춘향이의 답

답한 심경을 계절로 표현하는 사설로 대체하여 새롭게 구성하 다. 오태석은 

송만갑의 사설내용과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곡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

하 다. 오태석은 송만갑 보다도 오히려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설로 대

체하여 재구성하 는데, 이는 오태석이 사설운용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20>에서는 《옥중가》를 부른 송만갑과 오태석의 사설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획하여 제시하 다. 그러나 오태석의 《옥중가》는 사설내용과 선

율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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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옥방형상 살펴보니

앞문으난 뼈뿐이라

동지섣달 듸려불고

동풍이 꽃이피니

작작허구나 보자느냐

꾀꼬리난 시절이로구나

낙북한천 오상고절이 아니냐

먹은맘이 지키었구나

창천의 뿐이로구나

<표 21> 오태석의 《옥중가》 단락구분

각 단락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소리와 가야금반주는 단락의 끝에 구성

하는 종지음에 차이가 있다. 소리는 mi, la로 종지하는데 비해, 가야금반주는 

모두 본청인 la로 종지한다. 소리부분의 종지가 본청으로 종지하지 않는 경우

에도 가야금반주에서 종지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소리에서 종지감이 형성되

지 않는 부분은 가야금반주의 종지선율에서 단락을 구획함으로써 단락의 맺

음을 명확하게 하 고, 악곡 전체에 통일감을 주었다. 

그러면 오태석이 송만갑이 부른 판소리 《옥중가》를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

금병창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특히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

반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송만갑의 《옥중가》는 eac'b♭d'(미라도시레)의 구조로 되어있다. 악

곡 전체에서 제9장단에 g''(솔)음이 한번 쓰이기 때문에 선율을 이루는 주요 

출현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송만갑은 전형적인 계면조의 음구조를 보이지만, 

요성이 쓰이지 않고, 제13~15장단에서 c'(도)음을 꺾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우조로 변조하지만 제16장단 이하 다시 계면조로 노래한다. 

오태석의 《옥중가》는 dgb♭ac'(미라도시레)의 음구조로 되어 있다. 

오태석도 송만갑과 마찬가지로 악곡전체에서 f'(솔)음이 짧게 등장하지만, 선

율을 이루는 주요 출현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김새의 쓰임에 있어서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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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갑과 마찬가지로 요성이 쓰이지 않고, b♭(도)음에 꺾거나 퇴성이 쓰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악보 56>에 제시한 것 외에 악곡 전반에서 

보인다.    

<악보 56-1> 송만갑 《옥중가》 제1~6장단 

<악보 56-2> 오태석 《옥중가》 제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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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갑과 오태석은 모두 《옥중가》를 진양조로 불렀다. 위의 <악보 5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송만갑과 오태석 두 사람의 붙임새는 한 장단 안에 가사와 

소리가 맞아 떨어지는 대마디대장단이 기본을 이룬다. 다만 송만갑이 웅장하

게 통성으로 구사하고, 오태석은 계면조 발성과 기교를 중시하여 부른다. 송

만갑은 이 기본박인 6박의 진양조 한 장단 내에 제1~2장단과 같이 전형적

인 진양조장단의 리듬형으로 사설을 배분하여 즉, 앞쪽의 제1~4박에 사설을 

고르게 배분하여 부르거나, 제3장단과 같이 세 박 이상 장인하는 형태로 사설

을 배분하는 붙임새를 활용하 다. 송만갑이 장단 내에서 사설을 배분하는 방

법은 오태석에게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송만갑은 앞부분에 치

우치게 사설을 배분하면서 생기는 장단 끝의 2박을 공백으로 처리하는데 비

해 오태석은 가야금반주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이외에 송만갑이 

제5~6장단에 걸쳐 “뒷벽에는 외만남아”의 사설을 배분한데 비해 오태석은 

제5장단의 앞부분에 치우치게 하면서 장단 끝의 2박은 가야금반주로 채워 놓

는 방식을 취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 다.  

그러면 오태석이 《옥중가》에서 붙임새의 변화를 주면서 그에 수반되는 가

야금반주를 어떻게 구성하 는가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57>과 같다. 

<악보 57> 오태석 《옥중가》 제7~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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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5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태석은 가야금반주를 소리의 선

율에 근간을 두고 구성하 다. 다만 장단에 따라 반주를 구성하는 방법이 다

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제7~8장단의 경우, 소리가 선율적인 진행을 이루는 

것처럼 가야금반주의 선율도 다양한 수법들을 사용하여 장식음을 넣으면서 

선율적인 진행을 보인다. 오히려 장단의 끝에 소리가 쉬는 박에서도 가야금반

주를 본청의 맺는 가락으로 채워준다. 이러한 가야금반주의 형태는 소리보다 

화려할 뿐 아니라 음악이 쉼 없이 이어지도록 하 으며, 앞서 심상건이 구성

한 반주형태와 같이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등하게 하여 독립적으로 진행시

킨 것이라 하겠다. 반면 제9~10장단을 보면, 앞의 두 장단에서 선율적인 진

행을 보인 것과는 대비될 만큼 가야금반주를 소략한 형태로 구성하 다. 제9

장단의 첫 박은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동시에 시작하고 소리가 쉬는 부분에는 

반주가 채워주었다. 이어지는 제10장단에서는 장단의 첫 박부터 반주를 공백

으로 처리하면서 노래로만 부르다가 장단의 끝에 가야금반주로 장단을 채워

주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이와 같은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은 악곡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 다. 마치 소리와 반주가 선율을 주고받는 것처

럼 결합하는 양상은 음색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창자가 부르는 소리

대목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악보 57>을 두 장단을 단위로 하여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면 전반은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대등하게 진행하면서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한 부분이고, 후반은 가야금이 반주의 역할 안에서 구성

하는 동시에 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오태석이 《옥중

가》에서 취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은 악곡 내에서 두 선율을 조화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합양상은 악곡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편 앞서 오태석과 송만갑의 《옥중가》에 나타난 사설구조를 비교하면서  

오태석의 뛰어난 사설운용 능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악보 58>는 그가 

사설을 운용하면서 이면에 맞게 소리하는 부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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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오태석 《옥중가》 제21~24장단

<악보 58>의 제21장단 “늘어진데”와 제23장단 “서리지니”의 사설을 이에 

맞게 소리하 다. “늘어지는데”의 사설은 그에 상응하게 소리선율을 길게 늘

여 진행하 고, “서리지니”는 하행하는 선율진행을 통해 서리가 내리는 모습

을 이면에 맞게 소리한 부분이다. 오태석은 이면에 맞게 소리하기위해 소리의 

선율적 진행이 돋보이도록 구성하 다. 소리의 선율적인 진행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야금반주 선율은 소리의 골격에 해당하는 음을 을 기본리듬으로 

하여 반주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하 다. 오태석이 취한 소리와 반주의 결합형

태는 노래 사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다

음의 <악보 59>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악곡 전반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악보 59> 오태석 《옥중가》 제31~3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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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은 제31장단에서 장단의 첫 박을 소리로 먼저 내어준 다음 “펄펄 휘

날리며”의 사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야금반주를 공백으로 처리하

면서 과감하게 생략하는 운용의 미를 보 다. 반면 제33~34장단의 경우에는  

가야금이 소리 못지않은 선율적인 진행을 하면서 소리가 쉬는 장단의 끝박까

지도 가야금반주가 채워주는 진행을 취하 다. 이는 <악보 59>에서와 같이 

전반부(제31~32장단)는 소리에 비중을 두어 사설의 전달에 효과적인 형태로 

반주를 구성한 형태로 가야금이 반주 이상의 독립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주

로 판소리 창자들이 부른 가야금병창에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소리에 비중

을 두고 노래한 이소향이 주로 구성한 반주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후

반부는 소리만큼 가야금반주를 선율적으로 진행하 는데, 이는 가야금반주 

가락이 소리 못지않게 화려하고 쉼 없이 이어지도록 구성하여 소리와 대등하

게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심상건과 같은 산조연주자들이 부른 가야금병창에

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악보 60> 오태석 《옥중가》 제37~4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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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0>은 소리와 반주의 결합을 한 장단 단위로 구분하여 조화를 

룬 예이다. 예컨대 제37장단은 장단의 첫 박을 가야금이 제2현의 ‘흥’줄로 강

조하고, 가야금반주 선율에 비중을 두고 진행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제38장단은 장단의 전반부에 가야금반주를 공백으로 두면서 소리에 비중을 

두고 진행함으로써 제37장단과 38장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었다. 요컨대 

오태석은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로움을 극대화시켰으며, 

악곡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선율의 균형감을 조성

하 다.  

이상에서 오태석이 송만갑의 《옥중가》를 차용하여 가야금병창으로 변개하

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오태석의 《옥중가》를 송만갑

의 소리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태석은 《옥중가》의 사설에서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첨삭을 가하

다. 그는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후반에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묘사하는 

사설을 새롭게 넣어 완성도를 높 다. 송만갑는 《옥중가》의 사설에서 옥중

형상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봄여름가을의 세 계절을 노래하 고, 봄과 여름

날의 자연풍치를 언급하면서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성을 보 다.  그러나 

오태석은 봄부터 겨울에 이르는 사계절을 모두 언급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

하고, 특히 겨울을 확대하여 모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극대화시

켰다. 새로운 묘사를 위한 내용을 첨입하기 위해 기존의 사설 중 일부를 버리

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선율적 측면에서 오태석은 기

존의 송만갑의 《옥중가》에 보이는 음구조와 붙임새를 그대로 수용하 다.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에 주목하여 결합양상을 살펴본 결과, 가야금반주

는 소리의 선율진행과 유사한 반주형태를 보 다. 이는 다른 연주자들이 부르

는 가야금병창에도 공통되는 특징이다. 다만 한 두 장단을 단위로 하여 전반

부에 소리에 비중을 두는 형태로 반주를 구성하면, 후반에는 가야금반주에 비

중을 두는 방식으로 반주를 하여,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선율을 주고받는 것처

럼 결합하도록 구성하 다. 오태석은 음색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창

자가 부르는 소리대목과 차별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은 《옥중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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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단락

정정렬 판소리 오태석 가야금병창

진

양

조

행수기녀 우후동산

월선이 월선이 들어오는듸 명월이 명월이가들어오는디

채의로단장허고

멋지듯 사못찬기생이라

명월이라허는기생은

기생축에는일행수로구나

추마자락을 거듬거듬 걷어서 홍삼가듬거더서

세요흉당에다 매듯이감고 세요흉중 떡부치고

<표 22> 정정렬·오태석의 《기생점고》 사설 비교

사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리에 비중을 두면서 노래했다. 그러나 

소리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야금반주를 활용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는 특징을 

보 다. 즉,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로움을 극대화시켰으

며, 이를 기반으로 선율의 균형감을 조성하 다. 이러한 음악적 구성은 그가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병창을 재구성한 그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생점고 
오태석의 《기생점고》는 1932년에 취입된 음반이다. 본 장 1절에서는 정정

렬이 부른 《기생점고》와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기생점고》를 비

교하고, 심상건의 음악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정정렬이 부른 《기생점고》와 오태석이 가야금병창

으로 부른 《기생점고》를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오태석

의 음악특징을 도출해 보겠다. 더불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심상건의 《기생

점고》와 비교하여 연주자에 따라 구별되는 점을 도출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정정렬과 오태석의 《기생점고》의 사설을 비교하기 위해 장단에 따라 

단락의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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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가만 이 걸음을 걸어서 아장아장 이그으으으으으으걸어서

예등대 나오 점고 댓뜰앞을 내붓이앉으며 예 등대 나오

좌부진퇴 물러선다 좌우진퇴 물러난다

중

중

모

리

조운모우양대선이 조운모우양대선이

위선홍이춘홍이 사군불견반월이 우선옥이춘홍니라 사군불견반월이

독좌유황에금선이왔느냐 독좌유황에금선이

어주축수에홍도가왔느냐

예 등대허 소 예 등대허

팔월부용의군자용

만당추수홍련이왔느냐

팔월부용에군자용

만당추수에홍련이왔느냐

예 등대허 소 예 등대허 소

삼월춘풍의호시절 만개황방의수혜가왔느

냐
구월구일에용산음 소축신국화가왔느냐

예 등대허 소 예 등대허 소

당팔사갖은매듭

차고나니 금량이왔느냐 예 등대허 소

사창에비추여어

섬섬 자초월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딸을나니섭섭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뒷동산에다대를심어

매듸매듸매듸죽심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장삼소매를펄펄리고

지정거거든채봉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세상보배가많은디 제일보배산호주왔느냐

아직등대치못하 소
기생을보니기생순디

오줌잘싸는시리리왔느냐 예등대허 소

무엇을먹고설사가났느냐

방귀잘뀌든똥복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위의 <표 22>에서는 《기생점고》의 사설을 장단의 변화에 따라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정정렬과 오태석이 《기생점고》의 사설을 풀어가

는 전개방식은 같다. 제1단락에서 오태석은 정정렬이 언급한 ‘월선이’ 대신, 

‘명월이’를 행수기생으로 취하 을 뿐 기생의 자태를 묘사하는 방식은 동일하

다. 제2단락은 사설형태는 같으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오태석은 정정

렬의 “팔월부용∼” 다음에 “구월구일∼”을 추가하고, ‘섭섭이’, ‘죽심이’, ‘시

리리’, ‘똥복이’ 등의 기생들을 호명하는 사설을 첨가하여 언어적 재치와 유머

를 적극 활용하 다. 또, 정정렬은 “예 등대허 소”로 일관되게 대답하는데 

비해, 오태석은 “아직 등대치못하 소”의 사설을 통해 재미와 변화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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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우후동산 일행수로구나

홍삼자락을 물러난다

조운모우 예 등대허

팔월부용에 예 등대허 소

구월구일에 예 등대허 소 

사창에 비추어 예 등대허 소 

아들날까 예 등대허 소

뒷동산에다 예 등대허 소

장삼소매를 예 등대허 소

세상 보배 아직 등대치못하 소

기생을 보니 예 등대허 소

무엇을 먹고 예 등대허 소

<표 23> 오태석의 《기생점고》 단락구분

다. 요컨대 오태석은 판소리 춘향가 《기생점고》의 사설을 풀어가는 방식

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언어유희를 적극 활용하는 사설로 새롭게 구성하 다. 

오태석은 사설을 재구성하면서 정정렬이 37장단으로 부른 《기생점고》 보다 

12장단이 길어진 49장단으로 불렀는데, 악곡의 길이에 차이가 생긴 것은 제2

단락에 첨입한 사설이 정정렬에 비해 길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2) 선율비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정렬의 사설과 비교한 <표 22>에는 《기생점

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49장단으로 되어있는 오태석의

《기생점고》를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12개의 단

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단락별 종지음을 살펴보면, 소리는 sol, do로 종지하는데 비해, 가야금반주

는 모두 본청의 do로 종지한다. 이로 인해 소리가 단락의 끝에서 종지감을 형

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야금반주의 종지선율이 단락을 구획하고 있다. 오태

석은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기생점고》에서 가야금반주 선율을 통해 종지

감을 주어 단락을 이루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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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오태석이 정정렬의 판소리 《기생점고》를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

금병창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을 심상건이 《기생점고》의 결합방식과 비교할 것이다.

아래 제시한 <악보 61>는 정정렬과 오태석의 《기생점고》를 비교하기 위

해 사설 내용이 유사한 부분을 가려 제시한 것이다.

정정렬은 본 장 1절에서 심상건과 비교를 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평조로 

노래한다.80) 오태석의 소리는 《긴 기생점고》에 해당하는 제1~5장단까지는  

degab(솔라도레미), 제6~15장단까지는 gac'd'e'(솔라도레미)의 

음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자진 기생점고》부분 가운데 제16~25장단은  

degab(솔라도레미)의 평조와 제26~49장단까지에는 dgb♭ac'(미라

도시레)의 계면조로 부른다. 오태석의 소리는 전체적으로 평조의 일정한 음

구조로 일관된 정정렬과는 다르게 중간에 변청과 변조를 통해 변화를 준다. 

다음에 제시한 <악보 61>는 정정렬과 오태석이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부분이다.

<악보 61-1> 정정렬 《기생점고》 제23~28장단

80) 본 고 Ⅲ장 1절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3) 기생점고 (2)선율비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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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2> 오태석 《기생점고》 제23~28장단

정정렬은 gac'd'e'(솔라도레미)의 음구조로 일관되는데 비해, 오태석

은 degab(솔라도레미)의 평조로 부르다가 제26장단부터 dgb♭ac'

(미라도시레)의 계면조로 음구조가 바뀌었다. 오태석은 정정렬의 《기생점

고》에 쓰이는 음구조를 수용하는 동시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구성하 다. 

정정렬과 오태석은 《기생점고》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불렀다. 진양조와  

중중모리장단의 두 부분으로 노래한다. 이 같은 구분은 20세기 전반기 판소

리 음반 및 오늘날 대부분의 판소리에서 《기생점고》를 진양조장단의 《긴 기

생점고》와 중중모리장단의 《자진 기생점고》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과 같

다. 정정렬은 37장단 중 제1~20장단은 진양조장단, 제21~27장단은 중중모

리장단으로 불렀고, 오태석은 49장단 중 제1~15장단은 진양조장단, 제

16~49장단은 중중모리장단으로 불렀다. 정정렬과 오태석 두사람의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의 붙임새가 기본을 이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정렬은 진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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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으로 부르는 《긴 기생점고》에서 한 장단에 사설을 3~4자 정도만 배분

하여 매우 유장한 선율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오태석은 정정렬에 비해 사설

의 붙임새가 다양하 는데, 한 장단에 사설을 배분하는 정도에 따라 정정렬과 

같이 동일음을 지속하여 길게 장인하기도 하고, 사설을 많게는 11~13자까지 

넣어 리듬을 세분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를 주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오태석은 한 장단에 배분되는 사설이 정정렬보다 전반적으로 많아 리듬이 세

분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정렬의 소리에서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붙임새

로 인해 나타난 음악적 특징은 악곡 중간에 장단이 바뀌어도 공통적으로 나

타났다.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하는 《기생점고》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어떻게 결합하 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태석이 두 선율의 결합에 어떠한 의

도를 가지고 음악을 구성하 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먼저 오태석은 《기생점고》를 부를 때 가야금반주가 소리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 이는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가야금반주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악보 62>의 제13~15장단을 보면, 

가야금반주를 소리와 동일음으로 반주하 고, 단락을 맺는 제13, 15장단에서

는 끝에 박을 채워주어 전체적으로 가야금반주를 소략하게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선율적 진행보다는 리듬적 요소를 강조하 다.

<악보 62> 오태석 《기생점고》 제13~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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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장단은 중중모리로 장단의 빠르기가 바뀌는 《자진 기생점고》의 

내드름 부분이다. 오태석은 가야금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소리로만 장단

을 이어나가면서 장단의 변화를 제시하 다. 이때 소리는 선율적인 진행보다

는 내드름의 역할로서 중중모리장단에 해당하는 ‘♪♩ ♪♩ ♪♩ ♪♩’의 리듬

형을 통해 리듬적 요소를 강조하여 부른다. 오태석은 악곡 내에서의 장단 변

화를 소리 선율의 리듬적인 요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동일한 대목

을 부른 심상건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다음의 <악보 63>는 심상건의 《기생점고》에서 장단에 변화를 주는 부분

의 내드름을 제시한 것이다. 

<악보 63> 심상건 《기생점고》 제29~35장단



- 153 -

위의 <악보 63>의 제32~33장단은 심상건의 《기생점고》에서 진양조에서  

중모리로 장단이 바뀌는 부분이다. 심상건은 장단이 바뀌는 부분에 간주를 삽

입하여 가야금반주의 선율적인 진행을 통해 장단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는 오

태석이 가야금반주 없이 소리의 리듬적인 요소를 통해 장단의 변화를 준 것

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오태석은 장단 내에서 처음 두 박 정도를 가야금반주로 공백으로 처

리하고 소리로만 선율의 진행을 한 뒤에 가야금반주가 뒤따라 나오는 방식으

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다음의 <악보 64>가 그 예이다. 

<악보 64> 오태석 《기생점고》 제25~28장단

위의 <악보 64>의 제26장단에서 앞의 2박에는 가야금반주 선율을 공백으

로 두고 “구월구일에”의 사설을 노래하 고, 제27장단의 “소축 신국화”의 사

설을 반주 없이 소리로만 진행하 다. 이렇게 소리로만 장단의 처음 두박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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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소리하는 경우에도 장단의 끝에는 가야금반주를 다시 등장시켜 박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또 <악보 65>과 같이, 장단의 첫 박을 가야

금의 제2현 또는 제3현으로 반주하여 강조해 준 다음 반주 없이 노래만으로 

장단을 채우는 경우도 보인다.  

<악보 65> 오태석 《기생점고》 제29장단, 제35~38장단

제29~30장단

제35~38장단

이처럼 장단의 첫 박은 가야금이 소리와 한 옥타브 이상 아래의 음으로 반

주하여 강조해 준 다음 가야금반주는 쉬고 노래만으로 장단을 채워주는 경우

에도 장단의 끝부분에는 가야금이 리듬을 분할하여 박을 채워준다. 이러한 진

행은 《자진 기생점고》에 해당하는 후반부에서 주로 보이고, 단락의 첫 박에 

나타나 단락의 구분점이 된다. 오태석이 장단 내에서 가야금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사설의 전달을 강조하거나 이면에 맞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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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행을 오태석의 음악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대목을 부른 심상건의 음악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악보 66> 심상건 《기생점고》 제58~61장단

위의 악보는 심상건이 중중모리장단에 맞춰 기생을 호명하는 부분으로, 소

리의 진행과 같은 선율로 가야금반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진행은 심상건의 

악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심상건의 음악적 특징이었다. 심상건은 가야금반

주가 독립적인 선율의 진행이 가능한 정도로 장단 내에서 가야금이 쉼 없이 

이어지며 소리와 대등한 선율을 구성하는데 비해, 오태석은 심상건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율의 진행을 보 는데, 이는 <악보 67>에서 볼 수 있다. 

 

<악보 67> 오태석 《기생점고》 제31~3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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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7>의 제32장단은 가야금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소리로 선

율의 진행을 보 고, 제33장단은 가야금반주가 소리와 동일한 음으로 진행하

는  반주 형태를 취하 다. 오태석은 한 장단은 반주 없이 소리만으로 구성하

고, 다음 장단에서는 소리와 반주가 함께 진행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소리와 반주를 균형감 있게 구성하 다. 이와 같이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대구

를 이루는 구조로 결합하는 방법은 악곡 전반에서 나타났다. 제32~33장단의 

사설은 오태석이 기존의 사설에 새롭게 추가한 사설로서 특유의 언어유희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태석은 언어유희를 보이는 32장단의 사설

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가야금반주 없이 소리로만 구성하 고, 이어지는 제

33장단부터 가야금반주가 소리와 함께 장단을 채워나가도록 하여 소리와 가

야금반주를 균형 있게 구성한 것이다. 

한편 오태석은 <악보 68>와 같이 잠시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서로 다른 음

으로 다성 진행하는 부분을 보이기도 한다. 

<악보 68> 오태석 《기생점고》 제45~4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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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8> 제45장단과 제47장단을 보면, 소리와 가야금이 상이(相

異)한 음으로 짧게 등장한다. 두 선율이 다성 진행을 보이는 것 듯 하다가 곧

바로 동일음으로 진행하면서 병창의 묘미를 잘 살려 부른 것이다. 

무엇보다 오태석의 《기생점고》에는 심상건의 병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주부분이 없다. 그가 《기생점고》에서 간주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대목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은 여러 기생을 

호명하는 대목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악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보다

는, 기존의 사설에 언어유희를 위해 새롭게 추가한 사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리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오태

석이 대목에 따라 특성을 잘 살려 소리와 반주를 결합하 던 병창 전문가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오태석의 《기생점고》를 정정렬의 《기생점고》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심상건이 부른 《기생점고》와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태석은 《기생점고》에서 기존의 사설을 풀어가는 방식은 그대로 수용하

는 대신에 언어유희가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사설을 추가하여 언어적 재치

와 유머를 적극 활용하 다. 사설을 통해 재미와 변화를 시도하 기 때문에, 

사설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음악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선율적 측면에서  

음구조는 평조로 일관되게 구성한 정정렬과 달리 평조에서 계면조로 음구조

의 변화를 주었고, 붙임새의 경우에도 정정렬보다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소

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은 사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장단 내에서 가

야금반주가 과감하게 생략되었다가 등장하는 양상을 보 다. 그러나 소리에 

편중하여 반주를 구성하기 보다는 단락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균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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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

단락
송만갑 판소리 오태석 가야금병창

1

화상을 입에물고 수정문 밖 썩

고고천변홍일광 부상으높이떠 고고천변일륜홍 부상에 둥둥떠

양곡잦은안개 월봉으로돌고

어장촌개짖고 희안봉구름떠

노화는다눈되고

부평은둥둥물에떠 어어룡잠자고 어어룡잠자고

잘새펄펄날아들어 동정여천으파시추

금색추파가여그라

잘새펄펄날아든다 동정여천에파시추

금성추파가여기라

앞발로벽파를찍어당기고

뒷발로창랑을탕탕

앞발로벽파를찍어다리면

뒷발로창랑을탕탕

이리저리저리이리 앙금둥실높이떠 요리조리앙금당실 떠둥정칠백리

<표 24> 송만갑·오태석의 《고고천변》 사설 비교

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음악으로 재구성하 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리와 기악연주 두 가지 모두 뛰어난 음악기량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음악배경은 그가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반주를 

조화롭게 하고 예술성있는 장르로 발전시키는데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3) 고고천변
오태석의 《고고천변》은  1932년《주부출궁》으로 취입된 음반이다. 본 장 

1절에서는 송만갑이 부른《고고천변》과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고

고천변》을 비교하고, 심상건의 음악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송만갑이 부른《고고천변》과 오태석이 가야금병창

으로 부른《고고천변》을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아울러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고고천변》과도 비교하여 오태석의 음악특징

과 두 연주자의 음악구성에 구별되는 점을 도출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송만갑과 오태석의《고고천변》의 사설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창자의 

사설의 동이(同異)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단락을 구획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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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을바라보니 사면으로바래보니

2

지광은칠백리 파광은천일색이라 지광은칠백리 파광은천일색이라

천회무산의십이봉 구름밖으솟았다 천회무산의십이봉 구름밖으돌고

오초난어이

해외소상으일천리 안하으경개라

악양루높은집의 두자미앉어지은글중으

동남으로버렸네 동남으로보이고

건곤은어이하야 일야에둥둥높이떠

낙표로 둥둥 가는배

춘바춘홍을못이기여

조각달 무관 속으 초희왕의 원혼이요

강한이글 굴룡하고 황금이 전편

노화의풍가

백설이만점 기상칠택의 전오

시월삼성 성락추

북방소식 저 기러기 천리고전의 만리변 북방소식으저기러기난

옹옹성의섯돌아 대하를다버리고

모래속의 가만히엎져

소상강으로들고

천봉만학을바래보니

만경대 구름속 학선이 앉어 울었다

천봉만학을바래봐

만경대구름속 학선이 앉어서 울어있고

칠보산에 비리봉 허공에 둥실솟았네 칠보산비로봉으검은구름으

계산파무는 울창 산은 칭칭 높고 산은칭칭높고

경수무풍의야자파 물은출렁깊고 물은칭솟았다

만산은우루루 국화는점점 원산은울울 근산은중중

낙화는동동 장승은낙낙

다래몽동칡넝쿨머루다래으름넌 다래몽둥칡넌쿨머루다라으름넌출

능수버들에 벗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 대추 가진 괴목

얼크러지고뒤틀어져 구부치렁청얼컸 얼크러지고뒤틀어져서

천리시내는 청산으로돌고

이골물이 주루루루 저골물이 꿜꿜 이골물 수루루 저골물이 콸콸

열에 열골물은 한트로 합수쳐서

천방자지방자 월턱져구부져

열의 열두골물 한트로 합수쳐

천방자지방자 천방자구부져

방울져거품져 건너병풍석에

마주쾅쾅 마주때려

방울져거품져 건넌병풍석

마주꽝 마주때려

산이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드메로가자

어기야

물으그로 가노라고

어그야자차 어흐으으으어허 허기야

3

어선은 돌아돌고 백구는 분비

목피리 해오리 너시전경이

아옥 따옥 소탱이 쑥꾹

경기 뚜루루 호반새 수루루

가가감실 날아든다

아마도 네로구나 이런소리가 또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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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4>에서는《고고천변》의 사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

하 다. 단락별 사설을 보면, 제1, 2단락은 거의 같고, 제3단락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1단락에서 오태석은 송만갑의 “고고천변∼” 앞에 “화상을 입

에물고/ 수정문 밖 썩”을 추가한 차이가 있을 뿐 같았다. 별주부가 토끼의 화

상을 입에 물고 육지로 올라가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오태석이 새롭게 넣

은 부분으로, 사설의 배경이 물 밖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었다. 이

는 판소리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아니리를 대신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2

단락에서 오태석은 송만갑의 사설 가운데 일부를 취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사설을 넣었다. 송만갑은 “건곤은 어이하야”부터 “시월삼성 성락추”등으로 

자연풍경을 세 하게 표현하는데 비해, 오태석은 이를 취하지 않고 과감하게 

축약하여 언급하는 차이를 보 다. 제3단락은 오태석은 부르지 않은 부분으

로, 이 부분의 사설은 내용면엣서 앞의 단락들과는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오태석은 짜임새 있는 전개를 위해 송만갑의 이 부분의 사설을 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오태석은 판소리 수궁가 중《고고천변》의 

사설에 새로운 사설을 추가하기 보다는 비교적 그대로 수용하면서 축약하여 

길이를 절반가량 축소하 다. 또 상황을 묘사하는 아니리적인 사설을 새로 추

가하 고, 설명이 반복되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설은 버리면서 짜임새 있

게 재구성하 다. 오태석의《고고천변》에 사설구조는 심상건이 송만갑의《고

고천변》의 길이를 축소하여 수용하는 것과 같았다. 오태석의《고고천변》에 

사설구조는 심상건이 송만갑의《고고천변》의 길이를 축소하여 수용하는 것

과 같았다. 이로 인해 오태석은 송만갑이 71장단으로 부르는 것 보다 절반가

량 짧은 42장단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판소리의 사설을 그

대로 수용하고, 아니리적인 사설을 첨입하거나 반복적인 사설은 과감하게 축

약하는 데에 연유한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24>에서 송만갑의 사설과 비교한 것에서는《고고천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42장단으로 되어있는 오태석의《고고천변》은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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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화상을 입에 물고 수정문 밖 썩

고고천변 날아든다

동정여천에 금석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떠 동정 칠백리

사면을 바라보니 안학으 경개라

악양루 높은집의 소상강으로 돌고

천봉만학을 물은 칭 솟았다

원산은 울울 마주꽝꽝 마주때려

물우그로 가노라고 허기야

<표 25> 오태석의《고고천변》 단락구분

 

단락별 종지음을 살펴보면, 소리와 가야금반주는 단락 끝 부분의 종지음에 

차이가 있다. 즉, 소리는 do, Re, la, sol 등으로 종지하는데 비해, 가야금반주

는 do, sol 등으로 종지한다. 소리는 종지감이 형성하지 않는 음들로 단락을 

맺기도 하지만, 가야금반주의 경우에는 종지감이 약하지만 단락의 구획을 나

누어주는 성격의 sol로 마치거나 대체로 본청의 do음으로 종지선율의 단락을 

구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악곡의 마지막인 제9단락에서는 가야금반주를 

본청인 do로 종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마쳤다. 

 다음으로 오태석이 송만갑이 부른《고고천변》을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

병창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앞서 살펴본 심상건의《고고천변》과 비교를 하여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을  드러

내 보겠다. 

송만갑의《고고천변》은 degab(솔라도레미)의 5음을 고르게 사용하

는 평조의 음구조로 되어있고, 변조나 변청을 활용하지 않았다.81) 오태석은 

송만갑의 음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시김새의 쓰임도 송만갑과 유사하 다.

81) 송만갑의 특징은 심상건《고고천변》의 음악적 특징과의 비교에서 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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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1> 송만갑 《고고천변》 제1~6장단 

<악보 69-2> 오태석 《고고천변》 제1~6장단 

두 사람의 선율 진행을 <악보 69>에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송만갑은 리

듬의 분할이 적고 큰 도약 없이 완만한 진행을 보인다.  오태석도 송만갑과 

유사하게 완만한 진행을 보이나, 송만갑에 비해 음역을 넓혀 노래하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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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송만갑과 오태석은 모두《고고천변》을 중중모리로 불렀다. 붙임새에 있어

서도 두 사람 모두 대마디대장단의 기본구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붙여 나가

는 특징을 보 다. 

오태석은《고고천변》을 가야금병창으로 불렀기 때문에 소리와 가야금반주

의 결합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오태석은《고고천변》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일한 음 내지는 사이음이 첨가되는 정도의 유사한 음으로 진행하는 

특징을 보 고,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다른 음으로 진행하는 헤테로포니의 다

성적 형태의 진행은 없었다. 대신에 중간에 가야금반주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

게 하는 선율이 여러 번 보 다. 

다음에 제시한 <악보 70>에서와 같이 가야금반주는 기본적으로 소리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형태로 가락을 채워 주었고,  장단 끝에 소리선율이 먼저 

마치는 경우에도 장단의 끝에는 가야금반주로 박을 채워주는 진행을 보인다. 

<악보 70> 오태석 《고고천변》 제5~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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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제5~6장단과 제9~10장단은 소리의 선율을 근간으로 하

는 반주를 보 고, 장단의 끝 박을 가야금이 채워 주면서 맺어주었다. 그러나 

제7~8장단과 같이 장단 내에서 가야금반주 없이 소리 선율만으로 진행하다

가 장단의 끝 박에만 가야금반주가 가락을 채워주기도 했다. 장단 내에서 가

야금반주 선율을 공백으로 두고 소리 선율로만 장단을 이루는 결합방법은  

오태석의《고고천변》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오태석은 소리와 반주의 결합방

법에서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음악적 긴

장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합방법은 <악보 71>에서도 볼 수 있다. 

오태석의《고고천변》에서 가야금반주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구성하면서 장식음이나 간음을 삽입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

한 가운데 제3장단의 첫 박과 같이 소리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장단의 

첫 박을 강조해주기도 하고,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공백으로 처리하면서 사설

의 전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태석의《고

고천변》에는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이 반주 없이 소리로만 이어지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진행은 동일한 대목을 부르는 심상건의 악보와 비교해 보

면 반주의 구성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악보 71-1> 오태석 《고고천변》 제3~4장단 

 

<악보 71-2> 심상건 《고고천변》 제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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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71-1,2>의 악보를 비교해 보면,  오태석과 심상건은 “고고천변 

일륜홍”의 부분에서 가야금반주를 구성한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오

태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야금반주의 선율이 장단의 첫 박과 끝 박에 채

워주는 정도의 단순한 형태로 구성한 반면, 심상건은 제1장단과 같이 가야금

반주를 소리의 선율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 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단에 간

주를 삽입하여 앞 장단의 노래선율을 반복하 다. 이때 간주는 소리 선율에 

장식음을 첨가하여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오태석은《고고천변》에서 

가야금반주의 형태를 단순한 리듬형으로 구성하여 소리에 비중을 두는 경우

가 많았고, 심상건은《고고천변》에서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간주를 삽입하거

나 소리의 선율에 장식음이 첨가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오태석은 장단 내에서 사설을 엮어 부르는 경우에, 두 장단이 짝을 이

루는 구조를 보이게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악보 72> 오태석《고고천변》제31~36장단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오태석은《고고천변》의 제31~36장단은 장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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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설을 엮어 부르는 부분으로 가야금반주의 구성방법이 특징적이다. 두 

장단을 하나의 작은 단위로 하여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부분에 해당하

는 장단에는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소리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방식으

로 구성하고, 뒤에 이어지는 장단에는 가야금반주를 소략하게 하거나 과감하

게 공백으로 처리하여 소리로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이로써 두 장

단이 대구를 이루는 형태로 구성하 다. 예컨대 제31장단~32장단에서 제31

장단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장단으로 가야금반주의 선율을 소리와 동일한 선

율로 구성하고, 제32장단은 뒤에 이어지는 장단으로 장단 첫 두 박에서와 같

이 가야금반주를 공백으로 처리하거나 ‘♪♩ ♩ ♪’의 리듬의 분할 없이 단순

하게 이어주는 형태로 구성하 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제33장단과 제34장단, 

제35장단과 제36장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진행을 오태석의 특징

으로 보는 데에는 동일한 대목을 노래하는 심상건의 경우와 비교를 통해 가

능하다. 

<악보 73> 심상건 《고고천변》 제29~32장단

위의 <악보 72>는 오태석과 동일한 대목을 부르는 심상건의 것으로 장단 

내에서 사설을 엮어 부르는 부분이다. 그러나 선율의 진행을 보면 심상건은 

오태석에 비해 가야금이 소리와 동일하게 등장하여 장단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음악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상건은 병창

으로 노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장기인 가야금가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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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비중을 두었을 것이다. 반면에 오태석은《고고천변》에서 소리와 반주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상건에 비해 소리에 보다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태석은 일괄되게 가야금반주를 쉬게 하면서 소리에 비중

을 두는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락 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구성하 다.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오태석의《고고천변》을 송만갑의 소리와 비교하고, 아

울러 심상건이 병창으로 부른 것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태석《고고천변》의 사설은 기존의 판소리 수궁가 중《고고천변》의 사설

을 비교적 그대로 수용하면서 길이를 절반가량 줄 다. 대신에 상황을 묘사하

는 아니리적인 사설을 새로 첨입하고, 설명이 반복되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설은 취하지 않으면서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 다. 오태석의 사설구조는 심

상건이 송만갑의 사설에서 길이를 축소하여 수용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심상

건은 자연경치를 노래하는 중간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비해, 오태석은 아

니리적인 사설을 첨입하거나 반복적인 사설은 과감하게 축약하는 차이를 보

다. 선율적 측면에서 특히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가야

금반주는 소리선율의 골격음에 근간을 두고 진행하는 형태로 반주하 다. 이

는 가야금병창을 부르는 다른 연주자들에게도 보이는 보편적 특징이다. 다만 

가야금반주의 비중에 차이를 보 다. 오태석은《고고천변》에서 장단 내에 가

야금반주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게 구성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는 소리에 비중

을 두고 노래하는 이소향이나 판소리 창자가 부르는 병창의 특징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그런데 오태석은 이처럼 소리에 비중을 두고 장단을 구성한 다음에

는 바로 이어 가야금반주가 소리와 같은 음으로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하여 

마치 소리가 메기면 반주와 소리가 함께 받는 것처럼 음악을 구성하는 특징

을 보 다. 또, 이처럼 반주 없이 노래로만 장단을 채우면서 음악적 긴장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장단 내에서 사설을 엮어 부르는 경우에는 두 장단이 짝을 

이루는 구조가 더욱 부각되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오태석이 

그가 부르는 병창 곡에서 이와 같이 소리와 기악반주의 조화와 균형을 생각

하며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음악배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태석은 당시에 주된 공연활동을 가야금병창에 집중한 연주자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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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와 판소리에 모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연주자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방송이나 음반 등의 공연활동을 가야금병창에 주력하면서 병창의 고유

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악

곡에 따라 병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맛깔스러움을 찾았던 것이다. 일

례로 오태석은《고고천변》의 첫 부분에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화상

을 입에 물고∼”의 판소리 아니리에 해당하는 사설을 새롭게 넣었고, 전반적

으로 사설의 전달을 위해 또는 이면에 맞게 소리하기 위해 가야금반주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게 하여 소리선율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소리선율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야금반주가 쉬게 된다면, 이는 

판소리와 구별되는 점이 없어, 듣는 이에게 병창의 묘미를 느끼게 하기는 부

족했을 것이다. 오태석은《고고천변》에서 소리선율을 강조하여 부르는 장단

에 이어 가야금반주가 소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으로 수성반주하게 하면

서 음색의 다양한 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재구성하

는 특징을 보 다. 

4) 토끼화상
《토끼화상》은 수궁가 중의 한 대목으로 별주부가 토끼를 데려오기 위해 

수궁에서 육지로 나올 때 화관(畵官)을 불러다가 토끼의 외양을 그리게 하는 

장면을 부르는 대목으로, 일명 《퇴화상(兎畵像)》·《토화상(兎畵像)》이라고

도 불린다. 판소리 명창인 임방울이 즐겨 불러 그의 더늠으로 유명하다. 

《토끼화상》은 판소리 임방울의 더늠으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야금병창으로도 불렀다. 가야금병창 《토끼화상》은  오태석을 비롯해서 심

정순, 한성기, 이옥화, 김갑자, 김운선, 성금화, 김병호 등이 불렀다. 음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심정순이 취입한 1928년도의 음반이며, 오태석은 그보다 

두 해 뒤인 1930년에 취입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녹음한 바 있다. 본 항에

서 대상으로 삼은 오태석의 것은 1932년의 음반이다.  

본 항에서는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임방울이 판소리로 부른 수궁가 중 《토끼화상》과 오태석이 가야금

병창으로 부른 《토끼화상》에 대하여 사설구조와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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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단락
임방울 판소리 오태석 가야금병창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들여 화사자 불러들여

토끼화상을 그린다 토끼화상 그린다

동정유리청흥연 금석추파거북연적 동정유리청홍연으 금수추파거북연적

오증어로먹갈려 양두화필을덥퍽풀어 오징어로먹갈어 양두화필을덥석풀어

단청채색에두루부쳐서 이리저리그린다 백롱설화의간지상의 이리저리그린다

천하명산승지강산 경개보던눈그리고 천하명산승지간의 경개보든눈그려

난초지초온갖행초 꽃따먹던입그려 난초지초온갖향초 꽃따먹던입그려

두견앵무지지울제 소리듣든귀그리어 두견앵무지지울제 소리듣던귀그려

봉래방장운무중으 내잘이말던코기려 봉래방장운무중 내잘말던코그려

만화방창화림중 펄펄뛰던발그려 만화방창화림증 뛰어가는발그려

대한엄동에설한풍으 어한하던털그려 대한엄동설한풍방 풍허는털그려

신농씨상백초 이슬떨든꼬리그려
두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꽁댕이 묘똑 허리는 늘씬허고 꼬리 몽똑

좌편 청산이요 우편에 녹순듸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

녹수강산으 애굽은장송 휘늘어진양류속 녹수청산굽은길은

들락날락 오락가락 들락날락오락가락

앙그주춤에 뛰는 토끼 앙그주춤 뛰는 것이

화중퇴얼춧그려

아미산월에반륜퇴 이어서더할소냐 아미산월반륜추인들 여어기서더할소냐

아아나가지고나리거라
아니엿다별주부야

네가가지고나니거라

<표 26> 임방울·오태석의 《토끼화상》 사설 비교

고, 특히 오태석이 부른 병창 내에서 창과 반주의 결합방식에 주목하여 그의 

음악적 특징을 도출해 보겠다.

(1) 사설비교

  
먼저 임방울과 오태석의 《토끼화상》 사설비교를 위하여 내용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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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6>에서는 《토끼화상》의 사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

하 다. 토끼의 형상을 그리는 과정을 풀어내는 것으로 토끼의 눈, 입, 귀, 코, 

발, 털을 그리는 과정으로 사설을 구성한다. 단락별 사설을 보면, 두 단락 모

두 창자별 차이가 없었다. 제1단락에서 오태석은 임방울의 “단청채색에∼”를 

취하지 않고, “백롱설화의∼”를 추가하 을 뿐 동일하다. 제2단락에서 오태석

은 임방울에 없는 “신농씨상백초/ 이슬떨든 꼬리그려”의 사설을 추가하 고, 

임방울의 “아나 가지고 나리거라” 대신에 “아니엿다 별주부야”를 넣어 등장

인물인 별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토끼의 외양을 그리는 과정에

서는 “두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와 “화중퇴얼춧그려”를 취하지 않았을 뿐 

같았다. 요컨대 오태석은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화상》의 사설을 거의 그대

로 수용하여 구성했다. 다만 길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임방울은 33장단

인데 비해 오태석은 45장단으로 오태석의 것이 12장단 길다. 길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설에 따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태석은 임방울의 사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 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태석이 병창으로 선율을 재구성

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차이는 다음의 선율비교 부분에서 후술할 

것이다.  

(2) 선율비교

앞의 <표 26>에서 임방울의 사설과 비교한 것은 내용에 따라 《토끼화상》

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45장단으로 되어있는 오태석의 《토끼

화상》을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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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장단수 사 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화사자  그린다

동정유리 먹 갈어

간주 장단

양두화필을 그린다

천하명산 눈 그려

간주 장단

난초지초 입 그려

간주 장단

두견앵무 귀 그려

간주 장단

봉래방장 코 그려

간주 장단

만화방창 발 그려

간주 장단

대한엄동설한 꼬리 몽똑

좌편은 더할소냐

아나엿다 나니거라

<표 27> 오태석의 《토끼화상》 단락구분

단락 내의 장단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두 장단 단위로 한 구를 이

루는 구성을 보 고, 두 장단으로 이루어진 간주가 총 6번 출현하 다. 단락

별 종지음을 살펴보면, 소리는 주로 sol, re로 맺는데 비해 가야금반주는 모

두 본청의 sol로 안정감 있게 종지했다. 

다음으로 오태석이 임방울이 부른 판소리 《토끼화상》을 어떻게 변개하여 

가야금병창으로 불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가야금

반주의 결합 양상을 분석해 보겠다. 

임방울은 dgb♭ac'(미라도시레)의 계면조의 음구조를 보이고, 굵은 요

성 등의 시김새는 쓰이지 않았다. 제6장단에 f'(솔)음이 잠시 출현하지만, d

(미)음으로 끌어내리며 등장하는 음으로 구성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

해 오태석의 소리는 gac'd'e'(솔라도레미) 5음으로 이루어진 평조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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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인다. 오태석은 임방울이 계면조로 부른 대목을 가야금병창으로 재

구성하면서 평조로 노래하여 악조가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단락을 맺

는 장단 끝부분의 음을 보면, 임방울은 주로 mi 또는 la, 오태석은 sol 또는 

re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악조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악보 74-1> 임방울 《토끼화상》 제1~6장단

<악보 74-2> 오태석 《토끼화상》 제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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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의 진행에 있어 임방울은 시작부분에 mi'를 굵은 요성대신 퇴성으로 

시작하고, la(la')와 do'에 퇴성이 쓰이기도 한다. 오태석은 전반부에는 평조의 

5음을 고루 쓰며 노래했다. 제27장단에서 do'에 퇴성이 쓰이고, 제33장단 이

하부터는 do' 대신 si'음이 등장하기도 한다. 

오태석은 《토끼화상》을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기존 판소리의 사설

에 맞는 음구조로 바꾸어 부르는 변화를 시도하 다 그러나 사설의 붙임새는 

기존의 방법을 수용하여 임방울과 유사하게 대마디대장단을 기본으로 하는 

붙임새로 단순하게 불렀다

무엇보다 오태석의 《토끼화상》은 가야금병창으로 불렀기 때문에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오태석이 《토끼화상》에서 취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방식은 크게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와 간주를 삽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

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악곡 전반에

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야금병창에서 공히 나타나는 가야금반주의 형

태이다.

<악보 75> 오태석 《토끼화상》 제35~4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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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은 위의 악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장단에서 가야금반주

는 소리와 동일한 음으로 진행했다. 이때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선율이 동시에 

쉼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시김새를 넣지 않고 단순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39~40장단과 같이 가야금반주는 장단의 첫 박을 소리보다 한 

옥타브 이상의 아래 음으로 강박의 효과를 주면서 선율의 진행에 변화를 주

기도 하 다.  

오태석은 《토끼화상》의 시작부분에서 <악보 75>과 같이 장단의 첫 박 또

는 전반을 가야금반주 없이 소리로만 시작하고, 이후 가야금반주가 소리의 선

율과 유사하게 반주하 다. 

<악보 76> 오태석 《토끼화상》 제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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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은 위의 제1~2장단과 같이 장단의 첫 박에 가야금반주를 공백으로 

두면서 소리가 등장하도록 구성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반주형태는 음악적

으로 긴장감을 주는 효과를 주었다. 제2장단에서는 소리가 먼저 종지하는 경

우에 가야금반주가 장단의 끝을 맺는 가락으로 채워주어 안정적으로 종지하

는데, 이처럼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장단 내에서 선율을 주고받듯이 결합하

는 것은 음색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부르는 판소리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오태석은 《토끼화상》에 서 간주를 반복적으로 넣어 음악을 구성하 다. 간

주는 단락을 구분하거나 장면을 전환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오

태석은 다음의 <악보 76>에서처럼 주기적으로 간주를 넣어 단락을 구분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형식미를 통해 듣기 편한 음악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

인다. 

<악보 77> 오태석 《토끼화상》 제11~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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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오태석은 토끼의 “눈, 입, 귀, 코, 발” 등을 그리는 

과정을 노래하면서, 두 장단 길이의 간주를 반복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

성하 다. 이때 간주는 병창으로 노래한 부분과 유사하게 진행하면서 반복 연

주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제11~12장단의 소리선율이 G-g-g-a/ 

d'-c'-a-g로 진행하면 뒤이어 나오는 제13-14장단의 간주부분은 앞의 소리

선율을 중심으로 D-a-g-a/ d'-a-g로 변주하면서 반복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간주의 길이를 길게 하고 반복적으로 삽입하여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고, 가야금반주 선율이 독립적으로 앞의 선율을 반복

하여 단락감을 주는 것이 극대화 된 예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반주

형태는 오태석이 병창을 부를 때 가야금반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연주자임

을 드러내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가야금병창 내에서 가야금반주가 줄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알고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토끼화상》을 임방울의 소리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태석은 《토끼화상》의 사설을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 다. 사설구조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악곡의 길이가 임방울의 소리보다 

늘어났다.  이는 오태석이 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간주를 삽입하면서 생긴 차

이 다. 선율적 측면에서 음구조는 기존의 악조에 변화를 주어 평조의 음구조

로 바꾸는 대신에 사설의 붙임새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관계에 주목한 결과, 가야금반주는 소리의 선율을 근간으

로 하여 반주하는 형태를 보 는데, 악곡 전반에서 가야금반주 선율이 끊임없

이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구성하여 일견 가야금반주에 보다 비중을 

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악곡 중간에 간주를 여러 번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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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주고자 하 다. 이러한 가야금반주의 형태는 가야금반주의 선율에 비

중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간주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단락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형식미를 갖추는 등 탁월한 구성력을 보

고, 짜임새 있게 노래함으로써 판소리나 가야금연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로운 어울림을 추구하 다. 

이상으로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에서 살펴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설구조에 있어 오태석은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

다. 물론 악곡에 따라 축소하거나 새롭게 첨가하는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만, 대체로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재구성하 다. 

특히 오태석은 사설을 운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 다. 즉, 재치 있는 사설

들로 언어적 유희가 돋보이는 구성을 했다. 사설을 통해 재미와 변화를 시도

하 기 때문에, 사설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음악을 구성하 다. 그러나 소리

에 편중하여 음악을 구성하기 보다는 단락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 짜임새 있는 음악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판소리와 산조에 뛰어난 음악기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악조, 장단 등을 유사하게 구성하기도 했지만, 기

존의 악조를 계면조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다. 계면조로 바꾸어 불렀다는 것은 

그의 소리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태석은 다른 병창연주자에 

비해 계면조의 성음으로 노래하는 악곡이 많았는데, 계면조로 바꾸어 불렀다

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부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의 소리목 뿐만 

아니라 음악의 구성력이 탁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율적 측면에서 소리와 가

야금반주의 관계를 보면, 반주는 수성반주를 기본으로 하 다. 다만 가야금반

주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미를 보 다. 소리와 가야금이 주고받도록 구성하

여 음색의 다양화를 시도하거나, 악곡 내에 간주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그

러나 무엇보다 오태석은 악곡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조화롭게 구성하

여 두 선율을 균형있게 진행하는 특징을 보 다.

오태석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연주자이면서 동

시에 당대 최고의 가야금병창 전문 연주가 다. 당시 방송활동 및 유성기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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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입 횟수만 보아도 그가 가야금병창의 독보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는 판소리, 산조 및 창극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하

여 가야금병창을 구성하 다. 이러한 음악배경은 그가 가야금병창에서 소리

와 가야금연주의 조화로움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예술성 있는 장르로 발전시

키는데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더 나아가 가야금병창이 독립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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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사적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가야금병창은 20세기 전반기에 판소리, 산조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공연 양식으로 확립되었다. III장에서는 음악적 분석을 통해 가야금

병창의 예술적인 측면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이상적인 

조화로써 고유한 음악적 미를 추구했던 독립적인 음악장르 음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새롭게 성립된 가야금병창이 20

세기 전반기 음악계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 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시기별 가야금병창의 존재 

양상을 드러내는 한편, 가야금병창이 당시 전통음악 발전에 기여한 바가 무엇

인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예술적 

가치와 음악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1. 공연양식의 변화와 가야금병창
 

20세기 전반기는 근대화와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던 시

기 다. 음악의 경우, 서양음악계와 대중음악계가 경쟁 구도를 이루었고, 그

러한 상황에서 전통음악계82)는 시대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써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 다. 

판소리, 민요 등 기존의 음악 형태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등장한 가야금병

창이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음악, 사회적 배경에 어떠한 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의 음악계의 변화 속에서 전

통음악이 위축되었던 전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가야금병창이 이전보다 더욱 

확고한 음악적 위상을 확립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특수한 배경이 주목되기 

82) 20세기 전반기 대중음악악계가 급격히 성장하여 음악계의 중심부를 차지하기 시작

하면서 예술음악과 대중음악간의 경쟁 구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3) 참조. 



- 180 -

때문이다.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발전과정은 당시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화 양상과 긴 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시켜 살펴볼 것이다.  

시기적으로 20세기 전반기에 있어 가야금병창과 창극은 기존의 판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장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야금병창과 창극은 기

존의 판소리와 다른 형태의 공연으로 새롭게 시도한 것인데, 그 시도가 이루

어진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 가야금병창의 경우, 본격적인 창극이 등장한 

1930년대 이전 시기인 1910년대 무렵에 박팔괘와 심정순은 이미 기존의 판

소리를 활용하여 가야금 반주를 곁들이는 새로운 형태를 선보 다. 요컨대 가

야금병창이 창극보다 선행하 던 것이다. 

창극의 경우, 20세기 초에 기존의 판소리 연행 형태와 다른 시도를 하 지

만, 진정한 창극의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고 분창의 형태에 머물렀다. 다음의 

제국신문 1902년 12월 16일 기사는 협률사에서 창극이었던 ‘춘향이놀이’

에 공연에 대한 내용이다. 

(전략) 춘향이 놀이에 이르러는 어사 출도하는 거동과 남녀 만나 노는 형

상 일판을 다각각 제 복색을 차려 놀며 남원일읍이 흡사히 온 듯하더라.83) 

 위의 기사는 가야금병창이 창극보다 선행하 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기

사는 판소리 춘향가를 분창으로 부른 공연을 알려주고 있다. 춘향가의 등장인

물의 배역을 분담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세기 초에 분창으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 지

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극은 이보다 훨씬 후인 1930년대에 정립된다. 따라

서 가야금병창은 창극이 정립된 시기보다 훨씬 앞서 연행되었다고 할 수 있

다. 

19세기 초에서 시작된 분창은 1930년대에 창극이 본격적 궤도에 오르기 

이전까지 판소리 등장인물의 배역을 여러 명의 창자가 나누어 부르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결국 분창은 배역을 분담한 외형적인 차이에 머물렀을 뿐, 새로

83) 제국신문, 1902.12.16. 백현미, “창극의 역사 위에서 창극의 미래를 기획하자 - 

창극 100년, 국립창극단 40년을 뒤돌아보며 -”, 미르 (서울: 국립극장, 2002), 10

월호, 4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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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면모를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해 큰 인기를 얻지 못하 다. 그와 달리 가야

금병창은 19세기 판소리와는 다른 흥취를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큰 인기

를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이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소리(唱)하는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판소리 공연와의 차별성이 강했을 뿐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 역시 높

았다. 음악적 형식과 예술성이 발현된 가야금병창은 판소리와 구별되는 독립

된 장르로 확고해질 수 있었다. 

가야금병창은 판소리뿐 아니라 단가, 잡가, 민요 등 기존의 악곡을 수용하

다. 박팔괘는 단가 《백구타령》, 남도잡가 《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불

렀는데, 그는 기존 악곡의 사설을 수용하면서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 사설을 

재구성하고 그에 적합한 반주로 가야금선율을 창출하 다. 1908~1910년 무

렵에 박팔괘가 불렀던 가야금병창에서 가야금 반주는 대체로 소리의 선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인 수성반주를 띠었다. 그럼에도 당시 대중들에게 소리

와 가야금연주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흥밋거리가 되었다. 

최소한 판소리와는 차별화된 ‘들을 만한 음악’이었던 형태로 대중에게 주목받

았던 것이다. 

박팔괘는 1907∼1910년 사이에 가야금병창으로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

는데, 이 무렵 박팔괘 외에도 심정순과 같은 다른 연주자들로 가야금병창 공

연에 동참하 다. 1912년 신문기사에서 심정순의 가야금병창을 장안사의 대

표 공연으로 소개한 사실은, 가야금병창이 1910년대에 대중으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은 공연물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로써 늦어도 1912년에는 가야금병

창이 확고한 공연양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가야금병창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양식 근대극장에 의한 새로운 공연 환경의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근대식 극장의 무대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기존

의 판소리 공연공간은 외정(外庭)이나 풍류방이었지만, 가야금 연주84)는 주

로 실내에서의 풍류음악 형태로 존재하 다. 가야금의 음량이 적었고, 주로 

실내악 형태로 연주되었기 때문에 근대식 무대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판소리

84) 이 시기에는 아직 가야금산조가 형식적으로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풍류방에

서의 가야금 연주는 풍류 또는 오늘날의 가야금산조에 선행하는 초기 형태의 기악 독

주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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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외정에서 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20세기에 건립된 근대식 

극장은 판소리와 가야금연주를 결합시킨 가야금병창의 공연이 가능한 무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극장 측에서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 공연종목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음악과 

차별되는 새로운 장르로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가야금병창이 주목받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본다. 결국 극장에서의 가야금병창 공연은 대중

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1910년대에 심정순과 박팔괘

는 장안사, 단성사 등에서 활발히 공연 활동을 하 는데, 이들에 의한 중앙무

대의 성공적인 공연활동으로 인해 당시 서울 중앙무대로 진출한 지방 음악인

들의 공연활동을 촉진케 한 촉매 역할을 하 다.85)  

1910년대에 가야금병창이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공연 종목으로 자리를 잡

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야금병창

의 등장 시기는 정확하지 않고 대략 19세기 중엽 혹은 19세기 말엽으로  추

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가야금병창은 전통음악계에서 가장 발빠르

게 새로운 음악계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음악매체에 적합한 가야금병창이 1900년대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데에는 중앙무대의 성장, 신문 등을 통한 빠른 소식의 전파 등 근대화의 

향과 더불어서 1900년대에 전통음악계 특히 판소리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가야금병창이 1900

년대에 빠르게 독립적인 공연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당시 전통음악계가 근

대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대처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분창은 

이후 발전과정의 연속에 놓이지 못하고 한동안 침체기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형태를 시도했음에도 그것이 확산되지 못한 것은 공연환경과 관련된 여러 사

회적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1910년대 중반이후 극장들이 음악유통의 

85) 1910년대 전반기에 심정순과 박팔괘가 각각 장안사와 단성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가

야금공연 활동을 하 다. 심정순은 장안사가 폐쇄된 이후, 협률사를 이끌면서 지방에

서 공연활동을 하 는데, 그의 가야금병창 공연은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가야금병창은 1910년대에 이미 서울과 지방에서 공연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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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지 못하자 중앙 무대에서의 전통음악 공연활동은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원각사는 1912년 화재로 소실되고, 장안사와 연흥사는 경 에 실패

하여 1914년에 폐관되고, 전속단원은 광무대로 이속하게 되었다. 1907년 5

월에 설립된 광무대는 1930년 5월까지 전통음악의 정재, 전통연희,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그러나 1910년대에 광무대에서는 가

야금병창을 주요한 공연종목을 채택되지 않았다.86) 따라서 광무대는 가야금

병창이 공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단성

사는 1917년 이후 화 전용관으로 바뀌면서 예술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마

감하게 된다.87) 

전통음악의 전반적 침체 상황은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에도 향을 주었다. 

일례로 장안사의 폐관으로 당시 최고의 가야금병창 연주자이던 심정순조차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 다. 이러한 전통음악의 침체는 

1920년대 후반부의 ‘구악 부흥운동’이 전개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비록  

침체기에 처하 지만, 지방출신의 연주자들의 서울 중앙무대로의 점진적 진

출은 1920년 후반기에 구악 부흥이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 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1910년대 후반부터 권번에서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 다. 이들

에 의해 양성된 국악인들은 이후 구악 부흥의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에 연주

자로 활동하게 된다. 1910년대 중후반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전통음악은 

무대에서의 공연이 침체되었지만, 음악인들은 1920년대에 전통음악계를 주

도하게 될 음악인들을 양성하는 교육 활동으로 그 침체기를 대처하 다. 많은 

음악인들은 침체기를 벗어나 전통음악 공연이 다시 활발히 전개될 시대를 맞

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88) 일례로 가

86) 광무대에서 가야금병창이 공연된 것은 1920년에 들어와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인 “구악(舊樂) 부흥운동과 가야금병창”에서 후술될 것임.

87) 유민 ,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 (서울:태학사, 1998), 64∼182쪽.

88) 1910년 중후반의 전통음악 침체기와 관련하여 박황은 ‘원각사가 폐쇄된 1905년부

터 1920년까지 창악인의 잠복기’로 보았고, 성기련은 창악인의 잠복기를 1910년대부

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로 보았다. 박황, 판소리소사 (서울: 신구문화사, 1976), 

133쪽 참조 및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3), 58쪽 참조.

   박황과 성기련은 원각사와 장안사 폐지 시점을 중심으로 침체기를 파악한 것과 달리 

필자는 1910년대 중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 1910년대 전반기에 비록 서울은 아니지

만, 협률사를 통한 극장공연이 지방에서 전개되었으므로 1910년대 전반기는 침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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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병창의 경우 오태석·심상건·이소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연주회와 방송 등에 출현하고,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정황을 고려

할 때 이들은 이미 1910년대 중후반 이전에 서울로 진출하여 1930년대 대표

적인 연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구악(舊樂) 부흥운동과 가야금병창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교육계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구악(舊樂)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음악을 가르치고 전통 음

악인들이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적 배경은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이 다시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다. 아래 기사는 당시 구악 부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교

육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가르치게 된 것은 당시 

전통음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고대 아악(雅樂)의 부활 

여자미술학원 주최와 본사 후원으로 정악회 개최

(전략) 우리의 음악! 실로 사람의 성정을 도취할 만한 정악이 근고까지도 

없지 않았건마는 십여년래로 아주 황폐하여져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었더

니 우리의 예전 것을 계승하자는 미미한 정성이나마 차차 향상되어 시내 각 

사립학교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음악을 다시 살리고저 하여 우선 이화여학교

(梨花女學校)에서도 조선 음악과를 새로 설치하고 교수 중인데   (후략)89) 

(조선일보 1927.5.27)   

또한 전통음악의 부흥을 위한 연주회가 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사실

도 같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전통음악 교육을 비롯해 신문사 

등 사회단체들이 전통음악의 부흥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놓이지 않았다고 본다. 

89)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1920∼1940 (I)”,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

회, 1994), 제12집, 18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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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고악을 살리기 위하여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를 개최할 터인 

바 (후략)90) (조선일보 1927.5.27)   

위의 기사는 신문사와 같은 사회단체들이 전통음악의 부흥에 기여한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구악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사회단체들이 후원하여 개최된 대

회식 음악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연 종목이다. 위의 조선일보에는 공연 내

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공연을 소개한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이 공연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 여자미술교우회주최(女子美術交友會主催) 경

성녀자미술학교 교우회주최의 조선정악대회는 이십팔일 오후 칠(七)시반에 

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리리라는데 순서는 다음과 갓다.

영산회상합주  가곡반주 金亨俊  (중략)  별곡합주  소상팔경 반주 심상건 

(후략) (동아일보 1927. 5.27)

   

위의 기사를 보면, 1927년 5월 27일에 열린 조선정악대회에서 공연된 종목

으로 가곡, 별곡합주와 더불어 가야금반주에 의해 단가가 불린 사실이 알 수 

있다. 심상건이 《소상팔경》의 반주를 맡은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같은 

해에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소상팔경》을 처음으로 음반 취입한 사실을 

고려하면,91) 조선정악대회에서 그가 《소상팔경》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러 사회단체의 후원으로 전개된 구악 부흥운동은 가야금병창이 다른 전

통음악과 함께 독립된 음악 갈래로 그 위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받게 되었다. 이러한 향에 힘입어 이후 개최되는 각종 명창대회 형태의 연

주회에서 가야금병창은 중요한 공연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가야금병창이 중

요한 공연 종목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들에게 그만큼 

90)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1920∼1940 (I)”,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

회, 1994), 제12집, 187쪽에서 재인용.

91)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소상팔경》의  음반은 총 3편인데, 그 연주가 각각 다르다. 이

는 심상건이 《소상팔경》을 항상 같은 형태로 부르지 않고, 즉흥성을 발휘하여 변화를 

주면서 때에 따라 다르게 불렀음을 알려준다. 본고 쪽,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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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병창이 좋은 반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심상건과 같은 명인에 

의해 가야금연주와 소리의 절묘한 결합에 의한 가야금병창은 대중에게 기존

의 판소리, 단가, 민요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흥을 안겨주었다고 본다. 

특히 가야금연주에 뛰어났던 심상건과 같은 명인이 부른 가야금병창은 매우 

신선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가야금병창은 심상건 외에도 

당시에 연주와 소리로 이름을 날렸던 연주자들이 도전하고 싶은 종목이 되었

다. 그리하여 기존에 판소리 위주로 공연을 했던 창자와 가야금연주자들 상당

수가 가야금병창 연주와 공연에 동참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

년대에는 심상건, 이소향, 오태석 등이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활동하

다.92)

  전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말부터 자주 등장하는 명창대회는 ‘구악(舊樂)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구악(舊樂) 부흥운동의 중심은 판소리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1930년대에는 ‘구악(舊樂) 부흥운동’이 판소리 부

흥에 일조를 하 는데, 가야금병창도 이러한 전통음악 부흥에 힘입어 새롭게 

활발한 공연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앞서 Ⅱ장에서 다루었던 <표 3>의 기

사에 소개된 조선음률협회 제1회 공연의 프로그램을 보면93), 총 33곡 중에 8

곡이 가야금병창으로 공연되었을 정도로 당시 가야금병창은 대표적인 전통음

악의 공연물이었다.

당시의 명창대회는 출연하는 참가자의 위상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되다. 그

러므로 명창대회의 흥행을 위해서는 당시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명창들로 출

연진을 구성하게 되었고, 따라서 명창대회는 판소리 명창들을 중심으로 정예

화 되었다.94) 이는 판소리 창자들이 서양성악가에 대응되는 전통음악가로서 

92) 본 고 15쪽의 Ⅱ장 <표 2>에 1920년대 후반기 이후 가야금병창 관련 공연기사를 

정리한 표 참고. 

   <표 2>에는 동아일보 1927년 5월 27일자의 ‘조선정악대회’의 기사는 제외하 다. 

기사에는 심상건이 《소상팔경》의 반주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심상건이 가야금병

창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가야금병창’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93) 본 고 18쪽의 Ⅱ장 <표 3> 조선음률협회 제1회 공연 프로그램 참고. 

94) 1920년대 중반부터 자주 등장하는 명창대회는 구극계의 공연 형식이 판소리 연창자 

중심으로 정예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현미, “창극의 역사 위에

서 창극의 미래를 기획하자 - 창극 100년, 국립창극단 40년을 뒤돌아보며 -”,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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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95) 

당시 중요 명창대회 출연진의 기록을 보면, 가야금병창 공연으로는 오태석, 

심상건, 이소향 세 명의 연주자로 정예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기

사에서도 가야금병창 연주를 오태석, 심상건, 이소향이 공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야금병창이 192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고 1930년대에 그 전성기를 맞

이하게 되는 데에는 근대적인 음악매체인 유성기음반과 방송의 발달이 기여

한 바가 크다. 특히 유성기음반은 판매량이 유성기음반 회사의 이윤으로 직결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음악의 종류 및 연주자를 결정하 다. 

한편으로는 유성기음반 회사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상품성 있는 레

퍼토리의 개발 및 연주자의 발굴을 통해 차별성 있는 음반으로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하 다. 이러한 시도는 가야금병창에도 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야

금병창의 유성기음반 취입 횟수, 연주자 수, 연주되는 악곡의 레퍼토리가 증

가하여 1930년대에 가야금병창은 그 전성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중반이후에 유성기음반 시장은 급성장하면서 유성기음반의 황금

시대라 불릴 정도로 취입되는 음반의 숫자가 늘어났다. 따라서 1920년대 후

반기와 1930년대에 가야금병창을 취입한 유성기음반이 양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유성기음반의 전체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단순한 숫자상의 결

과는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음악

계의 전체 구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가야금병창의 존재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1920년대 후반부 예술계에서의 큰 변화는 화와 같은 대중예술이 본격적

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점이다. 1927년 나운규 《아리랑》의 성공은 무성 화

의 전성기를 갖고 왔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대중음악의 성장을 이끌었다. 

(전략) 소화2년 낙화유수가 단성사에 상영되자 이 주제가가 대유행되어 

(서울: 국립극장, 2002), 10월호, 163∼164쪽.

95)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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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소화4년에 콜럼비아에서 그리고 곧 뒤따라 빅타-에서 이 낙화유수(강

남달)를 발매했는데 요원의 불과 같이 전조각지 일대유행을 보게 된 것이

다. (중략) 이와 같이 조선유행가는 영화소곡 영화주제가로부터 기원하였

다. 이때로 말하면 레코-드의 합리적판매망이 완비되었고 전기취입으로 레

코드의 상품가치가 더욱 오르기 시작한 때라하겠다.96)

위의 기사와 화주제가가 음반으로 발매되고 대중음악으로 성공하게 되면

서 대중음악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 결과 1920년대 후반까지는 유성

기음반 발매의 주요 대상이 전통음악이었으나, 1930년대에 오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재즈송, 만요, 신민요, 유행가 등이 음반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다.97) 한편 1930년대 전후로 양악계도 상당히 성장하

기 때문에 1930년대의 전통음악은 서양음악 및 대중가요와의 경쟁구도 속

에 있었다. 

이로부터 1920년대 후반이후 1930년대에 유성기음반의 숫자, 레퍼토리와 

연주자의 숫자 등으로 보았을 때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단순히 

시대적 상황에 힘입어 양적 증가를 한 것이 아니고, 전통음악 내부는 물론이

고 대중음악 및 서양음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성기음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만약 가야금병창이 당시 

대중이 선호하는 공연양식이 아니었다면 음반취입은 줄어들어 1930년대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는 당시의 가야금병창이 다른 음악양식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

소가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 이후에도 독립적인 공연양식으로 존재하

고 또 1930년대에 음악적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음악매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유성기음반은 

1면 당 녹음 시간이 대략 3분에서 3분 30초 정도98)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6) 양훈, “유행가의 걸어온 길”, [조광], 제8권, 제7호, 1942,  124-27쪽.

97) 장유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 유성기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90쪽.

98) 이선,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현황 -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을 중심

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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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간이 긴 음악양식은 유성기음반에 적합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라디오

방송은 연주시간에 제약을 덜 받았다. 이중 방송기인 1933년부터 1938년까

지의 음악연예방송은 평일의 경우 20시부터 21시3분까지 매일 1시간 30분

씩 편성되어99) 연주시간의 제약은 적었지만 공연시간이 짧은 음악이 방송에

도 보다 적합했다.100) 이러한 제약은 판소리의 경우 토막소리화 되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아니리의 약체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가야금병창은 단가

나 판소리의 주요 대목을 가야금반주를 하면서 소리(唱)을 하는 공연양식이기 

때문에, 이미 토막화 된 판소리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당시의 가야금

병창은 당시 녹음시간이 제한된 유성기음반에 취입하거나 방송되기에 적합한 

공연양식이었다.101)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은 판소리 공연문화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1930년대의 판소리 부흥운동의 향을 받게 된다. 1930년대 전반기 판소

리 부흥운동은 주로 정통성 회복을 통해 소멸해 가는 판소리 음악문화를 부

활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었다.102) 구체적인 노력으로 명창대회식의 순수연

주회를 통해서 명창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정통 판소리를 부르게 하 다. 하

지만 대중은 이미 단조로운 판소리 보다는 무대공간을 꽉 채우면서 아기자기

한 즐거움도 선사하는 창극에 더 재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103) 판소리 창

으로만 전체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은 대중들에게 단조로울 수 있었다. 가야금

99) 이혜구, “1930년대의 국악방송”, 국악원논문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7), 제9집, 249쪽.

100) 예를 들어 정정렬은 1932년 6월 29일, 30일, 7월 1일에 ‘連讀口演’이라고 하여  

《춘향가》 중 세 대목을 방송하 고, 1933년 4월 26일에 ‘連讀唱劇調(一)’로 《단

가》와 《삼국지중 삼고초려》, 4월 27일에 ‘連讀唱劇調(二)’로 《삼국지중 화용도》를 

방송하 다. 이와 같이 방송에서는 연속창극조와 같이 판소리를 며칠씩 연달아 방송하

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며칠 동안 끊어서 듣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음악감상을 하기

에는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에서도 방송시간 내에 연주가 완료되는 음악

양식을 더 선호했을 것이다. 방송기록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곡 목록 (민속원, 2000), 125, 131쪽.

101) 20세기 전반기에 유성기음반으로 취입 된 가야금병창은 대부분이 한 면에 모두 녹

음되었고, 한 면에 녹음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면에 나누어서 녹음함으로써 한 개의 음

반에 한 곡을 모두 녹음하 다. 단, 1930년에 심상건이 콜럼비아에서 취입한 《소상팔

경》 만은 가야금병창 음반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음반 총 4면에 걸쳐서 녹음되었

다. (Columbia40124-A/B, Columbia40125-A/B) 

102)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131쪽.

103) 유민 , "창극의 태동, 그 화려한 전성", 세계화시대의 창극 (국립중앙극장, 

2002),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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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창은 신파극의 오염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판소리 음악에 다양성을 주었기 

때문에 판소리 부흥을 위한 공연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당시 공연

을 음악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판소리의 음악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판소리 음악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한 가야

금병창의 공연활동이 늘어나는데 일조 했을 것이다. 일례로 아래 기사는 

1939년에 매일신보에서 주최한 명창대회의 기사로 심지어 여류명창대회임

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남창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을 포함

시켜서 공연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략) 흥타령의 남도잡가의 리진홍, 장일타홍, 장동주, 권성탄의 산타

령, 놀량, 방아타령, 양산도의 합창과 조남홍의 고무(鼓舞)가 있는 외에 여

류명창대회에 특히 남자의 소리 하나를 끼웠으니 이것은 가야금으로 첫손가

락을 꼽는 오태석(吳太石)군의 가야금병창이 그것이다. 이만하면 요리로 치

면 산해진미가 한상에 다 올라있는 세음이요 화초로 이를테면 백화가 어우

러진 꽃동산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온 것 같은 것이니 이야말로 납량위안

의 이름에 손색이 없는 내용일 것이다.(후략) (매일신보 1939.8.15) 

가야금병창이 1920년대 후반에 중요한 공연양식으로 존재하고, 1930년대

에 이르러 최고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연주자들의 공헌한 바

가 가장 크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명창대회 등의 기사에는 이동백·정정

렬·박녹주·김창환·김창룡·송만갑 등 판소리 명인과 더불어 오태석·심상

건·이소향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아래 기사에는 이동백과 더불어 오태석

을 연주회의 대표 출연진으로 소개하기도 하 다. 

조선악감상의 밤이라 하여 소리외의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이동백, 오태석 외 11명 (조선일보, 1933.8.12) 

명창대회의 기사를 낼 때에는 유명한 명창의 이름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태석·심상건·이소향의 가야금병창은 당시 판소리 명

창들의 공연과 견줄만한 인지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II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성기음반 취입과 방송활동 측면에서도 1920년대 후반부터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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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은 이 세 사람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즉, 1920년대 후반 이후의 가야금병창은 음악적인 면에서

도 판소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예술성이 있었고, 이는 오태석·심상건·이

소향의 음악으로 대표되었다. 이들의 가야금병창은 초기 병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설을 수용하면서 변용하여 재구성하 고, 선율적 측면에서도 소리

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를 추구하는 점은 같았다. 다만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

로 조화를 추구하는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연주자의 음악배경 및 활

동에 따른 것이었다. 심상건은 당시 가야금산조에 일가를 이룬 연주자로서, 

그가 부르는 가야금병창에는 가야금의 활용이 적극적이었고, 이소향은 당시 

판소리 등의 창자로 활동하던 여류명창으로, 판소리의 다양한 대목을 가야금

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병창의 레퍼토리 확대를 위한 시도를 하 고, 이를 토

대로 소리의 성음 및 사설의 전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렸다. 또, 오태석은 

당시 병창 전문가이면서 현재 전승되는 가야금병창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판소리, 창극, 가야금연주 등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악곡에 따라 소

리와 가야금반주의 비중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대목

의 특성에 맞게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로움을 통해 균형 있고 짜임새 있

게 구성하 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은 당시 병창을 주도했던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이 주도적으로 자기만의 음악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발전시켰다. 한편,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세 사람 외에도 가

야금병창을 연주했던 연주자들의 수가 많았다. 당시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들

을 그들이 활동하던 음악배경에 따라 구분하 는데, 이들은 당시의 가야금병

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음악을 발전시키는 양상을 보 다. 이는 판

소리나 산조가 유파와 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가야금의 조화라는 큰 틀 안에서 공통

된 음악적인 미를 추구하면서도 연주자들만의 차별화되는 음악적 완성도를 

높일 정도로 가야금병창이 성숙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금병창은 1920년대 후반 이후에 다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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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양식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전통음악의 중요한 공연양식으로 존재 

할 수 있었던 요소로 당시 새로운 음악매체에 적합성, 기존 판소리 공연과의 

차별성, 그리고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역량 등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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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병창이 공연사적으로 전성기를 맞았던 20세기 전반기

를 중점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그것이 독립된 음악 갈래로 확립될 수 있었

던 배경을 살폈다. 아울러 당시 가야금병창을 주도했던 대표적 연주자들을 중

심으로 그들에 의해 연주된 가야금병창에 내재된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 다. 

음악적 특징은 기존의 판소리· 단가 · 잡가 · 민요 등을 새로운 가야금병창의 

형태로 창출하 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야금병창의 

대표 연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 요소와 개별적인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 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이룰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야금병창이 20세기 전반기에 독립적인 음악 형태로서 무대에서 공

연되었던 상황을 연주자들의 공연활동 분석을 통해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당

시 가야금병창의 공연사적 위상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는 

근대적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음악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음

악계에 큰 변화가 대두되었다. 새로운 극장에서의 공연, 유성기음반 발매, 방

송활동 등은 이전의 시기와 다른 전통음악의 상황을 조성하 다. 20세기 초

를 전후하여 등장한 가야금병창은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탄생하 다. 가야금

병창은 1910년대 전후에 중앙무대 극장에서 정기적인 공연 종목으로 채택되

었다. 판소리, 단가, 민요 등 기존의 음악과 다른 색다른 연주 방식을 보여준 

가야금병창은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독립된 음악형태로 자리 잡

았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명창대회 등 연주회의 중요공연양식으로 자

리잡고, 유성기음반의 발매, 국악 방송 운  등으로 가야금병창 공연이 급격

히 늘어나면서 193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가야금병창 공연활동은 1910년대 전후에는 당시 대형 극장에서 공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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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던 심정순과 박팔괘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연주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1920년대 후반기 

이후 가야금병창 실질적으로 오태석·심상건·이소향 세 명에 의해서 주도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당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가야금병창 이외의 

다른 음악활동을 꾸준히 하 는데, 이러한 음악활동은 그들의 가야금병창 음

악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연주자들의 음악활동 배경을 기준으로 ‘가

야금연주 전문가’, ‘소리 전문가’ 및 ‘병창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그 중심에는 역시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이 있었다.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을 주도했던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의 

대표적인 악곡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및 예술성을 

고찰하 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야금병창은 사설의 구조적인 면

에서 볼 때, 기존의 사설에서 길이를 축소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 다. 연주자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심상건은 자연풍경

을 노래하는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 고, 이소향은 

유사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취하지 않거나 축소하 다. 특히 오태석은 사설을 

운용하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보 는데, 대목에 따라 언어적 유희가 돋보이는 

구성을 했다.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비교적 기존의 악조와 장단 등은 유사하

게 진행했다. 다만 심상건과 이소향은 기존 악곡의 악조와 장단을 그대로 준

용한 데 비해, 오태석은 악조 변화로써 자신의 음악 세계를 나타내었다. 

선율적 측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관계를 보면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공통적 요소와 개별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소리 선율을 근간으로 가야

금반주를 구성하는 것은 본고에서 분석한 연주자에서 공히 나타나는 기본 속

성이다. 그러나 세분적인 부분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을 이루는 방식

에는 차이가 컸다. 심상건의 경우, 가야금반주는 단순히 보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보다 비중이 큰 경향을 보 으며, 반주 선율에서 그

의 독자적 음악성을 드러내었다. 소리와 반주간의 헤테로포니적 선율 진행을 

시도하는 한편, 가야금반주를 전주 또는 간주로 적극 활용한 특징이 있다. 심

상건이 가야금병창을 부를 때에 연주했던 반주선율은 훗날 그가 가야금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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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 때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소향의 경우, 본래 판소리, 민요 

등을 불렀던 창자 기 때문에 그가 부른 가야금병창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기

악연주자 던 심상건과 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소향은 주로 소리선율에 

비중을 두어 가야금이 반주의 역할 안에서 소리의 여운을 주거나 사설을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와 가야금병창에 모두 능했던 오태석은 

훗날 ‘병창 전문가’로 명명될 만큼 가야금병창을 통해 그의 음악적 기량과 예

술성을 발휘하 다.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로움을 

극대화시켰으며, 악곡 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선율

의 균형감을 조성하 다. 요컨대 심상건·이소향·오태석이 이들 가야금병창

의 연주자에서 나타나는 강한 개성과 음악적 차이는 판소리의 창제나 산조의 

유파에 버금가는 특징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전반기 음악계의 변화가 가야금병창에 미친 향을 살

펴보고, 당시 가야금병창이 어떠한 배경에서 독립된 음악 갈래로서 확립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음악사적 의의를 찾고자하 다.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

병창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배경의 기저에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

기 위하여 전통음악계 내부에서 공연 양식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판

소리 창자들이 새로운 공연방식으로 분창을 시도했지만,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지 못했던 것과 달리 가야금병창은 대중들에게 이미 친숙해있던 기존의 판

소리, 단가, 잡가, 민요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연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인기

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1930년대에 조성된 구악(舊樂) 부흥운동은 가야금병

창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다. 구악(舊樂) 부흥운동으로 주

요 공연에서 가야금병창이 연주되는 빈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가야금병창 

연주자도 늘어났다. 연주자들 저마다 독자적 음악성을 발휘함으로써 대중들

로부터 큰 인기를 획득하 다.

음악계 내의 경쟁 구도 속에서 1930년대에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이룰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악(舊樂) 부흥운동을 단순히 전통으로의 회귀

가 아닌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적극 대응하

기 때문이다. 동시에 심상건·이소향·오태석 등 이름난 명인, 명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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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된 가야금병창은 그것이 독립된 공연 형태로 확립될 수 있는 데에 기여

한 바도 크다. 이들 명인은 새로운 시도와 레퍼토리의 확장을 통해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의 외연 확장과 동시에 음악적 완성도를 높 고, 그 향

을 받은 후속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이 생겨나 그들의 음악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은 소리와 가야금연주의 조화로운 결합

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성을 갖춘 중요한 음악 형태로 확립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병창이 형성되고 전성기를 이루는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병창 존재양상 및 예술성을 고찰하 다. 그 결과 가야금병창은 1900년

대부터 이미 판소리와 독립되는 공연양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1920년대 후반

부터 급격히 성장해서 1930년대 전반기에는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야금병창의 공연활동은 1910년대 전후로는 심정순과 박팔괘, 

1920년대 후반 이후로는 오태석·심상건·이소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

히 오태석, 심상건, 이소향은 자신들의 음악활동 배경과 연주곡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방법으로 소리와 가야금연주의 조화를 추구하고 레퍼토리를 개발함

으로써 가야금병창의 예술성을 높이고 비슷한 연주배경을 가진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음악에 향을 주었다.

가야금병창이 20세기 중앙무대에서 중요 공연양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은 1900년경에 전통음악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로 그 

가치가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음악계의 경쟁구도 속에서 

가야금병창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당시 가야금병창이 고유의 예술성을 갖

는 전통음악의 중요한 공연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존재양상과 예술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가야금병창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오늘날 가야금병창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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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Gayageum Byeongchang (Singing 

Accompanied by 12-String Zither)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Lee, So-Young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s Korean society 

at-large experienced modernizati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mmunity also underwent enormous  change, in 

addition to the transformations of music communities 

generally. New musical environments,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eras, such as performance in modern theaters, 

release of phonograph records, and broadcast activity, began 

to engag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ircle as well. 

Gayageum byeongchang, which emerged in the 20th century, 

made its appearance in the midst of those changes. During 

the 1910s, it became regular repertoire at major theaters. 

With its unconventional method of performance, gayageum 

byeongchang gained public favor and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music genre.

While it is unknown precisely when gayageum 

byeongchang originated, it is believed to have appeared 

around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Jeongsun Sim 

and Palgwae Pak are known as the earliest performers of 

gayageum byeongchang, before it was well-known to the 

public. More frequent performances began in the late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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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by the release of phonograph records and the 

inaugur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roadcasting, and 

later, in the early 1930s, the music saw its heyday.

In my dissertation, I analyzed music by Taeseok O, 

Sanggeon Sim, and Sohyang Yi—the leading gayageum 

byeongchang musicians of the time—in order to examin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early gayageum byeongchang. 

Based on that study, I assert that gayageum byeongchang 

was established as a distinct music genre, differentiating 

itself from pansori (long dramatic-epic solo sing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Furthermore, the genre’s high artistic 

standard was achieved through the ideal combination of the 

singing and the gayageum accompaniment. This new musical 

genre, in which one person demonstrated the harmonious 

performance of pansori (or minyo [folksongs]/japga 

[semi-artsongs]) singing with gayageum accompaniment, 

inspired audiences with a different musical appreci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many instrumental virtuosos and 

master singers of the time performed gayageum 

byeongchang,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hear 

the highly sophisticated musical genre, also influenced its 

success.

Texts in the repertoire of gayageum byeongchang—

usually rearrangements of pansori texts—have in common 

that they shorten and alter existing text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erformers. For instance, Sanggeon 

Sim expanded them, adding detailed descriptions in sections 

on natural scenery, while Sohyang Yi condensed texts or did 

not use repeated or redundant parts. Taeseok O showed 

particular excellence in dealing with texts by applying 

flattering wordings to each part. From a mus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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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erformers generally maintained the original modes and 

rhythmic patterns. Yet, while Sanggeon Sim and Sohyang Yi 

mostly kept to existing modes and patterns, Taeseok O 

demonstrated his own musicality by changing mod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ayageum 

byeongchang performers are clearly displayed in the 

interrelation of singing and the gayageum accompaniment.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common factor in gayageum 

byeongchang pieces is that the gayageum accompaniments 

are generally composed based on the vocal melodies. 

However, at a detailed analytical level, the ways of 

combining singing and instrumental accompaniment are seen 

to differ in each performer. In Sanggeon Sim’s music, for 

example, the gayageum accompaniment is not a mere 

ancillary; rather, it plays a more primary role than the 

singing itself, demonstrating his idiosyncratic musicality. He 

experimented with heterophonic melodic progression of the 

singer and gayageum, and instrumental sound was also 

utilized as a prelude and an interlude. It is believed that Sim 

later applied the gayageum melodies from byeongchang in 

his gayageum sanjo (lit., “scattered melodies”; a solo 

instrumental genre). In the case of Sohyang Yi, whose 

musical background was based on pansori and minyo 

singing, the characteristics of her gayageum byeongchang 

differ from those of Sanggeon Sim, who was primarily an 

instrumentalist. Yi placed more importance on vocal 

melodies, and made the gayageum keep to the realm of 

accompaniment, providing a resonating sound to the vocal, 

and helping the effective delivery of the text. Taeseok O, a 

master of both pansori and gayageum byeongchang, was 

named the “byeongchang professional,” becaus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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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d his own virtuoso performance and artistry 

through gayageum byeongchang. O’s gayageum byeongchang 

maximized the harmonious musical relationship of the singing 

and its gayageum accompaniment, artistically balancing vocal 

and instrumental sound. The characteristics and 

idiosyncrasies of each performer, as shown in their 

gayageum byeongchang, could be compared to those of 

pansori and sanjo schools.

The fundamental factor that led to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being the heyday of gayageum byeongchang 

was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mmunity’s awareness of 

the need for change in conventional performance style, in 

order to adjust to the ever-changing social environment. 

Unlike pansori musicians, who tried a new performance style 

called “bunching” (pansori performance by singers with 

assigned roles) which ultimately lacked a “new” dimension, 

gayageum byeongchang performers began to gain popularity 

by fusing the instrumental performance with preexisting and 

accustomed vocal genres, such as pansori, danga (“short” 

solo song, usually connected with pansori), japga, and 

minyo. In particular,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movement, 

which arose in the 1930s, provided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gayageum byeongchang was nurtured and developed. 

Because of that movement, gayageum byeongchang was 

frequently performed as a featured genre. As a 

consequence, the number of gayageum byeongchang players 

increased, and the music earned great popularity as each 

performer demonstrated his or her own virtuosic musicality.

Thus, the heyday of gayageum byeongchang arrived, 

despite the competitive atmosphere of 1930s music circles, 

because gayageum byeongchang musician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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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used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movement as an 

opportunity to try new performance styles while keeping the 

tradition, rather than simply reverting to the tradition. At the 

same time, the artistry of gayageum byeongchang promoted 

by master singers and gayageum virtuosos, such as 

Sanggeon Sim, Sohyang Yi, and Taeseok O, helped establish 

gayageum byeongchang as an independent musical genre. 

The musical experimentation and the repertoire expansion 

by those musicians enabled gayageum byeongchang to reach 

its artistic peak and gain public renown, and succeeding 

generations of musicians have continued both pursuits. 

Gayageum byeongchang thus became an important musical 

genre with independent artistic value earned through the 

harmonious weaving of singing and gayageu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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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송만갑(1913) 박팔괘(1915) 심상건(1931) 권농선(1934) 김해선(1935)
백구야

날지를말아라

백구야

나지마라

백구야훠얼훨

나지마라

백구야훠얼훨

나지마라

백구야훨훨

나지마라
너를잡으러내아니다

성상이바렸기여
너잡을내아니다

승상이바리었시니

너잡을내아니라

성상이버렸으니

너잡을내아니라

승상이나렸으니

너잡을내아니라

성상이버렸으니
너를좇아

여기를 왔노라

니를쫒아서

여기왔다

너를쫒아

예왔노라

너를쫓아

여기왔나

너를쫓아

예왔노라
강산으터를닦고 강사앙의터를닦어 강상의터를닦어 강사아앙의터를닦고

일지지당도허니
니나내나다를소냐

구목위소하여두고서 군목위소를허여두고 군목위소를허야두고 군목위소를허여두고

나물먹고물마시고 나물먹고물마시고 나물먹고물마시고 나물먹고물마시고

팔을두러베고누웠으니 팔을들어베에고누웠네 팔을들어내매고누웠네 팔을들어메에고누웠네

대장부살림살이는 대장부살림살이가 대장부살림살이가 대장부살림살이가

이만하며는넉넉허냐 요만허면넉넉할거나 요만하면넉넉할거나 요만허면넉넉할거나

일촌간장으맺힌설움 일촌간장맺힌시름은 일촌간장에맺힌설움 일촌간장에맺힌설움 일촌간장의맺힌설움

부모생각이뿐이로다 부모니생각뿐이로다 부모생각뿐이로다
부모생각뿐이라

부모님생각뿐이라

옥창앵도붉었으니

월정부지이별이야

옥창앵도붉어지니

원정부지이별이야

옥창앵두가붉어

원정부지이별이라

옥창앵두붉어

원정부지이별이라

옥창애앵두가부울거

원정부지이별이야
송백수양으

푸른가지는

송백수양

푸른가지

송백수양

푸른가지

송백수양

푸른가지
높이높이

그네를메고서

높드란하게도

그네를매고서

높드라니

그어어네매고

높드라니

그네매고

높드라니

그네매고
녹의홍상의

미인들은

녹의홍상의

미인들은

녹의홍상의

미인들은

녹의홍상의

미인들은
이리저리왕래헌다 이리저리왕래헌다 이리저리왕래헌다

오락가락노니난다 오락가락추천을하는 오락가락의넘노는디 오락가락노니는디 오락가락의넘노는디

우리벗님은어디를가겨 어디를가고 우리벗님은어디가고 우리벗님은어디가고 우리벗님은어디가고

단오시절인줄

모르신다

단오시절인줄

모르는가

단오시절인줄

모르는가

단오인줄을

모르시나

단오시절인줄을

모르느냐
그달을지내고

오월이라단오날
일지지창외허여

창창한숲풀속
백결이점점잦었넌데

시자시재성언이야

산 자치가나는구나

광풍세월에너룬천지

연비어약노는구나

오류춘광경좋운디

청풍명월을놀고지고

이애봉우들아

말들어라
등장가자등장을가
늙으신이들은

죽지를말고
젊은이는

늙지를마자고
그말연유로

등장가자
그런연유로

부록 1-1. 단가 《백구타령》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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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가자
쳐다보느냐

만학은천봉

치어다보느냐

만학은천봉

쳐어다보느냐

만학천봉

쳐어다보아라

만학천봉
내리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내리굽어보니

백사지땅이라

내리굽어보니

백사지땅이라

내리굽어보니

백사지배라
허리굽은늙은장송은 허리굽고늙은장송은 허리굽은륵은장송은 허리굽고늙은장송은

광풍을못이기어서 광풍을못이기어서 광풍을못이기어서 광풍을못이기어서

우줄우줄이

춤을추고

우우줄우줄이

춤을추고

우우줄우우줄

춤을춘다

우줄우줄이

춤을춘다
천리시내는

청산으로돌고
이골물수루리루

저골물콸콸
이골물이소리루리루이골물이소리루리루이골물이소리루리루

저골물이콸콸

이골물이주루루

저골물이좔좔
열의열두골물

한트로합하여

열이열두골목

한트로합하여

열의열두골물이  

한트로합쳐서
천방자지방자

월턱져방울져

천방자지방자

월턱져방울져

천방자지방자

월턱쳐방울져
건너병풍석에다

꽝꽝마주때려

건너병풍벽에다

꽝꽝마주때려

건너병풍석에다

꽝꽝마주때려
버큼이북쩍물결은

수루루루

버끔이북쩍물결은

수리루리루

버큼북쩍물결

워리렁추렁청

뒤둥거려

워리러엉청거려 어리렁콸콸

산이뒷뚱거려

떠나간다

산이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울렁****

천금준마를

잡어타고서

노류장화를

꺾어들고

천금준마

비겨타고서

천금준마

비겨타고서
장안대도상으로

다니면서

장안대로상의

놀아보자

장안대로상의

놀아보자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청풍명월로

놀아보자

더부렁거려

놀아보자

거드렁**거리고

청풍명월이*이요
아니놀든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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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김창룡(1931) 심상건(1929) 이소향(1935)

대장부이허랑하야 대장부허랑하여 대장부허랑하야

부와공명을하직허고 부귀공명을하직하고 부귀공명을하직하고

삼척동일피일려로 삼척동일필려로 삼척동일필려로

승지강산을구경갈제 승지강산유람할제 승지강산유람할제

진시황고국국지와 진시황고국지와 진시황고국지며

만리장성아방궁 만리장성아방궁과 만리장성아방궁과

한무제이천추유적 봉황대황금대며 한무제천추유적

선인장승로반과 선인장금로반이 선인장승로반과

한무제천추유적

연지초화진주며 연제초위한진조

오수당월노채송도음 오수당월노채송 오수당월노채송

터를본연후에 도읍터를다본연후의 도읍터를다본후에

강산이으흐기진하여 강산이기진허되 강산이기진하되

호흥이상존허니 호흥이상존하야 호흥이상존하야

옥난간에높이올라 옥난간의높이올라 옥란간높이올라

인호상이자작으로 인호성이자작후의 인호상이자작후어

저엉어엉연케취한후에

하안단침돋우베고 한단침을돋오들고 한단침도도비고

장주호점잠이들어 장주호접의잠이드니 장주호접이잠간되야

꿈도또한생시같이 꿈이또한생시같이 꿈이또한생시같이

우수를높이들어 우수를높이들어 우수를번쩍들어

소상반죽을둘러있고 소상반죽을둘러짚고 소상반죽을둘러짚고

반야청산들어가니 반야청산들어가니 만수청산을들어가니

산야수색도좋거니와 산용수세도좋더니와 산용수색도좋거니와

초목무색이아름답다 초목무성아름답구나 초목무성이아름답다

칭칭헌절벽상엔 칭칭암절벽상의 층층한절벽상으

낙화로자릴허고 낙화로자리삼고 낙화로자리하고

고금 웅문장열사 고금 웅문장열사 고금 웅문장열사

은일화탕의절대가인 은일화탕의절대가인 은일호당절대가인

현금야복으로현화하야 허건야복으로 현간야복으로

헌화허여보았는디 헌화하여앉았난데

좌상의앉은선인 좌상의앉은손님 좌상으앉은손님

누구누구모았드냐 뉘귀뉘귀앉으셨노 누구누구앉으신고

천하장사풍운현무 천하장상풍우 무 천하장상풍우 무

사군부양고요이직설 사군무량고요직설 사군무양고요직설

만고충신용방비간 반고충신용방비간 만고충신용방비간

지절높은백이숙제 지절높은백이숙제

검무일수의항장이며 금무일수항장이며

추풍강동장한이 추풍강동의장한이며

부록 1-2. 단가《대장부한》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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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총명사광이며

용병여신사마양저

자경유현형가섭정

오오범주범상군이 오호의범주범상공 오호범주범상공과

이러한명장들이

기주하던유령이며 기주하던유량이며

애월하던태백선장 애월하던태백선생

첩첩이구소진장의 첩첩무궁소진장과

퉁소일수장자방과 퉁소의장자방이

일변으로모았는디 일변으로늘어앉어

경개무궁이더욱좋다

웅호걸이다모일적의 웅과호걸이모인곳에

절대가인이모아든다 일등미인이모아든다

매회달기포사하며 매회달기포사희며

당명황양귀비하생십구 당명황양귀비하희식

인오강낙누구누구 부인채문희오강낙루미인이

일변으로모았는디 일변으로모았는디

웅호걸질사악이다모인디 웅과절사악이다모인디

경재처의기이허다

청천무궁긔이쿠나

수천장걸린폭포 수천장으걸린폭포 수천장걸린폭포

의시은하낙구천이요 의시은하낙구천이요 의시은하낙구천이요

백만기일높은봄은 백만기일높은봉은 백만길높은봉은

청천삭출이금부용이라 청천삭풀금부용이라 청천삭출의금부용과

백로백구부안들은 백로백구부안들은 백로백구부안들은

도화유수우떠놀고 도화유수떠놀고 도화유수떠놀고

황금같은저꾀꼬리는

세류간에베를짜고

출처없는원조성은

곳곳이모도다일어난다

난봉은군작청학백학 난봉군작청학백학

두견앵무해동청은

만학천봉왕래허누나 만학천봉왕래헌다

춘추나먹으리라 춘주나먹으리라

백옥반수양수리

나물도하려니와춘주나먹으리라

제일산채불로초라 제일산채불로초며 형산백옥반에팔진선미담아

천일주감로주를 일등해물좋은안주 놓고대모잔유리병으

배욱바리가득히놓고 화기에다가득히담어놓고 천일주를부어들고

유리병앵모잔이

권커니받거니

좌방의앉은손님 좌상으앉은손님

순배대로권하는디 순배대로권허올제 순배없이권할적에

천거어부의내성과 천거어부의애내성은 전계어부애내성에

남가일몽흩어지니 남가일몽이흩어지니 남가일몽이흩어지니

에화허덧없다 어화덧없구나 어화애닯구나

장부의평생한을 대장부평생소원 대장부평생뜻을

용중의못이루니 몽중에도못이루니 꿈에도못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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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니원통허냐 으찌아니원통허리 긴한숨쩔은탄식을

어느때나아깨울란가

낙양성십리허에 낙양성십리허의

높고낮은저무덤은 높고낮은저무덤은

웅호걸이몇몇이며 웅호걸이몇몇이며

절대가인이누구누구 절대가인이뉘귀뉘귀냐

우락중분비백년에 우락중분비백년은

소년행락이편시춘이라 소년행락이편시춘이라

아니놀고무엇허리 아니놀고무엇할거나

흐흔들흔들거리고

노류장화꺾지말고

청풍명월이놀아보자

거드렁거리고놀아보자 거드렁거려놀아보자 더부렁거려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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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정정렬(1930) 오태석(1932) 심상건(1937)

행수기녀

우후동산

낙요하야

문 주의

화중복의모란이

모란이가들어온다

모란이라허는기생은

뚜렷하고어여쁘고

잔패돋는홀씨들고

수수허고얼반있게

아장아장

히긋거리고들어오더니

예등대

점고맞더니마느

우부진퇴로

물러간다

일류명월이금소다허니

만리무강추월이

월선이 명월이 추월이가

월신이들어오는듸 명월이가들어오는디 들어온다

채의로단장허고

명월이라허는기생은 추월이라허는기생은

멋지듯사못찬기생이라 기생축에는일행수로구나

태도도일색이요

가무가명창인디

걸음걸이도장단을밟어

추마자락을

거듬거듬걷어서 홍삼가듬거더서

세요흉당에다 세요흉중

매듯이감고 떡부치고

가만가만 아장아장 아장아장

이걸음을걸어서 이그으으으으으으걸어서 지긋거리고들어오더니

댓뜰앞을

내붓이앉으며

예등대 예등대 예등대

나오 나오

점고 점고를맞더니

자부진퇴 좌우진퇴 좌부진퇴로

물러선다 물러난다 물러간다

천군만홍종천성의

소래고운행선이

행선이가들어온다

행선이라허는기생품행이좋거니와

부록 1-3. 춘향가《기생점고》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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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배분별을좋은태도

뺨을든든곱게대고

거진패루를늘여차고

걸음을걸어도장단을맞추어

아장아장히긋거리고

예등대점고를맞더니

좌부진퇴로물러난다

조운모우양대선이 조운양대선이 조운모우양태선이

위선홍이춘홍이 우선옥이춘홍니라 나오위선위기의춘홍이나오

사군불견반월이 사군불견반월이 사군불견반월이

독좌유황에금선이왔느냐 독좌유황에금선이 독좌유황의금선이

어주축수에홍도가왔느냐

금번창해능파가왔느냐

예등대허 소

우리성조흑경진

뺑파창천유선이봤느냐

예등대허 고 예등대허 예등대허 소

팔월부용의군자용 팔월부용에군자용 팔월부용의금자련

만당추수홍련이왔느냐 만당추수에홍련이왔느냐 만당추수의홍련이왔느냐

예등대허 고 예등대허 소 예등대허 소

자고비상의월왕대 구월구일에용산음 구월구일의용산음

깃다듬는비취가왔느냐 소축신국화가왔느냐 소축신국화가왔느냐

예등대허 소 예등대허 소 예등대허 소

삼월춘풍의호시절 사창에비추여어 소상감상달이떴다

만개황방의수혜가왔느냐 섬섬 자초월이왔느냐 동각월중의배월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예등대허 소 예등대허 소

당팔사갖은매듭 딸을나니섭섭이왔느냐 시제차사죽이언마느

차고나니금량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불의하처의문신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뒷동산에다대를심어 예등대허 소

매듸매듸매듸죽심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장삼소매를펄펄리고

지정거거든채봉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세상보배가많은디

제일보배산호주왔느냐

아직등대치못하 소

기생을보니기생순디

오줌잘싸는시리리왔느냐

예등대허 소

무엇을먹고설사가났느냐

방귀잘뀌든똥복이왔느냐

예등대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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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이선유(1935) 심상건(1935) 이소향(1935)

범피중류 범피

둥둥

떠나갈제 떠나간다

망망헌 망망한 망망헌

창하이며 창해이며 창해이며

탕탕헌 탕탕한 탕탕헌

물결이로구나 물결이라 물결이라

백빈주갈매기는 백빈주갈매기는 백빈주갈마기는

홍요안으로날아들고 홍요안으로날어들고 홍요로날아들고

심상의기러기는 상강의기러기는 삼강으기러기는

한수로돌아든다 평사로떨어진다 한수로돌아든다

요량헌남은소리 요량헌남은소리 요령헌남은소리

어적이긔연마는 어적이그엿마는 어적이이언마는

곡중인불견의 곡종인불견에 곡종인불견

수봉만푸르렀고 무산만푸르렀구나 수봉만푸르렀다

애내성중만고수는 애내성중만고수는 애내성중만고수난

나를두고이름이라 날로두이름이라 나를두고이름이라

장사를지내가니 장사를지나가니 장사를지내가니가태부야

가태부는간곳없고 가태부간곳없고 간곳없고

떡라수를바라보며 멱라수를바라보니 멱라수바라보니

굴삼려노복충혼 굴삼려어북충혼은 굴삼려어복충혼

무량도허도던가 무량도허이던가

어디로가셨는고

황학루를다다르니 황학루를당도허니

일모향관하처시요 일묘향관하처시요

연파강상사인수요는 연팔강산사인수난

천추의유적이로구나 최후으유적이라

봉황대를다다르니 봉황대를당도허니

삼산은반락청천외요 삼산이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이요백로주는 이수중분백로주난

이태백이노던데요 이태백이노든데라

심양강을당도하니 심양강당도허니백낙천

백락천일거후으 일거후으

비파성이끊어졌다 비파성이끊어졌다

적벽강을거저가랴소동파

노던풍월의구하야있다마는

조맹덕일세지웅

이금으안재지요

월락오재깊은밤의

부록 1-4. 심청가《소상팔경》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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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의배를매니

한산사쇠북소리

객선으떨어진다

진회수를건너가니 전회수를들어가니 진희수를건너가니

격강의상녀들은 격강의상녀들은 격상의상녀들은

망국한을모르고서 망국한을모르고서 망국한을모르고

연롱한수월롱사 연롱한수월롱사에 연롱한수월롱사에

후정화를 후정화만 후정화만만

부르더라 부르더라 부르드라

소상강을들어가니 소상강당도허니

악양루높은집은

호상으떠있고

동남으로바라보니

오산은첩첩이요 오산은천첩이요

추수는만중이라 추수는만중이라

반죽의젖는눈물은 반죽의젖은눈물

이비한을떨어있고 이비한을띠어있고

무산의돋는달은

동정호비치

상하천광이

거울속에푸르렀다

창오산이는내는

황릉묘의잠겼구나

삼협의잔나비는

자식찾는

슬픈소래가

천객소인이

몇몇인거나

눈물씻고있난양은

팔경구경다한후의

행선허랴고

맹견헐제

자화상

석류군의

신을끌어나오더니

심청이를부르는디

저그가는심소제야

니가나를모르리라

나는다른사람아니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를

내가멸이라

요순후기천년의

거금은어느때냐

오현금

남풍시를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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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허드냐

지극한네효성을

위로코져내왔노라

홀연히간곳없다

어떠한사람인지

저그가는심소제야

니가나를모르리라

나는다른

사람이아니라

이주매주허던

석승의소애녹주로다

불칙한조왕윤아

이무슨원수런그나

누전각사

분여설허니

정히화비

옥사수로다

낙화유사타루인은

두사람의유한이라

또어떤사람인지

저그가는심청아

니가나를모르리라

나는다른사람이아니라

진우명월옥소성의

화신허든농옥이라

소사의아내로서태화산이별후의

승용비켜한이되어서

옥소로원을풀어

곡중비거부지처하니

산하벽도의춘자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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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송만갑(1937) 오태석(1932) 심상건(1935)

화상을입에물고

수정문밖썩

고고천변홍일광 고고천변일륜홍 고고천변일륜홍

부상으높이떠 부상에둥둥떠 부상의높이떴다

양곡잦은안개

월봉으로돌고

어장촌개짖고

희안봉구름떠

노화는다눈되고

부평은둥둥물에떠

어어룡잠자고 어룡은잠자고

노화는다눈되고

잘새펄펄날아들어 잘새펄펄날아든다 자교새펄펄날아드는디

동정여천으파시추 동정여천에파시추 동정어천에파시추

금색추파가여그라 금석추파가여기라 금성추파가여기라

앞발로벽파를찍어당기고 앞발로벽파를찍어다리면 앞발로벽파를찍어다니며

뒷발로창랑을탕탕 뒷발로창랑울탕탕 뒷발로창랑을탕탕

이리저리저리이리 요리저리앙금당실 요리조리앙금당실

앙금둥실높이떠 떠동정철백리 떠둥정칠백리

사면을바라보니 사면을바래보니 사면으로바라봐

지광은칠백리 지광은칠백리

파광은천일색이라 파광은천일색

천회무산의십이봉 천외무산으십이봉은

구름밖으솟았다 구름밖으들고

오초난어이

해외소상으일천리

안하으경개라

악양루높은집의

두자미앉어지은글중으

동남으로버렸네 동남으로보이고

건곤은어이하야

일야에둥둥높이떠

낙표로둥둥가는배

조각달무관속으

초희왕의원혼이요

강한이글굴룡하고

황금이전편

노화의풍가

백설이만점

기상칠택의 전오 녹음우거지고방초는푸르러

시월삼성성락추 앞내버들은유록장두르고

북방소식저기러기 북방소식으저기러기난 뒷내버들은청포장둘러

천리고전의만리변 한가지찢어지고한가지늘어져

부록 1-5. 수궁가《고고천변》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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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옹성의섯돌아 춘바춘홍을못이기여

대하를다버리고 광풍이건듯흔들

모래속의가만히엎져 흔들이넘노난듯

소상강으로들고

천봉만학을바래보니 천봉만학을바래봐 치어다보느냐만학은천봉

만경대구름속 만경대구름속 내리굽어보니백사지땅이라

학선이앉어울었다 학선이앉어서울어있고 허리굽고늙은장송은

칠보산에비리봉 칠보산비로봉으검은구름으 광풍을못이기어

허공에둥실솟았네 우줄우줄이춤을추고

계산파무는울창

경수무풍의야자파

물은출렁깊고 물은칭솟았다

만산은우루루국화는점점

낙화는동동장승은낙낙

원산은울울근산은중중

다래몽동칡넝쿨

머루다래으름넌

다래몽둥칡넌쿨

머루다라으름넌출

능수버들에벗나무

오미자치자감자대추가진괴목

얼크러지고뒤틀어져 얼크러지고뒤틀어져서

구부치렁청얼컸

천리시내는청산으로돌고 천리시내는청산으로돌고

이골물이주루루루

저골물이꿜꿜

이골물이주루루루루

저골물이좔좔

이골물수루루

저골물이콸콸

열에열골물은하트로합수쳐서 열의열두골물이한트로합수쳐 열에열두골물한트로합수허여

천방자지방자월턱져구부져 천방자지방자월턱쳐구부져 천방자지방자웽돌아구비져

방울져거품져건너병풍석에 방울져버큼져건넌병풍석 건넌편풍석마주꽝꽝

마주쾅쾅마주때려 마주꽝꽝마주째려 워리렁출렁뒤뚱거려

물우그로가노라고

어그야자차

어흐으으으어허

허기야

산이울렁거려떠나간다 산이울렁거려떠나간다

어드메로가자 어디메로가자

어기야

어선은돌아돌고백구는분비

목피리해오리너시전경이

아옥따옥소탱이쑥꾹

경기뚜루루호반새수루루

가가감실날아든다

아마도네로구나 아마도네로구나

이런소리가또있냐 요런경치가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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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김창환(1930) 이소향(1935) 김초향(1936)

중들어온다 중나려온다 중나려온다

중하나들어온다 중하나나려온다 중하나나려온다

중들어온다 중나려온다 중나려온다

저중의거동보소 저중의거동보소 저중의거동보소

저중으행사보소 저중의거동보소 저중의거사보소

행색을알수없네 행색을알수없네

연년묵은중 연년묵은중 연묵은중

헐디헌중 허디헌중 허디헌중

양이수견미부면 양이수견미부면 양이수견미부면

조의불선부불선 초의불침부불선 초의부침불선

다떨어진굴치송낙 다떨어진굴치송낙을 다떨어진굴치송낙을

이리로총총 요리도총총 요리도총총

저리로총총 조리도총총 조리도총총

헝겊으로구녁막어

수박같은대구리에다 수박같은대구리에

노닥노닥지은장삼의

엄지장가락힘을올려서 엄지장까락심을올려 엄지장까락심을올려

호오옴폭둘러씨고 흐음뽁놀러씨고 호흠뽁눌러씨고

노닥노닥지은장삼 노닥노닥디은장삼

율무염주를목에걸고 율무염주를목에걸고

한손에난

절로굽은철죽잡고

또한손에

다깨아진목탁들고

흐흐은인들 흐흐은들흐늘흔들

흐늘거려내려와 흐늘거리고내려올제

동냥얻으며는 동냥을얻으랴면 동냥을얻을라면

무엇을가져갈지 무엇에얻어갈란지 무엇에얻어갈란지

목그짝바랑등물으 목기짝바랑동물을 목기짝바랑등물을

하나도안가지고 하나도아니가지고 하나도아니가지고

개미안밟히게 개미안밟히게가만 개미안밟히게

가만가만 가만가만가려디뎌 가만

가만가만히개려딛고 가만가만내려올제

촌중으로들어올제 동중으로들어올제 동중으로들어서

개퀑퀑짖고나면 개퀑퀑짓고나면 개퀑퀑짖고나면

두손합장허고 두손합장허여 두손합장허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람이말을물으면은 사람이물으면 사람이물으면

부록 1-6. 흥보가《중타령》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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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리를굽히면서 허리를굽히면서 허리를굽히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집저집다지내고 이집저집다지내고 이집저집을다지내고

흥보문전에당도 흥보문전에당도허여 흥보문전을당도하야

울음소리한참듣고

목탁을뚜디 나무아미타불

이주저저주집 상래소소공덕해여

행주지접주지 회향삼천실유련만

두리루루주저하며 봉위주상전하

흔들흔들 수만세여

흐늘거리고들어가 나무아미타불

이울음이웬울음 거룩하신댁문전으 거룩하신댁문전으

울음소리가맹랑허나 절승하나왔사오니 걸승하나왔사오니

마오역저문날으 전곡간에있는대로 전곡간으있는대로

팽용대로지체가되야 동냥쪼금주옵소서 동냥쪼끔주옵소서

하소대로떠나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양태진으울음이냐 관세음보살

여위가둔갑하야 흥보가깜짝놀라

날호리란울음이냐 여보마누라우지마오

울음소리가맹랑하다 밖으중이왔으니

합장해들어가며 우지를마오

중동냥왔소

흥보허난말

굶은지여러날이라

전곡이없사오니

다른데나가보오

허허신세가련하오

부귀가임자없어

오랴며는오옵나니

무지한중의말을

만일듣고믿을테면

집터를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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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소 리 가 야 금 병 창
이동백(1928) 박팔괘(1915) 심상건(1931) 권농선(1934)

이때마참어느때

녹음방초좋을때

왠갖꽃이피어

만월부용으군자용

만당추수에홍연화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사국화꽃

공자왕손방수하에

부귀할손모란화

월중천향단계장

향문십리계화꽃

별나부새짐생이

춤을추면서노래할제

여러비조가날아든다 왠갖잡새가날아 새가날아든다 새가날아든다

여러새들이날아든다 왠갖새가날아 왠갖새가날이든다 왠갖잡새가날이든다

새중에도봉황새

만수문전에풍년새

삼고곡심무인처

울림비조물새들은

용춘화답에짝을지어

쌍거쌍래날이든다

말잘하는앵무새

춤잘추는학둘음

솟뎅이쑥꾹엥맹이수리루

대천의비우소로기

남풍조차떨쳐 남풍조차떨쳐 남풍조차떨쳐나니 남풍좆차떨쳐나

구만장천대붕이 구만장차대붕이 구만장천대붕이 구만장천에대봉새

문황이나겨시사 문왕이나겨시사 문왕이나겨오사 문왕이나계시니

기산조양에봉황새 기산조양에봉황새 기산조양의봉황새 기산조양의봉황새

무한기우깊은회포 무한기우깊은외존 무한기우깊은회포 무한기우깊은밤

울고남은공작이 울고남은공작이 울고남은공작이 울고가는공작이

소선적벽시월야 소선적벽에시월야에 소선적벽시월야 소선적벽의칠월야

알연쟁명백학이 알연쟁명백학이 알연쟁명백학이 알연쟁명백학이

소선적벽시월야 소선적벽의칠월야

알연쟁명백학이 알연쟁명백학이

위보규인에색기라 위보교인임계신디 유부욱구인임계신데

소식전턴앵무새 소식전턴청조새 소식전턴앵무새

생증장안에수고란

어여뿔새채련새

금자를뉘가전허리 글자를뉘가전허리 글자를네가전하리

가인생새기러기 가인생새기러기 가인상사기러기

생중의장악의수고란 생중장액의수고란에

어여쁠사채란새 어엽불사채란새

약수삼천먼먼디 약수삼천먼먼길

서왕모청조새 서왕모청조새

성성제혈염화지 성성제열 화지는 성성제혈염화지 성성제혈염화지

요서몽을놀래깨야 요서몽은놀래깨야 호서몽을놀래깬다 요서몽을놀래깬다

부록 1-7. 남도잡가《새타령》의 창자별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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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교지상에꾀꼬리수리루

주공동정돌아드니

맥교지상꾀꼬리수리루 맥교지상의꾀꼬리수리루

주공동정돌아드니

맥교지상의꾀꼬리루리루

추오동정돌아든다

관명우지황새 관명우지황새 광명오지황새

비엽심상백성가 비엽심상백성가

왕사당년에저제비 왕사당전저제비

팔월변풍높이떠 팔월변풍에높이떠

백리추호에보라매 백리추호보라매

양류지당삽삽풍

야유지당당담풍이

둥둥떠징경이 둥둥떠진경이

출어연월타구서

열고놓던백향이

월명추수찬모래

한발고인해오리

어사부중에밤들었다

울고오는까마귀

금차하민숙가무이오

여천비연에소리개

정위문전깃들 다

작지강강까치

새중에는봉황새

새중에는봉황새

저무신새가우느냐 저무신새울어 저무슨새울어

저뻐꾸기운다

먼디산에서우난놈

아시랑하게들리고

건너앉어우는놈

굼벙지게들리고

저뻐꾸기가울어 저뻐꾹새가울어 저뻐꾹이가울어

저뻐꾸기가울어 저뻐꾹새가울어 저뻐꾹이가울어

울어어운다

범범창파녹수상에

원불상사원앙새

솟뎅이쑥꾹엥맹이수리루

대천에비우소로기쑤루

루루리루리루

으으으어어어

이산가야뻐꾹 이리가며뻐꾹 이산에서도울고 죄우로가며울음운다

저산가야뻐꾹 저리가며뻐꾹 저산에서도운다 저뻐꾹이가울음운다

뻑뻑꾹뻑꾹 뻐뻐꾹뻐꾹 저뻐꾹이운다 뻑꾹뻑꾹뻑꾹뻑꾹

뻑뻑꾹뻑꾹 어으으으으 저산으로가며우는놈은 뻑꾹

울어 으으으으으 뻐꾹 으으으어어어

설리도운다 뻐꾹 좌우로가며울음운다

뻐뻐꾹뻐꾹

뻑뻑꾹

뻑뻑꾹

뻑꾹뻑꾹뻑꾹

에이이이

가감실날아들고

또한편을바라봐 또한편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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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두새가운다 저무엇이울어 저무슨새우나

저부두새가운다 저무엇이울어 저뒤견이가울어

저비둘기울어 저뒤견이가운다

저비둘기울어 야월공산에

이리가며쑥꾹 깊은밤으

저리가며쑥꾹 저뒤견이울음운다

초경이경삼사오이경 쑥쑥꾹쑥꾹 초경이경삼사오경의

어으으으으 낯선집이들어

사람의간장을녹이랴고 으으으으으 사람의간장을다녹이는

부두새가울음운다 저무신새울어 저뒤견이가울어

사람의간장녹이랴고 저꾀꼴새울어

부두새가울음운다 바람아부

이리로가며부우 추풍낙엽잎이떨어

지면

저꾀꼬리울어

이리가며꾀꼬리수리루

루루

저리가며꾀꼬리수리루

루루

어으으으으

으으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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