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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장계춘 계보인 한성권번 출신 최정희와 하순일․하규일계보인 조

선권번 출신 지금정의 여창가곡 선율비교를 통하여 각 계보간의 변별되는 음

악적 특징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창가곡의 미적특성을 추리해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한성권번은 1908년 기부(妓夫)와 유부기(有夫妓)인 경기(京妓)를 주축으로 설

립된 한성기생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최정희(崔貞姬: 1908～1976)는 1920년에

입학해 장계춘(張桂春)을 사사하였다. 이후 1927년～1941년까지 경성방송국 국

악방송에 출연해 가사(歌詞)를 꾸준히 방송했으며, 한성권번 출신 가운데 정가

(正歌)로는 최다 출연하였다. 또한 해방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벌이며 69세인

1976년에 생을 마감했다.

조선권번은 1912년 무부기(無夫妓)인 향기(鄕妓)를 주축으로 설립된 다동기

생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지금정(池錦貞: 1915～1975?)은 대략 15세경부터 몇

년간 하순일(河順一)을 사사한 이후 1936년 22세의 다소 늦은 나이로 조선권번

에 입학해 하규일(河圭一)을 사사하였다. 이후 1941년에는 경성방송국 국악방

송에 출연해 4차례 가사․시조를 방송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권번 출신 여

류가객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1975년경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이처럼 최정희와 지금정은 각각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출신으로서 해방 전․

후를 이어 활동한 여류가객(女流歌客)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의 권번에서 ‘추조박’을 중심으로 사계축 소리인 12잡가를 주요 레

파토리로 삼아왔던 ‘평민가객집단’과 박효관의 법통을 직접 이어 받아 상류층

의 음악문화를 주도해나가던 ‘중인가객집단’이라는 서로 상반된 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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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활동해 온 스승들로부터 여창가곡을 전수받았다.

이에 최정희와 지금정의 음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최정희는 ‘仲’을 요(搖)하거나 “太⤻(仲⤼姑⤻仲)”으로 밀어내기도 하여

변통성 있게 표현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일관되게 “(太)仲”을 가늘게 요하는 점

에서 변별된다. 둘째, 최정희는 매개모음에 ‘격음표(ⅽ)’나 ‘전성(ⵉ)’을 사용하여

“쿡” 또는 “쿡쿡”거리며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강하게 표현하는데 반해, 지금정

은 ‘매개모음’을 부각시키지 은근하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셋째, 최정희

는 ‘仲’을 굵게 ‘상요성’하며 끌다가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연이어 냄으로

인해 독특한 선율형을 만들어내는데 반해, 지금정은 ‘仲’을 ‘요성’ 없이 끌다가

‘겹흘림(≀)’하여 유연한 굴곡선율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넷째, 최정희

는 ‘㑣’을 ‘추요성’하여 ‘㑲’을 거쳐 ‘黃’으로 순차진행한 후 강약의 변화 없이 평

이하게 ‘상요성’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듯 ‘黃’으로 올라가 전․후반으로 나누어 강약의 변화를 주어가며 ‘상요

성’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섯째, 최정희는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데 반해, 지금정은 “㑖―⤻
(㑲⤼㑖)⤻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㑖㑲”을 시가를 달리함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 점에서 변별된다. 여섯째, ‘요성법’에 있어서 최정희는 ‘黃’과 기음

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기음(基音)인 ‘黃’을 상

대적으로 가늘게 요한다. 또한 최정희는 ‘상요성’을 전반적으로 굵게 요하며

‘세요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지금정은 ‘상요성’을 ‘가는 요성’과 ‘굵은

요성’으로 구분하고, 미미하게 떠는 ‘세요성’을 자주 사용해 여운을 남기는 점

에서 변별된다. 일곱째, ‘장식음’에 있어서, 최정희는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앞꾸밈음()’을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 변별된

다. 여덟째, ‘발음법’에 있어서, 최정희는 “벽계”, “해당화”, “시객” 등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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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벽거이”, “하이당화”, “시가익” 등으로 이중모음을

풀어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한편 이처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 미감 또한 다르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미적특성을 추리해 본 결과 각각 4종류의 ‘美’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최정희의 여창가곡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근짜임을 보이는 가운데 평민적인

소탈함과 소박함, 간간이 더해지는 흥취, 사치스럽지 않은 화려함 등이 미감으

로 내재하고 있었고, 이는 소박미․토속미․생동미․화려미의 4종류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금정의 여창가곡에서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치밀한

짜임을 보이는 가운데 귀족적인 세련됨과 단아함, 은근함 등의 미감이 내재하

고 있었고, 이는 세련미․은근미․정제미․절제미의 4종류로 범주화 할 수 있

었다.

이상으로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을 통해 계보간의 음악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최정희의 표현법 가운데 ‘격음표(ⅽ)’․‘뒤꾸밈음(ᥢ)’․‘전성(ⵉ)’의 잦은 사용,

기음(基音)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搖)하는 창법, 이중모음으로 풀어

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발음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는 12잡가를 주로 부르

던 평민가객집단과 연결되는 문화적 배경이 음악에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계춘 계보는 이질적인 창법을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무

분별하지 않게 차용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아정하게 표현하기도 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흔적도 보인다. 아마도 그 내면에는 비록 평민정가

집단이라 할지라도, “가곡은 적어도 어떠해야 한다.”라는 미학적 논리가 작용했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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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지금정의 표현법은 기음(基音)을 요하며, 장식음에 있어서도 ‘앞꾸밈

음()’ 외에는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겹흘림(≀)’으로 유연한

굴곡 선율을 만들어내는 점, 이중모음으로 풀어 발음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는 중인가객집단이 추구하는 ‘정음(正音)’을 지향하는 음악관이 고스란히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하순일․하규일 계보에서는 상층문화권을 주도해나가

는 입장에서 박효관의 법통인 ‘정음(正音)’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아마도 그 내면에는 “가곡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라

는 미학적 논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주요어 : 권번, 여창가곡, 최정희, 지금정, 평민가객집단, 중인가객집단, 시김새,

미적특성

학 번 : 2005-3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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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관현악 반주에 시조시(時調詩)를 얹어 노래하는 가곡(歌曲)은 만년장환지곡

(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하며, 원형은 만대엽(慢大葉)․중대엽(中大葉)․삭대엽

(數大葉)이다. 이 중 만대엽(慢大葉)은 영조 이전에 이미 없어지고, 중대엽(中

大葉)은 영조 이후로도 전하다가 대개 가곡원류(歌曲源流) 시절에 없어지고,

삭대엽(數大葉)에서 여러가지로 변조된 곡이 파생하고, 거기에 농(弄)․낙(

樂)․편(編) 등 많은 곡으로 발전하여 현재와 같은 남녀창 가곡(男女唱歌曲)

한바탕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1)

그런데 이러한 가곡은 남창(男唱)의 경우 20세기 전반에 조선정악전습소(朝

鮮正樂傳習所)2)․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李王職雅樂部員養所)3)에서 하규일(河圭

一) 계보만 전승된 반면, 여창(女唱)의 경우는 권번(券番)4)을 통해 서로 다른

1) 張師勛, 國樂大事典(서울: 世光音樂出版社, 1998), 63쪽.
2) 1909년에 발족한 조양구락부(調陽俱樂部)의 후신으로 1911년 재발족한 조선정악전습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전문음악교육기관이다. 1911년 10월 하규일(河圭一)이 학감으로 합류했고, 1909년부터

남·여창가곡 교사는 하순일(河順一)이었고, 이영환(李永煥)이 1912년 12월 가곡 교사로 추가 임명되

었다. 장사훈, 위의 책, 682쪽.

3) 궁중음악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이왕직아악부의 김영제(金寗濟) 아악사장은 1919년 아악생(雅樂

生)의 수업료와 일정한 급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아악생을 공모하는 아악생

양성규정(雅樂生養成規定)을 제정하고 아악부원양성소를 개원하였다. 1920년 4월 처음으로 아악생 9

명을 모집한 것을 시초로 1940년 마지막으로 6기생 25명을 선발했는데, 1926년부터 이왕직아악부의

촉탁으로 하규일이 취임하여 가곡·가사·시조를 전수하였다. 宋芳松, 增補韓國音樂通史(서울: 민속
원, 2007), 560∼61쪽.

4) 권번(券番)은 일제강점기 기생조합의 일본식 명칭으로, 직업적인 기생을 길러내던 교육기관이자 기

생들이 기적(妓籍)을 두고 활동하던 기생조합이다. 서울지역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08년 9월 이

후 유부기조합(有夫妓組合)으로 출발한 한성기생조합(漢城妓生組合)이 1913년경 경기(京妓)를 중심

으로 재조직된 광교조합(廣橋組合)으로, 1918년에는 한성권번(漢城券番)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1912년 조선정악전습소의 여악분교실(女樂分校室)로부터 출발한 향기(鄕妓)를 중심으로 한 무부기조

합(無夫妓組合) 즉 다동조합(茶洞組合)이 1918년 대정권번(大正券番)으로, 1923년 이후 조선권번(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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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가 전승되었고, 해방 전까지 조선권번(朝鮮券番)과 한성권번(漢城券番) 출

신의 수많은 여류가객(女流歌客)들이 음반활동 및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출연

등을 통해 활발히 활약하였으나, 해방 후 6·25동란 등을 겪으면서 활동을 중단

한 채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5)

해방 전․후를 이어 활동한 여류가객 중 장계춘(張桂春)을 사사한 한성권번

출신 최정희(崔貞姬)와 하순일(河順一)․하규일(河圭一)을 사사한 조선권번 출

신 지금정(池錦貞)이 있다. 장계춘은 소위 추조박(秋曺朴)을 중심으로 한 사계

축(四契축)소리6)로 이름을 날리던 평민가객집단(平民正歌集團)을, 하순일․하

규일은 중인가객집단(中人歌客集團)을 각각 대표하는 가객으로 서로 다른 문화

적 배경 하에 음악활동을 해왔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7)

최정희와 지금정은 해방 전부터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당대 최고의 남창가

객들8)과 함께 활약한 권번출신 여류가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의 음원9)이 남아있어 다른 계보로 전승된 여창가곡의 비교가 가능하다.

鮮券番)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대정권번에서 남도기생 중심으로 갈라져 나온 한남권번(漢南券番)

등이 있었지만 중도에 사라지거나 흡수되어 1930년 중반에 이르면 조선권번(朝鮮券番)과 한성권번

(漢城券番), 35년 7월 새로 생긴 종로권번(鐘路券番)만 남게 된다. 이후 1942년 삼화권번(三和券番)

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조선권번(朝鮮券番)은 하규일(河圭一) 이후에 이병성(李炳星), 한성권번(漢城

券番)은 장계춘(張桂春), 종로권번(鐘路券番)은 황종순(黃鍾淳) 이후에 이주환(李珠煥)이 정가(正歌)

사범으로 있었다. 송방송, 앞의 책, 566∼67쪽. 皇城新聞 1908년 10월27일 記事 外.

5) 오늘날에는 하규일 게보만 전승되고 있다.

6) 추(秋)는 추교신(秋敎信)으로 남녀창 가곡에 능했고, 조(曺)는 조기준(曺基俊)으로 그도 역시 가곡(歌

曲)을 했으나 특히 12가사(十貳歌詞)에 능했고, 박(朴)은 박춘경(朴春景)으로 가사(歌詞)와 시조(時

調)에 능했고, 특히 잡가를 잘 지어 부르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들이 부르던 노래는 사계(四

契)축 소리로 알려진 12잡가(十貳雜歌)로, 이들이 현재의 12잡가를 만들어내어 전승시켜 오늘에 이

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계축’이란 서울의 한 특수한 지역을 의미하던 것으로, 지금의 서울역

앞에서 뒤로 만리재 위를 멀리 돌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청파동인 청패까지의 둥그런 일대를

말한다. 李昌培, “서울의 俗歌,” 韓國歌唱大系(서울: 弘人文化社), 162쪽.
7) 이보형은 조선말기 정가집단(正歌集團)을 풍류객집단(風流客集團)․가공집단(歌工集團)․창우집단(倡

優集團)․평민정가집단(平民正歌集團)․기생집단(妓生集團), 이상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

다. 이보형, “조선후기 정가집단(正歌集團)의 유형과 성격: 평민정가집단을 중심으로,” 동양음악제
24집(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2002), 149～57쪽.

8) 최정희(崔貞姬)는 이병성(李炳星)․이주환(李珠煥)․김호성(金虎成)과 지금정은 이병성(李炳星)․이

주환(李珠煥)․홍원기(洪元基)와 함께 남녀창 가곡(男女唱歌曲)을 공연한 바 있다.

9)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정희와 지금정의 음원 일체를 제공해주셨고, 인터

뷰(2014. 1. 15. 15:00～16:00)를 통해 최정희와 지금정의 활동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전해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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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을 통하여 권번의 여창가곡

전승계보와 변별되는 음악적 특징을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미적특성을 추리

(推理)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여류명창이 각각의 권번에서 서로 다른 스

승으로부터 여창가곡을 전수 받았고, 그 계보가 평민가객과 중인가객이라는 그

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음악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며,

나아가 두 가객 집단의 특성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검토

그동안 가곡(歌曲)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계와 음악학계의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국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가집

(歌集)을 중심으로 작가(作家)와 작품세계 및 사적변천(史的變遷), 가곡의 유통

구조와 가객들의 활동내용, 사설에 반영된 미의식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

고.10) 음악학적 측면에서는 고악보(古樂譜) 분석을 통한 현행가곡의 형성 및

있었다. 지면을 통해 재차 깊이 감사드린다.

10) 고미숙, “안민영의 작품세계와 그 예술사적 의미,” 한국학보(서울: 한국학회, 1991)
권두환, “18세기의 ‘가객’과 시조문학,” 진단학보 55권(서울: 진단학회, 1983)
권순회, “19세기 전반 가곡 가집 詩歌曲의 특성과 계보,” 한국시가연구제29집(서울: 한국시

가학회, 2010. 11)

______, “박효관이 하순일에게 준 생애 마지막 가집, 한창기본 가곡원류,” 열상고전연구제41
집(서울: 열상고전연구회, 2014. 9)

신경숙, “조선후기의 여창가곡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______, “19세기 연행예술의 유통구조 : 가곡(시조문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제43집(서울: 민족
어문학회, 2001. 4)

______, “근대 초기 가곡 교습: 초기 조선정악전습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제47호(서울: 고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12)

______, “여창가곡의 음악문헌과 역사적 전개,” 한국음악사학보제15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5)

______,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시조학논총제26집(서울: 한국시조학회, 2007)
______, “가곡원류편찬 연대 재고,” 한민족어문학제54집(서울: 한민족어문학회, 2009. 6)
송지원, “가객 장우벽,” 문헌과 해석통권25호(문헌과 해석사, 2003)
이동복, “운애 박효관 연구,” 박효관의 달 기념 국악학술회의 자료집(서울: 국립국악원, 2002)
이보형, “조선후기 정가집단(正歌集團)의 유형과 성격-평민정가집단을 중심으로,” 동양음악제24

집(서울대학교 음악대학부설동양음악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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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11) 가곡의 형식 및 조(調)와 장단(長短),12) 가곡의 선율분석을 통한

파생관계 및 음악양식 연구,13) 기보법(記譜法),14) 시김새 분석을 통한 창법(唱

法)연구15)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11) 김영운, “歌曲과 時調의 음악사적 전개,” 한국음악사학보제31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3. 12)
______,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______, 가곡 연창형식의 역사적 전개 양상(서울: 민속원, 2005)
장사훈, “가곡의 연구.” 한국음악연구제5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최재륜, “진작과 만대엽,”(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최헌, “만대엽의 선율구조 분석시론,” 국악원논문집제4집(서울: 국립국악원, 1992)
한만영, “가곡의 중대엽,” 한국음악연구제10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80)
황준연, “양금신보 만대엽의 해독,” 한국음악연구제12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82)

12) 이승윤, “전통가곡의 변조에 관한 연구 : 노래보와 거문고보를 참조하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혜구, “가곡의 우조,” 한국음악연구(서울: 민속원, 1996)
______, “가곡의 계면조,” 한국음악서설(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황준연, “삭대엽의 형식에 관한 연구,” 예술원논문집제24집(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85)

13) 김우진, “가곡 계면조의 弄과 樂에 관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 I : 남창 우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를 중심으로,”

교수논총4집(한국교원대학교, 1988)
_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 II : 남창 계면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를 중심으로,”

교수논총7집(한국교원대학교, 1991)
_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 III : 남창 우조․계면조의 초수대엽․삼수대엽을 중심으

로,” 교수논총8집(한국교원대학교, 1992)
서한범, “가곡의 동명곡 비교연구,” 한국성악의 예술세계(서울대학교 국악과, 2003)
______, “가곡의 변주양상과 미적특질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성애순, “가곡의 원형과 변형에 관한 연구 : 유예지 편수대엽 악보해독과 현재 편수대엽(진국명
산) 악보에 기하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최태현, “中大葉 1․2․3과 삭대엽 1․2․3의 상호관계,”(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황준연, “가곡(남창) 노래선율의 구성과 특징,” 한국음악연구제2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14) 박미경, “한국 여창가곡보의 비평적 검토: 貳數大葉(버들은)의 노래보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

학보제17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6)
이아미, “가곡(歌曲) 오선보 기보법 연구: 한국음악제18․19․20집을 中心으로,”(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5) 김경배, “현행 우조가곡의 창법 연구 : 요성법과 전성법을 중심으로,” 장사훈박사회갑기념동양음악
학논총(서울대 출판부, 1977)

______, “현행 여창가곡의 가성법과 육성법 연구,”(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백성기, “가곡 선율의 장식음에 관한 연구: 남창가곡 초수대엽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문현, “현행 가곡․가사․시조의 창법 연구,” 한국음악연구제25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7)
정인봉, “하규일과 이주환의 편락 비교,”(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조길호, “홍원기 가곡의 시김새(농음)에 관한 연구 : 현행 우락․편수대엽․태평가를 중심으로,”(청

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순자, “시김새를 통한 여창가곡의 분석,” 한국음악연구제24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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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외에 권번을 통해 전승된 여창가곡과 관련해서는 1985년 최수옥16)

에 의해 하규일 계보 조선권번 출신 김진향(金眞香)의 우조와 계면조 이수대엽

의 선율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한동안 주춤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면서 점차적으로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영기는 “女唱歌曲 羽樂의 시김새 變化硏究”라는 주제로 20세기 전․후반에

걸쳐 제작된 음반들을 통해 시대별․계보별로 한배와 시김새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한배는 현행으로 올수록 느려지며, 전성은 장계춘 계보에

서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17) 경덕명은 같은 하규일 계보인 지금정과 김월하의

우조(羽調) 이수대엽(貳數大葉)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양자의 선율차이는 없으

나 지금정에 비해 김월하가 장식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

다.18) 윤선애는 현행의 김월하의 편수대엽(編數大葉)을 기준으로 유성기음반

창자들과 최정희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계보별 차이보다는 창자별로 창법이

다름을 지적하였으며,19) 이현정은 계면조(界面調) 이수대엽(貳數大葉)을 최정

희․지금정․김월하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동일계보인 지금정과 김월하는

동일하게 부르는 반면 최정희는 부분적으로 배자와 음악적 표현을 달리함을

지적하였다.20)

이처럼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서로 다른 계보간의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긴 했으나, 단일 곡으로는 전체맥락을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논문은

______, “가곡의 발성과 발음법: 여창가곡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제37집(2006. 12)
16) 최수옥, “한국 전통여창가곡에 관한 연구: 여창 우조, 계면 이수대엽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7) 김영기, “여창가곡 ‘우락’의 시김새 변화연구: 1920～1980년대의 음반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0)

18) 경덕명, “지금정과 김월하 가곡 선율 비교: 우조 이수대엽을 중심으로,”(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9) 윤선애, “유성기음반의 여창가곡 <편수대엽>과 현행 여창가곡 <편수대엽>의 비교 고찰,”(한국예

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0) 이현정, “여창가곡 계면 이수대엽의 노래선율 비교연구ㄴ: 최정희․지금정․김월하를 중심으로,”(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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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을 총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계보간의 변

별되는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미적특성

을 추리해나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최정희와 지금정이 속해있

던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이며, 다른 하나는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 음원

가운데 10곡이다.

먼저 최정희의 여창가곡 음원 중 두 종류만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첫째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음원으로 1974년 수원국악원에서 김호성의 대금

과 장고반주로만 녹음된 것인데, 곡목은 우조(羽調) 이수대엽(貳數大葉: 버들

은)․두거(頭擧: 일각이)․우락(羽樂: 바람은), 계면조(界面調) 이수대엽(貳數大

葉: 언약이)․두거(頭擧: 임술지)․평롱(平弄: 북두칠성)․계락(界樂: 청산리)․

편수대엽(編數大葉: 대인난)․태평가(太平歌), 그리고 반우반계(半羽半界) 반엽

(半葉: 남하여)․환계락(還界樂: 앞내나)이 있다.21) 둘째는 1975년 명동국립극장

에서 김호성(金虎成)과의 남녀창 가곡(男女唱歌谷曲)공연실황22)으로, 이 중 여

창가곡(女唱歌曲) 곡목은 우조(羽調) 이수대엽(貳數大葉: 버들은)․우락(羽樂:

바람은), 계면조(界面調) 이수대엽(貳數大葉: 언약이)․평롱(平弄: 북두칠성)․

편수대엽(編數大葉: 모란은)․태평가(太平歌), 반우반계(半羽半界) 반엽(半葉:

남하여)이 있다.

이상의 곡목들을 살펴보면 현재 전하는 여창가곡 15곡23) 가운데 공통적으로

21) 이 외에 우락(羽樂: 제갈량) 한곡이 더 있고, 가사(歌詞)는 백구사(白鷗詞)․권주가(勸酒歌)․처사가

(處士歌)․길군악(길軍樂)․상사별곡(想思別曲)․춘면곡(春眠曲)․죽지사(竹枝詞)․황계사(黃鷄詞)․

수양산가(首陽山歌), 이상 9곡이 수록되어 있다.

22)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으로, 반주자는 이강덕(장고)․이재숙(가야

금)․박영안(해금)․성기군(거문고)․이희명(피리)․홍도후(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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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중거와 평거, 계면조 중거와 평거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네

곡은 오늘날 실제 연창(連唱)시에 흔히 생략되는 곡들이며, 20세기 초 권번에

서 행해진 배반(杯盤)24)에서도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창가곡 15

곡 가운데 음원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위의 4곡과 계면조 두거25)를 제외한 10

곡만이 연구범위에 포함되는데, 두 종류의 음원 중 명동국립극장 공연실황에

포함된 7곡 가운데 우조 이수대엽과 태평가26)를 제외한 5곡과 나머지 5곡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음원으로 보충하고자 한다.

한편 이 외에 1968년 이주환과 함께 노래한 남녀창가곡27)으로 신세기레코드

사에서 제작된 음원이 하나 더 있다. 그러나 지금정과 공통된 노랫말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비교대상인 지금정의 음원도 두 종류만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첫째는 1964년 일소당(佾昭堂) 공연실황으로 홍원기(洪元基)와 함께 노래

한 것이다. 이 중 여창가곡은 우조(羽調) 이수대엽(貳數大葉: 버들은)․우락(羽

樂: 바람은), 계면조(界面調) 이수대엽(貳數大葉: 언약이)․평롱(平弄: 북두칠

성)․편수대엽(編數大葉: 모란은)․태평가(太平歌), 반우반계(半羽半界) 반엽(半

葉: 남하여)이다.28) 둘째는 1962년 중앙방송국 공연실황으로, 우조(羽調) 이수

23) 우조(羽調) 이수대엽(貳數大葉)․중거(中擧)․평거(平擧)․두거(頭擧)․우락(羽樂), 계면조(界面調)

이수대엽(貳數大葉)․중거(中擧)․평거(平擧)․두거(頭擧)․평롱(平弄)․계락(界樂)․편수대엽(編數大

葉)․태평가(太平歌), 그리고 반우반계(半羽半界) 반엽(半葉)․환계락(還界樂), 이상 15곡이다.

24) 배반(杯盤)은 일종의 수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증서는 없었지만 가곡 창자로서 손색이 없

다는 방향으로 평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선창(善唱)으로서 활동무대를 얻게 되는 제도

였다. 가곡의 명창으로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명한 풍류객(風流客)을 모신 배반에서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러한 배반행사에서 우조 중거․평거, 계면조 중거․평거는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金眞香 編, 善歌河圭一先生略傳(서울: 민속원), 129～30쪽.
25) 계면조 두거는 비교대상 창자(唱者)인 지금정의 음원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

였다.

26) 공연실황에 포함된 우조 이수대엽과 태평가는 잡음이 많아 부분적으로 또렷이 들리지 않는 관계로

채택하지 않았다.

27) 음반에 수록된 곡은 남창(男唱) 우조(羽調) 초수대엽(初數大葉: 동창이), 여창(女唱) 우조(羽調) 이

수대엽(貳數大葉: 간밤에), 남창(男唱) 언락(言樂: 벽사창), 여창(女唱) 우락(羽樂: 제갈량)이다.

28) 당시 국립국악원에는 녹음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인 존 레



- 8 -

대엽(貳數大葉: 버들은)․두거(頭擧: 일각은)․우락(羽樂: 바람은), 계면조(界面

調) 이수대엽(貳數大葉: 언약이)․평롱(平弄: 북두칠성)․편수대엽(編數大葉: 모

시는)․계락(界樂: 청산도)․반우반계(半羽半界) 반엽(半葉: 남하여)이 있다.

이상의 지금정의 음원에서도 최정희의 음원과 마찬가지로 우조 중거와 평거,

계면조 중거와 평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게다가 계면조 두거29)도 수록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창가곡 15곡 가운데 우조 중거․평거, 계면조 중거․평거․두거를

제외한 10곡만이 연구범위에 포함되며, 위의 두 종류의 음원 중 1964년 일소당

에서 녹음된 음원에 수록된 7곡 외에 나머지 3곡은 1962년 중앙방송국 공연실

황 음원으로 보충하고자 한다.

한편 이 외에도 미공개 음원들이 더 있지만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지금정은 어느 음원에서나 일관되게 노래하고 있으나, 잡음

및 수록곡의 미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두 종류의 음원에 한정한다.

분석대상 10곡은 우조․계면조․반우반계 순으로 분류하여 검토되며,30) 또한

편의상 최정희의 1975년 명동예술극장 공연실황은 <최정희>, 1974년 수원국악

원 녹음자료는 <최정희-1>로, 지금정의 1964년 자료는 <지금정>, 1962년 중

앙방송국 자료는 <지금정-1>로 가칭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John Levy)가 스테레오(Stereo) 장비를 가져와 녹음했다고 한다. 반주는 박영복(장고)․김상기

(거문고)․김성진(대금)․김천흥(해금)․김태섭(피리)․봉해룡(단소)이다.

29) 연구범위에 속하는 음원 외에 김호성이 소장하고 있는 지금정의 다른 음원들에도 계면조 두거가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지금정은 주로 남창(男唱)은 홍원기와 함께 했는데 남녀교창(男女交唱)시 남

창(男唱) 계면조 삼수대엽 다음에 여창(女唱) 계면조 두거가 이어지는데, 이때 홍원기가 계면조 삼

수대엽을 생략함에 따라 이어지는 여창 계면조 두거도 자연스럽게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현행가곡은 黃(e♭)․太(f)․仲(a♭)․林(b♭)․南(c')의 5음음계로 구성되는 우조(羽調) 즉 평조(平

調)와 黃(e♭)․仲(a♭)․林(b♭)의 3음음계로 구성된 계면조의 두 가지 음계로 나누어지고, 이 외에

반엽(半葉)․환계락(還界樂) 등과 같이 변조시키는 반우반계(半羽半界) 음계로 되어 있는 곡들로 분

류된다. 張師勛, “歌曲의 硏究,” 韓國音樂硏究제5집(서울: 韓國國樂學會, 1975), 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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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범위 음원 및 곡명

계

보

唱

者
調名 곡명 음원정보 假稱

소

장

자

장

계

춘

최

정

희

羽調 羽樂(바람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공연실황

․남창: 김호성, 여창: 최정희

․녹음년도: 1975년 7월 19일

․장소: 명동국립극장

<최정희>

김

호

성
界面調

貳數大葉(언약이)/平弄

(북두칠성) /編數大葉

(모란은)

半羽

半界
半葉(남하여)

羽調
貳數大葉(버들은)/頭擧

(일각이) ․최정희 <가곡․가사>

․음반번호: KICP-052/4

․녹음년도: 1974년 11월 24일

․장소: 수원국악원

<최정희-1>

국립

문화

재연

구소

界面調
界樂(청산리)/太平歌

(이려도)

半羽

半界
還界樂(앞내나)

하

순

일

․

하

규

일

지

금

정

羽調
貳數大葉(버들은)/羽樂

(바람은)

․홍원기와 지금정 가곡

․녹음년도: 1964년

․장소: 일소당

<지금정>

김

호

성
界面調

貳數大葉(언약이)/平弄

(북두칠성) /編數大葉

(모란은)/太平歌(이려

도)

半羽

半界
半葉(남하여)

羽調 頭擧(일각이)

․중앙방송국 국악방송실황

․녹음년도: 1962년

․장소: 중앙방송국

<지금정-1>

김

호

성
界面調 界樂(청산도)

半羽

半界
還界樂(앞내나)

각 장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II장의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조사방법이다. 즉 신문기사․잡지․경성방송국

국악방송 프로그램․인터뷰 등을 통하여 각 권번의 설립 및 변천과정, 여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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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전수를 담당한 남창가객들과 이들을 사사한 여류가객들의 활동내용을 살

펴본 후 각 권번의 가곡전승계보에 대해 구명하고자 한다.

III장의 연구방법은 최정희와 지금정의 선율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표 1>에 제시한 10곡을 대상으로 선율․시김새․발음법 등을 상세히 채보하

여 오선보31)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며, 시각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해 정간보(井間譜)를 병행하고자 한다.

선율은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노래선율만 연구범위에

포함되며, 초장․2장․3장․4장․5장으로 항목을 나누어 분석한다. 가사붙임과

숨자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때마다 악보를 제시하여 살

피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악보를 통해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을 비교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글의 흐름상 지금정의 선율을 먼저 설명하고, 그에 반해 다르

게 나타나는 최정희의 선율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32)

IV장의 연구방법은 III장의 내용을 토대로 미적특성(美的特性)을 추리(推理)해

나가는 방법으로, 기존의 미술학계를 비롯한 국악학계 등에서 사용되어 온 미학

용어를 여창가곡에 적용시켜 논의한 후 최종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시김새’라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

31) 오선보로 역보하는데 있어서, 조표는 우조와 계면조 모두 동일하게 Flat(♭)을 4개 붙임을 미리 밝

혀둔다. 그 이유는 현행 가곡에서 우조, 즉 평조는 黃鍾(e♭) 주음의 ‘솔선법’이며, 구성음이 黃(솔:

e♭)․太(라: f)․仲(도: a♭)․林(레: b♭)․南(미: cˊ)의 5음 음계로 이루어기 때문이다. 또한 계면조
는 삼죽금보이전에는 ‘라선법’으로 구성음이 黃(라: e♭)․夾(도: g♭)․仲(레: a♭)․林(미: b♭)․
無(솔: dˊ♭)의 5음 음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후부터 夾과 無가 사라짐에 따라, 현행에서는 黃․
仲․林의 3음을 중심으로 선율진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곡에 따라서는 太와 南이 종종 등장하기

도 하므로, 결과적으로 구성음으로만 보았을 때는 우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행 가곡의 계면조

는 ‘라선법’의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계면조도 우조와 마찬가지로

Flat(♭)을 4개 붙임을 밝혀둔다.

32) 어떠한 현상을 비교하며 설명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을 먼저 설명한 후 그에 반해

다르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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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규정되어 왔다.33) 논자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김새’가 우리음악의 독특한 맛을 결정짓게 하는 핵심이자 절대적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김새’를 크게 ‘요성(搖聲)’․‘추성(推聲)’․‘퇴성(退聲)’․‘장식

음(裝飾音)’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요성’을 표현방식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음을 점진적으로 밀어 올리며 상행하는 느낌으로 떨어

주는 요성을 ‘추요성(推搖聲)’, 본음의 1음 아래 음으로 떨면서 흘러내려 퇴성

과 요성이 복합된 ‘퇴요성(退搖聲)’, 어떤 음을 살려서 떨어주는 요성을 ‘상요성

(上搖聲)’, 본음을 평으로 잔잔하게 떨어주는 요성을 ‘평요성(平搖聲)’, 본음을

미미하게 떨어주는 요성을 ‘세요성(細搖聲)’으로 이름하였다. 그리고 추성(推聲)

은 음의 뒤를 밀어 올리는 기법으로 표현방식에 따라 ‘미는표’와 밀어 올리다

가 다시 내려 밀어 올리는 ‘겹미는표’가 있고, 퇴성(退聲)은 음의 뒤를 흘러내

려주는 기법인데 이 역시 ‘흘림표’와 소리 끝을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겹

흘림표’로 나누었다. 장식음(裝飾音)은 ‘꾸밈음’과 ‘전성(轉聲)’으로 나눌 수 있

는데, ‘꾸밈음’은 선율을 이루고 있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짧은 시가(時價)

33) 국문학자 천이두는 시김새의 어원에 관해 ‘시김’은 ‘삭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판소리의 창법을

예로 들어 ‘삭은 소리’ 또는 ‘곰삭은 소리’로 설명하고 있고, 서한범은 시김새의 어원을 ‘식음(飾音)’

의 변화형인 ‘시김’과 접미어인 ‘새’의 합성어로 보았고, 이러한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음(裝飾音) 내지 음길이(時價)가 짧은 잔가락을

뜻하는 협의(俠義)의 의미’와 ‘선율선(旋律線)이나 절주(節奏)의 자연스런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현악기의 농현(弄絃) 또는 관악기나

성악의 요성(搖聲)․전성(轉聲)․추성(推聲)․퇴성(退聲) 등과 같은 표현기능을 포함하는 광의(廣義)

의 의미’로 규정했다. 한편 조순자는 시김새를 어떤 음 ‘A’가 어떤 음 ‘B’로 진행하기 전 어떤 음

‘A’자체가 변화되는 전 과정 즉 ‘음의 변화덩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봄과 동시에 성악의 경우 ‘한 번

의 발성으로 음고(音高)․음색(音色)․음질(音質)을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정의 내렸고, 박미경은 여

창가곡을 예로 들며 ‘섬세하게 소리의 질을 정제해서 내고 일단 내서는 맛이 나도록 다듬는 양태’로

규정했다. 천이두, 한의 구조연구(서울: 문학과지성사, 1993), 103～104쪽. 서한범, “시김새론,” 한
국민속학30집(서울: 한국민속학회, 1998. 12), 73～106쪽. 조순자, “시김새를 통한 여창가곡의 분석,”
한국음악연구제24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6. 12), 65～77쪽. 박미경, “韓國 女唱 歌曲譜의 批判

的 檢討: 貳數大葉(버들은)의 노래보를 中心으로,” 한국음악사학보제17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6), 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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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칭
부호

표 현 방 식
정간보 오선보

요

성

추요성 음을 밀어 올리며 상행하는 느낌으로 떨어준다.

퇴요성 ᝐ 본음의 한음 아래 음으로 흘러내리면서 떨어준다

상요성 ⧙ 어떤 음을 살려서 떨어준다.

평요성 ⧘ 본음을 평으로 잔잔하게 떨어준다.

세요성 ⦚ 본음을 미미하게 떨어준다.

추

성

미는표 ㇏ 음의 뒤끝을 살짝 밀어 올린다.

겹미는표 음을 밀어 올리다가 다시 내려 밀어 올린다.

퇴

성

흘림표 ╮ 음의 뒤를 흘러 내려준다.

겹흘림표 ≀ 음의 끝을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린다.

장

식

음

전성 ⵉ 한 박 이내의 짧은 시가에서 음을 강하게 두 번 굴

려준다.

앞꾸밈음

∧
어느 음을 낼 때 제음보다 1음위음을 먼저 꾸며준

다.

⌁ 어느 음을 낼 때 제음․1음위․제음을 빠르게 굴려

꾸며 내는 표

로 꾸며주거나 또는 음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말하며, ‘전성(轉聲)’34)은 1박이내

의 짧은 시가(時價)에서 음을 강하게 굴려주는 기법을 말한다. 이 외의 기타표

현법으로는 ‘숨표’․‘쉼표’․‘격음표’․‘가성표’ 등이 있다. 이상으로 채보에 사용

된 표현부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채보에 사용된 표현부호35)

34) ‘전성(轉聲)’은 일반적으로 1박이내의 짧은 시가(時價)에서 음을 강하게 구르는 소리로 표현되지만,

본고에서는 어떤 음을 두 번 강하게 굴려내는 기법으로 정의 내려 사용함을 밝혀둔다.

35) 채보에 사용된 표현부호는 이주환 편, 歌曲譜(서울: 국림국악원 가곡연구회, 1959), 김기수의 국
악입문(서울: 한국고전음악출판사, 1972), 김경배의 歌曲譜(서울: 은하출판사, 2010)를 참고하였으
며, 일부 시김새 부호와 용어에 있어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변형하거나 새로 만들어 사용

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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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어느 음을 낼 때 1음아래음․1음위음을 빠르게 거

쳐서 제음으로 내는 표

뒤꾸밈음

ᥢ 1음위음․본음을 짚고 넘어가는 표

߂
어느 음에서 다음 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표기된 위

치에 따라 1음 위음과 2음 위음을 같은 길이로 내

는 표

기

타

표

현

법

숨표 < 숨 쉬는 자리를 알리는 숨표

쉼표 △ 또는 음이 멈추는 동안의 길이를 나타내는 쉼표

격음표 ⅽ 어떤 음을 “쿡” 찍는 느낌으로 짧고 격하게 끊어내

는 표

가성표
어떤 음을 육성이 아닌 가성(속청)으로 곱게 표현하

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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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권번의 여창가곡 전승 및 계보

여창가곡의 전승과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20세기 초 생겨난 기생조합(妓生

組合) 즉 권번(券番)을 통한 기생(妓生)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서울에는 한성권번(漢城券番)․조선권

번(朝鮮券番)․한남권번(漢南券番)․경화권번(京和券番)․대동권번(大同券番)

등의 대소권번들이 존립했으나 중도에 병합되거나 사라지고, 1932년 이후에는

한성권번과 조선권번만이 남아 경쟁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35년 종로권번(鐘

路券番)이 새로 등장하면서 세 개의 권번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1942년 삼화권

번(三和券番)이란 이름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권번들의 설립과 변천과정을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을 중심으로 좀 더 상세히 살피고자 하며, 아울러 각 권번에서 직접적으로 여

창가곡전수를 담당한 남창가객들의 개관 및 그들의 제자인 연구대상 창자들의

활동내용을 경성방송국 국악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가곡의 전승

계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한성권번의 여창가곡 전승

가. 한성기생조합의 설립과 변천

본래 기생(妓生)36)은 궁중(宮中)의 관기(官妓)로서, 궁중여악(宮中女樂)뿐만

아니라 풍류음악(風流音樂)의 주체자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관기제도(官妓制度)

36) 기생은 업무에 따라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보통 가무(歌舞)에 종사하는 것으로 궁중에 큰잔치가 있

을 때마다 각 지방에서 뽑아 올려 일시적으로 진연(進宴)을 치르고 내려가는 선상기(選上妓)인 향기

(鄕妓), 둘째는 내의원(內醫院)․혜민서(惠民署)에 출근하여 간호부(看護婦)의 업무를 맞는 약방기생

(藥房妓生), 셋째는 상의원(尙衣院)에 근무하여 의복(衣服)의 재봉을 주로 하는 상방기생(尙房妓生)

이다. 안확 저․김세종 편역, 조선음악의 연구(서울: 보고사, 2008),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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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조합성립 박한영 등 30여인이 발기하여 한성 내 기생영업을 조합하여

풍속을 개량하기로 목적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경청(警廳)에 청원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8. 10. 27)38)

자선연주회 문천군 기근을 위하여 한성기생조합소에서 음력 윤달 11일로 한

10일 연주회를 원각사에서 열어 다소간 기부를 바라니, 원각사의 성의 또한 감

사하여 이로써 알려드리니 모든 군자는 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성기생조합소 백.

(황성신문 1909. 4. 1)39)

연주회 개최 본소에서 경성 고아원 경비에 보조하기 위하여 오는 13일(음력 3

월 4일)부 터 원각사에서 연주회를 한 일주간 개최하오니 慈善하신 모든 분들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기생조합소 기생 연홍, 앵무, 농월 등 알림.

(황성신문 1910. 4. 12)40)

단성사의 자선연주회 단성사 광교기생조합에서 개최하는 조산부양성소의 자

는 1907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체되어, 1908년 9월에는 장례원(掌隷院)에서 관리

하던 기생들을 경시청(警視廳)에서 관리하고 기생들에게 자유영업을 하게 함으

로써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 이러한 관기제도의 폐지에 불만을 품은 기부(妓

夫)37)들은 경기(京妓)인 유부기(有夫妓)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권번의 효시인 한성기생조합(漢城妓生組合)이다.

이렇게 설립된 한성기생조합(漢城妓生組合)은 자선연주회를 통해 조산부양성

소(助産婦養成所) 및 고아원의 경비 등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37) 기부(妓夫)들은 대개 별감(別監)이 맡았다.  

38) 妓生組合成立 . 朴漢英 等 三十餘人이 發起하여 漢城內 妓生營業을 組合하여 風俗을 改良하기로

目的하고 規則을 諸定하여 警廳에 請願하였다더라. ( 황성신문 , 1908. 10. 27.)

39) 慈善演奏會 . 文川郡 飢饉을 爲하여 漢城妓生組合所에서 陰 閏月 十一日로 限 十日 演奏會를 設

行於圓覺社하여 多少間 寄附하올되 圓覺社 誠意 尤極 感謝하와 玆以共布이오니 僉君子는 枉臨하심

을 望하옵. 漢城妓生組合所 白. ( 황성신문 , 1909. 4. 1)



- 16 -

선연주회는 본일 밤부터 개최하는데 이 연주회는 여러 기생들이 사소한 보수를

받고 연주함이 아니오 각기 자기의 공익에 대한 정성으로 스스로 연주를 개최함

인고로 각 기생의 득의한 활동은 실로 전일에 못 보든 바이오. 전일 기생조합에

연조 많이 한 여러 유지도 이번에는 명의가 공익사업인고로 지난번 보다 연조금

은 몇 갑절 더할듯하다고 일반 기생이 모두 이번 성공을 미리 기뻐하더라.

(매일신보 1913. 3. 28)

광교조합 연주회 경성 광교조합기생들은 십구일 밤부터 수은동 단성사에서 연

주회를 개최한다더라.(매일신보 1917. 3. 20)

광교기생 연주회 금 삼십일일부터 경성 광교기생조합 기생 일동은 금 삼십일일

부터 열흘 작정으로 동구 안 단성사에서 연주회를 설행한다는데 이왕 정재가무보

다는 처음 보는 신기한 가무가 있어서 열흘 동안 만원의 성황을 이루리라더라.

(매일신보 1917. 10. 31)

한성권번연주회 시내 한성권번에서는 금 오일부터 앞으로 육일동안 시내 태평

통 본사 래청각에 신춘대연주회를 열 터이라는 데, 풍류, 가사, 기타 홍문연, 선유

락, 사자무 등의 무용까지 있어 가장 흥미가 진진한 모양으로 시작시간은 오후 일

한성기생조합은 한성조합(漢城組合)․유부기조합(有夫妓組合)이라고도 불렸

으나, 보통은 광교조합(廣橋組合)으로 불렸으며 경성부 교정 92번지에 있었

다.41)

이후 경성지역의 기생조합들은 일본식의 이름인 권번(券番)으로 바뀌게 되는

데, 1918년경부터 한성권번(漢城券番)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1917년까지도 여전히 광교조합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다음의 신

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 演奏會開催 . 本所에서 京城孤兒院 經費에 輔助하기 爲하여 今 十三 日 (陰 三月 四日)부터 圓覺

社에서 演奏會를 限 一週間 開하오니 慈善하신 僉閣下는 光顧하심을 切望함. 漢城妓生組合所 妓生

蓮紅 鸚鵡 弄月 등 告白. ( 황성신문 , 1910. 4. 12)

41) 매일신보 1915년 9월11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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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시부터이다.(매일신보 1924. 2. 5)

名妓榮華史 漢城券番

靑衣童子

한양 성중 뛰어난 가희(歌姬), 무희(舞姬)는 그 누구누구던고, 이 땅 정조는 그

네의 백어(白魚)같은 손에서, 흘러나오건만, 타는 이, 뜯는 이, 그 뜻을 알손가. 한

성권번이 한양 성중에 생겨난지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한양 성중이야 무

슨 일이 일어났건 어떤 변(變)이 있었거나, 이래 30여년간 이러한 시끄러운 세상

사는 모르는 듯이 꽃 같은 기생만을 알뜰하게 길러 내인 한성권번이다.

꽃피고 새 지저귀는 봄날이나 달 밝고 바람 소슬한 가을밤이면 유두분면(油頭

紛面)에 녹의홍상(綠衣紅裳)으로 화용월태(花容月態)에 애교를 흘리며 꾀꼴새 노

래가락이 마디마디 꺾어 넘어갈 때면 허다한 장안의 풍류남아의 간장을 녹아내듯

한다하는 명기․명창치고 어느 누가 이 한성권번의 무대를 밟지 않은 이 있으

한성권번은 애초에 안춘민(安春敏)․노준근(盧俊根)․정성만(鄭聖萬) 등 몇

몇42)에 의해 합자회사(合資會社)의 형식으로 광교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소리와 춤으로 유명한 장계춘(張桂春: 가곡)․류개동(柳開東: 서도잡가)․주영

화(朱榮和: 경성잡가)․김용태(金用泰: 사교댄스) 등이 사범으로서 장안의 일류

기생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다.43)

이후 삼천리8권 8호(1936)에 실린 <명기영화사 한성권번(名妓榮華史 漢城

券番)>에는 한성권번이 배출해낸 명기(名妓)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글의 필

자는 장안의 명기(名妓)․명창(名唱)치고 한성권번의 무대를 밟지 않은 이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42)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한국 시대의 궁내부(宮內府) 소관인 가무별감(歌舞別監)을 지낸바 있다. 李昌

培, 韓國歌唱大系(서울: 弘人文化史, 1975), 167쪽.
43) <표 3> 참조.

44) “名妓榮華史 漢城券番,” 三千里8권8호(193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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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44) …(이하생략)

한성권번에서 이름을 날린 기생은 조모란(趙牧丹: 경기민요)과 김연옥(金蓮

玉: 경서도민요)45), 백모란(白牧丹: 서도민요)을 비롯하여 김옥엽(金玉葉: 경서

도민요)․이진봉(李眞鳳: 서도민요)․김금옥(金錦玉: 남도민요)․김옥진(金玉眞:

가야금)46) 등이며, 1936년 당시 250명의 기생(妓生)들이 속해있었다고 한다.

한편 1918년에 간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는 당시 서울뿐만 아

니라 각 지방권번의 예기(藝妓)들의 나이․원적․현주소․기예(技藝)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한성권번 소속 기생은 총190명인데, 출신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0명․경상도가 48명․평안도 44명․경기도 9명․황해도 4명․전라도

3명․충청도 1명․함경도 1명으로 서울출신 점유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47) 당시 소속해 있던 기생 중 최홍매(崔紅梅)48)․이유색(李柳色)과 유운선

(柳雲仙)49)․박부용(朴芙容)50)․김진옥(金眞玉)51)․김홍도(金紅桃)52)․황서운

(黃瑞雲)53)은 공통적으로 가곡․가사․시조․시창과 같은 정가(正歌)에 속하는

45) 조모란과 김연옥은 유성기음반에 여창가곡 두거․우락․환계락․계락․편수대엽․평롱과 가사 권

주가․죽지사․황계사․춘면곡, 평시조․남창지름시조, 시창(관산융마) 등을 함께 녹음한 바 있고,

1930년대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가사․시조․경서도 민요를 공연했다.

46) 1918년 朝鮮美人寶鑑에는 대정권번에 소속되어 있어, 이후에 한성권번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47) 조선연구회, 송방송․이진원, 조선미인보감(서울: 민속원, 2007), 11쪽.
48) 관기(官妓) 출신으로 유성기음반에 가사(歌詞) 황계사(黃鷄詞)와 시창(詩唱) 관산융마(關山戎馬)를

취입했다.

49) 이유색과 유운선은 일축음반(日蓄音盤)에 20여곡의 경서도민요 및 평시조․사설지름시조(창내고

자․푸른산중) 등을 함께 취입했다.

50) 1920년대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해 서도잡가(西道雜歌)와 경성잡가(京城雜歌)를 방송했고,

가사(歌詞) 죽지사(竹枝詞)․평시조(平時調)․남창지름시조․시창(詩唱: 관산융마) 등을 유성기음반

에 취입한 바 있다.

51) 1931년 6월 6일(21:55～) 金眞玉은 徐山紅․李山紅․李彩仙과 함께 경성방송국에 출연해 歌曲 界面

頭擧․界面還入․弄․羽樂․還界樂․編을 방송했다. 이때 반주진은 장계춘(張桂春: 장고)․조동석

(趙東奭: 단소)․이원근(李元根: 해금)․이응룡(李應龍: 죽적)이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경성
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서울: 민속원, 2000), 98쪽.

52) 유성기음반에 사설지름시조(푸른산중)을 취입했고 이후 1930년대에 조선권번(朝鮮券番)으로 옮겨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국에 출연해 가곡․가사방송을 했다.

53) 1935년 가사(歌詞) 길군악(길軍樂)․수양산가(首陽山歌)를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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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유성기음반에 취입하였거나 경성방송국에 출연해 방송한 바 있다.

한편 최정희는 1920년도에 입학했기 때문에 1918년 당시 기생명단에는 없으

나 한성권번 출신 가운데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정가(正歌)로는 최다 출연한

바 있다.

한성권번은 가무별감(歌舞別監) 출신의 기부(妓夫)와 경기(京妓), 즉 서울 출

신인 약방기생(藥房妓生)과 상방기생(尙房妓生)을 주축으로 조직되었다는 점과

권번의 효시라는 점 등에 상당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고 활동했고, 1942년 삼

화권번(三和券番)으로 합쳐지기 전까지 수많은 명기들을 배출시켰는데, 그 중

해방 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여류가객은 최정희가 유일하다 하겠다.

나. 가객들의 활동 및 가곡전승계보

(1) 장계춘(張桂春: 1860～1946)

장계춘(張桂春)은 출신(出身)이나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

만 장계춘을 거론할 때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바로 1900년

대에 잡가명창(雜歌名唱)으로 이름을 날리던 추조박(秋曺朴)이다. 즉 추(秋)는

추교신(秋敎信)으로 남녀창 가곡을 잘했으며, 조(曺)는 조기준(曺基俊)으로 그

도 역시 가곡(歌曲)을 했으나 특히 12가사(十貳歌詞)에 능했고, 박(朴)은 박춘

경(朴春景)으로 가사(歌詞)와 시조(時調)에도 능했지만 특히 잡가를 잘 지어 부

르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54) 이들이 부르던 노래는 사계(四契)축 소리55)로

알려진 12잡가(十貳雜歌)로, 이들이 현재의 12잡가를 만들어내어 전승시켜 오

54) 李昌培, “서울의 俗歌,” 韓國歌唱大系(서울: 弘人文化社), 162쪽.
55) ‘사계축(四契축)’이란 서울의 한 특수한 지역을 의미하던 것으로, 지금의 서울역 뒤로 만리동(萬里

洞) 고개를 멀리 돌아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현재 청파동(靑坡洞)인 청패까지의 둥그런 일대를 말

한다. 즉 이 지역의 소리를 ‘사계축 소리’라 불렀으며, 이들은 ‘긴잡가’가 주특기였으나, 이 외에도

가곡․가사․시조에 이르기까지 레파토리를 확대해 나갔다. 成慶麟, “서울의 속가,” 鄕土서울제2
집(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58),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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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의 창은 퍽 숭상하였던 것이고, 퍽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그 창을 한평생

전문으로 하여 마침내 일가를 이뤄가지고, 그 파류(派流)와 전승이 있었으며 그

거주하는 지방과 처소에 따라 고유한 명칭까지 있었으며, 각기 독특한 창법을 발

휘하여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성에서는 이르되 정악(正樂) 기(妓)판 시조, 위대

시조(우대 가곡: 인용자 주), 사계(四契)집 시조(사계축 가곡: 인용자 주)니 하는

따위가 있었으며…(이하 생략)57)

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형은 이에 대해 조선말기 정가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추조박이 잡가집단으로만 인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평민정가집단(平民正歌集團)56)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는

데,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글을 통해 설득력을 갖는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서울에서는 남창가객집단의 경우 우대가객집단(중인가

객집단)과 사계축가객집단(평민가객집단)이 공존하며 각기 독특한 창법을 구사

하며 활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계춘은 이러한 사계축 집단에서 활약하던 추교신의 제자이며, 그로 인해

가곡보다는 오히려 잡가의 전승계보58)에서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

다. 또한 추교신은 홍진원(洪鎭源)을 사사했다고 전해지는데, 홍진원의 실체 또

한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던 중 국문학계의 신경숙은 가객들의 궁중연

향 참여에 관해 살피는 과정에서 홍진원과 형제이거나 동항렬의 여항가객으로

추정되는 홍필원(洪弼源)이라는 인물이 진연의궤(進宴儀軌)(辛丑, 1901)에 ‘가

자(歌者)’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음에 주목했다.59) 게다가 재담예인이자 잡가

56) 이보형, “조선후기 정가집단(正歌集團)의 유형과 성격: 평민정가집단을 중심으로,” 동양음악제24
집(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2002), 149～57쪽.

57) 李秉岐, “時調와 그 硏究(5),” 學生(京城: 學生社, 1930), 5월호, 72～75쪽. <권도희, “20세기 전반
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4쪽에서 재인용>

58) 잡가의 계보는 추․조․박으로부터 시작되며 3개의 유파로 나뉜다. 즉 추교신→장계춘→주수봉→

묵계월․김옥심으로, 조기준→최경식→이창배․정득만으로, 박춘경→박춘재→원경태→이은주로 이어

지는 계보가 있다. 金外順, “경기잡가(京畿雜歌)에 관한 연구”(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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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한바탕하면 듣기에는 무척 쉬운 것 같으나 그 한바탕 속에도 상당히 종류

가 많은 것으로 노래 첫 바탕의 열다섯 조목을 예로 드러보면 우조(羽調)-첫바탕-

간밤, 청조, 일소, 한숨, 남화야. 계면(界面)-첫바탕- 황산곡, 산촌, 초강, ⃞⃞. 롱

(弄)-첫바탕-각설, 우락제갈량, 환계락사랑, 계락청산리, 화편, 태평가. …(중략)… 그

리고 춤의 종류에 있어서도 남무(男舞), 입춤, 검무(劍舞), 승무(僧舞), 경자춤 등인

데, …(중략)… 九十여 종류나 되는 것을 다 배울수는 도저이 없는 것이고 보통 승

무, 검무 등의 간단한 것 몇가지를 배흔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 춤에 대해서는 그

들 동기에게 배흘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하드라도 그 춤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한다.

명창으로 유명한 박춘재(朴春載: 1883～1950)60)는 홍필원․홍진원 형제에게 가

곡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축연(辛丑宴)에 기록된 홍필원은 홍진원과 형

제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홍진원은 중인가객의 신분이며 활동 시기는 19세기

중반～20세기 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추교신의 뒤를 이은 장계춘의 출생연대는 대부분의 사전(辭典)에 1848

년 또는 1868년으로 되어 있고, 사망연대는 공통적으로 해방직후인 194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61) 그런데 필자가 장계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39년 6월에 발

간(發刊)된 女性이라는 잡지기사(雜誌記事)를 접하게 되었는데, 조선가무(朝

鮮歌舞)를 이어오고 있는 당시의 권번기생들의 수업내용을 소개하는 과정 중

장계춘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 이를 통해 출생연대를 재고(再考)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기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9) 궁중진연에서 歌人을 지칭하는 말은 ‘歌者’와 ‘歌差備’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이 중 ‘差備’는 장

악원 소속으로 세습되는 천인 출신의 樂工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歌者’는 일반 악공보다 격이 높

은 여항가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신경숙, “19세기 가객과 가곡의 추이,” 韓國詩歌硏究제2집(서
울: 韓國詩歌學會, 1997. 12), 273～79쪽.

60) 박춘재(1883～1950)는 경기소리의 대가이자 서울의 발탈 명인이며 동시에 재담의 일인자로 구한말

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볍고 부드러운 경쾌한 목소리로 경서도 소리를 하며 서울무대를 독

차지하다시피 한 명창이다. 그는 청년시절에 사계축 소리로 유명한 추조박 가운데 박춘경에게 잡가

를 배웠다. 또한 다른 명창들과 달리 글공부도 하여 학식이 높았으며, 홍필원․홍진원 형제와 조기

준 등에게 가곡․가사․시조를 배웠다고 한다. 손태도, “경기 명창 박춘재 論,” 韓國音盤學7권(서
울: 韓國古音盤硏究會, 1997), 131～94쪽. <박경소, “박춘재 창(唱) 경기잡가의 음악적 특징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5), 6～9쪽에서 재인용>

61) 한겨레음악인대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두산백과 등의 ‘장계춘’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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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성권번(漢城券番)의 장계춘(張桂春)씨가 그 수많은 춤법을 다 알기는 아나

이미 년로(八十)에 할 수가 없어 동기에게 가리키는 것은 별문제로 그가 세상을 떠

나면 조선고래의 그 수많은 춤법은 그 밑에서 배우는 한성권번의 기생들이 약간 흉

내를 내일것쁜으로 張씨와 같이 영원히 잃고 말을 염녀가 있다고 한다.”62)

이와 같이 기사가 쓰인 1939년 당시 장계춘의 나이가 80세로 기록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출생연대를 소급해 적용해보면 1860년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1848년생 또는 1868년생 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글을 보충 설명하자면, 1939년 6월 당시 조선권번의 하규일은 이

미 2년 전(1937년 5월)에 사망한 상태이고, 한성권번의 장계춘이 생존해 있으

나, 연로(年老)한 관계로 자칫 끊어질 위기에 처한 조선가무(朝鮮歌舞), 그 중

에서도 특히 조선무용(朝鮮舞踊)의 전승단절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장계춘이 정가(正歌)뿐만 아니라 조선무용 즉 궁중무용(宮中舞踊) 사범을 겸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근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63)

62) 木金黑, “朝鮮歌舞를 이여가는 사람들-妓生今昔譚,” 女性4권6호(1939. 6)
63) 이 기사(記事)가 쓰인 1936년은 하규일 생존시이며, 1935년 7월 새로 탄생한 종로권번(鐘路券番)이

설립된 이후로, 세 개의 권번이 경쟁하던 때이다. 또한 이때 종로권번의 가곡사범은 황종순(黃鐘淳:

1877년생으로 구한말 이래의 宮中樂師)이었음이 확인된다. 학계에서는 종로권번의 가곡사범이 이주

환(李珠煥)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마도 황종순 사망이후 이주환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1942년 세 개의 권번(券番)이 삼화권번(三和券番)으로 통합되었을 때 가곡사범(歌曲師範)은 이주환

이 맡았다. “妓生藝道槪評,” 三千里 8권8호(193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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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宮中)과 장악원(掌樂院), 각 지방관아 교방청(地方官衙敎坊廳)에 소속돼

있던 여령(女伶)들은 그 지역에서 기녀조합으로 발족됐고 서울에서는 다동기생조

합(茶洞妓生組合), 광교기생조합(廣橋妓生組合) 등으로 결성되어 다동기생조합은

하규일 옹께서, 광교기생조합은 별감(別監) 출신이던 장계춘(張桂春) 옹께서 사범

<표 3> 朝鮮․漢城․鐘路券番의 수업과목 및 사범(1936年 8月)

券番

科目
朝鮮券番 漢城券番 鐘路券番

京城雜歌 朱永化 朱永化 吳榮根

歌曲 河圭一 張桂春 黃種淳

西道雜歌 楊瑞鎭 柳開東 金一順

朝鮮舞踊 河圭一 張桂春 黃種淳

社交땐스 尹恩錫 金用奉 奇 龍

玄琴 河圭一 趙義洙 朴聖在

洋琴 金相淳 金榮培 朴聖在

이상은 1936년 8월 三千里8권 8호에 실린 기사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때는 하규일이 생존해 있음과 동시에 1935년 7월 새로 생겨난 종로권번(鐘

路券番)으로 인해 세 개의 권번이 경쟁하던 때이다. 하규일이 정가(正歌)뿐만

아니라 궁중무용까지 가르쳤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나, 장계춘에

대해서는 한성권번 정가사범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통해 궁중무용사범

까지 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사계축 소리꾼인 추

교신으로부터 정가를 배운 장계춘이 수많은 종류의 궁중무용을 어느 경로를

통해 전수받게 되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서를 찾던 중 김천흥(金千興)이 그의 자서전(自敍傳)을 통해 장계춘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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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도했었다.”64)

이와 같이 김천흥은 장계춘을 별감출신(別監出身)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김천흥이 아악부(雅樂部) 근무시절부터 하규

일의 부름을 받아 조선권번에 자주 왕래했고, 수요회(水曜會)65)를 통해 당시

조선권번의 유명한 기생들과의 친분 및 가곡반주를 맡기도 하였고, 또한 아악

부를 그만둔 193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권번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사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당시 경쟁상대인 한성권번의 내막을 잘 아는 장본인이었

을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즉 기생조합창립당시 하순일․하규일이 이끄는 다동

기생조합은 무부기조합(無夫妓組合)인데 반해, 장계춘을 주축으로 하는 광교기

생조합은 유부기조합(有夫妓組合)이었고, 유부기(有夫妓)란 말 그대로 기부(妓

夫)가 있는 기녀(妓女)를 말하고, 그 기부들의 신분은 대부분 별감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즉 장계춘은 가무별감을 지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수많

은 종류의 궁중가무를 익혔던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그의 1930년대 경성방

송국 국악방송 출연당시 대동하고 나온 반주진이 대한제국시대, 즉 구한국말기

의 궁중악사(宮中樂師)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이

다.66)

64) 金千興, 앞의 책, 114쪽.

65) 일제강점기 사설 연주단체의 하나로,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의 활동이 재정적인 타격으로

미약해지자 김윤덕 총무가 1935년 설립한 연주단체가 수요회(水曜會)이다. 이 수요회는 매주 수요일

명인명창이 한 자리에 모여 영산회상(靈山會相)․가곡(歌曲) 등을 합주하는 감상회를 열었고, 1940

년대 초까지 계속되다가 결국 재정난으로 해산됐다. 그 당시 활약했던 명인들은 김계선(金桂善: 젓

대)․김상순(金相淳: 양금)․김수천(金壽天: 장구)․김영도(金榮燾: 양금)․김윤덕(金潤德: 거문고)․

김태영(金兌英: 거문고)․민완식(閔完植: 양금)․이병성(李炳星: 가곡)․이언식(李彦植: 거문고)․이

주환(李珠煥: 피리)․지용구(池龍九: 해금) 등이었다. 송방송, 앞의 책, 316～17쪽.

66) 장계춘은 1931년 6월 6일(토)과 9월 5일(토) 두 차례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한성권

번 제자들의 여창가곡(女唱歌曲: 界面頭擧․界面還入․弄․羽樂․還界樂․編)공연에 장고반주를 해

주었는데, 이때 함께 대동한 반주진은 단소에 조동석(趙東錫: 조양구락부 발기인 중 한명으로 단소

사범), 해금에 이원근(李源根: 이조말엽 高宗때의 宮中樂師로 1869년 假典樂, 1908년에 典樂이 되었

으며, 李壽卿의 아버지)과 김화여(金化汝: 구한국말기의 宮中樂師로 1911년 掌樂院의 假典樂을 지

냄), 대금에 이응룡(李應龍: 구한국말기의 宮中樂師)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경성방송국국악
방송곡목록(서울: 민속원, 2000), 98～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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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춘은 한성권번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지만, 해방이후에도 꾸준

히 활동을 지속한 제자로는 최정희가 유일하다고 하겠다.

(2) 최정희(崔貞姬: 1908～1976)

최정희는 1908년 용인에서 출생하여 1920년(13세)에 한성권번에 동기(童妓)

로 입학했다.67) 최정희의 가곡․가사 스승은 장계춘으로 하규일과 다른 계보임

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외에 최정희의 생애와 활동내용

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경성방

송국 국악방송 출연기록이었다. 호출부호 JODK로 경성방송국이 라디오방송을

개시한 것은 1927년 2월 16일이다.68) 당시 최정희는 1927년(20세) 4월부터

1941년(34세) 12월까지 가사(歌詞)는 48회․경기민요 3회를 방송해 한성권번

출연자 중 정가(正歌)로는 최다 출연을 하였다. 이혜구에 의하면 1930년대 국

악방송섭외는 기악(器樂) 외에 성악(聲樂)의 경우는 조선권번과 한성권번, 조선

성악연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정가의 경우 가곡은 조선권번이 독차지했

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로는 하규일 선생이 “한성권번 기생은 율(律)을 모른

다.”며 한성권번의 가곡방송을 막았다고 한다.69) 반면 가사(歌詞)의 경우는 한

성권번출신도 방송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최정희의 춘면곡(春眠曲)이 일

품이었고, 가곡․가사의 명창 이병성도 최정희의 그 한가하고도 화려한 춘면곡

에 반해 광복 후 그를 찾으러 멀리 수원까지 내려갔었다고 한다.70)

한편 최정희의 활동내용을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기록을 통해 살펴본 바

67) 국립문화재 연구소, <최정희 가곡․가사> 관련 김호성 글.

68) 1926년 7월 이전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는 과정에도 국악방송을 송출하였다. 이후 방송개시는 단

일방송으로 시작했으나, 1933년부터 방송채널이 둘로, 즉 조선어와 일본어방송의 분리된 이후부터는

국악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도로 높아졌다.

69) 이혜구, “1930年代의 국악 방송,” 국악원논문집제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7), 251쪽.
70) 이혜구, 위의 논문,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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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최정희는 1927년(20세)부터 1941년(34세)까지 총51회 출연했는데,

이 중 3회를 제외하곤 가사방송을 했음을 알 수 있다.71)

필자가 정가방송목록을 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는 1931년까지는

한성권번출신인 김진홍(金眞紅)과 김초홍(金焦紅) 등이 간혹 여창가곡을 방송

했다는 점이다. 특히 1931년 2월에는 조선권번 정가사범인 하규일이 처음 등장

해 서산호주(徐刪瑚珠) 등과 남녀창 가곡을 방송했고, 같은 해 6월과 9월에는

한성권번 정가사범인 장계춘이 직접 여제자들을 이끌고 나와 여창가곡을 방송

하기도 했다.72) 그러나 1932년부터는 한성권번 기생들은 더 이상 가곡방송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1933년 한일방송이 분리(일어 제1방송․조선어 제2방송)

된 이후부터는 국악방송의 비율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가방송

도 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가곡의 경우 남창(男唱)은 하규일이 독차지하고

여창(女唱)은 가곡뿐만 아니라 가사도 조선권번이 거의 독차지하게 된다. 즉

1934년부터는 정가(正歌)의 경우 월별기준으로 평균 12회(가곡 4회, 가사 4회,

시조 3회) 정도로 방송되었는데, 그 중 한성권번기생의 참여율은 월평균 1회에

그치고 있으며, 대신 경․서도민요에 집중되어 있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한성

권번의 김초홍이 1934년 조선권번으로 소속을 옮긴 후 같은 해 12월부터 가곡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정가로는 총80회 출연이라는 최다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권번을 옮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1935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에 국악방송이 아예 없고 3월 3

일 조선권번의 여창가곡으로 시작을 여는 가운데, 이틀 뒤인 3월 5일 한성권번

의 최정희가 가사방송을 하는 점이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선권번에

서 가곡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방송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고, 따라서 이전에

가사방송을 간혹 해오던 한성권번소속 조모란(趙牧丹)․김연옥(金蓮玉)도 이때

71) 최정희(崔貞姬)의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기록 및 공연내용은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관계로 부

록에 별도로 실었다.

72) 註)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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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서도 민요에만 출연을 하게 됨으로써 한성권번의 정가방송은 전멸했다

고 봐도 과언(過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1937년 5월 하규일이 사망하자

가곡은 여창만 방송하다가 8월부터는 남창가곡으로 이병성이 하규일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가곡뿐만 아니라 가사․시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방송

을 한다.73)

1939년(32세)부터는 최정희가 한성권번에서는 거의 유일한 정가방송출연자가

되는데, 주목되는 점은 이때부터 고정반주자가 등장한다는 점과 장고반주를 맡

은 박영복(朴永福)74)이 당시 조선권번 소속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하규일 사망

이후라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1941년(34세)부터는 정가방송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성권번에서는 최정희만이

고정출연을 하며, 그해 12월에는 국악방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가는 단1회

방송되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최정희이고 그것이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마지

막 출연이다.

1942년부터는 여창(女唱)은 거의 없이 이병성만 방송을 하다가 그해 8월 17

일 삼화권번(三和券番)으로 통합된 이후부터 정가방송은 계속 줄어들어 근근이

명맥만 유지한 채 1945년 8월 14일로서 국악방송을 끝맺게 된다.

한편 최정희는 1941년 12월 방송을 끝으로 1942년부터는 빅타레코드사 전속

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1943년(36세) 10월에는 빅타레코드사 요청으로 일본

동경에 가서 10일간 머무르며 가곡․가사․시조를 취입하게 되는데, 이때 동행

한 남창(男唱)은 당대 최고의 가객 이병성이며, 악사로는 김계선(金桂善: 대금)․

이병우(李炳祐: 피리)․박영복(朴永福: 장고)․임석윤(林錫潤: 현금)․김상순(金相淳:

양금)․김천흥(金千興: 해금) 등으로 당대 최고의 명인(名人)들이었다. 하지만 김

73) 하규일은 1931년 2월～1937년 4월까지 가곡만 24회 방송했다.

74) 박영복(朴永福)은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2기 출신으로 본명은 박놈쇠(朴䎛釗), 전공은 장구이다.

1926년 졸업 후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수로 활약하다가 조선권번(朝鮮券番)으로 옮겼다. 광복 후인

1948년 구왕궁아악부의 아악수로 재직하다가 1951년 국립국악원 예술사를 거쳐 1955년 국악사가 되

었다. 1964년에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강사를 역임하였고,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인 종묘제례악(宗廟祭禮樂) 예능보유자(절고)로 지정되었다.



- 28 -

천흥에 의하면 “그 후 일본 전토가 연합군의 공습으로 혼란스럽더니 후쿠오까

(福岡)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이때 취입한 음반에 대해서는 영영 소식을 알

길이 없어졌다.”고 한다.75) 그 후 해방이 되자 최정희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16혁명 후에는 수원국악원(지금의 화령전)76)에서 정가(正歌)사범으로 후학

(後學)을 양성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병성이 최정희의 춘면곡(春

眠曲)에 매료되어 수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

사 예능보유자인 이양교(李良敎) 또한 이주환에게 12가사 중 9가사를 전수받은

후 최정희와 장사훈에게 나머지 3가사를 배워 12가사(十貳歌詞)를 완성시켰다

고 한다.77)

1968년(61세)에는 LP음반으로는 최초로 이주환과 남녀창가곡을 신세기레코

드사에서 취입하였고,78) 1972년(65세)에는 가사(歌詞) 상사별곡(想思別曲)이 국

악사상 처음으로 히트레코드의 스테레오 LP판으로 제작되었다.79)

1974년(67세)에는 수원국악원에서 장고와 김호성의 대금 수성가락에 맞춰 여

창가곡 한바탕과 12가사를 녹음했고, 1975년(68세)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실황으로 명동국립극장에서 김호성과 남녀창가곡 한바탕을

공연한 바 있다.80)

최정희는 13세에 한성권번에 동기(童妓)로 입학해 배반(杯盤)을 치룬 후, 20

세부터 경성방송국 국악방송활동을 시작으로 68세까지 20세기 전․후반에 걸

쳐 가장 길게 활동한 여류가객으로서 평생을 혈혈단신(孑孑單身)으로 장계춘

75) 金千興, 앞의 책, 145～48쪽 참조.

76)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화령전(華寧殿)은 조선 22대 임금이었던 정조(재위: 1776～1800)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해마다 제사지내던 건물인데, 23대 임금 순조는 아버지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기 위하여 순조 1년(1801)에 수원부의 행궁 옆에 건물을 짓고 화령전이라 하였고, 1974년 당시

에는 수원국악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77) 황경순, “우리시대의 가객-이양교 예능보유자,” 월간 문화재 사랑(서울: 문화재청, 2010. 6. 11)
78) 음반에 수록된 곡은 남창(男唱) 우조(羽調) 초수대엽(初數大葉: 동창이), 여창(女唱) 우조(羽調) 이

수대엽(貳數大葉: 간밤에), 남창(男唱) 언락(言樂: 벽사창), 여창(女唱) 우락(羽樂: 제갈량)이다.

79) 김호성, 반세기 보고들은 국악 얘기(서울: 수서원, 2010), 179쪽.
80) 김호성 선생님은 최정희 여사에게 가사(歌詞)를 배우기 위해 1973년부터 1년 정도 집에 모셨고 그

동안 처사가․양양가․수양산가․매화타령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김호성, 위의 책,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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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의 가곡․가사만을 고수하며 살다가 69세인 1976년 수원자택에서 생을 마

감했다.

(3) 한성권번의 가곡전승계보

장우벽(張友璧)을 정점으로 하는 가곡(歌曲)의 계보도(系譜圖)는 안확(安廓)

에 의해 처음 밝혀진바 있다.81) 안확에 의하면 장우벽의 가법(歌法)은 오동래

(吳東萊)에게 전수되고, 오동래(吳東萊) 이후에는 정중보(鄭仲甫)․최수보(崔壽

甫)․박효관(朴孝寬)82)에게 전승되면서 3개의 유파(流派)로 갈라졌는데, 이 중

정중보(鄭仲甫)는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고, 최수보(崔壽甫)는 하중곤(河仲鯤)→

명완벽(明完璧)으로, 박효관(朴孝寬)은 홍진원(洪鎭源)→추수교(秋數敎)로 이어

졌다고 한다.83) 이에 안확이 제시하는 가곡의 전승계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81) 장우벽(張友璧: 1730～1809)의 자는 명중(明仲), 호는 죽헌(張竹軒)으로 가곡계의 명인이자 곡의 16

박 한 장단의 반 장단인 여덟 박을 장고 북편의 음점(陰點) 셋과 장고 채편의 양점(陽點) 둘, 모두

다섯 점을 선으로 연결해 표시하는 매화점장단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안확(安廓)은 장우

벽(張友璧)에 의해 가법(歌法)이 비로소 완전한 체계가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安廓, “歌聖 張竹軒 逝去百貳十年,” 朝鮮(1929년 11월호), 22쪽.
82) 박효관(朴孝寬)은 고종(高宗)때의 가객(歌客)으로 자(字)는 경화(景華)․호(號)는 운애(雲崖)이다. 장

우벽(張友碧)을 사사(師事)하여 대성한 박효관(朴孝寬)은 풍류객(風流客)들의 모임인 노인계(老人契)

와 승평계(昇平契)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이러한 활동내용을 잘 정리하여 1876년(高宗

13年) 그의 제자 안민영(安玟英)과 함께 가곡원류(국악원본)를 편찬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최
근 신경숙에 의해 가곡원류(국악원본)를 모본(母本)으로 한 <하순일 편집본>이 추가로 발견되었
고, 박효관 발문 말미에 간기(刊記)가 임신(壬申)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편찬연대가

기존의 1876년이 아닌 1872년으로 재고된 바 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311쪽. 신경숙, “가곡원류편찬연대 재고,”韓民族語文學(서울: 韓民族語文學會, 2009. 6), 7
7～79쪽.

83) 安廓, 앞의 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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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벽
(張友璧)

오동래
(吳東萊)

정중보

(鄭仲甫)

최수보
(崔壽甫)

박효관
(朴孝寬)

하중곤
(河仲鯤)

홍진원

(洪鎭源)

명완벽
(明完璧)

추수교

(秋數敎)

<도표 1> 안확이 제시하는 가곡전승계보

<도표 1>의 가곡전승계보는 1929년 안확의 기억에 의해 작성된 것인데, 20

세기 초 당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하순일․하규일․장계춘의 이름이 누락되

어 있다. 또한 추수교(秋數敎)라는 이름은 안확(安廓)의 논문 외에는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가 없는 반면 같은 시기의 인물 추교신(秋敎信)이라는 이름은 구

체적으로 여러 자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점 등에 근거해 학계에서는 추수

교를 추교신으로 보고 있어 필자 또한 이를 수용했다.84) 현재는 장사훈을 비롯

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누락된 이름들이 추가됨과 동시에 일부의 수정을 거쳐

재 작성된 계보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한성권번의 가곡

전승계보는 장우벽을 정점으로 오동래→정중보․박효관으로, 정중보는 후계가

없고 다시 박효관으로부터 홍진원→추교신→장계춘→최정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84) 장사훈, 위의 책, 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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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벽(1735～1809)

(張友璧)

오동래(?～?)

(吳東萊)

정중보(?～?) 최수보(?～?) 박효관(1800～85?)

(鄭仲甫) (崔壽甫) (朴孝寬)

하중곤(?～?)안민영(1816～95?) 홍진원(?～?)

(河仲鯤) (安玟英) (洪鎭源)

명완벽(1842～1926)

(明完璧)

추교신(?～?)

(秋數敎)

하순일(?～?) 하규일(1867～1937) 장계춘(1860～1946)

(河順一) (河圭一) (張桂春)

최정희(1908～76)

(崔貞姬)

<도표 2> 한성권번의 가곡전승계보85)

85) 한성권번(漢城券番)의 가곡전승계보(歌曲傳承系譜)에 관련된 이름은 진한글씨로 표기했다. 또한 좌

측에 흐리게 표기한 하순일․하규일 계통의 가곡전승계보는 국악대사전 ‘장우벽’항에 기록되어 있
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권번의 가곡전승계보를 살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

여 재작성하고자 한다. 장사훈, 앞의 책, 6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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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조합연주회 다동기생조합에서는 금 이십사 일부터 이주일 동안 매야 동구

안 단성사에서 춘개 연주회를 열 터인데 이번에는 군악에 맞춘 천기춤 기타 몇

가지 정제가 있다하며 목하입경 도 시찰단에 대하여 우대권 팔십 매를 보내어 청

대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17. 5. 24)

다동기생의 자선사업 기부흥행 이십사일 밤부터 다동조합기생 일동이 단성사

에서 연주회를 연다함은 이미 보한 바와 같거니와 흥행 기간 이주일 중에서 먼저

여드레 동안 수입액을 반분하여 재정이 곤란한 조산부양성소에 기부하기로 기생

일동이 협의 결정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17. 5. 25)

2. 조선권번의 여창가곡 전승

가. 다동기생조합의 설립과 변천

 

한성기생조합이 경기출신 중심의 유부기조합이었다면, 이에 대항하여 무부기

(無夫妓)인 향기(鄕妓)를 대상으로 조직한 조합이 다동기생조합(茶洞妓生組合)

이다.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의 학감으로 취임한 하규일(河圭一)은 하순일(河

順一)과 함께 여악(女樂)을 가르치기 위하여 향기86)인 무부기들을 모집하여

1912년 7월 중부(中部) 상다동(上茶洞)에 여악분교실(女樂分校室)을 창설하였는

데, 이것이 바로 다동기생조합이다. 이 조합의 구성원은 주로 평양 중심의 서

도출신 기생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이들이 자선연주회 등 활발

한 연주활동을 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다동조합 내에서 경상도․전라도 두 지방 기생들만 따로 빠

져나와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남기생조합(漢南妓生組

合)이며, 그 경위는 다음의 기사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86) 조선후기 궁중잔치 때 팔도 관아 소속의 여기 중에서 뽑힌 선상기(選上妓)인 향기(鄕妓)는 한양 출

신 약방기생(藥房妓生)과 상방기생(尙房妓生)인 경기(京妓)와 함께 정재공연에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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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조합의 영남군독립 경성의 다동조합기생은 본래 평양기생이 중심이 되

어 창립한 것으로 지금도 평양기생은 칠십 명에 이르나 영남기생은 그 반수 되

는 약 삼십 여명에 불과한데 성질과 특징이 서로 다른 서관기생과 남방기생 사

이에는 서로 융합이 되지 못하여 그동안 허다한 충절이 내용으로 있어 내려왔

는데 이번에 영남패 삼십 여명은 아주 다동조합을 벗어나가서 별도의 다른 조

합을 세우고 영남기생 끼리만 조합을 유지하여 가자는 의논을 결단하고 청진동

에다는 조합을 두되 이름은 한남기생조합이라 지었는데 경찰서에 신청하여 설

립인가를 맡은 뒤에는 크게 다동조합기생과 경쟁을 하여 볼 결심이라더라.

(매일신보 1917. 2. 27)

영남기생의 이목을 보전하옵고자 새로이 조합을 세웠으니 많이 사랑하여

줍시오.

한양성 봄바람 난만한 화류촌에 영남기생도 타향 기생만 못지아니한 줄을 풍류

남아 내좀 알아다오 하는 듯이 삼십오 명의 동무와 손목을 이끌고 평양기생이

주인 되는 다동조합을 나와 새로 한남조합이라는 것을 세우고 이번에 추대가

된 남수는 새 조합 성립겸 추대된 인사차로 일일 오후 한시 본사에 찾아와서

가체 다듬은 이마를 찡그렸다 폈다하며 말솜씨 있어 보이는 단순으로 춘향가

연극에 이도령 노릇하던 구변으로 조합의 설립한 사정과 장래의 일에 대하여

설명이 유수 같다. …(중략)… 다동조합에서 저희들이 빠져나온 일에 대하여는

여항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듯하지만 저희들은 조금도 새로이 다른 감정을 품

으려고 생각지 아니합니다. 대체의 까닭으로 말하면 평양기생은 경성에 올라와

서 저의 힘으로 조합을 세우고 영업을 보호하여 가는데 저희들은 거기 가서 붙

어있는 것은 영남기생 전체의 면목이 없는 일이라 하겠는 고로 단정코 저희들

도 조합을 하나 세우기로 결정한 일이올시다. 그러함으로 전일에 다동조합에

대하여 저희들이 약간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못

하며 실상 저희 영남기생을 조합에 들여 주고 기예도 가르치며 영업도 보호하

여 금일에 새로이 조합을 세워가지고 나가게 된 것은 전혀 다동조합의 은혜이

니까 저희는 이전의 약간 불협한 일로 큰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다동조합에서는 벌써 임원을 변경하였는데 취재에 김남수요,

고문에 최옥수, 부취재에 김숙자, 좌총무에 현계옥, 우총무에 정금숙, 영의당에

김귀화, 외에 평의원 열명으로 남수의 말로 사무를 보아가는 중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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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17. 3. 2)

한남권번 허가됨 팔월 팔일에 허가됨

한남기생조합은 칠월 이십팔일부로 경기도 경무부장으로부터 한남권번 허가장

을 하부한 고로 일일 오전 구시에 종로경찰서 보안계로부터 그 조합기생 정금

죽 외 한 명을 불러 권번 설치에 대한 규칙의 설명과 기생이 손에 한 대 친절

한 주지 기타 장래 이행할 일을 자세히 훈시한 후 허가장을 주어 보내었더라.

(매일신보 1917. 8. 2)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본래 다동조합이 평양기생 중심으로 설립되어 영남기

생의 수는 그 절반에 그쳤고 서관(西關)과 남방(南方)의 음악도 다르지만 기질

도 달라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것

들은 사소한 이유에 불과하고 다동조합을 애써 만든 평양기생들에게 더 이상

얹혀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독립을 결정했다고 공표한 후, 1917년 8월 8

일에 한남기생조합(漢南妓生組合)을 허가받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이후 1918년부터 조합이 권번(券番)으로 바뀜에 따라 다동조합은 대정권번으

로, 한남기생조합은 한남권번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제작된 조선미인보감
(1918)에 의하면 대정권번 소속 기생 수는 총182명인데, 그 중 평안도 98명․

서울 62명․경상도 17명․전라도 4명으로 평안도 출신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고 뒤를 이어 서울출신 비중도 꽤 높음을 알 수 있다.87) 반면 한남권번은 기

생 수가 총75명인데, 그 중 경상도 61명․서울 7명․전라도 5명․강원도 1명으

로 영남출신 중에서도 경상도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도

출신은 5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아마도 당시에는 전라도

기생들의 서울진출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대정권번은 1919년 이후로 접어들면서 또 한 차례 조직에 변동이 생기

87) 조선연구회, 앞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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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후원의 대동권번연주 대동권번이 처음 생긴 이후로 지금 기생 수효가 거의

이백여명에 달하여 다른 조합보다 제일 많으며 매우 발전되는 모양인대 첫 번으로

경성에서 연주대회를 열기 위하여 오는 십구일부터 칠일동안 단성사에서 개최하기

로 결정하고 옛 춤 같은 것을 조금씩 하도록 하고 일반 관객이 즐겨하는 소리와

연극 같은 것을 무대 위에 출연하기로 되어 신파같이 꾸민 연극과 희극을 하며 새

로 연구한 궁시경쟁(弓矢競爭)을 기생 간에 하여 더욱 흥미를 돋을 예정이니 칠일

동안 본사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성대히 개최할 터이니 이번 대동권번의 연주회는

연예종목이 매우 다양하다.

(매일신보 1921. 4. 12)

는데, 다름 아닌 기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평안도 기생들 중에서도 순전

히 평양기생들만 따로 독립하여 대동권번(大同券番)을 설립한다.

위의 기사로 보아 1921년 당시 대동권번의 기생수가 200여명에 달하여 가장

많고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에선 대정권번에서 학감을 맡았던 하규일이 1923년 연고가 있던 기

생들과 힘을 합하여 경화권번(京和券番)88)을 매수하여 조선권번(朝鮮券番)을

설립하게 된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대정권번의 배후에는 다동조합 시절부터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이 있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대성사(大成社: 고리대금업)

가 조합을 관리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영업지원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규일

과 송병준의 측근인 안순환(安淳煥)이 충돌하게 되어 결국 하규일이 물러나게

된다. 이에 하규일을 따르던 많은 기생들이 한꺼번에 권번을 빠져나가게 되니

결국 권번의 운영은 곤란해졌고 송병준은 권리를 포기한다.89) 이 후 대정권번

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적어도 1925년경까지는 영업을 해나가다가 그

88) 1913년경 삼패출신의 기생조합이 남부 시곡에 설립되었는데, 시곡기생조합․신창기생조합으로 불

리다가 1918년경에 경화권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미인보감(1918)에 의하면 기생수가 총39

명이며 출신별로 보면 서울 34명․경기 2명․경상도 2명․평안도 1명으로 대부분이 서울출신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9) 일기자, “경성의 화류계”, 개벽제48호(경성: 개벽사, 1924),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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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번 예기 경예회 개최 민중사 주최 시내 견지동에 사무소를 둔 민중신보사

에서는 혁신 기념과 독자 위안의 의미로 전 경성 예기 총출동으로 예기 대경예회

를 오는 십일월 십칠일 밤에 시내 종로 사정목에 있는 미나도좌에서 하리라는데

4권번 명기의 연합연기 이화 행화는 어디나 다 진하고 장차 녹음이 우거지고

방초가 무르녹을 여름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반 독자모두에게 아

름다움을 한번 도움고자 대정권번, 한남권번, 한성권번, 조선권번의 사 권번 소속

일류기생 수십 명을 선택하여 가지고 오는 십팔일부터 이십일일까지 나흘 동안 본

사 래청각에서 사 권번 연합연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일자는 제일일 십팔

일에는 대정권번, 제이일 한남권번, 제삼일 한성권번, 제사일 조선권번의 순서로 매

일 오후 7시부터 열게 되었다.

(매일신보 1925. 5. 15)

이후로는 점차 도태되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1918년 당시 조선미인보감에 기록된 4권번, 즉 한성권번․대정권

번․한남권번․경화권번이 1923년 조선권번의 설립으로 인해 1925년에는 한성

권번․대정권번․한남권번․조선권번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상의 기사내용으로 보아 1925년 당시 대정권번과 조선권번이 버젓이 각각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찌된 일인지

1921년 당시 최고의 기생수를 자랑하며 흥행몰이를 하던 대동권번이 4년 후인

1925년 당시에는 4권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도희에 의하면 1924년 당

시에는 “간판만 있는” 유명무실한 집단이었다고 한다.90) 그 후 1930년경에 이

르러 다시 위상을 되찾아 한성권번․조선권번․한남권번․대동권번의 4권번

대열에 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대정권번이 1925년 이후 도태됨에 따라

그사이 주춤했던 대동권번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90)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韓國音樂硏究제2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3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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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경예회에서는 개인의 가무를 경연하느니만큼 다 각기 개인 기술을 발휘

할 것이라 지금부터 일반의 기대가 크다 하며 일반 입장자에 한해서는 인기투표

를 행하여 당야 즉시로 발표하고 입선한 분과 예기에게는 상품을 주리라는데 금

번 이 경예회는 조선에 있어서 첫 시험이니만큼 당일에 장관을 이룰 것이라 한다.

더욱 동사에서는 지금부터 준비에 분망 중이라 하며 당야에 출연할 권번은 다음

과 같다 한다. 한남권번, 한성권번, 대동권번, 조선권번

(매일신보 1930. 1. 16)

名妓榮華史 朝鮮券番

　　　　　　　　　　　　　　　　　　　　　　　　　　　　　　　　　　　　　
　　　　　　　　　　

浪浪公子
서울장안에 기생권번(妓生券番)이 몇이던가?

조선권번(朝鮮券番)이 있고

이상의 4권번 가운데 가장 늦은 출발을 보인 조선권번은 설립초기부터 막강

한 세력을 과시하며 급부상한다. 결국 1932년까지 유지되던 4권번구도는 깨지

고 양대 권번인 한성권번과 조선권번만이 남아 경쟁하게 된다.

특히 1927년 이후 경성방송국이 생기게 됨에 따라 국악방송에 권번기생들이

출연하게 되었고, 1933년 이후 조선어 방송이 제2방송으로 독립한 후에는 국악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도로 높아지는 가운데 4권번 중 조선권번과 한성권

번기생들이 방송을 점유하게 되면서 나머지 권번들은 도태된다. 대신 1935년 9

월에 종로권번(鐘路券番)91)이 새로 등장해 3권번의 경쟁구도로 가다가 1942년

7월에 세 개의 권번이 삼화권번(三和券番)이란 이름으로 통합된다.

한편 삼천리8권 6호(1936. 6)에 실린 <명기영화사 조선권번(名妓榮華史 朝

鮮券番)>에는 조선권번이 배출해낸 여러 명기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

91) 경찰관을 지낸 전성욱(全聖旭)이 낙원동에다 세우고 조선권번과 한성권번의 유명한 기생들을 좋은

조건으로 영입해갔다고 한다. 이에 하규일(河圭一)이 심화병(心火病)을 앓다가 1937년 뇌일혈(腦溢

血)로 사망했다고 한다. 성경린, “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I),” 한국음악사학보제18집(서울: 한
국음악사학회, 1997),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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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권번(漢陽券番)이 있고

종로권번(鍾路券番)이 있다.

이 세 개의 기생권번에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기생들이 있는가? 한 권번

에 근 오백(五百)명, 세 권번이면 천오백 명(千五百名)의 기생들이 있다.…(중

략)…개명 이후 모든 제도가 일신하고 새로워지는 통에 이 기생에 대한 제도

도 새로 생겨났던 것이다. 지난날의 서방제도를 없이 하고 새롭게 기생권번을

만들었던 것이니 이것이 명치사십삼년(明治四十三年), 하규일(河奎一)씨와 그

밖에 몇몇 분이 널리 전선으로 기생을 모집하여 소위 기생조합을 만들었던 것

이다. 이때에 모여온 기생들이란 대부분이 평양기생들이었다. 이것이 대정권

번(大正券番) 이란 이름으로 오늘의 조선권번의 전신(前身)이 되었던 것이다.

이 조선권번 은 오로지 하규일(河奎一)씨의 공로이요 꾸준한 지도가 있었다

한다. 또한 이 권번의 초창기로 오늘날까지 하규일(河奎一)씨의 손 밑에서 자

라난 기생이 수삼천명(數三千名)을 헤아린다고 하니 실로 조선기생권번사의

첫 페이지를 이루는 하규일(河奎一)씨의 존재는 뚜렷한 바가 있다 할 것이다.

지금에 하규일(河奎一)씨는 조선권번 을 움직이는 한 주인으로 되었다.92)…

(이하 생략)

또한 하규일과 함께 무부기조합창설에 힘을 모은 주산월(珠山月)93)을 비롯한

대선배들과 그 뒤를 이은 이난향(李蘭香)94)․현매홍(玄梅紅)95)․서산호주(徐刪

92) 名妓榮華史 朝鮮券番,” 三千里 8권6호(1936. 6)
93) 평양 출신으로 8세부터 평양기생학교에 입학해 서화․가야금․양금․수심가 등을 익혔고, 1912년

(19세) 경성에 상경하여 하규일과 함꼐 무부기조합 즉 다동기생조합 설립했다. 후에 의암(義菴) 손

병희(孫秉熙)의 소실(小室)이 되었다.(매일신보1914. 1. 29)
94) 1918년 당시 나이는 19세로 원적은 평안남도 평양이다. 경성에 오기 전부터 평양의 기생학교에 다

녔다고 하며, 대정권번․조선권번 소속으로 기예는 가곡․가사․경서도 잡가․정재 등이다. 유성기

음반에 여창가곡 우조두거․환계락․계락․평롱․편수대엽 등을 취입했으며, 1929년부터 1930년대

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15회 출연해 가곡․가사 등을 방송했는데, 당시에는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라 방송출연을 자주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95) 1918년 당시 나이는 13세로 본명은 현달순(玄達順)이고 원적은 경상북도 대구(大邱)이다. 대정권

번․조선권번 소속으로, 기예는 남잡가(南雜歌)․시조(詩調) 등이다. 유성기음반에 여창가곡 우조두

거․계락․평롱․편수대엽과 가사 죽지사․춘면곡 등을 취입했으며, 1929년부터 1930년대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가곡․가사를 34회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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瑚珠)96)는 1918년 당시 조선미인보감 대정권번 기생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

으며, 이후 1923년에 조선권번으로 옮긴 후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김수정(金

水晶)97)․김화향(金花香)98)․안학선(安鶴仙)99)․이월색(李月色)100)․김봉선(金

鳳仙)101) 등과 함께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가곡․가사를 방송했다. 또

한 그 뒤를 이어 1936년 입학한 지금정(예명: 地花子)은 1941년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가사(歌詞) 죽지사(竹枝詞)․춘면곡(春眠曲)․백구사(白鷗

詞)․황계사(黃鷄詞)와 평시조․여창지름시조 등을 4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이처럼 1912년 하순일․하규일이 무부기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다동기생조합

이 1918년 대정권번으로 이름이 바뀌고, 1923년에 이르러서는 하규일이 연고가

있는 기생들과 대정권번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경화권번을 인수하여 새롭게 조

선권번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중도에 영남과 평양기생들의 독립으로 설립된

한남권번이나 대동권번이 있지만, 이들 권번 모두 다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

어 정가(正歌)의 경우는 하규일을 스승으로 거치지 않은 이가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조선권번은 설립이후 한성권번과 양대 권번으로 경쟁함과 동

시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특히 가곡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후 1935년

9월 새로 등장한 종로권번과 3권번의 경쟁구도를 이루다가 1942년 7월 삼화권

번(三和券番)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96) 1918년 당시의 나이는 13세로 본명은 순봉(順鳳)이고 원적은 경성(京城)이다. 대정권번․조선권번

소속으로 기예는 여창가곡․가사․서도잡가․시조 등이다. 유성기 음반에 여창가곡 계락․편수대

엽과 가사 길군악을 취입했으며, 1929년부터 1930년대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

가곡․가사를 69회 방송했다.

97) 1914년생으로 여창가곡․가사․양금 등에 뛰어났다. 유성기음반에 여창가곡 편수대엽과 가사 권주

가를 취입했고, 1930년대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가곡․가사를 56회 방송했다.

98) 1930～40년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가곡․가사를 71회 방송했다.

99) 1930～40년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가곡․가사를 48회 방송했다.

100) 1930～40년에 걸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가곡․가사를 56회 방송했다.

101) 광교조합․한성권번 출신인데 1930년대에 조선권번으로 소속을 옮긴 후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출연해 여창가곡․가사를 35회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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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세기 전반 서울지역 권번의 설립과 분화 및 통합양상

연대
권번들의

경쟁구도
권번의 설립과 분화 및 통합양상

1908
한성기생

조합설립

1912
다동기생조합 설립 신창기생조합

설립

1917
한남기생

조합설립

1918 4권번 한성권번 한남권번 대정권번 경화권번

1919
대동권번

설립

1923
조선권번 설립

(경화권번인수)

1925 4권번 한성권번 한남권번 대정권번 조선권번

1930 4권번 한성권번 한남권번 대동권번 조선권번

1933 2권번 한성권번 조선권번

1935 3권번 한성권번
종로권번

설립
조선권번

1942 통 합 삼화권번 설립

나. 가객들의 활동 및 가곡전승계보

(1) 하순일(河順一: 1857?～1933?)

하순일(河順一)은 구한말(舊韓末)의 가인(歌人)으로 하정일(河靖一) 또는 하

청일(河淸一)이라고도 불리며, 하규일(河圭一)의 종형(從兄)이기도 하다. 흥선대

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은 속칭 ‘천하장안(天河張安)’이라 불리는 4인방,

즉 천희연(千喜然)․하정일(河靖一)․장순규(張淳奎)․안필주(安弼周)와 자주

어울렸다고 전하는데, 그 중 하나인 하정일이 바로 하순일인 것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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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누이를 궁내(宮內)의 상궁(尙宮)으로 둔 중인계급에 속하는 신분이

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하규일의 숙부(叔父)인 하

준권, 그리고 종형(從兄)이 되는 하순일 모두 당대의 이름 높은 가객으로 각기

운현궁(雲峴宮)에 무상출입하던 대령가인(待令歌人)이었다는 사실이다.102) 현재

하순일의 생몰년(生沒年)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문학계에 소개된 몇 편의 연

구결과 및 김호성의 증언에 의해 어느 정도 추정가능하다. 먼저 하순일은 박효

관을 사사하였다고 전해지는데,103) 최근 신경숙에 의해 단국대학교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던 하순일 편집의 가곡원류가 발견되고 연구된 바 있어 그 근거를

한층 뒷받침해준다. 이 가집(歌集)에는 표제(標題)가 없으나 첫 부분에 가곡원
류(宋吳曾의 ‘能改齊謾錄’의 일부) 條가 있어 박효관이 편찬한 가곡원류의
이본(異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 가집의 마지막 작품 아래에는 “庚戌 仲

冬下院 晉州后人 河順一 編輯”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경술년(1910) 11월 말 하

순일이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104) 이는 조양구락부(朝陽俱樂部) 설립 당시

가곡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남창가곡 24곡105)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는 요즘처럼 교재에 의존하지 않고 구전심수(口傳心授)로 전승되던 때이므로

가곡 수업 시 참고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의 삼촌인 하준

권이 박효관․안민영과 함께 승평계 가단에 참여한 사실106)이 알려져 있는 가

운데, 하순일 역시 승평계와 관련이 있음이 가곡원류(일석본)에 실린 작품을

102) 성경린, 善歌河圭一先生略傳(서울: 도서출판 예음), 13～14쪽.
103) 증보가곡원류의 서문에서 가람(嘉藍) 이병기(李秉岐: 1891～1968))는 가곡원류(국악원본)에 대
해 “故河圭一氏 所藏은 朴孝寬의 門生인 河順一所藏으로 그 原稿本을 전하는 것이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함화진 편, 증보가곡원류(서울: 鐘路印文社, 1943)
104) 신경숙,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時調學論叢제26집(서울: 韓國時調學會, 2007), 127쪽.
105) 수록된 순서대로 배열하면 羽調 初數大葉(天皇氏), 貳數大葉(江湖에), 中擧(滄浪에), 平擧(별 지

자), 頭擧(구름이), 三數大葉(桃花 李花), 搔聳伊(어졛밤도), 栗糖數大葉(三月三日), 界面調 初數大葉

(窓 밧게), 貳數大葉(田園에), 中擧(靑山이), 平擧(말업슨), 頭擧(岳陽樓에), 三數大葉(博浪沙中), 蔓橫

(赤璧水火), 弄歌(萬里長城엔), 界樂(鐵驄馬), 羽樂(우슬부슬), 旕樂(碧紗窓이), 編樂(鳳凰臺上․숄 아

레예), 編數大葉(長安 大道), 旕編(寒松亭), 餘興 太平歌(이리 야도), 이상 24곡이다.

106) 昇平曲“雲崖朴先生, 平生善歌名聞當世. …(中略)… 時有友坮某某諸老, 亦皆當世聞人豪之名手也.

朴漢英․孫德仲․金洛鎭․姜宗凞․白元圭․李濟榮․鄭錫煥․崔鎭泰․張甲福 盖當時豪華風流通音律

者也. 崔壽福․黃子安․金啓天․宋元錫․河駿鯤․金興錫 盖當時名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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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세 무렵부터 성정이 음률(音律)을 좋아하여 김재성(金載成) 어르신에

게 노래를 배웠다. 널리 묻고 두루 알아서, 옛날 제자들의 유전하는 드높은 조

격을 모으고 모름지기 그 공교함에 통달하고 그 기미를 터득하는데 힘써 일가

를 이룬지 육십 여년이 되었다. 시속(時俗)의 난잡함을 만나서 정음(正音)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마침 하순일군이 품성이 고결하고 성벽이 아가(雅歌)를

혹독히 좋아하여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였다. 내가 그 가상한 뜻에 탄복해

서 오묘한 곡을 입으로 전해주고 거듭 신구 가보 수백 결을 모아 손놀림이 둔

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써서 한 책을 완성하여 하군이

가장(家藏)할 수 있게 주었다. 때는 기묘(己卯) 즉 광서(光緖) 5년(1879) 우리

성상 즉위 16년 겨울 11월이다. 나의 성은 박씨요 이름은 효관이며 자는 경화,

호는 운애이니 올해 나이는 팔십이다.109)

통해 확인되었다.107)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하순일과 박효관과의 관계가 일부

드러났다.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로 최근 추가로 발견된 한창기본 가곡원류
108)의 발문을 통해 하순일이 박효관의 애제자였음이 새롭게 밝혀져 주목을

끈다. 이에 박효관이 직접 쓴 발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점은 첫째, 박효관이 그의 스승의 이름

을 직접 밝히고 있다는 점과 둘째, 하순일이 박효관의 법통을 직접 전수받았다

107) 가곡원류(일석본)의 마지막 부분에 <전 부사 하순일>이라는 작가명과 함께 세 작품(716～18번)
이 수록되어 있다. 신경숙, “근대 초기 가곡 교습,” 민족문화연구제47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원, 2007. 12), 217～19쪽.

108) 한창기본 가곡원류는 한국브리테니커 회사를 경영했던 한창기(1936～1997) 선생의 고서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이며, 현재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다. 필사본 1책 단권본으로 서발문, 악론 등 각종 부가 정보와 시조 902수(남창 699수․여창

203수), 가사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순회, “박효관이 하순일에게 준 생애 마지막 가집, 한창기본 
가곡원류,” 洌上古典硏究제41집(서울: 洌上古典硏究會, 2014. 9), 163～165쪽.

109) “余自弱年, 性好音律, 學歌於先輩金公載成字明秀丈, 而博問廣知, 集古昔諸家流傳之高等調格, 須用力

做工通得其微, 自成一家, 于玆六十有餘年矣. 偶値時俗之雜亂, 正音無傳焉. 迺有河君順一, 稟性高潔,

僻好雅歌, 願從余究學. 余慨其志之嘉尙. 乃口授妙曲, 내輯數百闋新舊歌譜, 不計手鈍目昏, 書成一冊,

贈以爲河君之家藏焉. 維歲己卯卽光緖五年, 我聖上卽작十六年, 冬十一月, 余姓朴名孝寬 字景華, 號雲

崖, 方年八十.”<권순회, 위의 논문, 16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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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그동안 학계에는 장우벽→오동래→박효관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일반화되어있었는데, 박효관이 20세 무렵부터 김재성(金載成)110)을 통해 가곡

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후 60여년이 지난 80세에 이르러 귀한 정음(正音)이

자칫 사라져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애제자인 하순일에게 손수 지은 가

보를 남겨주게 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먼저 출생년도를 따져보면, 하순일은 1867년생인

하규일의 종형이며, 흥선대원군 시절 왕성히 활동한 점, 또한 한창기본 가곡
원류가 완성된 해인 1879년 젊은 하순일의 나이가 20대 초반쯤으로 여겨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대략 1857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망년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김호성의 증언에 의하면 “하순일은 권번 관련 업무를

하규일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덕수궁 돌담길 밑

에 있는 자택에서 기거했는데, 바로 근처에 지금정의 집이 있었고 이때 여창가

곡을 하순일에게 몇 년간 배웠다. 당시 하순일은 무대에서 남녀창을 혼자 번갈

아 부르기도 할 정도로 실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지금정 외에도 조선권번의 많

은 기생들이 하순일에게 여창가곡을 배우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

다.111)

지금정(1915년생)이 정확히 몇 년도에 하순일을 사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

지 않았지만 대략 15세경부터 몇 년간 여창가곡을 익힌 후 조선권번에 입학

(1936년)112)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순일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기록이 1913년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까닭에 학계에서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

110) 그동안 박효관의 스승으로 <김재성>이라는 이름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병기는 20세기 초 가곡전

승계보를 논하는 과정에서 박효관의 스승으로 <金判書>라 기록해놓았고, 하규일 또한 “박효관이

小時에 通洞 金判書의 사랑을 받어…(이하생략)”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김판서의 구체적인 이름이

한창기본 가곡원류를 통해 비로소 드러난 셈이다. 多田正知, 靑丘永言と歌曲源流, 小田先生頌壽
紀念會編, 小田先生頌壽紀念會集(大阪屋號書店, 1934), 586쪽; 김태준, 조선고대음악가열전,중앙
2권6호, 소화 9년 6월호(조선일보사, 1934. 6) ; 권순회, 위의 논문, 181～82쪽에서 재인용.

111) 김호성 선생님은 1957년 지금정을 처음 만났으며,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김

호성 증언(2015. 2. 10)>

112) 지금정의 조선권번 입학년도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재차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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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정의 구술을 근거로 적어도 1932년경까지

는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순일은 경상도 고성군수를 지낸 바 있고, 특히 최초의 민간국악교육기관인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의 전신(前身)인 조양구락부(朝陽俱樂部)의 발

기인 중 한명이었다. 즉 1909년 조양구락부창립 당시 발기인은 총 10명으로,

김경남(金景南: 거문고)․김상순(金相淳: 양금)․명완벽(明完璧: 가야금)․이영

환(李永煥: 가곡)․이춘우(李春雨: 단소)․조동석(趙東錫: 단소)․조이순(趙彛淳:

거문고)․하순일(河順一: 남녀창가곡)․한규우(韓圭祐: 가야금)․함화진(咸和鎭:

가야금)이었다. 이때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1911년 조선정악

전습소라는 이름으로 재발족한 이후부터 학생들을 모집함과 동시에 그해 10월

하규일을 학감으로 영입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비로소 본격화하였

다. 더 나아가 하순일과 하규일은 여악(女樂)을 가르치기 위하여 향기(鄕妓)인

무부기(無夫妓)들을 모집하여 1912년 7월 중부(中部) 상다동(上茶洞)에 여악분

교실(女樂分校室)을 창설했는데, 이때 하규일이 분교실장(分校室長), 하순일이

분교실감독(分校室監督)을 맡았다.113) 이 무부기조합 즉 다동조합이 조선권번

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현행의 여창가곡의 전승이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이들

의 공로가 실로 크다 할 수 있겠다.

하순일은 가사와 시조․거문고 연주에도 능하였고, 타고난 고운 목소리로 남

창가곡뿐만 아니라 여창가곡 또한 잘했다고 하며, 여제자로는 조선권번 출신

지금정이 있다.

(2) 하규일(河圭一: 1867～1937)

하규일(河圭一)의 자는 성소(聖韶), 호는 금하(琴下), 본관은 진주(晋州)로

113) 咸和鎭, 朝鮮音樂小史(서울: 民俗元, 1975), 59～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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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음력 6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규일은 1872년(6세)부터 11년간 집안에서 한문을 배우고, 1880년(14세)에

관례(冠禮)를 치르고, 1885년(19세)부터 음악공부를 시작하였다.

하규일이 음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집안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숙부였던 하준권과 종형인 하순일이 모두 당대의 이름 높은 중인가객이

었기 때문이다. 하규일은 처음에 숙부 하준권의 제자인 최수보로부터 가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 하준권에게 들켜 곤욕을 치루지만

이 일을 계기로 피나는 노력을 한 탓에 훗날 가곡계의 대가로 성공할 수 있었

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114)

그 후 1901년(35세) 한성소윤(漢城小尹) 겸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判

事), 1909년(43세) 내장원(內藏院) 문교부정리위원(文敎部整理委員)․전남독쇄

관(全南督刷官), 1910년(44세) 전북(全北) 진안군수(鎭安郡守)를 역임하고 한일

합병(韓日合倂)이 되자 관직을 그만두었다.115) 그러던 중 조선정악전습소의 함

화진(咸和鎭)이 1911년 10월 하규일을 학감으로 영입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규

일의 본격적인 음악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1912년 7월부터는 조선정악전습소 여악분교실장을 겸임하면서 하순일과 함

께 각 지방에서 상경하는 무부기를 모집하여 여악(女樂)을 가르치기 시작했는

데, 이 무부기조합이 다동조합→대정권번→조선권번으로 이어져 오늘날 여악의

보존과 신장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26년(60세)부터는 이왕직아악부(李王職雅樂部) 촉탁(囑託)116)으로 이왕직아

114) 하규일(河圭一)이 노래 공부를 시작한 후 어느 날 삼촌인 하준권((河俊權)이 그 소식을 듣고, 하규

일로부터 초수대엽(初數大葉)를 청해 들어본 후 성음(聲音)이 타고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그만

두기를 권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피를 토하는 고통을 이겨내며 꾸준히 연습한 결과, 최고의 가성

(歌聲)으로 거듭났다는 일화가 전한다. 咸和鎭, “唯一한 古歌의 權威 河圭一翁의 長逝”, 朝光제3권
제7호(서울: 조광사, 1937. 7), 284쪽.

115) 張師勛, “歌曲의 硏究,” 韓國音樂硏究제5집(서울: 韓國國樂學會, 1975), 21쪽.
116) 원래 역대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아악(雅樂)의 법무(法舞)만을 전수하여 왔으나, 이 해부터 가곡․

가사․시조 등도 가르치게 되었다. 또한 1926년은 가야금과 가곡의 대가 명완벽(明完璧)이 사망한

해이기도 하다. 함화진, 국악오십년사 성경린․김기수 보고,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56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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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부원양성소(李王職雅樂部員養成所)에서 가곡․가사․시조를 전수하게 되었는

데, 이후 사망할 때까지 12년간 하루에 2～3시간씩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며, 제

자로는 이병성(李炳星: 2기)․이주환(李珠煥: 3기)․박창진(朴昌鎭: 3기)․성경

린(成慶麟: 3기)․장사훈(張師勛: 4기)․김기수(金琪洙: 4기) 등이 있다.

또한 하규일의 가곡은 1931년 이후부터 라디오방송을 통해 일반대중들이 접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117) 특히 우조 초수대엽(草數大葉: 동창이)은

새해 첫날 신년 축하 음악으로 방송되었다.

하규일은 음반도 취입했다. 1928년 당시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雅樂) 전반

에 걸친 음반을 제작했는데, 이때 제자인 이병성ㆍ이병호와 함께 녹음했다.118)

그 외에도 김창근(金昌根: 장고)․김화여(金化汝: 해금)․최학봉(崔學鳳: 젓대)

의 반주로 취입한 남창가곡 계락․계면삼수대엽․계면초수대엽․우조소용․언

락․언편․우조초수대엽은 일축(日蓄) 제비표 조선레코드에 전하고, 김수정(金

水晶) 등과 함께 취입한 가사 및 화편(花編)은 일본 콜럼비아 음반에 전한

다.119)

1931년에는 가곡집(歌曲集)인 가인필휴(歌人必携)120)를 펴냈으며, 1937년 5

월 22일(71세) 뇌일혈(腦溢血)로 사망했다.

현재 전승되는 하규일 전창의 노래에는 남창가곡 89곡, 여창가곡 71곡, 가사

8곡, 시조(중허리시조, 평시조, 지름시조) 등이 있다.

문화재관리국, 1968), 340쪽 참조.

117)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1931년 2월～1937년 4월까지 총 24회 출연해 남창가곡을 공연했다.

118) 반주는 대금 김계선(金桂善), 피리 고재덕(高在德), 양금 김상순(金相淳), 해금 민완식(閔完植), 장

구 김일우(金一宇)가 담당하였다.

119) 배연형, “正歌 留聲機音盤의 文獻學的 硏究,” 韓國音盤學제8호(서울: 韓國古音盤硏究會, 1998.
11), 15～57쪽.

120) 1912년 상다동(上茶洞)에 병설한 여악분교실의 후신인 조선권번에서 기생들에게 가곡․가사․시

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발간한 가집(歌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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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비취(安翡翠)의 본명은 안복식(安福植)이고 ‘비취’라는 이름은 중국의 새 이름인

데 하규일이 예명으로 지어준 것이라 한다. …(중략)… 안비취는 13세 때 하규일 국

악 교습소에 들어가 국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규일한테 맨 처음 익힌 것은 우조

가곡이었고 보통 졸업 때까지 2년 동안 가곡을 배우는 것이 정규 코스인데 안비취

가 하규일 문하에 들어간지 1년 만에 하규일이 작고하였다. 하규일은 체격이 왜소

했으나 위엄이 있었다. …(중략)… 하규일 교습소에서 하규일은 여타 학교의 교감선

생님과 같은 ‘학감’ 직책을 맡았으며 하규일은 그곳에서 정가와 춤을 가르쳤다. …

(중략)… 안비취가 하규일한테 가곡을 배울 때 박영복이 곁에서 장고 반주를 해주

었다 한다. …(중략)… 해금 명인 지용구의 딸 지화자를 비롯해서 김일순, 임종님

등이 하규일 교습소의 안비취 동기생이다. …(중략)… 하규일 교습소는 다옥동(지금

의 서울 다동)에 있었고 하규일 교습소의 월사금은 5전인가, 50전인가 둘 중 하나

였다 한다. 안비취는 하규일 타계 후에 이병성에게 2년간 가곡을 사사했다. 이병성

은 상청이었고 미남이었다 한다.…(이하생략)122)

(3) 지금정(池錦貞 : 1915～1975?)

지금정(池錦貞)은 해금명인 지용구(池龍九)의 친딸로, 원명(原名)은 지소남,

예명(藝名)은 지화자(池花子)이며 아호(雅號)가 금정(錦貞)이다. 지금정의 출생

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김호성의 자서전에 이병성보다 6살 아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915년생으로 추정된다.121)

또한 지금정은 조선권번 출신으로 하순일․하규일을 사사했다고 알려져 있

지만 정확한 입학년도가 알려져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뜻밖에도 경

기민요명창 안비취(安翡翠)의 인터뷰기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안비취가 조선권번에 입학한지 1년 만에

하규일이 사망(1937년 5월)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지용구의 딸 지화자(池花子)

121) 허영숙이 소장한 가곡음원 중 이병성과 지금정의 일소당 공연실황자료가 있는데, 당시 이병성

(1909년생)은 47세이고 지금정은 41세였다고 한다. 김호성, 앞의 책, 68쪽.

122) “안비취 명창 인터뷰”(1993년 9월30일) 글: 노재명. <국악음반박물관 인터넷홈페이지 명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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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일 시 종 목 곡 목 창 자 반주진
출연

횟수

1941

4. 18(금) 20:00～ 時調와 歌詞

1. 時調

가) 平時調

나) 女唱지름

다) 男唱지름

2. 歌詞

가) 竹枝詞

宋桃紅/池花子
崔壽成

(短簫)

4회

5. 12(월) 20:40～ 歌詞와 時調

1. 歌詞

가) 春眠曲

2. 時調

가) 平時調

나) 女唱지름

다) 男唱지름

宋桃紅/池花子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6. 12(목) 20:30～ 歌詞와 時調

1. 時調

가) 平時調

나) 女唱지름

다) 男唱지름

2. 歌詞

가) 白鷗詞

安桃紅/池花子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8. 17(일) 19:50～ 歌詞와 時調

1. 歌詞

가) 黃鷄詞

2. 時調

가) 平時調

나) 女唱지름

다) 男唱지름

安桃紅/池花子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즉 지금정이 입학동기라고 밝힌 점이다. 따라서 지금정은 1936년에 입학했으

며, 이때 나이는 22살로 보통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이 18세 이전인데 비해 다소

늦은 나이임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입학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순일에게 여창가곡을 배웠음을 밝힌 바 있다.123)

이후 지금정(예명: 池花子)의 활동초기모습을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기록

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조선권번 지금정의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기록124)

123) 지금정이 조선권번에 동기(童妓)로 입학하지 않고 직접 하순일에게 전수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인 해금명인 지용구와 하순일의 인맥에 의한 결과로 짐작된다.



- 49 -

년도 수 록 곡 唱者 반 주 진 장소 출처

1955

1) 평롱(북두칠성) 2) 환계락(앞내나)

3) 계락(청산도) 4) 편수대엽(모시를)

5) 태평가(이려도)

남창: 홍원기

여창: 지금정

김상기(거문고)/

김준현(피리)/김

성진(대금)/박영

복(장고)

일소당
김호성

소장

1956

1) 평롱(북두칠성) 2) 환계락(앞내나)

3) 계락(청산도) 4) 편수대엽(모시를)

5) 태평가(이려도)

남창: 홍원기

여창: 지금정

김상기(거문고)/

김준현(피리)/김

성진(대금)/박영

복(장고)

일소당
김호성

소장

1957 1) 언락(벽사창) 2) 우락(바람은) 남창: 이병성 김상기(거문고)/ 일소당 김호성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1936년에 조선권번에 입학한 지금정이 5년 후인 1941

년(27세)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가사(歌詞)․시조(時調)를 방송했음을

알 수 있는데, 1936년 입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방송데뷔가 늦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41년 이후부터는 국악방송이 현저히 줄어드는 가운데 정가

(正歌)분야에서는 시조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가곡․가사의 방송횟수가 줄어

든 반면 시조방송이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 이에 지금정도 당시 유행추세에 따

라 “歌詞와 時調”라는 제목으로 한데 묶어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1942년부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여창(女唱)은 방송이 거의 없어지고 그

해 8월 삼화권번(三和券番)으로 통합된 이후부터 정가방송은 계속 줄어들어 근

근이 명맥만 유지한 채 1945년 7월로서 국악방송을 끝맺게 된다.

해방 후 1950～60년대에 걸쳐 지금정은 여류가객 중 가장 활발한 공연 및

방송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음원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지금정의 1950～60년대 여창가곡 음원목록125)

1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473～82쪽.

125) 음원목록은 1950～60년대 지금정의 가곡공연실황으로 이 외에도 많은 음원이 있겠지만 보존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필자는 김호성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음원만을 정리했고, 현재 국악 성가의

최고봉 전통가곡(신나라레코드, 1999)이라는 표제로 나와 있는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경우도 이 목
록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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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락(나무도) 4) 편수대엽(모란은) 여창: 지금정
김성진(대금)/

박영복(장고)
소장

1958 태평가(이려도)
남창: 이주환

여창: 지금정
미상 일소당

김호성

소장

1961

1) 우조 초수대엽(남훈전) 2) 우조 이

수대엽(버들은) 3) 우조 소용(불아니)

4) 반엽(남하여) 5) 계면 언롱(이태백)

6) 평롱(북두칠성) 7) 언락 8) 우락(바

람은) 9) 편락(나무도) 10) 편수대엽

(모란은) 11) 태평가(이려도)

남창: 홍원기

여창: 지금정
박영복(장고) 일소당

김호성

소장

1962

～63

1) 우조 이수대엽(버들은) 2) 우조 두

거(일각은) 3) 반엽(남하여) 4) 계면 이

수대엽(언약이) 5) 평롱(북두칠성) 6)

환계락(앞내나) 7) 계락(청산도)

8) 편수대엽(모시를) 9) 태평가(이려도)

남창: 홍원기

여창: 지금정
미상

중앙

방송국

김호성

소장

1964

1) 우조 초수대엽(남훈전) 2) 우조 이

수대엽(버들은) 3) 소용(불아니)

4) 반엽(남하여) 5) 계면 초수대엽(청

석령) 6) 계면 이수대엽(언약이) 7) 언

롱(이태백) 8) 평롱(북두칠성) 9) 언락

(벽사창) 10) 우락(바람은)

11) 편락(나무도) 12) 편수대엽(모란은)

13) 태평가(이려도)

남창: 홍원기

여창: 지금정

김상기(거문고)/

김성진(대금)/봉

해룡(단소)/김천

흥(해금)/김태섭

(피리) /박영복

(장고)

일소당
김호성

소장

이상의 음원자료들을 통해 볼 때 지금정이 당대 최고의 남창가객(男唱歌客)

인 이병성(李炳星)․이주환(李珠煥)․홍원기(洪元基)와 함께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957년(43세) 음원은 “춘원 이광수 부인 허영숙 여사가 소장했던 것”126)이라

고 하며 1959년(45세) 태평가 역시 일소당(옛 국립국악원연주실) 실황이다.

1961년(47세)에 녹음된 11곡의 음원은 당시 서울시문화재 제1호로 지정키 위

해 제작된 것으로, 연주시작 전 사회자가 “제1회 문교부 무형문화재 서울특별

126) 김호성의 앞의 자서전에는 1956년으로 쓰여 있으나 실제 음원에는 1957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후

자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김호성, 앞의 책,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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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촉으로 기본조사에 의한 남녀창 가곡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남창에 홍원

기, 여창에 지화자…”라고 간단히 말하고 각 곡 시작 전에 곡명(曲名)을 소개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들은 장고 하나만으로 반주되어 있고 당시

조사자는 박헌봉(朴憲鳳)127)이었으나 서울시문화재지정이 실현되지는 못했

다.128)

1962～63년이라고 되어 있는 음원들은 중앙방송국에서 방송된 곡들을 모아

놓은 것이며, 1964년(50세)에 녹음된 13곡은 당시 국립국악원에 녹음장비가 제

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 존 레비(John Levy)129)가

스테레오(Stereo) 장비를 가져와 녹음했다고 한다.

지금정의 음원은 비록 1964년까지만 남아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했음이 전해지며, 1969년 이주환(李珠煥)이 최초로 가곡(歌曲)으로 문화재 지정

을 받았으나 이때 여창(女唱)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정은 문화재에서 제

외되었다.130) 그 후 1972년 이주환이 사망하자 1973년 여창으로는 최초로 김월

하(金月荷)가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예능보유자에 지정됨으로서 결

과적으로 문화재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정은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었

고 사망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볼 때 적어도 1970년

대 중반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27) 박헌봉(1906～1977)은 1947년 함화진(咸和鎭)의 뒤를 이어 대한국악원(大韓國樂院)의 원장으로 취

임했고, 1960년에 설립된 국악예술학교의 초대교장 및 국악협회(國樂協會) 이사장과 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특히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기룡(劉起龍)·홍윤식(洪潤植)과 함께 많은 무형문화

재(無形文化財)를 조사·연구·발굴하였다.

128) 김호성, 위의 책, 179쪽.

129) 존 레비(John Levy: 1910～1976)는 영국의 음악가이다. 그는 1964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50일간 머

물며 한국전통음악을 녹음기에 담았다. 당시의 녹음기는 스위스제 녹음기 나그라를 사용했는데, 당

시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다. 10장의 CD에 담긴 ‘존 레비 컬렉션’ 중에는 여창가곡을 부른 지

화자(지금정의 예명)를 비롯해 이창배․이정열․김옥심의 경기소리와 김소희․박초월의 판소리, 신

쾌동․한일섭의 기악연주 등이 담겨 있다. 위키백과사전
130) 이주환(李珠煥)은 1969년 11월 1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예능보유자에 지정되었고, 이후

1970년 12월 14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예능보유자에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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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河先生의 家庭은 世襲的으로 노래를 잘하야 再從되시는 河順一氏와 三寸 河

俊權씨는 다 참말 善歌로 당시에 일흠있든 이들입니다. 그런데 ①노래를 배우기는

河俊權씨의 弟子 崔壽甫氏가 先生이었고 또 ②當世에 일흠있든 朴孝寬氏한테도 배

(4) 조선권번의 가곡전승계보

안확이 제시하는 가곡 계보도를 근거로 작성된 내용 중 조선권번과 관련된

전승계보만을 정리해보면, 장우벽을 정점으로 그의 가법(歌法)이 오동래→최수

보→하중곤→명완벽131)→하순일․하규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132) 여기서

하중곤은 박효관과 동시대에 함께 활약한 명가(名歌)였음을 입증해주는 기록이

안민영의 승평곡(昇平曲)133) 서문에 하준곤(河駿鯤)134)이라는 이름으로 전하

며, 또한 함화진은 1937년 “唯一한 權威 河圭一翁의 長逝”라는 제목의 글을 통

해 하준권(河俊權)135)으로 기록하고 있어 세 가지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현재 국악학계에서는 하준권(河俊權)으로 통하고 있다. 이에 필자도 이후부터

는 세 가지의 이름 중 하준권으로 정해 부르기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는 하준권과 최수보의 관계이다. 안확은 하준권을 최수보의 제

자로 기록하는 오류를 범했다. 실제 하준권은 최수보의 스승이라는 함화진의

글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131) 명완벽(1842～1926)은 본관은 서촉(西蜀)․자(子)는 덕조(德祚)․호(號)는 진당(眞堂)이다. 철종 12

년(1860) 8월 12일 가전악(假典樂), 고종 30년(1893) 1월 24일 전악(典樂), 고종 38년(1901)과 39년

진연(進宴) 때는 집사악사(執事樂師), 1908년 국악사, 1915년 제3대 아악사장(雅樂師長)을 지냈으며.

전공은 가야금이고 여창가곡(女唱歌曲)을 특히 잘했다고 한다. 장사훈, 앞의 책, 271쪽.

132) 安廓, 앞의 논문, 26쪽 참조.

133) 昇平曲은 고종(高宗) 10년(癸酉: 1873) 5월 21일에 가인(歌人) 안민영(安玟英: 1816～?)이 편찬한
개인 가집(歌集)의 하나이다.

134) 昇平曲“雲崖朴先生, 平生善歌名聞當世. …(中略)… 時有友坮某某諸老, 亦皆當世聞人豪之士也. 結

稧又曰 老人稧. 又有 朴漢英․孫德仲․金洛鎭․姜宗凞․白元圭․李濟榮․鄭錫煥․崔鎭泰․張甲福

盖當時豪華風流通音律者也. 崔壽福․黃子安․金啓天․宋元錫․河駿鯤․金興錫 盖當時名歌也.…金宗

崙․金宗南 盖當伽倻琴之時名手也. 金雲才 名笙也. 安聲汝 良琴之名手也. … 天興孫․鄭若大․尹順

吉 盖當時賢伶也. 設稧曰 昇平稧, 惟歡娛讌樂, 是事而先生實主盟焉. 余酷好是竊慕先生之風, 虛心相隨,

將三十年于玆矣.”

135) 咸和鎭, “唯一한 權威 河圭一翁의 長逝,” 朝光제3권 제7호(서울: 조광사, 1937. 7),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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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읍니다.”136)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화진은 하규일과 조선정악전습소 시절부터 이왕

직아악부원양성소 시절까지 줄곧 함께 해오는 동안 하규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글로 옮긴 것이고, 또한 하규일의 제자인 이주환을 비롯한 성경린․

장사훈․김기수 등 역시 하규일이 가곡을 처음 배울 때 숙부 하준권의 제자인

최수보로부터 배웠다고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규일과 음

악활동을 같이 한 후자(後者)들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며 필자는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한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한창기본 가곡원류의 발문을 통해 하순일

이 박효관을 직접 사사하였음이 밝혀졌고, 박효관 역시 막연히 오동래의 제자

로 알려져 있었으나 김재성(金載成)을 사사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효관

의 생몰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전에 미상(未詳)으로 기록137)되어 있거나,

그 외 한국음악사전에는 1800년～1880년, 한겨레음악사전에는 1834년～

1907년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에 먼저 출생연대에 있

어서는, 한창기본 가곡원류(1879) 발문 말미에 “나의 성은 박씨요 이름은 효

관이며 자는 경화, 호는 운애이니 올해 나이는 팔십이다.”138)라는 기록에 근거

해 1800년생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망연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가

운데, 경진(1880, 고종 17)년 9월에 기록된 금옥총부 178번 부기139)를 끝으로

더 이상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박효관이 1880년경

136) 咸和鎭, 앞의 논문, 같은 쪽.

137) 국악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어국문학대사전, 한국인물대사전 등에서 생몰년

(生沒年) 미상(未詳)으로 기록되어 있다.

138) “(전략)…余姓朴名孝寬 字景華, 號雲崖, 方年八十.”

139) 庚辰秋九月 雲崖朴先生京華 黃先生子安 請一代名琴 名歌 名姬 賢伶 遺逸 風騷人於山亭 觀楓賞菊

學古 …(중략)… 千興孫 鄭若大 朴用根 尹喜成 是賢伶也. 朴有田 孫萬吉 全尙國 是當世第一唱夫 與

牟宋相表裏 喧動國內者也. …(중략)… 噫 朴黃兩先生 以九十耆老豪華性情 揂不減於靑春强壯之時 有

此今日之會 未知明年又有此會也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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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玟英은 近世人이니 字 荊甫오 籍光州라 善飮酒落拓不羈고 口不能歌唱며 亦

不解音律이로되 能作歌詞야 度之管絃之拍이면 皆合絶調니 皆妙解天識이러라141)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는 앞에 제시한 바 있는 함화진의 글 가운데

하규일이 “當世에 일흠있든 朴孝寬씨한테도 배왔습니다.”라는 대목에 근거해

사망연대를 달리 보고자 한다. 즉 하규일은 19세인 1885년부터 하준권의 제자

인 최수보에게 가곡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박효관에게 잠시라도

가곡을 배웠다면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1885년까지는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상의 기록들을 근거로 생몰연대

를 1800년～1885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안민영(1815～95?)의 경우는 안확이 제시한 가곡전승계보에는 이름이 거론되

지 않고 있으나, 이후 장사훈 등에 의해 이름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실제 안민

영은 박효관의 애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하지 않았다는 일사유사(逸士
遺事)140)의 기록이 주목을 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볼 때, 안민영은 가곡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대신 노랫말

은 잘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옥총부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안

민영은 수백 결의 새로운 노래를 지은 후 박효관에게 교정을 부탁했다는 내용

이 주를 이룬다.142) 이러한 기록들을 근거로 필자는 “안민영은 가자(歌者)로서

가 아닌 ‘노래 만들기(作歌)’에 있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는 견해143)를 수용하고자 한다.

140)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편찬한 일사유사(逸士遺事)는 조선시대의 중인(中人)을 비롯한 하
층민들의 전기를 모은 열전류의 책으로,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

141) 張志淵, 逸士遺事(화동서관, 1922), 57쪽. <신경숙, “19세기 가곡사,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
기 시가와 가곡 연행(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2, 131쪽에서 재인용>

142) 金玉叢部 朴孝寬 序. “口圃東人 安玟英 …(중략)… 又善於作歌, 精通音律 …(중략)… 而爲之作數
百闋新歌 要余校正高低淸濁協律合節 …(이하생략)”

金玉叢部 安玟英 自序. “又輯前後漫詠數百闋 作爲一編 謹以就質于先生 存削之潤色之然後 成完

璧於是 …(이하생략)”

143) 신경숙, 위의 책, 1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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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조선권번의 가곡전승계보를 재정리해보면,

장우벽을 정점으로 오동래․김재성으로, 오동래는 정중보, 김재성은 박효관으

로, 정중보는 후계가 없고, 박효관은 하준권․하순일로, 하준권은 명완벽․최수

보로, 명완벽은 후계가 없고 최수보는 하규일로, 하순일은 지금정으로, 다시 하

규일로부터 이병성․이주환144)․지금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주

환이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이주환 사

망 후 홍원기(洪元基)․전효준(田孝準)․김월하(金月荷)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

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44) 이주환은 1938～1945년까지 아악부원양성소(雅樂部員養成所) 제5기 및 6기생의 정가(正歌)수업을

담당했는데, 이때 길러낸 제자로는 제5기생에 홍원기(洪元基) 외 17명, 제6기생에 김창진(金昌鎭) 외

19명이 있다. 그 후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國樂士養成所)를 개소하면서 다시 가곡수

업을 전담하여 김경배(金景培)․김호성(金虎成)․이동규(李東圭)․황규남(黃圭男)․박문규(朴文奎)․

이오규(李五奎) 등 1기생부터 14기생까지 35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고, 여제자로는 김월하(金月荷)․

조순자(曺淳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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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벽(1735～1809)

(張友璧)

오동래(?～?) 김재성(?～?)

(吳東萊) (金載成)

정중보(?～?) 박효관(1800～85?)
(鄭仲甫) (朴孝寬)

하준권(?～?)
(河俊權)

홍진원(?～?)
(洪鎭源)

명완벽(1842～1926)최수보(?～?) 하순일(1857?～1933?)추교신(?～?)

(明完璧) (崔壽甫) (河順一) (秋數敎)

하규일(1867～1937)
(河圭一)

장계춘(1860～1946)

(張桂春)

이병성(1909～60) 이주환(1909～72)지금정(1915～75?) 최정희(1908～1976)

(李炳星) (李珠煥) (池錦貞) (崔貞姬)

김월하(1918～96) 홍원기(1922～97) 전효준(1913～2001)
(金月荷) (洪元基) (田孝準)

<도표 3> 조선권번의 가곡전승계보145)

145) 조선권번 출신 여류가객은 지금정 외에도 이난향(李蘭香)․현매홍(玄梅紅)․서산호주(徐刪瑚珠)․

김수정(金水晶)․김진향(金眞香) 등이 있으나,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계보도

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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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에서는 먼저 각 권번의 설립과 변천과정을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을 중

심으로 개관하였다. 나아가 여창가곡의 전승계보를 논하는 과정에서 한성권번

에서는 장계춘과 최정희를 중심으로, 조선권번에서는 하순일․하규일․지금정

을 중심으로 생애 및 활동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존의 가곡전승계보에 대

해 재고한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20세기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기생조합의 효시는 1908년 기부(妓夫)

와 유부기인 경기(京妓)를 주축으로 설립된 한성기생조합이며, 이에 대항하여

1912년 조선정악전습소의 하순일과 하규일이 무부기인 향기(鄕妓)를 모집하여

여악분교실을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다동기생조합이다. 이후 1917년 다동

기생조합에서는 영남출신기생들이 따로 독립해 한남기생조합을 설립하고 1918

년경부터는 한성기생조합은 한성권번으로, 다동기생조합은 대정권번으로, 한남

기생조합은 한남권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후 1919년 대정권번으로부터

평양기생들이 따로 독립하여 대동권번을 설립하고, 1923년에 이르러서는 하규

일이 연고가 있는 기생들과 대정권번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경화권번을 인수하

여 새롭게 조선권번을 창립하게 된다. 이후 1930년대 초반에 이르면 여러 대소

권번들 가운데 한성권번과 조선권번만이 남아 경쟁함과 동시에 경성방송국 국

악방송에서 정가(正歌)의 경우 조선권번이 가곡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했고, 한

성권번에서는 최정희가 유일하게 고정으로 출연해 가사를 방송하게 된다.

둘째, 한성권번의 정가사범인 장계춘(張桂春: 1860～1946)은 1900년대에 잡가

명창으로 활약한 ‘추조박’ 가운데 추교신의 제자이다. 그동안 장계춘의 생몰연

대 및 출신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출생년도의 경우 1939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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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발간(發刊)된 女性이라는 잡지기사에 근거하여 1860년생으로 추정되었

다. 한편 한성권번의 수업과목 및 교사명단에 의해 장계춘이 정가뿐만 아니라

궁중무용사범까지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90여종에 이르는 춤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던 중 김천흥의 자서

전의 기록과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당시 반주진 대부분이 궁중악사인 점등

을 근거로 가무별감출신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계

춘은 1946년에 생을 마감했으며, 해방 전후를 이어 꾸준히 활동한 여제자로는

최정희가 유일하다 하겠다.

셋째, 최정희(崔貞姬: 1908～1976)는 한성권번에 1920년에 동기(童妓)로 입학

했으며, 1927년(20세) 4월부터 1941년(34세) 12월까지 가사(歌詞)는 48회․경기

민요 3회를 방송해 한성권번 출연자 중 정가로는 최다 출연하였다. 1942년부터

는 빅타레코드사 전속으로 활약하였으며, 해방이후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16혁명 후에는 수원국악원에서 정가사범으로 후학을 양성하게 된다. 1968년

에는 LP음반으로는 최초로 이주환과 남녀창가곡을 신세기레코드사에서 취입하

였고, 1972년에는 가사(歌詞) 상사별곡이 국악사상 처음으로 히트레코드의 스

테레오 LP판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1974년에는 수원국악원에서 장고와 김호

성의 대금 수성가락에 맞춰 여창가곡 한바탕과 12가사를 녹음했고, 1975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실황으로 김호성과 남녀창가곡 한바

탕을 공연한 바 있다. 이처럼 최정희는 13세에 한성권번에 입학해 배반(杯盤)

을 치룬 후, 20세부터 경성방송국 국악방송활동을 시작으로 68세까지 여류가객

으로써 장계춘 계보의 가곡․가사만을 전승해오다가 69세인 1976년에 생을 마

감했다.

넷째, 하순일(河順一: 1857?～1933?)은 흥선대원군 시절 운현궁에 자유롭게

무상출입하던 대령가인이었으며 1909년 조양구락부 창립 당시 발기인 중 한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의 생몰연대 및 직접적인 스승이 명확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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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문학계에서 하순일 편집의 가곡원류와 한창

기본 가곡원류가 발견되고 연구됨에 따라 박효관을 직접 사사했음이 밝혀짐

과 동시에 이러한 가집의 완성시기 및 여러 정황들에 근거해 하순일은 대략

1857년쯤 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다동기생조합 설립이후 그의 공식적인

활동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정에게 가곡을 전수해준 시기 등을 고려

해볼 때 대략 1933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순일은 가사와 시조․거문고 연주에도 능하였고, 타고난 고운 목소리로 남

창가곡뿐만 아니라 여창가곡 또한 잘했다고 하며, 여제자로는 조선권번 출신

지금정이 있다.

다섯째, 하규일(河圭一: 1867～1937)은 숙부인 하준권과 종형인 하순일이 당

대의 이름 높은 가객인 탓에 일찍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음악공

부를 시작한 것은 1885년(19세) 경으로 그의 최초의 스승은 하준권의 제자인

최수보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11년 함화진이 하규일을 조선정악전습소 학감으

로 영입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음악인생을 펼치게 된다. 1912년 7월부터는

조선정악전습소 여악분교실장을 겸임하면서 하순일과 함께 각 지방에서 상경

하는 무부기를 모집하여 여악(女樂)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무부기조합이

다동조합→대정권번→조선권번으로 이어져 오늘날 여악의 보존과 신장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1926년부터 12년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에서 가곡․가사․시조를 전수를 통해 이병성․이주환을 비롯해 수많은 제자

들을 양성했으며, 음반취입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다

가 71세인 1937년 5월 22일 생을 마감했다.

여섯째, 지금정(池錦貞: 1915～1975?)은 해금명인 지용구의 친딸로 예명은 지

화자(池花子)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지금정이 조선권번 출신이며 하순일을

사사했음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정확한 시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호성의 증언과 안비취의 인터뷰 기사에 근거해 대략 15세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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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하순일을 사사한 이후 1936년 22세의 늦은 나이에 조선권번에 입학했

음이 밝혀졌다. 졸업이후에는 194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가사․시

조를 방송한 바 있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권번 출신 여류가객 가운데 가장 활

발한 활동을 벌이며, 이병성․이주환․홍원기와 함께 활약하였다. 1961년에는

서울시문화재 제1호로 지정키 위해 홍원기와 함께 음반을 제작하기도 하였으

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1973년 여창(女唱)으로는 최초로 김월하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예능보유자에 지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지금정의 사망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볼 때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곱째, 각 계보간의 가곡전승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장우벽을 정점으로

오동래․김재성으로, 오동래는 정중보, 김재성은 박효관으로, 정중보는 후계가

없고, 다시 박효관으로부터 두 개의 유파로 나뉘어 전승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한성권번의 경우는 박효관으로부터 홍진원→추교신→장계춘→최정

희로 이어졌고, 조선권번의 경우는 박효관으로부터 하준권․하순일로, 하준권

은 명완벽․최수보로, 명완벽은 후계가 없고 최수보는 하규일로, 하순일은 지

금정으로, 다시 하규일로부터 이병성․이주환․지금정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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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 비교분석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여창가곡은 각각 장계춘과 하순일․하규일을 중심으

로 계보가 나뉘어 있지만,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직접적인 스승으로 양쪽

다 박효관(朴孝寬)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박효관은 일찍이 
가곡원류의 발문을 통해 ‘정음(正音)’146)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담아 ‘가곡의 원류’를 후세에게 전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러한 법

통이 두 유파로 나뉘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상당부분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위해 한성권번 출신 최정

희와 조선권번 출신 지금정의 여창가곡 선율 및 시김새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변별되는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검토대상 곡목은 양자의 음원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 4곡147)과

계면조 두거를 제외한 10곡만이 포함되며, 우조(羽調)․계면조(界面調)․반우반

계(半羽半界) 순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우조(羽調)

현행가곡에서 우조(羽調)는 본래의 웃조 평조(羽調 平調) 가운데 선법명인

평조가 생략된 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음구성은 黃(e♭)․太(f)․仲(a♭)․林(b

♭)․南(cˊ)의 5음음계로 이루어져 있다.148) 가곡의 우조에서 나타나는 두드러

146) 歌曲源流(國樂院本) 跋. “余每見歌譜 則無時俗詠歌之第次名目 使覽者未能詳知 故與門生安玟英

相議略聚各譜 分其羽界名目第次 抄爲新譜 使後人昭然易考 …(중략)… 余不勝慨歎其正音泯絶 略抄歌

闋爲一譜 標其句節高低長短點數 俊後人有志於欺者 考鑑準焉.”

147) 우조 중거․평거, 계면조 중거․평거, 이상 4곡은 양자의 음원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148)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5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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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특징으로는 ‘퇴요성’과 ‘종지음’을 들 수 있다. 먼저 ‘퇴요성’의 경우는 중(仲,

㑖)에서 태(太, 㑀)로 진행할 때 중(仲, 㑖)에 나타난다.149) 또한 ‘종지음’의 경

우는 공통적으로 3장에서는 태(㑀)에서 임(㑣)으로 상행종지하고, 5장에서는 중

(㑖)에서 ‘퇴요성’하여 태(㑀)로 하행 종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가. 이수대엽(貳數大葉)

우조(羽調) 이수대엽(貳數大葉)150)은 가곡의 기본형 가운데 원형(原形)으로

현저히 느린 템포와 곡 전반에 걸쳐 낮은 음역대로 굴곡 없이 나타나는 선율

형 등을 비롯해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원곡의 무게감과 단아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우조 이수대엽의 규정 속도는 1분(分) 20정(井)151)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은 6분 16초, <최정희>는 6분 26초로, 양측 모두 규

정 속도보다는 빠르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은 현재 여섯 바탕152)이 전하는데, 양

149) 조순자, “가곡의 발성과 발음법,” 韓國音樂史學報제37집(韓國音樂史學會, 1996. 12), 245～51쪽.
150) <貳數大葉>의 곡명에 대해 학계에서는 삭대엽 계열의 악곡이므로 <이삭대엽>으로 불러야 한다

는 의견과 종래의 관습대로 <이수대엽>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

는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삭대엽>으로 불러야 한다는 학설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실제 박효

관의 법통을 이어받아 연주활동을 해온 하순일․하규일 뿐만 아니라 장계춘 계보에서도 <이수대

엽>으로 칭한 점 등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이수대엽>으로 부르기로 함을 밝혀둔다. 그들이 ‘數’의

한자 뜻을 몰랐을 리는 없고, 아마도 만대엽(慢大葉)과 중대엽(中大葉)이 완전히 도태된 후 삭대엽

(數大葉)만 남아 불리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만․중․삭을 구분하는 용어가 창자(唱者)들

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곡이름 중간에 끼인 ‘삭’이라는 발음이 곡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

지 못하는 점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수’로 발음하게 되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19세

기 중후반에 걸쳐 한글이름으로 표기할 경우 ‘삭’ 보다는 ‘자즌한닙’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

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즌한닙’ 대신 ‘삭’으로 바꾸어 부르는 과정에서 곡명 중간의 ‘삭’ 발음이

다소 거칠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1) 1分 20井이란 1분에 20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즉 한 정간(박) 당 3초가 소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총 8분 2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152) 첫째바탕은 “간밤에”, 둘째바탕은 “버들은”, 셋째바탕은 “동짓달”, 넷째바탕은 “창오산(蒼梧山)”,

다섯째바탕은 “왕상(王祥)에”, 여섯째바탕은 “인생이”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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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버들은 실이 되고

2장 꾀꼬리는 북153)이 되어

3장 구십삼춘(九十三春)154)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4장 누구서

5장 녹음방초(綠陰芳草)155)를 승화시(勝花時)156)라 하든고

측의 음원에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버들은”으로 시작되는 둘째 바탕이 수록

되어 있다.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初章)

<악보 1> 羽調 貳數大葉 初章 제1각 제1박～제6박157)

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591쪽.
153) 베틀에 딸린 기구의 한 가지.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풀어 주어 피륙

이 짜지게 하는 배 같이 생긴 나무통.

154) 봄의 석 달, 곧 맹춘(孟春) 1월, 중춘(仲春) 2월, 계춘(季春) 3월을 가리킴

155)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향기로운 풀

156) 꽃보다 나을 때. 첫여름을 나타내기도 함

157) 오선보에 표기할 때 <최정희-1>은 <최-1>, <지금정>은 <지>로 약칭해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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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은 “버들은” 가운데 “버들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3박～제4박

에 걸쳐 ‘숨자리’와 ‘시김새’를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양자는 제1박에

서 “버드”를 “㑖(A♭)㑣(B♭)”158)으로 내어 끌다가 제2박에서 ‘추요성’159)한 후

제3박으로 넘어가 “으”를 가성 ‘仲’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제3소박

(小拍)에서 <지금정>은 “仲(a♭)太(f)”160)를 내어 가늘게 ‘상요성’161)한 후 제4박

의 “르”를 “仲(a♭)太(f)―”로 이어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3소박에서

‘太(f♭)’를 내어 요성 없이 끌다가 살짝 밀어올린 후 제4박으로 넘어가 “르”를

‘太(f♭)’로 내어 숨을 쉬고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정희-1>의 ‘숨자리’는 <최정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숨

이 딸려 임시로 쉬는 것이 아닌 최정희 본래의 ‘숨자리’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

서 계보간의 차이로 보이지는 않는다.162)

<악보 2> 羽調 貳數大葉 初章 제1각 제7박～제11박

158)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율명(律名)과 음명(音名)을 병기(竝記)하고, 우조 두거부터는 초장에서만 율

명과 음명을 병기함을 밝혀둔다.

159)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요성을 4가지(추요성․상요성․평요성․세요성)로 분류하여 설명

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추요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음을 밀어 올리며 점진적으로 상행하는 느낌”

으로 요(搖)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밝혀둔다.

160) “仲(a♭)太(f)”에서 ‘仲(a♭)’과 같이 ‘앞꾸밈음’에 해당되는 음의 경우, 본고에서는 본음보다 높을 경

우는 ‘위첨자’, 본음보다 낮을 경우에는 ‘아래첨자’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161) 본고에서 ‘상요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음을 약간 살리는 느낌”으로 요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밝혀

둔다.

162) 그 이유로는 조선권번 출신 김진향(金眞香)의 악보에서도 최정희와 같은 위치에 ‘숨자리’가 나타

나기 때문이다. 金靜子․崔秀玉 채보 김진향 전창 하규일제 여창가곡(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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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는 노랫말 “버들은” 가운데 “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

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8박～제11박은 “太(f)―⤻仲(a
♭)⤼㑲(C)㑣(B♭)―”의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지금정>은 제8박에서

“으”를 ‘太(f)’로 내어 끌다가163) 제9박 제1소박(小拍)164)에서 “太(f)仲(a♭)”을 내

어 가늘게 요(搖)한 후 “㑲(C)㑣(B♭)”으로 하강해 끈다. 그에 반해 <최정희

-1>은 제9박 제1소박에서 ‘仲(a♭)’을 요하지 않고 제8박의 ‘太(f)’를 그대로 이

어받아 두 번에 걸쳐 밀어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太(f)―⤻仲(a♭)⤼姑(g)⤻
仲(a♭)”의 선율형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때 가곡 우조의 음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姑(g)’가 출현함에 따라 독특한 미감이 형성된다. 이러한 단2도 간격의

선율진행은 지금정을 비롯한 기존의 하규일 계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

한 점이며, 비록 잠시 스쳐지나가는 음형이라 할지라도 현행의 여창가곡에 익

숙해져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 제2각의 제11박～제14박(오－)에서도 나타난다.

(2) 2장(貳章)

163) 본고에서 ‘내어 끌다가’라는 문장은 ‘낸 음을 지속하다가’라는 뜻으로 사용됨을 밝혀둔다.

164) ‘소박(小拍)’은 국악학자인 이보형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서양음악이 분할론의 개념에 의한

‘분박(分拍)’을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전통음악은 특성상 ‘분할론’보다는 ‘집합론’이 더 적합하다는 논

리 하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가곡은 1박(정간)을 3소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

며, 이에 필자는 보통박보다 한 단위 작은 박을 지칭할 때 ‘소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을 미

리 밝혀둔다. 이보형, “전통 기보론(記譜論)에서 박의 집합론과 분할론의 합리성과 효용성,” 민족음
악학제7집(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 1995), 1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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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羽調 貳數大葉 2장 제1각 제1박～제8박

<악보 3>은 노랫말 “꾀꼬리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

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1박에서 “꼬오”를 “太(f)仲(a

♭)”으로 제1소박 안에 빨리 붙여 낸 후 끌다가 제3소박에서 “이”를 “林(b♭)仲(a

♭)”으로 내어 가늘게 ‘상요성’한 후 제2박으로 넘어가 “꼬”를 “林(b♭)仲(a♭)”으

로 내어 끌다가 미미하게 ‘세요성’165)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박에서

“꼬오”를 “太(f)仲(a♭)”으로 여유 있게 내어 끌다가 끝에서 ‘林(b♭)’을 ‘격음표

(ⅽ)’166)를 사용하여 끊듯이 “쿡” 찍어냄과 동시에 강하게 “히”로 발음한 후 제

2박으로 넘어가 “꼬”를 ‘仲(a♭)’으로 내어 끄는 과정에서 굵게 ‘상요성’하며 끝

에 ‘뒤꾸밈음(ᥢ)’167)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때 <최정희-1>의 표현법들은 주목을 요한다. 첫째, ‘격음표(ⅽ)’를
사용하는 점 둘째, 기음(基音)의 4도 위의 음인 ‘仲(a♭)’을 굵게 요(搖)하는 점

셋째, ‘뒤꾸밈음(ᥢ)’을 사용하는 점이다. 즉 ‘격음표(ⅽ)’의 경우는 현행 여창가

곡에서는 편수대엽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기음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하는 창법과 ‘뒤꾸밈음(ᥢ)’의 사용은 주로 12가사를 비롯한 임기

준168) 전창의 사설지름시조와 수잡가, 12잡가 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169) 최

165) 본고에서 ‘세요성’이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떠는 요성들과는 달리 ‘인위적이지 않게 잔잔하면서

도 미미한 느낌’으로 요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밝혀둔다.

166) ‘격음표(ⅽ)’는 어떤 음을 끊듯이 다소 강하게 “쿡” 찍어내는 창법을 말한다.
167) ‘뒤꾸밈음(ᥢ)’은 어느 음의 한음 위음․본음을 같은 길이로 짚고 넘어가는 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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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의 이러한 표현들은 잡가를 주요 레파토리로 삼았던 평민가객집단과 연결

되는 계보상의 특징과 무관치 않으리라 여겨진다.

부언하면 이러한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 <지금정>은 “꼬오―이－꼬―”로 진

행하는 가운데 은근한 느낌을 연출해내며, 그에 반해 <최정희-1>은 “꼬오―히

ⅽ꼬―”로 진행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투박한 느낌을 연출해낸다고 할 수 있

다.

<악보 4> 羽調 貳數大葉 2장 제1각 제12박～제14박

<악보 4>는 노랫말 “북이 되여” 가운데 “북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

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12박에서 <지금정>

은 “부”를 ‘仲(a♭)’으로 내어 ‘퇴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부”를 “㑲(c)

仲(a♭)”으로 낸 후 ‘퇴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168) 임기준(林基俊: 1868～1940)은 가사(歌詞)와 시조(時調) 명창으로 1939년 6월1일～9월22일까지 이

왕직아악부(李王職雅樂部) 임시 촉탁으로 부임하여 12가사 가운데 수양산가(首陽山歌)․양양가(襄陽

歌)․처사가(處士歌)․매화가(梅花歌)의 4종류의 가사(歌詞)와 사설지름시조․수잡가(首雜家) 등 30

여곡을 전수하였다. 현재 전창되고 있는 4가사와 대부분의 사설지름시조는 거의 임기준이 전수한

곡조이다. 張師勛, 國樂大事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627쪽.
169) 12가사는 가곡과는 달리 연관성을 갖지 않고 개별 곡들의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12곡 가운데 일

부는 정악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도 하나, 특히 춘면곡․어부사․처사가․양양가․수양산가․매화

가 등은 민속악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임기준 전창의 사설지름시조와 수잡가 등의

곡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은 기음(基音)의 4도 위를 굵게 요(搖)한다는 점과, 다음

선율로 진행하기 전에 ‘뒤꾸밈음(ᥢ)’을 내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張師勛, 最新國樂總論(서울:
世光音樂出版社, 1985), 463～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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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악보 5> 羽調 貳數大葉 2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5>는 노랫말 “북이 되여” 가운데 “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초장의

<악보 2>에 출현했던 “太(f)―⤻仲(a♭)⤼㑲(C)㑣(B♭)―”의 선율형과 같게 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지금정>은 <악보 2>에서와 마찬가지로

제6박 제1소박에서 “太(f)仲(a♭)”을 내어 가늘게 요(搖)하는 점에서 일관되게 표

현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악보 2>에서는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太(f)―⤻仲(a♭)⤼姑(g)⤻仲(a♭)”의 음형을 만들어냈지만, <악보 5>에서는 제6

박 제1소박에서 ‘仲(a♭)’을 내어 요(搖)함으로써 일관되지 않게 표현하는 점에

서 변별된다.

(3) 3장(三章)

3장에서도 초장의 <악보 2>와 같은 “太(f)―⤻仲(a♭)⤼㑲(c)㑣(B♭)―”의 선

율형에서, <지금정>은 일관되게 표현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두 버전

(Version)을 사용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즉 3장의 제2각 제7박(이)은 ‘겹미는기

법’으로 표현하고, 제3각 제6박(아)은 ‘仲(a♭)’을 ‘상요성’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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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羽調 貳數大葉 3장 제2각 제12박～제16박

<악보 6>은 노랫말 “짜내느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12박～제14박에 걸

쳐 양자는 선율형과 가사붙임에 있어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12박에서 “짜”를 “太(f)仲(a♭)”으로 나누어낸 후 가늘게

‘상요성’한 후 제13박으로 넘어가 “나”를 “林(b♭)仲(a♭)”으로 내어 쭉 끌다가 14

박에서 ‘퇴요성’하여 ‘太’로 하강하며 자연스럽게 “으이”를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서 “짜”를 ‘仲’으로 바로 내어 쭉 끌다가 제13박으로

넘어가 ‘퇴요성’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준 후, 제14박에서 “나아”

를 “太(f)仲(a♭)”으로 내어 끌다가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으이”를 발음하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박에서 <지금정>은 “느”를 “太(f)⤻仲(a♭)太(f)”로 은근하게 꾸며 낸

후 제3소박에서 “太(f)仲(a♭)”을 내어 ‘상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느”

를 한음인 ‘太(f)’로 낸 후 제3소박에서 ‘仲(a♭)’을 내어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4) 4장(四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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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羽調 貳數大葉 4장 제1각 제1박～제11박

<악보 7>은 노랫말 “누구서” 가운데 “누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1박에서

“누”를 ‘南(c)’으로 내어 끌다가 제2박 끝에서 ‘潢(e♭)’으로 밀어올린 후 제3박

에서 “林(b♭)⤻南(c)⤼林(b♭)⤻南(c)”으로 밀어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3

박 제3소박에서 ‘林(b♭)’을 ‘추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6박부터 ‘仲(a♭)’을 쭉 끄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지금정>은 제11박

에 이르러 은은하게 ‘세요성’하며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1박에

서 ‘仲’을 굵게 ‘상요성’한 후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5) 5장(五章)

<악보 8> 羽調 貳數大葉 5장 제2각 제12박～제3각 제3박



- 71 -

<악보 8>은 노랫말 “승화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12박～제16박

까지의 선율형과 가사붙임, 숨자리에 있어 서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2박∼제14박을 보면 <지금정>은 제12박에서 “스”를 ‘㑲(c)’으로

낸 후 제13박에서 ‘太(f)’로 들어내어 끌다가 숨을 쉬고는, 제14박으로 넘어가

“으”를 “黃(e♭)仲(a♭)”으로 낸 후 ‘퇴요성’하여 ‘太(f)’로 하강하면서 끝에 “o”을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서 “스”를 ‘㑲(C)’으로 낸 후 제13

박에서 ‘仲(a♭)’을 냄과 동시에 ‘퇴요성’하여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

음(ᥢ)’을 내며 “으응”을 발음하고는 제14박으로 넘어가 “화”를 ‘太(f)’로 내어

끌다가 숨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박에서 <지금정>은 “화”를 “太(f)⤻仲(a♭)太(f)”로 은근하게 꾸며 낸

후 제3소박에서 “太(f)仲(a♭)”을 내어 가늘게 요(搖)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시”를 한음인 ‘太(f)’로 낸 후 제3소박에서 ‘仲(a♭)’을 내어 요(搖)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우조 이수대엽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버들은” 가운데 “은”(<악보 2>)에 해당되는 “太(f)―⤻仲(a♭)
⤼㑲(C)㑣(B♭)―”은 곡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이때 <지금정>은 일관되

게 “太(f)仲(a♭)”을 내어 가늘게 요(搖)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전박의 ‘太

(f)’를 그대로 이어받아 “太(f)―⤻仲(a♭)⤼姑(g)⤻仲(a♭)”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仲(a♭)’을 요하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변통성 있게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2장의 “꾀꼬리는”(<악보 3>)에서 “꾀꼬”는 “(太)仲―⤻林仲―”의 선율형

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정>은 “꼬—이—꼬”로 발음하며 은근하게 진행



- 72 -

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꼬—히ⅽ꼬”로 발음하며 상대적으로 투박한 느낌

을 연출해낸다. 그런데 이때 최정희는 그 과정에서 ‘격음표(ⅽ)’를 사용하는 점,

기음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상요성’하는 점, ‘뒤꾸밈음(ᥢ)’을 사용하는

점에서 지금정을 비롯한 현행의 하규일 계보와 변별된다.

셋째, 장식음에 있어서, <지금정>은 본음을 내기에 앞서 ‘앞꾸밈음()’을 사

용하여 은근하게 감싸고 들어가는데 반해, <최정희-1>은 본음을 바로 내는 경

향을 보인다. 또한 <최정희-1>은 ‘仲’에서 ‘太’로 ‘퇴요성’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나. 두거(頭擧)

우조 두거는 중거․평거와 함께 우조 이수대엽에서 파생된 곡으로 기본형에

해당되며, 선율구조에 있어서도 초장의 시작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같게 나타난

다. 그럼에도 곡의 느낌은 분명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원인제공을 하

는 주요인으로는 템포를 들 수 있다. 즉 이수대엽(1分 20井)에 비해 두거(1分

45井)는 2배 이상 빠르게 부르며, 이러한 템포변화로 인해 시김새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지금정-1>은 3분 43초로 규정 속도에 근접하지만, <최정희

-1>은 5분 26초로 평거보다도 약간 느린 속도로 부름을 알 수 있다.170) 그 이

유로 생각되는 점은 <지금정-1>의 경우 반주진과 함께 한 공연이라 대여음부

터 템포를 잘 잡고 들어간데 비해, <최정희-1>은 공연음원이 아닌데다 느린

이수대엽을 부른 후 곧바로 대여음 없이 두거를 이어 부르다보니 템포감을 잃

은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정희가 본래부터 우조 두거를 느린

템포로 불러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이는 선율분석을 통해 밝혀

170)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만을 계산했을 때, 중거(中擧: 1分 25井)는 6분 56초, 평거(平

擧: 1分 30井)는 5분 5초, 두거(頭擧: 1分 45井)는 3분 6초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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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일각(一刻)172)이 삼추(三秋)173)라 하니

2장 열흘이면 몇 삼추(三秋)요

3장 제 마음 즐겁거니 남의 시름 생각하리(랴)174)

3장 천리(千里)에

5장 임 이별(離別)하고 잠 못 이뤄 하노라

나가기로 하겠다.

한편 여창가곡 우조 두거의 노랫말은 현재 다섯 바탕171)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에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일각이”로 시작되는 둘째 바탕이 수록되어 있

다. 이에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初章)

<악보 9> 羽調 頭擧 初章 제1각 제7박～제11박

<악보 9>는 노랫말 “일각이”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8박～제9

171) 첫째바탕은 “한숨은”, 둘째바탕은 “일각(一刻)이”, 셋째바탕은 “적무인(寂無人)”, 넷째바탕은 “해

지면”, 다섯째바탕은 “식불감(食不甘)”으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앞의 책, 252쪽.

172) 옛 시각의 단위로 지금의 한 시간의 4분의 1, 즉 15분(짧은 동안을 뜻함)

173) 3년

174) 최정희는 “생각하리”, 지금정은 “생각하랴”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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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

章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제1각 일 각 이 삼 추 라

제2각 허 니 △

박을 보면 다름 아닌 우조 이수대엽에 자주 등장하는 “太(f)―⤻仲(a♭)⤼㑲(C)
㑣(B♭)―”의 선율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지금정-1>은 제8박

끝에서 ‘太’를 살며시 밀어 올리며 제9박으로 넘어가 “太(f)仲(a♭)”을 내어 가늘

게 요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전박의 ‘太(f)’를 이어받아 제9박에서 “太(f)

―⤻仲(a♭)⤼姑(g)⤻仲(a♭)”으로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정

희-1>은 초장에서 같은 선율형으로 된 경우라 할지라도 제2각 제1박과 제6박

에서는 ‘仲(a♭)’을 요하지만, 제2각 제13박에서는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太

(f)―⤻仲(a♭)⤼姑(g)⤻仲(a♭)”으로 밀어내며 표현을 달리하는 점에서 일관되

게 표현하는 <지금정-1>과 변별된다.

한편 초장에서 ‘숨자리’의 경우 <최정희-1>이 <지금정-1>보다 추가되어 나

타나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羽調 頭擧 初章 <최정희-1>과 <지금정-1> 숨자리 비교175)

<표 7>은 초장 전체의 노랫말인 “일각이 삼추(三秋)라 허니”에 해당되는데,

이 중 양자의 ‘숨자리’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총 3군데이고, 이 외에

<최정희-1>에서는 3군데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최정희-1>의 경우 호

흡이 딸려서 쉬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다르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

이다. 이에 제1각 제5박은 ‘仲(a♭)’을 ‘퇴요성’하는 도중에 숨이 딸려 쉰 것으

로 누가 들어도 ‘숨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반해, 나머지 제2각 제7박과

제11박은 본래의 ‘숨자리’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우조 두거의 초장뿐만이 아

175) <표 7>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은 양자의 ‘숨자리’가 같게 나타난 경우이고, 사선처리(▧)한 부분

은 <최정희-1>의 ‘숨자리’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 75 -

니라 다른 장(章)에서도 이와 같은 선율형으로 된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같은

위치에서 숨을 쉬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7>에서 <최정희-1>의 추

가되는 ‘숨자리’ 가운데 본래의 ‘숨자리’로 판단되는 부분을 악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 羽調 頭擧 初章 제2각 제4박～제11박 ‘숨자리’ 비교

<악보 10>은 노랫말 “일각이 삼추라 허니” 가운데 “허니”에 해당되는 부분

이다. 이때 양자는 제6박에서 “니”를 “㑲(C)㑣(A♭)”으로 내어 ‘추요성’하여 ‘㑲

(C)’으로 밀어올린 후 제7박으로 넘어가 ‘太(f)’를 가성으로 내는 점에서는 일치

하나, <지금정>은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7박

과 제11박에서 ‘숨자리’가 추가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최정희-1>이 <지금정-1>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느리게 부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숨자리’가 추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본래의 ‘숨자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최정희-1>의 초장 제2각 제7박과 제11박에 등장하는 ‘숨자리’

를 포함한 같은 선율형이 다름 아닌 우조 중거와 평거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에 우조 중거․평거176)의 초장에서 <최정희-1>과 같은

176) 우조 중거와 평거는 지금정과 최정희 모두 음원이 없어서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논의를 위하여 정간보에 수록되어 있는 우조 중거․평거의 선율을 오선보로 역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환, 가곡보(서울: 국립국악원 가곡연구회, 1959),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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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같은 선율형이 등장하는 부분을 악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 羽調 頭擧․中擧․平擧 初章 제2각 제4박～제11박 ‘숨자리’ 비교

<악보 11>은 중거의 경우는 노랫말 “오도고야” 가운데 “고야”, 평거의 경우

는 “일소백미생(一笑百媚生)이” 가운데 “생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악보

10>의 <최정희-1>과 마찬가지로 제7박과 제11박에서 ‘숨자리’를 포함한 똑같

은 선율형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최정희-1>이 템포감을 잃어서 느리게 불렀다기보다는 본래부터 느

린 속도로 불렀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 느린 템포 때문에 <최정희-1>의 우조

두거에 자연스럽게 우조 중거나 평거 선율이 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2장(貳章)

<악보 12> 羽調 頭擧 2장 제1각 제1박～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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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는 노랫말 “열흘이면” 가운데 “열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2박

제1소박에서 <지금정-1>은 “르”를 ‘黃(e♭)’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㑲(C)太(f)”로 나누어내며 음정을 달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13> 羽調 頭擧 2장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

<악보 13>은 노랫말 “몇 삼추(三秋)오” 가운데 “몇 삼추”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양자는 제13박에서 ‘仲’을 ‘퇴요성’하여 ‘太’로 하강하는 점에서는 일치하

나 그 과정에서 <최정희-1>은 여전히 ‘뒤꾸밈음(ᥢ)’으로 마무리한 후 다음 박

으로 넘어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박에서 <지금정-1>은 “추”를 ‘太’로 낸 후 제3소박에서 “(太)仲”을

내어 ‘상요성’한 후 중도에 숨을 쉬지 않고 제2각 제3박까지 선율을 이어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 제3소박에서 ‘仲’을 내어 ‘상요성’한 후 제16

박으로 넘어가 “㑲㑣”을 낸 후 ‘추요성’하다가 제2각 제1박에서 ‘太’를 내자마자

숨을 쉬고는 계속해서 선율을 이어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때도 추

가되는 <최정희-1>의 ‘숨자리’는 중거․평거의 2장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형

태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느린 템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

으로 보여 본래의 ‘숨자리’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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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羽調 頭擧 2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14>는 노랫말 “몇 삼추(三秋)오” 가운데 “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제5박∼제6박은 초장의 <악보 9>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

기로 한다.

한편 2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숨자리’에 있어서 <최정희-1>이 <지금정-1>

보다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노랫말과 ‘숨자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표 8> 羽調 頭擧 第2章 <최정희-1>과 <지금정-1> 숨자리 비교177)

2

장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제1각 열 흐 ㄹ 이 며 ㄴ 몇 삼 추

제2각 오 △

<표 8>은 2장 전체의 노랫말인 “열흘이면 몇 삼추(三秋)오”에 해당되는데,

이 중 양자의 ‘숨자리’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총 3군데이고, 이 외에

177) <표 8>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은 양자의 ‘숨자리’가 같게 나타난 경우이고, 사선처리(▧)한 부분

은 <최정희-1>의 ‘숨자리’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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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1>에서는 3군데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중 1군데(제1각 제5

박)는 ‘도둑숨’178)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2군데(제1각 14박․제2각 제1박)는

중거․평거의 2장과 같은 위치에 같은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179)

따라서 이 또한 느린 템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으로 보여 본래의 ‘숨

자리’로 판단하였다.

(3) 3장(三章)

<악보 15> 羽調 頭擧 3장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15>는 노랫말 “즐겁거니” 가운데 “즐겁”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는 다름 아닌 이수대엽 2장의 “꾀꼬”(<악보 3>)에 해당되는 “(太)仲―⤻林仲

―”의 선율형과 같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지금정-1>은 제1박에서

“즈”를 “(太)仲”으로 제1소박 안에 빨리 붙여 낸 후 끌다가 제3소박에서 “을”을

은근하게 발음하며 “(林)仲”으로 내어 가늘게 요한 후 “거”를 “(林)仲”으로 내어

끈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박에서 “즈”를 “太仲”으로 여유 있게 내어

끌다가 제3소박 끝에서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흘(林)”을 끊듯이 “쿡” 찍어냄

178) ‘도둑숨’은 가곡과 대금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인데, 긴 호흡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본래

의 지정된 ‘숨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짝 숨을 쉬고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179) 이주환, 앞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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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곧바로 “거(仲)”를 붙여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노랫말 “즐겁”을 <지금정-1>은 “즈으―을-거―ㅂ”으로 부드럽게

연결해나가는데 반해 <최정희-1>은 “즈―흘ⅽ거―ㅂ”으로 연결함으로 인해 상

대적으로 투박한 느낌을 연출해내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악보 16> 羽調 頭擧 3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16>은 노랫말 “즐겁거니” 가운데 “거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5박

에서 ‘仲’을 ‘퇴요성’하여 ‘太’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지금정-1>과 달리 <최정

희-1>은 여전히 ‘뒤꾸밈음(ᥢ)’으로 마무리한 후 다음 박으로 넘어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8박～제9박은 초장의 <악보 9>에 등장하는 “太—⤻仲⤼
(㑲)㑣”의 선율형과 같으며,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여전히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숨자리’에 있어서 <최정희-1>은 제7박에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이 또

한 우조 중거․평거와 같은 위치18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0) 이주환, 앞의 책, 37～38쪽. 김월하, 앞의 음반, 제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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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羽調 頭擧 3장 제2각 제12박～제14박

<악보 17>은 노랫말 “남의 시름” 가운데 “남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

의 선율형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1>은 제12박

에서 “나으아”를 “(㑣)黃⤻⤼(㑲)㑣”으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추요성’한 후 제

13박에서 “아”를 가성 ‘太’로 내어 끌다가 끝에서 “ㅁ”을 발음하고 제14박에 이

르러 “으”를 “(㑲)太”로 나누어낸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서 “나

아”를 “(㑀)㑣”으로 내어 끌다가 제13박으로 넘어가 ‘추요성’한 후 제14박으로

넘어가 ‘太’를 내어 끌다가 끝에서 “(仲)太”를 냄과 동시에 “므이”를 발음하고 숨

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정희-1>의 선율형은 <지금정-1>을

비롯한 현행 하규일 계보와는 뚜렷이 구별되는데, 검토결과 다름 아닌 우조 중

거․평거와 같은 위치에 같은 선율형으로 등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181) 따라

서 이 또한 느린 템포로 부르는 <최정희-1>의 우조 두거에 우조 중거나 평거

의 선율이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숨자리’에 있어서 <최정희-1>이 <지금정-1>

보다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노랫말과 ‘숨자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81) 이주환, 앞의 책, 같은 쪽. 김월하 앞의 음반, 제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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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羽調 頭擧 第3章 <최정희-1>과 <지금정-1> 숨자리 비교182)

3

장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제1각 제마 으 ㅁ

제2각 즐 거 ㅂ 거 니 나아 ㅁ 의 시 르

제3각 ㅁ 사 아 잉 가 ㄱ 허 리 이 -△

<표 9>는 3장 전체의 노랫말인 “제 마음 즐겁거니 남의 시름 생각허리”에

해당되는데, 이 중 양자의 ‘숨자리’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총 5군데이고,

이 외에 <최정희-1>에서는 5군데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중 2군데

(제1각 제14박, 제3각 제6박)는 ‘도둑숨’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3군데(제2각

제7박․제14박, 제3각 제1박)는 중거․평거와 같은 위치에 같은 선율형(‘숨자

리’ 포함)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느린 템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

형된 본래의 ‘숨자리’로 판단하였다.

(4) 4장(四章)

<악보 18> 羽調 頭擧 4장 제1각 제1박～제3박

182) <표 9>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은 양자의 ‘숨자리’가 같게 나타난 경우이고, 사선처리(▧)한 부분

은 <최정희-1>의 ‘숨자리’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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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은 노랫말 “천리(千里)에” 가운데 “처얼”로 노래하는 부분인데, 제

3박에서 <지금정-1>은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林⤻(南⤼林)⤻南”으로 소리

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3소박에서 ‘林’을 ‘추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외에 4장은 양자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정희-1>은 제1

각 제6박부터 “이”를 ‘仲’으로 쭉 끌다가 제11박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

꾸밈음(ᥢ)’으로 마무리하고 숨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5장(五章)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장의 <악보 9>에 등장했던 “太—⤻仲⤼(㑲)㑣―”으
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1>은 일관되게 “(太)仲”을 가늘게 요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두 버전으로 표현한다. 즉 제2각 제1박(이)과 제7박(오)은 ‘겹미

는기법’으로 표현하지만, 제3각 제6박(어)은 ‘仲’을 요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또

한 제2각 제12박～14박은 노랫말 “잠 못 이뤄” 가운데 “잠”에 해당되는 부분으

로 “仲—⤼太”의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데 ‘仲’을 ‘퇴요성’하여 ‘太’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최정희-1>은 ‘뒤꾸밈음(ᥢ)’으로 마무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5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숨자리’에 있어서 <최정희-1>이 <지금정-1>

보다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노랫말과 ‘숨자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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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羽調 頭擧 第5章 <최정희-1>과 <지금정-1> ‘숨자리’ 비교183)

5

장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제1각 이 임 이

제2각 벼 ㄹ 허 고 -△ 자 ㅁ 못 이

제3각 뤄 허 노

제4각 라△

<표 10>은 5장 전체의 노랫말인 “임 이별하고 잠 못 이뤄 하노라”에 해당되

는데, 이 중 양자의 ‘숨자리’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총 6군데이고, 이 외

에 <최정희-1>에서는 2군데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 2군데(제1각 제

15박, 제3각 제1박)는 우조 중거․평거와 같은 위치에 같은 선율형으로 나타나

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느린 템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형된 본래의 ‘숨자리’

로 판단하였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우조 두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노랫말 “일각이” 가운데 “이”(<악보 9>)에 해당되는 “太—⤻仲
⤼(㑲)㑣―”의 선율형은 이수대엽에서와 마찬가지로 두거에서도 곡 전반에 걸

쳐 반복된다. 이때 <지금정-1>은 일관되게 “(太)仲”을 내어 가늘게 요(搖)하는

데 반해 <최정희-1>은 전박의 ‘太’를 이어받아 “太―⤻(仲⤼姑⤻仲)”으로 밀어

내거나 또는 ‘仲’을 요(搖)하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변통성 있게 표현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3장의 노랫말 “즐겁거니” 가운데 “즐겁”(<악보 15>)은 이수대엽의 “꾀

꼬리”(<악보 3>)에 해당되는 “(太)仲―⤻林仲―”의 선율형과 같은 모습이다. 이

183) <표 10>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은 양자의 ‘숨자리’가 같게 나타난 경우이고, 사선처리(▧)한 부

분은 <최정희-1>의 ‘숨자리’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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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금정-1>은 “즈—을-거―ㅂ”으로 은근하게 발음하며, “을”과 “거”를 간

격을 두고 “(林)仲”으로 내어 가늘게 요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즈—흘ⅽ

거―ㅂ”으로 발음하며, 그 과정에서 “흘(林)”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쿡” 찍

어낸 후 곧바로 “거(仲)”를 붙여내는 점에서 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박한

느낌을 연출해내는 점에서 차이자 있다.

셋째, 템포에 있어서 <최정희-1>은 <지금정-1>보다 배 가까이 느리게 부르

기 때문에 곡 전반에 걸쳐 ‘숨자리’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검토 결과,

그러한 ‘숨자리’를 포함한 선율형이 우조 중거․평거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선

율형으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느린 템포로 부르는 <최정

희-1>의 우조 두거에 우조 중거․평거의 선율이 차용된 것으로 보여 본래의

‘숨자리’로 판단하였다.

넷째, ‘앞꾸밈음’은 <지금정-1>이 주로 사용하며, 그에 반해 <최정희-1>은

본음을 바로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정희-1>은 ‘仲’에서 ‘太’로 ‘퇴요성’하

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주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 우락(羽樂)

우락은 우조(羽調) 낙시조(樂時調)의 준 이름으로 앞서 살펴본바 있는 이수

대엽 계열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음역도 올라가고 여유 있는 템포감에 담담

한듯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치렁치렁한 멋이 느껴진다. 이러한 우락의 규정

속도는 1분 55정184)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

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은 4분 40초, <최정희>는

5분 20초로, 양측 모두 규정 속도보다는 느리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184) 1분(分) 55정(井)이란 1분에 55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한 정간 당 1.09초가 소요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3분 56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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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바람은 지동(地動)치듯 불고

2장 궂인비는 붓듯이 온다

3장 눈정(情)에 거룬 님186)을 오늘밤 서로 만나자하고 판첩처서187)

맹세 받았더니 이 풍우(風雨)중에 제 어이오리

3장 진실로

5장 오기곳 오량188)이면 연분(緣分)인가 하노라

다.

한편 여창가곡 우락의 노랫말은 현재 일곱 바탕185)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

에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바람은”으로 시작되는 둘째 바탕이 수록되어 있다.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初章)

<악보 19> 羽樂 初章 제1각 제1박～제8박

185) 첫째바탕은 “제갈량”, 둘째바탕은 “바람은”, 셋째바탕은 “만경창파지수(萬頃蒼波之水)”, 넷째바탕은

“물 아래”, 다섯째바탕은 “유자는”, 여섯째바탕은 “압논에”, 일곱째바탕은 “군불견(君不見)”으로 시작

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앞의 책, 550쪽.

186) 눈짓을 주고받은 님.

187) 판을 때려 약속을 하는 일

188) 오기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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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는 노랫말 “바람은” 가운데 “바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가운

데 제7박～제8박에 걸쳐 등장하는 “太(f)仲(a♭)――⤼太(f)”의 선율형에서 양자

는 시김새 표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지금정>은 제7박에서

“太(f)仲(a♭)”을 내어 요성 없이 끌다가 제8박에서 ‘겹흘림’하여 ‘林(b♭)’으로

살짝 들어내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며 ‘太(f)’로 하강함으로써 유연한 굴곡

선율형을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7박에서 ‘仲(a♭)’을 굵게 ‘상요

성’하며 끌다가 제8박에서 ‘겹흘림’하지 않고 ‘뒤꾸밈음(ᥢ)’을 낸 후 곧바로 ‘太

(f)’를 ‘전성(ⵉ)’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太(f)仲(a♭)―⤻林(b♭)⤼仲(a♭)⤼
太(f)⤼黃(e♭)太

(f)”의 선율형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최정희>의 이러한 독특한 선율형은 다름

아닌 홍원기가 부른 평지름시조189) 초장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유사함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0> 홍원기 평지름시조 初章 제3각 제1박～제5박190)

<악보 20>은 홍원기의 평지름시조 “바람아 부들마라” 초장의 노랫말 “후여

진 정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제3박의 선율형을 보면 <악보 19>

의 제8박에 등장하는 <최정희>의 선율형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仲(a♭)’을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 있어서도 <최정희>의 표현법과 일치한다.

189) 평(平)지름시조는 ‘남창지름시조’ 또는 ‘지름시조’라고도 불리는 시조창의 한 종류인데, 단형시조를

노랫말로 삼아 초장만 높은 선율로 노래하고,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와 같이 평탄한 곡조로 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운, 국악개론(경기: 음악세계, 2015), 213～14쪽 참조.
190) <악보 20>은 필자가 홍원기 음원을 듣고 채보한 것인데, 최정희와의 선율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창의 key에 맞게 실음보다 완전 5도 낮춰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인간문화재 홍원기의
예술세계-가곡․가사․시조(서울: 신나라뮤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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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음(基音)의 4도 위인 ‘仲(a♭)’을 굵게 요(搖)하는 창법은 가곡이 아

닌 남창지름시조를 비롯해 임기준(林基俊)191) 전창의 사설지름시조 및 수잡가

(首雜家), 12잡가, 서도소리 등에서 주로 표현되는 창법192)이라는 점에서 주목

을 끈다.

부언하면 삭대엽(數大葉) 계열의 우조 이수대엽과 두거와는 달리 낙(樂) 계

열인 우락에서는 상대적으로 최정희만의 개성이 한층 도드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1> 羽樂 初章 제1각 제9박～제11박

<악보 21>은 노랫말 “바람은” 가운데 “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양자는 제

10박에서 “으”를 ‘黃(e♭)’으로 내어 ‘추요성’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지금정>은

제3소박 끝에서 ‘뒤꾸밈음(߂)’을 사용하여 “太(f)仲(a♭)”을 황급히 낸 후 제11

박으로 넘어가 ‘㑲(c)’과 ‘太(f)’를 연속으로 ‘앞꾸밈()’하며 “黃(e♭)㑲(c)－⤻仲(a♭)

太(f)”로 소리 낸다. 그런데 이때 제10박에 등장하는 <지금정>의 ‘뒤꾸밈음(߂)’

191) 임기준(林基俊: 1868～1940)은 가사(歌詞)와 시조(時調) 명창으로 1939년 6월1일～9월22일까지 이

왕직아악부(李王職雅樂部) 임시 촉탁으로 부임하여 수양산가(首陽山歌)․양양가(襄陽歌)․처사가(處

士歌)․매화가(梅花歌)의 4가지 가사(歌詞)와 사설지름시조․수잡가(首雜家) 등 30여곡을 전수하였

다. 현재 전창되고 있는 4가사와 대부분의 사설지름시조는 거의 임기준이 전수한 곡조이다. 張師勛,

國樂大事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627쪽.
192) 사설지름시조나 수잡가, 춘면곡(春眠曲)․어부사(漁父詞) 등 일부 가사 및 서도소리에서는 기음의

4도 위의 음(搖)을 굵게 요(搖)한다. 張師勛, 최신국악총론(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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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명 ‘느니표’193)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느니표(߂)’에 이어 ‘앞꾸밈음()’

을 연속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밋밋한 가락을 화려하고 세련되게 마무리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3소박 끝에서 ‘太(f)’로 살짝 들어

올린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黃(e♭)－⤻太(f)⤼黃(e
♭)⤻太(f)－”로 느릿하게 밀어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여유로운 느

낌으로 마무리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부언하면 <지금정>은 ‘뒤꾸밈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이 특징인데, 유독

우락에서 ‘뒤꾸밈음(߂)’을 사용하는 반면, 최정희는 여창가곡 전 바탕을 통해

‘뒤꾸밈음(ᥢ)’을 빈번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느니표(߂)’는 사용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악보 22> 羽樂 初章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22>는 노랫말 “지동(地動)치듯” 가운데 “듯”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

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박∼제2박은 초

장의 <악보 19>에 등장하는 “(太)仲――⤼太”로 된 선율형에서 ‘전타음’인 ‘太’

만 탈락되었을 뿐 2박에 걸쳐 “仲――⤼太”로 진행하는 점에서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지금정>은 제2박에서 ‘仲’을 요(搖)하지 않고 ‘겹흘림(≀)’하며 ‘太’

193) 본음의 한음 위와 두음 위를 재빠르게 내주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표현법을 말한다. 김기수, 
國樂入門(서울: 한국고전음악출판사, 1982.),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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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2박에서 ‘仲’을 굵게 ‘상요성’하다가 ‘林’으로

들어 올린 후 ‘太’를 ‘전성(ⵉ)’하여 “(太黃)太”로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3박에서 <지금정>은 “(太)仲”을 낸 후 ‘겹흘림’하여 은근하게 ‘太’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전타음’ 없이 ‘仲’을 바로 낸 후 ‘겹흘림(≀)’하

지 않고 ‘林’으로 들어 올린 후 ‘太’로 하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23> 羽樂 初章 제2각 제6박～제8박

<악보 23>은 노랫말 “지동(地動)치듯 불고” 가운데 “부”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이때 <지금정>은 제7박에서 “㑲(c)⤻黃(e♭)㑲(c)―”으로 소리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e♭)⤻太(f)㑲(c)―”으로 음정을 달리하여 소리 내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악보 24> 羽樂 初章 제2각 제9박～제1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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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는 노랫말 “불고”가운데 “부”를 발음한 후 계속해서 “울고”로 이

어나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10박～제11박에 걸쳐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0박에서 ‘黃’을 미미하게 ‘세요성’하다가 끝에 ‘뒤꾸

밈음(߂)’을 내준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太(f)-⤻仲(a♭)太(f)”로 연결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10박에서 ‘黃’을 굵게 ‘추요성’한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겹

미는기법’을 사용하여 “黃(e♭)－⤻太(f)⤼黃(e♭)⤻太(f)―”로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15박에서 <지금정>은 ‘㑲(C)’으로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太(f)’로 음정을 달리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2) 2장(貳章)

<악보 25> 羽樂 2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25>는 노랫말 “붓듯이 온다.” 가운데 “붓듯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2박에서 “붓

드”를 “(太)仲”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제14박 끝부분에 이르러 <지

금정>은 은근하게 ‘林’으로 들어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林’을 ‘전성’하며 끊

듯이 “쿡쿡” 눌러냄과 동시에 강하게 “흐흐”로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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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어지는 제15박에서 양자는 “시”를 ‘仲’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일치하

지만 제16박에 이르러 <지금정>은 ‘仲’에서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은근하

게 ‘太’로 내려앉아 마무리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仲’에서 ‘겹흘림(≀)’하

지 않고 ‘太’를 ‘앞꾸밈(⌁)’하여 “(太
仲)太”로 황급히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최정희>는 이전의 기본형에서도 ‘전성(ⵉ)’을 자주 사용했으나 이

번 경우는 기법은 같으나 특정한 음정을 내기 보다는 마치 남도민요 ‘새타령’

에서 ‘쑥국새’의 울음소리를 묘사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강하게 두 번 “쿡쿡”

눌러내는 창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게다가 제16박 끝에서 <지금정>은

‘仲(a♭)’을 미는 듯 흘러내리며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자연스럽게 ‘太(f)’로 하

강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유연하다기기보다는 다소 투박한 듯 날쌔게 하강하여

“(太
仲)太”로 마무리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악보 26> 羽樂 2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26>은 노랫말 “붓듯이 온다.” 가운데 “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

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4박에서 <지금정>은

가성으로 “다으아”를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를 ‘앞꾸밈()하여 “黃⤻(仲)太―”

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육성으로 “다”를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를 ‘전성

(ⵉ)’하여 “黃⤻(太
黃)太―”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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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장(三章)

<악보 27> 羽樂 3장 제2각 제7박～제11박

<악보 27>은 노랫말 “거룬님을” 가운데 “거룬니”를 발음한 후 이어서 “이임

을”로 이어가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제7박～제8박은 초장의 <악보 19>에 등

장하는 “(太)仲――⤼太”의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제9박～제11박의 선율형은 초장의 <악

보 21>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28> 羽樂 3장 제3각 제1박～제3박

<악보 28>은 노랫말 “서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2박에서 “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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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으로 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지금정>은 가늘게 ‘상요성’하는데 반해 <최

정희>는 굵게 ‘추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3박에서 <지금정>은

가성으로 ‘太’를 ‘앞꾸밈()’하여 “(仲)太”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겹미는기

법’을 사용하여 “黃⤻(太⤼黃)⤻太”로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29> 羽樂 3장 제4각 제4박～제11박

<악보 29>는 노랫말 “맹세 받았더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

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4박의 “맹세”와 제9박의 “더

니”를 <지금정>은 각각 “仲太―”와 “仲黃―”으로 달리 내는데 반해 <최정희>

는 “仲⤼(太)黃―”으로 같게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제8박과 제

10박∼11박은 각각 초장의 <악보 19>와 <악보 21>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

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난다. 즉 <자금정>은

‘仲’을 요하지 않고 끌다가 은근하게 ‘겹흘림’하여 ‘太’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

정희>는 ‘仲’을 굵게 ‘상요성’한 후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연이어 사용함으

로 인해 결과적으로 “太(f)仲(a♭)―⤻林(b♭)⤼仲(a♭)⤼
太(f)⤼黃(e♭)太(f)”의 독특한 선율

형을 만들어낸다. 부언하면 <지금정>이 표현하는 ‘겹흘림(≀)’은 선율진행을

은근하고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현행가곡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그

러나 <최정희>는 ‘겹흘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신 장식음 즉 ‘뒤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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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ᥢ)’․‘전성(ⵉ)’․‘앞꾸밈(⌁)’을 추가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4) 4장(四章)

<악보 30> 羽樂 4장 제1각 제11박～제16박

<악보 30>은 노랫말 “진실로” 가운데 “진시”를 10박에 걸쳐 길게 끌다가 숨

을 쉬고는 계속해서 “이일로”로 이어가는 부분이다. 이때 <지금정>은 제12박

부터 ‘仲’을 끌다가 제16박에 이르러 ‘겹흘림(≀)’하여 ‘林’으로 살짝 들어내는

듯 자연스럽게 ‘太’로 흘러내리며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12박부터

‘仲’을 끌다가 제16박에 이르러 ‘겹흘림’하지 않고 제3소박에서 ‘太’를 ‘앞꾸밈

(⌁)’하여 “(太仲)太”로 황급히 내어 마무리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31> 羽樂 4장 제2각 제4박～제1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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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은 노랫말 “진실로”를 다 발음한 후 “오”를 이어서 발음하며 종지

선율을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4박에서 <지금정>은 가성으로 “오우오”를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를 ‘앞

꾸밈()하여 은근하게 “黃⤻(仲)太―”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육성으로

“오”로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를 ‘전성(ⵉ)’하여 “黃⤻(太
黃)太―”로 강하게 밀어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5장(五章)

<악보 32> 羽樂 5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32>는 노랫말 “오기곳 오량이면” 가운데 “오기곳”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이는 2장의 <악보 25>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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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羽樂 5장 제2각 제12박～제16박

<악보 33>은 노랫말 “연분인가 하노라” 가운데 “연분”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12박에서 “연”을 “(㑲)太”로 나누어 낸 후 제3소박 끝에서 음을 살짝 밀어 올

리며 다음 박으로 넘어가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12박에서 “연”을 ‘전타음’

없이 ‘太’로 바로 낸 후 ‘추성’을 쓰지 않고 다음 박으로 넘어가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또한 <지금정>은 제15박에서 ‘黃’을 내어 ‘상요성’하다가 끝에서 ‘太’

로 밀어 올린 후 제16박으로 넘어가 ‘仲’을 낸 후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太’로

하강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15박에서 “黃－⤻(太⤼黃⤻太)”로 밀어낸 후

제16박으로 넘어가 ‘仲’을 낸 후 ‘겹흘림’하지 않고 ‘太’를 ‘앞꾸밈(⌁)’하여 “(太
仲)

太”로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34> 羽樂 5장 제3각 제4박～제8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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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는 노랫말 “연분인가” 가운데 “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4박에서 <지금정>은 가

성으로 “가으아”를 발음하며 “黃―⤻(仲)太―”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육성

으로 “가”를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를 ‘전성(ⵉ)’하여 “黃⤻(太
黃)太―”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우락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바람”(<악보 19>)을 비롯해 곡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太)仲――⤼太”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仲’을 요하지 않고 끌다가 은근

하게 ‘겹흘림(≀)’하여 ‘太’로 하강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仲’을 굵게 ‘상

요성’한 후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연이어 사용함으로 인해 독특한 선율형

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둘째, 2장의 “붓드시”(<악보 25>)와 “오기곳”(<악보 32>)은 우조 이수대엽

과 두거에 등장한 바 있는 “(太)仲―⤻林仲―”의 선율형과 같은 모습이다. 이때

<지금정>은 “붓드―으시―”와 “오기―이고―ㅅ”으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함과

동시에 매개모음인 “으”와 “이”를 자연스럽게 들어내며 연결시켜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붓드”와 “시”, “오기”와 “곳” 사이에 각각 “흐흐”와 “히히”

를 끼워 넣음과 동시에 남도민요 ‘새타령’에 등장하는 창법과 유사한 ‘전성(ⵉ)’
기법을 사용하여 “쿡쿡”거리며 강하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셋째, 초장의 <악보 21>은 노랫말 “바람은” 가운데 “은”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지금정>은 제10박에서 ‘黃’을 ‘추요성’하다가 제3소박 끝에서 ‘뒤꾸밈음’

즉 ‘느니표(߂)’를 사용하여 “太仲”을 황급히 낸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黃)㑲－

⤻(仲)太”로 소리 낸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3소박 끝에서 ‘太’로 살짝 들어

올린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黃－⤻(太⤼黃)⤻太－”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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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상요성’의 경우 <지금정>에 비해 <최정희>는 상대적으로 굵게 요하

며, 특히 기음의 4도 위의 음인 ‘仲(a♭)’을 굵게 요(搖)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2. 계면조(界面調)

현행가곡의 계면조는 黃(e♭)․仲(a♭)․林(b♭)의 3음음계를 중심으로 선율

진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곡에 따라 太((f)와 南(c')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므

로, 음구성만으로만 봤을 때는 우조와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이 두 선법

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시김새’와 ‘종지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퇴요성’을 들 수 있는데, 계면조의 경우는

임(林, 㑣)에서 중(仲, 㑖)으로 진행할 때 임(林, 㑣)에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94) 또한 ‘종지음’의 경우 3장에서 편수대엽195)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우조와 마찬가지로 태(㑀)에서 임(㑣)으로 상행종지하고, 5장에서는 임(㑣)에서

‘퇴요성’하여 중(㑖)으로 하행 종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가. 이수대엽(貳數大葉)

계면조 이수대엽은 계면조 여창가곡 가운데 첫 번째로 불리는 곡으로, 우조

이수대엽과 마찬가지로 기본형 가운데 원형에 속하며 아주 느린 템포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면조 이수대엽의 규정 속도는 1분 20정196)으로 제시되어 있는

194) 우조는 중(仲, 㑖)에서 태(太, 㑀)로 진행할 때 중(仲, 㑖)에 나타난다. 조순자, “가곡의 발성과 발

음법,” 韓國音樂史學報제37집(韓國音樂史學會, 1996. 12), 245～51쪽.
195) 편수대엽은 중(㑖)에서 임(㑣)으로 상행 종지한다.

196) 1분(分) 20정(井)은 1분에 20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

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8분 2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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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언약(言約)이 늦어가니

2장 정매화(庭梅花)도 다 지거다

3장 아침에 우든 까치 유신(有信)타 하랴마는

4장 그러나

5장 경중아미(鏡中蛾眉)198)를 다스려볼까 하노라

데,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

과, <지금정>은 6분 18초, <최정희>는 6분 15초로, 양측 모두 규정 속도보다

는 다소 빠르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의 노랫말은 현재 다섯 바탕197)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에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언약이”로 시작되는 둘째 바탕이 수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初章)

<악보 35> 界面調 貳數大葉 初章 제1각 제1박～제6박

197) 첫째바탕은 “황산곡(黃山谷)”, 둘째바탕은 “언약이”, 셋째바탕은 “창오산붕(蒼梧山崩)”, 넷째바탕은

“황하원상(黃河遠上)”, 다섯째바탕은 “금로(金爐)에”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앞의

책, 591～92쪽.

198) 거울에 비친 내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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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는 노랫말 “언약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

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1박에서 “언야”를 “㑖(A♭)⤻㑲

(C)㑣(B♭)”으로 둥글리며 내어 여유 있게 끌다가 제2박에서 ‘퇴요성’하여 ‘㑖(A

♭)’으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1박에서 “언야”를 “㑖(A♭)㑣(B♭)”으

로 내어 끌다가 제2박에서 ‘추요성’하여 ‘㑲(C)’으로 밀어 올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때 제2박의 ‘요성’에 있어서 <지금정>을 비롯한 현행의 하규일

계보가 일제히 ‘퇴요성’하고 있는 점199)에 비추어볼 때 <최정희>의 이러한 정

반대되는 ‘추요성’은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또한 이어지는 제3박에서 <지금정>은 “아”를 “太(f)黃(e♭)”으로 내어 ‘상요성’

하며 끌다가 제3소박에서 재차 “太(f)黃(e♭)”을 내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상요

성’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e♭)’을 내어 강약의 변화 없이 평이하게 ‘상요

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2장(貳章)

<악보 36> 界面調 貳數大葉 2장 제1각 제4박～6박

<악보 36>은 노랫말 “정매화(庭梅花)도” 가운데 “화도”에 해당되는 부분인

199) 이주환, 가곡보(서울: 국립국악원 가곡연구회, 1959), 41쪽. 김월하, 善歌 金月荷 正歌(서울: 신
나라뮤직, 2005), 제1집. 김기수, 여창가곡여든여덜닢(서울: 대한대악원, 1980),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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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양자는 제4박의 ‘겹미는기법’에 있어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㑖-⤻(㑲⤼㑖)⤻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제3소박)의 “㑖

㑲”을 짧고 길게 소리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데 반해 <최정희>는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제3소박)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강약의 변화 없이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어

지는 제5박～제6박은 초장의 <악보 35>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

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37> 界面調 貳數大葉 2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37>은 노랫말 “다 지거다” 가운데 “다 지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2박～제14박

을 보면 <지금정>은 제12박에서 “다”를 “㑲太”로 여유 있게 붙여 낸 후 ‘추요

성’하다가 제13박으로 넘어가 “아”를 “(黃)林”으로 내어 ‘퇴요성’하여 제14박의

‘仲’으로 연결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12박에서 “다”를 “(㑲)黃”으로 빨

리 붙여 낸 후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낸 후 제13박으로 넘어가

‘전타음’ 없이 ‘林’을 바로 내어 ‘퇴요성’하여 제14박의 ‘仲’으로 연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정>은 제15박 제1소박에서“仲⤻(林)仲”을 가성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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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요(搖)하지 않고 끄는 반면, <최정희>는 제15박 제1소박에서 ‘林’을 가성으

로 내어 ‘퇴요성’하다가 제2소박에서 “仲⤻(林)仲”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장(三章)

<악보 38> 界面調 貳數大葉 3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38>은 노랫말 “아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12박～제13박에 걸쳐

양자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2박 제1소박에

서 “아치”를 “(黃)仲”으로 내어 끌다가 제13박으로 넘어가 “仲”을 ‘앞꾸밈()’하

여 “(林)仲”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12박에서 전타음 없이 ‘林’으

로 들어낸 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한 후 끌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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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界面調 貳數大葉 3장 제2각 제4박～제8박

<악보 39>는 노랫말 “까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

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4박에서 “까”를 “太林”으로

나누어 낸 후 끌다가 제5박에서 ‘퇴요성’한 후 제6박으로 넘어가 ‘仲’을 ‘앞꾸밈

()’하여 “(林)仲”으로 내어 연결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4박에서 “까”를

‘전타음’ 없이 ‘林’으로 바로 내어 끌다가 제5박에서 ‘퇴요성’하며 ‘仲’으로 하강

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준 후 제6박으로 넘어가 ‘仲’을 내어 끄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우조에서 ‘仲’을 ‘퇴요성’하여 ‘太’로 하강하는 “仲(a♭)―⤼太(f)”로
된 선율형이 계면조에서는 “林(b♭)―⤼仲(a♭)”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이때

<최정희>는 우조에서와 마찬가지로 ‘林’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

에서 여전히 ‘뒤꾸밈음(ᥢ)’을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또한 이어지는 제7박에서 <지금정>은 ‘仲’을 미미하게 ‘세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같은 ‘상요성’이라 할지라도 최정희는 상대적으로 굵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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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界面調 貳數大葉 3장 제2각 제12박～제16박

<악보 40>은 노랫말 “유신(有信)타 하랴마는” 가운데 “유신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12박 끝에서 <최정희>는 ‘뒤꾸밈음(ᥢ)’을 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박의 선율형은 2장의 <악보 37>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

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악보 41> 界面調 貳數大葉 3장 제3각 제7박～제8박

<악보 41>은 노랫말 “하랴마는” 가운데 “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7박은 2장의 <악보 36>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

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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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장(四章)

<악보 42> 界面調 貳數大葉 4장 제1각 제4박～제11박

<악보 42>는 노랫말 “그러나” 가운데 “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

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4박에서

“러으”를 “(林)潢”으로 낸 후 미미하게 ‘세요성’하며 ‘汰’로 밀어올리고는 제5박

에서 “어(林)”를 ‘앞꾸밈(ㄷ)’하여 “(仲
南)林”으로 내어 길게 끌다가 제11박에 이르

러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4박에서 “러으”를

“(林)潢”으로 낸 후 굵게 ‘상요성’하며 ‘汰’로 밀어올리고는 제5박에서 “어(林)”

를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낸 후 길게 끈다. 그리고는 제11박

으로 넘어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5장(五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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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界面調 貳數大葉 5장 제2각 제1박～제6박

<악보 43>은 노랫말 “경중아미(鏡中蛾眉)” 가운데 “아미”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

은 제1박 제1소박에서 ‘㑣’을 ‘앞꾸밈(ㄷ)’하여 “(㑖
㑲)㑣”으로 재빨리 굴려낸 후

계속해서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1박에 걸쳐 “㑖-⤻(㑲)㑣”으로 여유 있게 둥

글려 낸 후 계속해서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4박～제5박은 2장의 <악보 36>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

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

로 한다.

<악보 44> 界面調 貳數大葉 5장 제2각 제12박～제3각 제3박

<악보 44>는 노랫말 “다스려볼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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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3박에서 “스”를 “(林)

仲”으로 내어 끌다가 14박 제2소박에서 “(黃)林”을 낸 후 ‘퇴요성’하며 제15박으

로 넘어가 “려”를 “仲(林)仲”으로 낸 후 제3소박의 “(仲)㑲”으로 연결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13박에서 “스”를 “(林)仲”으로 내어 제14박까지 끌다가 제15

박으로 넘어가 “려”를 ‘林’으로 내어 ‘퇴요성’한 후 제2소박에서 “仲(林)仲”을 낸

후 제3소박의 ‘㑲’으로 연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5장의 제2각 제12박～제3각 제11박에 걸쳐 양자는 가사붙임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제5장 제2각 제12박～제3각 11박 장단구조와 가사붙임 비교

박
제2각 제3각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장단구조
3 2 3 3 2 3

5 3 5 3

최정희 다 스 려 보 ㄹ 가

지금정 다 스 려 보 ㄹ 가

<표 11>은 노랫말 “다스려 볼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가사붙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전반부

(8박)에 “다스려 볼”을, 후반부(8박)에 “가”를 붙이는데, 이는 현행과도 일치한

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전반부(8박)에 “다스려”를, 후반부(8박)에 “볼가”를

붙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최정희>의 경우 부분적으로 가사붙임을 달리하는 점에 대해,

필자는 공연 중 실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으나, 검토결과 한국전통음악의

사설과 장단구조(5․3․5․3)와 잘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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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계면조 이수대엽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언약이”(<악보 35>)에 해당하는 “㑣—⤻黃――”으로 된 선율

형은 곡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 <지금정>은 “언야”를 “㑖⤻(㑲)㑣”

으로 둥글리며 내어 여유 있게 끌다가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

듯 “(太)黃”으로 올라가 전․후반을 나누어 강도를 달리하며 ‘상요성’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언야”를 “㑖林”으로 단순하게 내어 끌다가 ‘추요성’하여 ‘㑲’

으로 밀어 올린 후 ‘黃’으로 올라가 강약 없이 평이하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2장의 노랫말 “정매화(庭梅花)도” 가운데 “화도”(<악보 36>)에 해당되

는 ‘겹미는기법’은 곡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이때 <지금정>은 “㑖-⤻(㑲
⤼㑖)⤻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㑖㑲”을 짧고 길게 소리 내는데 반해 <최

정희>는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데 반해 <최정희-1>은 “㑖-⤻(㑲⤼
㑣⤻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장식음에 있어서 ‘앞꾸밈()’은 <지금정>이 주로 사용하며, 그에 반해

<최정희>는 본음을 바로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로 <지금정>이 ‘임(林,

㑣)’을 ‘앞꾸밈()’하여 낸 후 길게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임(林, 㑣)’을 ‘전

성(ⵉ)’하여 밀어 낸 후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요성법에 있어서 <최정희>는 상대적으로 굵게 요하며 ‘퇴요성’과 ‘상요

성’ 끝에 주로 ‘뒤꾸밈음(ᥢ)’을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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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북두칠성(北斗七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2장 민망(憫惘)한 발괄(白活) 소지(所志) 한 장 아뢰나이다.204)

3장 그리든 임(任)을 만나 정(情)엣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 새니

글로 민망(憫惘)

나. 평롱(平弄)

평롱(平弄)은 삭대엽 계열 가운데 ‘농가(弄歌)’에 해당되는 곡으로, 이 곡조의

변형인 얼롱(言弄)200)이 파생한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남창가곡에서 평롱의

‘평(平)’은 낮다는 뜻으로 처음을 보통의 음높이로 불러, 처음을 높이 질러내는

얼롱과 대(對)가 되는 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창가곡 평롱은 첫 음

을 평이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潢’으로 질러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연창(連唱)시 5장에서 우조로 변조(變調)하여 우락으로 연결하기도 한다.201) 이

러한 평롱의 규정 속도는 1분(分) 50정(井)202)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여

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

은 5분 33초, <최정희>는 5분 16초로 양측 모두 규정 속도보다는 느리게 부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창가곡 평롱의 노랫말은 현재 다섯 바탕203)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

에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북두칠성”으로 시작되는 둘째 바탕이 수록되어 있

다.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 가곡원류(歌曲源流)에는 ‘만횡(蔓橫)’ 또는 반지기(半只其)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201) 본고의 음원은 모두 5장에서 우조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202) 1分 50井을 곡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3분 66초가 소요되어

야 한다.

203) 첫째바탕은 “각설(却說)이라”, 둘째바탕은 “북두칠성”, 셋째바탕은 “초당(草堂)뒤에”, 넷째바탕은

“옥부(玉斧)치”, 다섯째바탕은 “아자아자”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國樂大事典(서
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784쪽.

204) 안타까운 마음에 소원 하나 올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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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밤중만

5장 삼태성(三台星)205) 차사(差使)206)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1) 초장(初章)

<악보 45> 平弄 初章 제1각 제1박～제2각 제3박

<악보 45>는 노랫말 “북두칠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박에서 “북”을 “林(b♭)

潢(e♭ˊ)”으로 내어 가늘게 ‘상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潢(e♭ˊ)’으로 바로

내어 상대적으로 굵게 ‘상요성’하며, 또한 제2박 제2소박에서 <지금정>은 ‘林’

을 ‘앞꾸밈()’하여 부드럽게 “南(cˊ)林(b♭)”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林(b♭)’을 ‘전성(ⵉ)’하여 “林(b♭)仲(a♭)林(b♭)”으로 밀어낸 후 끄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다음으로 제2각 제2박에서 <지금정>은 ‘林(b♭)’을 끌다가 끝에서 은근하게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2박 끝에서 ‘南(cˊ)’을 또렷하게 내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205) 북두칠성 아래에 마치 사슴이 뛰어간 발자국처럼 세 쌍의 별이 연이어 있는 별자리

206) 임금의 중요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던 임시벼슬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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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平弄 初章 제2각 제9박～제16박

<악보 46>은 노랫말 “넷 다섯 여섯”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

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9박 제2소박에서 <지금정>은

‘黃(e♭)’을 ‘앞꾸밈()’하여 “太(f)黃(e♭)”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바로 본

음인 ‘黃(e♭)’을 내며, 제11박 제1소박에서도 <지금정>은 “㑲(C)㑣(B♭)”으로 내

는데 반해 <최정희>는 바로 본음인 ‘㑣(B♭)’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4박에서 <최정희>는 ‘林(b♭)’을 ‘퇴요성’하여 ‘仲(a♭)’으로 하강하

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악보 47> 平弄 初章 제3각 제1박～제8박

<악보 47>은 노랫말 “일곱 분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모두 제1

박～제2박을 같은 선율로 진행하다가 제3박에 이르러 <지금정>은 ‘㑖(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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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후 살짝 밀어 올리며 ‘㑣(B♭)’으로 올라가 ‘추요성’하고 숨을 쉰다. 그에 반

해 <최정희>는 제3박에서 “오우오”로 발음하며 “㑖(A♭)-⤻㑲(c)㑣(B♭)”으로

여유 있게 둥글린 후 ‘평요성’하다가 제4박으로 넘어가 ‘黃(e♭)’을 내어 굵게

‘상요성’한 후 숨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양자는 ‘숨자리’가 다

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사붙임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2) 2장(貳章)

<악보 48> 平弄 2장 제1각 제1박～제6박

<악보 48>은 노랫말 “민망(憫惘)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초장의 <악보

45>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

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49> 平弄 2장 제1각 제7박～제1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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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는 노랫말 “발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정>은 제7박에서

‘仲’을 ‘앞꾸밈()’하여 “(林)仲”으로 내어 제8박까지 이어가는데 반해, <최정희>

는 본음인 ‘仲’을 바로 내어 끌다가 제8박 끝에서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지금정>은 ‘앞꾸밈음()’을 사용하여 은근슬쩍 한 단

계 감싸 안은 후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본음을 직접

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며, ‘앞꾸밈음()’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뒤

꾸밈음(ᥢ)’이나 ‘전성(ⵉ)’을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악보 50> 平弄 2장 제2각 제1박～제11박

<악보 50>은 노랫말 “아뢰나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1박과 제4박에서

“아”와 “이”를 <지금정>은 각각 ‘仲’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仲”으

로 나누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6박에서 <지금정>은 ‘㑣’을 ‘앞꾸

밈()’하여 “(㑲)㑣”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1박에 걸쳐 “㑖-⤻(㑲)

㑣”으로 둥글리며 여유 있게 내어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장(三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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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平弄 3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51>은 노랫말 “그리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

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12박에서 “그”를 ‘林’으

로 내어 ‘퇴요성’한 후 제13박에서 “리”를 “(林)仲”으로 내어 고요히 머무르다가

끝에 미미하게 ‘세요성’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12박에서 “그”를 ‘林’으

로 내어 ‘퇴요성’한 후 제13박에서 “리”를 “(林)仲”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일치

하나, 그 과정에서 ‘仲’을 굵게 ‘상요성’할 뿐만 아니라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박～제16박에서 <최정희>는 상대적으로 굵게 ‘상요성’하며, 제16박

끝에서 재차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악보 52> 平弄 3장 제1각 제12박～제1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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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는 노랫말 “정(情)옛 말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

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4박에서 ‘㑣(B♭)’

을 ‘퇴요성’하여 ‘㑖(A♭)’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듯 제15박의 ‘黃(e♭)’으로 올라

가는데 반해, <최정희>는 ‘㑣(B♭)’을 ‘추요성’하여 ‘㑲(C)’으로 밀어 올린 후

제15박의 ‘黃(e♭)’으로 올라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53> 平弄 3장 제3각 제1박～제6박

<악보 53>은 노랫말 “채 못하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1박에서

“차”를 “黃仲―”으로 내는 점에서는 같으나, <지금정>은 ‘仲’을 이어가다가 제

2박 제3소박에서 “이”를 ‘林’으로 내어 가늘게 ‘상요성’한 후 제3박으로 넘어가

“모”를 “(南)林”으로 내어 요성 없이 끌다가 “ㅅ”을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

희>는 제1박 끝에서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南’을 끊듯이 “쿡”찍어 냄과 동시

에 강하게 “히”로 발음한 후 곧바로 “모”를 ‘林’으로 내어 끌다가 제3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며 “ㅅ”을 발

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최정희는 “차―히ⅽ모―ㅅ”으로 발음하며 상대

적으로 투박한 느낌을 연출해내는데, 이러한 표현법은 <지금정>을 비롯한 현

행의 하규일 계보207)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207) 이주환, 가곡보(서울: 국립국악원 가곡연구회, 1959), 45쪽. 김월하, 善歌 金月荷 正歌(서울: 신
나라뮤직, 2005), 제2집. 김기수, 여창가곡여든여덜닢(서울: 대한대악원, 1980), 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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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平弄 3장 제4각 제4박～제8박

<악보 54>는 노랫말 “글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7박～제8박은 계

면조 이수대엽에 자주 등장하는 선율형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7박에서

<지금정>은 “㑖-⤻(㑲⤼㑖)⤻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의 “㑖㑲”을 짧

고 길게 소리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데 반해 <최정희>는 “㑖-⤻(㑲
⤼㑣⤻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時價)로 평이

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4장(四章)

4장은 전반적으로 선율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장식음에 있어서 제

1각 제5박에서 <지금정>은 ‘林’을 ‘앞꾸밈(ㄷ)’하여 “(仲
南)林”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내어 끄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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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平弄 4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55>는 노랫말 “밤중만” 가운데 “밤주”까지 발음한 후 계속해서 “우웅

만”으로 선율을 이어나가는 부분이다. 양자는 제12박 제1소박에서 ‘㑣’을 ‘평요

성’하는 점은 같으나, 제2소박으로 넘어가 <지금정>은 ‘黃’을 ‘상요성’하다가 제

3소박에 이르러 “(太)黃”을 내어 좀 더 강하게 ‘상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2소박～제3소박까지 ‘黃’을 같은 강도로 평이하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제13박에서 <지금정>은 ‘林’을 ‘앞꾸밈()’하여 “(南)林”

으로 낸 후 계속 이어가는데 반해, <최정희-1>은 본음인 ‘林’을 바로 내어 끄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5장(五章)

<악보 56> 平弄 5장 제1각 제12박～제1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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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은 노랫말 “삼태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

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12박에서 “삼”을 “(黃)仲—”으로 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제13박에서 <지금정>은 “타”를 “(林)仲”으로 낸 후 제14박

까지 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으이”를 발음한 후 제15박으로 넘어가 “서”를

“南(cˊ)林”으로 내어 ‘퇴요성’다가 끝에 “ㅇ”을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13박에서 “타”를 ‘仲’으로 바로 내어 끌다가 제14박

끝에서 ‘南’을 냄과 동시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끊듯이 “쿡” 찍어냄과 동시

에 강하게 “히”로 발음한 후 제15박에서 “서”를 ‘林’으로 내어 ‘퇴요성’하다가

끝에 “ㅇ”을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최정희는 제14박 끝에서 15박으

로 넘어가는 동안 강하게 “히ⅽ서”로 발음하는데, 이러한 표현법은 지금정을 비

롯한 현행의 하규일 계보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악보 57> 平弄 5장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57>은 노랫말 “차사(差使)”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3박에서 “(㑖)㑣”을 낸

후 ‘추요성’하여 ‘南’으로 올라가는데 반해 <최정희>는 “㑖-⤻(㑲)㑣”으로 여유

있게 둥글려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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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平弄 5장 제3각 제4박～제8박

<악보 58>은 노랫말 “샛별 없이” 가운데 “샛별 업”까지 발음 한 후 이어서

“시－”로 선율을 이어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4박에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시”를 “黃-⤻(仲)太”로 여유 있게 둥글리며 가

성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시”를 육성 ‘黃’으로 낸 후 제2소박에서 ‘太’

를 ‘전성(ⵉ)’하여 “(太黃)太”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평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북두칠성”(<악보 45>)과 2장의 “민망한”(<악보 48>)에 등장

하는 “潢―⤼林――”으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林’을 은근슬쩍 ‘앞꾸밈()’

하여 부드럽게 “(南)林”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林’을 ‘전성(ⵉ)’하여 “(林

仲)林”으로 밀어낸 후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3장의 “정(情)옛 말쌈”(<악보 52>)에 해당되는 “㑣―⤻黃――”으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㑣(B♭)’을 ‘퇴요성’하여 ‘㑖(A♭)’으로 하강한 후 반

전하듯 ‘黃(e♭)’으로 올라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㑣(B♭)’을 ‘추요성’하여

‘㑲(C)’으로 밀어 올린 후 ‘黃(e♭)’으로 올라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3장의 “채 못하여”(<악보 53>)와 5장의 “삼태성”(<악보 56>)은 “(黃)



- 121 -

仲―⤻南林――”의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정은 “채못”과 “삼태성”

을 각각 “차―이―모―ㅅ”과 “사암타―으이―성”으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하며

연결해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각각 “차―히ⅽ모―ㅅ” 과 “사암타―히ⅽ성”

으로 발음함과 동시에 “히(南)”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다소 투박하고 강하

게 표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3장의 “글로”(<악보 54>)에 등장하는 ‘겹미는기법’에 있어서, <지금

정>은 “㑖-⤻(㑲⤼㑖)⤻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㑖㑲”을 짧고 길게 소리 냄

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㑖-⤻(㑲⤼㑣⤻㑲)”으
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다섯째, 장식음에 있어서, ‘앞꾸밈음()’은 <지금정>이 주로 사용하며, <최

정희>는 ‘전성(ⵉ)’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최정희>는 ‘林’에서 ‘仲’으로 ‘퇴요

성’할 때 외에도 ‘仲’과 ‘黃’을 ‘상요성’하며 끄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으

로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계락(界樂)

계락(界樂)은 계면조 음계에 의한 낙시조(樂時調)의 준 이름208)이며, 규정 속

도는 1분(分) 55정(井)209)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

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지금정-1>은 3분 28초로 규정 속

도에 근접하지만 <최정희-1>은 4분 45초로 다소 느리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여창가곡 계락은 현재 다섯 바탕210)이 전하는데, 이중 <지금정-1>의

208) 장사훈, 앞의 책, 102쪽.

209) 1分 55井은 1분에 55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한 정간 당 1.09초가 소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3분 3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210) 첫째바탕은 “청산리”, 둘째바탕은 “청산도”, 셋째바탕은 “노세노세”, 넷째바탕은 “바람도”,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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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1> <지금정-1>

初章 청산리(靑山裡) 벽계수(碧溪水)야 初章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2장 수이감212)을 자랑마라 2장 녹수(綠水)라도 절로 절로

3장 일도창해(一到滄海)213)허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3장 산(山) 절로 절로 수(水)

절로 절로 나도 절로 절로

4장 명월(明月)이 4장 우리도

5장 만공산(滿空山)214)허니

쉬어간들 어떠리

5장 절로 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 절로

음원에는 둘째바탕인 “청산도 절로 절로”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최정희-1>의

음원에는 첫째바탕인 “청산리 벽계수야”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곡은 곡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노랫말의 차이로 인해, 특히 3

장과 5장의 경우는 절반이상의 선율진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1, 2, 4장에서는 <최정희-1>과 <지금정-1>의 공통선율로 되어 있는 부

분에서 시김새의 차이를 가려내고, 3장과 5장에서는 공통선율 외의 다르게 나

타나는 부분은 <최정희-1>과 같은 노랫말을 수록하고 있는 현행의 여창가곡

보211)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종류의 노랫말을 각각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탕은 “병풍에”로 시작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102쪽.

211) 지금정의 “청산도”로 시작되는 계락은 현행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으며,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지금정은 현행과 같게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최정희의 “청산리”로 시작되는 계락은 현행에

서는 거의 불리지 않으며, 김기수와 김호성의 악보(정간보) 정도만 있을 뿐이고 두 악보의 선율은

서로 같게 나타난다. 이에 필자는 두 악보 가운데 김기수의 악보는 한 옥타브 높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요성’과 ‘세요성’의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시김새가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어, 상대적

으로 그러한 표현들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김호성의 악보를 택하고자 한다. 또한 논의의 편의

상 김호성의 악보는 <김호성>으로 가칭하고 오선보로 역보하여 제시하게 됨을 미리 밝혀 둔다. 김

호성, 남녀가곡보제1․2집 통합본(서울: 은하출판사, 1984), 174～75쪽 참조.
212) 쉽게 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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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장(初章)

  

초장에서 노랫말의 차이에 따라 서로 선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제1각

제11박～제13박 제1소박까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됨을 밝혀둔

다.

 

<악보 59> 界樂 初章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59>는 <최정희-1>와 <김호성>의 경우는 “벽계수야” 가운데 “벽계”,

<지금정-1>의 경우는 “절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통선율로 되어 있는 부

분(제13박～제16박)에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

-1>은 제13박에서 ‘林(b♭)’을 ‘앞꾸밈()’하여 “南(Cˊ)林(b♭)”으로 내어 제16박

까지 요성 없이 길게 끈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3박에서 ‘林(b♭)’을

‘전성(ⵉ)’하여 “林(b♭)仲(a♭)林”으로 밀어내어 끌다가 제16박에 이르러 ‘퇴요성’하여

‘仲(a♭)’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김호성>의 경우 <최정희-1>과 같은 노랫말로 되어 있음

213) 한번 바다에 다다르면

214) 산에 가득 차게 비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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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선율은 <지금정-1>과 같게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주목되는 점은 ‘발음법’에 있어서, 노랫말 “벽계”를 <김호성>은

“벽거이”로 풀어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벽계”로 직접 발음하는 점이

다. 왜냐하면 가곡에서는 ‘요성’을 비롯한 다양한 ‘시김새’도 중요하지만 ‘발음

법’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가곡을 배울 때는 우선 모

음 ‘발음법’부터 익히게 되며, 가곡에 관한 저서나 악보들이 ‘발음법’을 소개해

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근대 국어의 모음체계는 18C 말～19C 초 무렵에 기존의 이중모음들이

단모음으로 변화되어 정착되기 시작했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가곡에서는 ‘옛 형태’의 음가를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성

악곡들과 변별된다. 즉 가곡에서는 이미 19세기 초 무렵에 단모음화 된 이중모

음들을 각각 ‘ㅐ’→‘ㅏㅣ’, ‘ㅔ’→‘ㅢㅣ’, ‘ㅒ’→‘ㅑㅣ’, ‘ㅖ’→‘ㅕㅣ’ 등으로 풀어 발음

하고 있다.215) 따라서 노랫말 “벽계”도 <김호성>처럼 “벽거이”로 풀어 발음하

는 것이 가곡에서는 일종의 법도인 셈이다. 그러나 <최정희-1>은 “벽계”로 직

접 발음함을 볼 수 있고, 이는 잡가를 주요 레파토리로 삼았던 평민가객집단과

연결되는 계보상의 특징과 무관치 않으리라 여겨진다.

215) 신경숙, “19세기 가곡사,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시가와 가곡 연행(서울: 고려대학교민족
문화연구원, 2012, 13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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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界樂 初章 제2각 제9박～제16박

<악보 60>은 공통선율로 되어 있으며, <최정희-1>와 <김호성>은 “벽계수”

를 발음 한 후 계속해서 “우”로 이어가는 부분이고, <지금정-1>은 “절로” 가

운데 “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때 <최정희-1>만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제11박에서 ‘林(b♭)’을 ‘퇴요성’하여 ‘仲(a♭)’으로 하강하는 과

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어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제14박 2소박에서 ‘仲

(a♭)’을 ‘앞꾸밈(⌁)’하여 “仲(a♭)
林(b♭)仲(a♭)”으로 낸 후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

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2) 2장(貳章)

2장에서 노랫말의 차이에 따라 선율이 다른 부분은 제1각 제1박～2박, 제6

박～7박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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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界樂 2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61>은 공통선율로 되어 있으며, <최정희-1>과 <김호성>의 경우는

“자랑”, <지금정-1>의 경우는 “절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정희-1>만 부

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1>과 <김호성>은

제12박에서 “(㑣)黃⤻太⤼(㑣)㑖”으로 둥글려낸 후 제13박에서 ‘㑣’으로 내어 끌

다가 제14박으로 넘어가 ‘평요성’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서

‘黃’을 내어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준 후 제13박으로 넘어

가 “㑖-⤻(㑲)㑣”으로 여유 있게 둥글려 낸 후 제14박으로 넘어가 ‘평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박에서 <지금정-1>과 <김호성>은 “黃林”으로 내어 끌다가 ‘퇴요

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전타음 없이 ‘林’으로 바로 내어 끌다가 ‘퇴요

성’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장(三章)

3장에서 노랫말의 차이에 따라 선율이 다른 부분은 제1각 제12박～제3각 제

1박까지이다. 즉 총 37박 중 종지선율을 제외한 22박이 다르게 되어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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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제외하면 선율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금정-1>과의 공통선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정희-1>과 같

은 노랫말을 수록하고 있는 현행의 김호성 악보와 비교하여 변별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악보 62> 界樂 3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62>는 <지금정-1>과는 공통선율로 되어 있지 않으며, <최정희-1>과

<김호성>은 노랫말 “일도(一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

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김호성>은 제13박 제2소박에서 ‘林’을

‘앞꾸밈()’하여 “(南)林”으로 내어 끌다가 제16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

강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밀어내어 끌다

가 제16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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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界樂 3장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63>은 <지금정-1>과는 공통선율로 되어 있지 않으며, <최정희-1>과

<김호성>은 노랫말 “창해(滄海)”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선율과 시김새

에 있어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김호성>은 제1박에서

“창”을 ‘仲’으로 내어 ‘요성’없이 끄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박에서 “창”을

2도 높은 ‘林’으로 내어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한 제3박에서 <김호성>은 “이”를 “黃林”으로 나누어낸 후 ‘퇴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3박에서 “이”를 ‘전타음’ 없이 ‘林’으로 바로 낸 후 ‘퇴요성’하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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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界樂 3장 제3각 제4박～제8박

<악보 64>는 공통선율로 되어 있으며, <최정희-1>과 <김호성>의 경우는

노랫말 “어려워”, <지금정-1>의 경우는 “절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정희

-1>만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6박에서 ‘㑣’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나 <최정희-1>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에서 <지금정-1>과 <김호성>은 ‘黃’을 내어 끌다가 ‘太’로 살짝

밀어 올린 후 제8박으로 넘어가 ‘黃을 내어 ‘상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7박에서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㑖-⤻(㑲⤼㑣⤻㑲)”으로 밀어낸 후 제8박으

로 넘어가 ‘黃’을 내어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4장(四章)

4장은 선율차이가 없다. 다만 제1각 제11박의 ‘潢’과 제2각 제4박의 ‘仲’을

<최정희-1>은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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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장(五章)

5장에서 노랫말의 차이에 따라 선율이 다른 부분은 제1각 제12박～제2각 제

14박과 제3각 제5박～제8박까지이다. 즉 총 41박 가운데 23박이 다르게 되어

있어,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선율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정-1>과의 공통선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정희

-1>과 같은 노랫말을 수록하고 있는 현행의 김호성 악보와 비교하여 변별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악보 65> 界樂 5장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

<악보 65>는 <지금정-1>과는 공통선율로 되어 있지 않으며, <최정희-1>과

<김호성>은 노랫말 “만공산(滿空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김호성>은 제12박에서 “마”를 ‘㑣’

으로 낸 후 요성 없이 끌다가 제13박 제3소박에서 ‘黃’을 내어 ‘상요성’한 후

제14박의 ‘仲’으로 올라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서 ‘㑣’을 내어

끌다가 제13박으로 넘어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한 후 제14박에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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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 옥타브 위의 ‘仲’으로 도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김호성>은 제15박에서 “오”를 “仲⤻林⤼仲”으로 낸 후 제16박에

서 “黃-⤼(㑣)㑖”으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에서 ‘林’을 내어

‘퇴요성’한 후 제16박으로 넘어가 “黃⤻(太黃
㑣)㑖”으로 하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제2각 제1박에서 <김호성>은 “사”를 ‘㑣’으로 내어 끌다

가 제3박으로 넘어가 ‘평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에서 “사”를

“㑖⤻(㑲)㑣”으로 둥글린 후 끌다가 제3박으로 넘어가 ‘퇴요성’하여 ‘㣡’으로 하

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66> 界樂 5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66>은 <지금정-1>과는 공통선율로 되어 있지 않으며, <최정희-1>과

<김호성>은 노랫말 “만공산(滿空山)허니” 가운데 “허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먼저 양자는 제4박에서 “허”를 ‘㑣’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제5박으

로 넘어가 <김호성>은 ‘평요성’한 후 제3소박에서 ‘黃’을 내어 ‘상요성’한 후 제

‘仲’으로 올라가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5박에서 ‘퇴요성’하여 ‘㑖’으로 내려

온 후 중간 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 옥타브 위의 ‘仲’으로 도약하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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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김호성>은 제9박에서 “이”를 “㑲⤻(太)黃”으로 낸 후 제10박에서

‘추요성’하다가 제11박으로 넘어가 “㑣㑲”을 낸 후 ‘추요성’하여 ‘黃’으로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9박에서 “이”를 “黃仲”으로 내어 끌다가 제10

박에서 굵게 ‘상요성’하며 ‘林’으로 들어 올린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㑲黃”을

낸 후 ‘추요성’하여 ‘太’로 밀어 올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계락과 김호성의 악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제1각 제13박∼제16박(<악보 59>)에서 4박에 걸쳐 길게 끄는

‘林’을 <지금정-1>과 <김호성>은 ‘앞꾸밈()’하여 “(南)林”으로 내어 요성 없이

끈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밀어내어 끌

다가 제16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으

로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2장의 제1각 제12박～제16박(<악보 61>)에서 <지금정-1>과 <김호

성>은 제12박에서 “(㑣)黃⤻太⤼(㑣)㑖”으로 둥글려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黃’을 내어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또한 제13박에서 <지금정-1>과 <김호성>은 ‘㑣’을 내어 끄는데 반해 <최

정희-1>은 “㑖-⤻(㑲)㑣”으로 여유 있게 둥글려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3장의 제1각 제12박～제16박(<악보 62>)은 ‘林’을 4박에 걸쳐 길게 끌

다가 ‘퇴요성’하는 선율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김호성>은 ‘林’을 ‘앞꾸밈()’

하여 “(南)林”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1>은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
으로 밀어낸 후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6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

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최정희-1>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주는 점에서 변별



- 133 -

되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3장의 제3각 제4박～제8박(<악보 64>)에서 ‘㑣’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나, <최정희-1>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에서 <지금정-1>과 <김호성>은 ‘黃’을 내어

끌다가 끝에서 ‘太’로 살짝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1>은 “㑖-⤻(㑲⤼㑣⤻
㑲)”으로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5장의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악보 65>)에서 <김호성>은 제

“마”를 ‘㑣’으로 낸 후 요성 없이 끌다가 ‘黃’을 거쳐 ‘仲’으로 올라가는데 반해,

<최정희-1>은 ‘㑣’을 내어 끌다가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한 후 바로 한 옥

타브 위의 ‘仲’으로 도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섯째, ‘요성법’에 있어서 지금정과 <김호성>은 기음인 ‘黃’을 주로 요하는

데 반해, <최정희-1>은 기음인 ‘黃’과 4도 위의 음인 ‘仲’을 상대적으로 굵게

요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발음법’에 있어서 현행에서는 “벽계‘를 ”벽거이“로

풀어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벽계’로 직접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된

다.

라. 편수대엽(編數大葉)

편수대엽(編數大葉)은 가곡 중 가장 빠른 템포로 불리는 곡으로 일명 ‘편잦

은한닢’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편(編)은 엮음․사설과도 통하며, 장단을 촘촘

히 엮어나가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216) 또한 16박 한 장단을 10박 한 장단

으로 축소하여 부르며, 노랫말의 자수(字數)가 많은 경우에는 3장과 5장에서

그 장단을 연장하여 길게 늘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편수대엽의 규정 속도는 1

분(分) 75정(井)217)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

216) 장사훈, 앞의 책, 779쪽.

217) 1分 75井은 1분에 75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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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모란(牧丹)은 화중왕(花中王)이요

2장 향일화(向日花)는 충신(忠臣)이로다

3장 연화(蓮花)는 군자(君子)요 행화(杏花) 소인(小人)이라 국화(菊

花)는 은일사(隱逸士)요 매화(梅花) 한사(寒士)로다 박꽃은 노인

(老人)이요 석죽화(石竹花)는 소년(少年)이라 규화(葵花) 무당(巫

堂)이요 해당화(海棠花)는 창녀(倡女)이로다

4장 이중에

5장 이화(梨花) 시객(詩客)이요 홍도벽도삼색도(紅桃碧桃三色桃)는

풍류랑(風流郞)인가 하노라

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은 2분 26초, <최정희>는

2분 39초로 양측 모두 규정 속도에 근접하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창가곡 편수대엽의 노랫말은 현재 일곱 바탕218)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에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모란은”으로 시작되는 첫째 바탕이 수록되어

있다.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初章)

외한 연주시간은 2분 3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218) 첫째바탕은 “모란은”, 둘째바탕은 “모시를”, 셋째바탕은 “오날도”, 넷째바탕은 “대인난(待人難)”,

다섯째바탕은 “월일편등삼경(月一片燈三更)”, 여섯째바탕은 “옥 갓흔”, 일곱째바탕은 “붉은새”로 시

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앞의 책, 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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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編數大葉 初章 제1각 제8박～제2각 제2박

<악보 67>은 노랫말 “화중왕(花中王)”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2각

제1박∼제3박에 걸쳐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1

각 제8박∼제10박까지는 서로 같게 부르지만, 제2각 제1박으로 넘어가서 <지

금정>은 “아”를 “㑲(C)黃(e♭)”으로 유연하게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e♭)黃(e♭)”으로 내며 앞의 ‘黃(e♭)’에 ‘격음표( )’를 사용하여 “뚝” 끊어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2박에서 <지금정>은 ‘黃(e♭)’을 ‘상요성’한

후 끝에 숨을 쉬지 않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e♭)’을 ‘상요성’하다가 끝에서

‘太(f)’를 또렷이 낸 후 숨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의 악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京制) 평시조(平時調)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노래로 들었을 때는 엄청난 템포차이219)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경제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운데 해당선율과 유사한 부분을 예로 들어 정간보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219) 평시조(1分 30井)는 편수대엽(1分 75井)보다 배 이상 느린 속도로 부른다.



- 136 -

平時調 初章 제1각 제1박∼제5박 編數大葉 初章 제1각 제8박∼제2각 제3박

仲黃ⅽ
黃

－

리히
이 4

仲․

仲｜

－

청사
1

   黃ⅽ
黃

－

하

ㅏ 1

仲ɽ仲ɽ
－

－

화주

8

⧙
<

5 2 ⧙
<
ㅇ

2
林ɽᝐ ㅜ

ㅇ
9

⧙
ㄹ

3

仲ɽ
－

－ ㇏

와
10

<악보 68> 경제 平時調와 최정희 編數大葉 시김새 비교220)

<악보 68>을 살펴보면, 양곡은 선율형에 있어서 골격이 “仲(a♭)――⤼黃(e
♭)―”으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평시조를 보면 제1박에서 “청사”

를 “(仲)仲”으로 내어 길게 끌다가 제3빅에서 ‘상요성’하면서 자연스럽게 “ㄹ”을

발음하고는 제4박에서 “리”를 “(仲)黃ⅽ黃”으로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쿡” 찍

어낸 후 ‘상요성’한다. 그런데 제4박에서 ‘격음표(ⅽ)’를 사용하는 음을 일반적으

로 ‘黃’으로 채보하고 있지만 실제 창자(唱者)들은 ‘黃’보다 약간 낮게 눌러낸

다. 마찬가지로 <최정희>가 ‘격음표(ⅽ)’를 사용하는 음을 필자 역시 ‘黃(e♭)’

으로 채보했지만, 실제 음은 정확한 ‘黃’이라기보다는 약간 낮게 소리 내는 점

에서 일치한다. 즉 <악보 67>과 <악보 68>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편수대엽

가운데 평시조와 같은 선율형으로 된 부분에서 <지금정>은 가곡창법을 유지

하고 있는데 반해, <최정희>는 시조창법을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

성을 보인다.

220) 정간보의 읽는 순서는 상(上)․하(下)․우(右)․좌(左) 순이며, 악보에 제시된 평시조 선율은 김월

하 唱이다. 김경배 편, 시조창보(서울: 재단법인월하문화재단, 1998),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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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장(貳章)

<악보 69> 編數大葉 2장 제1각 제8박～제2각 제7박

<악보 69>는 노랫말 “충신(忠臣)이로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

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제9박에서 <지금정>은 “신”을 “林

⤼仲—”으로 흘리며 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신”을 내는데 있어서 ‘仲’을 연

속으로 ‘앞꾸밈()’하여 “(林)仲(林)仲”으로 빠르게 반복하여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때 표현법에 있어서 양자 간의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어 주목을 끈다.

즉 이전 곡들에서는 지금정이 주로 ‘앞꾸밈음()’을 사용하고, 최정희는 ‘앞꾸

밈음()’보다는 ‘뒤꾸밈음(ᥢ)’을 주로 사용했었다. 그런데 제9박에서 <최정희>

는 ‘앞꾸밈음’을 연속으로 사용함으로써 빠른 템포감을 더해가며 보다 가볍고

사뿐거리는 느낌으로 흥을 표출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지금

정>은 오히려 ‘앞꾸밈음’을 배제한 채 최소한의 굴곡만 유지함으로써 자칫 흘

러넘칠 수 있는 감정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점에서 변별되

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제2각 제3박에서 <지금정>은 “다”를 “黃⤻(太)黃”으로 둥글려 낸 후

제4∼제6박에 걸쳐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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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박에서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黃ⅽ黃”으로 끊듯이 “쿡” 찍어 낸 후 제

4박∼제6박에 걸쳐 ‘㑣’을 ‘평요성’하여 ‘㑣’으로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3) 3장(三章)

<악보 70> 編數大葉 3장 제2각 제8박～제3각 제2박

<악보 70>은 노랫말 “행화소인(杏花小人)”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2

각 제1박～제2박은 초장의 <악보 67>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등장했던 선율형

으로,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악보 71> 編數大葉 3장 제6각 제1박～제7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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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은 노랫말 “박꽃은 노인이요” 가운데 “노인이요”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3박에서 “이”를 ‘林’으로 낸 후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제4박으로 넘어가

‘仲’을 낸 후 제5박의 ‘黃’으로 이어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3박과 제4박

에서 각각 ‘林’과 ‘仲’에 연속으로 ‘뒤꾸밈음(ᥢ)’을 낸 후 제5박의 ‘黃’으로 넘어

가는 점에서 변별된다. 부언하면 <최정희>의 연이어 내는 ‘뒤꾸밈음(ᥢ)’은 자

유분방한 가운데 속도감을 더해가며 흥을 한껏 표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악보 72> 編數大葉 3장 제7각 제8박～제8각 제7박

<악보 72>는 노랫말 “규화(葵花) 무당(巫堂)이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2각의 제1박～제2박은 초장의 <악보 64>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등장했던

선율형으로,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는 제4박에서 “요”를 “(黃)仲”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같으나, 제6

박에서 <지금정>은 “오”를 ‘黃’으로 냄과 동시에 ‘상요성’하며 제7박까지 이어

간 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6박까지 ‘仲’으로 끌다가 끝에서

‘뒤꾸밈음(ᥢ)’과 제7박의 “太黃”을 연결한 후 제3소박에서 숨을 쉬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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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編數大葉 3장 제8각 제8박～제9각 제2박

<악보 73>은 노랫말 “해당화(海棠花)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제8

박～제10박에 걸쳐 ‘발음법’과 ‘시김새’에 있어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8각 제8박에서 “하”를 ‘仲’으로 낸 후 제9박으로 이

어가다가 끝에서 살짝 ‘林’으로 밀어 올리며 “이”를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

는 제8각 제8박에서 ‘仲’을 내는 점은 같으나 “해”로 발음하며 또한 제9박으로

넘어가 끝에서 ‘林’을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강하게 “쿡” 찍으며 “해”를 재차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그런데 이때 양자간의 ‘발음법’의 차이는 주목을 요한다. 즉 <지금정>은 노

랫말 “해당화” 가운데 “해당”을 “하이당”으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해당”으로 직접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계락(<악보 59>)의 노

랫말 “벽계”를 통해 언급한 바 있듯이, 마찬가지로 “해”에 해당되는 ‘ㅐ’와 같

은 단모음을 현행 가곡에서는 ‘ㅏㅣ’로 풀어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직접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되며, 이 또한 잡가를 주요 레파토리로

삼았던 평민가객집단과 연결되는 계보상의 특징과 무관치 않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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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編數大葉 3장 제9각 제3박～제10박

<악보 74>는 노랫말 “창녀(倡女)이로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

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3박에서 “창”을

‘黃’으로 낸 후 제4박으로 넘어가 “(黃)仲”으로 내며 “녀어”로 부드럽게 발음한

후 제5박에서 “이”를 ‘黃’으로 내어 끌다가 끝을 살짝 ‘太’로 밀어 올린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3박에서 “창”을 ‘黃’으로 낸 후 제4박으로 넘어가 ‘전타음’

없이 바로 ‘仲’으로 내며 “녀”로 발음할 뿐만 아니라, 제4박∼제5박에 걸쳐 연

이어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4장(四章)

<악보 75> 編數大葉 4장 제1각 제3박～제7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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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는 노랫말 “이중에” 가운데 “이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는

3장의 <악보 71>과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5) 5장(五章)

<악보 76> 編數大葉 5장 제1각 제8박～제2각 제2박

<악보 76>은 노랫말 “이화시객(李花詩客)”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2각 제1

박∼제2박은 초장(初章)의 <악보 64>를 비롯해 3장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등장

했던 선율형으로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서 ‘발음법’에 주목해 살펴보면, <악보 73>의 “해당”의 경우와 같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시객”을 “시가익”으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시객”으로 직접 발음하고 있는 점에서 계보의 차이와 무관치 않

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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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編數大葉 5장 제3각 제8박～제4각 제5박

<악보 77>은 노랫말 “풍류랑(風流郞)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제3각의 제8박～제9박은 2장의 노랫말 “충신”(<악보 69>)의 선율형과 같을 뿐

만 아니라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제4각 제4박에서 양자는 ‘㑣’을 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지금정>

은 ‘퇴요성’하여 ‘㑖’으로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평요성’하여 ‘㑣’으로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편수대엽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화중왕”(<악보 67>)에 해당되는 “(仲)仲――⤼黃―”으로 된 선

율형은 곡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이때 양자는 “화중와“를 ”(仲)仲”으로 내어

끄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어지는 “아ㅇ”을 <지금정>은 “㑲黃”으로 유연하게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ⅽ黃”으로 내며 앞의 ‘黃’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끊듯이 “쿡” 찍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2장의 “충신”(<악보 69>)과 3장의 “노인이요”(<악보 71>) 등에서,

<지금정>은 ‘꾸밈음’의 사용을 배제한 채 최소한의 굴곡만을 유지하며 진행해

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성큼성큼 빠르게 진행되는 선율의 흐름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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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음()’과 ‘뒤꾸밈음(ᥢ)’을 연달아 사용함으로 인해 속도감이 더해지는 가운

데 흥을 맘껏 표출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셋째, 3장의 “해당화”(<악보 73>)는 “仲―⤻林―”의 선율형으로 되어 있다.

이때 <지금정>은 “해당”을 “하―이—당”으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하며 “이”를

강조하지 않는데 반해 <최정희>는 “해—해ⅽ당”으로 직접적으로 발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차 반복되는 “해”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강하게 찍

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넷째, ‘장식음’에 있어서, <지금정>은 편수대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최정희>는 ‘앞꾸밈음()’과 ‘뒤꾸밈음(ᥢ)’을 연달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섯째, ‘발음법’에 있어서 “해당화”와 “시객”을 <지금정>은 “하이당화”와

“시가익”으로 풀어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직접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

된다.

마. 태평가(太平歌)

태평가(太平歌)는 가곡 한바탕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으로 남창과 여

창이 같은 노랫말을 병창(竝唱)하는 점이 특징이다.221) 그런데 옛 가집에는 ‘태

평가(太平歌)’라는 이름 대신 ‘가필주대(歌畢奏臺)’․‘청성(淸聲) 삭대엽(數大葉

)’․‘청성 자진한입’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삼죽금보(三竹琴譜)에는
‘계면(界面) 이수대엽(貳數大葉)’이 곧 ‘청성(淸聲) 삭대엽(數大葉)’이라고 설명

하고 있어,222) 이를 통해 양곡이 유관한 관계임을 예측가능하게 해준다. 이러

한 태평가의 규정 속도는 1분 30정223)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첫 11박의

221)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765쪽.
222) 淸聲 數大葉, 俗稱 三絃 數大葉 是界面調也. 自羽調中大葉 至編數大葉 乃歌曲之一廢也. 而編數大

葉 己畢然後男女竝唱 界面貳數大葉 謂之淸聲數大葉 以其聲之高淸高也. 삼죽금보(三竹琴譜)<淸聲
數大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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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이려도) 태평성대(太平聖代)

2장 저려도 성대(聖代)로다

3장 요지일월(堯之日月)224)이요 순지건곤(舜之乾坤)225)이라

4장 우리도

5장 태평성대(太平聖代)니 놀고 놀려 하노라

거문고로 독주하는 다스름 부분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은 6분 10초, <최정희-1>은 5분이 소요되었다. 즉 <지금정

-1>은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부르는데 반해 <최정희-1>은 규정 속도에 맞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태평가의 노랫말은 첫 바탕만 전하고 있으며,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初章)

<악보 78> 太平歌 初章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

223) 1분(分) 30정(井)은 1분에 30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첫 11박(거문고

독주 부분)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5분 1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224) 고대 중국의 태평했던 요(堯)임금 때의 해와 달(세월)

225) 고대 중국의 태평했던 순(舜)임금 때의 하늘과 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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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은 노랫말 “태평성대” 가운데 “태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

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4박에서 <지금

정>은 ‘潢(eˊ)’을 미미하게 ‘세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요(搖)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양자는 제15박에서 “펴으”를 “林(b♭)潢(eˊ)”으로 내

는 점은 같으나 <지금정>은 ‘潢(eˊ)’을 ‘세요성’하다가 끝에서 ‘汰(fˊ)’로 들어 올

린 후 제16박으로 넘어가 ‘林(b♭)’을 ‘앞꾸밈(ㄷ)’하여 “仲(a♭)
南(cˊ)林(b♭)”으로 굴

려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潢(eˊ)’을 요(搖)하지 않고 끌다가 제16박으로

넘어가 ‘앞꾸밈음’없이 바로 ‘林(b♭)’을 바로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

면 이러한 시김새의 차이로 인해 <지금정>의 표현법은 양식화되어 세련되게

잘 다듬어진 느낌이 드는데 반해 <최정희-1>은 싱거운 듯 순박한 느낌을 들

게 해준다.

한편 이 외에 초장(初章)에서는 ‘선율’이나 ‘시김새’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발음법에 있어서 노랫말 “태평성대”(제2각 제4박～제5박) 가운데

“성대”를 <지금정>을 비롯한 현행에서는 가곡창법에서의 바라지는 발음을 피

하기 위하여 “승대”로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성대”로 발음하는 점에

서 변별된다.

(2) 2장(貳章)

<악보 79> 太平歌 2장 제1각 제1박～제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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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는 노랫말 “저려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초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율형은 같게 되어 있으나 시김새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제1

박과 제6박에서 <지금정>은 본음을 내는데 있어서 은근하게 ‘앞꾸밈음()’하

여 꾸며주는데 반해 <최정희-1>은 본음을 바로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3박과 제5박에서 ‘林’을 ‘퇴요성’하는데 있어서, <지금정>은 자연스럽

게 ‘仲’으로 흘러내려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 준 후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80> 太平歌 2장 제1각 제9박～제11박

<악보 80>은 노랫말 “저려도”를 발음한 후 계속해서 “오”로 선율을 이어나

가는 부분인데, 이는 계면조 이수대엽 초장의 <악보 36>과 같은 선율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오”를 “㑖-⤻(㑲⤼㑖)⤻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제3소박)의 “㑖㑲”을 짧고 길게 소리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

데 반해 <최정희-1>은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제

3소박)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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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太平歌 2장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

<악보 81>은 노랫말 “성대(聖代)로다” 가운데 “성대로”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제12박～제15박에 걸쳐 양자는 선율형과 가사붙임에 있어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2박에서 “서”를 “스”로 발음하며 ‘黃’으

로 낸 후 ‘세요성’하면서 제13박으로 넘어가 ‘仲’을 내어 끌다가 제14박에서

“(黃)林”을 내어 ‘퇴요성’한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제15박에서 “다이”를 “(林)

仲⤼(仲)㣮”을 낸 후 다음 박으로 진행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

서 “서”를 “(黃)㑲黃”으로 내어 끌다가 ‘뒤꾸밈음(ᥢ)’을 내준 후 제13박으로 넘어

가 ‘仲’을 내어 끌며 “엉”을 발음한다. 그리고는 제14박에서 “다”를 “(黃)仲”을

내어 끌다가 숨을 쉬고는 제15박으로 넘어가 ‘林’을 내어 ‘퇴요성’한 후 “仲(林)

仲⤼㑲”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양자는 선율형과 가사붙임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

니라, ‘발음법’에 있어서 “성대”를 <지금정>은 “승대”로 발음하는데 반해 <최

정희-1>은 “성대”로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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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太平歌 2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82>는 노랫말 “성대(聖代)로다” 가운데 “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

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제4박에서 <지금

정>은 “다”를 “㑣仲”으로 내는데 있어서 같은 시가(時價)로 여유 있게 내어 끄

는데 반해 <최정희-1>은 “(黃)仲”으로 낸 후 ‘仲’을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에서 양자는 “아”를 “(㑣)㑖⤻(㑲)㑣”으로 둥글려내는 점

에서는 같으나, <최정희-1>은 ‘㑖’을 길게 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종지

하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

(3) 3장(三章)

<악보 83> 太平歌 3장 제2각 제1박～제8박

<악보 83>은 노랫말 “일월(日月)이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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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박에서 <지금정>은 ‘林’을 바로 내

는데 반해 <최정희-1>은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밀어내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또한 <지금정>은 제5박에서 ‘林’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한 후 제6박으

로 넘어가 ‘仲’을 ‘앞꾸밈()’하여 “(林)仲”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5

박에서 ‘林’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

준 후 제6박으로 넘어가 본음인 ‘仲’을 바로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84> 太平歌 3장 제3각 제4박～제8박

<악보 84>는 노랫말 “건곤(乾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7박～제8박

은 2장의 <악보 79>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4) 4장(四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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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太平歌 4장 제1각 제4박～제11박

<악보 85>는 노랫말 “우리도” 가운데 “우”를 발음한 후 숨을 쉬고 계속해서

“리”로 이어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5박에서 <지금정>은 “林”을 ‘앞꾸밈(ㄷ)’하여 “(仲
南)林”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5박의 ‘林’을 길게 끌다가 제11박으로 넘어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

강하는 과정에서 <최정희-1>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준 후 마무리하는 점에

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5) 5장(五章)

<악보 86> 太平歌 5장 제1각 제12박～제1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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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은 노랫말 “태평(太平)”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선율과 가사

붙임에 있어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2박에서

“타”를 내는데 있어서 ‘林’을 ‘앞꾸밈(ㄷ)’하여 “(仲
南)林”으로 내어 끌다가 제14박

으로 넘어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며 끝에 “이”를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 제1소박에서 “타”를 “㑣林”으로 낸 후 ‘퇴요성’하며 제13

박으로 넘어가 “펴”를 ‘仲’으로 내어 끌다가 제14박에서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제15박에서 <지금정>은 “펴어”로 발음하며 “(㑲
黃)㑲黃”으로

내어 끌다가 제16박으로 넘어가 은은하게 ‘세요성’하며 끝에 “ㅇ”을 발음한 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에서 “어”를 “㑲黃”으로 내어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준 후 제16박으로 넘어가 재차 “(㑲)黃”

을 내어 굵게 ‘상요성’하며 끝에 “ㅇ”을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다른 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정희-1>는 <지금정>에 비해 상대

적으로 굵게 요(搖)하며, 특히 기음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하는 점에

서 계보간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악보 87> 太平歌 5장 제2각 제7박～제11박

<악보 87>은 노랫말 “태평성대(太平聖代)니”를 다 발음한 후 계속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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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율을 이어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7박∼제8박에 걸쳐 ‘발성법’과 ‘요성법’을 보면, 제7박의 ‘仲’을

<지금정>은 미미하게 ‘세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굵게 ‘상요성’하며,

또한 제8박의 ‘黃’을 <지금정>은 ‘가성’으로 냄과 동시에 ‘세요성’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육성’으로 내며 요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제10박∼제11박은 2장의 <악보 80>에 등장했던 선율형과 같을 뿐

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

략하기로 한다.

<악보 88> 太平歌 5장 제3각 제4박～제11박

<악보 88>은 노랫말 “놀고 놀려 하노라” 가운데 “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먼저 제4박～제8박은 2장의 <악보 81>과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0박∼제11박은 2장의 <악보 79>과 5장의 <악보 86>에 등장했던

선율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정>은 “어”를 “㑖⤻(㑲⤼㑖)⤻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의 “㑖㑲”을 짧고 길게 소리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준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가성으로 ‘黃’을 내어 미미하게 ‘세요성’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강약의 변화 없이 평이하게 소리 낸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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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黃’을 내어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태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장의 시작선율인 “태평”(<악보 78>)에서, “타으―이펴어―ㅇ”으로

풀어내며 느릿하게 진행하는 동안 <지금정>은 은근하게 강약을 조절해가며

‘세요성’과 ‘앞꾸밈음’을 사용하여 절제된 가운데 세련된 느낌을 연출해낸다. 그

에 반해 <최정희-1>은 ‘세요성’과 ‘앞꾸밈음’ 없이 단순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순박한 느낌을 연출해낸다.

둘째, 3장의 “일월(日月)이요”(<악보 83>)에서 <지금정>은 ‘林’을 바로 내는

데 반해 <최정희-1>은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내며, 또

한 제5박에서 ‘林’을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

(ᥢ)’을 내주는 점에서 변별된다.

셋째, 2장의 “저려도”(<악보 80>)와 3장의 “건곤”(<악보 84>)에 등장하는

‘겹미는기법’은 곡 전반에 걸쳐 간간이 등장한다. 이때 <지금정>은 “㑖⤻(㑲⤼
㑖)⤻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제3소박)의 “㑖㑲”을 짧고 길게 소리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데 반해 <최정희-1>은 “㑖-⤻(㑲⤼㑣⤻㑲)”으
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제3소박)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발음법’에 있어서 “태평성대” 가운데 “성대”를 <지금정>은 “승대”로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성대”로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요성법’에 있어서 <최정희-1>은 상대적으로 ‘黃’과 ‘仲’을 굵게 ‘요(搖)’하는 경

향을 보인다. 한편 ‘장식음’에 있어서, <지금정>은 주로 ‘앞꾸밈음( 또는 ㄷ)’

을 사용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전성(ⵉ)’과 ‘뒤꾸밈음(ᥢ)’을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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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남하여 편지 전(傳)치 말고

2장 당신이 제오되여228)

3장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저 하랴마는229)

4장 남하여

5장 전(傳)한 편지니 일동말동230) 하여라

3. 반우반계(半羽半界)

가. 반엽(半葉)

반엽(半葉)은 여창가곡 연창(連唱)시 우조 두거 다음에 부르는 곡으로, 중여

음 제4박부터 계면조로 변조(變調)되어 그 다음 곡인 계면조 이수대엽으로의

연결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엽의 규정 속도는 전반부(1

장～3장)는 1분 80정, 후반부(4～5장)는 1분 20정으로 제시되어 있다.226) 는데,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은 4분 26초, <최정희>는 4분 48초로, 양측 모두 규정 속도에 근접

하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지금정>은 4분 26초, <최정희>는 4분 48

초로, 양측 모두 규정 속도에 근접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창가곡 반엽의 노랫말은 현재 두 바탕227)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에

는 공통적으로 노랫말이 “남하여”로 시작되는 첫째 바탕이 수록되어 있다. 따

라서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6) 전반부의 1분(分) 80정(井)과 후반부의 1분(分) 20정(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4분 6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227) 첫째바탕은 “남하여”, 둘째바탕은 “담 안에”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312쪽.

228) 당신이 체부(遞夫)가 되어 직접 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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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장(初章)

<악보 89> 半葉 初章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89>는 노랫말 “편지 전(傳)치 말고” 가운데 “편지 전”까지에 해당되

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제15박에서

<지금정>은 “저”를 ‘仲(a♭)’으로 내어 ‘퇴요성’하며 제16박의 ‘太(f)’로 부드럽

게 연결한 후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15박에서 “저”를 ‘仲(a♭)’으로 낸 후

요성 없이 끌다가 제16박 끝에서 ‘太(f)’를 ‘앞꾸밈(⌁)’하여 “太(f)
仲(a♭)太(f)”로 내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2장(貳章)

229) 다른 사람이 남의 일을 못 이루게야 하랴마는

230) 이를둥 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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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0> 半葉 2장 제1각 제7박～제11박

<악보 90>은 노랫말 “당신이”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는 다름

아닌 우조 이수대엽 초장의 <악보 2>를 비롯해 우조 두거에 자주 등장하는

“太－⤻仲⤼(㑲)㑣―”으로 된 선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제9박 제1소박에서

<지금정>은 “(太)仲”을 가늘게 요(搖)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仲’을 내어 요하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2장에서 이와 같은 선율형으로 된 부분에서

양자는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231)

(3) 3장(三章)

<악보 91> 半葉 3장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

231) 다만 최정희의 경우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음원에서는 두 버전을 사용한다. 즉 ‘仲’을 ‘상요성’하

거나 또는 전박의 ‘太(f)’를 이어받아 “太(f)―⤻仲(a♭)⤼姑(g)⤻仲(a♭)”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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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은 노랫말 “남이 남의 일을” 가운데 “남이 남의”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제1각 제12박∼제16박은 다름 아닌 우락 2장의 <악보 25>과 5장의 <악

보 32>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양자는 제12박에서

“남이”를 “太仲”으로 내어 끌다가 제14박 제3소박에서 <지금정>은 ‘林’으로 부

드럽게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는 제14박 끝에서 ‘林’으로 들어 올리며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끊듯이 “쿡” 찍어냄과 동시에 강하게 “히”로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15박에서 양자는 ‘나’를 ‘仲’으로 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지금정>은

‘퇴요성’하여 제16박의 ‘太’로 유연하게 이어간 후 끝에 “ㅁ”을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요성’없이 제16박까지 이어가다가 끝에서 ‘太’를 ‘앞꾸밈(⌁)’하여
“(太

仲)太”로 급히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92> 半葉 3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92>는 노랫말 “남이 남의 일을” 가운데 “일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8박～제9박의 선율형은 2장의 <악보 89>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

는 생략하기로 한다.232)

232) 최정희의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음원에서는 이 부분을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太(f)―⤻仲(a
♭)⤼姑(g)⤻仲(a♭)”으로 밀어내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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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장(四章)

<악보 93> 半葉 4장 제1각 제1박～제11박

<악보 93>은 노랫말 “남하여” 가운데 “남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3박에서 <지금정>은

“암”을 “仲⤻(南⤼仲)⤻南”으로 밀어내는데 반해 <최정희>는 “仲⤻南⤼(㑖⤻㑲⤼
林)”으로 뒷부분을 둥글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5박에서 <지금정>은

‘林’을 ‘앞꾸밈(ㄷ)’하여 “(仲
南)林”으로 내어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林’을 ‘전성

(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 내어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94> 半葉 4장 제1각 제12박～제1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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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는 노랫말 “남하여” 가운데 “남하”를 발음한 후 계속해서 “아여”

로 이어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2박 제1소박에서 ‘㑣’을 ‘평요성’한 후 제2소박으로 넘어가 ‘黃’

을 ‘상요성’하다가 제3소박에 이르러 ‘黃’을 좀 더 강하게 ‘상요성’한다. 그에 반

해 <최정희>는 제12박 제1소박에서 ‘㑣’을 ‘평요성’한 후 제2소박～제3소박까

지 같은 강도로 평이하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5장(五章)

<악보 95> 半葉 5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95>는 노랫말 “전(傳)한 편지니” 가운데 “전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 제14박에서 <지금정>은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㑣’을 ‘추요성’하여 ‘㑲’으로 밀어 올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제14박～제15박에 걸쳐 등장하는 “㑣―－⤻黃―”으로 된 선율형은

편수대엽을 제외한 계면조 여창가곡 전반에 걸쳐 종종 등장한다. 그런데 이때

지금정을 비롯한 현행의 하규일 계보233)에서는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

233) 이주환, 가곡보(서울: 국립국악원 가곡연구회, 1959), 41～50쪽. 김월하, 善歌 金月荷 正歌(서
울: 신나라뮤직, 2005), 제1집∼제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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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후 반전하듯 ‘黃’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반해, 최정희는 ‘㑣’을 ‘추요성’하여

‘㑲’을 거쳐 ‘黃’으로 ‘순차진행’하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악보 96> 半葉 5장 제2각 제1박～제8박

<악보 96>은 노랫말 “전한 편지니” 가운데 “편지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정희>는 <지금정>과 달리 제1박․제3박․제5박․제7박․제8박 끝에서 ‘뒤

꾸밈음(ᥢ)’을 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정희의 ‘뒤꾸밈음(ᥢ)’

은 이전 곡들에서는 ‘퇴요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반엽에서는 ‘퇴

요성’ 외에도 ‘黃’과 ‘仲’을 끄는 과정에서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뒤꾸밈음(ᥢ)’의

출현빈도가 급격히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악보 97> 半葉 5장 제2각 제9박～제1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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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은 노랫말 “편지니”를 발음 한 후 계속해서 “이”로 이어나가는 부

분인데, 이는 태평가 5장(<악보 88>)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정>은 제10박에서 “이”를 “㑖-⤻(㑲⤼㑖)⤻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의 “㑖㑲”을 짧고 길게 소리 냄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

데 반해, <최정희-1>은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강약의 변화 없이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악보 98> 半葉 5장 제3각 제4박～제11박

<악보 98>은 노랫말 “일동말동” 가운데 “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은 제4박에서

“㑣仲”을 같은 시가로 여유 있게 낸 후 ‘세요성’하다가 제5박에서 ‘黃’을 가성으

로 내어 끌다가 ‘세요성’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제4박에서 “(㑣)仲”을 1소

박 안에 빨리 붙여 낸 후 굵게 ‘상요성’하며 제5박으로 넘어가 ‘黃’을 육성으로

내어 끄는 과정에서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에서

<지금정>은 “오”를 “(㑣)㑖(㑲)㑣”으로 2소박 안에 빨리 붙여낸 후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㑣)㑖”을 내어 끌다가 제3소박에서 ‘㑣’을 ‘전성(ⵉ)’하여 “(㑣㑖)㑣”

으로 밀어낸 후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제9박～제11박은 <악보 96>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

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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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반엽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장～3장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太－⤻仲⤼(㑲)㑣―”으로 된 선율형에

서, <지금정>은 “(太)仲”을 내어 가늘게 요(搖)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仲’을

내어 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정희의 경우 다른 음원에서는 여전

히 전박의 ‘太’를 그대로 이어받아 “太―⤻(仲⤼姑⤻仲)”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仲’을 요하기도 하여 두 버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변별된다.

둘째, 3장의 “남이 남의”(<악보 91>)에 등장하는 “太仲――⤻林仲―”으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남이”를 낸 후 끌다가 ‘林’으로 은근하게 밀어 올리

며 “이”를 낸 후 이어서 “나”로 발음하며 부드럽게 연결해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남이―히ⅽ나―”로 발음하며, 그 과정에서 “히”에 ‘격음표(ⅽ)’를 사용

하여 끊듯이 “쿡” 찍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셋째, 5장의 <악보 95>에 등장하는 “㑣―－⤻黃―”으로 된 선율형에서, <지

금정>은 ‘㑣(B♭)’을 ‘퇴요성’하여 ‘㑖(A♭)’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듯 ‘黃(e♭)’으

로 올라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㑣(B♭)’을 ‘추요성’하여 ‘㑲(C)’으로 밀어

올린 후 ‘黃(e♭)’으로 ‘순차진행’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넷째, ‘요성법’에 있어서 <지금정>에 비해 <최정희>는 상대적으로 굵게 요

한다. 또한 ‘장식음’에 있어서 <지금정>은 ‘앞꾸밈음()’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

해 <최정희>는 ‘전성(ⵉ)’과 ‘뒤꾸밈음(ᥢ)’을 주로 사용한다. 다만 ‘뒤꾸밈음(ᥢ)’

의 경우 <최정희>는 ‘퇴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黃’ 또는 仲’을 끄는 과정에서

끝에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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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 앞내나 뒷내나 중(中)에

2장 소먹이는 아희 놈들아

3장 앞내 옛 고기와 뒷내 옛 고기를 다 몰속236) 잡아 네 다락

기237)에 녛어 주어드란 네 타고 가는 소등에 걸쳐다가 주렴

4장 우리도

5장 바삐 가는 길이오매 전할 동 말 동 하여라

나. 환계락(還界樂)

환계락(還界樂)은 여창가곡에서만 불리는 곡으로 연창(連唱)시 우락(羽樂) 다

음에 놓이게 되는데, 초장～3장 중반까지는 우락의 선율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

여 부르고, 그 이후부터 계면조로 변조됨으로써 다음 곡인 계락(界樂)으로의

연결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계락의 규정 속도는 1분 55

정234)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여음(大餘音)과 중여음(中餘音)을 제외한

연주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정-1>은 3분 59초로 규정 속도에 근접하게

부르는데 반해 <최정희-1>은 5분 11초로 느리게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여창가곡 환계의 노랫말은 현재 두 바탕235)이 전하는데, 양측의 음원에

는 공통적으로 “앞내나 뒷내나”로 시작되는 둘째 바탕이 수록되어 있다. 노랫

말을 장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4) 1분 55정이란 1분에 55정간을 노래하라는 뜻으로, 즉 한 정간이 1. 09초가 소요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여음과 중여음을 제외한 연주시간은 3분 4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235) 첫째바탕은 “사랑을 찬찬”, 둘째바탕은 “앞내나 뒷내나”로 시작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844쪽.
236) 몽땅

237) 입이 작은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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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장(初章)

<악보 99> 還界樂 初章 제1각 제9박～제11박

<악보 99>는 노랫말 “앞내나” 가운데 “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는 우락

초장의 <악보 21>과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

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정-1>은 제10박에서 “아”를

‘黃(e♭)’으로 내어 ‘추요성’하다가 제3소박 끝에서 ‘뒤꾸밈음(߂)’으로 ‘太(f)仲(a

♭)’을 급히 낸 후 곧바로 제11박에서 “으－은”을 연속으로 ‘앞꾸밈()’하며 “黃

(e♭)㑲(c)⤻仲(a♭)太(f)”으로 노래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0박에서 ‘黃(e♭)’

을 ‘추요성’한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黃(e♭)⤻太(f)⤼黃(e♭)⤻太(f)”로 반복해서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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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0> 還界樂 初章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100>은 노랫말 “뒷내나”를 발음 한 계속해서 “아”로 이어가는 부분인

데, 이는 우락의 초장 <악보 22>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제2박에서 <지금정

-1>은 ‘仲(a♭)’을 요(搖)하지 않고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太(f)’로 자연스

럽게 하강하지만, <최정희-1>은 ‘仲(a♭)’을 굵게 ‘상요성’하다가 ‘林(b♭)’으로

들어 낸 후 곧바로 ‘太(f)’를 ‘전성(ⵉ)’하여 “太(f)黃(e♭)太(f)”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101> 還界樂 初章 제2각 제9박～제16박

<악보 101>은 노랫말 “뒷내나 중에” 가운데 “뒷내나 주”까지 발음한 후 계

속해서 “웅에”로 이어가는 부분인데, 이는 우락 초장의 <악보 24>와 같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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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지금정-1>은 시김새에 있어

서 여전히 우락과 표현을 같게 하지만 <최정희-1>은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최정희-1>은 제11박에서 “黃(e♭)⤻太(f)⤼黃(e♭)
⤻太(f)”로 밀어내지 않고 ‘太(f)’를 ‘전성(ⵉ)’하여 “太(f)黃(e♭)太(f)”로 강하게 밀어

낸다. 또한 제12박에서 ‘黃(e♭)’을 바로 내지 않고 ‘앞꾸밈(⌁)’하여 “黃(e♭)
太(f)黃

(e♭)”으로 내며, 제14박에서도 ‘仲(a♭)’을 바로 내지 않고 ‘앞꾸밈(⌁)’하여 “仲

(a♭)
林(b♭)仲(a♭)”으로 내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이전 곡들에서와는 달리

<최정희-1>이 환계락에서 ‘앞꾸밈(⌁)’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언하면 <지금정-1>은 환계락의 선율 가운데 우락과 같은 선율형으로 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변통성 있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2) 2장(貳章)

<악보 102> 還界樂 2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102>는 노랫말 “아희 놈들아” 가운데 “아희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2박에서 <지

금정-1>은 “아”를 ‘仲’으로 내어 ‘요성’없이 끄는데 반해 <최정희-1>은 ‘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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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정-1>은 제15박 제1소박에

서 “노”를 “(太)仲”으로 내어 끌다가 제16박으로 넘어가 끝에서 유연하게 ‘겹흘

림(≀)’하여 ‘太’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에서 ‘太’를 낸 후 곧

바로 ‘仲’을 ‘앞꾸밈(⌁)’하여 “(仲
林)仲”으로 붙여내어 끌다가 제16박으로 넘어가

끝에서 ‘太’를 ‘앞꾸밈(⌁)’하여 “(太
仲)太”로 내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부언하면 제15박～제16박은 우락에 자주 등장하는 “(太)仲――⤼太”로 된 선

율형인데, <지금정-1>은 우락과 같게 표현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

의 ‘仲’과 제16박의 ‘太’를 ‘앞꾸밈음(⌁)’하여 냄으로 인해 좀 더 화려한 느낌을

연출해내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악보 103> 還界樂 2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103>은 노랫말 “아희놈들아” 가운데 “아희놈드”까지 발음한 후 계속

해서 “라”로 이어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4박에서 <지금정-1>은 “라으아”로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

를 ‘앞꾸밈()하여 은근하게 “黃⤻(仲)太―”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1>은 “라”

로 발음하며 제2소박의 ‘太’를 ‘전성(ⵉ)’하여 “黃⤻(太
黃)太―”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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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장(三章)

<악보 104> 還界樂 3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104>는 노랫말 “앞내 옛 고기와” 가운데 “앞내 옛”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제15박～제16박은

우락을 비롯한 <악보 102>에서 같은 위치에 등장하는 선율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정-1>은 우락에서와 같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5박

에서 ‘仲’을 ‘앞꾸밈(⌁)’하여 “(仲
林)仲”으로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발음법’과 ‘요성법’에 있어서도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발음법’에 있어서 제16박의 노랫말인 “옛”을 <지금정

-1>을 비롯한 현행 하규일 계보238)에서는 곡의 흐름상 부자연스러워서인지

“여엇”으로 발음하고 있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여잇”으로 정확하게 발

음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음으로 ‘요성법’에 있어서 제15박에서와 같이 길게 끄는 ‘仲’을 <지금정

-1>을 비롯한 현행의 하규일 계보에서는 요하지 않는 반면, <최정희-1>은 여

전히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38) 이주환, 앞의 책, 51쪽. 김월하, 앞의 음반, 제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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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5> 還界樂 3장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105>는 노랫말 “앞내 옛 고기와” 가운데 “고기와”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금정-1>

은 제1박에서 “고기”를 “仲黃―”으로 내어 끌며 ‘추요성’하다가 제2박 끝에서

‘뒤꾸밈음(߂)’을 낸 후 제3박으로 넘어가 “(黃)㑲(仲)太”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

-1>은 제1박에서 “고기”를 “仲(太)黃―”으로 내어 ‘추요성’하다가 제2박 끝에서

‘太’로 들어 올린 후 제3박으로 넘어가 재차 ‘黃’을 ‘추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 106> 還界樂 3장 제2각 제7박～제11박

<악보 106>은 노랫말 “옛 고기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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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7박에서 <지금정-1>은 “여”를

“仲”으로 내어 끌다가 제8박 끝에서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太’로 하강하며

“엇”으로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7박에서 “여”를 ‘仲’으로 내어 굵

게 ‘상요성’하다가 제8박 제2소박에서 ‘林’을 낸 후 곧바로 ‘太’를 ‘전성(ⵉ)’하여

“(太黃)太”로 밀어내며 “잇”으로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앞의

<악보 104>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랫말 “옛”에 있어서 <최정희-1>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9박～제11박의 선율형은 <악보 105>와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

의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107> 還界樂 3장 제3각 제1박～제8박

<악보 107>은 노랫말 “다 몰속 잡아 네 다락기에” 가운데 “잡아 네 다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먼저 양자는 제3박에서 가성 ‘仲’을 내는 점에서는 같으나

<지금정-1>은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太’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1>

은 제2소박 끝에서 ‘林’을 낸 후 곧바로 ‘太’를 ‘전성(ⵉ)’하여 “(太黃)太”로 밀어내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제4박에서 <지금정-1>은 “네다”를 “仲

黃―”으로 내어 바로 ‘상요성’하며 끄는데 반해 <최정희-1>은 “네다”를 “仲(太)

黃―”으로 낸 후 제5박부터 ‘상요성’하며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제7박∼제8박은 <악보 106>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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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별되는 특성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108> 還界樂 3장 제4각 제10박～제5각 제3박

<악보 108>은 노랫말 “네 타고 가는 소등에” 가운데 “가는 소등에” 해당되

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지금정-1>은 제4각 제10박에서 “가느”를 “黃(e♭)太(f)”로 낸 후 제11박까지

‘퇴요성’하여 ‘黃’으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제10박에서 “㑣(B♭)黃(e

♭)”으로 음정을 달리 낸 후 제11박에서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서 ‘뒤꾸밈음

(ᥢ)’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정-1>은 제5각 제1박에서 “소”를

“(太)黃仲”으로 내어 끌다가 끝에서 ‘南’으로 살짝 밀어 올린 후 제2박으로 넘어

가 “드”를 ‘林’으로 냄과 동시에 ‘퇴요성’하여 ‘仲’으로 내려와 “ㅇ”을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5각 제1박에서 “소”를 “(黃
太)黃仲”으로 내어 끌다가

끝에서 ‘南’으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끊듯이 “쿡” 찍어

내며 강하게 “히”로 발음한 후 곧바로 제2박에서 “드”를 ‘林’으로 내어 붙임과

동시에 ‘퇴요성’하여 ‘仲’으로 내려와 “ㅇ”을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언하면 노랫말 “소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지금정-1>은 “소—오등”으로

은근하게 발음하며 연결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소—히ⅽ등”으로 다소 강

하고 투박하게 발음할 뿐만 아니라, 본 노랫말과 상관없는 “히”를 중간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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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4) 4장(四章)

<악보 109> 還界樂 4장 제1각 제1박～제11박

<악보 109>는 노랫말 “우리도” 가운데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1>은 제3박에서 “우”를

“(黃)仲”으로 내어 요(搖)하지 않고 끝에서 ‘南’으로 살짝 밀어 올리며 제4박으

로 넘어가 “리”를 ‘林’으로 내어 길게 끌다가 제10박에 이르러 은은하게 ‘세요

성’한 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3박에서 “우”를 “(黃)仲”으로

내어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서 ‘南’으로 들어 올린 후 제4박으로 넘어가 “후

리”로 발음하며 “仲(南)林”으로 내어 길게 끌다가 제10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

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낸 후 숨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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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0> 還界樂 4장 제2각 제4박～제11박

<악보 110>은 노랫말 “우리도”를 다 발음한 후 계속해서 “오”를 이어나가며

종지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4박의 ‘仲’과 제6박의 ‘黃’을 끄는데 있어서 <지금정-1>은 요(搖)하지

않는데 반해 <최정희-1>은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에서 양자는 “오”를 “(㑣)㑖”으로 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제3소박

에서 <지금정-1>은 ‘㑣’을 ‘앞꾸밈()’하여 “(㑲)㑣”으로 내는데 반해 <최정희

-1>은 ’㑣‘을 ‘전성(ⵉ)’하여 “(㑣㑖)㑣”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5장(五章)

<악보 111> 還界樂 5장 제1각 제12박～제1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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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은 노랫말 “바삐 가는 길이오매” 가운데 “바삐”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양자는 제12박 제1소박에서 “바”를 “(㑣)黃”을 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지금정-1>은 ‘黃’을 요하지 않는데 반해 <최정희-1>은 ‘黃’을 굵게 ‘상요성’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3박에서 <지금정-1>은 “삐”를 “(㑲)㑣”으로 내어 끌다가 제14박으로

넘어가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삐”를 ‘㑣’으로

내어 끌다가 제14박으로 넘어가 ‘추요성’하여 ‘㑲’으로 밀어 올리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악보 112> 還界樂 5장 제2각 제1박～제3박

<악보 112>는 노랫말 “바삐 가는 길이오매” 가운데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

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금정-1>

은 제1박에서 “기”를 “(南)林”으로 내어 끌다가 제3소박에서 “이”를 “(南)林”으로

낸 후 제3박으로 넘어가 “리”를 “(南)林”으로 부드럽게 연결하고는 길게 끌다가

제3박에서 은은하게 ‘세요성’한 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박

에서 “기(林)”를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낸 후 끝에서 ‘南’으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끊듯이 “쿡” 찍어내며 “히”로 발

음하고는 곧바로 제2박의 “리”를 ‘林’으로 붙여낸 후 ‘퇴요성’하여 제3박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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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으로 하강한 후 숨을 쉬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부언하면 <지금정-1>은 노랫말 “길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기—이—리”

로 발음하며, 그 과정에서 연이어 반복되는 ‘林’을 은근슬쩍 ‘앞꾸밈()’해나가

며 부드럽게 연결해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기ⵉ—히ⅽ리”로 상대적으

로 투박하게 발음하며, 그 과정에서 “기”를 강하게 ‘전성(ⵉ)’하여 밀어낸 후

“히”로 발음하며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재차 강조하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

을 보인다.

<악보 113> 還界樂 5장 제2각 제7박～제11박

<악보 113>은 노랫말 “바삐 가는 길이오매” 가운데 “길이오”까지 발음한 후

계속해서 “오매”로 이어나가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7박에서 <지금정-1>은 ‘仲’을 요(搖)하지 않는데

반해 <최정희-1>은 ‘仲’을 굵게 ‘상요성’하며, 제8박 제2소박 끝에서 <지금정

-1>은 ‘太’로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1>은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정-1>은 제9박에서 “마”를 “(㑲)㑣”으로 내어 끌다가

제10박에서 ‘세요성’한 후 숨을 쉬고는 제11박으로 넘어가 “이”를 가성 ‘黃’으로

내어 끈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9박에서 “마”를 ‘㑣’으로 내어 끌다가

제10박에서 “이”로 발음하며 ‘추요성’한 후 제11박으로 넘어가 육성으로 ‘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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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재차 ‘추요성’한 후 숨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양자는 제10박～제11박에 걸쳐 ‘숨자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랫말

의 흐름상으로는 <최정희-1>이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길이오매”를 제1

박～제11박까지 발음하여 마무리한 후 제12박부터는 새로운 노랫말인 “전할

동 말 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악보 114> 還界樂 5장 제2각 제12박～제14박

<악보 114>는 노랫말 “전할 동 말 동” 가운데 “전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2박에서 <지

금정-1>은 “전”을 “저으어언”으로 발음하며 “(㑣)黃-⤻太⤼(㑣)㑖”으로 둥글려낸

후 제13박으로 넘어가 “허”를 “(㑲)㑣”으로 내어 끌다가 제14박에서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하며 “ㄹ”을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1>은 제12박에서 “저”

를 ‘黃’으로 내어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서 ‘뒤꾸밈음(ᥢ)’을 낸 후 제13박으로

넘어가 “허”를 “(㑖
㑲)㑣”으로 내어 ‘평요성’하다가 제14박 끝에서 ‘㑣’으로 마무

리하며 “ㄹ”을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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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5> 還界樂 5장 제3각 제4박～제11박

<악보 115>는 노랫말 “전할 동 말 동” 가운데 “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제4박의 ‘仲’과

제6박의 ‘黃’을 <지금정-1>과 달리 <최정희-1>은 굵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7박에서 <지금정-1>은 “오”를 “(㑣)㑖(㑲)㑣”으로 2소박 안

에 빨리 붙여낸 후 끄는데 반해 <최정희>는 “오”를 “(㑣)㑖”으로 내어 잠시 머

무르다가 제3소박에서 ‘㑣’을 ‘전성’하여 “(㑣㑖)㑣”으로 밀어낸 후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제9박∼제11박은 태평가 5장의 <악보 88>을 비롯한 반엽 5장의

<악보 98>에 등장하는 선율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 또

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요컨대,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환계락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계락의 전반부(초장〜3장)는 우락과 거의 같게 되어 있다. 이때 <지

금정-1>은 우락과 같은 선율형으로 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부분적으로 선율을 다르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앞꾸밈(⌁)’을
급격히 추가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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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장의 “소등”(<악보 108>)과 5장의 “길이”(<악보 112>)는 “黃仲―⤻南

林―”의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정-1>>은 “소등”과 “길이”를 각

각 “소―오등―”과 “기―이―리”로 은근하게 연결해나가며 “오”와 “이”를 강조

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최정희-1>는 “소―히ⅽ등”과 “기ⵉ―히ⅽ리”로 발음하

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히’에 ‘격음표(ⅽ)’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를 전성

(ⵉ)하여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

다.

셋째, 발음법에 있어서, “옛 고기” 가운데 “옛”을 <지금정-1>은 “여엇”으로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1>은 “여잇”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요성’에 있어서, <지금정-1>에 비해 <최정희-1>은 상대적으로 굵

게 요하며, 특히 전반적으로 ‘黃’과 ‘仲’을 굵게 요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한편 ‘장식음’에 있어서, <최정희-1>은 ‘앞꾸밈음(⌁)’과 ‘뒤꾸밈음(ᥢ)’, ‘전성

(ⵉ)’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잦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최정희와 지금정이 노래한 여창가곡 10곡을 우조․계면조․반

우반계 순으로 분류하여 변별되는 음악적 현상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조 이수대엽과 두거에 자주 등장하는 “太—⤻仲—⤼(㑲)㑣―”으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일관되게 “(太)仲”을 가늘게 요(搖)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仲’을 요하기도 하고 또는 ‘겹미는기법’을 사용하여 “太⤻(仲⤼姑⤻仲)”의 음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둘째, 우조 이수대엽의 “꾀꼬리”, 우락의 “붓드시”, 계면조 평롱의 “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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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편수대엽의 “해당화” 등에서 지금정은 ‘매개모음’을 부각시키지 않고 은근

하게 발음하며 연결해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매개모음’에 ‘격음표(ⅽ)’ 또
는 ‘전성(ⵉ)’을 사용하여 “쿡” 또는 “쿡쿡”거리며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셋째, 우락의 “바람” 등에 등장하는 “仲――⤼太”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仲’을 요하지 않으며 끌다가 ‘겹흘림(≀)’하여 ‘太’로 하강함으로 인해 유연한

굴곡선율을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仲’을 굵게 ‘상요성’하며 끌다가

‘겹흘림(≀)’하지 않고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연이어 사용함으로 인해 가곡

과는 이질적인 독특한 선율형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넷째, 계면조 이수대엽의 “언약이” 등의 “㑣―⤻黃――”으로 된 선율형에서,

지금정은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듯 ‘黃’으로 올라가 전․

후반으로 나누어 강약의 변화를 주어가며 ‘상요성’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㑣’을 ‘추요성’하여 ‘㑲’으로 밀어 올린 후 ‘黃’으로 올라가서는 강약의 변화 없

이 평이하게 ‘상요성’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섯째, 계면조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겹미는기법’에서, 지금정은 “㑖―

⤻(㑲⤼㑖)⤻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㑖㑲”을 시가를 달리함과 동시에 강약

의 변화를 주는데 반해, 최정희는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㑣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여섯째, ‘요성법’에 있어서 지금정은 같은 ‘상요성’이라 하더라도 선율의 흐름

에 따라 굵고 가늘게 구분하여 요하며, 음을 끄는 과정에서 끝에 은은하게 ‘세

요성’하여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전반적으로 굵게 ‘상요

성’하며 ‘세요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정은 주

로 기음(基音)인 ‘黃’을 요(搖)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黃’과 기음의 4도 위의 음

인 ‘仲’을 굵게 요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일곱째, ‘장식음’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정은 ‘앞꾸밈음()’을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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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최정희

는 우조이건 계면조이건 ‘퇴요성’하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주며 마

무리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여덟째, ‘발음법’에 있어서, 지금정은 이중모음을 은근하게 풀어내며 발음하

는데 반해, 최정희는 매개모음을 “히”, “흐흐”, “하”, “해” 등으로 발음하며 상

대적으로 투박하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 외에도 지금정은 “성대”를

“승대”로, “넣어”를 “느어”로, “해당화”를 “하이당화”로, “시객”을 “시가익” 등으

로 풀어 발음하는데 반해, 최정희는 그대로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정희와 지금정은 시김새․발음법․요성법 등

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정

희의 표현법 가운데, ‘격음표(ⅽ)’의 경우는 지금정을 비롯한 현행 여창가곡에

서는 편수대엽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기음(基音)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搖)하는 창법과 ‘뒤꾸밈음(ᥢ)’의 잦은 사용, ‘겹흘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 이중모음으로 풀어 내지 않고 그대로 발음하는 점 등을 통

해 볼 때, 이는 사계축 소리를 주요 레파토리로 삼았던 평민가객집단과 연결되

는 문화적 배경이 음악에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지금정은 기음(基音)을 요하며, 장식음에 있어서도 본음을 은근하게

꾸며 주는 ‘앞꾸밈음()’을 주로 사용하며, ‘겹흘림(≀)’으로 유연한 굴곡 선율

을 만들어내는 점, 19세기 초반에 이미 단모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으로 이중모음으로 풀어 발음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는 상층문화권을 주

도해나가던 중인가객집단이 추구하는 ‘정음(正音)’을 지향하는 음악관이 고스란

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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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여창가곡의 미적특성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은 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의 이면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배경과 그에 따른 미적기준의 원리가 반영되어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

능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본래의 여창가곡이 지향하는 미적기준은 무엇을 근

거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가곡원류를 포함한 18세

기 중엽 이후의 가집(歌集)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작품에 따라

내재된 미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풍도형용(風度形容)’ 즉 연주자가 표현해

야 할 ‘미(美)’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음이 주목을 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풍도형용’을 본래의 가곡이 지향하고자하는 미

적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고, 그러한 형용이 여창가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

나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최정희와 지금정이 상당부분 표현을 달리

하는 점에 주목해, 그 결과를 토대로 양자 간의 변별되는 미적특성을 추리해내

고자 한다.

미의 관점은 직관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미술학계를 비롯한 국악학계의 여러 학

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미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거들에 관한 선행연구결

과를 수용하여 최대한 객관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미의 분류 및 용어들은 상호비교결과에 의한 상대적인 개념임을

미리 밝혀둔다.

1. 풍도형용(風度形容)

가곡원류에는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이라는 제목 아래 15종류의 ‘풍도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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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度形容)’이 기록되어 있다.239) ‘풍도형용’은 ‘풍도’와 ‘형용’이 결합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풍도(風度)’는 ‘빛이 나고 남보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즉

‘풍채(風采)’와 ‘태도(態度)’를 의미하며,240) ‘형용(形容)’은 ‘생긴 모양이나 사물

의 어떠한 상태’241)를 의미한다. 즉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양측 모두 한 단계 거

슬러 올라가 직접적인 스승으로 지목하고 있는 박효관 또한 가곡원류를 통

해 이러한 ‘풍도형용’을 제시함으로써, 연주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곡의 분위기

즉 곡태(曲態)를 충분히 인지하고 연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각각의 ‘풍도형용’을 이수대엽(貳數大葉)․농(弄)․낙(

樂)․편(編) 순으로 제시한 후, 그러한 형용이 여창가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랫말의 내용과 선율의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행단설법(杏壇說法) 우순풍조(雨順風調)

가곡원류에서는 남창가곡 이수대엽(貳數大葉)에 대해 ‘행단설법(杏壇說法)

우순풍조(雨順風調)’로 형용하고 있다. 즉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고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고르다.”242)라는 뜻으로 매우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곡태

(曲態)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형용이 실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원리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

다.

239) 가곡원류(국악원본)에는 初中大葉․貳中大葉․三中大葉․後庭花․貳後庭花․初數大葉․貳數大

葉․三數大葉․騷聳伊․編騷聳伊․蔓橫․弄歌․樂時調, 이상 15곡에 대해 8글자의 한문으로 ‘풍도형

용(風度形容)’이 제시되어 있다. 歌曲源流(국악원본)(서울: 國立國樂院, 1981), 20～21쪽.
240) 양주동, 현대국어사전(서울: 범중당, 1980), 904～906쪽.
241) 양주동, 위의 책, 949쪽.

242) 김영운, 국악개론(경기: 음악세계, 2015),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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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의 노랫말은 “버들은 실이 되고”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버드”를 “㑖㑣”으로 나지막하게 숙여내면서 슬쩍 밀고 들어

와서는 2박에 걸쳐 끌다가 ‘추요성’하며 ‘太’로 살짝 들어 올린 후 4박에 걸쳐

끌다가 사뿐히 ‘㑲’으로 내려앉아 숨을 짧게 쉰 후 같은 선율형을 축소해 반복

해나간다. 이어서 “실이 되고” 또한 전반부의 선율형이 평이(平易)하고 느릿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추요성’과 ‘상요성’을 간간이 해주다가 마지막 부분

에 이르면 “㑲㑣”으로 사뿐히 내려앉아 길게 끌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2장의 노랫말은 “꾀꼬리는 북이 되여”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의 “꼬”를 “(太)仲”으로 들어낸 후 끝에서 살짝 요한 후 2박에 걸

쳐 끌다가 숨을 쉬고는 다시 “리”를 “黃仲”으로 들어내어 차츰 ‘퇴요성’하여

‘太’로 내려앉아 잠시 머무르다가 ‘仲’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는 ‘㑲’으로 내려와

숨을 쉰다. 이어서 초장에 등장했던 “(㑀)㑣⤻太―⤻仲(㑲)㑣―”의 선율형을 반

복해나가다가 “북이 되어”에서는 “북이”를 “仲―⤼太”로 ‘퇴요성’한 후 끌다가

“(㑲)太”를 낸 후 숨을 쉬고는 또다시 “(㑀)㑣⤻太―⤻仲(㑲)㑣―”으로 된 선율형

을 느릿느릿 반복해나간다. 그리고는 마지막부분에 이르면 “㑲㑣”으로 사뿐히

내려앉아 길게 끌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3장의 노랫말은 “구십삼춘(九十三春)에 짜내느니 나의시름”으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의 “구”를 ‘仲’으로 들어내어 끌다가 서서

히 ‘퇴요성’하여 ‘太’로 사뿐히 내려와 “시”를 내어 끌다가 숨을 쉬고는 다시 초

장과 2장에 등장했던 “(㑀)㑣⤻太―⤻仲(㑲)㑣―”으로 된 선율형을 확대 또는

축소해가며 느릿느릿 반복한다. 그리고는 종지부에 이르면 “(㑣)黃(㑲)㑣”으로

둥글린 후 여유 있게 끌다가 잔잔하게 ‘㑖’으로 내려앉은 후 “㑀㑣――”으로 여

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4장의 노랫말은 “누구서”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다른 장

(章)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첫머리에서 “누”를 ‘南’으로 질러내어 색다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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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는 가운데 “구”를 제3박에서 “林⤻(南⤼林⤻南)”으로 밀어낸 후 재차

“구”를 “(林)潢”으로 치고 올라가 요하며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후 ‘仲’으로 내려

와서는 6박에 걸쳐 아무런 기교 없이 길게 끌다가 숨을 쉰다. 그런 후에 제12

박에서 잠시 하강해 ‘黃’을 요한 후 ‘仲’으로 상승해 잠깐 숨을 몰아쉰 후 또다

시 ‘仲’을 9박에 걸친 긴 시간을 아무런 기교 없이 길게 끌다가 마지막에 ‘太’

로 살짝 흘려 마무리한다. 즉 선율형의 굴곡을 최대한 배제시킨 후 기교 없이

한음을 길게 뻗어냄으로서 음역이 높아짐으로 인해 자칫 감정표현에 있어 흘

러넘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과감히 차단해버린 의도를 엿볼 수 있다.

5장의 노랫말은 “녹음방초(綠陰芳草)를 승화시(勝花時)라 하든고”로 되어있

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노”를

‘㑣’으로 나지막하게 숙여낸 후 ‘仲’이상의 음을 뛰어 넘지 않는 선에서 전반부

에 등장했던 “(㑀)㑣⤻太―⤻仲(㑲)㑣―”의 선율형을 확대 또는 축소해가며 느

릿느릿 반복해나간다. 이어서 제3각 제9박부터는 마지막 종지를 향해 정리하는

느낌으로 ‘㑣’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밀고 당기는 듯 내려와서는 순차적으로

하강해 ‘㑀’로 차분하게 내려앉아 잠시 머무르는듯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행단설법 우순풍조’의 형용과 맞아 떨어지

며, 곡 전반에 걸쳐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절제된 선율과 시김

새를 통해 화(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장(章)에서 최고음은 ‘仲’이 된다. 즉 ‘仲’이 결코 높은 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높은 음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전체음역을 낮춰 선율구성을 해나

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유가(儒家)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던 음악이

요순(堯舜)시절의 ‘소(韶)’였고, 그러한 ‘韶’와 같은 음악은 높고 화려한 선율이

아닌 낮고 평이(平易)한 선율이었으며, 결국 그러한 음악관이 미학적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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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을 보면 ‘녹음방초(綠陰芳草) 승화시(勝花時)’에 느끼는

시름을 구구절절 표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선율은 담담한 듯 무심한

듯 구구절절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고 관조적으로 흐르고 있어 매력을 더해준

다.

다음으로 계면조 이수대엽에서는 ‘행단설법(杏壇說法) 우순풍조(雨順風調)’의

형용이 어떠한 형태와 원리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장의 노랫말은 “언약이 늦어가니”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

면, 첫머리에서 “언야—”를 “㑖㑣”으로 나지막하게 숙여내면서 슬쩍 밀고 들어

와서는 잠시 머무르다가 ‘퇴요성’하여 ‘㑖’으로 내려앉는가 싶더니 다시 ‘黃’으로

올라가 ‘요(搖)’한 후 ‘仲’을 가성으로 살며시 들어낸 후 살짝 숨을 쉬고는 고요

히 길게 끈다. 그리고는 또다시 “(黃)仲—⤻⤼黃―”으로 내려와 숨을 쉬고, “㑣

―⤼㑖”으로 하강해 밀고 당기는듯하다가 다시 ‘黃’으로 고요히 들어낸 후 숨

을 고른다. 이어서 전반부에 등장했던 “(黃)仲—⤻⤼黃―”의 선율을 변형시켜가

며 느릿하게 반복해 나가는듯하다가 어느 순간 ‘仲’을 내어 아무런 기교 없이

무심한 듯 길게 끌고는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다르면 “㑣⤻仲⤼
黃”으로 둥글린 후 잠시 머무르는듯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 마무리한다.

2장의 노랫말은 “정매화(庭梅花)도 다 지거다.”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의 “정”을 “黃仲—”으로 들어낸 후 “黃⤻⤼㑣—”으로 내려

앉는 과정에서 나지막이 굴려내고는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黃—⤻
仲―”으로 올라가 잠시 머무르는듯하다가 다시 내려앉아 밀고 당긴 후 또다시

‘黃’으로 올라가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이전의 선율형을 변형시켜 느릿느릿 반

복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仲’을 무심히 끌기도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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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㑣⤼㑖⤻㑣”으로 둥글린 후 고요히 머무르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3장의 노랫말은 “아침에 우든 까치 유신(有信)타 하랴마는”으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를 “(黃)仲―”으로 들어내어 끄는듯하다가

다시 ‘黃’으로 내려와 ‘추요성’한 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다시 전반부의 선율

을 약간씩 변형시켜가며 느릿느릿 교대로 반복해나가다가 하강해서는 ‘㑖’을

중심으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 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또다시 “(黃)仲―”의

선율형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변주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동안 무심하게 ‘仲’을

내어 길게 끌다가 숨을 쉬고는, 마지막부분에 다다르면 밀어내는 듯 둥글리는

듯 순차적으로 내려앉아 최저음인 ‘㑀’를 낸 후 가성으로 고요하게 ‘㑣’을 내어

한동안 머무르는 듯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4장의 노랫말은 “그러나”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우조 이

수대엽과 마찬가지로 첫머리에서 “그”를 “(林)潢”으로 질러내며 색다른 분위기

로 전환된다. 그리고는 “으”를 “仲⤻(南⤼仲⤻南)”으로 밀어낸 후 재차 “러으”

를 “(林)潢”으로 치고 올라가 ‘상요성’하며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후 ‘林’으로 내

려와서는 7박에 걸쳐 아무런 기교 없이 쭉 끌다가 은은하게 ‘퇴요성’하여 ‘仲’

으로 정착한 후 숨을 쉰다. 그런 후에 잠시 하강해 ‘黃’을 요한 후 ‘林’으로 올

라가 끌다가 잠깐 숨을 몰아쉬고는 또다시 9박에 걸친 긴 시간을 아무런 기교

없이 길게 끌다가 마지막에 ‘仲’으로 살짝 흘려 마무리한다.

5장의 노랫말은 “경중아미(鏡中蛾眉)를 다스려볼까 하노라”로 되어있다. 전

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겨”를 ‘㑣’으

로 나지막하게 숙여낸 후 ‘林’으로 올라가 차츰 ‘퇴요성’하여 ‘仲’으로 하강해서

는 ‘林’이상의 음을 뛰어 넘지 않는 선에서 전반부에 등장했던 “(黃)仲―⤼黃―
⤼㑣―”으로 된 선율형의 길이를 확대 또는 축소해가며 느릿느릿 반복해나간

다. 그러다가 마지막부분에 다다르면 차츰 하강하여 ‘㑣’을 중심으로 밀고 당기

기를 반복한 후 ‘黃’으로 올라가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㑣—⤼(㑖)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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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유 있게 둥글린 후 점차 ‘仲’으로 차분하게 내려앉아 잠시 머무르는듯하

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계면조 이수대엽은 우조 이수대엽을

계면조로 변주시키는 과정에서 우조에서의 “仲—⤼太”가 “林―⤼仲”으로 바뀌

었을 뿐 ‘퇴요성’하여 하강하는 점에서 일치하며, 또한 黃․仲․林의 3음을 중

심으로 느릿느릿 진행되는 가운데 太와 㑲도 간간이 출연함으로 인해 슬프거

나 비통한 느낌 없이 유유자적(悠悠自適)하게 흘러간다. 따라서 ‘행단설법 우순

풍조’의 형용과 맞아 떨어지며, 곡 전반에 걸쳐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절제된 선율과 시김새를 통해 ‘화(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랫말을 보면, “돌아오겠다는 언약을 한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도 아침에 울던 까치의 울음소리에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거울을

보며 눈썹을 다듬어 볼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구구절절 슬프고 애절하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심한 듯 담담하게 표현함

으로써 매력을 더해준다.

나. 완사청천(浣紗淸川) 축랑번복(逐浪翻覆)

가곡원류(歌曲源流)에서는 ‘농가(弄歌)’에 대해 ‘완사청전(浣紗淸川) 축랑번

복(逐浪翻覆)’으로 형용하고 있다. 즉 이는 ‘아름다운 비단을 맑은 냇물에 띄우

니 물결 따라 비단의 앞뒤가 펄럭거리는 모양’243)의 곡태(曲態)를 말해주고 있

으며, 김기수는 ‘넘실넘실 거리낌 없는 모양’244)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용이 실제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平弄)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원리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43) 서한범, “가곡의 변주양상과 미적특질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26쪽.

244) 김기수, 국악입문(서울: 한국고전음악출판사, 1972), 77쪽.



- 189 -

초장의 노랫말은 “북두칠성(北斗七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북”을 고음인 ‘潢’으로

질러내어 요한 후 “두”를 “仲林”으로 유연하게 흘려내어 끌다가 “칠”을 “林―

―⤻⤼仲”으로 낸 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듯 차분하게 숫자를

“하나 둘 서으이 너으이”로 헤아려가며 “仲仲―⤻⤼仲―仲—⤻⤼仲―”으로 물

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모습으로 길게 이어나간 후 잠시 내려앉아 “㑲黃―⤼
㑣⤻黃”으로 작은 굴곡을 그려낸 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다시 “다섯 여섯”

을 “黃林――⤼仲—⤻林—⤼仲”으로 고요히 헤아린 후 “일곱”을 “㑲黃―⤻⤼㑖
㑣⤻”으로 완만하게 둥글린다. 그리고는 이어서 “분께”를 “黃―⤻仲―”으로 들

어 올린 후 무심한 듯 아무런 기교 없이 6박에 걸쳐 길게 뻗어낸다. 그리고는

마지막부분에 이르면 ‘㑣’으로 고요히 내려앉아 잠시 머무르는듯하다가 ‘黃’으

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바로 미련 없이 “뚝” 끊어 마무리한다.

2장의 노랫말은 “민망(憫惘)한 발괄(白活) 소지(所志) 한 장 아뢰나이다.”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를 ‘潢’으로 질러내어 요한 후

“林—―林――⤼仲―――”으로 굴곡 없이 평이하게 이어가다가 내려와서는 “㑲

⤻黃―⤼⤻黃”으로 둥글린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仲―⤻林―—⤼仲⤻
林—⤼”으로 물결이 일렁이듯 유연하게 흐르다가 숨을 쉬고는, 계속해서 “仲—

⤻林⤼仲―”으로 차분하게 진행해나가는 가운데 마지막부분에 이르면 ‘㑣’으로

내려 앉아 고요히 머무르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3장의 노랫말은 “그리든 임(任)을 만나 정(情)엣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 새

니 글로 민망(憫惘)”으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그리든”을 “林―⤼仲――⤼㑲⤻黃―”으로 낸 후 숨을 쉬고는, “임을”을 “黃仲

―⤻林―”으로 차분히 들어 올린 다음 “만나”를 “林―⤼仲―”으로 부드럽게 흘

린 후 한참을 기교 없이 뻗어나가다가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다시 “黃―⤻仲
―⤻林―⤻⤼仲―”의 선율형을 물결이 일렁이듯 변형시켜 반복해나가다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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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부분에 이르러 “㑣—⤼㑖⤻㑣―⤼㑖”으로 점점 내려와서는 “㑀—⤻㑣―”으
로 나지막이 들어낸 후 머무르는 듯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4장의 노랫말은 “밤중만”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

리에서 “바”를 “(林)潢”으로 질러내어 끌다가 “아암”을 “仲⤻(南⤼仲⤻南)”으로
밀어낸 후 재차 “주”를 “(林)潢”으로 치고 올라가 ‘상요성’하며 클라이맥스를 장

식한 후 ‘林’으로 내려와서는 7박에 걸쳐 아무런 기교 없이 쭉 뻗어내다가 끝

에서 은은하게 ‘퇴요성’하여 ‘仲’으로 정착한 후 숨을 쉰다. 그런 후에 제12박에

서 잠시 하강해 ‘黃’을 ‘상요성’한 후 ‘林’으로 상승해 끌다가 잠깐 숨을 몰아쉰

후 또다시 ‘林’을 9박에 걸친 긴 시간을 아무런 기교 없이 길게 끌다가 마지막

에 ‘仲’으로 살짝 흘려 마무리한다.

5장의 노랫말은 “삼태성(三台星) 차사(差使)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를 “(黃)仲”으로 들어 올린 후 “仲—

―⤻林—⤼仲―”으로 유연하게 곡선을 만들어 숨을 쉬고는, 차분하게 “黃――

⤼㑣”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黃――⤻仲⤼黃⤻仲――”으로 물결치듯 출렁댄

다. 그리고는 이윽고 우조로 바뀌면서 “仲―⤻⤼太”의 축소된 선율형을 변주시

켜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단순하고 평이하게 미는 듯 당기는 듯 유연하게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르면 순차적으로 하강해 ‘㑀’로 내려앉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초장과 2장, 4장의 첫머리 외에는

‘林’이상의 음으로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중간 음역을 중심으로 살짝살짝 물결

이 일렁이듯 굴곡을 이루어낸다. 이는 마치 냇물에 띄어진 아름다운 비단이 물

결이 일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펄럭이는 듯 진행되고 있어, ‘완사청전 축랑번

복’의 형용과 잘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랫말을 보면, “그리던 임을 어렵게 만났으니 날이 쉬 새지 않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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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북두칠성 일곱 분께 소지를 써서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여창가곡 대부분의 곡들이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

한 것과 달리 ‘임과의 만남’을 이루어낸 것인데, 그래서인지 만남의 기쁨과 곧

다가올 이별의 안타까움이 교차하듯 선율의 흐름도 넘실넘실 거리낌 없이 흐

르다가도 이내 곧 숨죽이듯 잠잠해지는 형태를 반복해나간다. 그러나 기쁜 마

음도 슬픈 마음도 모두 절제된 가운데 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 중용(中庸)

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요풍탕일(堯風湯日) 화란춘성(花爛春城)

가곡원류(歌曲源流)에서는 ‘낙시조(樂時調)’에 대해 ‘요풍탕일(堯風湯日) 화

란춘성(花爛春城)’으로 형용하고 있다. 즉 ‘요(堯) 임금이나 탕(湯)임금의 태평

시대에 화창한 봄꽃동산에 꽃들이 만발한 모습’의 곡태(曲態)245)를 말해주고

있으며, 장사훈은 “마냥 즐겁기만 한 가락’이라는 뜻으로 ‘담담한듯하면서도 유

수(流水)와 같이 치렁치렁한 멋이 있다.”246)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용이 실제 여창가곡 우락(羽樂)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원리로 적용되어 나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장(初章)의 노랫말은 “바람은 지동(地動)치듯 불고”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의 “바”를 ‘仲’으로 들어내어 끌다가 흘러내리는 듯

다시 ‘林’으로 살짝 들어 올린 후 ‘黃’으로 내려와 ‘추요성’하다가 살짝 숨을 쉰

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에 등장했던 “(太)仲—―⤼太―⤼黃―”의 선율형을 변형

시켜 확대 또는 축소해가며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굴곡을 이루며 반복해나가다

가 마지막에 “(太)仲—⤻⤼㑲”으로 마무리한다.

245) 서한범, 앞의 논문, 228쪽.

246) 張師勛, 앞의 책,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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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노랫말은 “궂인비는 붓듯이 온다.”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

을 보면, 첫머리의 “구”를 고음인 ‘潢’으로 질러내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후 차츰 “南―⤼林―⤼仲――⤼太”로 순차적으로 내려앉는듯하다가 다시 “(太)

林――⤼仲――”으로 길게 뻗어낸 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다시 “붓드시”를

“(太)仲―⤻⤼仲―⤻⤼太”로 평이하면서도 담담하게 이어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온다”에 다다르면 ‘太’를 중심으로 유연한 굴곡을 이루다가 순차적으로

하강해 ‘㑣’으로 내려앉아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3장의 노랫말은 “눈情에 거룬님을 오늘밤 서로 만나자하고 판첩 처서 맹세

(盟誓) 받았더니 이 풍우(風雨)중에 제 어이오리”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눈저”를 “太仲”으로 들어낸 후 한동안은 ‘仲’을 끄는

가 싶더니 이후부터는 길어진 노랫말에 의해 장단이 추가되면서 초장에 등장

했던 “(太)仲—―⤻―⤼太”의 굴곡선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치 화창한 봄날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나비들이 날아오르며 원을 그리듯 변주시켜나간다. 그러

다가 또다시 평이하면서도 담담하게 이어지는 선율형이 등장하는가 하면 “(太)

仲―—⤼太”로 축소된 선율형이 약간씩 변형되어 진행되다가 종지부에 이르러

‘太’에서 최저음인 ‘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하강한 후 잠시 머물렀다가

나지막하게 ‘㑣’을 ‘가성’으로 내어 끌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4장의 노랫말은 “진실로”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2장과

마찬가지로 “지”를 고음인 ‘潢’으로 질러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켜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후 순차적으로 하강해서는 ‘仲’을 8박에 걸쳐 길게 끌다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재차 “南―⤼林―⤼仲―”으로 하강하여 5박에 걸쳐 끌다가

‘太’로 하강해 음폭이 크지 않은 평이한 굴곡 선율로 흐름을 이어가다가 마지

막에 다다르면 ‘㑣’으로 내려앉아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5장의 노랫말은 “오기곳 오량이면 연분(緣分)인가 하노라”로 되어있다. 전반

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3장과 같은 모습으로 “오기”를 “太仲”으로 살짝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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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어 끌면서 밀어 올리는듯하다가 ‘太’로 내려온 후 숨을 쉬고는 기존의 “仲

―⤻⤼太”의 선율형을 ‘仲’이상의 음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주시켜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단순하고 평이하게 미는 듯 당기는 듯 굴곡선율을 만

들어나간다. 그러다가 순차적으로 하강해 최저음인 ‘㑀’로 내려와서는 어느 순

간 “뚝” 끊어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요풍탕일(堯風湯日) 화란춘성(花爛春城)’의

형용과 잘 맞아떨어지며, 곡 전반에 걸쳐 ‘仲’을 장인(長引)하다가 흘러내리는

듯 다시 올려 하강하는 크고 작은 선율형들이 과하게 출렁거리거나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 속에 담백하게 흘러가며 ‘화(和)’를 이루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삭대엽 계열인 이수대엽보다는 전반적으로 음역이 높지만, 2장과 4장을 제

외한 장(章)에서는 ‘林’이상의 음으로 상행하지 않는 가운데 ‘林’이 등장하더라

도 시김새 없이 장인하며, ‘仲’의 경우도 살짝 밀어 올리는 정도에서만 시김새

를 허용한다. 즉 “화창한 봄꽃동산에 꽃들이 만발하여 마냥 즐겁기만 하다.”하

더라도 그러한 곡태를 과하지 않고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어 “낙이불류(樂而不

流)”한 음악관이 선율구성의 원리에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노랫말의 내용은 “임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바람이 지동 치듯 불고 궂

은비가 붓듯이 오는 궂은 날씨에 과연 올수 있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율의 흐름은 오히려 즐거운 듯 나

긋나긋 진행된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운 임과의 재회가

무사히 이루어질 것만 같은 낙관적인 희망 내지 확신을 갖게 해주는지도 모른

다.

다음으로 여창가곡 계락(界樂)에서는 ‘요풍탕일 화란춘성’의 형용이 어떠한

형태와 원리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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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初章)의 노랫말은 최정희의 경우는 “청산리(靑山裡) 벽계수(碧溪水)야”,

지금정의 경우는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

름을 보면, 첫머리를 ‘林’으로 들어내어 시작해서 ‘仲’으로 흘러내리는듯하다가

다시 “林⤼仲”으로 반복한 후 ‘黃’으로 내려와 끌다가 숨을 쉬고는 다시 “黃―

⤻林⤼仲—⤼黃―”으로 굴곡을 이룬 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다시 “林――

⤼仲⤻林⤼仲—⤼黃”으로 구불구불 굴곡을 만든 후 숨을 쉬고는 다시 “㑣⤻黃
—―⤻林”으로 점차 껑충 올라와서는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黃’으로 내려와

“(黃)仲—⤻⤼㑲”으로 마무리한다.
2장의 노랫말은 최정희의 경우는 “수이감을 자랑마라”, 지금정의 경우는 “녹

수(綠水)라도 절로 절로”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 부분에

서 ‘潢’으로 들어낸 후 “林―⤼仲”의 선율형을 변형시켜 반복해나가다가 ‘㑣’으

로 하강해 잠시 머무른 후 “㑣⤻黃⤼㑣⤼㑖”으로 둥글리며 내려와 숨을 고르고

는, 다시 “林―⤼仲”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린 후 마지막부분에 다다르면 “仲―

⤼(黃)仲”의 선율형을 반복해나가다가 점차 “黃―⤼㑣”으로 내려앉아 잠시 머무

르는 듯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3장의 노랫말은 최정희의 경우는 “일도창해(一到滄海)허면 다시 오기 어려워

라”, 지금정의 경우는 “산(山) 절로 절로 수(水) 절로 절로 나도 절로 절로”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 5박까지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仲—⤻林―⤼黃 ”의 선율형을 굴곡을 이루며 자유자재

로 변형시켜나가다가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林—⤼仲”으로 흘려 낸 후 마

지막 부분에 이르러 “㑣―⤼⤻黃―⤼㑣”의 선율형으로 이어가다가 차츰 “㑣―

―⤼㑀”로 내려앉은 후 나지막하게 ‘㑣’을 ‘가성’으로 내어 끌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4장의 노랫말은 최정희의 경우는 “명월이”, 지금정의 경우는 “우리도”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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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林’으로 들어내어 ‘仲’으로

흘러내리고는 다시 “仲―⤻林”으로 밀어올린 후 계속해서 ‘林’을 7박에 걸쳐 아

무런 기교 없이 쭉 끌다가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潢’으로 질러내어 요하며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후 또다시 ‘林’으로 내려와 5박에 걸쳐 아무런 기교 없이

무심하게 끌다가 ‘仲’으로 흘러내린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仲―⤼(黃)仲―”의
선율형을 변형시켜 반복해나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르면 ‘㑣’으로 내려 앉아 잠

시 머무르며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한다.

5장의 노랫말은 최정희의 경우는 “만공산(滿空山)허니 쉬어간들 어떠리”, 지

금정의 경우는 “절로 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 절로”로 되어있다. 전반적

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를 ‘㑣’으로 숙여 낸 후 다시 “林―⤼仲”의 선율

형을 확대 또는 축소해가며 자유자재로 변형시켜나가다가 ‘㑣’으로 내려앉은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黃―⤻仲―⤻林―⤼仲”의 선율형을 자유자재로

변주시켜 반복하는 과정에서 ‘林’이상의 음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

다 단순하고 평이(平易)하게 미는 듯 당기는 듯 구불구불 굴곡선율을 만들어가

다가 순차적으로 하강해 ‘㑖’으로 내려앉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뚝” 끊어 마무

리한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요풍탕일 화란춘성’의 형용과 잘 맞아떨어

지며, 곡 전반에 걸쳐 ‘林’을 장인(長引)하다가 흘러내리는 듯 다시 올려 하강

하는 크고 작은 선율형들이 구불구불 굴곡을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골

짜기의 물이 계곡 따라 흐르듯 과하게 출렁거리지 않으며 유연하면서도 담백

한 가운데 ‘화(和)’를 이루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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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군구래(大軍驅來) 고각제명(鼓角齊鳴)

가곡원류에서는 ‘편(編)’에 대해 ‘대군구래(大軍驅來) 고각제명(鼓角齊鳴)’으

로 형용하고 있다. 즉 ‘큰 군대가 몰려오면서 일제히 북치고 나발을 부는 모

습’247)의 곡태(曲態)를 말해주고 있으며, 김기수는 ‘쾌활하고 호탕하게’248)로 표

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용이 실제 여창가곡 편수대엽(編數大葉)에서

는 어떠한 형태와 원리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장(初章)의 노랫말은 “모란(牧丹)은 화중왕(花中王)이요”로 되어있다. 전반

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모란은)에서 ‘潢’으로 들어낸 후 “林仲―”으로

흘러내린 후 다시 ‘林’으로 내어 5박에 걸쳐 ‘요(搖)’하다가 숨을 쉰다. 그리고

는 다시 “화중왕”을 “仲—⤻林—⤼仲―⤼黃”으로 경쾌하게 연결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요”를 “黃—⤻仲”으로 낸 후 4박에 걸쳐 아무런 기교 없이

끌다가 ‘㑣’으로 내려와서는 ‘黃’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뚝” 끊어 마무리한다.

2장의 노랫말은 “향일화(向日花)는 충신(忠臣)이로다”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향일화)를 “仲⤻仲―仲―仲”으로 행진하듯 경쾌하

게 흘러가다가 ‘林’으로 밀어 올려 4박에 걸쳐 요한 후 끝에서 ‘仲’으로 하강해

숨을 쉬고는, 다시 “仲⤻仲⤼黃⤻仲”으로 이어나간 후, 마지막에 다다르면 ‘㑣’

으로 하강해 잔잔하게 요하며 마무리한다.

3장의 노랫말은 “연화(蓮花)는 군자(君子)요 행화소인(杏花小人)이라 국화(菊

花)는 은일사(隱逸士)요 매화(梅花) 한사(寒士)로다 박꽃은 노인(老人)이요 석

죽화(石竹花)는 소년(少年)이라 규화(葵花) 무당(巫堂)이요 해당화(海棠花)는 창

녀(倡女)이로다”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에서 “연화

는”을 “林―⤼仲”으로 흘려낸 후 ‘黃’으로 내려 왔다가 다시 “黃⤻仲”으로 올라

247) 서한범, 앞의 논문, 234쪽.

248) 김기수, 앞의 책,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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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4박에 걸쳐 쭉 뻗어낸 후 숨을 쉬고, 다시 “仲⤻林⤼仲⤼黃―—⤻仲”으
로 성큼성큼 진행해나가다가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다시 “국화는”을 “林―—

⤼(黃)仲”으로 낸 후 길어지는 노랫말에 의해 “林―⤼仲”과 “黃⤻仲―”의 선율

형에 점차 흥을 더해가며 변주시켜 반복해나가다가 “黃⤻仲”을 내고 쭉 끌다가
숨을 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다르면 “㑣⤻黃⤼㑖”으로 도약하며 내려앉았

다가 나지막이 ‘㑣’으로 밀어내며 마무리한다.

4장의 노랫말은 “이중에”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

의 “이”를 ‘林’으로 들어내어 ‘仲’으로 흘러내린 후 또다시 “林⤼仲”을 낸 후 끄

는듯하다가 ‘黃’으로 내려와 요한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연이어 “黃⤻仲⤼黃
⤻仲”으로 반복해나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르면 “黃⤼㑣”으로 내려와 조용히 요

하며 마무리한다.

5장의 노랫말은 “이화시객(李花詩客)이요 홍도벽도삼색도(紅桃碧桃三色桃)는

풍류랑(風流郞)인가 하노라”로 되어있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면, 첫머리

에서 “이화”를 “仲⤻林”으로 낸 후 ‘仲’으로 흘렸다가 다시 “黃⤻仲”으로 올라

가서는 4박에 걸쳐 쭉 뻗어낸 후 숨을 쉬고는, 다시 “仲⤻林⤼仲⤼黃―—⤻仲”
으로 성큼성큼 진행해나가다가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연이어 “국화는”을 “林

―—⤼(黃)仲”으로 낸 후 길어지는 노랫말에 의해 “林―⤼仲”과 “黃⤻仲―”의
선율형에 점차 흥을 더해가며 변주시켜 반복해나가다가 ‘仲’을 길게 끌고는 숨

을 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다르면 “㑣⤻黃⤼㑖”으로 도약하며 내려앉았다

가 나지막이 ‘㑣’으로 밀어 올리며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여창가곡 편수대엽은 삭대엽을 비롯

한 농․낙 계열과는 달리 현저히 빠른 템포와 경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흥을

돋우며 진행되는 선율형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펼쳐지고 있어 ‘대군구래(大

軍驅來) 고각제명(鼓角齊鳴)’의 형용과 잘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랫말을 보면, 각종 꽃들을 각종 사람의 유형에 빗대어 하나하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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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발한 내용들이 경쾌한 템포로 반복

되며 흥을 돋우는 선율구조와 잘 어우러져 ‘화(和)’를 이루고 있어 매력을 한층

더해준다.

2. 최정희와 지금정 여창가곡의 미적특성

다양한 문화와 삶에 의해 저마다 다르게 경험되어 주관화된 미적기준의 차

이는 곧 미적지향점의 차이로 직결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이는 작품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표현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

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문화적배경하에 전승되어 온

가곡을 이어받은 최정희와 지금정의 음악이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연출되는 미적

특성을 살피는데 있어서, 크게 세련미와 소박미, 은근미와 토속미, 정제미와 생

동미, 절제미와 화려미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세련미(洗練美)와 소박미(素朴美)

<악보 116> 羽調 貳數大葉 初章 제1각 제1박～제1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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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은 우조 이수대엽 초장의 노랫말 “버들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

다. 먼저 지금정은 “버드”를 “(㑖)㑣”으로 숙여 내어 끌다가 ‘추요성’한 후 “으”

를 ‘太’로 낸 후 잠시 머무른다. 그리고는 이어서 ‘太’를 은근슬쩍 ‘앞꾸밈()’하

여 “(仲)太”로 낸 후 살짝 요(搖)고는 재차 “(仲)太”를 내어 길게 끌다가 ‘仲’으로

살짝 들어 올린 후 ‘㑲’으로 하강해 이윽고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으”를

“(㑀)㑣”으로 숙여내어 ‘추요성’하고는 ‘太’로 올라가 잠시 머무르다가 끝에 ‘仲’

으로 밀어낸 후 재차 “(太)仲”을 내어 살짝 요하고는 “(㑲)㑣”으로 내려앉아 한

참을 머무르다가 “ㄴ”을 발음한 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버드”를 “(㑖)㑣”으로 숙여 내어 끌다가 ‘추요성’하는 점

에서는 일치하나, 이어서 “으”를 ‘太’로 내고는 아무런 기교 없이 쭉 끌다가 끝

을 슬쩍 밀어올린 후 “르”를 재차 ‘太’으로 냄과 동시에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으”를 ‘太’로 내어 한동안 머무르다가 ‘仲’으로 살짝 들어 올린 후 ‘㑲’으

로 하강해 재차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으”를 “(㑀)㑣”으로 숙여내어 ‘추요

성’하고는 ‘太’로 올라가 아무런 기교 없이 끌다가 “仲⤼姑⤻仲”으로 밀고 당기

기를 반복한 후 “(㑲)㑣”으로 내려앉아 한동안 머무르다가 “ㄴ”을 발음한 후 숨

을 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으”에서 “르”(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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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박)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연이어 반복되는 ‘太’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

슬쩍 꾸며 내기도 하고 살그머니 ‘요성’을 추가하기도 하여 단조로움을 감소시

킨다. 또한 중도(제4박)에 ‘숨자리’를 추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太’를 길게 끄는

과정에서도 은근하게 강약을 조절해나간다. 뿐만 아니라 제8박～제9박의 “太―

⤻仲”으로의 연결부분에서도 ‘仲’을 은근슬쩍 꾸며 “(太)仲”으로 치고 올라가서

는 살그머니 요한 후 ‘㑣’으로 내려앉아 길게 끄는 과정에서도 섬세하게 강약

을 조절해나감으로 인해 은근한 가운데 ‘세련미(洗煉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은 “으”에서 “르”(제3박～제4박)로 연결하는데 있

어서 ‘앞꾸밈음’이나 ‘요성’을 추가하지 않으며 중도에 숨을 쉰 후, 이어서 ‘太’

를 길게 끄는 과정에서도 강약을 조절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이하게 소리 낸다.

또한 제8박～제9박의 “太―⤻仲”으로의 연결부분에서도 기교 없이 “太―⤻(仲
⤼姑⤻仲)”으로 밀어낼 뿐만 아니라 ‘㑣’으로 내려앉아 길게 끄는 과정에서도

평이하게 소리 내는 점에서 단순한 가운데 ‘소박미(素朴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이때 최정희의 경우 특이하게도 가곡 우조의 음구성에 등장하지 않

는 ‘姑’가 출현함으로써 단2도 간격의 선율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는 다소 생소

하게 느껴지기도 하나 이러한 특성은 우조 두거에서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남으로 인해 몇 번 듣다보면 친숙해지고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게 된다.

비록 ‘姑’가 출연함으로 인해 반음을 만들어내기는 하나, 단순하게 밀어내기 때

문에 곡태(曲態)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순박한 인상을 남긴다.

한편 <악보 116>에서 제8박～제9박의 선율형은 삭대엽 계열인 우조 이수대

엽과 두거 전반에 걸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양자의 변별

되는 특성과 그에 따른 미감의 차이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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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7> 界面調 貳數大葉 初章 제1각 제1박～제11박

<악보 117>은 계면조 이수대엽 초장의 노랫말 “언약이”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

출된다. 먼저 지금정은 “언야”를 “㣡(㑲)㑣”으로 살짝 둥글리며 숙여 낸 후 끌다

가 부드럽게 ‘퇴요성’하여 ‘㑖’으로 내려 오는가싶더니 다시 반전하듯 “(太)黃”으

로 치고 올라감과 동시에 약하게 ‘상요성’한 후 재차 “(太)黃”을 내어 좀 더 강

도를 세게 하여 ‘상요성’한 후 “이”를 ‘仲’으로 들어내어 숨을 쉰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㑖(㑲)㑣―⤼(㑖)⤻(太)黃―(太)黃—⤻仲,仲―”의 선율형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지금정의 표현법은 “羽調를 뒤집은 것이 界面이다.”라는 말과 부

합되는 듯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조 이수대엽의 시작부분(버들)을 보면 “(㑖)

㑣”으로 밀고 들어와서 ‘추요성’하여 ‘㑲’으로 밀어낸 후 자연스럽게 ‘太’로 들어

올려 진행하는데, 계면조 이수대엽에서는 똑같은 선율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거

꾸로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듯 ‘黃’으로 올라가는 모양새

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또한 ‘黃’으로 올라가서 일정한 강도로 요(搖)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약→강”으로 변화를 주는 점에서 노

련하면서도 양식화되어있는 가운데 ‘세련미(洗練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언야”를 둥글리지 않고 단순하게 “㣡㑣”으로 내어 끌다

가 ‘추요성’하여 ‘㑲’으로 밀어올린 후 “(太)黃을 낸 후 강약의 변화 없이 ‘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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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다가 “이”를 ‘仲’으로 들어 올린 후 숨을 쉬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㑖㑣―⤻(㑲)⤻(太)黃――⤻仲,仲―”의 선율형이 만들어진다. 즉 최정희의 표현

법은 “언야”를 곧이곧대로 단순하게 소리 낸 후 ‘추요성’하여 순차적으로 상승

해 ‘黃’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黃’을 ‘상요성’하는데 있어서도 변화를 주지 않

고 일정한 강도로 평이하게 요(搖)하는 점에서 싱거운 듯 단순한 가운데 ‘소박

미(素朴美)’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위의 선율형은 계면조 이수대엽․평롱․계락․태평가에 종종 등장하는

데,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과 그에 따른 미감의 차이 또한 같게 나타나므로, 이

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118> 太平歌 初章 제1각 제12박～제2각 제3박

<악보 118>은 태평가 초장의 노랫말 “태평성대” 가운데 “태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

게 나타난다. 먼저 지금정은 “타으”를 “(林)潢”으로 질러낸 후 한참을 머무르는

동안 은근하게 강약을 조절해가다가 끝부분에 이르러 은은하게 ‘세요성’하며

여운을 남긴 채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재차 “펴”를 “(林)潢”으로 질러내어 은

은하게 ‘세요성’하며 ‘汰’로 밀어올리고는 “어(林)”를 ‘앞꾸밈(ㄷ)’하여 “(仲
南)林”으

로 낸 후 또다시 긴 시간을 고요한 가운데 은근하게 강약을 조절해가며 머무

르다가 자연스럽게 ‘퇴요성’하며 흘러내려 ‘仲’으로 정착한 후 숨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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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최정희는 “타으”를 “(林)潢”으로 질러낸 후 같은 강도로 평이하게

한참을 머무르다가 숨을 고른다. 그리고는 재차 “펴”를 “(林)潢”으로 질러내어

요(搖)하지 않고 ‘汰’로 밀어올린 후 “어”를 ‘林’으로 내어 평이하게 한참을 머

무르다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정착한 후 숨을 고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은 노랫말 “태”를 “타으이”로 발음

하며 ‘潢’을 길게 끌며 진행되는 선율선의 흐름에 은근하게 강약을 넣어줄 뿐

만 아니라 가늘고 미미하게 요(搖)하며 마무리함으로 인해 고요한 가운데 여운

을 남긴다. 또한 이어지는 “평”을 “펴어ㅇ”으로 발음하며 진행하는 동안 “어”

를 “(仲
南)林”으로 은근슬쩍 재빨리 굴려 낸 후 ‘林’을 길게 끄는 과정에서도 단

조로운 선율선의 흐름에 섬세하게 강약을 조절해가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마

무리하여 여운을 남긴다. 따라서 지금정의 표현법은 단조로운 선율이라 하더라

도 양식화되고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가운데 ‘세련미(洗煉美)’를 느끼게 해준

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태”를 “타으이”로 발음하며 진행하는데 있어서 은근함

없이 단순하고 평이하게 ‘黃’을 길게 끌어나간다. 그리고는 “평”을 “펴어ㅇ”으

로 발음하며 진행하는 동안 “어”를 본음인 ‘林’으로 바로 드러낸 후 강약의 조

절 없이 같은 강도로 길게 끌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마무리한다. 따라서 최

정희의 표현법은 다소 성글고 순박하면서도 단조로운 가운데 ‘소박미(素朴美)’

를 느끼게 해준다.

이상으로 지금정의 표현법을 통해 ‘세련미’를, 최정희의 표현법을 통해 ‘소박

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비록 이분화(貳分化)시켜 각각 하나의 용어로 표

현했지만, 그 안에는 동의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한다.

즉 ‘세련미’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어 온 미적 범주에 속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우아미(優雅美)’와도 통하며 ‘소박미’는 솔직하고 담백한 ‘질박미(質朴美)’24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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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적용어들의 판단기준에 대해 미술학계에서는 일찍부터 활발한 논

의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조지훈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는 “남성적 평민적인

소박한 맛을 풍겨 청자의 여성적 귀족적 세련에 대비된다.”고 하였고,250) 권영

필은 한국미술의 미적본질에서 한국미의 구조를 정제․세련미(상층문화)와

소박미(기층문화)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상정하였다.251) 한편 국문학계의 신경

숙은 ‘가자(歌者)’들을 ‘정가(正歌)의 새로운 해석자’로 보고, 조선후기 정가가객

들이 성취한 미학을 살핌과 동시에 노래와 삶의 관계미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바 있다.252) 이 외에 국악학계서도 ‘한국전통음악의 미’에 대해 저마다의 관

점과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미로 분류해가며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253) 이렇듯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의식’에 관한 논의들은 장르를

떠나 삶과 예술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한다. 이는

곧 본 연구와 연결지어 “최정희와 지금정의 음악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49) ‘질박미’에 관해서는 미술학계의 고유섭의 미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쓰였는데, 그는 “조선고대미

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기교와 기교’, ‘무계획의 계획’으로 표현함과 동

시에, 한국미의 특질을 민예적인 것으로 귀결 짓고, 그 안에서 질박의 미학을 찾아낸 바 있다. 고유

섭, “조선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韓國美術史及 美學論攷(서울: 통문관, 1963), 3∼13쪽.
250)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설(서울: 채구당, 1964), 153쪽.
251) 권영필, “한국미술의 미적 본질,”예술과 비평(서울: 서울신문사, 1986), 223쪽.
252) 신경숙, “정가가객의 미학,” 한국학연구제10집(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301∼45쪽.
253) 이혜구는 時調鑑賞法 ․ 韓國音樂의 特性 ․ 韓國音樂에 있어서의 傳統的 美意識 ․ 정선아리랑

의 美 등에서, 한명희는 한국음악과 사상 ․ 한국음악의 맛과 멋 ․ 한국음악의 미적유형 ․ 한

국음악미의 연구 등에서, 황병기는 韓國音樂의 美 등에서, 권오성은 韓國傳統音樂의 美的 特性

등에서, 최종민은 韓國傳統音樂의 美學思想 硏究 등에서, 서한범은 歌曲의 變奏樣相과 美的 特質

에 관한 硏究 등에서 저마다의 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미를 유형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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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근미(慇懃美)와 토속미(土俗美)

<악보 119> 羽調 貳數大葉 2장 제1각 제1박～제8박

<악보 119>는 우조 이수대엽 2장의 노랫말 “꾀꼬리는”에 해당되는 부분인

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

출된다. 먼저 지금정은 “꼬”를 “(太)仲”으로 살며시 들어내어 끌다가 “이”를 은

근슬쩍 ‘앞꾸밈()’하여 “(林)仲”으로 내어 살짝 요한 후 재차 “꼬”를 “(林)仲”으

로 내어 고요히 머무르다가 은은하게 ‘세요성’한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계속

해서 “리”를 “黃仲”으로 내어 끌다가 자연스럽게 ‘퇴요성’하여 ‘太’로 사뿐히 내

려앉는듯하더니 이어서 “느”를 은근슬쩍 “(仲)太”로 낸 후 살짝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㑲’으로 내려앉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꼬”를 “太仲”으로 들어내어 끌다가 ‘격음표(ⅽ)’를 사용

하여 ‘林’을 “쿡” 찍어냄과 동시에 강하게 “히”로 발음한 후 곧바로 “꼬”를 ‘仲’

으로 붙여 낸 후 길게 끄는 과정에서 ‘仲’을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

음(ᥢ)’을 내준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리”를 “黃仲”으로 내어 끌다

가 ‘퇴요성’하여 ‘太’로 내려앉는가싶더니 끝에 황급히 ‘뒤꾸밈음(ᥢ)’을 내며 출

렁거린 후 계속해서 “는”을 이어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꾀꼬”를 “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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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하며, “이”에서 “꼬”로 진행하는 동안 본음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앞꾸밈()’하여 은근하게 감싸 안 듯 소리 낸다. 또한 “이”를

살그머니 요한 후 “꼬”를 길게 끄는 과정에서 고요한 가운데 강약을 조절해가

며 끝에 미미하게 ‘세요성’하여 마무리함으로 인해 은은하게 여운이 감도는 가

운데 ‘은근미(慇懃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은 “꼬오”를 낸 후 “히”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히ⅽ꼬”로 투박하게 붙여낸 후 ‘仲’을 길게 끄는 과정에서 굵게 요(搖)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어 출렁거리며 마무리한다. 또한 이어지는 “리”에서도

‘仲’을 ‘퇴요성’하는 과정에서 끝에 재차 ‘뒤꾸밈음(ᥢ)’을 내어 출렁거리는데, 이

러한 표현들은 가곡과는 이질적인 느낌을 연출해낸다. 왜냐하면 현행 가곡에서

는 편(編)계열 외에는 ‘격음표(ⅽ)’ 사용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기음(基音)의 4

도 위의 음인 ‘仲’을 끄는 과정에서 굵게 요(搖)하지 않으며, 간혹 요하더라도

1소박 이내의 짧은 시가(時價)에서 가늘게 살짝 요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식음’의 사용도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본음을 은근하게

‘앞꾸밈()’하여 주는 정도만 허용할 뿐 중간음역에서의 ‘뒤꾸밈음(ᥢ)’254) 역시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악보상으로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

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곡 담당층에게 있어서는 사소하게 치부될 수 없

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느껴지는 미감 역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

다. 즉 최정희의 이와 같은 표현법은 고요하게 정적(靜的)으로 흐르는 선율에

이질적인 요소가 합쳐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발랄한 가운데 ‘토속미

(土俗美)’255)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이와 같은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 우조 두거 3장의 “즐겁거니”(<악보

254) 현행 가곡의 계면조에서는 극히 드물게 낮은 음역의 ‘㑣’을 ‘뒤꾸밈(ᥢ)’해주는 경우가 있다.
255) ‘토속미’라는 미적 용어는 미술사학계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문명대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그는

고려의 조각을 ‘화려’․‘고상한 궁정 취향’, ‘웅대’․‘장려미’, ‘단정’․‘우아미’에 이어 ‘추상적 토속미’

에 대해서까지 시점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권영필, 한국미술의 미의식(정
신문화연구원, 1984),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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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도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과 그에 따른 미감의 차이 또한 같게 나타나

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120> 平弄 3장 제3각 제1박～제6박

<악보 120>은 계면조 평롱 3장의 노랫말 “채 못하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

다. 먼저 지금정은 “차”를 “黃仲”으로 살며시 들어내어 길게 끌다가 “이”를 살

그머니 ‘林’으로 내어 가늘게 요(搖)한 후 “모”를 “(南)林”으로 내어 끌다가 자연

스럽게 “ㅅ”을 발음하고 숨을 쉰다. 그리고는 “허”를 “(南)林”으로 내어 끌다가

‘퇴요성’하며 자연스럽게 ‘仲’으로 사뿐히 내려앉은 후 “여”를 “(林)仲”으로 내어

끈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차”를 “黃仲”으로 들어내어 끌다가 끝에서 ‘南’으로 잡

아채듯 올리며 “쿡” 찍어냄과 동시에 강하게 “히”로 발음한 후 곧바로 “모”를

‘林’으로 내어 붙인 후 끌다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내려앉는 과정에서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며 “ㅅ”을 발음한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허”를 “黃林”으로

내어 끌다가 ‘퇴요성’하여 ‘仲’으로 내려앉는 과정에서 끝에 재차 ‘뒤꾸밈음(ᥢ)’
을 내어 출렁거린 후 “여”를 ‘仲’으로 바로 내어 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노랫말 “채 못”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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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ㅅ”로 은근하게 발음함과 동시에 중간 중간 본음을 바로 내지 않고

은근슬쩍 ‘앞꾸밈()’하여 내어 끈다. 또한 이어지는 ‘林’을 ‘퇴요성’하는 과정에

서도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느덧 사뿐하게 내려앉음으로 인해 여

운이 감도는 가운데 ‘은근미(慇懃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

현법은 노랫말 “채 못”을 “차―히ⅽ모―ㅅ”로 강하게 발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林’을 ‘퇴요성’하는 과정에서 매 끝마다 ‘뒤꾸밈음(ᥢ)’을 내줌으로 인

해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며 여운이 사라진다. 즉 최정희는 가곡에서 거의 사용

하지 않는 ‘격음표(ⅽ)’와 ‘뒤꾸밈음(ᥢ)’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자유분방하고 밝고 소탈함과 간간이 흥이 더해지는 가운데 ‘토속미(土俗美)’

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위의 선율형은 평롱 5장의 노랫말 “삼태성(三台星)”(<악보 56>)에서

반복되는데, 양자의 변별되는 특성과 그에 따른 미감의 차이 또한 같게 나타나

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121> 羽樂 2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121>은 우락 2장의 노랫말 “붓듯이 온다.” 가운데 “붓듯이”에 해당되

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다. 먼저 지금정은 “붓드”를 “(太)仲”으로 살며시 들어내어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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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다가 살그머니 ‘林’으로 들어낸 후 자연스럽게 “시(仲)”로 부드럽게 연결해

끌다가 유연하게 ‘겹흘림(≀)’하여 은근슬쩍 ‘太’로 내려앉아 마무리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붓드”를 “(太)仲”으로 살며시 들어내어 길게 끄는 점에서는 일

치하나, 제14박 끝에서 ‘林’을 ‘전성(ⵉ)’하여 “쿡쿡”거리며 강하게 “흐흐”로 발음

하고는 “시”를 ‘仲’으로 내어 끌다가 ‘겹흘림(≀)’하지 않고 “(太
仲)太”로 뚝 떨어

뜨려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붓드”와 “시”를 연결하

는데 있어서 부드럽게 발음하며, 또한 특정 음을 또렷이 부각시키지 않고 ‘겹

흘림(≀)’을 사용하여 은근하게 올리는 듯 다시 흘러내림으로 인해 유연한 굴

곡선율을 만들어나간다. 따라서 이로 인해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가운

데 ‘은근미(慇懃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은 “붓드”와 시”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마치 남도

민요 ‘새타령’에 등장하는 ‘쑥꾹새’의 울음소리를 묘사하듯 “쿡쿡”거리며 본래의

노랫말과 상관없는 “흐흐”를 강조하며 끼워 넣는다. 그리고는 이어서 “시”를

“仲―⤼太”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은근슬쩍 유연하게 흘려내기보다는 다소 투

박한 듯 날쌔게 하강하여 “(太
仲)太”로 낸다. 이러한 최정희의 독특한 표현들, 특

히 “쿡쿡”거리는 창법은 고요히 정적으로 흐르는 선율에 등장하기에는 다소 엉

뚱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을 연출해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궂은비가 붓듯이 쏟아지는 모양새”를 묘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렇듯 가곡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최정희의 표현법은 ‘자유분방함’․‘밝

음’․‘소탈함’․‘일탈’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토속미(土谷美)’를 느끼

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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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編數大葉 3장 제8각 제8박～제9각 제10박

<악보 122>는 편수대엽 3장의 노랫말 “해당화(海棠花)는 창녀(倡녀)이로다”

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다. 먼저 전반부를 보면 지금정은 “해당”을 “하이당”으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하며 “仲――⤻(林)仲―”으로 부드럽게 연결한 후 계속해서

“화”로 이어나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해당”으로 직접 발음함과 동시에 매

개모음인 “해”에 ‘격음표(ⅽ)’를 사용하여 강하게 “쿡” 찍어내며 강조한 후 계속

해서 “화”로 이어가는 점에서 변별된다.

다음으로 후반부를 보면 지금정은 “창”을 “黃”으로 낸 후 “녀어”로 부드럽게

발음하며 “(黃)仲”으로 낸 후 제5박으로 넘어가 “이”를 ‘黃’으로 내어 끌다가 끝

에서 살짝 ‘太’로 밀어 올린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창”을 ‘黃’으로 낸 후 ‘전타

음(黃)’을 거치지 않고 바로 ‘仲’으로 들어 올리며 “녀”로 발음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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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박∼제5박에 걸쳐 연이어 ‘뒤꾸밈음(ᥢ)’을 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그런데 이때 ‘발음법’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즉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현

행가곡에서는 다른 장르와 달리 19세기 초에 이미 단모음화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옛 형태를 고수하며 이중모음으로 풀어내어 발음한다. 따라서 중

인가객집단에 속하는 하순일․하규일 계보의 법통을 이어 받은 지금정은 “해

당화”와 “창녀”를 “하이당화”와 “창녀어”로 은근하게 풀어 발음할 뿐만 아니라

선율 진행 또한 ‘장식음’을 절제하며 은근하게 연결함으로 인해 섬세함이 느껴

짐과 동시에 “은근미(慇懃美)”를 느끼게 해준다.

반면에 평민가객집단에 속하는 장계춘 계보의 법통을 이어받은 최정희는

“해당화‘를 직접적으로 발음하며, 그 과정에서 매개모음을 “해”로 내어 재차 강

조함으로써 투박한 느낌을 연출해낸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도 “창녀”를 또

렷하게 발음하고는 이어지는 선율에서 빠른 템포에 연달아 ‘뒤꾸밈음(ᥢ)’을 얹

어가며 가속화시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고 흥이 더해지는 가운데

“토속미(土俗美)”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가곡에서 ‘토속미’라는 용어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미감은 지금정의 표현법은 흠 잡을 데 없

이 깔끔하고 엄격하며 정돈된 가운데 세련되고 은근하게 시김새를 구사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최정희의 표현법은 소탈하고 밝고 간간이 흥취가 더해지는

가운데 토속적인 느낌이 들게 시김새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정희의 가곡에 ‘정제미’나 ‘은근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최정희의 가곡에서 특히 상반된 미감이 공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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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제미(精製美)와 생동미(生動美)

<악보 123> 平弄 初章 제1각 제1박～제2각 제3박

<악보 123>은 평롱 초장의 노랫말 가운데 “북두칠성(北斗七星)”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다. 먼저 지금정은 “북”을 “(林)潢”으로 치고 올라가 가늘게 요한

후 숨을 쉬고는 이어서 “두”를 연이어 은근슬쩍 ‘앞꾸밈음()’하여 “(林)仲—⤻
(南)林”으로 내어 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치”를 “(南)林”으로 내어 끌다가 끝에

서 살그머니 밀어 올리며 “ㄹ”을 발음한 후 “서”를 ‘林’으로 내어 ‘퇴요성’하여

‘仲’으로 내려앉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ㅇ”을 발음한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북”을 본음인 ‘潢’을 바로 질러 낸 후 굵게 ‘상요성’하다가 숨을 쉬고는, 이어

서 “두”를 ‘앞꾸밈음()’하여 (林)仲”으로 낸 후 곧바로 ‘林’을 ‘전성(ⵉ)’하여 밀어

내며 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南)林”을 내어 끌다가 끝에서 또렷하게 ‘南’으로

들어 올리며 “ㄹ”을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첫머리의 “북(潢)”을 비

롯해 이어지는 선율에서도 본음을 바로 내기보다는 ‘앞꾸밈음’을 사용하여 은

근하게 한 단계 감싼 후 슬며시 드러내어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음을 길게 끌다

가 끝에서 살며시 밀어 올림으로 인해 절제되고 은근한 가운데 ‘정제미(精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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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은 첫머리에서 ‘潢’을 바로 내

어 굵게 ‘상요성’하며 끌다가 ‘앞꾸밈음()’과 ‘전성(ⵉ)’을 연이어 사용함으로 인

해 뒷부분의 선율에 힘이 더해지는데, 이렇게 힘을 실어 재빨리 밀어내는 표현

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동감이 더해진다. 또한 이어지는 음을 길게 끌다가

끝에서 ‘南’을 또렷하게 드러내는데,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기 있

는 가운데 ‘생동미(生動美)’를 느끼게 해준다.

<악보 124> 平弄 3장 제1각 제12박～제16박

<악보 124>는 평롱 3장의 노랫말 가운데 “그리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

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지금정은 “그”를 ‘林’으로 내어 ‘퇴요성’하여 자연스럽게 “리”를 발음하

며 “(林)仲”으로 하강해 끄는 과정에서 정제된 느낌으로 고요히 진행하는 가운

데 끝에서 은은하게 ‘세요성’하며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드”를

“㑲黃”으로 내어 끌다가 은근하게 요(搖)한 후 숨을 쉬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

으로 “林―⤼(林)仲―⤼㑲黃――”의 선율형이 만들어진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그”를 ‘林’으로 낸 후 ‘퇴요성’하여 자연스럽게 “리”를

발음하며 “(林)仲”으로 하강해 끄는 점에서 선율의 흐름은 같으나, ‘仲’을 길게

끄는 과정에서 굵게 ‘상요성’하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어 출렁거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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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는 계속해서 “드”를 “㑲黃”으로 내어 끄는 과정에서 ‘黃’을 굵게 ‘상요성’하

다가 끝에서 재차 ‘뒤꾸밈음(ᥢ)’을 내어 마무리한 후 숨을 쉬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林―⤼(林)仲―⤻(林仲)⤼㑲黃―⤻(太黃)”의 선율형이 만들어진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물결이 일렁이듯 은근

하게 강약을 조절해가며 과하지 않게 ‘요성’을 적절히 넣어줌으로 인해 은근한

가운데 여운을 남기며 ‘정제미’를 느끼게 해준다. 반면에 최정희는 ‘仲’과 ‘黃’을

길게 끄는 과정에서 폭 넓게 출렁거리며 요(搖)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성

끝에 ‘뒤꾸밈음(ᥢ)’을 내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운은 사라지나, 대신 자유분

방한 가운데 ‘생동미’를 느끼게 해준다.

여창가곡 평롱은 전반적으로 중간음역에서 한음을 숨죽이듯 고요히 길게 끌

어나가는 선율형과 바람 따라 물결이 일렁이는듯한 선율형이 교대로 등장한다.

따라서 같은 시김새를 구사하더라도 어떠한 선율형에 동반되느냐에 따라 미감

역시 달라진다.

이상의 지금정의 표현법을 통해 ‘정제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전자의 선

율형에 은근한 시김새가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최정희의 표현법 또

한 일반적으로 가곡창법에서는 금기시하는 시김새를 구사하고 있지만, 선율선

자체가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토속적’인 느낌보다는 상대적으로 ‘생동적’인 느

낌이 연출된다.

<악보 125> 界樂 初章 제1각 제12박～제1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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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5>는 계락 초장의 노랫말 가운데 최정희는 “벽계”, 지금정은 “절

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때 양자는 공통선율(제13박～제16박)로 되

어 있는 부분에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

다. 먼저 지금정은 “절”을 “저어ㄹ”로 발음하며 “黃⤻仲⤻(南)”으로 올라가서는

로”를 “(南)林”으로 내어 아무런 기교 없이 길게 쭉 뻗어낸 후 숨을 쉰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벽”을 “벼어ㄱ”으로 발음하며 “林⤻潢⤻(汰)”로 올라가서

는 “계”를 ‘仲’으로 낸 후 곧바로 ‘林’을 ‘전성(ⵉ)’하여 “(林仲)林”으로 강하게 밀어

낸 후 길게 끌다가 끝에서 ‘퇴요성’하여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꾸밈음(ᥢ)’을 내

어 마무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절”에서 “로”로 연결

하는데 있어서 “절”을 ‘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들어 올린 후 “로(林)”를 살짝

‘앞꾸밈음()’하여 내고는 무심한 듯 한참을 고요히 머무른다. 이로 인해 곡 전

반에 걸쳐 생기 있게 나긋나긋 펼쳐지는 선율의 흐름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숨

죽이듯 한 음을 길게 쭉 뻗어내며 여운을 남기는 점에서 고요하고 절제된 가

운데 ‘정제미(精製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은 “벽”에서 “계”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벽”을

‘林’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치고 올라가서는 “계”를 ‘仲’으로 떨어뜨린 후 곧바로

‘林’을 ‘전성(ⵉ)’하여 밀어낸다. 그리고는 한동안 머무르는듯하더니 ‘퇴요성’하며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꾸밈음(ᥢ)’을 내어 출렁거림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여운은

사라지나, 대신 생기 있고 자유분방한 가운데 ‘생동미(生動美)’를 느끼게 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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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제미(節制美)와 화려미(華麗美)

<악보 126> 羽樂 初章 제1각 제1박～제8박

<악보 126>은 우락 초장의 노랫말 “바람은 지동(地動)치듯 불고” 가운데

“바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자는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함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미감이 다르게 연출된다. 먼저 지금정은 “바”를 ‘仲’으로 내어 ‘요성’ 없

이 끌다가 ‘林’으로 살짝 들어내는 듯 다시 내려와 “라”를 ‘太’로 내어 끌다가

‘추요성’한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아”를 “(太)仲”으로 내어 ‘요성’ 없이

끌다가 ‘겹흘림(≀)’하여 ‘林’으로 살짝 들어내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太’로

내려앉으며 유연한 굴곡 선율형을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최정희는 “바”를 ‘仲’으로 내어 굵게 ‘상요성’하며 끌다가 ‘林’으로

살짝 들어내는 듯 다시 내려와 “라”를 ‘太’로 내어 끌다가 ‘추요성’한 후 숨을

쉰다. 그리고는 다시 “아”를 “(太)仲”으로 내어 굵게 ‘상요성’하며 끌다가 끝에

‘뒤꾸밈음(ᥢ)’을 낸 후 연달아 ‘太’를 ‘전성(ⵉ)’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太)仲―⤻
(林⤼仲⤼

太⤼黃)⤻太”의 독특한 선율형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선율진행을 종합해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仲―⤼黃”과 “仲―⤼
太”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성과 육성을 교차해 가며 음을 은근하게 조였다가

풀어내며, 아래 음으로 하강할 때도 은근하게 들어내는 듯 다시 흘러내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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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유연한 굴곡을 만들어낸다. 또한 ‘요성’에 있어서도 기음(基音)인 ‘黃’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풍기며, 섬세하고

은근한 가운데 ‘절제미(節制美)’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

은 기음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길게 끄는 과정에서 굵게 요(搖)하며, 또한 ‘뒤

꾸밈음(ᥢ)’을 낸 후 연이어 ‘전성(ⵉ)’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곡과는 이질적인 독

특한 미감을 연출해낸다. 왜냐하면 가곡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요성’을 비롯한 ‘잔가락’을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하기 때문

이다. 즉 삭대엽 계열까지는 최정희만의 음악적 어법이 다소 소극적으로 표현

되었다고 본다면, 낙(樂) 계열에 와서는 잠재되어 있던 흥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며, 직설적이고 자유분방한 가운데 사치스럽지 않은 ‘화

려미(華麗美)’를 느끼게 해준다.

<악보 127> 編數大葉 3장 제6각 제1박～제7박

<악보 127>은 편수대엽 3장의 노랫말 “박꽃은 노인이요” 가운데 “노인이요”

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먼저 양자는 “노”를 ‘仲’으로 낸 후 ‘南’으로 밀어 올렸

다가 “인”을 “(林)仲―”으로 내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선율에

서 지금정은 “이”를 ‘林’으로 낸 후 은근하게 ‘겹흘림(≀)’하여 ‘仲’으로 흘러내

린 후 ‘黃’으로 내려와 요(搖)한 후 살짝 밀어 올리는데 반해, 최정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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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仲”으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연이어 ‘뒤꾸밈음(ᥢ)’을 냄으로 인해 결과적으

로 “林⤻(南⤼林)仲⤻(林⤼仲)”의 선율형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금정의 표현법은 오히려 ‘꾸밈음’을 배제한 채 ‘林’에

서 ‘仲’으로 진행되는 선율형에서 ‘겹흘림(≀)’하여 유연하면서도 은근하게 굴곡

선율을 만들어 진행한다. 즉 빠른 템포로 경쾌하게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생

동감 있게 표현해내면서도 자칫 흥에 겨워 흘러넘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

여, 강조하는 부분 외에는 은근하게 연결시켜 나감으로 인해 ‘절제미(節制美)’

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최정희의 표현법은 빠른 템포로 성큼성큼 진행되

는 동안 연달아 사뿐거리며 ‘뒤꾸밈음(ᥢ)’을 내 줌으로 인해, 선율이 화사해짐

과 동시에 발랄하면서도 흥이 한껏 표출되는 가운데 ‘화려미(華麗美)’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이와 같은 미감의 차이는 편수대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지금정은 이전 곡들에서 즐겨 사용하던 ‘앞꾸밈음()’을 편수대엽에서는 오히

려 배제한 채 최소한의 굴곡선율만 유지함으로 인해 자칫 흘러넘칠 수 있는

감정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반면에 최정희는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앞꾸밈음()’을 성큼성큼 빠르게 진행되는 선율에 연이어 얹

을 뿐만 아니라 ‘뒤꾸밈음(ᥢ)’도 연이어 사용함으로 인해 선율을 한층 화려하게

만들어냄과 동시에 템포감을 가속화시켜 흥을 한껏 표출해내는 점에서 변별되

는 특성을 보인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풍도형용’이 제시하는 곡태(曲態)가 여창가곡에도 그대로 적용

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본 후,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이 상당부분 표현을

달리하는 점에 주목해, 이를 토대로 변별되는 미적특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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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풍도형용이 제시되어 있는 곡을 중심으로 이수대엽(貳數大葉)․농(

弄)․낙(樂)․편(編) 순으로 검토한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수대엽’은 ‘행단설법(杏壇說法) 우순풍조(雨順風調)’로 형용하고 있으

며, 이는 매우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곡태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우조 이수대

엽은 전반적으로 ‘仲’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낮은 음역대로 평이하고 느릿하

게 진행되는 가운데 절제된 선율과 시김새가 화(和)를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은 ‘녹음방초 승화시’에 느끼는 시름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으

나, 오히려 선율은 담담한 듯 무심한 듯 관조적으로 흐르고 있어, ‘행단설법 우

순풍조’의 형용과 잘 맞아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면조 이수대엽은 전반적으로 黃․仲․林의 3음을 중심으로 느릿

느릿 진행되는 가운데 太와 㑲도 간간이 출연함으로 인해 슬프거나 비통한 느

낌 없이 유유자적하게 흘러간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은 ‘언약을 한 임의 소식

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구구절절 슬프고 애절하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심한 듯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어, ‘행단설법 우순풍조’의 형용과 잘 맞아 떨

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농가’는 ‘완사청전(浣紗淸川) 축랑번복(逐浪翻覆)’으로 형용하고 있으

며, 이는 ‘아름다운 비단을 맑은 냇물에 띄우니 물결 따라 비단의 앞뒤가 펄럭

거리는 모양’의 곡태를 말해주고 있다. 평롱(平弄)은 전반적으로 ‘林’이상의 음

으로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중간 음역을 중심으로, 마치 냇물에 띄어진 아름다

운 비단이 물결이 일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펄럭이는 듯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은 “그리던 임을 어렵게 만났으니 날이 쉬 새지 않도록 해달라

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래서인지 만남의 기쁨과 곧 다가올 이별의

안타까움이 교차하듯 선율의 흐름도 넘실넘실 거리낌 없이 흐르다가도 이내

곧 숨죽이듯 잠잠해지는 형태를 반복해나간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슬픈 마음

도 모두 절제된 가운데 중용(中庸)을 이루고 있어, ‘완사청천 축랑번복’의 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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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잘 맞아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낙시조’는 ‘요풍탕일(堯風湯日) 화란춘성(花爛春城)’으로 형용하고 있으

며, ‘요(堯) 임금이나 탕(湯)임금의 태평시대에 화창한 봄꽃동산에 꽃들이 만발

한 모습’의 곡태를 말해주고 있다. 우락(羽樂)은 곡 전반에 걸쳐 ‘仲’을 장인(長

引)하다가 흘러내리는 듯 다시 올려 하강하는 크고 작은 선율형들이 과하게 출

렁거리거나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 속에 담백하게 흘러가며 화(和)를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은 “임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바람이 지동 치듯

불고 궂은비가 붓듯이 오는 궂은 날씨에 과연 올수 있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선율진행은 애타는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담백한 가운데 나긋나긋 흐르고 있어, ‘요풍탕일 화란춘

성’의 형용과 잘 맞아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편’은 ‘대군구래(大軍驅來) 고각제명(鼓角齊鳴)’으로 형용하고 있으며,

‘큰 군대가 몰려오면서 일제히 북치고 나발을 부는 모습’의 곡태를 말해주고

있다. 편수대엽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빠른 템포와 경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흥을 돋우며 진행되는 선율형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노랫말은 각종 꽃들을 각종 사람의 유형에 빗대어 하나하나 비유해

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발한 내용들이 경쾌한 템포로 반복되

며 흥을 돋우는 선율구조와 잘 어우러져 ‘화(和)’를 이루고 있어, ‘대군구래 고

각제명’의 형용과 잘 맞아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정희와 지금정 여창가곡의 미적특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간추

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조 이수대엽 초장의 “버들은”, 계면조 이수대엽 초장의 “언약이”, 태

평가 초장의 “태평” 등에서 지금정의 표현은 양식화되고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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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은근한 ‘세련미’를, 최정희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성글고 순박하고 단순

한 가운데 ‘소박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는 비록 이분화시켜 각각 하나의 용어

로 표현했지만, ‘세련미’는 정교하고 세련된 ‘우아미’와도 통하며 ‘소박미’는 솔

직하고 담백한 ‘질박미’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조 이수대엽 2장의 “꾀꼬리는”, 평롱 3장의 “채 못하여”, 우락 2장의

“붓듯이”, 편수대엽 3장의 “해당화는 창녀(倡女)이로다” 등에서 최정희는 매개

모음에 ‘‘격음표(ⅽ)’ 또는 ‘전성(ⵉ)’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강하게 표

현한다. 또한 ‘仲’을 길게 끄는 과정에서 굵게 떨어주거나 ‘뒤꾸밈음(ᥢ)’을 빈번

히 사용하여 출렁거리며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자유분방하고 다소 투박한 듯 간간이 흥이 더해지는 가운데 ‘토속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반해 지금정은 편수대엽 외에는 ‘격음표(ⅽ)’를 사용하지 않으며

본음을 은근하게 감싸 안고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길게 끄는

‘仲’을 요하지 않으며, 은은하게 ‘세요성’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섬세하고 절제된 가운데 ‘은근미’를 느끼게 해준다.

셋째, 평롱 초장의 “북두칠성”과 3장의 “그리든” 등에서 지금정의 표현은 고

요하게 여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제미’를, 최정희의 표현은 생기 있고 자유분방

한 가운데 ‘생동미’를 느끼게 해준다.

넷째, 우락 초장의 “바람”, 편수대엽 3장의 “노인이요” 등에서 지금정의 표현

은 섬세하고 은근한 가운데 ‘절제미’를, 최정희의 표현은 직설적이고 자유분방

한 가운데 ‘화려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상으로 최정희와 지금정의 음악적 표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상반된 미감

이 연출되는데, 이렇듯 미적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민가객

집단과 중인가객집단이라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음악에 상당부분 반영된 결

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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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잡가를 주요 레파토리로 삼았던 평민가객집단은 상층문화권이 향유하던

가곡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분방

함과 음악적 재미를 추구해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

로 평민적인 소탈함과 흥취, 동시에 사치스럽지 않은 화려함 등이 음악에 반영

되었고, 그 결과 최정희의 여창가곡에서 소박미․토속미․생동미․화려미 등이

미적특성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층문화권을 주도해나갔던 중인가객집단은 가곡의 원류인 ‘정음(正

音)’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귀족적인 세

련됨과 은근함, 절제된 낙이불류(樂而不流)한 음악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그 결과 지금정의 여창가곡에서 세련미․은근미․정제미․절제미 등이 미적특

성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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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지금까지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여창가곡 전승에 대해 최정희와 지금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성권번은 1908년 기부(妓夫)와 유부기(有夫妓)인 경기(京妓)를 주축으로 설

립된 한성기생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최정희(崔貞姬: 1908～1976)는 1920년에

입학해 장계춘(張桂春)을 사사하였다. 이후 1927년～1941년까지 경성방송국 국

악방송에 출연해 가사(歌詞)를 꾸준히 방송했으며, 한성권번 출신 가운데 정가

(正歌)로는 최다 출연하였다. 또한 해방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벌이며 69세인

1976년에 생을 마감했다.

조선권번은 1912년 무부기(無夫妓)인 향기(鄕妓)를 주축으로 설립된 다동기

생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지금정(池錦貞: 1915～1975?)은 대략 15세경부터 몇

년간 하순일(河順一)을 사사한 이후 1936년 22세의 다소 늦은 나이로 조선권번

에 입학해 하규일(河圭一)을 사사하였다. 이후 1941년에는 경성방송국 국악방

송에 출연해 4차례 가사․시조를 방송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권번 출신 여

류가객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1975년경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이처럼 최정희와 지금정은 각각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출신으로서 해방 전․

후를 이어 활동한 여류가객(女流歌客)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의 권번에서 ‘추조박’을 중심으로 사계축 소리인 12잡가를 주요 레

파토리로 삼아왔던 ‘평민가객집단’과 박효관의 법통을 직접 이어 받아 상류층

의 음악문화를 주도해나가던 ‘중인가객집단’이라는 서로 상반된 문화적 배경

하에 활동해 온 스승들로부터 여창가곡을 전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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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자는 최정희와 지금정의 음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최정희는 ‘仲’을 요(搖)하거나 “太⤻(仲⤼姑⤻仲)”으로 밀어내기도 하여

변통성 있게 표현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일관되게 “(太)仲”을 가늘게 요하는 점

에서 변별된다. 이는 우조 이수대엽 등의 “太—⤻仲—⤼(㑲)㑣―”으로 된 선율

형에서 나타난다. 둘째, 최정희는 매개모음에 ‘격음표(ⅽ)’나 ‘전성(ⵉ)’을 사용하

여 “쿡” 또는 “쿡쿡”거리며 상대적으로 투박하고 강하게 표현하는데 반해, 지

금정은 ‘매개모음’을 부각시키지 은근하게 표현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는 우

조 이수대엽의 “꾀꼬리”, 계면조 평롱의 “채 못하여” 등에서 나타난다. 셋째,

최정희는 ‘仲’을 굵게 ‘상요성’하며 끌다가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연이어 냄

으로 인해 독특한 선율형을 만들어내는데 반해, 지금정은 ‘仲’을 ‘요성’ 없이 끌

다가 ‘겹흘림(≀)’하여 유연한 굴곡선율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는

우락의 “바람” 등의 “仲――⤼太”로 된 선율형에서 나타난다. 넷째, 최정희는

‘㑣’을 ‘추요성’하여 ‘㑲’을 거쳐 ‘黃’으로 ‘순차진행’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㑣’을

‘퇴요성’하여 ‘㑖’으로 하강한 후 반전하듯 ‘黃’으로 치고 올라가는 점에서 변별

된다. 이는 계면조 이수대엽의 “언약” 등의 “㑣－⤻黃―”으로 된 선율형에서

나타난다. 다섯째, 최정희는 “㑖―⤻(㑲⤼㑣⤻㑲)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㑣

㑲”을 같은 시가로 평이하게 소리 내는데 반해, 지금정은 “㑖―⤻(㑲⤼㑖)⤻㑲”
으로 밀어내며 후반부의 “㑖㑲”을 시가를 달리함과 동시에 강약의 변화를 주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는 계면조 전반에 걸쳐 ‘겹미는기법’에 나타난다. 여섯째,

‘요성법’에 있어서 최정희는 ‘黃’과 기음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기음(基音)인 ‘黃’을 상대적으로 가늘게 요한다. 또한 최정희는

‘상요성’을 전반적으로 굵게 요하며 ‘세요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지

금정은 ‘상요성’을 ‘가는 요성’과 ‘굵은 요성’으로 구분하고, 미미하게 떠는 ‘세요

성’을 자주 사용해 여운을 남기는 점에서 변별된다. 일곱째, ‘장식음’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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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는 ‘뒤꾸밈음(ᥢ)’과 ‘전성(ⵉ)’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앞꾸밈

음()’을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여덟째, ‘발음법’에 있어서, 최정희는

“벽계”, “해당화”, “시객” 등을 그대로 발음하는데 반해, 지금정은 “벽거이”,

“하이당화”, “시가익” 등으로 이중모음을 풀어 발음하는 점에서 변별된다.

한편 이처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 미감 또한 다르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미적특성을 추리해 본 결과 각각 4종류의 ‘美’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최정희의 여창가곡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근짜임을 보이는 가운데 평민적인

소탈함과 소박함, 간간이 더해지는 흥취, 사치스럽지 않은 화려함 등이 미감으

로 내재하고 있었고, 이는 소박미․토속미․생동미․화려미의 4종류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금정의 여창가곡에서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치밀한

짜임을 보이는 가운데 귀족적인 세련됨과 단아함, 은근함 등의 미감이 내재하

고 있었고, 이는 세련미․은근미․정제미․절제미의 4종류로 범주화 할 수 있

었다.

이상으로 최정희와 지금정의 여창가곡을 통해 계보간의 음악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최정희의 표현법 가운데 ‘격음표(ⅽ)’․‘뒤꾸밈음(ᥢ)’․‘전성(ⵉ)’의 잦은 사용,

기음(基音)의 4도 위의 음인 ‘仲’을 굵게 요(搖)하는 창법, 이중모음으로 풀어

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발음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는 12잡가를 주로 부르

던 평민가객집단과 연결되는 문화적 배경이 음악에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계춘 계보는 이질적인 창법을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무

분별하지 않게 차용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아정하게 표현하기도 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흔적도 보인다. 아마도 그 내면에는 비록 평민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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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라 할지라도, “가곡은 적어도 어떠해야 한다.”라는 미학적 논리가 작용했

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금정의 표현법은 기음(基音)을 요하며, 장식음에 있어서도 ‘앞꾸밈

음()’ 외에는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겹흘림(≀)’으로 유연한

굴곡 선율을 만들어내는 점, 이중모음으로 풀어 발음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는 중인가객집단이 추구하는 ‘정음(正音)’을 지향하는 음악관이 고스란히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하순일․하규일 계보에서는 상층문화권을 주도해나가

는 입장에서 박효관의 법통인 ‘정음(正音)’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아마도 그 내면에는 “가곡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라

는 미학적 논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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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identify the distinct musical

characteristics of two traditions of female gagok by analyzing songs by

Choi Jeong-hsi, a member of Hanseong Gwonbeon, which inherited the

traditions of Jang Gye-chun, and songs by Ji Geum-jeong, a member of

Joseon Gwonbeon, which was founded upon the traditions of Ha Sun-il

and Ha Gyu-il; 2) so as to deduce the aesthetic features of female

ga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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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onbeon” is a Japanese term (Japanese: kenban) for a guild of

gisaeng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t also serv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train professional gisaeng. Hanseong Gwonbeon

began as The Guild of Gisaeng in Hanseong, which was formed in 1908

by male supporters and gyeonggi, or married gisaeng. Choi Jeong-hi (b.

1908 – d. 1976) joined the gwonbeon in 1920 and studied with Jang

Gye-chun. She made continuous appearances performing gasa on the

Kyongsong Broadcasting Corporation (KBC) between 1927 and 1941, and

as a member of the said gwonbeon, she made the most appearances

with jeongga. She was still activ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until she died in 1976.

On the contrary, Joseon Gwonbeon began as The Dadong Guild of

Gisaeng, led by hyanggi, or unmarried gisaeng, in 1912. Ji Geum-jeong

(b. 1915 – d. 1975 ?) privately studied with Ha Sun-il, for a few years

from around the age of 15, and later joined Joseon Gwonbeon at the age

of 22 in 1933, a relatively old age to join a gwonbeon, where she took

private lessons from Ha Gyu-il. In 1941, she appeared on KBC, giving

four performances of gasa and sijo, and after her countryʼs liberation,
she was the most active of all singers from Joseon Gwonbeon until she

died around 1975.

Both Choi and Ji were female singers from gwonbeon who

performed from before the liberation and after. But in their respective

gwonbeon, they learned female gagok from masters who came from

opposite cultural backgrounds, that is, the “commonersʼ singing group”



- 236 -

whose main repertoire was the 12 japga of Sagyechuk, mostly by

Chu-Cho-Park (namely, Chu Gyo-sin, Cho Gi-jun, and Park

Chun-gyeong, three renowned singers of japga in the 1900s) and the

“middle class singing group,” who led the musical culture of the upper

class, continuing the traditions of Park Hyo-gwan. I suspected that their

music naturally reflected such diverse cultural factors, and after

analyzing their melodies I have discovered the following differences:

1) In the phrase “太—⤻仲—⤼(㑲)㑣―,” which appears in Ujo

Isudaeyeop and Dugeo, Choi varies her melody by either vibrating the

“仲(a♭)” or turning it into “太(f)⤻仲(a♭)⤼姑(g)⤻仲(a♭)” whereas Ji just
slightly vibrates “太(f)仲(a♭).”

2) In songs such as Kkwoekkori (Nightingale) from Ujo Isudaeyeop and

Chae Mot-hayeo (Did Not Quite Do It) from Gyemyeonjo Pyeongnong,

Choi expresses epenthesis vowels rather crudely by either abruptly

clipping them or applying a mordent to them, while Ji does not stress

such vowels, but expresses them in a gentle manner.

3) In the melody “仲(a♭)――⤼太(f)” which appears in songs like Baram
from Urak, Choi works out a distinctive line by strongly vibrating ʻ仲ʼ 
and then tagging on two grace tones at the end, while Ji creates a

curve by first sticking to the tone ʻ仲(a♭)ʼ and then bending it

downward and 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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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ile Choi strongly vibrates both the base tone ‘黃(e♭)’ and ‘仲(a♭),ʼ 
a fourth above the base tone, Ji vibrates the base tone more softly.

5) While Choi tends to use ornamental escape tones and mordents, Ji t

trongly vibrated ‘仲(a♭),’ the tone 4th above the base tone, while

properly enunciating vowels. On the other hand, Ji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hilosophy of “correct tone” pursued by the

middle-class group, as she vibrated the base tone, made conservative

use of ornaments apart from appoggiaturas, created curves by bending

tones downward and upward, and turned monothongs into diphthongs.

These different techniques resulted in different aesthetics, and I have

categorized them into four types of beauty: Choiʼs songs are

characterized by loose texture, common simplicity, intermittent

amusement, and splendor without being extravagant; and to put them in

simpler terms, they display modesty, folkloric lyricism, vividity, and

splendor. By contrast,

Jiʼs songs have clear and close texture, aristocratic sophistication,
delicacy, and subtlety; in other words, they demonstrate the qualities of

sophistication, subtlety, refinement, and moderation. Their songs thus

demonstrate their respective traditions.

The Jang Gye-chun School incorporated disparate singing techniques

in their association with Chu-Cho-Park, the singers of japga, bu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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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so, they balanced out their overall techniques by carefully applying

the different elements, even refining some of them. It could well be that

the school stuck to their own aesthetic principles on gagok, even though

they represented commonersʼ singing culture. And the Ha Sun-il/Ha
Gyu-il School stuck to their principles of gagok, as they did their

utmost to uphold Park Hyo-gwanʼs philosophy of “correct tone,” since
the school took the lead in higher culture.

Key words: gwonbeon; female gagok; commonersʼ singing
group; middle-class singing group; Choi Jeong-hi;

Ji Geum-jeong; sigimsae; aesthetic qualities

Student Number : 2005-3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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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일시 종목 곡목 唱者 반주진
출연

횟수

1927

4. 1(금) 12:15～ 時調 春眠曲 崔貞姬/金焦紅

10회

4. 20(수) 12:15～ 歌詞 <數種> 崔貞姬

5. 7(금) 18:30～ 歌詞 <數種> 崔貞姬

6. 13(월) 18:30～ 歌詞 <數種> 崔貞姬

8. 22(월) 18:30～ 歌詞 <數種> 崔貞姬

9. 1(목) 18:00～ 歌詞 <數種> 崔貞姬

10. 1(토) 18:00～ 歌詞 <數種> 崔貞姬

10. 23(일) 18:00～ 歌詞 <곡명없음> 崔貞姬

10. 31(월) 18:00～ 歌詞 <곡명없음> 崔貞姬

12. 18(일) 20:30～ 歌詞 <곡명없음> 崔貞姬

1928

6. 15(금) 18:00～ 歌詞 <곡명없음> 崔貞姬

2회
12. 18(화) 20:45～ 歌詞 <곡명없음> 崔貞姬

趙東奭

(短簫)

1934

3. 16(금) 12:05～ 歌詞 首陽歌, 別曲, 時調 金秋月/崔貞姬

5회

4. 11(수) 12:05～ 歌詞 春眠曲, 白鷗詞 金秋月/崔貞姬

5. 13(일) 20:00～ 歌詞 春眠曲, 黃鷄詞, 時調 崔貞姬/金秋月

7. 30(월) 21:31～ 歌詞 春眠曲, 乾坤歌 崔貞姬/金秋月

12. 9(일) 21:00～ 歌詞 春眠曲, 白鷗詞 高蓮玉/崔貞姬

1935
3. 5(화) 12:05～ 歌詞 春眠曲, 相思曲 崔貞姬/高蓮玉

2회
9. 15(일) 20:25～ 歌詞 길軍樂, 首陽山歌 崔貞姬/黃瑞雲

1936 2. 29(토) 20:30～ 歌詞 春眠曲, 길軍樂 崔貞姬/洪笑月 1회

1937 3. 28(일) 21:00～
제비

가 外

1. 제비가 2. 金剛山打鈴

3. 博物打鈴 4. 寧邊歌

5. 바위打鈴 6. 將棋打鈴

崔貞姬
李忠善

(奚琴)
1회

1939

7. 16(일) 21:10～ 歌詞 春眠曲, 黃鷄詞

5회

8. 10(목) 21:10～ 歌詞 相思別曲, 首陽山歌 崔貞姬

柳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9. 15(금) 21:00～

歌詞

와

지름

길軍樂, 푸른山中,

窓내고자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10. 24(화) 20:30～ 歌詞 竹枝詞, 首陽山歌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부록 1> 최정희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기록 및 공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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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화) 21:00～ 歌詞 春眠曲, 竹枝詞 崔貞姬/金眞紅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1940

1. 25(목) 20:20～
京畿

歌謠

相思別曲, 首陽歌,

긴아리랑, 베틀歌,

五峯山

金眞紅/崔貞姬

12회

2. 23(금) 21:00～ 歌詞 길軍樂, 黃鷄詞 崔貞姬/權瓊蘭
劉奉根

(大笒)

4. 11(목) 20:20～
京城

坐唱

휘모리, 맹꽁이打鈴,

景福宮打鈴

崔貞姬/柳開東

/金泰運

4. 17(수) 21:05～ 歌詞 春眠曲, 竹枝詞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5. 12(일) 20:05～

歌詞

와

지름

歌詞 相思別曲,

지름 窓내고자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6. 25(화) 20:00～ 歌詞 길軍樂, 黃鷄詞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7. 25(목) 20:20～

歌詞

와

지름

白鷗詞, 푸른山中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8. 18(일) 20:50～ 歌詞 春眠曲, 首陽歌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9. 27(금) 20:30～ 歌詞 相思別曲, 竹枝詞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10. 21(월) 21:05～ 歌詞 白鷗詞, 길軍樂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11. 21(목) 21:00～ 歌詞 相思別曲, 首陽山歌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12. 18(수) 20:50～ 歌詞 春眠曲, 黃鷄詞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1941 1. 9(목) 21:05～ 歌詞 길軍樂, 푸른山中 崔貞姬
劉奉根

(大笒)/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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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永福

(杖鼓)

2. 6(목) 20:20～ 歌詞 곡명없음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3. 5(수) 21:00～ 歌詞 春眠曲, 白鷗詞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4. 6(일) 21:00～ 歌詞 相思別曲, 首陽山歌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5. 4(일) 20:30～ 歌詞 白鷗詞, 竹枝詞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6. 5(목) 20:00～ 歌詞 길軍樂, 首陽山歌 崔貞姬

劉奉根

(大笒)/

朴永福

(杖鼓)

7. 2(수) 21:25～ 歌詞 白鷗詞, 竹枝詞 崔貞姬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8. 12(화) 20:30～ 歌詞 春眠曲, 푸른山中 崔貞姬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9. 4(목) 20:30～

歌詞

와

時調

1. 歌詞(길軍樂, 黃鷄詞)

2. 時調◯지름
崔貞姬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10. 30(목) 20:00～ 歌詞 春眠曲, 푸른山中 崔貞姬
朴永福

(杖鼓)

11. 20(목) 20:30～ 歌詞 길軍樂, 푸른山中 崔貞姬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12. 8(월) 21:00～ 歌詞 相思別曲 崔貞姬

崔壽成

(短簫)/

朴永福

(杖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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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羽調 貳數大葉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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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羽調 頭擧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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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羽樂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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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界面調 貳數大葉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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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平弄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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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編數大葉 비교악보



- 270 -



- 271 -



- 272 -



- 273 -

<부록 8> 太平歌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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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半葉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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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還界樂 비교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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