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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한성 (1874～1941)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 기에 걸쳐 음악 연행환경

의 변화를 겪고 오늘날 통음악의 모습을 갖춘 형태를 무 에서 창작해

낸 인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성 은 무용가로서 태평무, 승

무, 살풀이 등의 원류로 알려져 있어 그동안 무용계에서 집 인 조명

을 받아왔다. 그의 부분의 술활동은 음악과 련되어 있으나 상

으로 음악부문에서의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발표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한성 이 음악 으로 남긴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하

다. 우선 그의 출신과 학습, 그리고 공연, 방송, 음반, 조직운 , 교육 등

과 같이 폭넓은 음악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견되어 있는 생몰

년 추정근거를 모아 제시했고, 한성 이 여러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연주뿐만 아니라 방송, 음반활동, 조직활동, 교육활동 등에

서 향력 있는 기획자  운 자 역할을 하 다. 이 때 경기․충청의 

명인들과의 유 계를 유지하면서 구심  역할을 하 다.

  한편 한성 은 피리연주자로서 유성기음반을 취입하기도 하 는데, 오

늘날 청취가 가능한 음원으로 Victor 49064-A면, Victor 49064-B면, 그

리고 Columbia 40393-B면 등 이상 3면이 있다. 이상의 음원을 통해 특

이한 종지형, 악조, 음역, 불규칙한 악구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한성 의 선율은 경토리

나 남도계면조와 같은 기존의 악조로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선율을 연주

하 지만 음악  특징으로 고찰해본 결과 이는 한성 의 연주하는 선율

이 고제 연주와 매우 한 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성 이 소리 고수로서 참여한 유성기음반 녹음은 400여장이 된다. 

15년간 이와 같이 많은 양의 녹음을 했다는 사실은 당  최고 인기를 

린 고수 음을 반증한다. 장단 연주에 있어서 한성 은 소리북과 장고를 

두루 사용했다. 본고에서는 같은 형태의 장단을 반주할 때 일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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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귀납 으로 정리해 이 때 나타나는 고형을 함께 연구했다. 진양조 장

단을 연주할 때는 ‘기 경 결 해’의 이론과 같이 체로 24박을 한 단락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모리 장단과 모리 장단은 두 장단이 한 단락

을 이루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소리에 따라 두 장단을 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한성 은 그 선율 는 사설이 나 는 단락에 

따라 소리를 맺었다. 이같은 상은 자진모리 장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다

만 노래의 선율이 길게 끄는 부분에서 용 인 맺음가락을 연주하며 한

성 이 반주하는 고법의 특징을 나타냈다.

  요컨  한성 은 충청도 홍성에서 자라고 배운 음악을 바탕으로 지역

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선율연주 시에는 그 음악  성격을 연주에 포함

하 는데, 특히 장단을 자유자재로 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고제 

선율과 매우 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반 로 장단을 반주할 때는 기

둥박을 치면서 잔 기교를 최 한 생략했다. 이러한 결과로 선율연주자가 

장단이 한배 안에서 자유로운 선율을 연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

다. 이 사실 역시 고제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결국 한성 이 

연주한 선율과 장단은 고제의 향을 크게 받아 온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주요어 : 한성 , 시나 , 고제, 고수, 고법, 피리

학  번 : 2010-3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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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세기말 조선왕조는 국력이 쇠하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존립의 위

기를 맞이하였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거치며 사회제도가 크게

변화되었고, 제도상으로도 민중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는 조선왕조의 몰락, 대한제국의 성립,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

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과거제도가 사라지고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굿이나 관혼상제

의 형식도 달라져야 했다. 이로써 기존의 질서와 제도가 한 순간에 변화

되었다. 음악인들도 생존을 위해 현실에 대응해야 했다. 근대시기 음악인

들의 연행활동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극장이었

다.

1902년 협률사 무대가 생겨난 이후 극장은 흥행사(興行社) 역할을 하

며 그 산하에 전속단체를 두고 정기적인 공연을 올렸다. 1907년에는 연

흥사, 단성사, 1908년에는 광무대, 장안사 등과 같은 사설극장이 설립되

어 전속배우를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한편 기술의 발달로 음반 발매와 라디오방송의 개국 등 음악의 소비가

다양한 매체로 확대되었다. 음악의 유통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어

음악계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1)

음반은 극장보다도 많은 연주곡목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1930년대 이후 기생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출신 음악가들이

상경하였다. 동시에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른 공존원칙은 깨지고 개인 역

량에 따라 경쟁을 시작하였다.2) 조선성악연구회는 전라도 지역의 성악가

1) 권도희, 한국근대음악사회사(서울: 민속원, 2005), 165-188쪽.
2) 권도희, “일제강점기,” 서울공연예술사(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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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었다. 이 단체는 한성준을 포함해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오태석 등 당대 최고의 판소리명창들이 발기하였다. 한성준은 창

립 때부터 조직의 중책을 맡을 만큼 음악계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던 인물로 꼽힌다.

한성준은 1874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근대로의 이행기

전반(全般)에 걸쳐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고 영향력있는 음악인으로서

활동하였다. 한성준은 무용계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잘 알려져 있

었다. 그의 무용사적 업적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전통춤을 창

작한 것이다.3) 그러나 한성준의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수(鼓手)

활동이다. 그가 참여한 유성기음반 녹음은 530면에 달한다.4) 이 중 대부

분은 판소리에서 고수를 담당한 음반이다.5) 한성준이 녹음활동을 했던

기간이 15년6)에 불과했지만 그 활동은 매우 왕성했었고, 당시 녹음량만

보아도 가장 인기있는 고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피리연주가로

서 시나위 음반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공연, 방송, 조직운영, 교육 등 다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근대시기 전후를 걸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오며 명성도 높은 고수라

는 사실은 당시의 음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연주

자에 대한 천착은 연행장소, 연행환경, 신분, 교육 등 한 시대를 이해하

439쪽.
3) 그가 창작한 춤인 태평무, 승무, 살풀이 등은 손녀인 한영숙(1920～1989)을
거쳐 후학들에게 전승되고 있다.

4) 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서울: 민속원, 1998)을
참고하여 한성준이 참여한 모든 음반의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유성기음반에
양면판, 쪽판 등이 있어 매수(枚數)보다는 면수(面數)가 의미있다. 이상의 530
면의 목록 전부는 본고의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5) 실제 한성준이 고수로서 음반작업에 참여한 건수는 총 409건으로 조사됐다.
6) 고수로 참여한 음반 중 가장 이른 시기는 1926년 7월 21에 발매된 Nt.B71 A
春香傳 리도령광한루나가는데 金昌龍 고 한성준 및 Nt.B71 B 春香傳 방자거
동보아라 金昌龍 고 한성준의 두 대목이며, 가장 만년(晩年)에 발매된 자료는
1940년 3월 22일자의 V.KJ-1358 B 오리정에서 돌아와서(비맞은 제비같이)
김연수, 고 한성준 및 V.KJ-1358 A 오리정이별 김연수, 고 한성준, 이상 두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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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음악적 특

징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인물연구로 종합할 수 있고, 그 결과의 누적이

음악사를 구성한다. 그러나 중요한 음악업적을 남긴 인물임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한성준에 대한 음악부문의 연구는 무용계만큼 활발하지 못했

다. 특히 음악 실체에 대한 접근, 예컨대 시나위 선율에 대한 연구 중 한

성준의 피리선율연구가 포함되거나 진양조 장단에 대한 연구에 일부분

포함되는 정도로 연구성과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성준의 음악활

동과 관련하여 생몰년, 성명, 출신 및 가족사항 등과 같은 개인사적인 내

용에 대한 보강과 그가 남긴 시나위 피리선율의 의미, 그리고 직접 연주

한 장단의 이해와 고형 제시와 같이 음악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성준 개인이 음악사 내에서 수행해온 의미있는 기록

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의 음악을 통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징으

로부터 오늘날 창작활동의 재료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가 반주한 고법의 고찰을 통하여 오늘날의 고법과 차이를 발견하고, 원

칙과 변칙을 준용하며 연주한 다양한 가락을 탐색하여 응용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은 고법 연구의 초석을 다져 장단 반주의 원리를 파악하

는 일로 발전할 수 있다. 고법연구는 주선율을 담당하는 연주자의 것도

아니며, 선율연주를 보(補)하는 역할이므로 즉흥적인 부분이 많다. 즉흥

성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으로 연주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공식화하기 어

려워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는 없더라도 남겨진 유성기음반의 음원자료를 갖고 실체에 대

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이룩한 한성준의 중요한 음악적 위상을 살피고 그

연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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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한성준의 전반적인 생애는 학술연구7)와 잡지 및 신문기사8) 등

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 그리고 1930년대의 신문․잡지기사 등을 통해서

도 간접적인 활동기록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9) 그러나 출생연도에 대

한 주장이 1874년 설10)과 1875년 설11)로 나뉘고, 사망연도에 관한 정보

7) 노동은, “한국음악가론1: 내포의 음악가들,” 음악학(서울: 한국음악학학회,
1997), 166-169쪽; 성기숙, 한국 전통춤 연구(서울: 현대미학사, 1999); 송방
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로,” 한
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4-45쪽; 이
병옥, “한성준 춤활동의 생애구분 고찰,”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학
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낙
재, 2014), 55-79쪽; 이병옥, “한성준의 가락과 춤인생,” 우리춤의 선구자를
말한다(한국미래춤학회 심포지움, 1996), 83-99쪽; 정혜란, “한성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한광수, “한성준의 예술세
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홍정아, “한성준 예술세계의 무
용사적 가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등.

8) “묵은 朝鮮의 새香氣 歌舞篇A 國唱 朴氏와 意氣投合 斯道에 精進大成!,” 조
선일보(서울: 조선일보사), 1938년 1월 6일자. 2면; “묵은 朝鮮의 새香氣 歌
舞篇B 國唱 朴氏와 意氣投合 斯道에 精進大成!,” 조선일보(서울: 조선일보
사), 1938년 1월 7일자. 2면; “고수오십년,” 朝光(1937); “長鼓로 眞境이르기
까지,” 삼천리(1935); 김을한, “명고수 한성준,” 춤(1976년 3월), 44-47쪽;
성기숙, “한성준류 전통춤의 형성과 전승계보,” 무용한국(1994), 여름․가을
호, 186쪽;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1):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
신문, 2002), 121호, 14-17쪽;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2): 한성준,” 국악
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2호, 14-16쪽;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
(3):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4호, 14-15쪽; 이자균, “이
자균의 명인 열전(4):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5호,
14-17쪽;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6):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
문, 2002), 127호, 14-15쪽; 박용구,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 동아일보
, 1959년 8월 18일 ～ 박용구,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9,” 동아일보,
1959년 9월 8일(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휴간).

9) 한성준만을 위한 연구자료는 아니지만 배연형 외, 한국공연예술자료선집1:
음악(서울: 민속원, 2002)이나 김수현, 한국근대기사자료집(서울: 민속원,
2009), 권1～10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 예술인들과 관련된 잡지기사를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810쪽; 문성렵,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사회과학출판사, 2002), 127～28쪽; 노동은, “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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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42년설12), 1941년 5월설13), 1941년 9월설14) 등으로 산견되므로 이

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또, 한성준의 활동시기 구분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가령 한성준의 활동시기를 3기(期)15)로 구분

하기도 하고, 4기(期)16), 때로는 5기(期)17)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한성준의 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관심이 최근 학계에서도 집중적

으로 조명되고 있으며18) 한성준 이후에 창작된 작품을 분석19)하거나 철

학적, 또는 이론적 해석 등과 같은 연구결과20)가 발표되고 있어서 매우

예술의 근대성,” 한성준 춤․소리 학술연구발표(한성준기념사업회, 1998),
3～44쪽 등.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권 24, 242쪽; 한
국인물대사전(서울: 중앙M&B, 1999), 2373쪽 등.

12)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1):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1호, 14-17쪽.

13) 노동은, “한성준 예술의 근대성,” 한성준 춤․소리 학술연구발표(1998), 16
쪽에서 호적등본에 의거했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
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7쪽을 통해 재인용함.

14)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
로,” 한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6-47쪽.

15) 손선숙, “한성준 작품세계가 한국신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 조선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홍정아, “한성준 예술세계의 무용사적 가치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등.

16) 임학선, “명무 한성준의 춤 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7) 이병옥, “한성준 춤활동의 생애구분 고찰,”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
낙재, 2014), 55-79쪽.

18) 한성준 춤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방안(연낙재, 2012); 근대 전
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연낙
재·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한성준 춤문화유산의 가치제고와 계승방안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연낙재, 2014) 등.

19) 박재희, “한영숙 승무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한국무용연구회, 1986),
제 4집; 임학선, “명무 한성준의 춤 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정성숙, “재인계통 춤의 특징과 무용사적 가치연구,” 성균관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외 다수.

20) 홍정아, “한성준 예술세계의 무용사적 가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황정숙, “한성준의 예술정신에 나타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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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이다. 그러나 오랜 음악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용부문의

업적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음악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에 한성준의 피리 선율에 대한 음악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음고의 측정을 통한 선율구조의 연

구21)와 다른 악기와의 합주에 나타난 선율분석이 주된 관심사였다.22) 그

동안 한성준의 진양조 장단은 24박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이혜구의 증

언23)에서 언급된 바가 있으며, 그 연주가 24박 단위로 되고 있는지 검토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24) 그러나 정작 한성준의 가장 핵심활동이라

할 수 있는 고수역할과 고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성준의 호적(戶籍)과 신문, 잡지, 방송기록, 녹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성준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성준이 연주한 피리선율과 경기․충청지

역 연주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한성준의 음악활동의 중심을 중고제와 연

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장단의 틀과 고형

을 통해 한성준 고법의 구체적인 현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상

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성준의 음악활동이 무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적 성향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등.
21) 윤형욱, “한성준 피리시나위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
예술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6.

22) 이정석, “합주 신방곡 신아위 선율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
전문사학위논문, 2014.

23) 이진원(채록연구),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2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04), 106쪽.

24) 박희순, “판소리 진양조 장단의 24박론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2010, 3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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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한성준의 활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분야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무용활동에 대한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

에 본고에서 무용활동과 관련된 논의는 제외하고 음악활동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성준의 음악활동을 영역별 활동사항과 선율적 특징, 고

법의 특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성준의 출생연

도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하여 출신과 학습배경, 활동사항 등을 연구범위

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출생연도인 1874년부터 사망

연도인 1941년까지이다. 각 장별로 활용할 자료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한성준의 음악활동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

서 한성준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정보로는 잡지글, 특히 조광25)의 기록

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또 생몰년, 이름, 가족사항 등에 대한 기록은 제

적등본의 확인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한성준 시나위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준

이 유성기음반을 통해 피리시나위를 녹음한 음반은 총 5면이 있다.26) 이

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중 오늘날 청취가 가능한

음원은 3종이 있으므로 이를 본고에서 논의하는 범위로 삼겠다.

25) “고수오십년,” 朝光(1937).
26) 유성기음반을 통해 음악 연구를 위해서는 음반 매수(枚數) 단위보다는 녹음
된 음원의 개수, 즉 면수(面數)가 더 중요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음원의 개수를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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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음반번호 분류 곡명 연주자
청취
가능
여부

1 Victor49064-A 합주 신방곡시나위(상)

가야금 심상건,

현금 백낙준,

소적 한성준

가능

2 Victor49064-B 합주
신방곡시나위(하)

늦은살풀이

가야금 심상건,

현금 백낙준,

소적 한성준

가능

3 Columbia40393-B 독주 시나위 한성준 가능

4 Polydor 19380 합주 새타령․살푸리

통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피리 한성준

불가

5 Polydor 19381 합주 진양조․중머리

통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피리 한성준

불가

<표 1> 한성준이 연주한 시나위 관련 음반 목록

Ⅳ장에서는 한성준이 연주한 장단 반주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준의 유성기음반 자료 중 판소리 고수로서 참여한 음반만 약

400여장이 존재한다. 음반에 “고 한성준”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었지만 실

제로 사용한 악기는 소리북과 장고로 나뉘었다. 따라서 실제 음원의 청

취 결과로서 소리북과 장고의 구분을 시도하였고, 그 목록을 부록에 실

었다.27) 한편 한성준이 고수로서 참여한 유성기음반의 수가 워낙 많은

관계로 본고에서 그 전체를 연구범위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연구범위를 Victor 춘향가 한 바탕과 Columbia 춘향가 한 바탕으로 좁

혀 설정하였다. 이 두 회사의 음반은 1930년대 최고의 명창들이 한성준

의 반주에 맞춰 녹음했다는 점과 춘향가 한 바탕 전부가 녹음되어 각 대

27) 오늘날 복각되어 청취가 가능한 음원에 한정되므로 개인 소장자료나 희귀
자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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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더욱이 Victor 춘향가는

소리북 반주의 음원이고, Columbia 춘향가는 장고 반주로 된 음원이다.

동일한 내용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대조적인 자료로서

음악적 가치가 있다.

Victor 춘향가의 본래 명칭은 ‘Victor KJ’음반으로서 ‘빅타 주니어’로

불리는 대중반(大衆盤)이다. 본고에서 연구범위로 삼은 원반(原盤)은

V.KJ 1111번부터 V.KJ 1129번까지 각 A면과 B면이며, CD로 복각된 
빅터판 춘향가28)를 활용하였다. 이 춘향가는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박록주, 김소희 등이 출연자로 참여하였고 한성준이 소리북을 담당했다.

1937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녹음된 것으로29) 각각의 창자(唱者)가 분창

(分唱)형식으로 참여한 음반이다.

Columbia 춘향가는 원반번호 Columbia 40540번부터 Columbia 40557

번까지 해당되며, 각 A면과 B면에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CD로 복각된

콜롬비아판 춘향가30)를 활용하였다. 이 춘향가는 이화중선, 김창룡, 오

비취, 권금주 등이 출연자로 참여하였고 한성준이 장고를 담당했다. 이

음반의 녹음일은 정보가 없으며 발매일은 1934년 11월과 12월, 그리고

1935년 4월로서 음반별 차이가 있다.31)

2) 연구방법

위에서 살펴본 범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8) SYNCD-009 빅터판 춘향가(서울: 신나라레코드, 1993), 1～3CD.
29) 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 웹사이트(http://www.78archive.co.kr). 검색일:
2016년 6월 20일.

30) SYNCD-013～014 콜롬비아판 춘향가(서울: 신나라레코드, 1993), 1～2CD.
31) 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 웹사이트(http://www.78archive.co.kr)에 따르면
Columbia 40540부터 Columbia 40545까지는 1934년 11월 20일 발매,
Columbia 40546부터 Columbia 40552까지는 1934년 12월 20일 발매,
Columbia 40553부터 Columbia 40556까지는 1935년 4월 5일 발매, 그리고
Columbia 40557 음반은 1935년 4월 20일 발매로 조사되었다. 검색일: 2016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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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한성준의 출신 및 학습배경, 그리고 음악활동을 살펴보고

자 한다. 필자는 한성준의 유년시절 자료와 행정적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묘지, 생가터, 청주한씨종친회 등의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고, 필요에 따라서는 홍성군청, 홍성도서관의 협조를 구하여 제적등본, 
홍성군지 등의 자료를 열람하기도 하였다.32) 이로써 본고에서는 한성준

의 가계도를 재구성하여 가업을 잇는 계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음악활동은 한성준이 연주한 극장공연 및 개인활동을 포함하지만 1920

년대 중반 이전의 자료는 대부분 본인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잡지기

사33)에 의존하였다. 그렇지만 경성방송국에서의 활동과 유성기음반 녹음

활동은 각각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34)과 한국 유성기음반 총목

록35)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성준이

참여한 조직은 당시 연예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신

문기록도 존재한다. 따라서 그 활동의 일면이 신문기사를 통해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은 조직활동의 일부로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록이 발견되므로 이를 활용하겠다.

Ⅲ장에서 사용한 3종의 시나위 음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

첫째로 Victor 49064-A 신방곡시나위(상) 진양조 음반이 있다. 이 음반

에 참여한 연주자는 가야금 심상건, 거문고 백낙준, 소적 한성준이었

다.36) 한편, 실제 청취를 통해 장고소리가 확인되지만 연주자는 미상(未

詳)이다. 이 음반의 레이블에는 진양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

어 있지만 실제 연주내용은 중모리 장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 음반

32) 홍성군에서는 한성준을 문화인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얻어 공용 제적등본을 열람할 수 있었다.

33) “고수오십년,” 朝光(1937).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서울: 민속원, 1999).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서울: 민속원, 1998).
36) 실제 청취 시에는 거문고 연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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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할 때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Victor 49064-A’와 같이 음반번호

를 그대로 호칭하고자 한다.

둘째, Victor 49064-B 신방곡시나위(하) 늦은살풀이 음반이다. 이 음반

역시 가야금 심상건, 거문고 백낙준, 소적 한성준이 연주자로 참여했고

장고 연주는 미상(未詳)이다. 이 음반의 레이블에는 늦은살풀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내용은 자진모리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이 음반을 언급할 때는 역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Victor

49064-B’로 칭하고자 한다.

셋째, Columbia 40393-B 시나위 음반이다. 이 음반은 한성준의 피리시

나위 독주 음반이다. 장고연주가 있지만 연주자는 미상(未詳)이다. 본고

에서 위의 ‘Victor 49064-A’ 및 ‘Victor 49064-B’ 음반과 명칭의 통일성

을 위해 ‘Columbia 40393-B’로 호칭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할 악보는 기존의 윤형욱과 이정석이 제시한 자료를 재

검토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였다.37) 채보는 오

선보 위에 실음으로 채보하였다. 그렇지만 3종의 음원은 음고가 다르고

각각의 음계에서 음이 기능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음악의 분석

은 계이름을 사용하였다. 한편 일부 논의과정에서 악보를 제시하며 서술

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일부분을 제시해야 할 때는 오선보 기보

법을 준수하되 ‘생략’이라고 표시하고,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용만 보이도

록 처리하였다.

Ⅳ장의 연구에서는 한성준의 고법을 채보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채보는 박을 세는 단위로서 소박, 여느박, 대박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

보형의 방식38)을 따라 정간보에 기록하였다. 이 때 점선은 소박(小拍)의

37) Victor 49064-A면의 레이블에 가야금, 거문고, 피리, 장고가 표기되어 있지
만 실제 음원에서 거문고는 들리지 않는다. 반면, Victor 49064-B면은 네 악
기의 소리가 모두 청취 가능하여 본고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를 채보한 악보
는 본고의 <부록 6>부터 <부록 8>에 실려 있다.

38) 이보형, “장단의 여느리듬型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연구,” 국악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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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판소리 고법이론을 다룬 연구에서 다양한 장단 채보법39)이 사

용되었으나, 한성준의 고법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유성기음반을 연구범위로서 설정한 이상 열악한 음질을 소리로서

만 연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40)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판소리

고법 연구에 사용된 소리북 및 장고의 부호를 참고하여 다음 <표 2>와

같은 기준으로 장단반주를 기보하겠다.

본고에서 채보에 사용된 부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덩(∣○)’은 북편

인 ‘쿵(○)’과 채편인 ‘딱()’을 동시에 친다는 의미로 두 부호가 합쳐진

기호를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고 교본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부

호이다.41) ‘척(○× )’은 북편을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채로 강하게 대점을

내려치는 소리이므로 북편을 손으로 막아 소리내는 타법의 부호인 ‘굽

(○× )’에 채편을 세게 치는 ‘딱()’을 더해 하나의 부호로 만들어 사용하였

다. 북편을 연주하는 ‘쿵(○)’이 있지만 이보다 약하게 연주할 때는 좀 더

문집(서울: 국립국악원, 1996), 101-156쪽.
39) 이보형, “판소리고법,” 중요무형문화재 해설, 음악편(서울: 문화공보부 문
화재관리국, 1985); 박헌봉, 창악대강(서울: 한국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66)
등에서 오선보에 5종(種)의 소리북 타점(打點)을 논의한 바 있다. 또 박상욱,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고법연구: 김동준, 김득수의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에서는 네 군데의 북의 打點을 들어 이선보(二線譜)를 도입하기도 하였
다. 장고기호를 변형하거나 소리북 연주를 위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한 정경
태, 국악보(전주: 보광출판사, 1955); 정화영, 판소리 북 연주법(鼓法)(서
울: 국립중앙극장, 1996); 우현영, “판소리에 쓰이는 長短의 原拍에 關한 硏
究,”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임청현, 판소리고법
(전주: 전라북도립국악원, 2005); 김혜정, 판소리음악론(서울: 민속원, 2009)
등이 있으며, 그 외 권은경, “판소리장단의 달고 맺음에 관한 연구: 자진모리
장단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과 같이 일선보(一
線譜)의 상하단을 각각 채편과 궁편으로 나누고 연주기법을 추가한 형식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40) 일부 고법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소리북의 타점(打點)까지 논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악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소리북 연주방법을
살피거나 실기교재 용도로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채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41) 임청현, 판소리고법(전주: 전라북도립국악원, 2005), 11쪽에는 합장단의 의
미로서 이를 가로로 눕혀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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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로 그려서 ‘○’으로 표기하였고, 구음을 읽는 방법도 ‘궁(○)’으로

연음화(軟音化) 하였다. ‘딱()’을 약하게 연주하는 ‘닥(·)’은 점을 찍는 정

도로 표시하였다. ‘기닥( )’과 ‘기리닥( )’은 소리북 구음과 장고 구음을

좀 더 투박하게 부르고 있었지만 이는 악기의 소리에 따른 구음이므로

기호는 동일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궁편을 약하게 한번 친 뒤 곧바로 양

쪽의 북편과 채편을 세게 치는 ‘구덩(○∣○)’과 궁편을 약하게 한 번 친 후

연달아 세게 한 번 더 치는 ‘구궁(○○)’과 같은 겹가락까지 표시하고자

한다.

타법
소리북
구음

장고
구음

부호 연주기법 설명

일반 타법
덩 덩 ∣○ 북편과 채편 양쪽을 친다
쿵 쿵 ○ 북편만 친다
딱(따) 딱(따)  채편만 친다

강한 타법 척 척 ○× 채편으로 강하게 대점을 내려친다

경(輕)한
타법

궁(구) 궁(구) ○ 북편만 울리되 약하게 연주한다
굽 굽 ○× 북편을 손으로 막아 소리낸다

닥(다) 닥(다) ·
채편만 울리되 약하게 연주한다.
‘딱()’과 ‘닥(·)’은 강약의 조절만
다를 뿐 같은 연주형태이다.

겹가락

따닥 기닥
북채로 매화점이나 소점을 약하게

친다

따라닥 기리닥
북채로 매화점이나 소점을 세 번

굴려서 친다

구덩 구덩 ○∣○
궁편을 약하게 한번 친 뒤 곧바로
양쪽의 북편과 채편을 세게 친다

구궁 구궁 ○○
궁편을 약하게 한번 친 후 연달아

세게 한번 더 친다

<표 2> 본고에서 사용되는 장단기보법의 부호와 구음설명

연주방법 중에는 ‘구궁(○○)’, ‘구덩(○∣○)’ 등과 같이 겹쳐 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때는 ‘궁’이 아니라 ‘구’로 발음하겠다. 그리고 본문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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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북 및 장고의 구음을 표시할 때는 작은따옴표를 삽입하고 부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지칭하는 바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리북 및 장고고형을 논의하는 항에서는 선율변화에 따른 고

형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오선보에 채보된 선율을 정간 장단보 위

에 추가로 삽입하였다. 나아가 오선보의 음자리표, 조표 등을 제외한 부

분부터 선율과 장단의 길이가 비교될 수 있도록 장단채보된 예보의 크기

를 조절하였다. 한편 예시로 제시된 장단 악보 중에는 추임새가 포함되

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한 칸의 크기가 작아 소박단위의 정간 안에 추임

새까지는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 표시를 하고 본

문에서 추임새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선율악보의 경우, Victor 춘향가는 필자가 직접 채보하였으며,

Columbia 춘향가는 신은주의 채보42)를 인용하되, 새로 사보하였다. 단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수정을 가감하고 그 내용을 첨언(添言)하였다.

또한 선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는 악보마다 창자(唱者)를 상단에 부

기(付記)하였다.

본고에서는 Victor판과 Columbia판 두 종류의 춘향가로 한정해 예시

를 들고 설명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발췌하고 한 대목 내에서 그 위치

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고자 한다. 우선 춘향가 전체를 가리킬 때는 ‘바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한다. 그리고 적성가, 옥중가와 같은 단위를 ‘대목’으로 칭하고자 한

다. 또, 한 대목 안에서 어떤 틀이 지어지는 현상, 예컨대 진양조 네 장

단이 하나의 묶음을 이루는 경우를 본고에서 ‘단락’으로 칭하였다. 진양

조 6박, 중모리 3박 4대박, 중중모리 및 자진모리 3소박 4박자 등과 같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단위를 한 ‘장단’으로 칭했다.

42) 신은주, “콜럼비아 <춘향가> 악보Ⅰ,” 한국음반학(서울: 한국고음반연구
회, 2004), 14호, 235-79쪽 및 신은주, “콜럼비아 <춘향가> 악보Ⅱ,” 한국음
반학(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5), 15호, 243-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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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성준의 음악활동

1. 출신과 학습

1) 생몰년

그동안 한성준의 출생연대와 관련해 1874년 설43)과 1875년 설44)이 있

어왔다. 그러나 조광(朝光)45)에서 한성준 본인이 출생일을 “갑술년 6

월 12일”이라고 직접 진술한 기록을 통해 갑술년인 1874년 6월 12일에

탄생한 것으로 본다. 한편 한성준의 호적에 기록된 생년월일은 1874년 2

월 12일이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용 1>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인용 1>

出生: 開國四百八拾參年貳月拾貳日46)

위 <인용 1>에서 조선개국인 1392년 + 483년 = 1875년에서 원년(元

年)을 제외하면 1874년이 되므로 이 해의 2월 12일이 호적상의 출생일이

다.47) 그러나 출생일 만큼은 한성준 본인이 진술한 생일이 더 정확한 정

43)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810쪽; 문성렵,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사회과학출판사, 2002), 127～28쪽; 노동은, “한성준
예술의 근대성,” 한성준 춤․소리 학술연구발표(한성준기념사업회, 1998),
3～44쪽 등.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권 24, 242쪽; 한
국인물대사전(서울: 중앙M&B, 1999), 2373쪽 등.

45) “고수오십년,” 朝光(1937).
46) 한성준 제적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 개국483년 2월 12일”
47) 예전에는 출생일이 호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음력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
적이 틀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실제생일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던 자료도 보인다. 이병옥, “한성준 춤활동의 생애구분 고찰,” 한
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
술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낙재, 201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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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성준의 출생지는 “충청남도 홍주군 고도면 고남하도리(洪州郡 高道

面 高南下道里)”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옛지명이다.48) 홍성지역의 행정

구역이 1941년 개편되면서 한성준의 생가터는 오늘날의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5번지49)로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의 홍성IC 부근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한성준의 사망 관련 주장은 1942년설50),

1941년 5월설51), 1941년 9월설52) 등이 있다. 1941년 5월설은 한성준이

경성방송에 출연한 마지막 기록이 5월 25일이고, 한성준이 고향에 돌아

가 병세가 악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53)

또 1942년설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한성준의 사망과 관

련해서 매일신보 1941년 9월 4일자에 “1941년 9월 3일 오전 5시 고향

충남 홍성군 고도면 상촌리에서 67세로 사망했다”는 보도54)가 전하고 있

기 때문에 1941년 9월설이 유력하다. 특히 이 날짜는 한성준의 호적등본

에서 발견되는 기록이 있어 더욱 신빙성이 있다. 그 내용은 <인용 2>와

48) 이 주소지는 한성준이 “고수오십년,” 朝光(1937)에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알려진 사실이다.

49) 성기숙, “한성준류 전통춤의 형성과 전승계보,” 무용한국(1994), 여름․가
을호, 186쪽의 기록이 그러하며, 실제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기록에서도 신
주소로 변경되어 있다.

50)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1):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1호, 14-17쪽.

51) 노동은, “한성준 예술의 근대성,” 한성준 춤․소리 학술연구발표(1998), 16
쪽에서 호적등본에 의거했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
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7쪽을 통해 재인용함.

52)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
로,” 한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6-47쪽.

53)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
로,” 한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6-47쪽.

54) “한성준씨 별세,” 매일신보, 1941년 9월 4일자 기사로,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춤의 전
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7쪽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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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여기서 한성준의 사망일을 소화 16(1941)년 9월 3일 오전 5시로

기록하고 있다.

<인용 2>

昭和拾六年九月參日午前五時 禮山郡德山面卜唐里五百九拾七番地於

テ同居者西原忠雄屆出 同月六日受付.55)

사망장소와 관련해 매일신보의 한성준 사망관련 기사56)는 한성준의

사망지를 충남 홍성군 고도면 상촌리로 보도하고 있다. 반면 호적등본에

는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597번지로 사망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도면57) 상촌리와 덕산면 복당리는 행정구역이 다를 뿐 매우 인접해

있는 동네이다. 더욱이 상촌리는 한성준 묘자리가 들어서게 되는 주소지

이므로58) 기사 작성 시 사망지와 장지(葬地)를 혼돈했을 가능성도 있다.

<도판 1>은 오늘날 홍성군 갈산면 일대의 지도인데, 신안리와 복당리의

행정 군계선(郡界線)이 나타나 있다. 마을간의 거리는 5Km 이내로 매우

가깝다.

55) 한성준 호적등본.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 16(1941)년 9월 3일 오
전 5시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597번지에서 동거자 서원충웅(西原忠雄, 장남)
이 신고, 같은 달 6일 접수함.”

56) “한성준씨 별세,” 매일신보, 1941년 9월 4일자 기사로,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춤의 전
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원, 2007), 47쪽에서 재인용함.

57)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는 갈산면에 편입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신문기사
원문에 따라 옛 지명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58) 이장(移葬)하기 전의 주소지를 지칭한다. 이장(移葬)과 관련해서는 성명 항
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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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오늘날 홍성군 갈산면 일대의 지도

<인용 2>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호적등본 기록에는 사망시각과 장

소, 그리고 사망신고자와 신고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

문기사보다도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성준의 사망관련

정보는 호적등본의 내용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성준의 사망원인으로는 “몸이 마비되는 증세,”59) “거동이 불편함,”60)

“숙환이던 신경통,”61) “숙환이던 심장병”62)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이 지

목되었다. 한성준을 곁에서 지켜봤던 한영숙의 회고에는 “중풍으로 인한

59) 손선숙, “한성준 작품세계가 한국 신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조선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21쪽.

60) 박수현, “한성준 춤의 무대화과정을 통한 현대적 계승에 관한 연구,”(용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8쪽.

61) 박수현, “한성준 춤의 무대화과정을 통한 현대적 계승에 관한 연구,”(용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8쪽.

62) 전은경, “한성준춤이 한국무용사에 끼친 영향”(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0),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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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불수”로 되어 있다.63) 그나마 가장 측근의 정보인데다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바가 마비 내지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한성준의 말년은 몸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

에서 귀향하였고, 출생지 인근에서 일정기간 숙환으로 고생하다가 사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성준의 사망일시는 1941년 9월 3일 오전 5

시이며, 사망장소는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597번지라 할 수 있다.

2) 성명

한성준의 ‘성준’은 예명(藝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준’이라

는 이름은 194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글은 한성준 이름과 관련된 공식적인 호적 기록이다.

<인용 3>

昭和拾五年九月參日大田地方法院洪城支廳, 許可=因リ其名文必爲成

俊ト名變更屆出同月拾日受付.64)

<인용 4>

昭和拾壹年六月八日午前參時禮山郡德山面上界里五百九拾八番地=○

テ死亡戶主韓文必屆出同月拾日受付.65)

<인용 3>은 한성준이 소화 15(1940)년 9월 3일 개명허가를 받았고 같

은 달 10일에 접수했다는 기록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문필(文必)’이라

63) 한국무용아카데미, 춤을 지키는 마음(한국무용아카데미, 1989), 66쪽.
64) 한성준 제적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15(1940)년 9월 3일 대전지방법
원 홍성지청 허가. 그 이름 문필을 성준으로 이름변경 신청, 같은 달 10일 접
수함.”

65) 한성준 제적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11(1936)년 6월 8일 오전 3시
예산군 덕산면 상계리 598번지에서 사망호주 한문필 신고, 같은 달 10일 접
수함.” 모친 김씨 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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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을 사용했던 기록이 호적에서 확인된다.66) 또한 모친 사망신고를

한문필(韓文必)이 했다는 기록이 <인용 4>에서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기록을 봤을 때 공식적인 이름은 ‘한문필’을 사용하였고, ‘한성준’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한문필’에서 ‘한성준’으로 개명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창씨개

명의 사실이 있었다. 일제는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

기 위해 1939년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

制)를 실시하였고, 1940년 2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

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67) 이러한 때에 한성준 역시 창씨개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68) 이 때의 기록을 보면 다음 <인용

5>와 같다.

<인용 5>

氏西原ト屆出昭和拾五年七月貳拾七日受付.69)

한성준은 소화 15(1940)년 7월 27일 니시하라(西原)로 창씨개명 하였

다.70) 따라서 한성준의 이름은 1874년 출생 이후부터 1940년 7월 27일까

66) 한성준 제적등본의 호주(戶主) 성명 란에는 본명인 ‘한문필(韓文必)’이 기록
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다.

67) “창씨개명,” 동아세계대백과(서울: 동아출판사, 1994), 권 26, 247쪽.
68) 한성준이 창씨를 한 이유를 단순히 친일행위의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
을 것 같다. 1940년 당시 한성준은 경성방송국 출연, 유성기음반 참여 등을
포함하여 서울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창씨를 선택하
지 않았을 경우 출연료 수급이나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
황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성준에게 창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
로 이해된다.

69) 한성준 제적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姓)를 니시하라(西原)로 신고. 소
화15(1940)년 7월 27일 접수함.”

70) 1940년 창씨개명에 대한 반발로 창씨개명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 창씨개명을 비꼬는 식으로 성(姓)을 짓기도 하였고, 창씨 속에 원성(原姓)
을 살리거나 본관을 창씨로 하는 대응이 일어났다. 이를 창씨개명거부운동으
로 보는데, 공교롭게도 한성준은 서원(西原)으로 성을 바꾼다. 니시하라(西原)
은 실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성씨이기도 하면서도 한성준에게는 나름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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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문필(韓文必)’이었고, 이 때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니시하라문

필(西原文必)’이었다가, 다시 9월 10일 이후부터 ‘니시하라성준(西原成俊)’

이 되어 이듬해 사망일까지 사용된다. 이상으로 한성준 본명의 변화를

간명하게 정리하면 <표 3>이 된다.

날짜 사용기간 호적상 이름

1874년 6월 12일～1940년 7월 27일 66년 한문필(韓文必)

1940년 7월 27일～1940년 9월 10일 44일 니시하라문필(西原文必)

1940년 9월 10일～1941년 9월 3일 1년 니시하라성준(西原成俊)

<표 3> 한성준 본명의 변화과정

한성준이 니시하라(西原)로 창씨한 직후 새 이름으로 라디오방송에 출

연한 흔적을 보이고 있으나,71) 곧 연예활동에서는 다시 ‘한성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72) 따라서 ‘한성준’이라는 이름을 줄곧 예명으로 사용한

듯하다. 이와 같이 추정하는 이유는 집안 내에서 또 다른 이름을 사용했

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성준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

다.

미있는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성준이 고의로 ‘원래 서쪽에
위치한 충청도 내포지역 출신이다’라는 의미로 서원(西原)을 성으로 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성준이 서울에서 음악생활을 영
위하는 동안 최소한 선율음악에서만큼은 경기․충청음악과 음악인들을 규합
하여 활동을 도모했고, 중고제적인 특징을 음악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기왕 바꾸게 된 성(姓)이라면 고향지역에 대
한 생각을 담은 의미를 선택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1) 경성방송국 1940년 10월 19일, 1941년 3월 2일, 1941년 4월 11일자 방송기록
에서 발견된다.

72) 경성방송국 1941년 5월 11일자 방송기록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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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6>

故淸州韓公成鎭(一名成俊)之墓.73)

한성준의 묘비에는 ‘성진(成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 옆

에 “一名成俊”이라고 부기(付記)되었다. 이는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또

존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진’과 관련된 더 이상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묘는 현재 이장(移葬)되었으며, 비석은 사라졌

다.74)

한편, 홍성군지(洪城郡誌)75)에서는 ‘춘석(春錫)’을 본명으로 제시하였

다.76) 그러나 ‘춘석’에 대한 다른 사료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것은 한성준이 평소 여러 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성준의 이름은 출처와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성준의 이름을 출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73) 전상진, “한성준 선생 기념사업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6),” 홍성신문,
2012년 10월 19일자 기사 중 비석 사진에 기록된 글을 옮겨 적음.

74) 전상진, “한성준 선생 기념사업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 홍성신문,
2012년 9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성준의 묘비는 1998년 홍성군 갈산면 갈
산초등학교 뒤편 야산에서 발견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기자가) 이미 (2012
년으로부터) 10여년 전 이애주 교수에게 종산의 일부를 매각했던 후손을 만
나 얘기를 들은 바, 한성준의 묘가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서부면 구도로 방
향 야산으로 이장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다. 홍성군, 한성준기념관 건립 기
본계획(홍성: 홍성군청, 2009), 14-15쪽에 이장한 묘지의 주소가 “홍성군 갈
산면 상촌리 산23-5(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주변환경의 설명과 함께 상세
지도가 기록되어 있다.

75) 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지(홍성: 홍성군지편찬위원회), 1993, 910쪽.
76) 한성준(韓成俊): 한성준(1875∼1935)의 본명은 춘석(春錫)으로 홍성군 갈산
면 가곡 출신이다. 그는 대명창 못지 않게 한말 궁내부(宮內府)에서 참봉직의
교지를 받았다. 그리고 경운동 일각에다 민씨저택 일부를 매입하여 이층집으
로 개축한 뒤 환국에서는 처음으로 민속악과 고전무용의 연구소를 개설하였
다. 여기에는 많은 외국인까지 드나들어 문화교류의 구실까지 하였다. 한성준
은 명고명무(名鼓名舞)를 겸비하였다. 그의 고수자세는 우화등선(羽化登仙)격
이라고 높이 평가받았다. 그가 북 앞에 앉아 있게 되면 명창들은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지(홍성: 홍성군지
편찬위원회), 1993,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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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용도 이름

예명(藝名) 한성준(成俊)

호적(戶籍) 한문필(文必)

묘비(墓碑) 한성진(成鎭)

홍성군지(洪城郡志) 한춘석(春錫)

창씨개명(姓) 니시하라성준(西原成俊)

<표 4> 출처에 따른 한성준의 이름

3) 가계

호적기록에 의해 한성준의 본관이 청주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

나 그 선친이나 가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77) 한성준의 부친은 한천오

(韓天五, ? ～1927)78)로 확인되며 모친 김씨(1856～1936)79)로만 알려졌고

이름은 미상이다.80) 부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고 모친 김씨는

77)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한성용 부회장과 필자와의 인터뷰 결과, 한씨 문중 내
에서 추가정보가 발견되기 전인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조회가 어렵다는 결론
에 이르렀다. 2016년 4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 대우빌
딩 602호.

78) 부친의 사망년도는 한성준 제적등본의 기록에 의하였다. 원문은 “昭和貳年
九月拾八日前戶主韓天五死亡”으로 기록되어 있다.

79) 모친 김씨의 생몰연대 또한 한성준 제적등본의 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한성
준 제적등본 중 모친 사망신고 기록을 문필이 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문 내
용 중 출생은 “開國四百六拾四年參月貳拾參日”로 표기되어 있고, 사망관련
내용은 “昭和拾壹年六月八日午前參時禮山郡德山面上界里五百九拾八番地=○テ
死亡戶主韓文必屆出同月拾日受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성준
의 모친 김씨는 [조선개국인 1392년 + 464년 = 1856-1년]을 적용하여 1855년
생 3월 23일 출생으로 볼 수 있다.

80) 이병옥, “한성준 춤활동의 생애구분 고찰,”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
낙재, 2014), 57쪽에 의하면 한성준의 모친 김씨는 1855년생으로 되어있다.
당시에는 근대식 호적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다가 음력표기 등으로 인해 호적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1855년에 대한 출처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문서를 근거로 한성준 모
친의 출생을 1856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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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 일대에서 이름 있는 당골네로 알려져 있다.81)

한편 한성준이 6남매 중 맏이인지 막내인지를 의심하는 글이 있었

다.82) 그러나 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했고, 실제 제적등본을 통해 살

펴본 바, 한성준은 장남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된

다.

<인용 7>

昭和貳年九月拾八日前戶主韓天五死亡=因リ戶主相續屆出拾月壹日受

付.83)

한성준의 형제가 6남매인지 아닌지는 제적등본 기록상 확인되는 정보는

아니었고,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동생 5남매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84)

한성준과 첫째 부인 사이에는 자손이 없으며, 후처 신씨와의 사이에서

장남 한희종(韓喜宗, 1903～ ? )85)과 차남 한창선(韓昌先, 1910～ ? )86)

81) 성기숙, “전통명인 박성옥의 예술세계 연구,” 한국무용연구, 권 29, 4쪽.
82) 김경주, “사료로 다시보는 한성준,” 한국 근대춤 인물사Ⅰ(서울: 현대미학
사, 1999), 147-48쪽.

83) 한성준 제적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 2(1927)년 9월 18일 전호주 한
천오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신고, 10월 1일 접수함.”

84) “고수오십년,” 朝光(1937).
85) 장남 한희종은 술을 좋아하여 탕진하고 한성준 작고 후 조선성악연구회에
있던 이부자리까지 팔아 술을 먹을 정도라는 고수(鼓手) 김득수의 증언이 있
었다. 정혜란, “한성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30쪽; 또 1938년 4월 23일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공연에서 장고를 연주
하고 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2): 1920～
1940년,” 한국음악사학보(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4), 235-36쪽. 그 외 장
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한희종의 출생연도는 “광무 6년 2월 14일”이
라는 제적등본 상의 출생년도를 서기년도로 변환한 것임.

86) 이보형,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16): 판소리유파(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92), 32쪽에 의하면 차남 창선이 한성준 사망 이후 조선음악무용연
구회를 운영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또,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
(1):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1호, 16쪽에 의하면 창선은
변사로 활동을 하다가 1990년대 초 원주에서 사망했다 한다. 한창선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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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낳았다. 장남 한희종은 그의 본처 박추월(朴秋月, 생몰년 미상)과의

사이에서 영석, 영환을 낳았다. 영계, 영금, 영기, 영숙, 영자 등의 모친은

미상이다. 이 중 영숙이 한성준으로부터 무용 후계자로 인정받은 한영숙

이다.87)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한 한성준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韓天五 □ ○ 金氏(巫)

□

文必(成俊)

○ 前妻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後妻 申氏

□

喜宗

○朴秋月(本妻) □

昌先○ ? (未詳)

□ □ ○ ○ □ ○ ○
永錫 永煥 永繼 永今 永基 英淑 永子
(1917) (1920) (1924) (1929) (1932) (1920) (1937)
大正6 大正9 大正13 昭和4 昭和7 大正9 昭和12

<표 5> 한성준 가계도(□는 남자, ○는 여자)

연도는 “융희 4년 10월 15일”이라는 제적등본 상의 출생년도를 서기년도로
변환한 것임.

87) 모두 ‘영(永)’자 돌림이나, 한영숙만이 ‘영(英)’자로 다른 글자를 사용하고 는
점, 다른 서자녀(庶子女)보다도 훨씬 옛날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등본
상에 기재된 순서가 끝에서 두 번째인 점, 호적의 추가 기재란에 ‘본적불명
(本籍不明)’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은 손녀 한영숙의 출생이 한성준의 여느
손자와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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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배경

① 세습무계 출신

충청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굿보다는 앉은굿이 성행하던 지역이

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88) <인용 8>에서 홍성지역, 특히 한

성준의 출생지인 갈산면의 무속에 대한 면모를 참고할 수 있다.

<인용 8>

무속

홍성지역 무속의 주류는 인근의 여느 충청지역과 마찬가지로 앉은굿이

다. 앉은굿은 법사 혹은 보살로 불리는 무속인이 앉아서 북과 양판 혹은 정

을 두드리며 경문 혹은 축원문을 암송하며 진행하는 굿이다. 법사는 흔히

남무(男巫)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신내림 현상 없이 스승 혹은 독학으로 경

문과 역학(易學)을 공부한 학습무(學習巫)이거나, 신병을 앓은 후에 내림굿

을 통해 무(巫)의 길로 들어선 강신무로 크게 나뉜다. 물론 강신체험을 한

법사들도 경문에 대한 공부를 해야 앉은굿을 할 수 있다. 한편, 보살은 일

반적으로 여자 무당을 말한다. 갈산면 일대에서는 과거에 이들을 ‘정쟁이’

혹은 ‘정꾼’이라고 주로 불렀다. 이는 그들이 진행하는 굿이 경을 읽는 형태

로 진행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이 지역에서는 ‘경’이 ‘정’으로 흔히

발음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중략)…

최근 갈산면에서 활동하는 법사와 보살은 거의 사라졌으며, 그나마 활동

하는 이들은 대체로 학습보다는 강신 체험을 바탕으로 굿을 하는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홍성문화원에서 1997년에 발간한 홍성의 무속과 점복
에는 갈산면 기산리에 거주하는 법사가 소개되어 있다.89)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한성준이 태어난 홍성군 갈산면의 무속 연행

방식은 여느 충청도 굿과 같이 앉은굿의 형태였다. 조선시대 신분제도

하에서 무속인의 계급은 천민에 속하며 대체로 가업(家業)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시대 재인청 조직은 경기, 충청, 전라 삼도의

88) 박혜정, “충남 내포 지역의 앉은굿 음악 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
국악학회, 2007), 135쪽.

89) 갈산면지편찬위원회, 갈산면지(홍성: 갈산면지편찬위원회, 2010),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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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 산이90)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도의

재인청과 달리 군에도 재인청이 있었는데, 그 계원은 세습무가만으로 한

정되었다. 무악을 반주하는 화랑, 줄넘기 등의 재인, 가무를 펼치는 예인

과 무악을 연주하는 광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조직에는 세습무만을

영입하고 있었다.91) 즉 무업(巫業)을 세습하는 집안의 자손에게만 허락

된 조직이 재인청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굿청은 신성하고 사적(私的)인 염원을 비는 공간이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 아이를 세워 춤추게 할 리 없다. 한성준은 7～8세 때부터 굿

에 참여해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린 나이부터 굿청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성준의 학습은 세습무계를 잇

는 가정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산이집단 내의 학습

한성준은 7～8세 때 외조부라 부르는 백운채에게 춤추는 것과 북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였다.92) 조광에 발표된 “고수 50년”에 그가 어린시

절에 학습하던 광경이 묘사되어 있어 이 때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인용 9>

일곱, 여덟의 어린 나이에 한다 하는 선생 앞에 두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춤 배우고 장고 배우기에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밥먹기도 잊어가면서 열심

히 배워왔다.

조그마한 몸, 어린 나이에 높다란 장고(長鼓)채에 매달려서 춤도 곧잘 췄

고 장단, 박자도 제법 쳤다. 한다 하는 명창(名唱)들이며 풍류객들이며 점잖

은 어른들 앞에 나아가서도 차츰차츰 머리로 쓰다듬어지며 귀여움과 칭찬

도 받았다. 이럴 때마다 어린 소년예동(少年藝童)인 나의 마음은 무한히 기

90) 조선시대 재인(才人)이나 광대(廣大)의 속칭으로 ‘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와 같은 광대들의 집단을 ‘산이집단’이라고도 하므로 본고에서 이 용어를 사
용하고자 한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855쪽.

91) 하주성. 경기도의 굿(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21쪽.
92) “고수오십년,” 朝光(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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뻤다. 또한 어린 마음에도 늘 엉뚱한 생각과 포부를 갖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여왔다.93)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명창은 산이집단에서 만날 수 있는 어

른들이다. 명창과 풍류객을 분리해서 말하는 사실로 미루어 두 신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 풍류객이나 점잖은 어른

들이라 함은 한성준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다. 한성준이 산이집단의

어른들과 함께 풍류방에 불려가 연주도 하면서 학습을 이어나간 정황이

보인다.

<인용 10>에는 “사면옥조(四面玉調)”가 등장하는데 이는 삼현육각 편

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며, ‘사면’ 자체가 삼현육각을 지칭하기도 한다.94)

고사당 차례와 묘소 소분(掃墳)과 같은 일은 제례(祭禮) 및 장례(葬禮)의

식의 하나이고, 이러한 절차에 전문예인이 초대되어 공연을 했다는 사실

은 한성준이 광대로서 산이집단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

다. 조선후기만 하더라도 산이집단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통과의례에 참

여하게 마련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한 각종 의식은 음악을 수요

로 한다. 산이집단은 각종 통과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해 나아

갈 수 있었고,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각

종 통과의례와 연관된 곳에서 연주하는 행위였다. 한성준이 12～13세가

되던 해에 과거가 끝나고 합격자의 축하잔치인 홍패, 백패를 탔다는 사

실 또한 한성준의 예술활동 배경에는 전문적인 조직이 뒷받침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용 10>

8～9세 때부터는 과거가 있어서 홍패사령 백패사령에 나서 고사당 차례와

93) “長鼓로 眞境이르기까지,” 삼천리(1935).
94) 이진원, “한성준 음악 및 그 활동에 대한 재검토,”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
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
(서울: 연낙재, 201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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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소분에는 사면옥조(四面玉調)와 소리, 춤이 있고, 산소에서 줄치고 재

주도 넘었는데 그런데 춤추러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95)

③ 학습계보

한성준은 14세 때 서학조에게 줄과 재주를 3년간 학습한다.96) 또 한성

준은 20세가 될 때까지 홍성 인근의 수덕사에서 춤과 장단공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14세부터 17세 때까지 줄과 재주를 배웠고, 20세 될 때까지

춤과 장단공부를 했다면 또 약 2～3년의 기간을 추가로 집중적으로 수학

한 셈이 된다.

한성준이 피리로 시나위를 연주해 음반으로 남긴 기록97)이 있지만 그

학습기록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반면 대금을 연주했다는 언급이 신문기

사를 통해 발견되고 있으며,98) 해금과 양금을 연주한 기록도 <인용 11>

에서 발견된다.

<인용 11>

일본에서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를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음악단체를 만들

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조선음악무용연구회 학생들에게 삼현육각을 위주로

여러 국악기들을 가르치셨다. ‘악가무극’ 일체를 주장해온 할아버지는 춤을

배우는 틈틈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악기를 다루도록 하였다.

한영숙에겐 양금을 가르쳐주었다. 양금은 다루기가 무척 쉬웠는데도 한

영숙은 매번 실수연발이었다. 이런 식으로 악기와 춤을 번갈아 배우고 있을

95) “고수오십년,” 朝光(1937).
96) 서학조가 기록상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앞서 “묘소 소분 때와 산소에서 줄치
고 재주도 넘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충청도 홍성부근의 산이집단에서 활동하
던 예인 중 기예가 출중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97) Columbia 40393-B 피리獨奏 神臥爲, 韓成俊; Victor 49064-A 合奏 神方曲
신아위(上) 진양조, 伽倻琴沈相健 玄琴白樂俊 小笛韓成俊, 長鼓 李中仙;
Victor 49064-B 合奏 神方曲신아위(下) 늦은살풀이, 伽倻琴沈相健 玄琴白樂
俊 小笛韓成俊, 長鼓 李中仙 이상의 세 음원이 현전(現傳)한다. 이상의 음원
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98) “묵은 朝鮮의 새香氣 歌舞篇B 國唱 朴氏와 意氣投合 斯道에 精進大成!,” 
조선일보(서울: 조선일보사), 1938년 1월 7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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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 라디오방송국에 다니는 이혜구가 그들의 악기연주 연습장면을 보고는

방송국에 출연시켜 주었다. …(중략)…

양금은 첫 박자를 치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 쳐야 하니까 자꾸만

음을 놓쳐버리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사정을 할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할

아버지는 연주하기가 쉬운 해금을 연주해보라고 권하였다.

한영숙이 보기에도 해금이 연주하기 쉬워 보여 해금을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이전 양금을 배울 때보다 더욱 자상하게 가르

쳐주셨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었다. …(후략).99)

이처럼 다양한 악기를 두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산이집단 내에서

삼현육각을 연주하며 터득된 음악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한성준이 해금연주자 또는 양금연주자로서 활동한 적은 없지

만 적어도 초급자에게 교습을 해주며 방송에 출연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성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련의 수련과정은 고수(鼓手) 뿐만 아

니라 음악과 성악, 그리고 춤까지 전방위에 걸친 다양한 학습을 거칠 수

있도록 한 배경이 된다. 그리고 한성준의 학습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이

포진하고 있어 전통음악의 각 형식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

성준의 스승에 대한 정보를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음악 학

습과 관련되어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과 계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9) 한국무용아카데미, 춤을 지키는 마음(한국무용아카데미, 1989),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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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북(장고) 줄타기 피리․대금․해금․양금

권번 백운채 백운채 서학조 미상

한성준

<표 6> 한성준의 학습계보

2. 한성준의 음악활동

한성준의 음악활동은 크게 공연활동, 방송활동, 음반활동, 조직운영활

동, 교육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성준이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서 개인 및 단체로서 활동한 기록과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100)을
통한 방송출연 기록, 그리고 한국 유성기음반 총목록101)에 기록된 연

주자 및 반주자로서의 활동자료 등을 활용해 한성준의 음악활동을 살펴

볼 수 있다. 또 신문 및 잡지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운영활

동 및 교육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항에서는 학습을 마

치고 난 후 본격적인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한성준 관련기록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공연활동

한성준은 20세가 되면서 홍성에서 태안, 안면도 등으로 음악활동 영역

을 넓혀갔다.102) 이 때 굿중패, 남사당, 모래굿패에 끼어서 다녔고, 당굿

1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서울: 민속원, 1999).
1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서울: 민속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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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어른의 생신에 가서 춤도 추었다.103) 그러나 이 시기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산이집단의 수입구조가 변하게 된다.104) 1900년대 이후 협률사

를 비롯한 극장의 공연형태가 중심이 된다. 음악인들은 극장과 전속계약

을 맺고 장기간 공연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유명세를 탄 음악가를 제외

하고는 기악반주자 개개인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

예로 1910년대 여러 극장에서 배응현, 심정순, 김재종 일행105) 등과 같이

전속으로 계약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성준의 이름 역시 신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시기가 1920년대 중반 이전이다.

무엇보다 한성준이 공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일은 서울에 정착

생활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다음 인용문에서 한성준이 서울에 정착

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인다.

<인용 12>

서울와서는 설흔한살 때에 새문안에 圓覺舍라는 것이 李太皇帝께서와 伊

藤博文先生이 짓게 하여 주서서 생기고, 演興寺라는 것도 생겨서 그곳에서

月給 四十五圓식 받고 定期로 興行하엿으며 사사노름도 있엇고하니 收入이

차츰 늘었습니다.106)

위의 인용문을 근거로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연흥사 설립과 관련된 추정107), 그리고 <인용 12>에 나타난 한

성준의 언급에 의해 원각사와 연흥사가 동시에 생겨나는 해는 1907년이

102) “고수오십년,” 朝光(1937).
103) “고수오십년,” 朝光(1937).
104) 갑오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과
거급제자의 잔치로 펼쳐진 재인광대의 기예나 재주 및 연주 등이 더 이상 행
해지지 않게 되는 등 음악인들의 수입구조와 연행환경도 변화를 겪게 된다.

105) 송혜진, “장안사 및 장안사 소속 ”일행“의 공연 활동 연구,” 한국음악사학
보(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4), 권 53, 275-81쪽.

106) “고수오십년,” 朝光(1937).
107) 유민영, 한국근대극장변천사(서울: 태학사, 1998),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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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108)

동대문 안 전기철도기계창이 광무대라는 극장으로 탈바꿈하여 전통연

희와 영화를 영리 목적으로 상연한 것은 1907년 5월말부터이다.109) 또,

1907년은 광무대, 연흥사, 원각사 등과 같은 공연장이 신설되고 전통연

희, 즉 당시 창극형태의 공연이 서서히 상연되기 시작한다. 서울에서 이

와 같이 공연장의 개관이 이어짐에 따라 판소리 창자는 물론이고 고수,

연주자 등 공연제작을 위한 인적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1907년 갓 상경

하여 연흥사 전속공연을 맡은 신예 고수가 정착생활을 할 만큼 이상의

일자리가 공급되었다. 한성준에게 있어서 이 때의 상경은 여러 방면에서

서울 정착생활이 가능했던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자료가 다

음의 광무대 개관식 자료에서 발견된다.110)

<인용 13>

1907년 동대문 안의 광무대 협률사111)가 신축 개관하였는데 이 때부터

송만갑은 이동백, 유공열, 한성준, 김창룡, 허금파, 강소향 등과 여기에 출연

하였다. 원각사 시절과는 모든 여건과 사정이 달랐으나, 규모는 작았어도

그런대로 판소리와 창극을 연행하였다.112)

한성준이 서울에 정착한 것은 스스로에게 매우 큰 변화를 초래했으며,

당시 공연업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서울 연흥사에

108) 한성준은 이 해를 31세로 기억하는데, 1874년(갑술년)생이 1907년을 맞이
하면 우리나이로 34세가 되고, 만나이를 적용한다 해도 최소 32세는 되어야
하므로 한성준의 기억에 혼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09) 유민영, 한국근대극장변천사(서울: 태학사, 1998), 71쪽.
110) 유민영, 한국근대극장변천사(서울: 태학사, 1998), 70쪽에 의하면 광무대
에서는 명창 김창환과 송만갑을 초빙하여 신진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기도
했던 극장이므로 한성준의 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
는다. 아래 박황, 판소리 二百年史(서울: 사사연, 1994), 150쪽을 인용한 글
은 원전기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적인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를 확
증할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111) 이 때의 협률사는 흥행회사(興行會社)의 개념으로 쓰였다.
112) 박황, 판소리 二百年史(서울: 사사연, 1994),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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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정출연을 함으로써 한성준이 받은 월급은 45원이었지만 그 월급의

액수와 관계없이 한성준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생긴 셈이다. 이것은

곧 서울에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극장 고정출연 외에도 ‘사사노름’이라 불리는 크고 작은 개인 공연활동

에도 참여했다.113) 한성준이 상경한지 9년만에 2700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114) 다양한 연주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115) 이러한 활동은 고수로서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

아가기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이 만족되어 가고 있었던 셈이다. 이 언급

으로 미루어봐서 당시 서울에 정착을 시작한 한성준은 중앙의 극장무대

와 그 외 음악이 연행되는 곳에서 모두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시기 한성준이 활동하던 영역은 소리(聲樂)와 기악(器樂)의 반주자

(鼓手)로서 장고나 북을 주로 연주하였다. 현재의 모습을 미루어 보건대

판소리, 산조, 민요 등과 같은 갈래에서 장고나 북반주는 그 공연의 형식

상 반드시 필요했다. 그만큼 고수는 당시에 수요가 많았던 직종인 것이

다. 한성준은 그 중 한 사람으로서 극장뿐만 아니라 요리집, 기생집을 비

롯하여 크고 작은 공연에 불려가 연주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김창환과 함께 지방 협률사에 참여해 삼남지방을 순회공연

하였다. 이 때 한성준이 함께 참가하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인용 14>

송만갑은 동대문 협률사에서 1년동안 창극을 지지하다가 그의 문도 중에

서 장판개(張判介), 김정문(金正文), 김광순(金光淳) 등의 명창후보가 배출

하자 1908년 가을 이동백, 김창룡, 유공열, 이선유, 장선오, 한성준, 강소향

113) “고수오십년,” 朝光(1937).
114) “고수오십년,” 朝光(1937).
115) 이 때 참여한 연주활동의 세부목록을 오늘날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연
흥사를 비롯한 극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09년에
평양기생으로 있던 마님의 총애를 받은 회고(回顧)로 보아 그 인맥으로 기생
들이 드나드는 요리집에 연주활동을 다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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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그의 문도들로 협률사를 조직하고 지방 순회에 나섰다. 송만갑 협률사

또한 김창환 협률사와 같이 어데를 가나 그 지방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

을 받았다고 한다.116)

1908년부터는 한성준이 송만갑과 함께 지방 순회공연을 떠났지만 이

활동은 시작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1910년 8월에 돌연 지방 순회공연

활동을 멈추게 된다.117) 1910년 8월 이후 송만갑 협률사118)에 속한 사원

들은 더 이상 지방 순회활동을 이어가지 않고 각자가 속한 곳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한성준도 그 중 한 명이었으므로 같은 처지에 놓였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한성준은 전적으로 지방 협률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울에서 음악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인용 15>

서울 生活中 다만 하나 잊저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三十二

歲때입니다. 五月 端午날 演興舍 낮노리에 노름을 페하고 나오는데 어떤 장

옷쓴 婦人이 문간에 지키다가 손으로 찌르고 따러오라는 짓을 하기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따러가니 밀통사 조끼를 보에 싸서 주었습니다. 그때는 여름

이라 밀롱사 조끼를 나만 안입었었는데 그때에 받고 아마 나를 동정하야

주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후략).119)

이 때120)는 송만갑과 지방순회공연을 다닐 때이다. 지방순회는 며칠씩

연이어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도중에

서울 공연장에서 전속출연을 하는 상황이 겹친다. 위의 기록에서 5월 단

116) 박황, 판소리 二百年史(서울: 사사연, 1994), 150쪽.
117) 박황, 판소리 二百年史(서울: 사사연, 1994), 151쪽.
118) 이 때의 협률사는 조선시대 궁중음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던 장악원의
음악적 활동과 유관한 의미가 아니라 사설 단체의 의미로서 쓰였다.

119) “고수오십년,” 朝光(1937).
120) 앞서 원각사와 연흥사가 생긴 해가 1907년이었고, 31살이라고 회고한 것으
로 봐서, 32살은 그 이듬해이므로 1908년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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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날에 1907년에 연흥사의 ‘낮노리’ 공연에 참가했다는 언급을 한 것을

봐서는 이미 서울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

다. 33세 때는 1909년을 의미하며, 이 때도 서울에서 평양명기인 마마님

의 사랑을 받은 일화121)가 있으므로 협률사 지방순회공연 틈틈이 서울에

서 벌어지는 다른 공연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122)

또한 한성준은 삼현육각 반주자들과 함께 연주활동을 하였고,123) 각

지방을 돌며 기생들의 무용반주를 통해 춤과 음악을 학습하거나 공연하

기도 했다. 28세 때 평양에 가서 명기(名妓)들과 함께 공연했던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 16>

28세 때인가 봅니다. 평양을 갔는데 명기(名妓)를 찾아가니 남도사람이 왔

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관찰사 생신인데 그 때 명기

는 예년(?), 高月仙, 明花 이분들이었습니다.

그 때 기생은 지금과 달라서 세도하는 명기였습니다. 바깥에서 왔다는 말

을 전하니 “얼마나 올려기수고 하였느냐”고 하면서 반가히 맞아들이고 얼

마있다가 부벽루노름 을 하였는데 명기들이 모이고 감사를 청하야 그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부벽루 아래는 비단장사가 많이 왔는데 춤출

때마다 그 비단을 계단 아래(階下)로 쏘아내어 주어서 그 때에 한 70필 가

121) “고수오십년,” 朝光(1937).
122) 송만갑 일행의 지방 순회공연활동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거나 한성준은
일부 공연일정에만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미 1905년 1월 1일을 기해 경부선철도
전선(全線)의 영업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시간은 이전
에 비해 크게 단축되었다. 경부선 철도 상에 있는 대도시라면 1일 이내에 서
울과 왕래 가능한 거리가 된 것이다. 이처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지방과 서
울을 오가며 공연활동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가능성만
언급하고자 한다.

123) 1920년대 남겨진 유성기음반을 통해 보면 피리연주자로서 시나위 및 염불,
타령, 굿거리 등 무용곡을 연주한 기록이 있다. 이 때 함께한 연주자가 김덕
진(해금), 방용현(대금), 지용구(해금, 장고) 등인데, 이들은 경기지역 출신으
로 경기 민속음악의 전문 연주자였다. 따라서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봤을 때
한성준은 서울․경기도 인근의 무속현장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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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배에 실고 왔습니다.124)

유랑생활에서 때로는 홀홀단신으로 권번이 있던 도시에 머물며 춤과

장단사범을 하며 지냈다는 주장도 있다.125) 한성준은 홍성인근의 근거리

부터 평양과 같이 원거리까지 기생들과 함께 장단 및 무용학습을 서로

배우는 등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1910년대 이후부터 1926년까지는 신문, 잡지 등 각종 공연

기록에 한성준의 이름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1915년126)과 1916127)

년에 걸쳐 경성구파조합의 명단에 이름이 있어 예외적으로 그의 행적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1926년 경성방송국 개국과 함께 왕성한 활

동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1930년대 유성기음반 녹음도 활발해지면서 음

반기록이 남아 있어 음악분야에서의 엄청난 활동량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조선악정회, 조선성악연구회,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등

의 활동은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한성준의 공연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다음 <표 7>은 1930년대 이후 한성준이 무대에서 음악활동을 했던 기록

이다.128)

124) “고수오십년,” 朝光(1937).
125) 송영환, “한성준 승무 춤사위에 대한 고찰,”(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학위
논문, 2004), 10쪽에 이와 같은 주장이 있으나 근거가 불명확하다. 위의 인용
문을 통해 봤을 때 한성준이 만난 기생은 당대 명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한성준과 그 일행이 미리 약속을 하거나 평양측의 요청을 받고 움직인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기들이 모이고 감사를 청했다는 언급으로 봐
서는 한성준 일행이 기생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준 정황, 즉 학습을 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126) 매일신보, 1915년 6월 1일자.
127) 매일신보, 1916년 3월 5일자.
128) 무용활동은 배제하였으며, 내용의 출처는 본고의 <부록 1> 한성준 연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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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시기) 내용 및 역할 장소

1928. 9. 12～13.
關北水害救濟名唱大音樂會 출연

이동백, 김창환의 鼓手
優美舘

1929. 9. 15～20. 조선명창대연주회 출연
매일신보사 내

래청각(來靑閣)
1930. 1. 19～20. 조선음률협회 제 1회 공연(鼓手) 조선극장
1930. 11. 19～20. 제1회 조선음악정화공연회(鼓手) 조선극장
1931. 3. 30～31. 조선음률협회 제 2회 공연(鼓手) 단성사

1931. 9. 28. 三女流名唱 共演大音樂會
長谷川町

경성공회당
1932. 6. 21. 조선음률협회 제 3회 공연 공회당

1933. 10. 20.
창극 출연

(박월정 가수, 한성준 고수)
미상

1934. 6. 12～14. 조선성악회 1회 공연
長谷川町

공회당
1935. 1. 28. 명창대회 참석(鼓手) 미상

1940. 2. 20～3. 2. 창극 옥루몽 상연(細笛 연주) 제일극장

1940. 3. 16.
한해구제명창대회(旱害救濟名唱大會)

조선일보

대강당
1940. 3. 17. 부민관 대강당

<표 7> 1930년대 이후 극장에서 공연한 한성준의 음악활동

2) 방송활동

한성준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방송이다. 한

성준이 1910년 전후부터 서울에서 쌓은 다양한 경력은 라디오방송과 유

성기음반에서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한성준이 고수로서 실력을 인정받

으면서부터는 더 없이 바쁜 활동을 해왔고, 그만큼 명성과 인맥이 축적

되었다. 1926년 경성방송국의 개국은 한성준에게 있어 극장을 제외하고

도 중앙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경성방송국은 개국 초기부터 국악방송을 포함하였다. 경성방송의 개국

은 1926년이다. 한성준은 1926년부터 1941년까지 총 648회의 방송 출연

기록을 갖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방송에 참여한 연주자

중 최다 출연자로 보인다.129) 당시 국악방송프로 편성의 담당자였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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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인용 17>

* 방송교섭 : 방송 출연자와의 방송교섭은 ㉠수송동(壽松洞)에 있었던 조선

정악전습소(1911- ), 다옥동(茶屋洞)에 있었던 조선권번(1918- ), 무교동(武

橋洞)에 있었던 한성권번, 처음에는 공평동(公平洞), 후에 익선동(益善洞)에

있었던 조선성악연구회(1933-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방송 출연자 교섭은

그런 기관과 대개 전화로 되었다. 출연자 교섭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방송

당일 방송국 내왕의 교통 교섭까지도 전화로 연락되었다. 당시에는 출연자

집에 개인의 전화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생방송이었고 지금 같은 녹

음방송을 몰랐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출연자를 일일이 방송국 자동차로

제 시간에 대어서 방송국으로 모시는 것이 큰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방송

당일 내가 조선권번에 전화 걸고 ‘오늘 김여란의 방송이 있는데 자동차를

어디로 보내릿가’ 물으면, 권번 측은 ‘자동차를 명월관으로 보내라’고 대답

한다. 그러면 자동차 전표에 명월관이라고 써서 운전기사에게 전한다. 그러

나 약속시간에 자동차가 명월관에 도착했어도 ― 그 당시에 종종 있었던

예로 ― 이미 방송 출연자 김여란은 손님하고 二차 놀이로 明月館을 떠나

성북동 음벽정으로 가버린 후여서, 그런 일이 큰 일이었다. 자동차가 종로

에서 성북동 음벽정까지 가려면, 방송시간에 대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면 ㉡비상수단으로 명월관에 마침 와 있는 기생 중에서 자동차 운전수가

생각나는 대로 기생 한 사람을 얼핏 채 가지고, 방송시간에 대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는 ㉢고수 한성준이 프로에 발표된 기생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어

느 댕기 딴 동기(童妓) 하나를 데리고 방송국에 왔기에 나는 화가 나서 한

성준에게 “어떻게 당신 맘대로 방송 출연자를 정하는 거요?” 라고 쏘아부

쳤다. 그러자 한성준은 나를 달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기생이 어디

론지 가버리고 없는데요. 그러지말고 이 선생 한번 들어 보세요. 시골서 갓

올라왔는데, 어린애지만 소리가 맹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머리 딴

129) 경성방송국의 개국부터 광복 이전까지 약 600여회의 출연횟수를 가진 연
주자는 한성준이 거의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통음악에서 기악연
주자 또는 성악의 창자와 달리 장단 반주자는 여러 레퍼토리에 중복출연이
가능하고 매일 출연하여도 식상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출연일자와
공연목록, 연주자 등은 본고의 <부록 3>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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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방송을 허용하였다. 과연 그 소리가 맹랑하였다. 그 동기가 바로 후

일의 명창 김소희(金素姬)였다. 그 때가 1933년 이중방송 개시 이전인 32년

같았다. 그 당시에는 모두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밖에도 별별 돌발사

건이 많았다.(밑줄 및 원문자는 필자 주)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본고에서 눈여겨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밑줄

친 ㉠과 같이 조선정악전습소, 조선권번, 한성권번, 조선성악연구회 등

기관의 담당자가 방송출연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급할 때

는 ㉡에서 보듯이 운전수가 출연자를 섭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상시

에는 이들 기관의 담당자가 방송출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우에 따라 ㉢의 증언에서 보듯이 함께 출연하는 사람이 연

주자를 추천하여 방송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성준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방송국에 소속되어 활

동하는 직원은 아닐지라도 방송제작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한성준이 사사노름을 지속하는 한 조선정악전습소를 제외하고

조선권번, 한성권번, 조선성악연구회 등은 한성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왜냐하면 한성준이 연주하거나 반주하는 음

악은 이들 기관에서 수요와 공급을 좌우했고 한성준은 그 틀 안에서 움

직였기 때문이다. 1930년과 1931년 조선일보의 기사에 조선음률협회의

공연출연자 가운데 본래의 소속이 나와 있는데, 한성준을 포함한 김창환,

김창룡, 심상건 등이 무소속으로 편입되어 있고 조선권번, 한성권번 및

기타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본래의 소속이 달라도 연주활

동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130)

방송 편성자 입장에서는 음악계, 특히 기악 및 성악을 아우르며 연락

이 용이하게 되는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고 반주자는 악기의 역할상 주변에 많은 기악연주자 및 성악가들과 돈

130) 조선일보, 1930년 9월 15일자와 1931년 9월 16일자의 기사를 참조하여
표로 작성한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0), 321쪽의 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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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섭외부장과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성준은 적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성준은 피리시나위 연주까지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악연주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한성준이 기악연주 시에 함께 대동한 연주자들

은 대부분 경기․충청지역의 음악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주자의 추

천과 구성에 있어 한성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볼 수 있

다. 김소희도 “한성준 눈 밖에 나면 방송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사석

(私席)에서 한 바가 있을 정도이다.131)

한성준이 이와 같은 역할을 라디오방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견

해가 처음 발표되는 것은 아니나,132) 방송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

은 사실이다. 한성준은 또한 라디오방송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연주자와

인맥을 쌓게 된다. 그 연주자들 중 함께 출연한 횟수가 가장 많은 연주

자는 방용현, 김덕진, 정정렬, 지용구, 심상건 순이었고, 총 154명의 연주

자가 한성준과 방송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133)

131) 배연형 증언(2015년 11월,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129호).
132)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2):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2호, 16쪽; 이진원, “한성준 음악 및 그 활동에 대한 재검토,” 한성
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
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낙재, 2014), 38쪽 등.

133)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계향, 강남중, 강소춘, 강앵주, 강장원, 강태홍,
강희구, 권금주, 권농옥, 권봉선, 김경파, 김경홍, 김광석, 김금옥, 김난주, 김
남수, 김덕진, 김란파, 김록주, 김만삼, 김매란, 김봉업, 김봉희, 김부용, 김세
준, 김소향, 김소희, 김순희, 김여란, 김연수, 김영근, 김옥선, 김옥주, 김운선,
김유앵, 김은자, 김정문, 김종기, 김창룡, 김창환, 김채련, 김채홍, 김청사, 김
청양, 김초향, 김해선, 김홍규, 노주언, 모추월, 모향화, 문연춘, 박동준, 박록
주, 박봉선, 박산월, 박소향, 박옥돌, 박옥화, 박월정, 박종기, 박초선, 박초월,
박추월, 박팔괘, 박화월, 방용현, 방응교, 백성환, 백점봉, 백천봉, 변진홍, 성
금화, 성용현, 송만갑, 송영숙, 신금홍, 신명학, 신성애, 신숙, 신채란, 신쾌동,
신태향, 심상건, 심재종, 양성초, 양정운, 엄재근, 오경임, 오비취, 오선근, 오
태석, 유공렬, 유동초, 유추성, 윤태병, 이기세, 이기창, 이기화, 이동백, 이선
유, 이소향, 이일선, 이취향, 이태순, 이학연, 임두철, 임방울, 임소향, 임승근,
임옥돌, 임유앵, 임학준, 장혜순, 정남희, 정원섭, 정정렬, 정해시, 정해식, 조
금옥, 조농옥, 조란옥, 조상선, 조소옥, 조숙자, 조앵무, 조영학, 조천홍, 조학
진, 주난향, 지용구, 최계란, 최난주, 최란수, 최명곤, 최봉익, 최석연, 최소옥,
최수성, 최월향, 하농주, 한간향, 한갑득, 한농선, 한봉선, 한성태, 한소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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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송국 국악방송의 연주목록에는 염불(念佛), 타령(打鈴), 굿거리,

신아위 등의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연주를 할 때 경성방송국의 분류

는 ‘속곡(俗曲)’이었다. 함께 연주한 연주자는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김덕진(해금), 방용현(대금), 한성준(필률), 지용구(장

고) 등으로 나타났다. 김덕진, 방용현, 지용구 등 3인은 모두 경기도 지

역의 악사들이며, 한성준이 피리연주자로서 방송에 참여할 때는 항상 이

3인으로 호흡을 맞추었다. 같은 속곡(俗曲)의 분류에 들면서 승무곡(僧舞

曲)이 연주될 때도 연주자 구성은 동일했다.134) 또한 별곡(別曲), 갈가보

나, 마두군악(軍樂)이 연주될 때도 있었다.135) 이와 같이 한성준이 피리

연주를 할 때는 거의 이 3인과 함께 하였기에 특히 함께 연주에 참여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굿음악은 화랭이들의 음악으로 오랜기간

숙련된 악사들끼리 서로 악기를 바꿔 연주하기도 하는 전통이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상호악기에 대한 이해와 연주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께 구

성원을 꾸릴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합은 한성준과 경기․충청지

역 악사들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방송활동 외에서도 이

들이 각종 음악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음을 추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

다.

어차피 경기도당굿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창법은 경기도 지방과 충청

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중고제의 판소리제라는 주장136)과 같이 경기지역

음악인과 내포지역 출신의 한성준이 음악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순, 한영희, 한희종, 함동정월, 현석년, 홍소월, 황대홍, 황운렬(가나다 순).
<부록 5>에 한성준과 동반 출연횟수 기준으로 정리된 도표가 제시됨.

134) 이 때는 1936년 5월 24일 일요일, 방송시간: 22:00-, 매일신보에 기록, 朝滿
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朝鮮舞踊曲 僧舞曲: 方龍鉉(大笒), 韓成俊(細笛), 金
德俊(杖鼓), 池龍九(杖鼓). 이 기록은 단 한 번 나온다. 김덕준은 김덕진의 오
기(誤記)로 보인다.

135) 韓成俊(피리), 金光錫(同), 鄭海是(大笒), 金德鎭(奚琴), 沈載從(杖鼓)
136) 하주성. 경기도의 굿(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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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반활동

유성기음반 역시 한성준이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분야이다. 1930년대

들어서 한성준은 본격적으로 유성기음반 녹음에 참여하게 된다. 1920년

대 음반시장에서 판소리 고수는 이흥원137)의 활동이 두드러지지만 1930

년대 들어서는 한성준이 왕성한 활동을 한다. 이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경성방송 국악방송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경성방송국은 1926년부터

방송송출을 시작하였고, 개국 초기부터 한성준은 방송에 자주 참석하였

다. 특히 1930년 이후에는 방송출연이 점차 증가추세였으며, 1930년대 중

후반이 되면 절정을 이룬다. 이와 때를 같이해 한성준의 유성기음반 녹

음횟수도 증가한다.

1930년대 들어서는 유성기 녹음과 음반발매가 보편화되었다. 음반시장

이 상업화되면서 점차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

때 음반의 발매를 기획하고 선곡하는 등의 기획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1930년대부터는 라디오방송과 유성기음반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

면서 음악의 소비시장이 변화를 겪게 된다. 음악인들에게 방송과 음반녹

음은 새로운 시장이 된다. 음반 한 장으로 당장 큰 수입이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부차적인 공연기회가 늘어나는 등 음악인들에게

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미 라디오방송을 통해 음악

인들의 인맥을 구축한 한성준은 음악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20세기 초기, 음반사(音盤社)의 비서구지역 출장녹음에 있어서는 조정,

통역, 연주자의 섭외나 선곡 등 현지문화를 이해하는 중개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1906년 호머 헐버트가 그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138) 1930년대에는 이전 시대보다 많은 기획자나 중

137) 이흥원(李興元)은 20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고이다. 경기도 남쪽 지역에
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출신지와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전경
욱, “이흥원(李興元),” 한국전통연희사전(서울: 민속원, 2014), 824쪽.

138) 배연형․석지훈, “20세기 초 유성기음반 녹음 연구: 1906년 녹음 미국 콜럼
비아와 빅터 레코드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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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자의 역할이 있었겠지만 위와 같이 한성준의 위치와 역할은 타의 추종

을 불허할 정도였다. 따라서 한성준이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은 비단 방송뿐만 아니라 유성기음반까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 조직운영활동

한성준은 1930년 ‘조선음률협회’를 이소향, 오태석, 조학진, 김창룡, 심

상건, 박록주, 김초향 등과 함께 조직한다.139) 또, 1932년 김창환, 정정렬,

오태석, 양철 등과 함께 ‘조선악정회’를 창립한다.140) 1934년에 들어 이동

백, 정정렬, 박록주 등 총 14명의 명창들과 투합하여 ‘조선성악연구회’를

창립141)하는데, 한성준은 ‘조선성악연구회’의 창립 초기부터 회계이사직

을 맡는다. 이 조직은 판소리명창들과 가야금병창 기악의 명인들이 주된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이다. 그러나 창립 당시에는 ‘조선음악연구회’라

는 명칭으로 시작했고, 성악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성격상 ‘조

선성악연구회’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142) 1937년에는 ‘조선음악무용

연구회’를 별도로 조직한다.143) 한성준, 김석구, 김덕진, 김선, 장홍심 등

이 발기한 이 단체는 무용단체이지만 무용과 음악은 항상 함께 연행했기

때문에 음악집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144) 1930년대 한성준이 참여했던

단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8집, 37-41쪽.
139) 같은 해에 한성준연예단을 조직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박황, 판소리이
백년사(서울: 사사연, 1994), 181쪽; 김종철, “국악계 70년의 동향,” 월간문
화재(서울: (사)무형문화재보호협회사무국, 1972), 11월호, 18쪽에서 발견되지
만 그 명칭만 등장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언급만 하고자 한다.

140) 조선일보, 1932년 1월 23일자.
141)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자.
142)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논집(경산: 한국음
악사학회, 1990), 329쪽.

143) 동아일보, 1938년 1월 19일; 조선일보, 1938년 4월 23일.
144)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서울: 민속원, 2005),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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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창립연도 음악내용 주요인물

경성구파조합
1914～15

(활동연도)
남도음악

한성준, 김봉문, 김창룡,

김기봉, 김창진, 박학준

등

조선음률협회 1930 남도음악

이소향, 오태석, 조학진,

김창룡, 심상건, 박록주,

김초향, 한성준

조선악정회 1932.1. 조선 음률
김창환, 정정렬, 한성준,

오태석, 양철

조선성악연구회 1934 남도음악
이동백, 정정렬, 박록주,

한성준 등

조선음악무용연구회 1937 무용, 음악
한성준, 김석구, 현철,

김덕진, 이강선, 장홍심

<표 8> 한성준이 참여했던 음악․무용관련 단체

조선성악연구회는 다른 단체보다도 막강한 활동을 자랑하였다. 이 조

직은 전라도 출신의 예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당시 유행한 창극

에 힘입어 건실한 조직으로서 입지를 굳혀나간다. 한성준은 줄곧 이 단

체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다가 1939년 5월 22일 정기총회 때부터 이사장으

로 선임되어 조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36년 이후부터 1940년까지 한성준은 경성방송국에 가장 많이 출연하

게 된다.145) 조선성악연구회의 전방위적인 활동은 이 단체가 당시 공연

예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공연관

련업계, 요릿집 등 무대를 갖춘 곳에서 남도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명창

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와 거리를 두면 안 되었다. 당대 유명한

명창이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연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공연은

당연히 사설 행사로 연결되고 음악인들에게 이러한 사설행사는 또 다른

145) 필자가 조사한 바, 이 기간에 한성준이 방송에 출연한 횟수는 경성방송국
개국부터 사망해인 1941까지 총 방송횟수의 5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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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이 되었기에 집단의 운영과 자금의 유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

이었다.

한편 조선성악연구회가 서울에서 남도음악계를 주도해갈 즈음 경기도

삼현육각 부문의 음악가와 충청도 창악 및 기악부문의 음악가들은 중심

부로부터 멀어졌다.14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준은 경기․충청지역의

음악가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에서

시연회를 하기 위해 홍성에 살고 있는 류공렬을 초청한 건147)을 보아도

그렇고, 시나위 유성기음반 녹음 시 가야금 심상건, 거문고 백락준과 함

께 참여한 것을 보아도 그러하며, 경성방송국의 속곡(俗曲) 연주자 구성

도 그렇다.

한성준이 주축이 되어 1937년 창립한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무용을 중

심으로 삼현육각 전문가들과 남도음악을 전공하는 충청도 출신 음악가들

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한성준이 동향

(同鄕) 인물들의 중앙무대 진출에 은근히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음악무용협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1938년부터 한성준은 전통춤 공연

과 교육에 그 무엇보다 많은 열정을 쏟는다.148) 이 단체가 비록 4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한성준에게 이 단체는 동향 출신의 예술가들과 함께

규합해 공연활동을 영위하고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937년 12월 28일, 한성준을 중심으로 창립된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약 4년간 활동하게 된다.149) 수 차례의 공연과

장기순회공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이 단체의 주축도 역시 한성

준이다. 이 단체의 활동을 통해 한성준은 세속화된 전통춤의 인식을 바

꾸고, 예술작품으로서 무대화하는 공을 세웠다.

146)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서울: 민속원, 2005), 198쪽.
147) 중외일보, 1928년 2월 12일자, 3면; 매일신보, 1928년 2월 13일자.
148) 전통춤에의 집중은 판소리가 이미 동․서편제로서 재편되어 중고제를 지
키고자 하는 한성준의 개척정신의 표출, 또는 새로운 활로 개척의 의미가 있
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149) 김영희,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서울: 대한무용학회, 2002), 32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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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활동

1934에 창립한 조선성악연구회는 남도음악의 전문집단이다. 한성준이

창립 초기부터 이사로서 발기하였으며 남도음악이 중심이긴 했지만 당시

무대공연에 필요한 성악과 기악 모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조직이었다.

특히 이 조직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교육이다. 1930년대까지 서울의 권

번에서 공식적으로 남도음악을 수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

해 남도음악의 공식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 또, 이동백, 송만갑, 정정렬

등과 같은 원로들은 교육활동에 열정적이었다.150) 특히 ‘조선성악연구회’

는 당시 사옥151)까지 갖춘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 운영에 있어 방송 및

음반계와 연결된 인적관계는 한성준이 가진 장점으로 작용한다. 조직 내

의 예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은 사실상 오늘날 기획사의 업무와 일

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선성악연구회’

는 오늘날 초대형 기획사의 인재배양 시스템의 원조라 할 수 있다.

1937년 창립된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한성준이 주축이 된 조직이다.

경성부 경운정(慶雲町) 47-1번지152)에 위치하며 창립 당시 30여명의 회

원으로 출발하였고, 전통춤의 교육과 공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성

준은 여러 차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조선춤을 배우는 이에게 무제한으로

150)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서울: 민속원, 2005), 189쪽.
151)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체 건물마저 소유한 대형 연예기획사 개
념의 조선성악연구소는 여러번 사옥을 옮기게 됐는데, 김성혜, “조선성악연구
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0), 331쪽
에 정리된 이 단체의 창립총회 자료를 토대로 사옥이 위치했던 소재지를 연
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수 일자 장소(주소지) 오늘날 위치

창립총회 1934. 5. 11 공평동 29번지 종각역 사거리
2회 1935. 5. ○ 기록없음 기록없음
3회 1936. 6. 30. 관훈정 4번지 인사동 거리
4회 1937. 5. 20.

익선정 159번지
종로2가 낙원상가

뒷편
5회 1938. 5. 23.
6회 1939. 5. 22.

152) 매일신보 1939년 2월 5일자. 오늘날의 서울 종로구 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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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줄 만큼153) 춤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원정 공연을 다녀와도 교

육에 몰두하였으며,154) 1941년 9월 낙향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무용공연

과 교육에 특히 집중하였다.

이상으로 한성준의 생몰년, 성명, 가계, 학습배경 등에 관해 살펴보았

다. 생몰년과 관련해 본고에서 조사한 바, 한성준은 1874년 6월 12일 탄

생하였고 1941년 9월 3일 오전 5시,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597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성준의 본명은 ‘한문필’ 이었으며, ‘한성준’

은 예명으로서 사용하였다. 그 외 성진(成鎭), 춘석(春錫) 등과 같은 이

름도 발견되지만 실제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1940년, ‘니시하라

성준(西原成俊)’으로 창씨개명을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고, 1년 후에

사망한다.

한성준은 세습무인 모친의 영향으로 홍성지역의 산이집단에서 활동하

였다. 이로 인해 줄과 재주, 악기연주, 소리, 춤 학습에 능하였다. 또 삼

현육각 연주에 참여하면서 피리, 대금, 해금, 양금 등을 익혔다.

20세 이후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고수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1907년 연흥사와의 전속계약 이후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다. 1920년대 중

반까지는 극장에서 ‘연주자 일행’으로서 공연활동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

인다. 경성방송국 개국 이후 방송 출연이 늘어나고, 1930년대 유성기음반

녹음 시 가장 인기좋은 고수가 되어 약 400여장의 음반에 참여했다.

특히 한성준은 경기․충청지역의 악사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 이들과

함께 방송 및 녹음활동을 지속하여 나아갔다. 김덕진, 방용현, 지용구 등

3인과는 기악곡 연주 시에 함께하였다. 류공렬, 심상건, 백락준 등과 같

이 충청지역의 성악․기악 명인들도 한성준과 함께 음악활동을 하며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한성준은 상대적으로 남도음악 위주

였던 서울의 음악계에 경기․충청 음악인 활동에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153) 동아일보, 1938년 1월 19일자.
154) 한국무용아카데미, 춤을 지키는 마음(한국무용아카데미, 1989), 5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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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 ‘경성구파배우조합’, ‘조선음률협회’, ‘조선악정회’, ‘조선성악연구회’,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등과 같이 대형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음악

계 안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졌고 후학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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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나위의 특징

한성준이 참여한 시나위 음반은 Victor 49064-A면, Victor 49064-B면,

그리고 Columbia 40393-B면의 3종이 있다. 한성준은 이들 음반에서 피

리를 연주하였다. 이 3종의 시나위 음원을 통해 한성준의 피리연주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특징, 악조, 좁은 음역, 장단의 불규칙한 악구 등을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로써 한성준 시나위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 한다.

1. 선율의 특징

한성준이 연주한 3종의 음원에서는 독특한 종지형 선율이 나타난다.

이 항에서는 각각의 종지형 선율에 명칭을 부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종지형 선율A’

한성준이 연주한 시나위의 피리 선율 중에는 특이한 종지형 선율이 나

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 곡이 여러 개의 악구(phrase)로 구분된

다. Victor 49064-A면에 나타나는 종지형 선율로서 ‘레-도-솔-라-미’가

보이고, 본고에서는 이를 ‘종지형 선율A’라 칭하고자 한다. Victor

49064-A면에 나타나는 종지형 선율 중 일부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155)

155) 예보에 제시된 번호는 채보한 피리선율 중 출현하는 순서대로 부여한 번
호이며 ‘종지형 선율 A’의 전체 채보는 본고의 <부록 6>에서 확인할 수 있
다. Victor 49064-A면에는 총 19개의 ‘종지형 선율A’가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7개만 예시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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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선율의 진행

ⓐ

ⓑ

ⓒ

ⓓ

ⓔ

ⓕ

ⓖ

<표 9> Victor 49064-A면에 나타나는 ‘종지형 선율’의 형태 중 일부

위의 <표 9>는 ‘종지형 선율A’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선율은 ‘레-

도-솔-라-미’의 진행이지만 그 리듬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번의 경우 한 박을 부점(附點)이 나타나는 리듬으로 연주하

고 있다. 이에 비해 ⓑ번의 ‘레-도-솔-라-미’는 ⓐ번 선율보다 상대적으

로 긴 리듬형으로 연주되었다. ⓒ번도 ‘레-도-솔-라-미’로 진행하는 구성

선율이 거의 한 박씩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종지형 선율A’는 그 진행에 출현하는 구성음이 동일하더라도 리듬의 변

화가 매우 다채롭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종지형 선율A’를

정의함에 있어 리듬부분까지 고정된 형태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음

이 진행하는 순서대로 그 기본적인 형태를 나타내고자 한다. <예보 1>

은 ‘종지형 선율A’의 기본형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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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 ‘종지형 선율A’의 기본형태

2) ‘종지형 선율A’의 구분

한편 ‘종지형 선율A’는 다시 휴지형과 지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악구가 구분될 때, 즉 ‘종지형 선율A’가 연주된 뒤에 따라오는 선

율의 연결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예보 2>와 같이 ‘종지형

선율A’가 연주된 직후 쉬는 박이 있으면 이를 휴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

고, <예보 3>처럼 ‘종지형 선율A’의 연주에 이어서 다음 선율이 연주되

면 지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보 2>와 <예보 3>에서 각각의 예시

를 ⓐ와 ⓑ의 두 종류씩 들어 ‘종지형 선율A’의 휴지형 및 종지형을 구

분지어 보았다.

ⓐ

ⓑ

<예보 2> ‘종지형 선율A’ 중 휴지형

ⓐ

ⓑ

<예보 3> ‘종지형 선율A’ 중 지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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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의 ⓐ번에 나타나는 예시는 ‘레-도’로 선율을 시작한 직후에

‘레-도-솔-라-미’를 연주하였다. 이어 두 박을 쉰 뒤에 또다시 새로운 선

율을 시작하였다. ‘종지형 선율A’에 여러 차례 다른 선율이 연주되고 있

음을 보이기 위해 ⓐ와 ⓑ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했지만 ⓑ는 ⓐ에 이

어지는 선율이다. 즉 ⓐ번 끝부분의 ‘레-도’ 선율에 곧이어 ⓑ의 ‘레-도-

솔-라-미’가 연결되어 연주된다. 이 때 다섯 박에 걸쳐 휴지(休止)가 나

타난 뒤 ‘미-솔’로 시작하는 다른 선율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종지형 선

율A’의 끝에 한두 박의 휴지가 나타나면서 하나의 악구를 마무리짓고

있었다.

<예보 3>에서는 ⓐ번 예시에 제시된 선율이 나타나기 전부터 다른 선

율이 연주되고 있었고, 뒤이어 ‘종지형 선율A’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네

모칸으로 표시된 ‘종지형 선율A’가 나타난 뒤 곧바로 다음 선율이 연주

된다. 즉 위의 예시에서 ‘레-도-솔-라-미’인 ‘종지형 선율A’가 연주된 직

후 ‘솔-레-도-솔-도’로서 뒤이은 선율이 휴지 없이 연주되고 있다. 이 곡

안에서는 ‘레-도-솔-라-미’가 반복되면서 하나의 악구를 종지하는 느낌

을 주고 있다. 한편 ⓑ의 선율도 앞의 선율이 이어지다가 ‘레-도-솔-라-

미’로서 하나의 종지가 지어진 후, ‘라-레-미-라’와 같은 선율로 진행하

고 있다. 이 때 휴지가 나타나지 않아 ‘종지형 선율A’를 연주하고 있더라

도 지속적인 느낌이 강하다.

요컨대 한성준 시나위의 피리선율은 ‘종지형 선율A’ 안에서만 해도 휴

지형, 지속형 등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한 선율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리듬의 조합도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단순한 피리선율이 지루하

지 않고 변화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결방식은 한성

준이 다양하게 선율을 운용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고 한성준

피리선율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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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지형 선율C’ 및 ‘종지형 선율D’

Columbia 40393-B면에서는 ‘레-도-솔-라-미’로 구성된 ‘종지형 선율

A’의 기본형태에 변형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도’가 더 붙여진 ‘레-도-솔

-라-도-미’의 형태가 나타난다. 또, ‘레’가 생략된 ‘도-솔-라-미’의 형태

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종지형 선율C’라 칭하고 그 예

시를 <예보 4>에 나타냈으며, 후자를 ‘종지형 선율D’라 칭하고 그 예시

를 <예보 5>에 나타냈다.

ⓐ

ⓑ

ⓒ

<예보 4> ‘종지형 선율C’가 ‘레-도-솔-라-도-미’로 진행하는 형태

ⓐ

ⓑ

ⓒ

<예보 5> ‘종지형 선율D’가 ‘도-솔-라-미’로 진행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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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형 선율C’ 및 ‘종지형 선율D’는 기본적으로 ‘종지형 선율A’가 변

형된 형태이고, 실제 음악연주에 있어서도 리듬의 변화가 있을 뿐 기본

적인 구조는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 4>의 ⓐ, ⓑ, ⓒ에

각각 나타나는 ‘레-도-솔-라-도-미’는 종지선율이 ‘레-도-솔-라-미’로

떨어지는 ’종지형 선율A’에 비해 ‘도’가 한 번 더 추가됨으로써 그 종지

과정에 지연효과를 가져온다. 또 ‘솔-라-미’일 경우 장2도-완전4도의 관

계로 선율이 종지되지만, ‘솔-라-도-미’의 경우에는 장2도-단3도-장6도

의 음정관계를 갖고 있어 전자와 후자의 선율하행 종지감이 다르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종지형 선율D’에서 ‘도-솔-라-미’는 완전4도-

장2도-완전4도의 구조를 갖고 있어 또 다른 모습의 하행종지를 보이고

있다.

‘종지형 선율A’, ‘종지형 선율C’ 및 ‘종지형 선율D’는 ‘레-도-솔-라-미’

중에 ‘레-도-솔’에서 선율이 하행하고, ‘솔-라’ 사이에서는 다시 상행했다

가 ‘라-미’에서 완전4도 아래로 하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선율이 하행

과 상행을 반복하면서 동적인 진행을 하지만 반대로 기존의 악조이론으

로서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종지형 선율C’와 ‘종지형 선율D’ 역시도 그 리듬의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리듬을

생략하고 선율진행만을 논의해야 한다. 선율의 진행을 기준으로는 다음

의 <예보 6> 및 <예보 7>과 같이 기본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보 6> ‘종지형 선율C’의 기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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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 ‘종지형 선율D’의 기본형태

4) ‘종지형 선율B’

Victor 49064-B면에는 ‘라-라-라-미’로 진행하는 선율형태가 자주 나

타난다. 그 기본형태는 다음의 <예보 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종지형 선율B’ 안에서는 리듬을 다양하

게 활용하여 선율을 생성하는데, 그 활용은 <표 10>156)과 같이 매우 다

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종지형 선율B’의 길이는 자진모리 한 장단에

해당하는 길이로 고정되어 있어 그 길이가 자유로운 ‘종지형 선율A’와

차이를 보인다.

<예보 8> ‘종지형 선율B’의 기본형태

156) 이 표에 제시된 번호는 채보한 피리선율 중 출현하는 순서대로 부여한 번
호이며 ‘종지형 선율 B’의 전체 채보는 본고의 <부록 7>에서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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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실제 연주선율 리듬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0> ‘종지형 선율B’ 내에서의 리듬변형

<표 10>의 ⓐ번의 경우 종지형 선율이 ‘라-라-라-미’로 진행하는데,

각 1박씩 총 4박에 걸쳐 장단이 진행된다. 이 때 제 1박 안의 1～3소박

의 리듬이 “2+1”, “1+2”, “1.5+0.5+1” 등과 같이 다양한 리듬의 조합으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선율연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더욱이 제 1박 안에서 일어나는 리듬의 조합방식은 제 2박,

3박 및 4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훨씬

다양한 리듬꼴을 연주할 수 있다. ⓑ의 선율은 ‘♩♪ ♩♪ ♩♪ ’와 같

은 리듬꼴을 갖고 있다. 선율은 ‘라-미’의 완전4도 관계를 반복하고 있어

‘종지형 선율B’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의 리듬이 일부 도치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율은 ‘라’

에서 ‘미’로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라-솔-라-솔’에서 ‘미-레-미’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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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다시 ‘라’로 올라간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접한 음, 즉 장2

도 이동이 일어나면서 크게 보면 ‘라-미’의 완전4도 틀을 유지하는 모습

을 ‘종지형 선율B’의 변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Victor 49064-A면, Victor 49064-B면, 그리고 Columbia

40393-B면의 3종의 음원을 통해 살펴보면 한성준의 시나위에서는 특이

한 종지형 선율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그 종류에 따라 A부터 D까지

별도로 명명하였다. ‘종지형 선율A’는 ‘레-도-솔-라-미’로 음이 구성되어

있다. ‘종지형 선율A’를 연주하고 하나의 단락을 맺은 상태에서 한두 박

을 쉬었다가 다른 선율을 연주하면 이를 휴지형으로 구분하였다. 반대로

휴지(休止)가 없이 바로 다음 단락의 연주를 시작하면 지속형으로 구분

하였다. 한편 ‘레-도-솔-라-미’의 중간에 ‘도’가 더 붙여진 ‘레-도-솔-라-

도-미’가 종지형으로서 연주되면 이를 ‘종지형 선율C’라 하였다. 또 ‘레’

가 생략되어 ‘도-솔-라-미’가 종지형으로서 연주되면 이를 ‘종지형 선율

D’라 칭하였다. 실제로 자진모리 장단으로 된 음악을 담고 있는 Victor

49064-B면에서는 ‘라-라-라-미’로 진행하는 선율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를 ‘종지형 선율 B’라 칭하였는데, 한 장단의 한배 안에서

그 활용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 악조 및 음기능

한성준이 연주한 시나위 3종의 피리 선율은 기존의 악조이론으로 설명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악조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징

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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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꺾는 음

① ‘레^도’

한성준 시나위 선율 중에는 꺾는 음이 출현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Victor 49064-A면의 선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예보 9> 한성준의 피리선율에서 ‘레^도’로 꺾는 음

<예보 9>는 Victor 49064-A에 나타난 한성준 시나위 피리선율의 시

작부분인데, ‘레^도’에서 꺾는 음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157) 특히

도입부분에 이와 같은 선율이 나오는 점은 일반적으로 ‘라’음을 길게 끌

어내는 남도시나위158)의 시작방법과 차이를 보이며, ‘미’음을 길게 끌어

시작하는 경기시나위159)의 도입부분과도 차이가 있다.

157) 이 현상은 곡의 시작 부분에 두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레^도’를 꺾어 내는 음은 다른 지역의 음구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형
태이므로 본고에서 언급하겠다.

158) 남도시나위 굿거리(살풀이)의 시작선율. 한국음악선집(32): 시나위(서울:
국립국악원, 2009), 1번 트랙.

159) 경기시나위 도살푸리의 시작선율. 한국음악선집(32): 시나위(서울: 국립
국악원, 2009), 3번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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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

아래 <예보 10>은 ‘Victor 49064-A’의 음원 중 20～21번째 장단이다.

한성준의 피리선율에서는 ‘레^도’ 외에 예시와 같이 ‘도^시’ 음을 꺾어 표

현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남도시나위의 일반적인 진행은 ‘도^시’에서 꺾

는 음이 출현한 뒤에 ‘라’를 거치거나 직접 ‘미’로 하행한다.160) 그러나

한성준의 피리선율은 ‘도^시’의 꺾는 음이 출현한 뒤에 ‘레’로 직행하거나

‘미-레-도^시’와 같이 다른 선율로 진행하는 경과음으로서 ‘도^시’ 음이

사용되기도 하여 그 움직임이 다르다. 더욱이 ‘시’ 음에서 요성이 나타나

지 않고, 여느 남도계면조적 특징과 같이 ‘라’ 또는 ‘미’로 하행하는 진행

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성준의 피리선율은 남도계면조적

인 특징과는 또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보 10> 한성준의 피리 선율에서 ‘도^시’로 꺾는 음

160) 남도 계면조에서는 ‘도^시’ 음이 나타나고 ‘라’음으로 하행한다. 아래 예시
는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선집: 시나위(서울: 국립국악원, 2009), 32집 중 1
번 트랙의 46번째 장단을 채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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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를 경유하는 선율진행

① ‘솔-라-레-도’의 선율진행

한성준의 피리선율에서는 ‘레’ 음을 경유하는 선율진행이 발견된다. 특

히 일반적인 경토리라면 ‘솔-라-도’로 진행할 것이지만 ‘레’를 경유해 ‘솔

-라-레-도’로 진행하는 형태가 그러하다. 아래 <예보 11>에 Victor

49064-A면의 7번째와 10번째 장단에 나타나는 ‘솔-라-레-도’의 진행을

예시로 제시했다. 경토리 상행진행의 특징은 ‘솔-라-도’로 선율을 시작하

는 창부타령에서 발견된다.161) 한성준의 피리선율도 ‘솔-라-도’로 상행

진행하지만 중간에 ‘레’를 경유하고 있어 ‘솔-라-레-도’가 되므로 경토리

의 상행진행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

ⓑ

<예보 11> 한성준 피리선율의 상행진행(‘솔-라-레-도’)의 예시

② ‘레-도-솔-라’의 선율진행

한성준 피리선율에는 ‘도-솔-라’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선율이 나타난

다. 그런데 한성준 피리선율에는 ‘도-솔-라’가 중심적인 선율이 되더라도

‘레’를 한 번 거쳐 ‘레-도-솔-라’ 또는 ‘도-솔-라-레’와 같은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다.162) <예보 12>는 Victor 49064-A면에 나타난 한성준 피리

161) 최경만, “창부타령,” 최경만의 피리연주곡집(서울: 신나라, 1994), 12번 트
랙. 원래 실음은 E♭이나 한성준 선율과의 비교를 위해 이조하였음.

162) 이 때 ‘레-도-솔-라’로 진행하면서 ‘미’로 하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종지형 선율A’이 된다. 이와 같이 ‘레’는 한성준 시나위의 피리선율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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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중 5번째 장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레-도-솔-라’의 진행

이 나타난다. 경토리의 하행선율은 ‘레-도-라-솔’로 진행163)하는데, <예

보 13>은 Victor 49064-A면에 수록되어 있는 한성준의 피리선율 중 27

번째 장단이다. ‘레-도-라-솔-라-솔’은 하행선율로 직행하지 않고 ‘솔-라

-솔’과 같은 역행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행선율이 ‘레-도-라-솔’

로 나타나야 하지만 ‘레-도-솔-라-미’로 진행과정에는 ‘솔’에서 ‘라’로 역

행하는 부분이 잠시 등장한다.

<예보 12> Victor 49064-A면 ‘레-도-솔-라’의 진행을 보이는 부분

<예보 13> Victor 49064-A면 피리선율 중 역행이 나타나는 지점

요컨대 한성준 시나위의 피리선율 중에는 상행선율인 ‘솔-라-레-도’나

하행선율인 ‘레-도-솔-라’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레’를 경유하는 특

징이 자주 발견된다.

3) ‘미’ 음의 요성(搖聲)

한성준의 시나위에 나타나는 피리선율 중에는 ‘라-미’로 진행하는 선

있어서 종지로 향하는 신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3) 최경만, “창부타령,” 최경만의 피리연주곡집(서울: 신나라, 1994), 12번 트
랙. 원래 실음은 E♭이나 한성준 선율과의 비교를 위해 이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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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예컨대 단락을 종지하는 선율인 ‘레-도-솔-라

-미’에서도 ‘라-미’가 발견되고, 여타 하행 진행에서도 발견된다. 남도시

나위의 ‘미’는 매우 깊게 떨며 ‘라-미-라’로 종지선율을 연주한다.164) 반

면, 한성준의 피리선율에서 나타나는 ‘미’ 음의 요성은 상대적으로 깊게

떨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종지선율도 ‘라’에서 ‘미’로 바로 진행되어 차

이를 보인다.

합주 형태인 Victor 49064-A면 및 B면의 시나위 음원에 한성준의 독

특한 피리선율이 나타난다. 가야금에 심상건, 거문고에 백락준이 한성준

과 함께 합주를 하고 있는데, 이 때 한성준이 연주하는 요성의 깊이가

깊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야금과 피리가 연주한 선율이 나타나는

Victor 49064-A면의 예시는 <예보 14>에 제시되었고, 가야금과 거문고

및 피리가 합주한 Victor 49064-B면의 예시는 <예보 15>에 제시했다.

이 때 네모 칸 안에 표시한 것은 요성이 나타나는 곳이다.

<예보 14> Victor 49064-A면의 가야금과 피리의 선율비교 및 요성

164)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선집: 시나위(서울: 국립국악원, 2009), 32집 중 1번
트랙의 30번째 장단을 채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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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5> Victor 49064-B면의 악기별 선율비교 및 요성

이상과 같이 한성준의 피리선율을 통해 악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성준의 피리선율에 ‘레^도’ 및 ‘도^시’ 등의 꺾는음이 출현한다.

이는 경토리나 육자배기토리에 나타나는 꺾는음과는 다른 형태이며, 음

계 내에서 기능하는 역할이 달라 기존의 음계이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독

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경토리의 상행선율이 ‘솔-라-도’로 진행하고 하행선율

은 ‘레-도-라-솔’로 진행한다. 반면, 한성준의 피리선율에서는 중간에

‘레’음이 삽입되어 있어 그 상행선율에는 ‘솔-라-레-도’와 같은 진행이

보인다. 또, 하행선율에는 ‘레-도-솔-라’로 연주되는데, ‘솔-라’에서 경토

리와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셋째, 남도계면조가 ‘라-미-라’로 종지하는데 반해 한성준 피리선율에

서는 ‘라-미’로 종지하여 남도계면조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발견

된다.

넷째, 남도계면조의 음악이 ‘라-미’로 하행할 때 ‘미’에서 깊게 요성을

내지만 한성준의 피리선율의 요성은 상대적으로 요성의 폭이 좁다.

요컨대 한성준의 시나위에서 악조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한성준 피리

선율이 나타내고 있는 구조는 경토리, 남도계면조 등 기존의 선법이론으

로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선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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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좁은 음역

한성준이 피리로 시나위를 연주한 선율의 음역은 상대적으로 좁게 나

타난다. 이는 한성준 시나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역과 관련된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음원에 나타난 전체 피리선율은 ‘종지형 선율’ A부터 D의 출현에 의해

각각의 악구(樂句)로 구분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예컨대 Victor

49064-A면은 총 19개의 악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악구

는 종지형 선율과 그 앞에 제시된 선율을 합한 것이므로, 종지형 선율의

앞에 제시된 선율을 ‘제시선율’이라 칭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종

지형 선율 A부터 D는 등장할 때마다 동일한 음구성을 갖고 있다. 따라

서 이 형태를 제외하고 제시선율만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여 그 음역을

살펴보고자 한다.165) Victor 49064-A면의 시나위에 나타난 악구별 제시

선율의 음역은 다음의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악구에서 나타나는 최고 및 최저 음고의 음정을 계산하여 부기(付記)하

였다.

165) 제시선율과 종지형 선율을 합쳐 악구(樂句, phrase)의 구분을 시도한 결과
는 악보의 형태로서 본고의 <부록 6>부터 <부록 8>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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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악구: 완전5도 2번째 악구: 장2도 3번째 악구: 단7도

4번째 악구: 완전5도 5번째 악구: 단7도 6번째 악구: 단9도

7번째 악구: 완전5도 8번째 악구: 완전8도 9번째 악구: 완전8도

10번째 악구: 완전8도 11번째 악구: 완전8도 12번째 악구: 장9도

13번째 악구: 완전5도 14번째 악구: 완전5도 15번째 악구: 장7도

16번째 악구: 완전5도 17번째 악구: 완전5도 18번째 악구: 완전5도

19번째 악구: 장6도

<표 11> Victor 49064-A면의 시나위에 나타난 악구별 제시선율의 음역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Victor 49064-A면에 나타난 악구별

제시선율의 음정은 최저 장2도부터 최고 장9도까지 나타난다. 제 6번째

와 12번째 등과 같이 9도 이상의 음정관계가 나타난 경우는 예외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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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한성준의 피리선율은 대개 한 옥타브 안에서

음정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완전 5도 이내의 음정관계에서 선율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좁은 음역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법으로 Victor 49064-B면에 나타난 악구별 제시선율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번째 악구 2번째 악구: 단6도 3번째 악구: 완전8도

-

4번째 악구 5번째 악구: 장9도 6번째 악구: 단6도

-

<표 12> Victor 49064-B면의 시나위에 나타난 악구별 제시선율의 음역

Victor 49064-B면에 나타난 ‘종지형 선율B’의 제시선율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정변화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선율

의 변화보다도 리듬의 변화가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게끔 연주하는 이 곡

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Columbia 40393-B면에 나타난 피리선율의 음역과 음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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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악구: 단7도 2번째 악구: 단2도 3번째 악구: 장6도

4번째 악구: 완전8도 5번째 악구: 단9도 6번째 악구: 완전5도

7번째 악구: 장7도 8번째 악구: 장9도 9번째 악구: 완전8도

10번째 악구: 완전8도 11번째 악구: 완전5도 12번째 악구: 장7도

<표 13> Columbia 40393-B면의 시나위에 나타난 악구별 제시선율의 음역

이와 같이 종지형 선율의 출현으로 악구를 구분해본 결과 한성준의 피

리선율에 나타난 음정은 최저 장2도부터 최대 장9도이다.

앞서 논의한 세 음원에서 피리연주의 음역은 대체로 한 옥타브를 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율의 진행 또한 ‘미-솔-라-도-레’의 다섯 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음정의 변화도 크지 않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성준의 피리연주가 비교적 고음역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미-라’ 또는 ‘솔-도’ 등과 같이 완전4도, 또는 완전5도

이내에서 움직인다. 아래 <예보 16>은 한성준의 피리선율에서 나타난

선율진행 중 4도 음정간격 이내에서 움직이는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

는 49064-A면에서, ⓑ는 49064-B면에서, ⓒ는 40393-B면에서 발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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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보 16> 4도 음정간격 이내에서 움직이는 선율진행

한성준이 연주한 피리선율의 음역이 좁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앞서 악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성

준의 피리선율에 경토리나 남도계면조의 전형적인 특징과 거리가 먼 선

율이 나타난다. 둘째, 이상 3종의 음원을 함께 연주한 연주자는 서산 출

신인 심상건, 강경 출신인 백락준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시기 경성방송
국 국악방송 목록에 나타난 시나위 연주자 중 한성준과 함께 한 연주자

들은 경기․충청의 기악 명인들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음악을

경기․충청의 음악인들의 음악으로 보고 있다. 시나위합주는 즉흥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연주자 간의 유대관계나 음악적인 정서를 공유한 자

들끼리만 연주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한성준이 연주한 음악

은 곧 경기․충청의 음악이라는 점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 나아가 경

기․충청지역의 음악은 결국 중고제 판소리의 선율과 그 제(制)를 공유

하기 때문에166) 한성준의 시나위 선율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곧 여러 중

고제 선율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선율 중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피리연주 방법 및 연행환경이 좁은 음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167)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166) 하주성. 경기도의 굿(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95쪽.
167) 피리의 경우, 징이나 장고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좁은 음역이 나타나는 음원이 발견되기 때문에 충청지역의 선율과 음역이 단
순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당굿 악사 곽승헌과의 인터뷰(2016년 7월 3일,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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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성준의 연주에서 발견되는

피리선율은 화려한 연주보다도 단순하고 덤덤한 연주가 나타난다. 그러

나 리듬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선율을 구사하여 지루하지 않고도 즉흥적

변화가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연주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성준 피리선율은 좁은 음역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선율

연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성준의 피리 선율에서 경기․충청지역의 음악

적 특징들이 발견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또한 전라도 지역의 특

징과도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은 선행연구168)에서 언급한

중고제적 특징에 대부분 부합하기 때문에 한성준이 연주한 피리선율에

나타난 특징을 중고제적 특징과 연관지을 수 있다.

아래의 <표 14>는 한성준이 연주한 3종의 음원을 바탕으로 오늘날 피

리 운지법으로 재현해본 것이다.169)

와 전화통화)에서 “경기지역의 굿에서 비청을 내더라도 굳이 한손으로 연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반대로 전라도 영암의 무속악사
한영호(2016년 7월 8일, 필자와 전화통화)는 “악사가 부족할 때 부득이하게
한 손으로 연주하는 것”이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더욱이 충청지역의
악사가 한 손으로 피리를 연주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증인도 나타나지 않았
다. 따라서 피리선율이 단순한 이유에 대해 확대해석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168)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 SP음반 수록곡의 선율 분석을 중심으로,”(서
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6-67쪽; 배연형, “판소리 中古
制 論,” 판소리연구(서울: 판소리학회, 1994), 제 5집, 194쪽; 이보형, “유파
개념 중고제와 악조개념 중고제,” 판소리연구(서울: 판소리학회, 2007), 23
호, 337-371쪽.

169) 피리 연주 시 역취(力吹)가 가능하므로 같은 운지에서 약간의 음정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같은 지공에서 여러 음고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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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지공

1 2 3 4 5 6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4> 한성준 시나위의 음고와 피리의 운지

4. 불규칙한 악구(phrase)

앞서 한성준의 피리 선율 중에 종지형이 특이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종지선율의 출현위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선율과 장단과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Victor 49064-A면에 등장하는 ‘종

지형 선율A’를 출현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해 보니 총 19개의 악

구가 나타났다. 이 때 시작하는 박의 위치와 지속하는 박자수 등은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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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래의 <예보 17>은 Victor 49064-A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선율이

다. ‘레^도’로 시작한 음을 길게 지속하다가 ‘종지형 선율A’의 전형적인

형태인 ‘레-도-솔-라-미’로 진행한다. 종지형 선율이 시작하는 위치는 제

2대박 3여느박의 위치이다.

<예보 17> Victor 49064-A면 첫 번째 장단의 ‘종지형 선율A’ 출현

아래 <예보 18>의 경우는 위의 ①의 종지형 선율이 연주된 다음 또

다시 ‘레^도’가 연주되었고, 이를 이어서 ‘레-도-솔-라-미’로 연결되는 선

율이다. ②는 제 1대박 1박에서 시작하였다.

<예보 18> Victor 49064-A면 두 번째 장단의 ‘종지형 선율A’ 출현

아래 <예보 19>에서 보듯이 ③은 제 2대박 3박에서 종지형 선율이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19> Victor 49064-A면의 세 번째 장단의 ‘종지형 선율A’ 출현

위에서 ①～③을 예로 들었지만 ‘종지형 선율A’가 시작하고 끝나는 위

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장단의 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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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의 <도판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170)

170) <도판 2>에 나타낸 숫자는 중모리 장단의 박수(拍數)를 나타낸다. 아울러
직선은 제시선율을 의미하고, 물결선은 종지형 선율의 연주를 의미한다. 이
실제 연주하는 선율로서 기록된 오선보는 <부록 6>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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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Victor 49064-A면 ‘선율 종지형A’의 시작위치 및 지속박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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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준은 피리로 ‘종지형 선율A’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선율이 시작

하는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이 지속되는 길이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위의 <도판 2>에서 ①의 ‘종지형 선율A’는 제 2

대박 3소박에서 시작하여 제 3대박 3소박까지 4소박에 걸쳐 연주되었다.

②의 ‘종지형 선율A’도 제 1대박 1소박에서 시작하여 제 2대박 2소박까

지 5소박에 걸쳐 연주되었다. ③의 ‘종지형 선율A’는 제 2대박 3소박에서

시작하여 제 4대박 2소박까지 6소박에 걸쳐 연주되었다. 중모리 한 장단

이 12소박에 해당하는 시가(時價)를 가질 때 같은 ‘종지형 선율A’라 하

더라도 각각 다른 양상과 시가로 표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볼 때 한성준은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선율 연주에 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성준은 장단 구조에 매우 밝은 고

수 출신이다. “장단을 알고 거기에 자유자재로 ‘한배’나 ‘박자’를 쳐야 한

다.”고 말할 정도로 장단의 틀을 넘나드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

로 여기고 있다.171) 따라서 한성준 자신이 선율악기를 연주할 때 장단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전체 음악적 구조 안에서 즉흥적으로 장단을 운

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한성준이 장단의 구조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

는 상태에서 선율 연주에 임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Victor 49064-B면에서 파악한 점인데, 비록 ‘라-라-라-미’의

단순한 골격음 구조를 가진 3소박 4박의 자진모리 구조에서도 한성준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연주하였다. 이 조합은 앞서 <표 10>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었다. 3소박 안에서도 리듬의 조합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한성준이 구사하는 선율에 이렇듯 다양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 구성원리 안에서 무수히 많은 즉흥적인 가락을

생성하고 연주하였다.

171) “長鼓로 眞境이르기까지,” 삼천리(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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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법의 구조 및 특징

본 항에서는 한성준이 연주한 장단의 구조와 소리북 및 장고로 연주한

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각의 장단별로 한성준이 이해하고 있는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Victor 및 Columbia 춘향가에 나타난 고

형을 채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 바탕의 춘향가는 각각 소리북과 장

고로 반주되어 있는데, 악기의 특성에 따라 반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1. 진양조 장단

1) 틀

한성준의 고법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진양조 장단을 연주하고 있는 틀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Victor 춘향가와

Columbia 춘향가에 나타나는 모든 진양조 장단을 대상으로 삼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을 선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성준이 진양조 장단을 이해하고 있는 틀을 살펴보기 위해 Victor 춘

향가 첫 대목인 적성가 대목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적성가>

1～4장단 적성의/아-침/날은/늦인안개

5～8장단 끼워흐-있고/녹수-/저문 봄은/화류동풍

9～12장단
들렀난디/요현기구화촌외난/임고대를일러있고/자각단루 분

명한

13～16장단
광한루/이름이로구나/광한루도 좋다마는/오작교가 더욱 좋

다

17～20장단 오작교가/분명허-면/견우직녀/없을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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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사는 Victor 춘향가 중 적성가 대목이며 진양조 장단으로 되어

있다. 이 때 6박 길이의 한 장단은 ‘/’ 부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글자 위

에 네모칸이 그려져 있는 것은 합장단 ‘덩(∣○)’이 연주된 곳이다. 첫 번째

합장단이 나타나는 곳은 적성가 대목의 다섯 번째 장단인 ‘끼워흐-있고’

이다. 이와 같이 합장단이 연주된 곳을 조사해보면 네 장단마다 한 번씩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172) 합장단 ‘덩(∣○)’은 주로 한 장

단의 첫 박에서 연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매 단락마다의 첫 박에 합장

단이 연주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나 지속적으로

진행될 내용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실제로 위의 예시는 네 장

단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

네 장단마다 합장단이 나타나는 점 말고도 각 단락의 두 번째 장단173)

과 세 번째 장단174), 그리고 네 번째 장단175)에서 연주되는 고형에서 일

정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보 20>에 제시한 것은 V.KJ 1111-A면에 수록된 적성가 대목의 2,

6, 10, 14, 18번째 장단에 해당되며, 각 단락에서 두 번째 장단에 위치한

다. 이들 장단의 특징은 제 5박에서 ‘덩(∣○)’, ‘딱기리닥( )’, ‘덩닥(∣○·)’,
‘딱닥(·)’ 등과 같은 연주를 한 뒤에 제 6박에서 ‘딱()’, ‘닥닥(··)’과 같

은 연주가 나타나거나 전혀 연주하지 않는 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5～6박에 어떤 고형이 되었건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2) 가장 첫 장단인 ‘적성의’의 첫 글자에서는 정작 합장단의 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 대목을 시작하는 내드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드
름 첫 장단은 고수가 장단을 가늠하기 위해 연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73) “아-침”, “녹수-”, “요현기구화촌외난”, “이름이로구나”, “분명허면”을 일컫
는다.

174) “날은”, “저문 봄은”, “임고대를 일러있고”. “광한루도 좋다마는”, “견우직
녀”를 일컫는다.

175) “늦인안개”, “화류동풍”, “자각단루 분명한”, “오작교가 더욱 좋다”, “없을소
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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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 V.KJ 1111-A면 적성가 대목 중 2, 6, 10, 14, 18번째 장단

<예보 21>은 V.KJ 1111-A면에 수록된 적성가 대목의 3, 7, 11, 15,

19번째 장단으로서 네 장단 단위로 이루어진 단락의 틀 안에서 세 번째

장단에 위치한다. 이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여기서는 6

박보다도 5박에서 ‘척(○× )’하고 강하게 한 번 연주하는 형태가 자주 나타

난다. 이처럼 세 번째 순서에 오는 장단에서는 제 5박에서의 ‘척(○× )’이
매우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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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1> V.KJ 1111-A면 적성가 대목 중 3, 7, 11, 15, 19번째 장단

<예보 22>는 V.KJ 1111-A면에 수록된 적성가 대목의 4, 8, 12, 16,

20번째 장단으로서 각 단락에서 네 번째 장단에 위치한다. 네 번째 장단

에 위치한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여기서는 5～6박에 걸

쳐 ‘구구궁(○○○)’과 ‘구궁(○○)’, ‘구궁(○○)’과 ‘궁(○)’, ‘구궁(○○)’과 ‘궁닥

(○·)’ 등과 같이 궁편의 소리가 중첩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고형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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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2> V.KJ 1111-A면 적성가 대목 중 4, 8, 12, 16, 20번째 장단

이와 같이 한성준이 연주한 다른 대목에서도 진양조 장단이 네 장단마

다의 틀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대목을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은 V.KJ 1113-A면에 수록된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이다.

<이윽고 퇴령소리>

1～4장단 이윽고/퇴령소리/도련님이 좋아라고/방자불러 앞을 세우고

5～8장단
춘향 집을 건너간다/대문에를 들어서니/문전으 청삽사리 덜

컹 짓고/쫓아 나오니 건넌방

9장단 춘향의 모 개를 쫓아 나오는구나

이 대목 역시 네 장단마다 첫 박에 합장단176)이 연주되고 있음을 볼

176) 이 대목에서 “춘향 집을 건너간다”의 첫 박은 합장단의 연주형태가 ‘덩
(∣○)’이 아니라 ‘구궁(◦○)’으로 연주되었다. 고수들은 매 첫 장단마다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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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네 장단이 하나의 단락으로 묶여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외

에도 여러 진양조 대목에 걸쳐 한성준은 네 장단 단위로 합장단을 반복

하는 형태를 많이 연주했다. 이 점 말고도 각 단락의 두 번째 장단177)과

세 번째 장단178), 그리고 네 번째 장단179)에서 연주되는 고형에서 일정

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보 23>에 제시한 것은 V.KJ 1113-A면에 수록된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의 2, 6번째 장단으로서 각 단락에서 두 번째 장단에 위치한다. 2번

째 장단의 제 5박에서는 ‘구덩기리닥(○∣○ )’이 연주되고, 제 6박에서는

‘기닥딱( )’이 연주된다. 또 제 6번째 장단의 제 5박에서는 ‘딱()’이 연

주되고, 제 6박에서는 ‘기닥닥( ·)’이 연주된다. 제 5～6박에 연주가 나타

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되, 그 형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보 23> V.KJ 1113-A면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 중 2, 6번째 장단

유형의 합장단을 연주하지 않는다. 반드시 강박(强拍)을 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구궁(◦○)’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연주형태를 선보일 수도 있
다.

177) “아-침”, “녹수-”, “요현기구화촌외난”, “이름이로구나”, “분명허면”을 일컫
는다.

178) “날은”, “저문 봄은”, “임고대를 일러있고”. “광한루도 좋다마는”, “견우직
녀”를 일컫는다.

179) “늦인안개”, “화류동풍”, “자각단루 분명한”, “오작교가 더욱 좋다”, “없을소
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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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4>는 V.KJ 1113-A면에 수록된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의 3, 7

번째 장단으로서 각 단락에서 세 번째 장단에 위치한다. 이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여기서는 6박보다도 5박에서 ‘척(○× )’하고 강

하게 한 번 연주하는 형태가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예보 24> V.KJ 1113-A면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 중 3, 7번째 장단

<예보 25>는 V.KJ 1113-A면에 수록된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의 4, 8

번째 장단으로서 각 단락에서 네 번째 장단에 위치한다. 네 번째 장단에

위치한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4번째 장단에서는 5～6박

에 걸쳐 ‘구궁(○○)’과 ‘구궁(○○)’, 그리고 8번째 장단에서는 ‘딱구궁(○
○)’과 ‘구궁(○○)’과 같이 궁편의 소리가 중첩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고형이 발견된다.

<예보 25> V.KJ 1113-A면 이윽고 퇴령소리 대목 중 4, 8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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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양조 네 장단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 예시를 Victor 춘향가의 어사 옥중 춘향을 찾아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사 옥중 춘향을 찾아>

1～4장단 초경이경/삼사오경되니/파루는/뎅

5～8장단
뎅/치는으어디/옥루난잔잔로구나/춘향어멈은 정신이 어지

롭고

9～12장단
향단이는 파루소리를 듣더니마는/받아들적 여쭙는다/여보

마누라님/파루쳤나니라

이 대목의 1～4장단은 앞의 예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5번째 장단에서

합장단이 연주되고 있는 점 또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7번째 장단에 다

시 합장단 연주가 되었고, 11번째 장단에서 또 합장단이 연주된다. 이로

써 7번째부터 11번째 장단 사이에서 틀의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이 대목에서 한성준이 연주한 고형을 처음부터 10번째 장단까지 제

시하면 다음 <예보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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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6> V.KJ 1127-A면 어사 옥중 춘향을 찾아 대목 중 1～10번째 장단

첫 장단의 가사인 “초경이경”은 내드름의 성격이므로 논의를 제외한

다. 2～4번째 장단의 고형은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위의 예

시에서 보듯이 제 5번째 장단의 5박에 가서야 ‘척(○× )’이 나타나고 제 6

박에서도 ‘척(○× )’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제 6번째 장단의 5～6박에서 ‘구

궁(○○)’과 ‘구궁(○○)’을 연주해 하나의 단락을 종지하는 느낌을 주었다.

이후 7～10번째 장단에서는 다시 네 장단 단위의 움직임을 보였다. 만약

한성준이 기계적으로 네 박마다 강박(强拍)을 연주했다면 5번째 장단인

“뎅”에서 합장단을 연주해야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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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은 연주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는 연주를 했다. 이처럼 한

성준은 사설의 구조를 보고 고수의 판단으로서 경우에 따라 세 장단, 또

는 다섯 장단 등으로 한 단락을 묶어내기도 했다.

요컨대 한성준은 대개 네 장단이 하나의 단락을 이룬 틀로서 진양조

장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2～3장단, 또는 다섯 장단

이상을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 틀을 살펴본 바로는 첫

박의 합장단 ‘덩(∣○)’의 연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 단락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단에 각각 위치한 곳

에서 비슷한 고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판소리 반주 시

일정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형은 “진양 24박 고형에 부여된 의미인 ‘기 경 결 해’에 대한 연

구”180)에서 진양조 장단 24박 고형(鼓形, drumming pattern)에 부여된

의미를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기 경 결

해’ 틀로 짜여진 단락으로부터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181)

2) 소리북

① 내는 가락(기, 起)

‘기 경 결 해’ 구조의 ‘기(起)’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단

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선율 또는 이야기의 발단과 같은 양상을 띠

는 것이 보통이다. ‘내는 가락’의 파악은 한성준이 이해하는 단락의 이해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락이 끝난 후 다음의 새로운

180)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16-34쪽.

181) 단, 진양조 장단 24박론을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고 있는 한, 연구대상에 포
함된 모든 단락이 네 장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성급하게 일반화해버릴 소
지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통계적 판단이 될 수 있어 실제 음악과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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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때 연주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바

로 ‘내는 가락’이다.

Victor 춘향가에 수록된 9개의 진양조 대목 중에 ‘내는 가락’으로 지칭

할 수 있는 부분은 총 57장단이 있다. 이 중 소리북 고형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a) 5, 6박 휴지선율(休止旋律)의 고형

Victor 춘향가 진양조 대목 중에는 한 단락 안에서 ‘기(起)’의 역할을

하면서 5, 6박의 선율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발견된다. 소리 한 대목

중에서는 가장 첫 장단인 내드름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보 27>은 V.KJ 1126-A면에 수록된 박석티 대목 중 첫 장단으로

서 “박석티를”이란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예시에서 보듯이 고형은

제 3박과 4박은 ‘쿵(○)’을 연주하였고, 제 5박과 6박에서 각각 ‘딱()’과
‘딱닥(·)’을 연주하였다. 선율은 제 4박까지 진행되다가 제 5～6박에서

쉬었다.

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27> V.KJ 1126-A면 박석티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예보 28>은 V.KJ 1126-A면에 수록된 박석티 대목 중 “산도 예보던

산이 있고”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으로 이 대목의 다섯 번째 장단이다.

이 예시에서는 제 4박까지 선율을 노래하다가 제 5박과 6박에서 쉬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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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고 있다. 첫 박의 고형은 ‘구궁(◦○)’이 나타나고 제 2～4박까지

는 연주하지 않았다. 한성준은 제 4박 끝에서 “허”하고 추임새를 외쳤고,

곧바로 제 5～6박에 각각 ‘딱기닥( )’과 ‘닥기닥(· )’을 연주하였다.

노래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28> V.KJ 1126-A면 박석티 대목 중 5번째 장단

<예보 29>는 V.KJ 1126-A면에 수록된 박석티 대목 중 “무릉도원은

전같으오”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으로 이 대목의 9번째 장단이다. 이 예

시에서 고형은 첫 박에 합장단 ‘덩(∣○)’을 연주하였으며, 제 5박과 6박에

서 각각 ‘딱기리닥( )’과 ‘딱()’으로 연주하고 있다. ‘★’로 표시한 제 6

박에서는 “좋다”하며 추임새를 넣었다.

소리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29> V.KJ 1126-A면 박석티 대목 중 9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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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0>은 V.KJ 1117-A면에 수록된 오리정 이별 대목 중 “술상차

려”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 대목의 첫 장단에 해당하는데 내드름의 역

할을 하고 있어서 첫 박의 합장단이 연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

1～4박 째까지 선율이 이어지고, 제 5박과 6박에서 선율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 때 나타난 고형은 제 5박에서 ‘덩(∣○)’, 제 6박에서 ‘딱()’ 이었
다.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30> V.KJ 1117-A면 오리정 이별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이상과 같이 Victor 춘향가 진양조 장단의 고형 중 선율의 리듬꼴에

따라 달라지는 제 5～6박 고형 연주를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진양조 ‘내는 가락’의 고형은 아래 <예보 31>의 ⓐ～ⓓ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제 1～4까지의 연주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5～6박에서 여

러 형태로 연주되지만 공통적으로 제 5박과 6박에서 각각 ‘딱()’, ‘딱()’
을 연주하였다.182)

182) 이 유형은 정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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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보 31> 진양조 장단 ‘내는 가락’의 고형 제시

b) 5, 6박 지속선율(持續旋律)의 고형

Victor 춘향가 진양조 중에는 한 단락 안에서 ‘기(起)’의 역할을 할 때

제 5, 6박의 선율이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선율이 길게 끄는

형태로 제시될 때 장단의 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

고자 한다.

<예보 32>는 V.KJ 1119-B면에 수록된 기생점고 대목 중 “행수기생

월선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 대목의 첫 장단에 해당하는데, 첫 박은

내드름인 관계로 합장단이 생략된 듯 보인다. 선율은 첫째 박부터 6번째

박까지 이어진다. 특히 제 4～6박은 길게 아래로 끌어내리는 음을 노해

하고 있다. 이 때 고형은 제 4박에서 ‘궁(○)’이 연주되었고, 제 5박과 6

박에서 각각 ‘딱()’과 ‘딱닥(·)’으로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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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32> V.KJ 1119-B면 기생점고 대목 중 “행수기생 월선이”

<예보 33>은 V.KJ 1119-B면에 수록된 기생점고 대목 중 “아장 아장”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 대목 전체 중에서 다섯 번째 장단이다. 위의 “행

수기생 월선이”가 ‘내는 가락’으로서 처음 등장한 장단의 고형이고, “아

장 아장”은 두 번째 등장하는 ‘내는 가락’이다. 제 3박부터 ‘라’ 음을 길

게 제 6박까지 끌고 있다. 고형으로는 첫 박 합장단에서 ‘덩(∣○)’이 연주

되었고, 제 5, 6박에서 각각 ‘딱닥(·)’과 ‘딱()’이 연주되었다.

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33> V.KJ 1119-B면 기생점고 대목 중 “아장 아장”

이상과 같이 Victor 춘향가 진양조 장단의 고형 중 제 5～6박의 선율

이 지속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고형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기보하면

다음 <예보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이를 진양조 장단 ‘내는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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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북 고형의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예시에서 모든 장

단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내는 가락’의 첫 박에서는 합장

단이 나타난다. 제 5박에서는 ‘딱()’ 또는 ‘딱기닥( )’과 같은 정도의 연

주가 되었고, 제 6박에서도 같은 연주가 나타났지만 연주되는 조합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 5박에 나타나는 ‘딱()’은 매 박에 예외 없이 연

주되고 있어 진양조 ‘내는 가락’ 연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예보 34> 진양조 장단 ‘내는 가락’의 고형 제시(2형)

c) 1, 2박 선율 부재시의 고형

진양조 한 장단 안에서는 ‘내는 가락’으로서의 첫 박이 무시되고 제 2

박, 또는 그 이후부터 선율을 시작하는 형태가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고수는 진양조 장단임을 알아채고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대목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의 <예보 35>와 같다.

아래 <예보 35>는 V.KJ 1113-A면에 수록된 백년가약 대목 중 첫 번

째 장단이며, “이윽고” 라는 가사를 갖고 있다. 이 때 선율은 제 1～2박

을 건너뛰고 제 3박 째부터 시작되지만 곧바로 제 5～6박에 선율이 나타

나지는 않는다. 또한 첫 박의 합장단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형은 제 4박

까지 아무런 연주가 없었고 제 5박에서 ‘딱궁(○)’, 제 6박에서 ‘궁딱(◦

)’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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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35> V.KJ 1113-A면 백년가약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제 1～2박의 선율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한

단락의 시작인 첫 장단, 즉 내드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주 발견된다.

Victor 춘향가 중에서 이러한 예시는 백년가약 대목에서만 발견된다. 어

차피 고수의 판단에 의해 고형의 연주가 가변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예시를 유형화하는 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도 이 형태의

유형화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 대신 전체적인 진양조 장단의 ‘내는 가락’에 대한 고형을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첫 박의 합장단 연주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제 5박과 6박의 연주가 각각 ‘딱닥(·)’ 및 ‘딱기닥( )’,
또는 ‘딱()’ 등과 같은 형태를 제시하여 이를 ‘내는 가락’ 고형의 귀납적

인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 때 제 5박과 6박은 자유롭게 다른

조합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 제시된 진양조 장단의 예시와

같이 연주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이와 같이 연주

했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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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보 36> 진양조 장단 ‘내는 가락’의 고형 제시

② 다는 가락(경, 景)

a) 5～6박의 고형 (1)

한성준이 진양조 장단의 ‘다는 가락’을 연주하면서 여러 대목의 연주

통해 제 3～4박 선율의 리듬형을 제 5～6박 연주의 고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예보 37>은 V.KJ 1114-A면에 수록된 사랑가 대목의 10번째 장단으

로서 가사는 “변천 금으로”이다. 이 때 선율은 제 4박까지만 연주되고

제 5～6박에서는 쉬고 있다. 따라서 제 5～6박 선율의 리듬형은 소리북

을 연주하는 데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제 3～4박의 것이 중요하다. 제

3～4박은 “금으로” 라는 가사를 가졌는데, 이 때 연주한 선율의 리듬형

은 각각 제 3박에서 “♪♩”으로, 제 4박에서 “♩.”으로 나타난다. 소리북

은 제 4박까지 아무런 연주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제 5박에서 ‘구덩

기닥(○∣○ )’을 연주하고, 제 6박에서 ‘궁(◦)’을 연주하였다. 이 때 한성준

은 “좋다”라고 추임새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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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37> V.KJ 1114-A면 사랑가 대목의 10번째 장단

아래 <예보 38>과 이어지는 <예보 39>는 V.KJ 1119-B면에 수록된

기생점고 대목의 일부분으로 선율의 진행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 선율에

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제 4박인데, 위쪽의 <예보 38>에서는 “온

다”가 ‘레-도-시’로 하행하는 반면 아래쪽의 <예보 39>의 선율은 ‘레-도

-레’로 하행했다가 다시 상행했다. 또, 같은 부분의 리듬꼴에서 “다--”가

16분음표로 연결된 반면, 부점이 붙어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고형으로 연

주할 때는 그 선율의 리듬꼴을 그대로 따라쳐서 각각 제 5～6박에 ‘구덩

기닥(○∣○ )’과 ‘딱닥(·)’, 그리고 ‘구궁딱(○○)’, ‘딱궁딱(○)’으로 나타나

며, 제 1～4박까지는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았다.

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38> V.KJ 1119-B면 기생점고 대목의 2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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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39> V.KJ 1119-B면 기생점고 대목의 14번째 장단

b) 5～6박의 고형 (2)

Victor 춘향가에서는 진양조 장단 3～4박에 나타나는 선율의 리듬형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이러한 경우

를 제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보 40>은 V.KJ 1114-A면에 수록된 사랑가 대목의 14번째 장단으

로 가사는 “알려구무나”이다. 진양조 장단 6박에 걸쳐 선율이 진행되는

동안 리듬의 변화가 많지는 않았다. 이 예시에서는 제 3～4박에 나타나

는 선율의 리듬형이 제 5～6박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예를 보여준다.

제 3박에서 “무”를 노래하면서 한 박의 길이만큼 지속하고 있고, 제 4박

도 마찬가지다. 이 때 한성준은 제 5박에 ‘덩기닥(∣○ )’으로 소리북을 연

주하면서 제 3박 선율의 리듬꼴과 일치하지는 않는 연주를 했다. 제 4박

의 “나”를 제 6박에 ‘쿵닥(○·)’ 하고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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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40> V.KJ 1114-A면 사랑가 대목의 14번째 장단

<예보 41>은 V.KJ 1114-A면에 수록된 사랑가 대목의 18번째 장단이

다. 선율이 제 1～6박까지 연주되는 동안 리듬의 변화는 ‘♩와 ♪’의 조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3～4박의 가사는 “삼촌화”이고, 선율의 리듬형

은 각각 ‘♩♪’, ‘♩♪’이지만 제 5박에서 ‘구덩(○∣○)’하는 합장단은 한 번

만 연주되어 제 3박과 무관하다. 이러한 예를 통해 ‘다는 가락’ 반주 시

무조건 제 3～4박 선율의 리듬형을 따라치는 것이 아니라 고수의 판단

하에 변형된 고형을 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41> V.KJ 1114-A면 사랑가 대목의 18번째 장단

아래 <예보 42>는 V.KJ 1126-A면에 수록된 박석티 대목의 14번째

장단으로 “그때여 춘향 모친은”이란 가사를 갖고 있다. 제 3박의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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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은 “♪♩ ♩♪”의 리듬꼴을 갖고 있다. 제 5박의 고형은 ‘기리닥

기닥( )’, 제 6박에서는 ‘딱기닥( )’으로 연주하였는데, 이는 제 3박 및

4박의 연주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이다. 오히려 제 5박과 6박에

해당하는 선율의 리듬꼴과 더 닮아있어 한성준은 이와 같은 고형을 연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42> V.KJ 1126-A면 박석티 대목의 14번째 장단

이상을 종합하면 한성준이 ‘다는 가락’을 연주할 때 첫째, 제 3～4박

선율의 리듬꼴을 제 5～6박에서 따라치는 연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마다 이와 같이 연주하지는 않았다.

제 5～6박을 제 3～4박 선율의 리듬꼴과 다르게 연주할 때는 고수의 판

단에 따라 변형된 형태를 연주하기도 하며, 아예 제 5～6박에 나타나는

선율의 리듬꼴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를 보건대 ‘다는 가락’의 고형을 유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3～4박의 선율형이 곧 제 5～6박의 고형이 되는 경우

가 많이 발견된다면 제 3～4박에 나타는 선율의 리듬꼴 수 이상의 경우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1～4박의 고형의 연주가 없는 부분, 그

리고 제 5～6박의 다양한 잔가락의 연주 가능성 정도로 공통적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의 <예보 43>은 이를 시각화 한 결과이다. 즉 1～4박까지는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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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고형의 특징이라 하겠고, 5박과 6박에서는 매우

다양한 고형이 고수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고형의 틀 안에서는 다

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예보 43> 진양조 장단 ‘다는 가락’의 고형 제시

③ 맺는 가락(결, 結)

소리북으로 반주하는 Victor 춘향가에 나타난 진양조 장단 중 ‘맺는

가락’은 ‘기 경 결 해’의 ‘결’에 해당한다. 이는 네 장단을 전후해 생성되

는 단락 안에서 세 번째 장단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 단락을 구성

하는 장단 수에 따라 그 출현위치는 가변적이다. 이 때 ‘맺는 가락’의 가

장 특징적인 모습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제 5박에 강하게 위치하는

‘척(○× )’의 연주이다. 그 소리북의 고형을 다음과 같이 예시를 통해 찾아

보고자 한다.

<예보 44>는 V.KJ 1114-A면에 수록된 사랑가 대목의 3번째 장단으

로 가사는 “어화둥둥”이다. 비교적 길게 끄는 선율이 여러 박에 걸쳐 나

오고 있다. 제 5박에서 선율에 부여된 리듬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척(○× )’ 하면서 ‘맺는 가락’을 연주하고 있다. 소리북 고형에서는 제 3박

과 4박에서 각각 ‘구궁(○○)’을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있어 제 5박의 ‘척

(○× )’ 연주를 더욱 극적으로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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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44> V.KJ 1114-A면 사랑가 대목 중 3번째 장단

<예보 45>는 V.KJ 1114-A면에 수록된 사랑가 대목의 7번째 장단으

로 가사는 “나는 죽어” 이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 “어화둥둥”과 마찬가지

로 길게 끄는 선율이 나타나고 있다. 제 5박에서는 부여된 리듬의 형태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척(○× )’ 하면서 ‘맺는 가락’을 연주하고 있다. 소리

북 고형에 있어서는 제 3박에서 ‘구덩(○∣○)’을 연주하였고, 제 4박에서

‘구궁(○○)’을 연주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 안에서 제 5박의 ‘척(○× )’
연주를 더욱 극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45> V.KJ 1114-A면 사랑가 대목 중 7번째 장단

<예보 46>은 V.KJ 1117-A면에 수록된 오리정 이별 대목 중 3번째

장단으로서 가사는 “오리정 농림 숲을”이다. 이 부분의 고형도 앞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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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예시와 마찬가지로 제 5박에 ‘척(○× )’의 연주가 돋보인다. 특히 제 3
박과 4박에서 ‘구궁(○○)’을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있어 제 5박의 ‘척(○× )’
연주로 연결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모습이 발견된다. 제 6박에서는

“허” 하며 추임새를 외쳤다.

소리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46> V.KJ 1117-A면 오리정 이별 대목 중 3번째 장단

<예보 47>은 V.KJ 1117-A면에 수록된 오리정 이별 대목 중 7번째

장단으로 가사는 “향단이를 본지뵈며 이거”이다. 이 부분은 “♩♪”의 리

듬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형은 선율의 리듬형에 상관없이

단락 내에서의 ‘결(結)’의 역할, 즉 ‘맺는 가락’으로서 제 5박의 연주가 더

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제 3박과 4박에서는 ‘구궁(○○)’과 ‘궁(○)’이 각각

연주되었는데, 이 또한 제 5박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분위기를 고조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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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47> V.KJ 1117-A면 오리정 이별 대목 중 7번째 장단

이상과 같이 Victor 춘향가의 진양조 장단 중 몇몇 예시를 들어 ‘맺는

가락’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형의 특징으로는 제 5박에서 ‘척(○× )’하고
맺음 연주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 3～4박

에서도 ‘구궁(○○)’, ‘궁(○)’, 또는 ‘구덩(○∣○)’ 등과 같은 울림이 있는 소

리를 연주하고 있어 제 5박에서 ‘척(○× )’하고 맺는 연주가 더욱 강조되도

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진양

조 장단의 ‘맺는 가락’ 고형으로 제시하면 다음 <예보 48>과 같다.

<예보 48> 진양조 장단 ‘맺는 가락’ 고형의 제시

④ 푸는 가락(해, 解)

Victor 춘향가의 진양조 장단 중 ‘푸는 가락’의 고형에서 다음과 같이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예보 49>는 V.KJ 1113-A면에 수록된 백년가약 대목 중 4번째 장단

으로 가사는 “방자불러 앞을 세우고” 이다. 선율의 리듬꼴은 ‘♩’과 ‘♪’

의 길고 짧은 리듬이 반복되고 있다. 고형으로는 제 1～4박에 연주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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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가 제 5박과 6박에서 각각 ‘구궁(○○)’을 연주하고 있어 긴장을

해소하고 다음 새로운 단락의 처음으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49> V.KJ 1113-A면 백년가약 대목 중 4번째 장단

<예보 50>은 V.KJ 1113-A면에 수록된 백년가약 대목 중 8번째 장단

으로 가사는 “쫓아 나오니 건넌방” 이다. 앞서 “문전의 청삽사리 덜컹

짖고”라는 가사에 이어진 선율로서 앞의 장단에서는 이미 ‘맺는 가락’을

연주하였고, 이어서 ‘푸는 가락’이 연주될 차례이다. 제 1～4박에서는 고

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제 5박과 6박에서 각각 ‘구궁(○○)’이 연주되는 경

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제 5박에 ‘딱구궁(
○○)’과 같이 매우 짧은 북가락이 추가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50> V.KJ 1113-A면 백년가약 대목 중 8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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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1>은 V.KJ 1123-A면에 수록된 옥중장탄 대목 중 4번째 장단

으로 가사는 “뜻정자 이별별자” 이다. 이 예시에는 첫 박에 살짝 연주하

는 ‘궁(◦)’이 나타났다. 제 4박에서도 살짝 ‘궁(◦)’을 연주했으며 제 5박

에서 ‘구덩(○∣○)’을, 제 6박에서 ‘구궁(○○)’을 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성준은 ‘푸는 가락’의 연주를 위해 첫 박부터 암시를 하고 북소리를 울

리다가 제 5박과 6박에서는 ‘구궁(○○)’과 다른 형태의 연주를 시도하기

도 하였다. 마지막 6박에서는 한 단락에서 쌓은 긴장을 해소하면서 추임

새를 “허”하고 넣었다.

소리 : 박록주

북 : 한성준

<예보 51> V.KJ 1123-A면 옥중장탄 대목 중 4번째 장단

<예보 52>는 V.KJ 1123-A면에 수록된 옥중장탄 대목 중 8번째 장단

으로 가사는 “이두글자 내는 사람은” 이다. ‘푸는 가락’을 소리북으로 연

주할 때 통상 제 5박과 6박에 ‘구궁(○○)’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해 제 4～6박까지 ‘구궁(○○)’을 반복적으로 연주하였다. 다만 제 6박에

서는 오히려 ‘궁(○)’을 한 번 더해 ‘구궁 궁(○○ ○)’과 같은 형태로 연주

하여 종지감을 더했다.

한편 옥중장탄 대목은 ‘♩.=50’ 정도로 매우 느린 진양조 장단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는 겹궁인 ‘구궁(○○)’의 연주가 한 소박 안에 들어가는 시

간이기에 그와 같이 표기됐다. 앞서 다른 대목에 출현하는 연주는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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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빠른 ‘♩.=90’ 정도로 연주되기에 ‘구궁(○○)’이 진양조 장단 한 박

내의 두 개의 소박을 차지하였다.

소리 : 박록주

북 : 한성준

<예보 52> V.KJ 1123-A면 옥중장탄 대목 중 8번째 장단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Victor 춘향가에 나오는 진양조 장단의 ‘푸는

가락’을 살펴보았다. ‘푸는 가락’의 고형 연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제 5박과

6박에 ‘구궁(○○)’의 연주가 많이 나타나 한 단락 내에서 쌓인 긴장을 해

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반드시 ‘구궁(○○)’만 연

주되는 것은 아니고 채가락이나 궁편의 연주가 가감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대개의 경우를 종합하였다.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정리하면 ‘푸는 가락’의 고형은 다음 <예보 53> 및 <예보 54>와 같이

일반속도의 진양조 장단과 매우 느린속도의 진양조 장단의 고형으로 나

누어 제시할 수 있다.

<예보 53> 진양조 장단 ‘푸는 가락’의 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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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4> 매우 느린 진양조 장단 ‘푸는 가락’의 고형 제시

3) 장고

앞서 진양조 장단이 ‘기 경 결 해’ 구조로 짜여진 하나의 단락으로부터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

서는 Columbia 춘향가 중 진양조 장단으로 대목을 검토하겠다.

① 내는 가락(기, 起)

이 항에서는 Columbia 춘향가 중 진양조 장단의 ‘내는 가락’으로 지칭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장고 고형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그 대표적인 특징을 논의하겠다.

a) 5, 6박의 휴지선율(休止旋律)의 고형

진양조 한 장단 안에서 ‘내는 가락’으로서 제 5, 6박의 선율이 나타나

지 않는 형태가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은 한 단락을 시작하면서 소리를

내고 속도를 조절하며 장단을 암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고수가 한 대목

의 전체 구조 하에서 장단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내드름이다.

<예보 55>는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

목 중 9번째 장단인 “호접쌍쌍 왕래하고”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의 고형으로서 제 1박에서 합장단 ‘덩(∣○)’이 나타났고, 제 2～4박까지

는 연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율은 제 1～4박까지 노래되었고, 제 5박과

6박은 없었다. 제 5박에서 고형은 ‘딱()’이 나타났고, 제 6박은 장고 반

주를 “좋다”라는 추임새로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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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55> Columbia 40541-B면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목 중 9번째 장단

<예보 56>은 Columbia 40544-A면에 수록된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17번째 장단인 “그렁 저렁”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제 1

박임에도 불구하고 합장단을 연주하지 않았고, 제 1～4박까지 장고 연주

는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선율은 제 1～4박까지만 노래되었고, 제 5박과

6박에서는 쉬고 있다. 제 5박에서 고형은 ‘딱()’이 나타났고 제 6박에서

는 ‘기닥기닥( )’이 나타났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56> Columbia 40544-A면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17번째 장단

<예보 57>은 Columbia 40552-A면에 수록된 옥중가 대목 중 7번째

장단인 “작작하구나”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제 1박에 합장단을 연

주하였고, 제 2～4박까지는 장고 연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율은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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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까지 노래되었고, 제 5박과 6박에서는 쉬고 있다. 제 5박에서 장단은

‘딱()’을 연주하였고 제 6박에서는 ‘딱기닥( )’을 연주했다.

소리 : 오비취

장고 : 한성준

<예보 57> Columbia 40552-A면 옥중가 대목 중 7번째 장단

이상과 같이 선율이 제 1～4박까지 연주되고 제 5박과 6박에서 쉬는

형태가 출현할 때, 장고의 고형은 다음의 <예보 58>과 같은 모습을 보

였다. 제 1박에서의 고형으로 대부분 합장단이 연주되지만 반드시 연주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내는 가락’ 제 1박의 합장단 연주는 고수가 자율

성을 갖고 연주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체적인 구조 하에서 ‘내는 가락’이라는 사실을 암시할 수 있도록 ‘경 결

해’의 유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내는 가락’의 한 유형으로서 위의 장고 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 5박의 ‘딱()’ 연주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진양조 장단의 ‘내는 가락’임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

6박의 고형은 ‘딱기닥( )’, ‘기닥기닥( )’과 같이 연주되기도 하였으며,

추임새로서 대치되기도 하였다. 이 때 나타나는 선율의 대부분은 제 1～

4박에 나타났고, 제 5박과 6박에서는 쉬는 형태가 많이 발견된다. 한편

3～4박의 선율 리듬형을 모방해 연주하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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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보 58> ‘내는 가락’의 장고 고형 예시(5, 6박 휴지선율)

b) 5, 6박 지속선율(持續旋律)의 고형

진양조 한 장단 안에서 ‘내는 가락’으로서 제 5, 6박의 선율이 지속적

으로 뻗는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보 59>는 Columbia 40541-B면

에 수록된 춘향 방자 따러가는데 대목 중 7번째 장단인 “저 건너”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제 1박에서 합장단 ‘덩(∣○)’을 연주

하였고, 제 2～4박까지는 연주하지 않았다. 선율은 ‘미-솔’로 진행하되 한

장단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을 끌었다. 제 5박에서 장단은 ‘딱()’
을 연주하고 제 6박은 ‘닥(·)’하고 가볍게 치는 정도로만 연주했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59> Columbia 40541-B면 춘향 방자 따러가는 대목 중 7번째 장단

아래 <예보 60>은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방자 춘향집 가르치

는 대목 중 15번째 장단으로 “수사암치잉”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제 1박에서 합장단 ‘덩(∣○)’을 연주하였고, 제 2～4박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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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지 않았다. 선율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미’음을 길게 끄는 형태

로 진양조 한 장단이 맺을 때까지 길게 끄는 형태로 마친다. 제 5박에서

장단은 ‘딱()’을 연주하고 제 6박에서는 ‘기닥딱( )’으로 연주했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60> Columbia 40541-B면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목 중 15번째 장단

<예보 61>은 Columbia 40544-A면에 수록된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7번째 장단으로 “다려갈까”라는 가사를 가졌다. 이 때 장고 연주는

제 1～4박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선율은 매우 단순하게 ‘미’음을 지속적

으로 끄는 데에 6박을 전부 소비했다. 제 5박과 6박에서 장고가 각각 ‘딱

()’과 ‘딱()’을 연주하였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61> Columbia 40544-A면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7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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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진양 한 장단 내에서 제 5～6박까지 선율형태가 나타날

때 선율과 장고의 관계 및 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서 5～6박의

선율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 1박에서의 합장단이 반드시 연주되지는

않았다. 역시 ‘내는 가락’ 제 1박의 합장단 연주는 고수가 자율성을 갖고

연주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제 5박의 ‘딱()’ 연주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진양조 장단의

‘내는 가락’을 표시하는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제 6

박의 고형은 ‘닥(·)’, ‘기닥딱( )’, ‘딱()’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제 5박과 6박 모두 선율을 길게 끌 때 이와 같이 연주된다. 따라

서 선율을 길게 끌더라도 장고의 연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닥(·)’, ‘기닥딱( )’, ‘딱()’과 같은 형태는 많이 복잡한

고형은 아니므로 고수가 보일 수 있는 즉흥적의 범위가 이 정도로 한정

된다고 볼 수 있다. ‘내는 가락’의 한 유형으로서 위의 장고 고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예보 62> ‘내는 가락’의 장고 고형 예시(5, 6박 지속선율)

c) 1～2박 선율 부재시의 고형

아래 <예보 63>은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춘향 방자 따러가는

대목 중 1번째 장단으로 “춘향이 그제야”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제 1박은 건너뛰고 제 2박 째부터 선율이 시작된다. 따라서 당연히

첫 박의 합장단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보 63>에서 보듯이 제 3박에 ‘쿵

(○)’하면서 울림을 주는 연주를 보이고 있고, 제 5박과 6박의 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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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을 이어서 연주했다. 이 때 장고는 ‘딱()’, ‘딱()’으로 반주하였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63> Columbia 40541-B면 춘향 방자 따러가는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예보 64>는 Columbia 40545-A면에 수록된 아이고 여보 도련님 대

목 중 1번째 장단으로 “허허”하고 외치는 가사를 갖고 있다. 이 때 제 1

박은 건너뛰고 제 2박 째부터 선율이 시작된다. 역시 첫 박의 합장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제 5～6박에는 ‘쿵(○)’, ‘쿵(○)’으로 연주하였는

데, 다른 장단에서 ‘딱()’으로 연주되는 모습과 대조를 보인다. 이 때 선

율은 ‘미’ 음을 지속적으로 끄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리 : 오비취

장고 : 한성준

<예보 64> Columbia 40545-A면 아이고 여보 도련님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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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5>는 Columbia 40551-B면에 수록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쌈이

오 대목 중 1번째 장단으로 “아이고 어머니”를 외치는 가사를 갖고 있

다. 이 때 제 1～2박은 건너뛰고 제 3박 째부터 선율이 시작된다. 제 3박

과 4박에서 “아이고 어머니”가 붙여진 형태로 노래되었고, 제 5박과 6박

에서는 ‘도’에서 ‘미’로 6도 음정이 떨어졌다. 장단의 서두에서 장고 합장

단은 나타나지 않으며, 제 5박과 6박이 각각 ‘딱()’, ‘딱()’으로 연주되었

다.

소리 : 오비취

장고 : 한성준

<예보 65> Columbia 40551-B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쌈이오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이상과 같이 진양조 한 장단 내에서 제 1～2박에 선율이 나타나지 않

아 한 장단의 6박을 채우지 않고 연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 때 고수

는 최대한 빠르게 진양조 장단을 판별하고 선율이 길게 이어지는 부분을

찾아 제 5박과 6박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박이 연주

되지 않는 형태는 내드름, 즉 한 대목의 첫 박에서만 나타났다.

제 1박은 선율이 연주되지 않았으므로 장고 연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 5박과 6박에서는 각각 ‘딱()’, ‘딱()’하고 연주되는 형태가 발

견되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제 5박과 6박이 ‘쿵(○)’, ‘쿵(○)’으로 연주되

기도 했다. ‘내는 가락’의 한 유형으로서 위의 장고 고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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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보 66> ‘내는 가락’의 장고 고형 예시(1～2박 선율 부재시)

② 다는 가락(경, 景)

‘기 경 결 해’ 구조의 ‘경(景)’은 ‘내는 가락’에 이어져 나타난다. 보통

네 장단 정도가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 했을 때 ‘경(景)’은 내용을 전개하

는 부분에 해당한다. 본 항에서는 Columbia 춘향가 중 장고 고형의 특징

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 5～6박의 고형 (1)

진양조 장고 고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한성준이 제

3～4박 선율의 리듬형을 제 5～6박에 모방해 연주하는 점이다. 이를 아

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보 67>은 Columbia 40543-A면에 수록된 사랑가 중 2번째 장단으

로 “창해같이 깊은 사랑”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제

1박에서 합장단을 연주하지 않은 대신 제 3박에서 ‘쿵(○)’하고 울림을

주었다. 제 4박에서 약하게 ‘구궁(○○)’ 하고 굴려주다가 제 5박에서 ‘덩

기닥(∣○ )’을 연주하였으며 제 6박에서는 ‘기닥닥( ·)’으로 연주하였다. 창

자가 제 3～4박에서 “기프은 사랑”이라는 가사를 노래하면서 부점(附點)

이 있는 리듬을 선보였는데, 고수는 이를 그대로 제 5박과 6박의 리듬으

로 활용해 반주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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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67> Columbia 40543-A면 사랑가 대목 중 2번째 장단

<예보 68>은 40544-A면에 수록된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12번째

장단으로 “부모님이 꾸중이요”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제 1박에서 합장단을 연주하지 않고 제 3박에서 ‘쿵(○)’하고 울림을 주

었다. 제 5박에서 ‘덩기닥(∣○ )’을 연주하였으며 제 6박에서는 ‘굽(○× )’하

고 소리를 막는 주법으로 연주하였다. 이 때 한성준은 “좋다”라고 추임

새를 하였다. 창자가 제 3～4박에서 “꾸중이요”이라는 가사를 노래하였

는데, 고수가 제 3～4박에 나타난 선율의 리듬형을 모방해 제 5박과 6박

의 고형으로 재현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68> Columbia 40544-A면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12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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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9>는 40540-A면에 수록된 적성가 대목 중 10번째 장단으로

“임고대를 일러있고”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제 1박에

서 합장단을 연주하지 않았고 제 2～4박에서도 가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 5박에서 ‘덩기닥(∣○ )’을 연주하였고 제 6박에서는 ‘닥(·)’하고 가볍게

소리내는 연주를 하면서 “좋다”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창자가 제 3～4박

에서 “일러있고”라는 가사를 노래하였는데, 고수가 이 때의 리듬을 제 5

박과 6박의 리듬으로서 그대로 재현해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69> Columbia 40540-A면 적성가 대목 중 10번째 장단

b) 5～6박의 고형 2

위와 달리 제 3～4박 선율의 리듬형을 제 5～6박에 모방하여 연주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장단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예보 70>은 Columbia 40551-A면에 수록된 십장가 중 2번째 장단으

로 “형장 가지가”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 연주는 제 1박

의 합장단을 포함해 제 4박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제 5박에서 약하게 ‘다

닥(··)’ 하고 연주하였고 제 6박에서는 역시 연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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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70> Columbia 40551-A면 십장가 대목 중 2번째 장단

<예보 71>은 Columbia 40551-A면에 수록된 십장가 대목 중 6번째

장단으로 “두 눈이 캄캄”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한

장단 내내 연주한 흔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율의 형태와 상관없이 ‘다

는 가락’으로서 연주하는 경우에는 제 1박을 포함해 장고의 고형이 나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71> Columbia 40551-A면 십장가 대목 중 6번째 장단

<예보 72>는 Columbia 40551-A면에 수록된 십장가 대목 중 10번째

장단인 “두르르 우면서”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첫 장

단에서 ‘덩(∣○)’을 연주할 뿐 제 4박까지 별다른 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제 3～4박에 굴곡진 연주 선율이 있지만 제 5박에서 이를 따라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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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닥( )’으로서 연주하였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72> Columbia 40551-A면 십장가 대목 중 10번째 장단

<예보 73>은 Columbia 40540-A면에 수록된 적성가 대목 중 2번째

장단으로 “아침날은”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 고형은

제 1～4박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제 3박과 4박 선율의 리듬형은 ‘♩♪♪

♩’이었고, 제 5박의 장고형은 ‘쿵딱(○)’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제 6박에

서 한성준은 “좋지”라며 장고 연주 대신 추임새를 넣었다. 이와 같은 예

는 3박과 4박의 선율 리듬형을 제 5박과 6박에서 똑같이 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추임새로 대신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73> Columbia 40540-A면 적성가 대목 중 2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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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 ‘다는 가락’의 연주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 3박과 4박의 선율 리듬형에 따라 제 5박과 6

박의 연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3박과 4박의 리듬형의 변화

를 일반화하거나 공식화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공통

점만을 모아보면 첫째, 제 1～4박까지 장고연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제 5～6박의 장고의 고형이 제 3～4박의 선율

리듬형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제 5～6박 위치에

제 3～4박에서 나타난 선율 리듬형을 따라 치지 않고 추임새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형태의 장고형을 도출

하기 어려운 이유는 곧 고수가 선율의 리듬형을 함께 따라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고수의 적극적 참여는 곧 고수가 함께 노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점을 한성준 진양조 장단 중 ‘다는 가락’ 고형

의 특징적인 면으로 꼽을 수 있다.

‘다는 가락’의 경우에는 제 3～4박 선율의 리듬형이 제 5～6박의 고형

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이를 정형화된 고형으로서 제시하기는 어

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정한 고형이 제시될 수 없다. 또한, 제 3～4박 선

율의 리듬형을 제 5～6박에서 동일하게 고형으로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는 고수의 판단 하에 연주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면이 정형화된 고형

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보 74>는 이를 시각화 한 정보이다. 즉 1～4박까지는 연주

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고형의 특징이라 하겠고, 5박과 6박에서는 매우

다양한 고형이 고수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고형의 틀 안에서는 다

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예보 74> 진양조 장단 ‘다는 가락’의 고형 제시



- 119 -

③ 맺는 가락(결, 結)

‘기 경 결 해’ 구조의 ‘결(結)’은 ‘맺는 가락’에 해당한다. 본 항에서는

Columbia 춘향가 중 장고 고형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부항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 제 5박의 ‘척(○× )’
<예보 75>는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춘향 방자 따러가는 대목

중 11번째 장단으로 “뚜렷이”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

는 첫 박에서 합장단 ‘덩(∣○)’을 연주하였다. 제 2～4박까지는 고형이 나

타나지 않고 있다. 제 5박에서는 ‘척(○× )’을 연주하였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75> Columbia 40541-B면 춘향 방자 따러가는 대목 중 11번째 장단

<예보 76>은 Columbia 40554-B면에 수록된 박석틔 대목 중 4번째 장

단으로 “좌우를”이란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첫 박에서 합

장단 ‘덩(∣○)’을 연주하였으며 제 2～4박까지는 연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제 5박에서는 ‘척(○× )’을 연주하였다. 이에 앞서 제 4박에서 ‘굽(○× )’과

같은 연주가 보인다.183)

183) ‘쿵(○)’이 울림을 주는 연주를 위주로 한다면 ‘굽(○× )’은 울림보다도 궁편을



- 120 -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76> Columbia 40554-B면 박석틔 대목 중 4번째 장단

<예보 77>은 Columbia 40554-A면에 수록된 편지보고 이도령 통곡하

는 대목 중 11번째 장단으로 “손가락을 아드득 깨밀어”라는 가사를 가졌

다. 이 때 장고는 첫 박에서 합장단 ‘덩(∣○)’을 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제 2～4박까지도 연주되지 않고 있다. 제 5박에서는 ‘척(○× )’을 연주하였

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77> Columbia 40554-A면 편지보고 이도령 통곡 대목 중 11번째 장단

b) 3～4박의 고형

<예보 78>은 Columbia 40543-A면에 수록된 사랑가 중 7번째 장단으

막고 연주하여 한 박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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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는 죽어서”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가 제 5박에서

‘척(○× )’을 연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 4박에서 ‘구궁(○○)’ 하고 연주하

였는데 제 5박으로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효과가 있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78> Columbia 40543-A면 사랑가 대목 중 7번째 장단

<예보 79>는 Columbia 40543-A면에 수록된 사랑가 중 11번째 장단

으로 “가지가지에”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가 제 5박에서

‘척(○× )’을 연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 3박 및 4박에서 ‘구궁(○○)’, ‘궁

(○)’ 하고 연주하였는데, 역시나 제 5박으로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를 연

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79> Columbia 40543-A면 사랑가 대목 중 11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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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0>은 Columbia 40545-A면에 수록된 아이고 여보 도련님 대

목 중 8번째 장단으로 “재담이요 농담이요”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가 제 5박에서 ‘척(○× )’을 연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 4박에

서 ‘궁(○)’을 연주하였는데, 제 5박으로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를 연출하

는 효과를 나타낸다. 제 6박에서도 약하게 ‘닥(·)’하고 연주하였다.

소리 : 오비취

장고 : 한성준

<예보 80> Columbia 40545-A면 아이고 여보 도련님 대목 중 8번째 장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맺는 가락’의 연주에서는 제 5박의 연주

‘척(○× )’이 가장 특징적이다. 제 1박에 오는 합장단 ‘덩(∣○)’은 고수의 판

단에 따라 연주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 그리고 ‘맺는 가락’의 연주

에서는 제 3～4박의 선율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

3～4박의 선율 리듬형과 관계없이 제 5박에서 ‘척(○× )’을 연주하여 맺는

형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 6박에 연주가 되는 형태도 전곡(全

曲)에 걸쳐서는 발견되고 있지만 제 5박의 ‘척(○× )’이 주된 것이므로 제

6박 연주는 부차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전형적인 고형으로 나

타내면 다음의 <예보 8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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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1> 진양조 장단 ‘맺는 가락’의 고형

④ 푸는 가락(해, 解)

‘푸는 가락’은 ‘기 경 결 해’ 구조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본 항에서는

Columbia 춘향가 중 장고 고형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부항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보 82>는 Columbia 40540-A면에 수록된 적성가 대목 중 12번째

장단으로 “분조요난”이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이 때 장고는 제 3박

에서 ‘구궁(○○)’을 연주하였고, 제 4박에서 ‘궁(○)’을 연주하였다. 제 5박

에서 ‘딱닥(·)’의 형태로 연주하였고, 제 6박에서는 쉬고 있다. 선율은

“분조” 이후에 ‘라’음을 길게 끌면서 ‘솔’로 하행하였다. ‘라’음을 길게 끌

동안 장고가 ‘궁(○)’을 연주하였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82> Columbia 40540-A면 적성가 대목 중 12번째 장단

<예보 83>은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춘향 방자 따러가는데 대

목 중 8번째 장단으로 “이 내 말을 들어 보아라”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



- 124 -

이다. 이 때 장고는 제 3박까지 연주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 4박에 ‘굽

(○× )’ 하고 궁편을 막아 치는 연주를 하면서 박을 세는 역할과 함께 제 5

박에서 ‘기닥( )’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제 5박과 6박

은 각각 ‘기닥( )’과 ‘딱()’을 연주하였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83> Columbia 40541-B면 춘향 방자 따러가는 대목 중 8번째 장단

<예보 84>는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

목 중 4번째 장단으로 “송죽이요”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장고는 제

4박까지 연주를 하지 않았다. 선율의 흐름은 제 4박까지 이어지다가 제

5박과 6박에서는 멈춘다. 이 때 장고는 제 5박에서 ‘덩기닥(∣○ )’을 연주

하고 제 6박에서는 ‘딱기닥( )’을 연주하였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84> Columbia 40541-B면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목 중 4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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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5>는 Columbia 40541-B면에 수록된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

목 중 8번째 장단으로 “도화를 심어서”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장고

는 제 4박까지 연주를 하지 않았다. 선율의 흐름은 “도화러어”에서 길게

끌면서 떨고 제 5～6박의 “심어서”는 ♪♩♩♪와 같은 리듬꼴을 보였는

데, 이 때 장고 반주는 각각 ‘궁기닥(○ )’과 ‘딱기닥( )’으로 연주됐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85> Columbia 40541-B면 방자 춘향집 가르치는 대목 중 8번째 장단

<예보 86>은 Columbia 40543-A면에 수록된 사랑가 대목 중 4번째

장단으로 “사후 기약이 없을소냐”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선율이 제

1～4박까지 노래되었고, 제 5박과 6박을 쉬고 있다. 장고반주는 제 2박에

서 ‘구궁(○○)’으로 울려주고 제 3～4박은 쉬고 있다. 제 5박과 6박은 각

각 ‘쿵기닥(○ )’과 ‘쿵(○)’을 연주하였다. 한성준은 제 6박에서 추임새

“타[좋다]”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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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86> Columbia 40543-A면 사랑가 대목 중 4번째 장단

<예보 87>은 Columbia 40544-A면에 수록된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10번째 장단으로 “기맥히니 웃어볼까”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선

율이 제 1～5박까지 노래되었고, 제 6박을 쉬고 있다. 장고반주는 제 5박

과 6박에서 각각 ‘덩기닥(∣○ )’과 ‘기닥기닥( )’으로 연주되었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87> Columbia 40544-A면 이별차로 건너간다 대목 중 10번째 장단

<예보 88>은 Columbia 40544-B면에 수록된 와락 뛰어 대목 중 6번째

장단으로 “내던지고”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선율이 한 박씩 길게

끄는 형태로 노래되었는데, 특히 제 5박과 6박에서 ‘미’음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장고반주는 제 5박과 6박에서 각각 ‘덩기닥(∣○ )’과 ‘궁(◦)’으

로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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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88> Columbia 40544-B면 와락 뛰어 대목 중 6번째 장단

<예보 89>는 Columbia 40544-B면에 수록된 와락 뛰어 대목 중 10번

째 장단으로 “내던지며”라는 가사를 가진 부분이다. 선율이 한 박씩 길

게 끄는 형태로 노래되었는데, 특히 제 4박과 5박에서 ‘미’음을 지속적으

로 내고 있으며 제 6박은 쉬고 있다. 장고반주는 제 3박부터 나타나는데,

3박에서 ‘구궁(○○)’, 4박에서 ‘궁(○)’, 5박에서 ‘덩기닥(∣○ )’, 6박에서 ‘굽

(○× )’으로 연주되었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89> Columbia 40544-B면 와락 뛰어 대목 중 10번째 장단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진양조 장단의 ‘푸는 가락’에서 나타나는 중요

한 가락이 나타나는 위치는 제 5박, 그 다음으로 제 6박의 순서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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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에서는 ‘덩기닥(∣○ )’ 또는 ‘쿵기닥(○ )’과 같은 형태가 자주 발견되었

다. 그리고 제 6박에서는 ‘딱기닥( )’이나 ‘기닥기닥( )’, 또는 ‘쿵(○)’과

같은 연주가 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푸는 가락’의 한 유형으로서 위의 장고 고형의

예를 다음<예보 9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고형을 단순화하여 정리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제시된 ‘푸는 가락’의 장고 고형에서 첫 박의 ‘덩(∣○)’은 나타

나지 않고 있으며, 각 장단의 끝부분인 제 5～6박에 채편연주도 많이 나

타나고 있다. 제 5～6박에 ‘딱기닥( )’, ‘딱기닥( )’과 같은 연주가 나타

나거나 ‘기닥기닥( )’, ‘쿵(○)’과 같은 연주방법이 나타나는 형태가 일반

적인 형태였다.

또는

<예보 90> 진양조 장단 ‘푸는 가락’의 장고 고형 예시

4) 소리북과 장고 고형 비교

앞서 Victor 와 Columbia 두 회사에서 제작된 춘향가는 각각 소리북

과 장고로 반주됐다. 고수는 둘 다 한성준이 맡고 있지만 반주하는 악기

가 다를 때는 고형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진양조 장단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양조 장단의 경우

에는 ‘기 경 결 해’의 구조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Victor 춘향가에

서 진양조 장단의 ‘내는 가락’ 고형은 또 다시 제 5～6박의 선율이 쉬는

형태, 지속음으로 연주되는 경우, 그리고 내드름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

었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예보 9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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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음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각각 귀납하여 제

시하였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예보 9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예시로부터 차이점을 논의하면 한성준이 연주하는 진양조 장단 ‘내는

가락’의 소리북과 장고 고형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또는

ⓑ

ⓒ

ⓓ

<예보 91> Victor 춘향가 중 진양조 장단 ‘내는 가락’의 고형 제시

또는

<예보 92> Columbia 춘향가 중 ‘내는 가락’의 고형 예시

Victor 춘향가에서 제시한 모든 예시를 살펴봤을 때, 첫 박에서 ‘덩

(∣○)’을 연주하지 않았다. 또 한 대목의 시작인 내드름의 경우 첫 박을

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의 고형이 정형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내는 가락’에서의 공통점으로는 제 1박의 ‘덩(∣○)’ 연

주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제 2～4박까지는 연주하지 않는 예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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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제 5박 연주 시 소리북의 경우 ‘딱닥(·)’ 또는 ‘딱기닥( )’과 같은

연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고 연주에서는 ‘딱()’으로서 소리북보다는

간략한 가락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제 6박의 경우, 소리북에서는

‘딱닥(·)’ 또는 ‘딱()’과 같은 연주를 하지만 장고 연주로는 ‘딱기닥( )’
또는 ‘기닥기닥( )’과 같이 소리북 연주에 비해 겹쳐치는 가락이 등장해

차이를 보인다. 한편 모든 내드름 가락의 연주에서는 첫 박을 연주하지

않고 있었다.

‘다는 가락’은 제 3박과 4박에 나타타는 선율의 리듬꼴을 제 5박과 6박

에 그대로 따라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도 살펴보긴 했지만 대체로 3박과 4박의 리듬꼴이 이어지는 5박과 6박의

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는 가락’의 경우에는 고

형을 정형화하여 귀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연주되는 조합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서 고형을 나타내자면 다음

<예보 9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제시되는 예시는 정형화될 수

가 없으므로 사실상 매우 많다고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이 제 5박과 6박의 고형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띤다.

<예보 93> ‘다는 가락’의 장고 고형

Victor 춘향가에서 나타나는 진양조 장단 대목 중 ‘맺는 가락’의 고형

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제 5박에 위치하는

강박(强拍)이며, 이는 ‘딱()’으로 연주되었다. 이 형태는 장고 연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장고 연주에서는 제 5박만을 강하게 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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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제 3박 및 4박에 ‘궁(○)’의 연주가 더해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

었던 반면 소리북 연주에서는 3～4박에 ‘궁(○)’을 연주하는 형태 한 가

지가 주로 나타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예보를 제시하여 그 차이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보 94>는 Victor 춘향가의 연주로서 소리북으로 반주한 진양조 장

단의 ‘맺는 가락’ 고형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예보 95>는 장고

로 연주한 것이다.

<예보 94> Victor 진양조 장단 ‘맺는 가락’ 고형 제시

<예보 95> Columbia 진양조 장단 ‘맺는 가락’ 고형 제시

끝으로 진양조 장단 ‘푸는 가락’의 연주는 소리북으로 연주한 형태와

장고로 연주한 형태가 차이를 보인다. 아래 <예보 96>은 Victor 춘향가

의 ‘푸는 가락’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예보 97>은 Columbia 춘

향가의 ‘푸는 가락’을 정리한 것이다. ‘푸는 가락’은 통상 제 5박과 6박에

의해서 고형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1～4박의 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제 5박과 6박의 고형만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소리북 연주 시에는 제 5～6박이 각각 ‘구궁(○○)’ ‘구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제 3박에서도 ‘구궁(○○)’ 하는 연주가 자주 나타난다. 한편 장

고 연주에서는 제 1～4박까지 연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

또한 제 5박에서 ‘딱기닥( )’ 또는 ‘쿵기닥(○ )’의 연주, 그리고 제 6박

에서 ‘딱기닥( )’ 또는 ‘궁(○)’과 같은 고형이 많이 나타난다. 소리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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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장고반주를 비교했을 때 5～6박의 연주방법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

는데, 소리북이 궁편 위주의 소리로 울림을 주고 감싸는 연주를 한다면,

이에 비해 장고 반주는 채편 위주의 연주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보 96> Victor 진양조 장단 ‘푸는 가락’의 고형 제시

또는

<예보 97> Columbia 진양조 장단 ‘푸는 가락’의 장고 고형 예시

이상과 같이 소리북과 장고가 진양조 장단을 연주할 때 ‘기 경 결 해’

의 구조하에서 다양한 고형을 선보이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고수

한성준이 소리북을 연주할 때는 장고연주에 비해 겹가락을 덜고 궁편 위

주의 둥글둥글한 울림을 주어 풍성한 음향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연

주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고로 연주할 때는 채편의

놀음을 자유롭게 가감하여 궁편의 울림을 상보(相補)할 수 있는 화려함

을 보여주고 있다.

2. 중모리 장단

중모리 장단과 관련해서 Victor 및 Columbia 춘향가에 나타난 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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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실제 한성준이 연주하고 있는 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한성준이 중모리 장단을 이해하고 있는 틀에 대해 이해하면 고형

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한

성준이 중모리 장단을 연주하는 틀에 대한 서술과 실제 소리북 및 장고

로 연주하는 고형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틀

중모리 장단 한 대목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단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양조 장단으로 된 대목 중에서 하나의 단락을 ‘기 경 결

해’의 구조로 보았고, 이 때 한성준이 4장단 내외의 길이를 하나의 단락

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중모리 장단에서도 이

와 같은 구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래의 예시는 Columbia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춘향가 중 중모리 대

목의 일부이다. 네모칸은 첫 박에 강박으로서 ‘덩(∣○)’이 연주된 곳에 표

시를 해 둔 것이다.

<갈까보다>

1～2장단 그때여 춘향이는/독수공방 홀로앉어/

3～4장단 탄식으로 울음운다/갈까보다 갈까보다/

5～6장단 임을 따라서 갈까보다/천리라도 따라가고/

7～8장단 만리라도 내가 가지/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바람에

9～10장단 모두 다 수여넘는/동설령 고개여 임이 왔다 하면/

11～12장단 나는 발벗고 아니수여 넘으련만/무삼일로 못오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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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사또 듣조시오>

1～2장단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3～4장단 기생의 절행이 없단 말이오/해서기생 농선이난/

5～6장단 동설령으 죽어있고/안동기생 일정홍이/

7～8장단 생열녀문을 지었으니/기생으게 열녀 없을 리가 없소/

9～10장단 마오마오마오 그리마오/상조딸이라 그리마오

<춘향이 나오며>

1～2장단 춘향이가 하릴없이/입던 의복을 그저 입고/

3～4장단 기운없이 나오면서/행수불러 말을 헌다/

5～6장단 아이고 여보 행수형님/형님은 내와 행수만 허면/

7～8장단 낸들 어이 이리될까/사람을 부르면 고이 부르리/

9～10장단 산도 네거리 버러진 데에/화젓가락 움마디 틀 듯이/

11～12장단 뱅뱅틀어서 말을 허니

중모리 장단의 고형에서는 매 장단의 첫째 박마다 ‘덩(∣○)’이 나타나고

있어 네 장단 내외의 구성을 한 단락으로 짓고 있는 진양조 장단과는

차이를 보인다. 심재덕은 중모리 장단의 구조를 ‘기(起)’와 ‘승(承)’으로

구분해 설명한 바 있다.184) 이보형도 ‘기 경 결 해’의 ‘경(景)’과 ‘결(結)’

이 곧 ‘달고 맺기’라는 말과 어의적 의미가 같다며 중중모리 장단 내에서

의 단락을 구분하였다.185) 이 때 중중모리 장단에서 소박의 단위가 여느

184) “다음같은 심재덕(沈載德)氏談은 그에 시사를 줄지도 모른다. 가얏고 산조
같은 즉흥음악에도 한시(漢詩)같이 기승전결(起承轉結)이란 틀이 있다는 것
이다. 음악에서 ‘기(起)’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조의 중모리를 예로 들면, 그것
은 그 첫 장단 즉 첫 12박이고, ‘승(承)’은 그 다음 12박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起)’는 문장에 있어서 캄마와 같고 ‘승(承)’은 피리옫의 성질과 같다는 것
이다.” 이혜구, 만당문채록(서울: 민속원, 1998), 215쪽.

185)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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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단위로 확대된 것이 중모리 장단이므로 ‘기 경 결 해’의 구조는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심재덕의 ‘기(起)’-‘경(景)’ 또는 이보형의 ‘승

(承)’-‘결(結)’이 결국 중모리 대목 중에서 “한 단락은 두 장단이 짝을 이

루는 구조”라는 점에서 같은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모리 장단 또는 중중모리 장단으로 된 대목의 악절이 2장단

주기를 벗어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중모리 장단이 2장단, 3장단, 때로는

10여장단의 길이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이보형의 주장186)과 같이 위에

나타난 <갈까보다>, <여보 사또 듣조시오>, <춘향이 나오며> 대목의

예시에서도 두 장단 단위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고형을

봐서는 거의 매 장단마다 합장단이 연주되고 있어 합장단의 출현으로서

단락을 구분할 수도 없다.

중모리 장단의 단락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예시는 Columbia 40544-B면에 수록된 내몰랐소 대목이다.

“/” 표시는 장단의 구분을 의미하고 한 행은 한 단락을 의미한다.

186)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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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수
악구 사설

2
1～2

장단
내몰랐소 내몰랐소/도련님 속 내몰랐소

4
3～6

장단

보기 싫어 하는 얼굴/더보아도 쓸데없고/듣기싫어 하는

말은/더 들어도 병이 나니

2
7～8

장단
나는 가네 나는 가네/건너방으로 나는 가오

3
9～11

장단

춘향이가 일어나니/도련님이 기가막혀 게 앉아라/소리치

며 말을 헌다

4
12～15

장단

게앉거라 게앉거라/거그 앉어 말들어라/웬수로다 웬수로

구나/지하정리가 웬수로다

2
16～17

장단
말을마라 말을 말어라/속을 모르면 말을 마라

<표 15>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의 구조

한편 이보형은 중모리 장단의 맺는 고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

다.187)

/덩 -/궁 -/딱 -//궁 -/또드 락/닥 닥///궁 -/쿵 -/척 -//궁 -/- -/궁 구루/

그리고 이를 본고에서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정간에 기보하면 다음의

<예보 9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예보 98> 중모리 장단 ‘맺는 고형’(정간) 예시

187)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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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보 98>에서 제시된 고형은 매우 이상적이다. 고수들은 모든

장단을 치면 소위 ‘또드락 장단’이라 하여 시끄럽고 품위가 없어 연주를

기피한다.188)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맺는 고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제 2대박의 2～3박을 들 수 있다.189) 마침 사

설의 의미가 나뉘는 곳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달고-맺는’ 중모

리 장단의 구조 중에서 ‘맺는’ 시점의 제 2대박 2～3박에 ‘기리닥( )’의

표현이 수 차례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고수 역시 사설

의 흐름을 통해 중모리 장단 내에서 음악적인 단락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예보 99>부터 <예보 10

4>까지는 한성준이 연주한 제 2대박의 2～3박에 특징이 나타나는 지점

과 사설의 의미구분을 통해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을 단락

별로 구분해보았다.

<예보 99>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 제 1단락의 장고형

위의 내용은 첫째 단락이면서 이 대목 전체의 첫 장단이다. 제 1대박

1박의 합장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대목의 내드름이기 때문이다.

이 단락의 경우에는 제 2대박의 2～3박에 ‘기리닥( )’ 연주가 나타나고

188)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05쪽.

189)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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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다음 단락과 구분되는 내용을 노

래하고 있다. 이 때 제 4대박의 2박과 3박에서 ‘기닥기닥( )’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 장단의 경우 제 4대박 2～3박의 선율이 노래되지 않고 있어

선율 흐름의 단절로 인해 단락의 종지를 판별할 수 있다.

<예보 100>에 나타난 단락의 세 번째 장단인 “듣기싫어 하는 말은”

부터 제 2대박의 2～3박에 ‘궁기리닥(○ )’이 나타났고, 네 번째 장단의

제 2대박 2박에서 한 번 더 맺는 고형이 표현되지만, ‘궁(○)’보다 더 강

조된 ‘덩(∣○)’이 연주됨으로서 앞의 장단보다 고조된 면이 있다.

<예보 100>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 제 2단락의 장고형

<예보 101>에 제시한 단락에서도 제 2대박의 2～3박에 ‘구궁기리닥(○

○ )’과 같은 고형이 연주되었고, 이어지는 2번째 장단의 제 2대박 2～3

박에도 ‘기리닥닥( ·)’과 같은 고형이 연주되었다.



- 139 -

<예보 101>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 제 3단락의 장고형

<예보 102>에서는 첫 번째 장단과 두 번째 장단의 제 2대박 2～3박에

‘덩기리닥(○ )’과 같은 고형이 출현하였고, 한 단락을 맺는 듯한 느낌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장단의 “게 앉아라”를 길게 끌면서 다음 장

단으로까지 이어졌고, 다음 장단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제 2대박 2～3박

에서 변형된 형태인 ‘닥기닥(· )’을 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보 102>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 제 4단락의 장고형

<예보 103>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장단에 걸쳐 제 2대박 2～3박에

‘덩기리닥(∣○ )’, ‘궁기리닥(○ )’, ‘구궁닥(○○·)’, ‘덩기리닥닥(∣○ ·)’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이처럼 ‘맺는 가락’의 고형을 몇 장단에 걸쳐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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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보 103>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 제 5단락의 장고형

<예보 104>에 나타난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장단에서 역시 제 2대박

2～3박에 ‘쿵기닥닥(○ ·)’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몰랐소” 대목은 중모리 장단 제 2대박의 연주가 비교적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 예시이다. 그러나 모든 대목의 모든 장단에서 이처럼 한

장단 내 제 2박의 연주가 ‘맺는 가락’을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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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04> Columbia 40544-B면 내몰랐소 대목 제 6단락의 장고형

제 2대박의 연주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제 3대박이다. 제 3대박의

1～3박에 걸쳐 ‘궁궁척(○ ○ ○× )’으로 강조하는 형태는 중모리 장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자 ‘맺는 가락’의 특징으로 꼽힌다. 중모리 한 장

단 안에서의 구조를 다시 ‘기 경 결 해’로 봤을 때 제 3박은 ‘결(結)’에

해당하므로 맺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소리북

이 항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중모리 장단의 틀을 바탕으로 실제 연주에

서 소리북으로는 어떻게 연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제 1박의 반주형태

앞서 구조를 살펴보는 항에서 제시된 예보를 살펴보았듯이 제 1대박의

1박의 합장단이 거의 매번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한 단락의 시작이나 단락의 흐름상

강박(强拍)이 필요한 경우에는 ‘덩(∣○)’을 세게 치는 연주가 많이 나타났

다. 그리고 ‘다는 가락’에 해당하거나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구덩(○∣○)’과

같은 연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첫 박의 강박이 아닌 이상 고수들은

‘쿵(○)’을 즐겨 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첫 박에 무조건 강박(强拍)

이 위치해 동일한 패턴을 연주하는 것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박자를 연주

하는 것이므로 고수들이 기피하는 연주법이기 때문이다. Victor 춘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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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본다면 ‘덩(∣○)’보다도 ‘쿵(○)’을 연주하는 형태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예보 105>에는 중중모리 대목 중 첫째 장단에 합

장단 ‘덩(∣○)’ 대신에 ‘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는 중모리 장단의 각 대목에서 흔히 나타난다.

소리 : 김소희

북 : 한성준

<예보 105> V.KJ 1127-B면 밤은 적적 깊었는데 대목의 2～3번째 장단

② 제 4대박의 반주형태

제 4대박의 연주는 다음 장단의 연결에 대한 암시를 준다 할 수 있다.

즉 중모리 장단의 ‘달고-맺고’ 연주에서 ‘달고’에 해당하는 연주를 할 때

제 4대박 맨 끝부분에서 살짝 신호를 주는 역할이 발견된다.

아래의 <예보 106>은 V.KJ 1113-A면에 수록된 방치레가 수수허다

대목의 7～8번째 장단이다. “일점이점 놓아갈제” 가사를 가진 장단의 제

4대박의 3박 째에 가볍게 ‘닥(·)’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어떤 노

인을”으로 넘어가는 데에 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는 가락’의

의미를 인식하고 고수가 연주한 것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어떤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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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2대박 2박의 위치에 ‘기리닥( )’이 연주되면서 제 3대박의 3박을

‘딱()’하고 크게 치는 것은 반대로 종지감을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맺는

가락’을 의미한다 하겠다.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06> V.KJ 1113-A면 방치레가 수수허다 대목의 7～8번째 장단

그러나 제 4대박을 다른 방법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어 다음의 예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예보 107>은 V.KJ 1115-A면에 수록된 이별

차로 나가면서 대목의 3～4번째 장단이다. “울며불며 나가는디”라는 가

사를 가진 장단의 제 4대박 1박은 ‘쿵(○)’을 연주하고 제 3박에서는 다

른 연주 대신 “좋다”라는 추임새를 외쳤는데, 이와 같이 추임새를 외치

는 것은 손으로 북을 치는 것과는 또 다른 연주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어지는 <예보 108>에 나타난 “춘향을 어쩌고 갈꼬”의 제 4대박 3

박의 위치에서도 “좋지”하며 추임새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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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107> V.KJ 1115-A면 이별차로 나가면서 대목의 3번째 장단

소리 : 박록주

북 : 한성준

<예보 108> V.KJ 1115-A면 이별차로 나가면서 대목의 4번째 장단

③ 제 3대박 3박의 강세

중모리 장단의 강세는 제 1대박의 1박과 제 3대박의 3박에 놓여있다.

제 1대박에 오는 강세는 ‘덩(∣○)’ 또는 ‘쿵(○)’이 주로 연주되지만, 제 3

대박 3소박의 연주는 강하게 ‘척(○× )’하고 맺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중

모리 장단 구조의 ‘달고-맺고’의 의미가 아니라 한 장단 내에서의 ‘기 경

결 해’ 구조 속에서 맺는 ‘결(結)’을 의미한다.190)

190) 중모리 장단에서 ‘달고-맺고’의 의미가 중모리 한 장단 내에서의 고형의
‘기 경 결 해’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이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16쪽에서 발견되는데, 이 때의 중모리 맺는 고형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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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김소희

북 : 한성준

<예보 109> V.KJ 1129-B면 어사또를 바라보며 대목의 2～3째 장단

위의 <예보 109>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모리 장단 제 3대박의 3박

에 위치한 ‘척(○× )’ 연주는 중모리 장단의 가장 특징적인 연주 중의 하나

이다. 위의 두 장단은 다른 가사에 다른 선율이지만 고형은 동일한 형태

이다.

아래 <예보 110>은 마찬가지로 중모리 장단 제 3대박의 3박 위치의

‘척(○× )’ 연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같이 제시하였다.
“내고(起).........//달고(承).........///맺고(結).........//풀고(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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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임방울

북 : 한성준

<예보 110> V.KJ 1117-A면 일절통곡 대목의 1～2째 장단

④ 제 3대박 1～3박의 반주형태

위의 항에서 중모리 장단 제 3대박의 3박에 나타나는 ‘척(○× )’ 연주가
중모리 장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면서도 중요하게 연주되는 것임을 확

인하였다. 그런데 제 3대박의 3박에 위치하는 강박(强拍) 연주는 제 3대

박의 1～3박에 걸쳐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를 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

은 예를 동일한 대목의 다른 장단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반

드시 고조되는 형식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기 위하여 완

벽하게 동일한 고형이 나타나는 예시를 고의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아래

<예보 111> 및 <예보 112>를 살펴보면 제 3대박의 1～3박이 ‘궁 쿵 척

(○○ ○× )’으로서 점차 고조되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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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김소희

북 : 한성준

<예보 111> V.KJ 1129-B면 어사또를 바라보며 대목의 6～7번째 장단

소리 : 김소희

북 : 한성준

<예보 112> V.KJ 1117-A면 일절통곡 대목의 10～11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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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고형

Columbia 춘향가에 등장하는 중모리 장단 대목 안에 있는 각 장단의

횟수는 200여 회가 넘는다. 따라서 모든 장단을 나열하여 검토하기보다

는 장고로 중모리 장단을 연주하는 특징이 잘 드러난 예시를 선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① 제 1대박의 반주형태

중모리 장단 제 1대박의 1박에는 대개 합장단이 나타나고 있었다. 합

장단은 거의 매 박에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한 단락의 시작이나 단락의 흐름상 강박(强拍)

이 필요한 경우에는 ‘덩(∣○)’을 세게 치는 연주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는 가락’에 해당하거나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구덩(○∣○)’과 같은 연주

를 하기도 했다. 아래 <예보 113>에는 중모리 대목 중 첫째 장단에 합

장단 ‘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는 중

모리 장단의 각 대목에서 흔히 나타난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113> Columbia 40546-B면 둘이 서로 마주앉어 대목 중 1～2번째 장단



- 149 -

② 제 4대박의 반주형태

중모리 장단에서 제 4대박의 연주는 다음 장단의 연결에 대한 암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소리북의 고형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

항에서는 장고로 반주하고 있는 Columbia 춘향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114> Columbia 40550-A면 춘향이 나오며 대목 중 11번째 장단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115> Columbia 40550-A면 춘향이 나오며 대목 중 12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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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116> Columbia 40550-A면 춘향이 나오며 대목 중 13번째 장단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117> Columbia 40550-A면 춘향이 나오며 대목 중 14번째 장단

위 <예보 114>부터 <예보 117>까지의 제 4대박의 연주는 특히 제 2

박과 3박에 집중된다. 한성준이 장고로 연주한 Columbia 음반에서는 전

체적으로 ‘닥(·)’이나 ‘기닥( )’을 가볍게 연주하는 형태가 많이 발견된다.

이 때의 선율은 대개 쉬는 선율이거나 길게 끄는 선율이 발견된다. 경우

에 따라 ‘기리닥( )’의 연주가 되기도 하였다. 이 위치에서 연주하는 고형

은 창자의 편의를 위해 고수가 중모리 한 장단을 세면서 제 4대박의 2,

3박의 위치임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연주될 수도 있다. 단, 이 때는 몇 가

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선율이 길게 끄는 형태인 경우, 또는 둘째 아

예 그 두 박을 쉬던지, 또는 셋째 고수의 판단하에 창자에게 ‘여기까지가

중모리 한 장단이다’라는 신호를 주고 싶을 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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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3대박 3박의 강세

앞서 소리북으로 연주한 Victor 춘향가에서 제 1대박의 1박과 제 3대

박의 3박에 중모리 장단의 강세가 놓여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

1대박에 오는 강세는 ‘덩(∣○)’ 또는 ‘쿵(○)’이 주로 연주되지만, 제 3대박

3박의 연주는 강하게 ‘척(○× )’하고 맺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아래와 같

이 Columbia 춘향가에서 나타나는 제 3대박 3박의 강세의 형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118> Columbia 40555-B면 춘향모 어사 또 보고 통곡 대목 중 2번째 장단

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119> Columbia 40555-B면 춘향모 어사 또 보고 통곡 대목 중 3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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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권금주

장고 : 한성준

<예보 120> Columbia 40555-B면 춘향모 어사 또 보고 통곡 대목 중 4번째 장단

위의 <예보 118>부터 <예보 120>까지는 중모리 장단 제 3대박의 3박

에 강세가 오는 형태가 잘 나타난 부분을 발췌한 예시이다. 제 1대박의

1박에 ‘덩(∣○)’ 또는 ‘구덩(○∣○)’의 합장단이 오는 것 외에는 제 3대박 3박

의 ‘척(○× )’의 연주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시이다. 이와 같이 중모리

장단으로 된 대목에서는 다른 박에 연주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 1대박

의 1박과 3대박의 3박을 강조함으로써 가장 중모리 장단다운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한성준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항상 지키고 있었으

며, 경우에 따라 제 4대박 3박에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④ 제 3대박 1～3박의 반주형태

제 3대박의 3박에 위치하는 강박(强拍) 연주는 제 3대박의 1～3박에

걸쳐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에 의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현

상이 Columbia 춘향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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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21> Columbia 40551-B면 열을 치고 대목 중 4번째 장단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22> Columbia 40551-B면 열을 치고 대목 중 5번째 장단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23> Columbia 40551-B면 열을 치고 대목 중 6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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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24> Columbia 40551-B면 열을 치고 대목 중 7번째 장단

중모리 장단 고형의 특징 중 제 3대박의 1박부터 3박까지 점차 분위기

가 고조되는 형태를 위의 <예보 121>부터 <예보 124>까지의 예시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제 3대박의 3박의 ‘척(○× )’은 가장 극적인 효과로 ‘맺

는 가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때 제 3대박의 1박에

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로 ‘궁(◦)’을 치고, 제 2박에서는 그보다 큰 소

리로 ‘쿵(○)’을 연주한다. 그리고 제 3박에서 가장 큰 소리로 ‘척(○× )’하
고 연주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고조된 것을 한 번에 맺으면서 감정선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고수들이 극적효과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성준의 장고 고법에서도 이와 같은 연주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발

견할 수 있다.

4) 소리북과 장고 고형 비교

한성준이 연주한 중모리 장단은 진양조 장단처럼 네 장단 내외가 하나

의 단락을 이루어 반복하는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의 매

장단의 제 1대박에서 합장단을 연주하고 있어 한 단락의 단위를 재차 살

펴보아야 한다. 예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모리 장단 한 대목 내에서

여러 장단이 하나의 단락을 이룬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장단의 수는

일정하지 않다.

소리북 고형에 있어서는 첫째, 제 1대박 1박에 합장단이 연주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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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살펴보았는데, ‘덩(∣○)’, ‘구덩(○∣○)’, ‘쿵(○)’ 등의 연주가 나타났고

‘쿵(○)’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제 4대박 2～3박의 연주형

태는 ‘닥(·)’과 같이 매우 가볍게 연주하는 형태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경

우에 따라 추임새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셋째, 중모리 장단 제 3대박 3박

에서 ‘척(○× )’하고 연주하는 형태는 매우 중요한 중모리 장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주는 거의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제 3대

박의 1～3박까지 ‘궁(◦)’, ‘쿵(○)’, ‘척(○× )’으로 연결하여 분위기를 고조시

키는 연주를 통해 극적효과를 증대시키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장고 고형에 있어서는 첫째, 제 1대박 1박에 합장단이 연주되는 형태

를 살펴보았다. 이 때 ‘덩(∣○)’의 연주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 제 4대박

2～3박의 연주형태는 ‘닥(·)’이나 ‘기닥( )’을 가볍게 연주하는 형태가 많

이 발견되었다. 셋째와 넷째 특징은 소리북 고형과 그 양상이 동일하다.

장고의 고형에서는 ‘기닥( )’과 같은 겹가락이 제 4대박의 연주에서 등

장한다는 점 정도로 매우 작은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모

리 장단의 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리북 또는 장고의 고형 연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겹가락 등과 같이 악

기의 연주기법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경우를 위의 결과를 합쳐 귀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예보 125>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예보 125> 중모리 장단의 일반적인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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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과 관련해서 Victor 및 Columbia 춘향가에 나타난 음원

을 바탕으로 실제 한성준이 연주하고 있는 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에 앞서 한성준이 중중모리 장단을 이해하고 있는 틀에 대해 이해하면

고형 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

는 한성준이 중중모리 장단을 연주하는 틀에 대한 서술과 실제 소리북

및 장고로 연주하는 고형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틀

이보형은 중중모리 한 장단 내에서 달고 맺는 의미를 음들의 응집력으

로 이해했다.191) 중중모리 장단에서 ‘달고’ 가는 리듬형은 지속적으로 이

야기가 전개되는 양상을 의미하고, ‘맺는’ 것은 곧 마친다는 의미이므로

상반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중중모리 장단 한 대목 내에서 몇 개의

장단이 묶여 단락을 이루는 형태는 중모리 장단과 마찬가지로 사설의 전

개에 따른 고수의 판단이 중요하다. 고수는 서사적 구조를 이해하여 단

락을 짓고 연주하게 된다. 앞서 중모리 장단도 ‘달고-맺고’로서 짝을 이

루지만 사설의 구조에 따라 고수가 단락구분을 판단하고 시도했다. 중중

모리 장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산영수 한 대목을 예

로 들어 단락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91)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 39집, 208-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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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26> V.KJ 1111-A면 기산영수 대목 제 1단락의 장고형

<예보 126>에 나타난 기산영수 대목의 첫 번째 단락은 이 대목 전체

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내드름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 1박의 1

소박은 연주되지 않았다. 제 3박과 4박의 1～3소박 사이의 “별 – 건”과

“곤 - -”은 각각의 박 안에서 음들이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

인다. 이에 따라 다음 장단으로 연결된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

다. 반면에 “소부허유 놀고”의 제 3박은 “놀 - -”이 앞쪽으로 붙어있고,

제 4박의 1소박에 “고”라는 가사가 나타나지만 제 2～3소박에 다른 연주

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설이 앞쪽으로 붙어있으므로 종지감을 주게 된

다. 다음 장단에서 새로운 사설이 시작되지만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형이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을 종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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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27> V.KJ 1111-A면 기산영수 대목 제 2단락의 장고형

<예보 127>에 나타난 기산영수 대목의 두 번째 단락에서도 제 3박의

구조는 첫 번째 단락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장단은

‘다는 가락’의 의미를 가지며 연주되고, 두 번째 장단은 ‘맺는’ 의미를 지

니며 종지하였다.

<예보 128> V.KJ 1111-A면 기산영수 대목 제 3단락의 장고형

<예보 128>에 나타난 기산영수 대목 중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장단

은 첫 박에 나타난 합장단 외에 별다른 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제 3박

1～3소박의 “추 야 -”와 제 4박 1～3소박의 “월 으 -”가 모두 앞쪽으로

치우쳐져 ‘맺는 가락’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의 내용이 이어져 맺

어지는 가락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곧 다음 장단에 더 확실한 종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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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된다. 두 번째 장단의 제 3박 1～3소박의 “놀았으”에서 사설이 붙

어있고, 제 4박 1소박만 “니”라는 사설이 붙어있으면서 2～3소박의 선율

이 쉬고 있으므로 단락의 종지감을 준다.

<예보 129> V.KJ 1111-A면 기산영수 대목 제 3단락의 장고형

<예보 129>는 기산영수 대목 제 3단락의 장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

째와 두 번째 장단은 제 3박 1～3소박의 가사가 동일한 위치에 붙어있고

제 3소박에서 ‘척(○× )’만을 연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 4박 1～3소박

이 배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단은 이 단락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위해 제 1박과 2박

의 1～3소박에서 각각 ‘덩 – 기닥(∣○ - )’, ‘쿵 – 기닥(○ - )’으로 연

주되었다. 제 3박에서도 1～3소박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점차 고조를 위

해 제 3박 1소박에 ‘궁(◦)’을 연주하고 3소박에서 ‘딱()’을 연주하면서 전

체 한 대목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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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북

① 제 1박의 반주형태

중중모리 장단은 대부분 제 1박 1소박의 위치에 합장단이 연주된다.

중모리 장단과 마찬가지로 고형에서는 ‘덩(∣○)’, ‘구덩(○∣○)’, ‘쿵(○)’과 같

은 연주형태가 나타난다. 한성준이 연주하는 중모리 장단 첫 박에 ‘쿵

(○)’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중모리 대목에서는 ‘덩(∣○)’을 연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② 제 3박 3소박의 강세

중중모리 장단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점은 제 3박 3소박에 나타나는

강세를 지적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제 3박의 연주 중 특히 제 3소박에

강박(强拍)인 ‘척(○× )’이 연주되는 특징을 발췌하여 중중모리 한 장단 내

에서의 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예보 130>은 V.KJ 1111-A면에 수록된 동문밖 나가면 대목의

1～3째 장단이다. 세 장단 모두 제 3박의 3소박에 ‘척(○× )’으로 연주되는

강박(强拍)이 자리잡고 있다. “동문 밖 나가면”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부분은 첫 장단이므로 내드름 가락으로서 연주되지 않았다. 그 대신 제

3박의 1소박과 제 4박의 1소박에 ‘덩(∣○)’을 연주하였다. 이로써 제 3～4

박에 ‘덩 – 딱’을 두 번 연주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 중중모리 장단의 출

렁거리는 느낌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 장단인 “금수 청풍으”는 첫 박의

합장단 ‘덩(∣○)’이 나온 후에 제 3박의 3소박에 나오는 ‘척(○× )’만 연주하

고 그 외의 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선율 또한 제 4박은 쉬고 있기

에 종지감을 주는 형태로서 작용하였다. “백구난 유랑이요” 역시 제 3박

의 ‘척(○× )’이 등장하였는데, 제 4박의 1소박에 ‘쿵(○)’, 그리고 3소박에

추임새 “허”가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느낌을 전해준다. 이와 같이 제 3

박 3소박에 강박이 위치하는 경우는 중중모리 장단 전 바탕에 걸쳐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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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130> V.KJ 1111-A면 동문밖 나가면 대목의 1～3째 장단

③ 제 3박의 반주형태

중중모리 장단의 제 3박 연주가 전형적인 중중모리 장단의 고형이라면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제 3박의 1～3소

박이다. 왜냐하면 제 3박 3소박의 강박(强拍)을 연주하기 위해 제 3박

1～3소박부터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연주를 선보일 수 있기 때

문이다. Victor 춘향가의 중중모리 장단 중에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

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래의 대목에 잘 나타난다.

아래의 <예보 131>은 V.KJ 1112-A면에 수록된 백백홍홍난만중 대목

의 1～4번째 장단이다. 첫 번째 장단인 “백백홍홍 난만중”의 제 3박의

1～3소박은 ‘궁 – 척(◦ - ○× )’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단의

제 3박의 1～3소박은 ‘덩 쿵 척(∣○ ○ ○× )’을 연주하고 제 4박의 1소박에

서 다시 ‘쿵(○)’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미인이 나와”라는 사설이

앞쪽으로 붙음으로써 종지형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해도같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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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의 가사를 갖고 있는 한 장단은 첫 박의 ‘덩(∣○)’만 연주하고 제

3박의 3소박에 강박(强拍)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장단인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에서는 3박 1～3소박에서 ‘덩 – 척(∣○ - ○× )’으
로 연주하였는데, 이는 제 3박의 3소박에서의 연주가 강박으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활용된다.

소리 : 박록주

북 : 한성준

<예보 131> V.KJ 1112-A면 백백홍홍 난만중 대목의 1～4번째 장단

3) 장고형

중중모리 장단 한 대목은 위와 같이 몇 개의 장단이 하나의 단락을 이

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실제 연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① 제 1박의 반주형태

중모리 장단의 제 1박과 마찬가지로 중중모리 장단의 첫 박에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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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장단이 연주되었다. 장고의 연주형태 역시 중모리 장단과 마찬가지

로 ‘덩(∣○)’, ‘구덩(○∣○)’, ‘쿵(○)’과 같은 연주형태가 보인다. 중모리 장단

과 차이점은 첫 박에 ‘쿵(○)’을 연주하는 경우가 ‘덩(∣○)’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제 3박 3소박의 강세

<예보 132>부터 <예보 134>까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 3박 3소박

의 ‘척(○× )’의 연주는 중모리 장단과 중중모리 장단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성준은 이 기본 틀을 거의 모든 경우에서 지키고 있었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32> Columbia 40540-A면 동문밖 나가면 대목 중 12번째 장단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33> Columbia 40540-A면 동문밖 나가면 대목 중 13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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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34> Columbia 40540-A면 동문밖 나가면 대목 중 14번째 장단

③ 제 3박의 반주형태

중중모리 장단 고형의 특징 중 제 3박의 1소박부터 3소박까지에 걸쳐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는 형태를 <예보 135>부터 <예보 137>까지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제 3박의 3소박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로 ‘맺는 가락’

을 표현하는데, 제 3박의 1소박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로 ‘궁(◦)’을

치고, 제 2소박에서는 그보다 큰 소리로 ‘쿵(○)’을 연주한다. 그리고 제

3소박에서 가장 큰 소리로 ‘척(○× )’하고 연주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고조

된 것을 한 번에 맺으면서 감정선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고수들이 극적효

과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성준의 장고 고법에서도 이와 같

은 연주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중모리

장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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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35> Columbia 40541-A면 니 그른 내력 대목 중 첫 번째 장단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36> Columbia 40541-A면 니 그른 내력 대목 중 2번째 장단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37> Columbia 40541-A면 니 그른 내력 대목 중 6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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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리북과 장고 고형 비교

중중모리 장단은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구성이 여러 장단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장단의 수는 일정하지 않다. 대부분 단락이 두세 장단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이보다 많아지기도 한다. 단락을 나누는 기준

은 서사적 흐름에 의해 고수의 판단에 따르는데, 이 때 고수가 연주하는

고형은 사설의 응집력에 따라 달라진다.

Victor 춘향가에서 나타나는 중중모리 장단의 거의 매 장단마다 제 1

박에서 합장단을 연주하고 있었다. 소리북으로서 연주한 고형은 ‘덩(∣○)’,

‘구덩(○∣○)’, ‘쿵(○)’ 등의 연주가 나타났지만 ‘덩(∣○)’이 가장 자주 출현하

는 형태였다. 중중모리 장단 제 3박 3소박에서 ‘척(○× )’하고 연주하는 형

태는 중중모리 대목의 연주에서 매우 특징적인 점이다. 그런데 제 3박 3

소박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 3박의 1～3소박까지 점진적으

로 연결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연주가 나타나기도 한다.

소리북 연주에서는 제 3박 1～3소박까지를 ‘궁(◦)’, ‘쿵(○)’, ‘척(○× )’으
로 이어가는 경우도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궁 – 척(◦ - ○× )’, ‘덩 쿵 척

(∣○ ○ ○× )’, ‘덩 – 척(∣○ - ○× )’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까지 언급하였다.

한편 장고 연주 시에는 제 3박의 1～3소박을 고조시킬 때 ‘궁(◦)’, ‘쿵

(○)’, ‘척(○× )’의 형태가 소리북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중중모리 장단을 귀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의 <예보

1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예보 138> 중중모리 장단의 일반적인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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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모리 장단

1) 틀

한성준이 자진모리를 이해하는 틀은 실제 연주에 영향을 미친다. 한성

준이 연주한 자진모리 반주의 틀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연맞

이> 대목에서 사설을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연맞이>

단락 사설

1～2장단 신연맞아 내려올제/별연맵시 장히좋다/

3～4장단 모란새김 와자창/네활개 쩍벌려/

5～6장단 일등마부 유량달마/덩덩 그렇게 실었네/

7～8장단 키큰사령 청창옷/ 뒷채 잽이가 힘주어/

9～10장단 도련님 나왔네/남대문 밖 성 매달아/

11～12장단 칠팔팔팔정팔팔걸이/ 가야 고개를 든거구나/

<신연맞이> 대목의 1～12장단에는 두 장단이 한 짝을 이루어 연주되

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때의 구조는 ‘달고-맺고’의 구조와 같다. 그러나

한 단락이 반드시 두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 10장

단 이상으로 구성된 단락도 발견된다. 이 때 고수는 종지선율이 나올 때

까지 ‘다는’ 고형을 연주하며 ‘맺는’ 시점을 기다린다. 5～6장단과 11～12

장단에 표시된 네모칸은 두 장단만으로 구성된 ‘맺고-달고’보다 종지감

이 더 크게 표현된 부분이다.

자진모리 장단은 ‘달고-맺고’의 관계를 연주하는데, 이 관계가 다음의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두 장단이 한 짝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 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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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보 139> 및 <예보 140>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두 장단 이

상이 한 묶음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 때는 몇 장단에 걸쳐 ‘다는 가락’의

연주를 이어가다가 강조해야 할 사설을 만나서 단락을 구분짓는다. 세

장단이 한 묶음을 이루는 예시를 <예보 14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길게 음을 지속하는 선율이 나타나면서 고수가 ‘맺는 가락’을 연주하는

형태이다. 길게 끄는 선율은 한 장단부터 서너 장단의 길이만큼 지속된

다. 이와 관련한 예시를 <예보 14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수가

맺는 장단은 관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그 고형은 고수만의 특징이

기도 하다.

아래 <예보 139>에서 “키큰사령 청장옷”은 ‘다는 가락’에 해당하며,

“뒷채잽이가 힘을 주어”는 ‘맺는 가락’에 해당한다. 이 때 ‘다는 가락’에

서는 첫 박의 ‘구궁(○○)’만 연주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연주는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맺는 가락’은 첫 박에 ‘덩(∣○)’ 대신에 ‘딱()’을 연주하

기도 한다. 특히 제 3박 3소박의 자리에 오는 ‘딱()’의 연주는 중모리 장
단이나 중중모리 장단의 ‘척(○× )’과 같은 역할로서 ‘맺는 가락’의 특징 중

의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예보 140>에서 “요순적 닦은길로”는 ‘다는 가락’에 속하

고, “각 차비시가 말을 타”는 ‘맺는 가락’이 나타난다. 이 때 ‘맺는 가락’

은 조금 복잡한 고형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가락이 많은 고형은 여러

장단이 이어지다가 맺을 때 더욱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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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39> V. KJ 1119-A면 신연맞이 대목 중 7～8번째 장단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40> V.KJ 1119-A면 신연맞이 대목 중 23～24번째 장단

두 장단 이상이 하나의 단락으로 묶는 형태를 나타내는 예시로 아래의

<예보 141>을 제시하고자 한다. “천파총 좌수별감”과 “수교까지 후배하

고”, 이상 두 장단은 ‘다는 가락’으로서 첫 박에서만 ‘쿵(○)’ 또는 ‘딱()’
이 연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진모리 고형에서 첫 박은 ‘쿵(○)’과 ‘딱

()’을 구분하지 않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어서 세 번째 장단에서

‘맺는 가락’이 연주되었다. ‘맺는 가락’을 연주할 때는 아래 <예보 141>

의 세 번째 장단과 같이 제 3박의 3소박에 ‘딱()’과 같이 강한 종지감을

주는 연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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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41> V.KJ 1119-A면 신연맞이 대목 중 85～87번째 장단

음을 길게 끄는 선율로서 ‘맺는 가락’을 암시하는 예가 다음의 <예보

142>에 제시되었다. 예시에서는 “에이찌루～”라는 가사를 노래하고 있

다. 그 고형은 훨씬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장단에 걸쳐

‘맺는 가락’이 연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형은 선율이 길게 뻗어 나올

때 연주되곤 하는데, 한성준이 ‘맺는 가락’으로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고

형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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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42> V.KJ 1119-A면 신연맞이 대목 중 67～68번째 장단

이상과 같이 자진모리 장단을 반주할 때는 두 장단, 또는 그 이상이

하나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선율을 길게 끄는 형태가 나타나면 고

수가 관용적인 고형으로서 ‘맺는 가락’을 연주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2) 소리북

자진모리 장단의 연주는 단락의 구조로 인해 장단의 고형이 달라진다.

다음의 예시는 Victor 춘향가의 신연맞이 대목 중 일부이다. 이 대목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대목 안에서 ‘다는 가락’으로서

기능하는 장단의 고형과 ‘맺는 가락’으로서 기능하는 고형이 차이를 보인

다.

이 대목에 나오는 예시를 <예보 143>에 나타냈다. “일등 마부 유량

달마” 부분을 보면, 고형에는 첫 박의 연주만 ‘덩(∣○)’이 나타나고 나머지

박의 연주는 생략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 1박의 1소박 ‘덩(∣○)’에 바

로 이어 2소박에 ‘쿵(○)’을 연결하여 울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는 가락’의 성격을 갖는 자진모리의 장

단에서 발견되는데, 앞서의 예와 같이 겹궁을 연주하는 ‘더궁(∣○○)’ 또는

‘구궁(○○)’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또 템포가 비교적 빠른 자진모리에서는

제 1박의 1소박과 2소박에 걸쳐 ‘덩쿵(∣○○)’이 연주되는 모습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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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한편 ‘맺는 가락’은 ‘다는 가락’에 추가적인 연주가 덧붙여졌다. 특히

제 3박의 3소박에 ‘딱()’하고 맺는 연주는 종지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43> V.KJ 1119-A면 신연맞이 대목 중 5～6번째 장단

같은 <신연맞이> 대목에 16～17번째 장단에서 또 다시 ‘맺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 예시가 다음의 <예보 144>에 제시됐다. “양유청청 녹수진

진”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부분의 고형도 첫 박의 ‘덩(∣○)’만 연주하고

있다. 반면 다음 장단은 ‘맺는 가락’으로서 제 1박의 1～2소박, 제 2박의

1～2소박, 그리고 제 3박의 1, 3소박에 각각 ‘덩(∣○)’, ‘쿵(○)’ 등의 연주

를 넣어줌으로써 가락을 화려하게 하고 종지감을 나타내며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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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정정렬

북 : 한성준

<예보 144> V.KJ 1119-A면 신연맞이 대목 중 16～17번째 장단

마찬가지로 <예보 145>에서도 “아가 춘향아”라는 가사로 선율이 길게

나타난다. 이 때도 ‘다는 가락’에 해당하는 앞부분은 첫 박에 ‘쿵(○)’만

연주되었고, 뒤에 ‘맺는 가락’으로서 따라오는 박에서 관용적인 고형으로

연주했다.

소리 : 이화중선

북 : 한성준

<예보 145> V.KJ 1122-B면 떳다 절컥 떨어져 대목 중 5～6번째 장단

이상과 같이 Victor 춘향가에 나타난 자진모리 장단의 고형을 살펴보

았다. 고수에게는 우선 자진모리의 사설구조에 의해 ‘다는 가락’과 ‘맺는

가락’을 구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수는 이후 북으로 가락

을 더하여 노래의 구조상 단락이 맺어지는 곳에 ‘맺는 가락’을 연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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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 ‘맺는’ 형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제 3박의 3소박에 위치

한 ‘딱()’의 연주이다. 이로써 종지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궁편의 연주를 추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성준이 연주한 자진모리

의 ‘다는 가락’과 ‘맺는 가락’에 나타나는 고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예보

146>및 <예보 147>과 같이 나타난다. 아울러 ‘맺는 가락’에서 관용적인

고형으로 연주하는 형태는 <예보 148>과 같이 예시로서 별도로 제시하

였다.

<예보 146> 자진모리 ‘다는 가락’ 고형의 예시

<예보 147> 자진모리 ‘맺는 가락’ 고형의 예시

<예보 148> 관용적 고형의 예시

3) 장고

Columbia 춘향가에 나타나는 자진모리 장단 중 두 장단이 하나의 단

락을 이루어 연주되는 경우를 아래 <예보 149>에 제시하였다. “방자 분

부 듣고”는 ‘다는 가락’과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는 ‘맺는 가락’이 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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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 연주되고 있다. ‘다는 가락’에서는 제 3박의 3소박에 ‘딱()’을
한 번만 치는 정도의 연주가 나타나고, ‘맺는 가락’에서는 이보다 복잡하

게 ‘덩 덩 덩 딱(∣○ ∣○ ∣○ )’으로 반주된 고형이 나타난다. 또 다른 예시

가 <예보 150>에 제시된 산세타령 대목의 4～5번째 장단에 나타난다.

역시 ‘다는 가락’의 의미로서 “전라도 산은 산이 족하기로”는 첫 박에

‘덩(∣○)’만 연주되었다. 제 4박의 1～2소박에 나타난 ‘닥닥(··)’은 고수가

즉흥적으로 반주하여 자진모리 박자를 세는 데 유용하게끔 창자를 도운

것이다. ‘맺는 가락’으로서 연주된 “사람이 나면 재주있고”는 ‘덩궁 덩궁

덩 딱궁(∣○○ ∣○○ ∣○ ○)’과 같은 반주를 하고 있다. 이 때 제 3박의 3

소박에 ‘딱()’이 오면서 강한 종지감을 주고 있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149> Columbia 40541-A면 방자 춘향부르러 대목의 1～2번째 장단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50> Columbia 40541-A면 산세타령 대목의 4～5번째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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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보 151>은 Columbia 40540-A면에 수록된 나귀안장 대목의

8～10번째 장단에 해당한다. 이 예시에서는 세 장단이 하나의 단락을 이

루어 연주되고 있다. 앞의 두 장단은 ‘다는 가락’에 해당하고, 세 번째 장

단에서 ‘맺는 가락’이 연주되고 있다. ‘맺는 가락’ 제 3박의 1소박과 3소

박은 마치 타령장단의 고형처럼 각각 ‘덩(∣○)’과 ‘딱()’을 연주함으로써

종지감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소리 : 김창룡

장고 : 한성준

<예보 151> Columbia 40540-A면 나귀안장 대목의 8～10번째 장단

아래의 <예보 152>는 길게 늘여 부르는 선율의 출현에 따라 고수가

‘맺는 가락’을 연주하는 예시이다. Columbia 40551-B면에 수록된 춘향

어머니 나온다 대목의 5～6번째 장단에 해당하는 이 예시에서는 두 장단

에 걸쳐 ‘맺는 가락’을 연주하고 있다. 첫 번째 장단인 “아이고”는 첫 박

의 ‘덩(∣○)’과 제 3박의 1, 3소박에 나타난 ‘궁(○)’과 ‘딱()’이 맺는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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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주되기는 했으나, 강한 종지감을 남기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뒤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장단에서는 ‘덩 기리닥 닥궁닥 궁 딱(∣○ · ○ · ○

)’과 같은 고형을 보이면서 종지감이 강한 ‘맺는 가락’을 연주하였다.

소리 : 이화중선

장고 : 한성준

<예보 152> Columbia 40551-B면 춘향 어머니 나온다 대목의 5～6번째 장단

Columbia 춘향가에 나타난 자진모리 대목 중에서 각각의 연주에 나타

나는 일반적 고형의 특징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예보 153> 및

<예보 15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맺는 가락’에서 관용적인

고형으로 연주하는 형태는 <예보 155>와 같이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예보 153> 자진모리 장단 ‘다는 가락’의 고형 예시

<예보 154> 자진모리 장단 ‘맺는 가락’ 고형의 예시



- 178 -

<예보 155> 자진모리 장단 관용적 고형의 예시

4) 소리북과 장고 고형 비교

자진모리의 고형은 크게 ‘다는 가락’과 ‘맺는 가락’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Victor 춘향가에서 북으로 연주한 고형은 첫 박의 연

주 외에는 별도의 연주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짙다. 반면 ‘맺는 가락’은

제 1박, 제 2박, 제 3박 등의 기둥이 되는 박의 첫 소박에 ‘덩(∣○)’ 또는

‘쿵(○)’과 같이 울림을 주는 형태의 고형을 연주에 포함시켜 종지감을

주고 있다. 장고로 연주하는 Columbia 춘향가의 경우는 ‘다는 가락’ 고형

에서 소리북 반주 때보다 제 3박 1소박의 ‘쿵(○)’이 더해졌으며, ‘맺는

가락’의 경우에는 제 3박 3소박의 ‘딱()’이 반드시 연주되면서 종지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 ‘맺는 가락’에는 제 2박의 1, 3소박에 ‘궁(◦)’ 또는 ‘기

리닥( )’과 같이 잔가락을 더했다. 이는 소리북 반주가 궁편의 울림 위주

로 연주하는 반면 장고 장단에서는 울림을 덜고 채편의 잔가락 연주가

포함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자진모리는 두 장단 이상이 모여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이 단락별로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단락의 구분은 창자의

노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수는 창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구조를 파악

해 반주로 옮긴다. 소리북과 장고 고형은 자진모리 장단의 기둥이 되는

박을 연주하다가 단락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자진모리 장단의 종지

를 맺는 고형을 연주한다. 특히 ‘맺는 가락’은 제 3박 3소박의 ‘딱()’의
연주로서 종지감을 강조한다. 소리북에서는 제 1박, 제 2박, 제 3박 등과

같이 기둥이 되는 여느박의 첫 소박에 ‘덩(∣○)’ 또는 ‘쿵(○)’과 같이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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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형태의 고형을 연주하여 종지감을 주었다. 장고 고형에서는 제

2박의 1, 3소박에 ‘궁(◦)’과 ‘기리닥( )’과 같이 채편의 잔가락을 더해 연

주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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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20세기를 전후하여 예술인들의 활동범위는 크게 달라졌다. 특히 극장

의 설립과 함께 기존의 예술형태가 무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 사

이 음악가의 사회적 역할과 수입구조도 변화하였다. 한성준은 이러한 시

대를 관통하며 당시 전통예술의 변화에 잘 적응하였고, 다양한 음악활동

을 통해 음악업적을 이루었다.

한성준의 예술활동 중 전통춤의 레퍼토리 창작 및 공연활동이 특히 중

요하게 인식되어 그간 무용계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무엇보다 6～7세 때 춤과 장단을 학습하기 시작하여 67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의 가장 주된 분야는 고수활동이었다. 또 악기연주, 라디오 방

송활동, 유성기음반 녹음활동, 조직운영활동, 교육활동 등과 같이 그의

대부분의 활동은 음악 연행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

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던 한성준의 음악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고찰해

보았다.

Ⅱ장에서는 한성준의 생몰년, 성명, 가계, 학습배경 등에 관해 살펴보

았다. 생몰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놓고 타당한 근거의 제

시를 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한성준이 예명으로 사용된 이름이라

는 사실과 본명 및 집에서 사용하는 이름, 창씨개명 등 여러 종류의 이

름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가계에 대한 조사와 기악과 춤, 그리고 장단에

대한 학습배경을 논의하였다.

한성준은 1907년 연흥사와의 전속계약 이후 서울에 정착생활을 하면서

고수로서 공연활동에 집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성방송국 개국과 유

성기음반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당대 최고의 고수가 되었고, 약 500여장

의 음반에 참여했다.

한성준은 특히 판소리 고수로서의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했음에도 경

기․충청지역의 기악 악사들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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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현, 지용구 등 3인과는 기악곡 연주 시에 함께하였다. 또, 류공렬, 심

상건, 백락준 등과 같이 충청지역의 성악․기악 명인들도 한성준과 함께

음악활동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한성준은 상대적

으로 남도음악 위주였던 서울의 음악계에 경기․충청 음악인 활동의 구

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한성준은 ‘경성구파배우조합’, ‘조선음률협회’, ‘조선악정회’, ‘조선성악연

구회’,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등과 같이 대형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

며 음악계 안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졌고, 후학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Ⅲ장에서는 Victor 49064-A면, Victor 49064-B면, 그리고 Columbia

40393-B면의 3종의 음원을 통해 한성준 시나위의 피리선율에 나타난 특

징을 살펴보았다. 한성준의 시나위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첫째, 특이한 종

지형 선율을 들 수 있다. 둘째, 피리 선율은 여느 남도계면조 또는 경토

리의 특징과 차이를 보여 기존의 악조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꺾는음, 상․하행 진행선율, 종지음, 요성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가 등장

하지만 부합할만한 기존의 이론이 없었다. 셋째, 좁은 음역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선율연주이다. 넷째, 피리 연주에 나타나는 선율은 장단을 고려

하지 않고 연주했다. 한성준은 피리 선율에서 기본 틀을 지키되 즉흥적

으로 장단을 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장단의 한배 안에서

무수히 많은 즉흥적인 가락을 생성하고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은 중고제적 특징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한성준의 피리선율에 나타난 특징을 중고제적 특징과 연관지었다.

한성준은 Victor와 Columbia 양사에서 제작한 춘향가 한 바탕에 고수

로 참여하였는데, 두 음반을 각각 소리북과 장고로 반주했다. Ⅳ장에서는

한성준의 고법을 장단 내의 단락이 지어지는 틀과 고형으로서 살펴보았

다. 한성준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을 이해하는 틀을

살펴본 바, 진양조 장단은 24박 안에서 ‘기 경 결 해’의 틀을 대체로 선



- 182 -

보였고, 중모리 장단과 중중모리 장단은 ‘달고 맺는’ 두 개의 틀로서 이

해하되, 한 단락을 구성하는 장단의 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자진모리도 두 장단이 하나의 틀을 이루지만 ‘맺는 가락’에 관용적인 고

형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그 틀이 가변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바탕의 춘향가를 중심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

단의 고형을 살펴보고 여러 장단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

귀납적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고형

을 추출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나아가 소리북과 장고 고형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악기별 특성에 따라 변주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

았다.

한성준이 연주한 장단의 특징으로는 잔가락을 넣는 기교가 비교적 적

고 골격이 되는 박을 빠짐없이 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성준은 진양조 장단에서 ‘기 경 결 해’의 구조에 따라

고형 연주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또 중모리․중중모리 장단 연주시의

‘달고 맺는’ 형태를 이해하는 연주, 그리고 단락을 짓거나 관용적인 고형

이 나타나는 자진모리의 연주 등 다양하고도 적시적(適時的)인 연주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성준은 잔가락을 넣는 기교를 지양하고 골격

이 되는 박자 위주로 연주하여 장단의 중심을 잡는 반주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성준의 음악활동을 종합하면 우선 20세기 이전에 태어나 전근대적인

예인집단의 여러 종목을 두루 학습하였고, 20세기 이후 공연 연행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무대공연과 방송, 음반, 조직활동, 교육 등

과 같이 폭넓은 음악활동을 벌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성준의 선율

에서는 기존의 음계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

성준이 선율 연주를 할 때는 기본 골격을 지키면서 즉흥적으로 장단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중고제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한성준이 장단을 연주할 때는 잔가락과 같은 기교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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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둥박을 연주하여 장단의 중심을 잡았다. 반복적인 종지형 선율을

불규칙하게 연주하는 것이 한성준이 연주한 중고제 선율의 특징이라면

이와 무관하게 장단의 기둥박을 세워 선율 연주자가 자유로운 선율을 구

사할 수 있도록 돕는 반주가 한성준 고법의 특징이다.



- 184 -

참고문헌

1. 저서․단행본

갈산면지편찬위원회. 갈산면지. 홍성: 갈산면지편찬위원회, 2010.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서울: 민속원, 2005.
김수현. 한국근대기사자료집 권1～10. 서울: 민속원, 2009.
김혜정. 판소리음악론. 서울: 민속원, 2009.
동아출판사. 동아세계대백과. 서울: 동아출판사, 1994.
문성렵.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박헌봉. 창악대강. 서울: 한국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66.
박 황. 판소리 二百年史. 서울: 사사연, 1994.
배연형․이정희․박수경. 한국공연예술자료선집Ⅰ : 음악. 서울: 민속

원, 2002.

성기숙. 한국 전통춤 연구. 서울: 현대미학사, 1999.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유민영. 한국근대극장변천사. 서울: 태학사, 1998.
이보형. 무형문화재 해설, 음악편: 판소리고법.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

재관리국, 1985.

______.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16): 판소리유파. 서울: 문화공보부 문

화재관리국, 1992.

이진원 채록.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2.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04.

이혜구. 만당문채록. 서울: 민속원, 1998.
임청현. 판소리고법. 전주: 전라북도립국악원, 2005.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185 -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전. 서울: 민속원, 2014.
정경태. 국악보. 전주: 보광출판사, 1955.
정화영. 판소리 북 연주법(鼓法). 서울: 국립중앙극장, 1996.
하주성. 경기도의 굿. 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한국무용아카데미. 춤을 지키는 마음. 서울: 한국무용아카데미,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______.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 서울: 민속원, 1998.
______.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서울: 민속원, 1999.
중앙M&B. 한국인물대사전. 서울: 중앙M&B, 1999.
홍성군. 한성준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홍성: 홍성군청, 2009.
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지. 홍성: 홍성군지편찬위원회.

2. 논문

1) 학위논문

권은경. “판소리장단의 달고 맺음에 관한 연구: 자진모리 장단을 중심으

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상욱.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고법연구: 김동준, 김득

수의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을 대상으로.” 부산: 부산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수현. “한성준 춤의 무대화과정을 통한 현대적 계승에 관한 연구.” 용

인: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희순. “판소리 진양조 장단의 24박론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손선숙. “한성준 작품세계가 한국신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광

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86 -

송영환. “한성준 승무 춤사위에 대한 고찰.”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

술전문사 학위논문, 2004.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 SP음반 수록곡의 선율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우현영. “판소리에 쓰이는 長短의 原拍에 關한 硏究.” 서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윤형욱. “한성준 피리시나위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

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6.

이정석. “합주 신방곡 신아위 선율분석.”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

술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4.

임학선. “명무 한성준의 춤 구조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7.

전은경. “한성준 춤이 한국무용사에 끼친 영향.”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성숙. “재인계통 춤의 특징과 무용사적 가치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정혜란. “한성준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7.

한광수. “한성준의 예술세계.”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홍정아. “한성준 예술세계의 무용사적 가치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황정숙. “한성준의 예술정신에 나타난 민족적 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87 -

2) 학술지․논문․글

권도희. “일제강점기.” 서울공연예술사. 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1.

김경주. “사료로 다시보는 한성준.” 한국 근대춤 인물사Ⅰ(서울: 현대
미학사, 1999), 100-48쪽.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경산: 한
국음악사학회, 1990), 제1집, 306-48쪽.

______. “조선일보의 국악기사(2): 1920-1940년.” 한국음악사학보(경
산: 한국음악사학회, 1994), 권13, 205-68쪽

김영운. “일제강점기 국악방송 자료의 성격.”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

록(서울: 민속원, 1999).
김영희.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서울: 대한무용학회, 2002), 32호, 5-24쪽.
김혜정. “판소리 장단의 형성과 오성삼의 고법이론.” 판소리연구(서울:

판소리학회, 2004), 제17집, 101-18쪽.

노동은. “한국음악가론1: 내포의 음악가들.” 음악학(서울: 한국음악학학
회, 1997), 권4, 127-81쪽.

______. “한성준 예술의 근대성.” 한성준 춤․소리 학술연구발표(한성
준기념사업회, 1998).

______. “전통예인, 한성준의 춤과 음악.” 학술세미나: 한성준 춤의 문화

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방안(서울: 연낙재, 2012), 3-64쪽.
박재희. “한영숙 승무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한국무용연구회,

1986), 제4집, 123-50쪽.

박혜정. “충남 내포 지역의 앉은굿 음악 연구 : 태안 지역 장세일 법사의

안택굿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7),
42집, 135-59쪽.

배연형. “판소리 中古制 論.” 판소리연구(서울: 판소리학회, 1994), 제5



- 188 -

집, 149-95쪽.

배연형․석지훈. “20세기 초 유성기음반 녹음 연구: 1906년 녹음 미국 콜

럼비아와 빅터 레코드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
국악학회, 2015), 58집, 7-72쪽.

성기숙. “전통명인 박성옥의 예술세계 연구.” 한국무용연구(한국무용연
구학회, 2011), 권29, 1-27쪽.

______. “한성준류 전통춤의 형성과 전승계보.” 무용한국(서울: 무용한
국사, 1994), 여름․가을호, 182-97쪽.

송방송. “1930년대 한성준의 음악활동 재조명: 경성방송국 자료를 중심으

로.” 한국 근대춤의 전통과 신무용의 창조적 계승(서울: 민속
원, 2007), 41-73쪽.

송혜진. “장안사 및 장안사 소속 ‘일행’의 공연 활동 연구.” 한국음악사
학보(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4), 제53집, 261-90쪽.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고제론: 악조와 선율구조에 근거하여.” 한국음
반학(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12호, 145-69쪽.

______. “콜럼비아 <춘향가> 악보Ⅰ.” 한국음반학(서울: 한국고음반연
구회, 2004), 14호, 235-79쪽.

______. “콜럼비아 <춘향가> 악보Ⅱ.” 한국음반학(서울: 한국고음반연
구회, 2005), 15호, 243-300쪽.

이병옥. “한성준 춤활동의 생애구분 고찰.”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낙재, 2014), 55-79쪽.
______. “한성준의 가락과 춤인생.” 우리춤의 선구자를 말한다(한국미

래춤학회 심포지움, 1996), 83-99쪽.

______. “장단의 여느리듬型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연구.” 국악
원논문집(서울: 국립국악원, 1996), 제8집, 101-56쪽.

______.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

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제39집, 189-235



- 189 -

쪽.

이진원. “한성준 음악 및 그 활동에 대한 재검토.”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근대 전통예인 한성준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서울: 연낙재, 2014), 15-53쪽.

3. 연재글․신문․잡지

김을한. “명고수 한성준.” 춤. (琴硏齊, 1976년 3월 1일), 44-47쪽.
김종철. “국악계 70년의 동향.” 월간문화재(서울: (사)무형문화재보호협

회사무국, 1972), 11월호, 12-19쪽.

馬太夫. “조선무용의 계승자 한성준옹의 애손 무희 한영숙.” 신시대(신
시대, 1941), 제5집, 210-15쪽.

박용구.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 동아일보. 1959년 8월 18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2.” 동아일보. 1959년 8월 19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3.” 동아일보. 1959년 8월 20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4.” 동아일보. 1959년 8월 21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5.” 동아일보. 1959년 8월 22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6.” 동아일보. 1959년 8월 23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7.” 동아일보. 1959년 8월 25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8.” 동아일보. 1959년 8월 26일, 4



- 190 -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9.” 동아일보. 1959년 8월 27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0.” 동아일보. 1959년 8월 28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1.” 동아일보. 1959년 8월 29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2.” 동아일보. 1959년 8월 30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3.” 동아일보. 1959년 9월 1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4.” 동아일보. 1959년 9월 2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5.” 동아일보. 1959년 9월 3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6.” 동아일보. 1959년 9월 4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7.” 동아일보. 1959년 9월 5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8.” 동아일보. 1959년 9월 6일, 4

쪽.

______. “풍류명인야화: 명무 한성준19.” 동아일보. 1959년 9월 8일, 4

쪽.

이자균. “이자균의 명인 열전(1):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1호, 14-17쪽.

______. “이자균의 명인 열전(2):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2호, 14-16쪽.

______. “이자균의 명인 열전(3):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 191 -

2002), 124호, 14-15쪽.

______. “이자균의 명인 열전(4):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5호, 14-17쪽.

______. “이자균의 명인 열전(6): 한성준.” 국악신문(서울: 국악신문,
2002), 127호, 14-15쪽.

전상진. “한성준 선생 기념사업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6).” 홍성신문.
2012년 10월 19일자.

______. “한성준 선생 기념사업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 홍성신문.
2012년 9월 21일자.

동아일보. 1938년 1월 19일자.
매일신보. 1928년 2월 13일자.
매일신보. 1939년 2월 5일자.
조선일보. 1932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1938년 4월 23일.
조선일보. 1938년 1월 6일자.
조선일보. 1938년 1월 7일자.
“고수오십년.” 朝光. 1937년.
“長鼓로 眞境이르기까지.” 삼천리. 1935년.

4. 음원

1) CD

SYNCD-009 빅터 춘향가(이화중선). 복각CD 빅터판 춘향가(서울: 신
나라레코드, 1993), 1～3CD.

SYNCD-013～014 콜럼비아 춘향가. 복각CD 콜롬비아판 춘향가(서울:
신나라레코드, 1993), 1～2CD.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선집: 시나위. 서울: 국립국악원, 2009, 32집.



- 192 -

최경만. 최경만의 피리연주곡집. 서울: 신나라, 1994.

2) 유성기음반

Columbia 40393-B 피리獨奏 神臥爲, 韓成俊.

Victor 49064-A 合奏 神方曲신아위(上) 진양조, 伽倻琴沈相健 玄琴白樂

俊 小笛韓成俊, 長鼓 李中仙.

Victor 49064-B 合奏 神方曲신아위(下) 늦은살풀이, 伽倻琴沈相健 玄琴

白樂俊 小笛韓成俊, 長鼓 李中仙.

V.KJ-1111 A 春香傳 廣寒樓(上) 春香傳全篇(一)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

울, 고 한성준.

V.KJ-1111 B 春香傳廣寒樓(下)春香傳全篇(二) 정정렬, 임방울, 고 한성

준.

V.KJ-1112 A 春香傳 추韆 春香傳全篇(三) 정정렬, 이화중선, 박록주, 김

소희, 고 한성준.

V.KJ-1112 B 春香傳 冊房讀書 春香傳全篇(四) 정정렬, 이화중선, 임방

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3 A 春香傳 百年佳約(上) 春香傳全篇(五) 정정렬, 이화중선, 박

록주,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3 B 春香傳百年佳約(下)春香傳全篇(六) 정정렬, 박록주,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14 A 春香傳 사랑가(上) 春香傳全篇(七) 정정렬, 이화중선, 고

한성준.

V.KJ-1114 B 春香傳 사랑가(下) 春香傳全篇(八) 이화중선,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5 A 春香傳 春香家離別(一) 春香傳全篇(九) 정정렬, 박록주, 임

방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5 B 春香傳 春香傳離別(二) 春香傳全篇(十) 박록주, 김소희, 고

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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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J-1116 A 春香傳 春香傳離別(三) 春香傳全篇(十一) 박록주,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6 B 春香傳 春香傳離別(四) 春香傳全篇(十二) 이화중선, 임방

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7 A 春香傳 春香家離別(五) 春香傳全篇(十三) 임방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7 B 春香傳 五里亭離別(一) 春香傳全篇(十四)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8 A 春香傳 五里亭離別(二) 春香傳全篇(十五) 정정렬, 이화중

선, 박록주,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8 B 春香傳 五里亭離別(三) 春香傳全篇(十六) 정정렬, 박록주,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19 A 春香傳 新延마지 春香傳全篇(十七) 정정렬.

V.KJ-1119 B 春香傳 妓生點考 春香傳全篇(十八) 정정렬, 이화중선, 박록

주,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20 A 春香傳 新官春香을부름(上) 春香傳全篇(十九) 정정렬, 이화

중선, 박록주,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20 B 春香傳 新官春香을부름(下) 春香傳全篇(二十) 정정렬, 박록

주, 임방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21 A 春香傳 刑場(一) 春香傳全篇(二十一) 정정렬, 임방울, 김소

희, 고 한성준.

V.KJ-1121 B 春香傳 刑場(二) 春香傳全篇(二十二) 정정렬, 김소희, 박록

주, 고 한성준.

V.KJ-1122 A 刑場(三) 春香傳全集(二十三) 정정렬, 이화중선, 박록주, 김

소희, 고 한성준.

V.KJ-1122 B 春香下獄 春香傳全集(二十四) 정정렬, 이화중선.

V.KJ-1123 A 獄中長歎(上) 春香傳全集(二十五) 박록주, 고 한성준.

V.KJ-1123 B 獄中長歎(下) 春香傳全集(二十六) 박록주, 고 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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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J-1124 A 春香傳李道令科擧場春香傳全篇(二十七)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24 B 春香傳 御史南原 春香傳全篇(二十八)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26 A 春香傳 박石틔를올나서서 春香傳全篇(三十一) 정정렬, 이

화중선, 박록주,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26 B 春香傳 御史春香家를차저 春香傳全篇(三十二) 이화중선,

임방울, 고 한성준.

V.KJ-1127 A 春香傳 御史獄中에春香을차저(上) 春香傳全篇(三十三) 정

정렬, 이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27 B 春香傳 御史獄中에春香을차저(下) 春香傳全篇(三十四) 이

화중선, 임방울,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28 A 春香傳 府使生日宴 春香傳全篇(三十五) 정정렬, 임방울, 김

소희, 고 한성준.

V.KJ-1128 B 春香傳 御使出道 春香傳全篇(三十六) 정정렬, 고 한성준.

V.KJ-1129 A 春香傳 李花春風(上) 春香傳全篇(三十七) 정정렬, 박록주,

김소희, 고 한성준.

V.KJ-1129 B 春香傳 梨花春風(下) 春香傳全篇(三十八) 정정렬, 이화중

선, 김소희, 고 한성준.

C.40540 A 唱劇 春香傳(一)(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0 B 唱劇 春香傳(二)(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1 A 唱劇 春香傳(三)(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1 B 唱劇 春香傳(四)(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2 A 唱劇 春香傳(五)(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2 B 唱劇 春香傳(六)(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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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성준.

C.40543 A 唱劇 春香傳(七)(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3 B 唱劇 春香傳(八)(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4 A 唱劇 春香傳(九)(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4 B 唱劇 春香傳(十)(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5 A 唱劇 春香傳(十一)(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5 B 唱劇 春香傳(十一)(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6 A 唱劇 春香傳(十三)(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6 B 唱劇 春香傳(十三)(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7 A 唱劇 春香傳(十五)(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7 B 唱劇 春香傳(十六)(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8 A 唱劇 春香傳(十七)(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8 B 唱劇 春香傳(十八)(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9 A 唱劇 春香傳(十九)(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고 한성준.

C.40549 B 唱劇 春香傳(二十)(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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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성준.

C.40550 A 唱劇 春香傳(二十一)(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0 B 唱劇春香傳(二十二)(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1 A 唱劇 春香傳(二十三)(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1 B 唱劇 春香傳(二十四)(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2 A 唱劇春香傳(二十五)(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2 B 唱劇 春香傳(二十六)(戀愛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3 A 春香傳全集(二十七)(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3 B 春香傳全集(二十八)(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4 A 唱劇 春香傳(二十九)(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4 B 唱劇 春香傳(三十) (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5 A 唱劇 春香傳(三十一)(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5 B 唱劇春香傳(三十二)(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6 A 春香傳全集(三十三)(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6 B 春香傳全集(三十四)(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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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 한성준.

C.40557 A 唱劇 春香傳(三十五)(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C.40557 B 唱劇 春香傳(三十六)(再逢篇)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

주, 고 한성준.

5. 인터넷 웹사이트

한국유성기음반 <www.78archive.co.kr>.

6. 대담 및 증언

곽승헌 인터뷰(2016년 7월 3일). 전화통화.

배연형 대담(2015년 11월). 서울시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내.

한성용 대담(2016년 4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

대우빌딩.

한영호 인터뷰(2016년 7월 8일). 전화통화.

7. 기타자료

故 한성준 제적등본(共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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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an Seongjun’s

musical activities

Kim, Yuseo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Seongjun(1874～1941)’s name has high value in Korean history

of music in that he went through the musical group’s learning and

environment from pre-modern period to the theater oriented

post-modern period. Also he is well-known as the origin of dance

repertoires such as Taepyeongmu, Seungmu, Salpuri, and more which

are now designated and preserved by Korean government a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refore, he has had much more

attention from the field of dance relatively rather than that of music.

Although he got much attention from dance, he had played the drum

for a whole life, and most of his life was devoted to the musical

activities.

This dissertation would like to focus on activities and meanings of

Han Seongjun’s music. Above all, his family, learning environments

were covered, and then his wide range of musical activities including



- 199 -

on and off stage performances were dealt with. Through the study,

many claims about his DOB and DOD can be set to be correct with

evidence, and the facts that the use of many kinds of formal and

non-formal names were also found. He worked not only as a

musician, but also as a powerful manager or director in music-related

businesses such as radio broadcastings, recordings, institute

organizing, and educations. During the period, he lied in the core of

musicians among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rea as well as

vocal entertainers from Jeollado area.

Han Seongjun participated in gramophone records as a piri player.

Three discs such as Victor 49064-A, Victor 49064-B, and Columbia

40393-B are left and able to listen now. Through the study, unique

cadences, unidentified musical modes, irregular phrasings were found,

and the fact that the melodic movements are deeply related to that of

Junggoje style is offered as a conclusion.

Han Seongjun participated more than 400 recording works only as a

drummer within 15 years, and it means he was the best gosu, the

accompany drummer, at that time. About drums, he used both

Janggu and soribuk alternatively. Within the dissertation’s main body,

it was discussed about his understandings about jangdan, and

appearances of drumming pattern for the actual play. When he play

J inyangjo jangdan, he understood it not as 6 beat-structure’s but in

24 beat-based structure as one phrase. Jungmori and Jungjungmori

jangdan mostly consists of two jangdan as one phrase, but some

cases that has more than two also often appears. When it happens,

Han Seongjun played the drum according to the melody or 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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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se through the understandings about the context of a song. Such

a method was also used in Jajinmori jangdan chapter, but idiomatic

drumming patterns were played by him, improvisationally when the

melody continues for beats.

In brief, Han Seongjun kept his local characteristics on music through

the learnings in Hongseong town and around Chungcheongdo

province. When he played a melodic instrument, he included such

local characteristics of music into the melody. Especially, the freely

operating rhythmic cycles within the beat is very unique, yet he still

correctly keeps its format. Such a technique, as a drummer, is very

helpful for the melodic instrument player or singer to play better.

These facts share the genuine styles or deeply related to the styles

of Junggoje. In conclusion, what Han Seongjun played melodies and

jangdan were the results of Junggoje’s effect.

Key words : Han Seongjun, Sinawi, Junggoje, Gosu, Gobeop, piri

Student Number : 2010-3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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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성준 음악활동 및 개인사 연보

-범례-

부록의 표기 원래의 자료명

조 (1937) “고수오십년,” 朝光(1937)
삼천리(1935) “長鼓로 眞境이르기까지,” 삼천리(1935)

박황 박황,  소리이백년사(서울: 사사연, 1994)

매일 매일신보
 외  외일보
동아 동아일보
조선 조선일보
한 숙

한국무용아카데미, 춤을 지키는 마음
(한국무용아카데미, 1989), 47쪽

제 등본 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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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시기) 내용 출처(참고)

1874.6.12.
충청남도 洪州郡 高道面 高南下道里 출생.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5번지

조 
(1937)

1879～1880.

(6～7세)

백운채(白雲採?, 自雲 採氏?)에게서 

춤추기와 북치기를 학습

조 
(1937)

1880～1881.

(7～8세)
당굿에 참여해 70냥 가량 수입

조 
(1937)

1880～1881.

(7～8세)

  일곱, 여덟 살 때 춤과 장고를 배움 삼천리
(1935)

  ‘진양조’나 ‘평타령’을 치게쯤 됨.

1881～1882.

(8～9세)

8～9세 때부터 홍패사령 백패사령에 나섬 조 
(1937)산소에서 치고 재주도 넘었으며 춤을 추었음

1885～1886.

(12～13세)
과거에서 ‘홍패’, ‘백패’를 탔음

삼천리
(1935)

1887.

(14세)
서학조에게 과 재주를 3년간 학습

조 
(1937)

1890.

(17세)
첫 번째 결혼 조 

(1937)
머지않아 아내가 돌림병으로 사망

1890.～1893.

(17～20세 후)
수덕사에서 20세 나도록 춤과 장단 학습

조 
(1937)

1894.

(21세)
선달, 진사과거에 서산 태안지방으로 많이 다님

조 
(1937)

1894(갑오년).4.16.

(21세)

조선의 마지막 과거

: 김학근씨 손=김성규씨의 진사 제 시 놀음

조 
(1937)

1894.7～8. 동학당 가입
조 
(1937)

1895(을미년).7.

(22세)
후처 신씨와 재혼. 유랑생활 시작

조 
(1937)

1895.7. 이후 가까운 마을부터 서울, 평양지방까지 다님
조 
(1937)

1895.7. 이후
굿 패, 남사당, 모래굿패에 참여, 당굿  

귀한 어른의 생신 때 가서 놀음

조 
(1937)

1898.

(25세)
후처 신씨 사망

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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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27세)

안동 김병두씨  조부산인 안산 청룡날 끝에 묘를 얻어 

쓰게 됨

조 
(1937)

28세 이후 본격 으로 국 유랑의 길로 어듬
조 
(1937)

28세 이후 평양에서 “부벽루 놀음”에 참가
조 
(1937)

1905.5.

(32세)
단오날 연흥사 낮놀이 공연

조 
(1937)

1906.

(33세)
33세, 평양명기와 유 계 유지

조 
(1937)

1907. 서울 원각사 외 여러 무 에 섰음
삼천리
(1935)

1907.

(31세)1)
연흥사에서 월  45원씩 받고 

정기로 흥행  사사노름 수행

조 
(1937)

1907.

(34세)

무  신축개 공연에 참여(송만갑, 이동백, 유공열, 

김창환 등과 소리와 창극에 출연). 북장단 연주
박황

1908.

(35세)
률사 조직, 지방순회공연 참가 박황

1910.

(37세)
김창환 률사, 송만갑 률사 해산 박황

1915.

(42세)

김성근씨 묘지와 논 여든 한마지기, 

집 60여칸 구매

조 
(1937)

1915.

(42세)

신 (新村, 洪城골)로 이사하 다가 

다시  상경

조 
(1937)

1915.

(42세)

2400원 가량을 모아 고향 홍성에 

41마지기의 답과 60칸짜리 집 마련

조 
(1937)

1915.

(43세로 표 )
경성구 배우조합의 구성원(평의장 役)

매일
(1915.6.1.)

1916. 경성구 배우조합의 구성원(평의장 役)
매일

(1916.3.5.)

1925.9.11. 일본 음긔회사에서 유성기음반 녹음(추정) 매일 
(1925.9.12.)1925.9.12.

일본 음긔회사 코드 컨사트

장소: 매일신보 래청각

1927.9.18. 부친 한천오 사망 제 등본

1) 계산상 맞지 않음. 연도는 1907년이 맞지만 실제 나이는 34살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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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9.28.
삼여류명창 공연 음악회. 

長谷川町 경성공회당

매일 
(1931.9.23.)

매일 
(1931.9.26.)

매일
(1931.9.28.)

1932. 조선악정회 발기
조선 

(1932.1.23.)

1932.6.21. 조선음률 회 제 3회 공연. 공회당
매일 

(1932.6.21.)

1933.10.20. 창극 출연(박월정 가수, 한성  고수)
조선 

(1933.10.20.)

1934.5.13. 조선성악연구회 설립
조선

(1934.5.13.)

1934.6.12.～6.14. 조선성악회 1회 공연. 長谷川町 공회당
매일

 (1934.6.8.)

1935.1.28. 명창 회 참석(고수)
매일 

(1935.1.25.)

1935. 여름.
제 1회 한성  작품발표회 개최. 

장소: 부민
한 숙

1935.

(62세)
삼천리 인터뷰  잡지기사 발표 삼천리

1935.

(62세)

음반 취입차 일본 방문시 최승희를 지도

(3～4일간 40여종)

조 
(1937)

1936.6.8. 모친 김씨 사망 제 등본

1936.6.10. 모친 김씨 사망신고 수 제 등본

1937.

(64세)
조  인터뷰  잡지기사 발표

조 
(1937)

1937.10. 한 숙 1회 무용발표회에서 총기획, 안무 한 숙

1937.12.28. 조선음악무용연구회 창립
동아 

(1938.1.19.)

1938.5.23. 조선성악연구회 제5회 정기총회 이사로 선출
매일 

(1938.5.25.)

1938.6.23.
고 무용 회 출연(학무). 

장소: 부민

조선 
(1938.6.23.)

1939.

(66세)
조선성악연구회 이사장 취임

조선 
(193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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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20.～3.2.
창극 옥루몽 상연(세  연주). 

장소: 제일극장

조선 
(1940.2.18.)

1940.2.27.
도동기념공연. 

장소: 부민

조선 
(1940.2.25.)

1940.3.16.
한해구제명창 회. 

장소: 조선일보 강당 조선 
(1940.3.10.)

1940.3.17.
한해구제명창 회. 

장소: 부민  강당

1940.4.

일본 히비야 공회당에서 공연(학춤 포함). 

손녀 한 숙을 포함한 제자 20여명을 

직  인솔하여 방문  공연

2)

1940.5.22. 흥아박람회서 한성 씨 2회공연
매일 

(1940.5.22.)

1940.6.19.～6.20.
제1회 조선음악 에서 훈령무공연. 

장소: 부민

매일 
(1940.6.19.)

1940.7.3. 지방법원 홍성지청에 개명 수 제 등본

1940.7.13. 니시하라(西原)로 창씨 수 제 등본

1940.9.10. 개명 허가 제 등본

1940.10.20. 

출발～겨울

한성  외 회원 20여명, 

황해도 개성, 장산곶 거쳐 만주에서 강제노역노동자를 

한 문공연 참가

한 숙

매일 
(1940.10.30.)

1941.1.23.～1.26.
조선음악무용가요의 밤(30여명 출연). 

장소: 우미 .

매일 
(1941.1.17.)

1941.4.11.
조선 술상 제2회 무용부문 수상, 

모던 日本社 설정.

매일 
(1941.4.13.)

1941.
월간지 모던일본(마해송 선생이 일본에서 발행하던 

월간지)으로부터 수상

매일 
(1941.5.7.)

1941.6.19.
조선명창명무선발경연 회 심사. 

장소: 부민

매일 
(1941.6.18.)

1941.(즈음) 데이린이라는 일본인 남편에게 장고 지도 한 숙

1941.9.3.

67세

산군 덕산면 복당리 597번지에서 사망

(오  5시)
제 등본

2) 이 기록은 한성준과 관련된 여러 글 및 논문 등에서 발견되지만, 필자는 원전사료를 발
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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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출 장르 곡명 연주자

1935.3.15.( )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정원섭( ), 한성 (세 ),  

지용구(해 ), 강태홍(장고)

1935.8.26.(월) 21: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5.10.30.(수)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정원섭(장고)

1935.11.4.(월) 20:30- 매일 성주푸리 外

보렴, 새타령, 

육자백이, 

성주푸리

정남희, 세 , 조 옥, 조소옥,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해 )

1935.12.16.(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6.1.21.(화) 12:05- 매일 俗曲

보렴,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정원섭( ),  

한성 (세 ), 지용구(고수)

1936.2.5.(수)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6.2.28.( ) 12:05- 東亞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6.3.20.( ) 12:05- 東亞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6.5.8.( )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정원섭(고수)

1936.5.24.(일) 22:00- 매일
朝滿交換放

(京城으로부터), 

朝鮮舞 曲

승무곡
방용 ( ), 한성 (細笛),  

김덕 (장고), 지용구(杖鼓)

<부록 2>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목록 중 한성준의 피리관련 방송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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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9.6.(일) 21: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방곡,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6.10.6.(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방곡, 

굿거리

한성 (세 ), 성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6.11.22.(일)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6.12.7.(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7.1.11.(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7.6.5.(토)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7.7.19.(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덕진(해 ), 방용 ( ),  

한성 (세 ), 지용구(장고)

1937.8.13.( ) 12:05- 東亞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7.10.12.(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7.12.21.(화)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1.24.(월) 21: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3.13.(일) 13:1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4.26.(화) 20:3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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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7.10.(일) 13:1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8.7.(일) 12: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9.25.(일) 12: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10.16.(일) 20:1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11.13.(일) 13:2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12.4.(일) 13: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8.12.18.(일) 20:3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지용구(장고)

1939.1.16.(월) 20: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방용 ( ), 한성 (세 ),  

김덕진(해 ), 정원섭(장고)

1939.2.11.(토) 13:00-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김채홍( ), 한성 (세 ),  

김덕진(해 ), 이태순(장고)

1940.4.3.(수) 12:05- 매일 俗曲

염불, 타령, 

신아 , 

굿거리

한성 (세 ), 방용 ( ),  

덕진(해 ), 한희종(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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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방송시각 구분(장르) 곡명 주 연주자

1926.11.11.(목) 19:00- 　 ○主鄕歌 송만갑

1926.12.9.(목) 　 南道短歌(伽倻琴竝唱) 短歌 심상건

1928.2.19.(일) 18:00- 南道短歌 수종(數種) 류공렬

1928.2.26.(일) 20:20- 南道短歌 수종(數種) 류공렬

1928.3.8.(목) 18:00- 南道短歌 수종(數種) 강남

1928.3.11.(일) 18:00- 南道短歌 수종(數種) 강남

1928.3.14.(수) 18:30- 南道短歌 수종(數種) 류공렬

1928.3.19.(월) 20:30- 南道短歌 수종(數種) 신성애

1928.3.31.(토) 20:30- 南道短歌 수종(數種) 류공렬

1928.4.1.(일) 18:00- 伽倻琴倂唱 곡명없음 오태석

1928.4.9.(월) 18:00- 伽倻琴倂唱 곡명없음 오태석

1928.8.11.(토) 18:30- 南道短歌 수종(數種) 김창환

1928.9.12.(수) 20:30- 南道短歌 곡명없음 김창환

1928.9.26.(수) 20:20- 南道短歌 수종(數種) 강소춘

1928.11.25.(일) 14:00- 南道短歌 수종(數種) 김창환

1929.5.12.(일) 21:25- 南道短歌 곡명없음 김창룡

1929.7.17.(수) 22:20- 南道短歌 곡명없음 김창룡

1929.7.18.(목) 20:20- 南道短歌 곡명없음 김창룡

1929.7.30.(화) 22:20- 南道短歌 곡명없음 김창룡

1929.8.9.( ) 20:20- 南道短歌 수종(數種) 김창룡

1929.9.14.(토) 22:20- 南道短歌 곡명없음 임승근

1929.10.2.(수) 13:00- 南道短歌 곡명없음 임승근

1929.10.25.( ) 21:50- 南道短歌 곡명없음 김창룡

1930.2.24.(월) 18:30- 南道短歌 短歌 김창룡

1930.3.14.( ) 18:30- 南道短歌 短歌 류공렬

1930.3.28.( ) 18:30- 남도창 短歌 김정문

1930.6.17.(화)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창룡

1930.8.6.(수) 21:45- 南道短歌 短歌 한성태

1930.9.1.(월)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세

1930.9.23.(화) 21:45- 南道短歌 短歌 이선유

1930.9.28.(일) 20:25- 南道短歌 短歌 이선유

1930.11.19.(수) 21:45-
朝鮮音律協  公演

(朝鮮劇場에서 中繼)
短歌 심상건

1931.1.5.(월) 18:30- 連續口演 春香傳 김창룡

1931.3.5.(목) 21:45- 南道短歌 短歌 정정렬

<부록 3> 한성준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출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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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3.19.(목) 21:45- 南道短歌 短歌 송만갑

1931.3.31.(화) 21:45-
朝鮮音律協  演奏

(團成社에서 中繼)
短歌 송만갑

1931.4.2.(목)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소향

1931.4.7.(화) 21:45- 連續口演 春香傳 정정렬

1931.4.8.(수) 21:45- 連續口演 春香傳 정정렬

1931.4.9.(목) 21:45- 連續口演 春香傳 정정렬

1931.4.10.( ) 21:45- 連續口演 春香傳 정정렬

1931.4.24.( ) 21:45- 南道短歌 短歌 丈夫恨 김 향

1931.5.8.( ) 21:55- 南道短歌 短歌 김옥주

1931.5.29.( ) 21:55- 南道短歌 短歌 김창환

1931.6.13.(토) 21:45- 南道短歌 短歌 이선유

1931.6.23.(화) 21:45- 南道短歌 短歌 김 향

1931.7.1.(수)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소향

1931.7.11.(토) 21:45- 南道短歌 短歌 김 향

1931.7.23.(목)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창룡

1931.8.3.(월) 21:45- 南道短歌 短歌 김 향

1931.8.9.(일) 18:30- 南道短歌 短歌 김창환

1931.8.27.(목)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소향

1931.9.3.(목)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창환

1931.10.3.(토) 21:45- 南道短歌 短歌 김 향

1931.10.14.(수) 21:45- 南道短歌 短歌 박록주

1932.1.18.(월)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세

1932.1.27.(수) 21:45- 南道立唱 短歌 백

1932.3.4.( ) 21:45- 南道短歌 短歌 김창환

1932.4.26.(화) 21:30- 南道短歌 短歌 박록주

1932.6.7.(화) 21:45- 南道雜歌 短歌 박록주

1932.6.23.(목) 21:30- 南道立唱 短歌 丈夫歌 김 향

1932.6.29.(수) 21:30- 連續口演 春香傳 中 楸○面 정정렬

1932.6.30.(목) 21:30- 連續口演 春香傳 中 離別場面 정정렬

1932.7.1.( ) 21:30- 連續口演
春香傳 中 御使出道의 

場面
정정렬

1932.7.17.(일) 18:30- 朝鮮音曲 保念 한농선

1932.7.20.(수) 21:30- 伽倻琴倂唱 短歌 丈夫恨 이소향

1932.7.28.(목) 21:30- 朝鮮唱劇調 夫傳 中 백

1932.8.4.(목) 21:30- 連續口演 沈淸傳 정정렬

1932.8.5.( ) 21:30- 連續口演 沈淸傳 정정렬

1932.8.6.(토) 21:31- 連續口演 沈淸傳 김창환

1932.8.15.(월) 21:30- 短歌 短歌 김 향



- 212 -

1932.9.8.(목) 21:31- 倡劇調 沈淸傳 中 沈奉事乞乳 김세

1932.9.15.(목) 21:31- ○○豊年誦 報念 이소향

1932.9.17.(토) 21:31- 短歌拔萃 短歌 김채련

1932.10.1.(토) 21:31- 南道短歌 短歌 秋月江山 하농주

1932.10.10.(월) 21:30- 倡劇調 沈淸傳 中 김경홍

1932. 10.18.(화) 21:31- 連續倡劇調 夫傳 前詞 박록주

1932.10.19.(수) 21:45- 連續倡劇調 夫傳 後篇 박록주

1932.11.18.( ) 21:45- 伽倻琴散調 散調 이소향

1932.12.1.(목) 21:31- 連續倡劇調 楚漢歌 김창룡

1932.12.2.( ) 21:45- 連續倡劇調 楚漢歌 김창룡

1932.12.16.( ) 21: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2.12.25.(일) 18:25- 短歌 短歌 김채련

1933.1.2.(월) 18:25-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三顧草廬 정정렬

1933.1.3.(화) 18:25-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南倂山祭風 정정렬

1933.1.4.(수) 18:25-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赤壁大戰 정정렬

1933.1.9.(월) 21:45- 短歌倡劇調 短歌 楚漢歌 홍소월

1933.1.14.(토) 21:31- 短歌 短歌 박록주

1933.1.22.(일) 18:25- 倡劇調 短歌 방응교

1933.1.29.(일) 18:25- 名唱調口演 곡명없음 조학진

1933.2.3.( ) 21:31- 伽倻琴散調 散調 이소향

1933.2.6.(월) 21:30- 雜歌 短歌 八道江山 이취향

1933.2.10.( ) 21:30- 短歌拔萃 丈夫恨 김소희

1933.2.17.( ) 21:45- 伽倻琴散調 散調 김운선

1933.2.27.(월) 21:45- 三國誌拔萃 孔明歌 박록주

1933.3.2.(목) 21:30- 連續倡劇調 곡명없음 조학진

1933.3.3.( ) 21:30- 連續倡劇調 春香傳 中 御使出道 조학진

1933.3.11.(토) 21:30- 倡劇調 短歌 하농주

1933.3.21.(화) 18:25- 短歌拔萃 아서라 世上事 한농선

1933.3.27.(월) 21:45- 連續倡劇調 沈淸傳(一) 祠 弄別 정정렬

1933.3.28.(화) 21:45- 連續倡劇調 沈淸傳(二) 瀟湘八景 정정렬

1933.3.29.(수) 21:45- 連續倡劇調 沈淸傳(三) 父女相逢 정정렬

1933.4.10.(월) 21:45- 連續倡劇調 春香傳中(一) 礡石峙 박록주

1933.4.21.( ) 21:45- 伽倻琴散調 散調 강태홍

1933.4.23.(일) 18:25- 短歌 短歌 鳥呼世上事 이학연

1933.4.26.(수) 21:00- 連續倡劇調 短歌 정정렬

1933.4.27.(목)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華容道 정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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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5.2.(화) 20:50- 連續倡劇調
夫傳 中 

夫 매맛는데
박록주

1933.5.3.(수) 20:45- 連續倡劇調 夫傳 中 박타령 박록주

1933.6.11.(일) 20:30- 短歌 短歌 강계향

1933. 6.18.(일) 12:05- 短歌拔萃 竹杖芒鞋 한농선

1933.6.21.(수) 21:00- 신아 念佛 지용구

1933. 6.23.( ) 21:00- 連續倡劇調 短歌 정정렬

1933.6.24.(토)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二) 

南屛山祈雨
정정렬

1933.6.26.(월) 20:30- 名唱調口演
權三得調 夫傳  

제비가
조학진

1933.6.27.(화) 20:30- 名唱調口演 短歌 竹杖집고 조학진

1933. 6.28.(수) 12:05- 唱劇調 短歌 김매란

1933.6.29.(목) 20: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3.7.1.(토) 20:00- 唱劇調 短歌 김남수

1933.7.3.(월) 21:00- 連續倡劇調
沈淸傳 中 (一) 

司 下直하는 
정정렬

1933.7.4.(화) 20:00- 音律 잔도드리 한농선

1933.7.4.(화) 21:00- 連續倡劇調 瀟湘八景 정정렬

1933.7.5.(수) 21:00- 連續倡劇調
沈淸傳 中 (三) 

父女相逢하는데
정정렬

1933.7.17.(월) 12:05-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최소옥

1933.7.18.(화) 20:30- 新唱劇調 端宗京曲 박월정

1933.7.20.(목) 21: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3.7.22.(토) 20:00- 唱劇調 短歌 김부용

1933.7.25.(화) 20: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3.8.1.(화)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一) 

三顧草廬
정정렬

1933.8.2.(수)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二)

南屛山祈雨
정정렬

1933.8.3.(목)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三) 

華容道
정정렬

1933.8.5.(토) 20:00- 唱劇調 短歌 김 향

1933.8.11.( ) 21:00- 신아 念佛打鈴 지용구

1933.8.12.(토) 20:00- 唱劇調 短歌  大丈夫 박록주

1933.8.14.(월)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一) 

三顧草廬
조학진

1933.8.15.(화)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二)

南屛山東南風비는데
조학진

1933.8.16.(수) 21:00- 連續倡劇調
三國誌 中 (三) 

赤壁江上大攻火戰
조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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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8.20.(일) 20:30- 唱劇 春香歌 中 御使出道 정정렬

1933.8.26.(토) 12:05- 伽倻琴倂唱 短歌 오태석

1933.9.10.(일) 20: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3.9.11.(월) 20: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3.9.13.(수) 20:00- 伽倻琴倂唱 短歌 白鷗야 김채련

1933.9.14.(목) 20:00- 唱劇調 短歌 김홍규

1933.9.28.(목) 21: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3.10.5.(목) 20:00- 倡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록주

1933.10.11.(수) 20:00- 唱劇調 短歌 정정렬

1933.10.20.( ) 20:30- 劇唱劇調 羽 박월정

1933.10.22.(일) 19:3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3.10.27.( ) 20:00- 唱劇調 短歌 정정렬

1933.12.3.(일) 20:30- 唱劇調 短歌 瀟湘八景 정정렬

1933.12.7.(목) 12:05-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소희

1933.12.9.(토) 20:00- 唱劇調 短歌 萬古江山 김여란

1933.12.12.(화) 20:45-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 향

1933.12.17.(일) 20:00- 唱劇調 短歌 江上에 둥둥 박록주

1933.12.27.(수) 20:30- 唱劇調 短歌 南原入 박월정

1934.1.7.(일) 20:00- 唱劇調 短歌 정정렬

1934.1.8.(월) 20: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4.1.9.(화)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록주

1934.1.13.(토) 21:0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박산월

1934.1.15.(월) 21:00- 連續倡劇調 短歌 竹杖芒鞋 조학진

1934.1.16.(화) 21:00- 連續倡劇調 短歌 瀟湘八景 조학진

1934.1.19.( ) 20:30- 唱劇調 短歌 大丈夫 정정렬

1934.1.23.(화) 20:0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박 월

1934.1.27.(토) 21:00- 唱劇調 短歌 김련수

1934.2.4.(일) 19: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4.2.5.(월) 20:00- 春香歌의 밤 新延마지 정정렬

1934.2.9.( ) 20:00- 名唱調口演
鄭春風制 語短聲長의 

詩唱
조학진

1934.2.13.(화) 20: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김종기

1934.2.16.( ) 20:2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신 홍

1934.3.13.(화) 20:00- 伽倻琴倂唱 大丈夫 최소옥

1934.4.2.(월) 21:00- 唱劇調 短歌 주란향

1934.4.30.(월) 12:05- 俗曲 兩淸 윤태병

1934.5.16.(수) 20:35- 倡劇調 短歌 靑春歌 권 주

1934.5.27.(일) 19:30- 唱劇調 短歌 주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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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6.8.( ) 21:00- 唱劇調 短歌 백성환

1934.6.11.(월) 12:05- 伽倻琴散調 散調(진양됴) 강태홍

1934.6.18.(월) 21:00- 伽倻琴散調 散調 김종기

1934.6.20.(수) 21:00- 俗曲 念佛 지용구

1934.6.22.( ) 21:00- 唱劇調 短歌 아서라 世上事 김련수

1934.6.27.(수) 21:31-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김종기

1934.6.30.(토) 20:30- 唱劇調 短歌 大丈夫 김창룡

1934.7.5.(목) 21:00- 唱劇調 短歌 신 홍

1934.7.12.(목) 21:31- 唱劇調 短歌 大丈夫恨 김창룡

1934.7.14.(토) 20:30- 俗曲 念佛 지용구

1934.7.15.(일) 20: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정정렬

1934.7.19.(목) 20:3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4.7.29.(일) 20:30- 唱劇調 短歌 白鷗야 리동백

1934.8.2.(목) 20:3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정정렬

1934.8.4.(토) 20:30- 唱劇調 短歌 客來問我 신 홍

1934.8.9.(목) 21:31-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오태석

1934.8.14.(화) 21:00- 唱劇調 短歌 정정렬

1934.8.15.(수) 21:31- 俗曲 念佛 지용구

1934.8.20.(월) 20:30- 唱劇調 短歌 송만갑

1934.8.24.( ) 21:31- 본風流 잔靈山 김만삼

1934.8.28.(화) 21:31- 音律 존자진한닙 김만삼

1934.9.8.(토) 21:00- 唱劇調 短歌 조학진

1934.9.11.(화) 21:00- 舞 曲 念佛 방용

1934.9.15.(토) 21:00- 唱劇調 短歌 白髮歌 리동백

1934.9.19.(수) 21:0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오비취

1934.9.22.(토) 20:30- 唱劇調 短歌 정정렬

1934.9.29.(토) 12:05- 俗曲 念佛 지용구

1934.9.30.(일) 20:30- 唱劇調 短歌 瀟湘八景 송만갑

1934.10.4.(목) 20:00- 伽倻琴倂唱 短歌 滄浪歌 강태홍

1934.10.8.(월) 21: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4.10.17.(수) 20:30- 新唱劇調 端宗哀曲 박월정

1934.10.24.(수) 20:30- 唱劇調 短歌 鎭國名山 리동백

1934.10.29.(월) 20:30- 唱劇調 短歌 정정렬

1934.11.10.(토) 12:05- 舞 曲 念佛 방용

1934.11.25.(일) 12:05- 唱劇調 短歌 楚漢歌 박소향

1934.11.27.(화) 20:00- 舞 曲 念佛 지용구

1934.12.18.(화) 21:00- 唱劇調 短歌 조학진

1934.12.21.( ) 20:0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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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12.27.(목)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김종기

1935.3.7.(목) 21:0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황운렬

1935.3.11.(월) 20:4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송만갑

1935.3.15.( ) 12:05- 俗曲 念佛 정원섭

1935.3.16.(토)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도) 정남희

1935.3.30.(토) 21:00- 伽倻琴倂唱 短歌 破難歌 이기화

1935.4.3.(수) 12:50-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김 옥

1935.4.6.(토)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5.4.7.(일) 12:05-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남수

1935.4.10.(수)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강태홍

1935.5.11.(토) 20:00- 唱劇調 短歌 鎭國名山 리동백

1935.5.15.(수) 12:05- 伽倻琴倂唱 短歌 玉樓紗窓 임소향

1935.5.17.( ) 20:3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5.5.21.(화) 21:3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김정문

1935.5.24.( ) 21:30- 唱劇調 短歌 片時春 신숙

1935.5.27.(월) 20:3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김창룡

1935.6.4.(화) 12:05- 舞 曲 念佛 지용구

1935.6.7.( )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5.6.11.(화) 20:3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5.6.13.(목) 21:30- 唱劇調 短歌 조학진

1935.6.14.( ) 12:05-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최계란

1935.6.19.(수) 21:00- 唱劇調 短歌 引壺觴 주란향

1935.6.22.(토)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록주

1935.6.28.( ) 12:05- 唱劇調 短歌 김옥선

1935.7.7.(일) 12:05- 무용곡 念佛 지용구

1935.7.10.(수) 12:05-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박추월

1935.7.23.(화)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강태홍

1935.7.28.(일) 20:00- 唱劇調 短歌 湖南歌 임방울

1935.8.5.(월) 21: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김창룡

1935.8.16.( ) 21: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강태홍

1935.8.25.(일) 20:05-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5.8.26.(월) 21:00- 俗曲 念佛 김덕진

1935.9.4.(수)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5.9.15.(일) 19: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신숙

1935.9.27.( ) 20:00- 伽倻琴倂唱 短歌 江山遊覽 김해선

1935.10.5.(토) 21: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창룡

1935.10.21.(월) 21:00-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오태석

1935.10.26.(토) 20:00- 伽倻琴散調 散調(느진 모리) 심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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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0.28.(월) 20:00- 唱劇調 唱劇調 沈淸歌 류추성

1935.10.30.(수)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5.11.4.(월) 20:30- 城主푸리 報念 정남희

1935.11.5.(화) 20: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조학진

1935.11.6.(수) 12:05- 祝○歌 곡명없음 신태향

1935.12.3.(화) 21: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류앵

1935.12.7.(토)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5.12.16.(월)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5.12.17.(화) 20:00- 唱劇調 短歌 引壺觴 김련수

1935.12.21.(토) 21:0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강태홍

1935.12.30.(월) 20:00- 唱劇調 短歌 皐皐天邊 송만갑

1936.1.5.(일) 19:35- 唱劇調 短歌 獄中歌 리동백

1936.1.10.( ) 20:00- 唱劇調 短歌 天歌 정정렬

1936.1.15.(수) 20:00-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김채련

1936.1.17.( ) 20:3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1.20.(월) 20:00- 短歌 楚漢歌 송만갑

1936.1.21.(화) 12:05- 俗曲 報念 김덕진

1936.2.2.(일) 12:05- 唱劇調 短歌 白鷗야 변진홍

1936.2.5.(수)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6.2.6.(목) 21:00- 唱劇調 短歌 慶尙歌 리동백

1936.2.10.(월) 20:00-
舞臺劇

(東洋劇場으로부터 中繼)

裵裨 傳 

第二幕 宴化
리동백

1936.2.15.(토) 12:05- 伽倻琴倂唱 短歌 江上에 둥둥 강계향

1936.2.18.(화) 20:3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2.22.(토) 21:00- 唱劇調 곡명없음 김류앵

1936.2.28.( ) 12:05- 俗曲 念佛 방용

1936.3.1.(일) 19:30- 伽倻琴散調 散調 강태홍

1936.3.4.(수) 21:00- 連續唱劇調
夫打令(二) 

夫 박 타는데
송만갑

1936.3.10.(화) 20:30- 伽倻琴倂唱 短歌 瀟湘八景 박팔괘

1936.3.12.(목) 20:15- 唱劇調 短歌 방응교

1936.3.19.(목) 20:3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조앵무

1936.3.20.( )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6.3.22.(일) 22:00-
鮮滿交換放

(京城으로부터)
곡명없음 송만갑

1936.3.26.(목) 21:15- 玄琴散調 곡명없음 김경

1936.4.2.(목) 20:0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임소향

1936.4.7.(화) 20:30- 唱劇調 短歌 赤壁歌 정정렬

1936.5.8.( ) 12:05- 俗曲 念佛 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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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5.10.(일) 20:0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6.5.17.(일) 21:00- 伽倻琴散調 散調 심상건

1936.5.23.(토) 21:05- 伽倻琴倂唱 短歌 瀟湘八景 박팔괘

1936.5.24.(일) 22:00-
朝滿交換放

(京城으로부터)
僧舞曲 방용

1936.5.27.(수) 21:00- 伽倻琴散調 散調(平타령) 최 익

1936.6.2.(화) 21: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련수

1936.6.5.( ) 20:30- 唱劇調 京畿歌 리동백

1936.6.10.(수) 20:30- 伽倻琴倂唱 短歌 春香夢 이소향

1936.6.30.(화) 20:3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7.6.(월) 21:30- 唱劇調 短歌 어화靑春 임소향

1936.7.8.(수) 20:30- 俗曲 念佛 김덕진

1936.7.14.(화) 20:30- 伽倻琴散調 散調(다스름) 심상건

1936.7.21.(화)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7.24.( ) 20: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김창룡

1936.8.2.(일) 19:30-
朝滿交流放

(京城으로부터)
洞簫獨奏 류동

1936.8.9.(일) 20:55-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8.16.(일) 20:0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6.8.23.(일) 22: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리동백

1936.8.27.(목) 21:3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김련수

1936.9.4.( ) 21:00- 伽倻琴散調 散調(다스름) 심상건

1936.9.6.(일) 21:00- 俗曲 念佛 한성

1936.9.10.(목) 20:25-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9.15.(화) 20:00- 唱劇調 短歌 白鷗야 정정렬

1936.9.28.(월) 20:3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송만갑

1936.10.1.(목) 21:00-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6.10.3.(토)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련수

1936.10.6.(화)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6.10.8.(목) 20:00- 唱劇調 短歌 不○ 조○○

1936.10.11.(일) 21:0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조 옥

1936.10.17.(토) 21:00- 伽倻琴倂唱 短歌 이소향

1936.10.23.( ) 20:00- 春香傳 廣寒樓景槪 송만갑

1936.10.29.(목) 21:0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임소향

1936.11.2.(월) 20:25-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6.11.8.(일) 20:55- 伽倻琴散調 곡명없음 성 화

1936.11.13.( ) 20: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창룡

1936.11.18.(수) 12:05-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최계란

1936.11.22.(일)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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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1.27.( )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6.11.29.(일) 19:30- 伽倻琴散調 散調(다스름) 심상건

1936.12.6.(일) 20:50- 連續唱劇調 短歌 楚漢歌 정정렬

1936.12.7.(월)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6.12.10.(목) 21:00- 連續唱劇調 短歌 大丈夫 정정렬

1936.12.14.(월) 12:05-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박추월

1937.1.4.(월) 20:00-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7.1.11.(월)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7.1.13.(수) 20:3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창룡

1937.1.19.(화) 20:3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송만갑

1937.1.28.(목)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7.2.4.(목) 20:55- 唱劇調 短歌 京畿歌 리동백

1937.2.10.(수)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록주

1937.2.16.(화) 20:00- 伽倻琴散調 곡명없음 정남희

1937.2.21.(일) 12:05- 唱劇調의 오후 短歌 鎭國名山 정정렬

1937.2.26.( ) 12:05- 伽倻琴散調 散調 성 화

1937.3.4.(목)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7.3.6.(토) 20: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정정렬

1937.4.17.(토) 20: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정정렬

1937.4.18.(일) 20: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이소향

1937.4.23.( ) 20:0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조 옥

1937.4.28.(수) 20:00- 沈淸傳 中 沈奉事 젓비는데 송만갑

1937.4.28.(수) 20:30- 沈淸傳 中 沈淸이 船人 따라가는데 정정렬

1937.4.28.(수) 21:00- 沈淸傳 中 沈奉事 皇城올 나가는데 리동백

1937.5.3.(월) 21: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여란

1937.5.8.(토) 21: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정정렬

1937.5.18.(화)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록주

1937.5.23.(일) 21:00- 唱劇調 短歌 鴻門宴 박 월

1937.5.23.(일) 21:00- 唱劇調 短歌 鴻門宴 박 월

1937.6.4.( ) 20:30- 伽倻琴竝唱(京城)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7.6.5.(토)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7.6.11.( ) 21:00- 唱劇調 短歌 咸平天地 박소향

1937.6.22.(화) 20:30- 唱劇調 短歌 鎭國名山 리동백

1937.7.2.( ) 21:0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7.7.4.(일) 20:40- 春香傳 中
春香傳 中 

新官使道到任하는데
정정렬

1937.7.11.(일) 20:3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송 숙



- 220 -

1937.7.19.(월)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7.7.26.(월) 12:05- 唱劇調 短歌 ○遊歌 김○

1937.7.30.( ) 12:05- 伽倻琴倂唱 短歌 浿城歌 최란주

1937.8.4.(수) 12:05-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신쾌동

1937.8.8.(일) 12:05-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송만갑

1937.8.13.( )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7.8.15.(일) 21:00- 唱劇調 短歌 江上에 둥둥 조농옥

1937.8.21.(토) 20:55-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이소향

1937.9.1.(수) 20:0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37.9.5.(일) 20:55- 唱劇調 短歌 楚漢歌 송만갑

1937.9.9.(목)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7.9.11.(토) 20:4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7.9.18.(토) 20:15- 唱劇 ○石○城의 ○○ 이소향

1937.9.20.(월) 21:00- 唱劇調 金剛山歌 송 숙

1937.9.27.(월) 20:55- 名唱連續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송만갑

1937.9.28.(화) 20:55- 名唱連續唱劇調 短歌 赤壁歌 정정렬

1937.9.29.(수) 20:55- 名唱連續唱劇調 短歌 大丈夫 김창룡

1937.9.30.(목) 20:55- 名唱連續唱劇調 短歌 楚漢歌 리동백

1937.10.6.(수) 21:0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37.10.12.(화)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7.10.13.(수)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7.10.17.(일) 19:45- 唱劇調 短歌 皐皐天邊 석년

1937.10.24.(일) 20:25-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김련수

1937.10.27.(수) 20:25-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김소향

1937.10.31.(일) 20: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소향

1937.11.2.(화) 20:25-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7.11.6.(토) 20:25-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송만갑

1937.11.7.(일) 20:30- 伽倻琴倂唱 短歌 ○○歌 정남희

1937.11.13.(토) 20:55- 伽倻琴倂唱 散調(진양조) 이소향

1937.11.14.(일) 20:00- 唱劇調 短歌 人生歌 김청○

1937.11.15.(월) 12:05- 俗曲 念佛 한성

1937.11.22.(월) 20:5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류앵

1937.11.30.(화) 20:5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송만갑

1937.12.7.(화) 12:05- 俗曲 念佛 김덕진

1937.12.9.(목) 20:40- 唱劇調 短歌  鴻門歌 김○○

1937.12.12.(일) 20:20-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7.12.15.(수) 20:25-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7.12.21.(화) 12:05- 俗曲 念佛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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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2.22.(수) 21:00- 伽倻琴倂唱 短歌 瀟湘八景 오태석

1937.12.26.(일) 12:05- 唱劇調 短歌 玉樓紗窓 박옥화

1937.12.30.(목) 21:00- 春香歌 御使出道 리동백

1938.1.2.(일) 21:0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이소향

1938.1.3.(월) 12:50- 俗曲 念佛 한성

1938.1.9.(일) 21:00- 唱劇調 感別曲 김청사

1938.1.13.(목) 21:00- 伽倻琴散調 散調( 머리) 심상건

1938.1.18.(화) 20:10-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오태석

1938.1.23.(일) 19:35-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김은자

1938.1.24.(월) 21:05- 俗曲 念佛 한성

1938.1.30.(일) 20:2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8.2.2.(수) 12:05-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박 월

1938.2.5.(토) 20:1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성 화

1938.2.6.(일) 20:30- 唱劇調 短歌 萬古江山 송만갑

1938.2.12.(토) 21:00- 唱劇調 短歌 五倫歌 김청사

1938.2.16.(수) 20: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조농옥

1938.2.20.(일) 19:5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38.2.27.(일) 20:30- 唱劇調 唱劇調 김창룡

1938.3.10.(목)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련수

1938.3.13.(일) 13:15- 俗曲 念佛 한성

1938.3.16.(수) 21:00- 伽倻琴散調 散調( 머리) 심상건

1938.3.19.(토) 20:35- 　 短歌 江上風月 김여란

1938.3.31.(목) 20:4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박 월

1938.4.1.( ) 20:30- 伽倻琴倂唱 短歌 江上에 둥둥 함동정월

1938.4.14.(목) 20: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여란

1938.4.16.(토) 20:45-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8.4.17.(일) 19:30- 唱劇調 短歌 遊山歌 송만갑

1938.4.23.(토) 21:00- 唱劇調 短歌 公道難 박록주

1938.4.26.(화) 20:30- 俗曲 念佛 한성

1938.4.29.( ) 13:30- 唱劇調 短歌 大丈夫 조농옥

1938.5.7.(토) 20:40- 玄琴倂奏 진양조 신쾌동

1938.5.9.(월) 21:00- 唱劇調 短歌 김순희

1938.5.13.( ) 20:30- 唱劇調 短歌 片時春 김여란

1938.5.18.(수)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8.5.22.(일) 12:0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박추월

1938.5.24.(화) 20:30- 唱劇調 短歌 白髮歌 리동백

1938.5.30.(월) 20:00- 玄琴 신아 신쾌동

1938.6.1.(수) 21:05-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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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6.4.(토) 21:05-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소희

1938.6.9.(목) 20: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이소향

1938.6.12.(일) 20:0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조 옥

1938.6.15.(수) 21:15- 伽倻琴 새打鈴 한갑득

1938.6.16.(목) 20:3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8.6.18.(토) 21:00- 伽倻琴倂唱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8.6.19.(일) 13:00-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황 홍

1938.6.20.(월) 20:50-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8.6.26.(일) 20:0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한갑득

1938.6.27.(월) 21:1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련수

1938.7.1.( ) 20:40-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김소희

1938.7.3.(일) 20:2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이소향

1938.7.5.(화) 21:00-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김소희

1938.7.10.(일) 13:15- 俗曲 念佛 방용

1938.7.11.(월) 20:30- 伽倻琴倂唱 短歌 綠陰芳草 오태석

1938.7.15.( ) 20:40- 唱劇調 短歌 五倫歌 조상선

1938.7.19.(화) 21:00- 唱劇調 長板橋싸흠 리동백

1938.7.23.(토) 21:0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김소희

1938.7.30.(토) 20:3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8.8.2.(화) 20: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이소향

1938.8.4.(목) 20:55-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8.8.6.(토) 20:55- 伽倻琴倂唱 短歌 楚漢歌 조 학

1938.8.7.(일) 12:00- 俗曲 念佛 방용

1938.8.13.(토) 21:10-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성 화

1938.8.17.(수) 21:00- 南道소리와  其解說 진양조 瀟湘八景 김연수

1938.8.21.(일) 13:20- 唱劇調 短歌 南漢山城歌 박 월

1938.8.29.(월)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38.9.19.(월) 21:15-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38.9.25.(일) 12:00- 俗曲 念佛 방용

1938.10.11.(화) 21:0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이소향

1938.10.16.(일) 20:15- 俗曲 念佛 방용

1938.10.18.(화) 20: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강태홍

1938.10.25.(화)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8.10.27.(목) 21:05- 唱劇調 新版春香歌 김청사

1938.10.30.(일) 20:50- 伽倻琴竝唱(京城)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8.11.2.(수) 21:00- 伽倻琴竝唱 短歌 竹杖芒鞋 이소향

1938.11.3.(목) 19:55- 唱劇調 短歌 南漢山城 박 월

1938.11.7.(월)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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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11.9.(수) 20:0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강앵주

1938.11.13.(일) 13:20- 俗曲 念佛 방용

1938.11.16.(수) 21:00- 連續唱劇調 新版春香傳 김청사

1938.11.17.(목) 21:00- 連續唱劇調 新版春香傳 김청사

1938.11.20.(일) 20:00- 伽倻琴倂唱 곡명없음 최계란

1938.11.22.(화) 20: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소희

1938.11.24.(목) 20:3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8.11.26.(토) 20:2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송만갑

1938.11.30.(수) 20:0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이소향

1938.12.1.(목) 21:05-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8.12.4.(일) 13:00- 俗曲 念佛 방용

1938.12.4.(일) 19:3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38.12.15.(목) 20:30- 唱劇調 短歌 어화靑春 조농옥

1938.12.18.(일) 20:30- 俗曲 念佛 방용

1938.12.20.(화)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8.12.27.(화) 20:00- 唱劇調 短歌落 歌 노주언

1939.1.1.(일) 20:3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박 월

1939.1.5.(목) 20:3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39.1.8.(일) 21:00- 唱劇調 短歌 김여란

1939.1.12.(목) 21:0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9.1.16.(월) 20:00- 俗曲 念佛 방용

1939.1.21.(토) 21:0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조농옥

1939.1.27.( ) 20:00- 唱劇調 短歌 咸平天地 모추월

1939.1.30.(월) 20:30- 連續唱劇調 短歌 空虛歌 김청양

1939.1.31.(화) 21:00- 連續唱劇調 赤壁歌 김청양

1939.2.3.( ) 19:3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9.2.11.(토) 13:00- 俗曲 念佛 김채홍

1939.2.11.(토) 21: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9.2.13.(월) 20: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9.2.16.(목) 20:0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최란수

1939.3.28.(화) 21:0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리동백

1939.4.1.(토) 20:30- 伽倻琴散調 散調( 노리) 심상건

1939.4.12.(수) 20:00- 唱劇調 短歌 赤壁歌 김여란

1939.4.16.(일)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調) 오태석

1939.4.21.( ) 20:00- 唱劇調 短歌 公道難 모추월

1939.4.29.(토) 12:05- 俗曲 念佛 이일선

1939.4.29.(토) 20:30-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조 옥

1939.5.4.(목) 21:00- 伽倻琴散調 散調(中모리) 심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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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5.7.(일) 20:00- 玄琴倂奏 散調(진양調) 신쾌동

1939.5.12.( ) 20:0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9.5.23.(화) 21:00- 新作唱劇調 外金剛山歌 김청양

1939.5.31.(수) 20:0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조 옥

1939.6.5.(월) 20:30-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조 학

1939.6.17.(토) 21:10- 唱劇調 短歌 鎭國名山 박 월

1939.6.20.(화) 21:00- 唱劇調 短歌 한성

1939.6.24.(토) 21:10- 唱劇調 短歌 咸山風景 임류앵

1939.6.25.(일) 12:05- 俗曲 念佛 이일선

1939.6.28.(수) 20:5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조 옥

1939.7.3.(월) 21:10- 伽倻琴倂唱 短歌 公道難 김록주

1939.7.10.(월) 21:0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조란옥

1939.7.14.( ) 21:1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오비취

1939.7.15.(토) 20:50- 俗曲 別曲 한성

1939.7.17.(월) 20:30- 唱劇調 短歌 뒤東山 임류앵

1939.7.19.(수) 20: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박 월

1939.7.21.( ) 21:10- 俗曲 신아 정해시

1939.7.29.(토) 20:3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39.7.30.(일) 12:05- 俗曲 念佛 방용

1939.8.2.(수)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9.8.6.(일) 20: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박옥화

1939.8.12.(토) 20:50- 伽倻琴倂唱 短歌 雲淡風輕 강희구

1939.8.14.(월) 21:10- 唱劇調 短歌 박록주

1939.8.24.(목) 20:30- 唱劇調 短歌 조 옥

1939.9.3.(일) 20:5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박 월

1939.9.10.(일) 12:05- 俗曲 念佛 이일선

1939.9.13.(수) 20: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강장원

1939.9.17.(일) 19:55-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39.9.18.(월) 20: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9.9.22.( ) 21:05-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조 옥

1939.9.28.(목)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9.10.5.(목) 20:30- 伽倻琴散調 散調(긴양조) 강태홍

1939.10.8.(일) 21:0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한갑득

1939.10.16.(월) 20:00- 唱劇調 短歌 鎭國名山 박화월

1939.10.22.(일) 20:00- 洞簫 時調 정해시

1939.10.27.( ) 20:00-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박 월

1939.11.2.(목)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39.11.3.( ) 12:05- 俗曲 念佛 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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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11.14.(화) 20:3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9.11.16.(목) 21:00- 俗曲 念佛 방용

1939.11.17.( ) 21: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모향화

1939.11.19.(일) 19: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옥돌

1939.11.22.(수) 21:0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조 옥

1939.11.23.(목) 20:30-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박 월

1939.11.24.( ) 21:00- 唱劇調 短歌 楚漢歌 조 학

1939.11.26.(일) 20:00-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39.11.28.(화) 20:3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박 선

1939.11.30.(목) 21:00- 玄琴散調 진양조 최석연

1939.12.2.(토) 20:25-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김여란

1939.12.4.(월) 20:00- 唱劇調 短歌 乾坤歌 김소희

1939.12.6.(수) 20: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39.12.7.(목) 20: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모향화

1939.12.10.(일) 19:3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류앵

1939.12.15.( ) 20:30-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김순희

1939.12.17.(일) 20:05- 唱劇調 短歌 南原山城 박 월

1939.12.22.( ) 20: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련수

1939.12.25.(월) 13:00- 伽倻琴倂唱 短歌 楚漢歌 김옥주

1939.12.28.(목) 20: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박동

1940.1.1.(월) 20:00- 唱劇調 短歌 어화靑春 박록주

1940.1.5.( ) 19:5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40.1.11.(목) 20:25- 伽倻琴倂唱 短歌 어화靑春 오태석

1940.1.12.( ) 21:00- 唱劇調 短歌 赤壁歌 김여란

1940.1.14.(일) 19:50- 唱劇調 短歌 楚漢歌 김여란

1940.1.20.(토) 20:45- 大笒獨奏 鳳雀吹 박종기

1940.1.22.(월) 20:30- 唱劇調 短歌 楚漢歌 한애순

1940.1.26.( ) 21:1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도) 심상건

1940.2.1.(목) 20:2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40.2.4.(일) 12:05- 俗曲 念佛 방용

1940.2.7.(수) 20:00- 唱劇調 短歌 김순희

1940.2.10.(토) 20: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록주

1940.2.21.(수)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40.2.24.(토) 20:00- 唱劇調 短歌 江上에 둥둥 임류앵

1940.2.25.(일) 20:15- 伽倻琴散調 散調( 모리) 심상건

1940.2.29.(목) 20:00- 唱劇調 短歌 竹枝歌 박 월

1940.3.3.(일) 12:05- 俗曲 새打鈴 정해시

1940.3.7.(목)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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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3.10.(일) 13:00- 唱劇調 短歌 瀟湘八景 오경임

1940.3.19.(화) 20:0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신쾌동

1940.3.22.( ) 20:3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40.3.27.(수) 20:3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장혜순

1940.4.3.(수) 12:05- 俗曲 念佛 한성

1940.4.4.(목) 20:30- 唱劇調 短歌 天下太平 조농옥

1940.4.13.(토) 20:25- 唱劇調 短歌 뒤東山 임류앵

1940.4.14.(일) 20:00- 伽倻琴散調 散調(中모리) 심상건

1940.4.14.(일) 20:00- 伽倻琴散調 散調(中모리) 심상건

1940.4.15.(월) 20:25- 唱劇調 短歌 白髮歌 최월향

1940.4.16.(화) 20:00- 玄琴獨奏散調 진양조 신쾌동

1940.4.16.(화) 20:00- 玄琴獨奏散調 진양조 신쾌동

1940.4.18.(목) 20:30- 唱劇調 短歌 白髮歌 김소희

1940.4.18.(목) 20:30- 唱劇調 短歌 白髮歌 김소희

1940.4.22.(월) 20:3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박 선

1940.4.25.(목) 21: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40.5.7.(화) 20:40- 玄琴倂彈 倂彈(진양조) 신쾌동

1940.5.9.(목) 20:55- 唱劇調 短歌 아서라世上事 신명학

1940.5.12.(일) 19:3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심상건

1940.5.13.(월) 20:55- 洞簫獨奏 散調 정해시

1940.5.14.(화) 20:25- 唱劇調 短歌 公道難 임옥돌

1940.5.16.(목) 20:20-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신채란

1940.5.18.(토) 20:15-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박 월

1940.5.19.(일) 12:05- 俗曲 念佛 방용

1940.5.21.(화) 21: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정남희

1940.5.24.( ) 20:55-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김소희

1940.5.25.(토) 21:10- 雙玄琴散調 진양 오선근

1940.5.26.(일) 20:50- 大笒獨奏 散調 박종기

1940.5.29.(수) 20:00-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조 학

1940.5.31.( ) 21:05- 唱劇調 短歌 江上에 둥둥 조농옥

1940.6.2.(일) 12:05- 俗曲 念佛 방용

1940.6.3.(월) 20:3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박 선

1940.6.5.(수) 20:30- 伽倻琴倂唱 短歌 大丈夫 오태석

1940.6.11.(화) 20:50- 大笒獨奏 散調( 모리) 박종기

1940.6.13.(목) 20:35-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40.6.16.(일) 20:00- 唱劇調 短歌 어화靑春 조 옥

1940.6.23.(일) 12:05- 伽倻琴散調 散調(진양조) 조 학

1940.6.30.(일) 12:05- 俗曲 念佛 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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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7.4.(목) 20:50- 唱劇調 短歌 公道難 김 희

1940.7.5.( ) 21:00- 伽倻琴散調 散調(中모리) 심상건

1940.8.18.(일) 12:05- 俗曲 念佛 방용

1940.8.20.(화) 20:30- 玄琴散調 散調(진양조) 한갑득

1940.8.24.(토) 20:20- 唱劇調 短歌 楚漢歌 박옥화

1940.8.26.(월) 20:00- 唱劇調 短歌 ○代歌 최명곤

1940.9.6.( ) 20:00- 唱劇調 短歌 조 옥

1940.9.10.(화) 20:00- 唱劇調 短歌 江上風月 권농옥

1940.9.16.(월) 20:2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최명곤

1940.9.22.(일) 12:05- 俗曲 念佛 이일선

1941.3.11.(화) 20:00- 唱劇調 短歌 天下泰平 조 옥

1941.3.21.( ) 20:00- 唱劇調 短歌 老人歌 방응교

1941.4.12.(토) 19:40- 朝鮮歌謠(全國中繼) 아리링三千里 김 근

1941.4.15.(화) 20:00- 唱劇調 短歌 雲淡風輕 김난주

1941.4.20.(일) 20:50- 唱劇調 短歌 竹杖芒鞋 ○○교

1941.4.25.( ) 20:00- 唱劇調 短歌 乾坤歌 임○향

1941.5.11.(일) 12:05- 俗曲 念佛 지 희

1941.5.16.( ) 20:20- 伽倻琴倂唱 短歌 竹杖芒鞋 신채란

1941.5.19.(월) 20:00- 唱劇調 短歌  瀟湘八景 방응교

1941.5.25.(일) 20:30- 唱劇調 短歌 旅歌 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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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번호
면 내용 연주자

기록된 

악기

실제

악기
발매일 녹음일

V.KJ-

1301
A 短歌 丈夫恨(上)

심상건

(가야 병창), 

한성 (장고)

장고 　 1939.5.3. 1929.11.10.

V.KJ-

1301
B 短歌 丈夫恨(下)

심상건

(가야 병창), 

한성 (장고)

장고 　 1939.5.3. 1929.11.10.

V.KJ-

1302
A 玄琴散調 진양조(上)

 백락 , 

한성 (장고)
장고 　 1939.6.10. 1929.11.10.

V.KJ-

1302
B 玄琴散調 진양조(下)

 백락 , 

한성 (장고)
장고 　 1939.6.10. 1929.11.10.

V.KJ-

1303
A 산조 머리(상)

 백락 , 

한성 (장고)
장고 　 1939.5.4. 1929.11.10.

V.KJ-

1303
B 산조 머리(하)

 백락 , 

한성 (장고)
장고 　 1939.5.4. 1929.11.10.

V.KJ-

1305
A 短歌 秋月江山(上)

이 선, 

한성 (고)
장고 　 1939.5.4. 1929.11.11.

V.KJ-

1305
B 短歌 秋月江山(下)

이 선, 

한성 (고)
장고 　 1939.5.4. 1929.11.11.

V.KJ-

1304
A 산조 엇모리(상)

 백락 , 

한성 (장고)
장고 　 1939.5.4. 1929.11.13.

V.KJ-

1304
B 산조 잔모리(하)

 백락 , 

한성 (장고)
장고 　 1939.5.4. 1929.11.13.

V.KJ-

1073
B 三國誌 高 上(下)

김소희, 

신상건(가야 ), 

정해시(퉁소), 

김덕진(해 ), 

한성 (장고)

장고 　 1936.9.25. 1936.2.29.

V.KJ-

1073
A 三國誌 高 上(上)

김소희, 

신상건(가야 ), 

정해시(퉁소), 

김덕진(해 ), 

한성 (장고)

장고 　 1936.9.25. 1936.3.2.

<부록 4> 한성준 유성기음반 출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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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J-

1067
A 흥부  가난타령

김 향, 

이소향(가야 ), 

김덕진(해 ), 

정해시(퉁소), 

한성 (장고)

장고 　 1936.8.25. 1936.3.3.

V.KJ-

1067
B 흥부  타령

김 향, 

이소향(가야 ), 

김덕진(해 ), 

정해시(퉁소), 

한성 (장고)

장고 　 1936.8.25. 1936.3.3.

V.KJ-

1164
A 유산가(상) 

조모란 김연옥, 

한성 (고)
고 　 1938.4.1. 1937.4.26.

V.KJ-

1164
B 유산가(하) 

조모란 김연옥, 

한성 (고)
고 　 1938.4.1. 1937.4.26.

V.KJ-

1111
A

春香傳 廣寒樓(上) 

春香傳全篇(一)

정정렬, 이화 선,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1937.7.1. 1937.4.30.

V.KJ-

1111
B

春香傳廣寒樓(下)

春香傳全篇(二) 

정정렬,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1937.7.1. 1937.4.30.

V.KJ-

1112
A

春香傳 추韆 

春香傳全篇(三)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4.30.

V.KJ-

1112
B

春香傳 冊房讀書 

春香傳全篇(四)

정정렬, 이화 선,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4.30.

V.KJ-

1113
A

春香傳 百年佳約(上) 

春香傳全篇(五)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4.30.

V.KJ-

1113
B

春香傳百年佳約(下)

春香傳全篇(六) 

정정렬, 박록주,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4.30.

V.KJ-

1114
A

春香傳 사랑가(上) 

春香傳全篇(七)

정정렬, 이화 선,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4.30.

V.KJ-

1114
B

春香傳 사랑가(下) 

春香傳全篇(八)

이화 선,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4.30.

V.KJ-

1115
A

春香傳 春香家離別(一) 

春香傳全篇(九)

정정렬, 박록주,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1.

V.KJ-

1115
B

春香傳 春香傳離別(二) 

春香傳全篇(十)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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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J-

1116
A

春香傳 春香傳離別(三) 

春香傳全篇(十一)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1.

V.KJ-

1116
B

春香傳 春香傳離別(四) 

春香傳全篇(十二)

이화 선,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정보없음 1937.5.1.

V.KJ-

1117
A

春香傳 春香家離別(五) 

春香傳全篇(十三)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2.

V.KJ-

1117
B

 春香傳 五里亭離別(一) 

春香傳全篇(十四)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정보없음 1937.5.2.

V.KJ-

1118
A

春香傳 五里亭離別(二) 

春香傳全篇(十五)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정보없음 1937.5.2.

V.KJ-

1118
B

春香傳 五里亭離別(三) 

春香傳全篇(十六)

정정렬,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정보없음 1937.5.2.

V.KJ-

1119
A

春香傳 新延마지 

春香傳全篇(十七)
정정렬 고 북 정보없음 1937.5.2.

V.KJ-

1119
B

春香傳 妓生點  

春香傳全篇(十八)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2.

V.KJ-

1120
A

春香傳 新官春香을부름(上) 

春香傳全篇(十九)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0
B

春香傳 新官春香을부름(下) 

春香傳全篇(二十)

정정렬, 박록주,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1
A

春香傳 刑場(一) 

春香傳全篇(二十一)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3.

V.KJ-

1121
B

春香傳 刑場(二) 

春香傳全篇(二十二)

정정렬, 김소희, 

박록주,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3.

V.KJ-

1122
A

刑場(三) 

春香傳全集(二十三)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2
B

春香下獄 

春香傳全集(二十四)
정정렬, 이화 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3
A

獄中長歎(上) 

春香傳全集(二十五)
박록주,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3
B

獄中長歎(下) 

春香傳全集(二十六)
박록주,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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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J-

1124
A

春香傳 

李道令科擧場春香傳全篇

(二十七)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4
B

春香傳 御史南原 

春香傳全篇(二十八)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3.

V.KJ-

1126
A

春香傳 박石틔를올나서서 

春香傳全篇(三十一)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4.

V.KJ-

1126
B

春香傳 御史春香家를차  

春香傳全篇(三十二)

이화 선, 임방울,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4.

V.KJ-

1127
A

春香傳 

御史獄中에春香을차 (上) 

春香傳全篇(三十三)

정정렬, 이화 선,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4.

V.KJ-

1127
B

春香傳 

御史獄中에春香을차 (上)

春香傳全篇(三十四)

이화 선,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4.

V.KJ-

1128
A

春香傳 府使生日宴 

春香傳全篇(三十五)

정정렬,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4.

V.KJ-

1128
B

春香傳 御使出道 

春香傳全篇(三十六)
정정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4.

V.KJ-

1129
A

春香傳 李花春風(上) 

春香傳全篇(三十七)

정정렬,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1937.5.4.

V.KJ-

1129
B

春香傳 梨花春風(下) 

春香傳全篇(三十八)

정정렬, 이화 선,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1937.5.4.

V.KJ-

1196
A 春香傳 離別後의 꿈 김연수, 한성 (고) 고 　 1938.8.11. 1938.3.22.

V.KJ-

1196
B 春香傳 하로가고 김연수, 한성 (고) 고 　 1938.8.11. 1938.3.22.

V.KJ-

1208
A

水宮歌 

토끼배갈느려는데(上)
김연수, 한성 (고) 고 　 1938.7.10. 1938.3.22.

V.KJ-

1208
B

水宮歌 

토끼배갈느려는데(下)
김연수, 한성 (고) 고 　 1938.7.10. 1938.3.22.

V.KJ-

1278
A 赤壁歌 五林에子龍出現 김연수, 한성 (고) 고 　 1938.12.28. 1938.9.14.

V.KJ-

1278
B 赤壁歌 敗軍모히는데 김연수, 한성 (고) 고 　 1938.12.28. 193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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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J-

1279
A 水宮歌 가자어서가자 김연수, 한성 (고) 고 　 1939.1.23. 1938.9.14.

V.KJ-

1279
B 水宮歌 가든 토끼 도라서며 김연수, 한성 (고) 고 　 1939.1.23. 1938.9.14.

V.KJ-

1321
A

春香傳 

御史春香家를차 (上)
김연수, 한성 (고) 고 　 1939.6.3. 1939.3.5.

V.KJ-

1321
B

春香傳 

御史春香家를차 (下)
김연수, 한성 (고) 고 　 1939.6.3. 1939.3.5.

V.KJ-

1348
A 공도백발 김옥련, 한성 (고) 고 　 1939.9.3. 1939.6.22.

V.KJ-

1348
B 심 사 황성가는데 김옥련, 한성 (고) 고 　 1939.9.3. 1939.6.22.

V.KJ-

1358
A 오리정이별 김연수, 한성 (고) 고 　 1940.3.22. 1939.6.23.

V.KJ-

1358
B

오리정에서돌아와서(비맞은

제비같이) 
김연수, 한성 (고) 고 　 1940.3.22. 1939.6.23.

C.40106 A 　 　 　 　 　 　

C.40106 B 　 　 　 　 　 　

C.40131 A 春香傳礡石틔를넘어서 정정렬 고 　 1931.1.17. 정보없음

C.40131 B 春香傳 御使와春香母 정정렬 고 북 1931.1.17. 정보없음

C.40132 1 　 　 　 　 　 　

C.40145 A 鎭國名山 송만갑 고 　 1931.1.17. 정보없음

C.40145 B 春香歌 十杖歌 송만갑 고 북 1931.1.17. 정보없음

C.40150 A 　 　 　 　 　 　

C.40150 B 　 　 　 　 　 　

C.40151 A 　 　 　 　 　 　

C.40151 B 　 　 　 　 　 　

C.40172 A 沈淸傳 沈奉事自嘆 박록주 고 북 1931.3.21.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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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172 B 沈淸傳 즁타령 박록주 고 북 1931.3.21. 정보없음

C.40175 A 春香傳 離別歌(上) 송만갑 고 북 1931.3.21. 정보없음

C.40175 B 春香傳 離別歌(下) 송만갑 고 북 1931.3.21. 정보없음

C.40183 A 春香傳 夢中歌 정정렬 고 북 1931.4.23. 정보없음

C.40183 B 春香傳 御使南原行 정정렬 고 북 1931.4.23. 정보없음

C.40192

(?)
1

沈淸傳 瀟湘八景/

소상팔경(범피 류)(하) 
이선유 고 북 1931.5.22. 정보없음

C.40193

(?)
1

春香傳 

春香房그림가(上)/(下)
김창룡 고 북 1931.5.22. 정보없음

C.40195 1 　 　 　 　 　 　

C.40196

(?)
1 륙자백이 김소향 고 　 1931.5.22. 정보없음

C.40260 1 　 　 　 　 　 　

C.40261 1 　 　 　 　 　 　

C.40263 1 　 　 　 　 　 　

C.40268 A 兎公傳 새타령 김창룡 고 북 1931.11.20. 정보없음

C.40268 B 春香傳 廣寒褸景 김창룡 고 북 1931.11.20. 정보없음

C.40276 A 短歌 天地廣蕩 이선유 고 　 1931.12.15. 정보없음

C.40276 B

春香傳 紅爐의불

(춘향가 홍로의불-

어사춘향상  )

김창룡 고 북 1931.12.15. 정보없음

C.40277 2 　 　 　 　 　 　

C.40279 A 泛彼中流 김창룡 고 북 1931.12.15. 정보없음

C.40292 A 　 　 　 　 　 　

C.4029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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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293 A 春香傳 離別歌(上) 박록주 고 　 1932.1.20. 정보없음

C.40293 B 春香傳離別歌(上) 박록주 고 　 1932.1.20. 정보없음

C.40294 A 　 　 　 　 　 　

C.40294 B 　 　 　 　 　 　

C.40340 A 春香傳 離別歌 이선유 고 　 1932.8.15. 정보없음

C.40340 B 甫傳 비단타령 이선유 고 북 1932.8.15. 정보없음

C.40353 A 　 　 　 　 　 　

C.40353 B 　 　 　 　 　 　

C.40356 A 春香傳 獄中歌(上) 김소향 고 　 1932.9.13. 정보없음

C.40356 B 春香傳 獄中歌(下) 김소향 고 　 1932.9.13. 정보없음

C.40372 A 春香傳 春香離別前(上) 정정렬 고 　 1933.2.20. 정보없음

C.40372 B 春香傳 春香離別前(下) 정정렬 고 　 1933.2.20. 정보없음

C.40383 A 　 　 　 　 　 　

C.40383 B 　 　 　 　 　 　

C.40384 A 甫傳 박타령 오비취 고 북 1933.1.22. 정보없음

C.40384 B 甫傳 박타령 오비취 고 북 1933.1.22. 정보없음

C.40385 A 春香傳 夢中歌 박록주 고 　 1933.1.22. 정보없음

C.40385 B 甫傳 甫쫏겨나는데 박록주 고 북 1933.1.22. 정보없음

C.40386 A 春香傳 御使가春香집에 김소희 고 　 1933.1.22. 정보없음

C.40386 B 春香傳 春香再逢 김소희 고 　 1933.1.22. 정보없음

C.40393 A 　 　 　 　 　 　

C.40393 B 　 　 　 　 　 　



- 235 -

C.40412 A 短歌 錦繡江山 오비취 고 　 1933.3.21. 정보없음

C.40412 B 沈淸傳 沈淸下直 오비취 고 북 1933.3.21. 정보없음

C.40423 A 　 　 　 　 　 　

C.40423 B 　 　 　 　 　 　

C.40424 A 　 　 　 　 　 　

C.40424 B 　 　 　 　 　 　

C.40433 A 兎公傳 坐席닷툼 이선유 고 북 1933.5.20. 정보없음

C.40433 B 兎公傳 水宮景槪 이선유 고 　 1933.5.20. 정보없음

C.40443 A 沈淸傳 沈淸乞食 김소희 고 　 1933.7.30. 정보없음

C.40443 B 沈淸傳 船人의게끌녀서 오비취 고 　 1933.7.30. 정보없음

C.40447 A 甫傳 타령 박록주 고 　 1933.8.20. 정보없음

C.40447 B 春香傳 妓生들이모히다 박록주 고 　 1933.8.20. 정보없음

C.40456 A 　 　 　 　 　 　

C.40456 B 　 　 　 　 　 　

C.40465 A 　 　 　 　 　 　

C.40465 B 　 　 　 　 　 　

C.40466 A 　 　 　 　 　 　

C.40466 B 　 　 　 　 　 　

C.40471 A 　 　 　 　 　 　

C.40471 B 　 　 　 　 　 　

C.40472 A 　 　 　 　 　 　

C.4047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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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473 A 　 　 　 　 　 　

C.40473 B 　 　 　 　 　 　

C.40479 A 편시춘  이 희 고 　 1933.12.20. 정보없음

C.40479 B 운담풍경  이 희 고 　 1933.12.20. 정보없음

C.40485 A 　 　 　 　 　 　

C.40485 B 　 　 　 　 　 　

C.40486 A 　 　 　 　 　 　

C.40486 B 　 　 　 　 　 　

C.40496 A 　 　 　 　 　 　

C.40496 B 　 　 　 　 　 　

C.40502 A 　 　 　 　 　 　

C.40502 B 　 　 　 　 　 　

C.40503 A 甫傳 제비江南가는데 한농선 고 　 1934.3.20. 정보없음

C.40503 B
春香傳 春香이그네뛰는데

(그른래력들어 라) 
한농선 고 　 1934.3.20. 정보없음

C.40519 A 　 　 　 　 　 　

C.40519 B 　 　 　 　 　 　

C.40524 A 春香傳사랑가(伽倻琴竝唱) 오비취 고 　 1934.7.25. 정보없음

C.40524 B 春香傳(離別歌) 권 주 고 　 1934.7.25. 정보없음

C.40539 A 伽倻琴竝唱 名妓名唱 김차돈 고 　 1934.9.30. 정보없음

C.40539 B 春香傳쑥 머리 김차돈 고 　 1934.9.30. 정보없음

C.40540 A 唱劇 春香傳(一)(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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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540 B 唱劇 春香傳(二)(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1 A 唱劇 春香傳(三)(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1 B 唱劇 春香傳(四)(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2 A 唱劇 春香傳(五)(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2 B 唱劇 春香傳(六)(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3 A 唱劇 春香傳(七)(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3 B 唱劇 春香傳(八)(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4 A 唱劇 春香傳(九)(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4 B 唱劇 春香傳(十)(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5 A 唱劇 春香傳(十一)(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1.20. 정보없음

C.40545 B 唱劇 春香傳(十一)(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1934.11.20. 정보없음

C.40546 A 唱劇 春香傳(十三)(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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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546 B 唱劇 春香傳(十三)(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47 A 唱劇 春香傳(十五)(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47 B 唱劇 春香傳(十六)(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48 A 唱劇 春香傳(十七)(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48 B 唱劇 春香傳(十八)(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49 A 唱劇 春香傳(十九)(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49 B 唱劇 春香傳(二十)(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50 A 唱劇 春香傳(二十一)(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50 B 唱劇 春香傳(二十二)(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51 A 唱劇 春香傳(二十三)(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51 B 唱劇 春香傳(二十四)(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52 A 唱劇 春香傳(二十五)(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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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552 B 唱劇 春香傳(二十六)(戀愛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4.12.20. 정보없음

C.40553 A 春香傳全集(二十七)(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3 B 春香傳全集(二十八)(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4 A 唱劇 春香傳(二十九)(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4 B 唱劇 春香傳(三十)(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5 A 唱劇 春香傳(三十一)(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5 B 唱劇 春香傳(三十二)(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6 A 春香傳全集(三十三)(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6 B 春香傳全集(三十四)(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5. 정보없음

C.40557 A 唱劇 春香傳(三十五)(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20. 정보없음

C.40557 B 唱劇 春香傳(三十六)(再逢篇)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장구 1935.4.20. 정보없음

C.40562 A 　 　 　 　 　 　

C.40562 B 　 　 　 　 　 　

C.4056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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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568 B 　 　 　 　 　 　

C.40569 A 春香傳 獄中歌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1934.11.20. 정보없음

C.40569 B 春香傳 春香母나오는데

이화 선, 김창룡, 

오비취, 권 주, 

한성 (고)

고 　 1934.11.20. 정보없음

C.40570 A 　 　 　 　 　 　

C.40570 B 　 　 　 　 　 　

C.40589 A 　 　 　 　 　 　

C.40589 B 　 　 　 　 　 　

C.40590 A 　 　 　 　 　 　

C.40590 B 　 　 　 　 　 　

C.40627 A 잡가 한가 권 주 고 　 1935.7.20. 정보없음

C.40627 B 春香傳 獄中相逢 권 주 고 　 1935.7.20. 정보없음

C.40656 A 沈淸傳 母女相逢(上) 정정렬 고 북 1936.1.20. 정보없음

C.40656 B 沈淸傳 母女相逢(下) 정정렬 고 북 1936.1.20. 정보없음

C.40684 A 　 　 　 　 　 　

C.40684 B 　 　 　 　 　 　

C.40698 A 　 　 　 　 　 　

C.40698 B 　 　 　 　 　 　

C.40904 A 　 　 　 　 　 　

C.40904 B 　 　 　 　 　 　

C.4401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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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015 B 　 　 　 　 　 　

C.44021 A 　 　 　 　 　 　

C.44021 B 　 　 　 　 　 　

C.44034 A 　 　 　 　 　 　

C.44034 B 　 　 　 　 　 　

C127 A 春香傳 離別歌(上) 김창룡 고 북 1934.7.9. 정보없음

C127 B 春香傳離別歌(下) 김창룡 고 북 1934.7.9. 정보없음

C129 A 沈淸傳 八景(팔경)(上) 이선유, 한성 (고) 고 북 1934.7.9. 정보없음

C129 B 沈淸傳 八景(팔경)(下) 이선유, 한성 (고) 고 　 1934.7.9. 정보없음

C132 A 甫傳즁타령(上) 김창룡 고 장구 1934.7.9. 정보없음

C132 B 甫傳즁타령(下) 김창룡 고 장구 1934.7.9. 정보없음

C149 A 短歌 大觀江山 이 옥 고 　 1934.7.10. 정보없음

C149 B 沈淸歌 秋月은滿庭 이 옥 고 북 1934.7.10. 정보없음

C154 B
수궁가 수정궁들어가는데

(수궁풍류) 
김창룡, 한성 (고) 고 북 1934.7.10. 정보없음

C155 B 춘향가 어사남원입 김창룡 고 장구 1934.7.10. 정보없음

C173 A 진국명산 박녹주 고 ? 1934.7.11. 정보없음

C174 A 벽가삼고 려(1) 김 향,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74 B 벽가 삼고 려(2) 김 향, 한성 (고) 고 북 1934.7.11. 정보없음

C175 A 벽가 삼고 려(3) 김 향,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75 B 벽가 삼고 려(4) 김 향, 한성 (고) 고 북 1934.7.11. 정보없음

C176 A
벽가 남병제풍(활쏘는데)

(상) 
김 향,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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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6 B
벽가 남병제풍(활쏘는데)

(하) 
김 향,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81 A 瀟湘八景(쇼상팔경)(상) 이선유,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81 B 瀟湘八景(쇼상팔경)(하) 이선유,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84 A 춘향가 십장가(상) 신 홍,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84 B 춘향가 십장가(하) 신 홍, 한성 (고) 고 북 1934.7.11. 정보없음

C186 A 短歌 不 顰(上) 정정렬,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86 B 短歌 不 顰(下) 정정렬, 한성 (고) 고 　 1934.7.11. 정보없음

C190 A 단가 백구야 날지마라 권농선, 한성 (고) 고 　 1934.7.1. 정보없음

C190 B 심청  사당하직 신 홍, 한성 (고) 고 　 1934.7.1. 정보없음

C191 A 단가 한가 김류앵, 한성 (고) 고 　 1934.7.18. 정보없음

C191 B 흥보  흥보 쫓겨나는데 김류앵, 한성 (고) 고 　 1934.7.18. 정보없음

C2040 A 청루가인곡(상) 정남희 장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C2040 B 청루가인곡(하) 정남희 장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C215 A 벽가 삼국지고당상(상) 김류앵, 한성 (고) 고 　 1934.9.30. 정보없음

C215 B
벽가 고당상

(군사설움타령-자식생각)(하) 
김류앵, 한성 (고) 고 　 1934.9.30. 정보없음

C216 A 단가 운담풍경 강춘섭, 한성 (고) 고 　 1934.9.20. 정보없음

C216 B

심청가 

심청이선인따라가는데

(따라간다) 

강춘섭, 한성 (고) 고 　 1934.9.20. 정보없음

C247 A 심청가 범피 류(상) 강춘섭, 한성 (고) 고 　 1935.8.21. 정보없음

C247 B 심청가 범피 류(하) 강춘섭, 한성 (고) 고 　 1935.8.21. 정보없음

C255 A
심청가 심청선인수거

(선인따라가는데-따라간다) 
박소춘, 한성 (고) 고 북 1935.8.21.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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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5 B 수궁가 머리(상좌다툼) 오비취, 한성 (고) 고 장구 1935.8.21. 정보없음

C274 1 흥보가 흥보쫓겨나는데(상) 
이화 선, 

한성 (고)
고 　 1935.8.22. 정보없음

C274 2 흥보가 흥보쫓겨나는데(하) 
이화 선, 

한성 (고)
고 　 1935.8.22. 정보없음

C278 A 수궁가 왕왈연하다(상) 김류앵, 한성 (고) 고 　 1935.8.22. 정보없음

C278 B 수궁가 왕왈연하다(하) 김류앵, 한성 (고) 고 　 1935.8.22. 정보없음

C279 A
흥보가 흥보구걸하러가는데

(매품팔이)(상) 

이화 선, 

한성 (고)
고 북 1935.8.22. 정보없음

C279 B
흥보가 흥보구걸하러가는데

(매품팔이)(하) 

이화 선, 

한성 (고)
고 북 1935.8.22. 정보없음

C283 A 수궁가 수궁경개가(상) 오비취, 한성 (고) 고 장구 1935.8.13. 정보없음

C283 B

수궁가 수궁경개가(하)

-토끼수궁에서나오는데

(가자가자) 

오비취, 한성 (고) 고 장구 1935.8.13. 정보없음

C284 A
심청가 심청자탄

(부녀이별- 어둔백발부친) 
신 홍, 한성 (고) 고 북 1935.8.13. 정보없음

C284 B 심청가 타령 신 홍, 한성 (고) 고 장구 1935.8.13. 정보없음

C299 A 단가 어서가
오비취(가야 병창),

한성 (고)
고 　 1936.2.2. 정보없음

C299 B 심청가소상팔경 권농선, 한성 (고) 고 　 1936.2.2. 정보없음

C315 B 자진방아타령

이옥화,  

강춘섭( ), 

오비취(가야 ), 

한성 (장고)

장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C321 A
수궁가 용왕탄식하는데

(왕왈연하다)(상)

이화 선, 

한성 (고)
고 장구 1936.6.4. 정보없음

C321 B
수궁가 용왕탄식하는데

(어 회의,토끼화상)(하) 

이화 선, 

한성 (고)
고 　 1936.6.4. 정보없음

C333 A 흥보가 돈타령(매품팔이) 김류앵, 한성 (고) 고 　 1936.6.4. 정보없음

C333 B 흥보가 흥보자탄(매품팔이) 김류앵, 한성 (고) 고 　 1936.6.4.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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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0 A 御使박석틔넘는데 박소춘, 한성 (고) 고 북 1936.6.2. 정보없음

C340 B 御使와 春香母 박소춘, 한성 (고) 고 북 1936.6.2. 정보없음

C370 A
심청가 심청선인따라가는데

(따라간다) 
신 홍, 한성 (고) 고 북 1936.11.2. 정보없음

C370 B
심청가 심 사자탄하는데

(배는고 ) 
신 홍, 한성 (고) 고 장구 1936.11.2. 정보없음

C378 A
三國誌 

曹操 華容道 들어가는데
김소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C378 B
三國誌 

孔明避身하는데(공명귀환)
주란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C385 A
명창극 이별가, 제비가, 

가자어서가

이화 선, 

한성 (고)
고 　 1938.4.7. 정보없음

C385 B 甫傳 甫박타는데
이화 선, 

한성 (고)
고 장구 1938.4.7. 정보없음

C390 1
春香傳(伽倻琴竝唱) 

각지어라
오비취, 한성 (고) 고 장구 1938.4.8. 정보없음

C394 A 沈淸傳 沈淸낫는데 이옥화, 한성 (고) 고 　 1938.4.8. 정보없음

C394 B 沈淸傳 泛彼蒼波 이 희, 한성 (고) 고 　 1938.4.8. 정보없음

C398 A 春香傳 獄中歌(伽倻琴竝唱) 권농선, 한성 (고) 고 장구 1938.4.8. 정보없음

C398 B 甫傳 제비가 이 희, 한성 (고) 고 　 1938.4.8. 정보없음

C414 A 南原山城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4.8. 정보없음

C414 B 수궁가토끼화상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4.8. 정보없음

C419 A
춘향가 춘향모나오는데

(이별가)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4.8. 정보없음

C419 B
춘향가 춘향과춘향모

(이별가)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4.8. 정보없음

C422 A 三國誌東南風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4.8. 정보없음

C422 B 三國誌 활쏘는데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4.8.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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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31 A
심청가 

심 사탄식(망사 타루비) 
조농옥, 한성 (고) 고 　 1938.4.8. 정보없음

C431 B
심청가 

흥보돈타령(매품팔이) 
조농옥, 한성 (고) 고 　 1937.11.7. 정보없음

N.K862

(?)
? 春鄕傳 夢中歌 김창○ 고 　 1932.1.25. 정보없음

N.K865

(?)
? 花草歌/楚漢歌 박월정 고 　 1932.1.25. 정보없음

Nt.B136 A
沈淸傳

(심쳥부르러나가는데) 
송만갑 고 　 1927.7.13. 정보없음

Nt.B136 B 沈淸傳( 나려오는데) 송만갑 고 　 1927.7.13. 정보없음

Nt.B71 A
春香傳

리도령 한루나가는데 
김창룡 고 　 1926.7.21. 정보없음

Nt.B71 B 春香傳 방자거동보아라 김창룡 고 　 1926.7.21. 정보없음

O.12107 A 甫傳 甫집터닥는데(上) 김 향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O.12107 B 甫傳 甫집터닥는데(下) 김 향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O.1623 A 심청  범피 류(상) 김연수, 한성 (고) 고 　 1934.1.22. 정보없음

O.1623 B 심청  범피 류(하) 김연수, 한성 (고) 고 　 1934.1.22. 정보없음

P.1623 A 　 　 　 　 　 　

P.1623 B 　 　 　 　 　 　

P.19139 A 육자배기 박 월 장고 　 1934.5.17. 정보없음

P.19139 B 육자배기 박 월 장고 　 1934.5.17. 정보없음

P.19145 A 　 　 　 　 　 　

P.19145 B 　 　 　 　 　 　

P.19149 A 　 　 　 　 　 　

P.19149 B 　 　 　 　 　 　



- 246 -

P.19151 A 　 　 　 　 　 　

P.19151 B 　 　 　 　 　 　

P.19156 A 春香傳 東風歌 박 월 고 　 1934.8.21. 정보없음

P.19156 B 春香傳 獄中相逢 박 월 고 　 1934.8.21. 정보없음

P.19176 A 　 　 　 　 　 　

P.19176 B 　 　 　 　 　 　

P.19183 A 공명배군 이선유 고 　 1935.2.22. 정보없음

P.19183 B 성가 박 월 고 　 1935.2.22. 정보없음

P19234 1 　 　 　 　 　 　

P.19235 A
唱劇 沈淸傳全集(第一回) 

(一)序篇
정정렬 고 　 1935.12.12. 정보없음

P.19235 B
唱劇 沈淸傳全集(第一回) 

(二)沈 사內外相義
정정렬, 김창룡 고 　 1935.12.12. 정보없음

P.19236 A
唱劇 沈淸傳全集(第二回) 

(郭氏夫人解産)

김창룡, 정정렬,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1.19. 정보없음

P.19236 B
唱劇 沈淸傳全集(第二回) 

(郭氏夫人遺 )

김창룡, 정정렬, 

임소향, 한성 (고)
고 　 1936.1.19. 정보없음

P.19237 A
唱劇 沈淸傳全集(第三回) 

(郭氏夫人永歿)

김창룡, 이동백,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1.19. 정보없음

P.19237 B
唱劇沈淸傳全集(第三回)

(永訣式)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1.19. 정보없음

P.19238 A
唱劇 沈淸傳全集(第四回) 

(沈奉事嘆息)

김창룡, 이동백,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2.22. 정보없음

P.19238 B
唱劇 沈淸傳全集(第四回) 

(沈奉事乞乳)

정정렬, 이동백, 

임소향, 한성 (고)
고 　 1936.2.22. 정보없음

P.19239 A
唱劇 沈淸傳全集(第五回) 

(沈奉事동량하는데)

정정렬, 이동백, 

임소향, 한성 (고)
고 　 1936.5.8. 정보없음



- 247 -

P.19239 B
唱劇 沈淸傳全集(第五回) 

(沈奉事求乞)

김창룡, 이동백,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5.8. 정보없음

P.19240 A
唱劇 沈淸傳全集(第六回) 

(沈淸承相宅行)

김창룡, 이동백,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5.8. 정보없음

P.19240 B
唱劇 沈淸傳全集(第五回) 

(沈淸答禮)

임소향, 문연향, 

김창룡, 이동백, 

한성 (고)

고 　 1936.5.8. 정보없음

P.19241 A

唱劇 沈淸傳全集(中篇) 

第七 A 

沈奉事개천에빠지는데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3.22. 정보없음

P.19241 B

唱劇 沈淸傳全集(中篇) 

第七 B 

和主僧乞供養米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3.22. 정보없음

P.19242 A
唱劇 沈淸傳全集(第八) 

(佛前祈禱)

임소향,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3.22. 정보없음

P.19242 B
唱劇 沈淸傳全集(第八) 

(船人들의오는데)

김창룡, 임소향, 

이동백,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3.22. 정보없음

P.19243 A
唱劇 沈淸傳全集(第九) 

(沈淸傳灘息)

정정렬, 임소향, 

한성 (고)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43 B
唱劇 沈淸傳全集(第九) 

(沈淸傳灘息)

임소향,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44 A
唱劇 沈淸傳全集(第十) 

(沈奉事 下直)

김창룡, 임소향,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44 B
唱劇 沈淸傳全集(第十) 

(沈奉事自嘆)

김창룡, 임소향,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45 A
심청 집(제11)

:심청승상 하직 
김창룡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45 B
심청 집(제11)

: 심청 선인 수행

김창룡, 임소향, 

문연향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46 A

沈淸傳全集(中篇) 

第十二 A 

瀟湘八景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7.8.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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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46 B

沈淸傳全集(中篇) 

第十二 B 

沈淸臨 水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7.8. 정보없음

P.19247 A
唱劇 沈淸傳全集(第十三) 

(沈淸臨 水)
조학진, 임소향 고 　 1936.7.8. 정보없음

P.19247 B
唱劇 沈淸傳全集(第十三) 

(沈淸子龍宮行)
조학진 고 　 1936.7.8. 정보없음

P.19250 A
唱劇 沈淸傳全集(第十六)

(船人臨塘水發見花蕾)
김창룡 고 　 1936.10.8. 정보없음

P.19250 B
唱劇 沈淸傳全集(第十六)

(天子花草歌)
김창룡 　 　 1936.10.8. 정보없음

P.19251 A
唱劇 沈淸傳全集(第十七)

(天子花階에徘廻) 
김창룡 고 　 1936.10.8. 정보없음

P.19251 B
唱劇 沈淸傳全集(第十七)

(國婚) 
김창룡 고 　 1936.10.8. 정보없음

P.19252 A
唱劇 沈淸傳全集(第十八) 

(皇后自嘆)
정정렬 고 　 1936.10.9. 정보없음

P.19252 B
唱劇 沈淸傳全集(第十八)

(沈盲人自嘆)
정정렬 고 　 1936.10.9. 정보없음

P.19253 A
唱劇 沈淸傳全集(第十九) 

(沈盲人得緣)

김창룡, 이동백, 

임소향, 정정렬, 

한성 (고)

고 　 1936.10.9. 정보없음

P.19253 B
唱劇 沈淸傳全集(第十九) 

(沈盲人外議論)

정정렬, 김창룡, 

임소향, 한성 (고)
고 　 1936.10.9. 정보없음

P.19254 A
唱劇 沈淸傳全集(20) 

(沈盲人皇城行)

정정렬, 김창룡, 

이동백, 한성 (고)
고 　 1936.10.1. 정보없음

P.19254 B
唱劇 沈淸傳全集(20) 

(盲人人事)

정정렬, 김창룡, 

임소향, 조학진, 

한성 (고)

고 　 1936.10.1. 정보없음

P.19257 A 　 　 　 　 　 　

P.19257 B 　 　 　 　 　 　

P.192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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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60 A 華容道全集 三顧草廬篇

정정렬, 김창룡, 

이동백, 임소향, 

한성 (고)

고 북 1935.12.12. 정보없음

P.19260 B 華容道全集 三顧草廬篇

정정렬, 김창룡, 

이동백, 임소향, 

한성 (고)

고 　 1935.12.12. 정보없음

P.19261 A
唱劇 華容道全集(第二回)

(臥龍出門篇)

김창룡, 이동백, 

정정렬, 조학진, 

문연향, 고  한성

고 북 1936.1.19. 정보없음

P.19261 B
唱劇 華容道全集(第二回)

(長板橋戰篇)

이동백, 정정렬,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1.19. 정보없음

P.19262 A 華容道全集 三, 長板橋戰篇
조학진, 문연향, 

임소향, 한성 (고)
고 북 1936.1.19. 정보없음

P.19262 B 華容道全集 三, 借箭篇
조학진, 문연향, 

임소향, 한성 (고)
고 　 1936.1.19. 정보없음

P.19263 A
唱劇 華容道全集(第四回)

(賢德江東行)

정정렬, 김창룡, 

한성 (고)
고 　 1936.2.22. 정보없음

P.19263 B
唱劇 華容道全集(第四回)

(連環計)

김창룡, 정정렬, 

한성 (고)
고 북 1936.2.22. 정보없음

P.19264 A
華容道全集 

第五 A 七星壇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1936.5.8. 정보없음

P.19264 B
華容道全集 

第五 B 旣東南風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1936.5.8. 정보없음

P.19265 A
華容道全集(第六回)

(子龍활쏘는데)
이동백 고 　 1936.5.8. 정보없음

P.19265 B
華容道全集(第六回)

(軍士奮發)

정정렬, 김창룡, 

이동백, 한성 (고)
고 북 1936.5.8. 정보없음

P.19266 A
唱劇 華容道全集(第七) 

(曹操軍士 설음타령)
정정렬 고 북 1936.3.22. 정보없음

P.19266 B
唱劇 華容道全集(第七) 

(曹操軍士 설음타령)
정정렬 고 북 1936.3.22. 정보없음

P.19267 A
唱劇 華容道全集(第八)

(曹操軍士설음타령) 
이동백 고 북 1936.5.8.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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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67 B
唱劇 華容道全集(第八) 

(曹操軍士설음타령)
정정렬, 김창룡 고 북 1936.5.8. 정보없음

P.19268 A
唱劇 華容道全集(第九) 

(曹操軍士설음타령)
정정렬, 임소향 고 북 1936.5.8. 정보없음

P.19268 B
唱劇 華容道全集(第九) 

(曹操軍士설음타령)

정정렬, 조학진, 

한성 (고)
고 북 1936.5.8. 정보없음

P.19269 A
唱劇 華容道全集(第十) 

(赤壁江火戰篇)

정정렬, 이동백, 

김창룡, 조학진, 

한성 (고)

고 북 1936.4.24. 정보없음

P.19269 B
唱劇 華容道全集(第十) 

(赤壁江火戰篇)
조학진, 한성 (고)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70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一) 

(五林子龍出現篇)
이동백 고 북 1936.4.24. 정보없음

P.19270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一) 

(張飛出現篇)
정정렬, 김창룡 고 　 1936.4.24. 정보없음

P.19271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二)

(軍士点 ) 
정정렬 고 북 1936.7.9. 정보없음

P.19271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二)

(軍士点 ) 
정정렬, 이동백 고 북 1936.7.9. 정보없음

P.19272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三) 

(軍士点 )
정정렬, 김창룡 고 북 1936.7.9. 정보없음

P.19272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三) 

(軍士点 )

정정령, 임소향, 

조학진
고 북 1936.7.9. 정보없음

P.19273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四) 

(軍士点 )
김창룡, 정정령 고 북 1936.7.9. 정보없음

P.19273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四) 

(曹操취中壯談)
정정령, 이동백 고 북 1936.7.9. 정보없음

P.19274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五) 

( 華龍道장승)

이동백, 정정령, 

김창룡
고 북 1936.7.1. 정보없음

P.19274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五) 

( 華龍道장승)
이동백 고 　 1936.7.1. 정보없음

P.19275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六) 

(雲 만나는데)
정정렬, 김창룡 고 북 1936.7.1. 정보없음

P.19275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六) 

(雲 만나는데)

정정렬, 김창룡, 

이동백
고 북 1936.7.1.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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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76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七) 

(雲 만나는데)
김창룡, 이동백 고 북 1936.7.1. 정보없음

P.19276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七) 

(雲 만나는데)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1936.7.1. 정보없음

P.19277 A
唱劇 華龍道全集(第十八) 

(雲 夏口로 돌아오는데)
정정렬, 김창룡 고 북 1936.7.1. 정보없음

P.19277 B
唱劇 華龍道全集(第十八) 

(雲 夏口로 돌아오는데)

이동백, 정정령, 

김창룡
고 　 1936.7.1. 정보없음

P.19279 1 　 　 　 　 　 　

P.19288 A 　 　 　 　 　 　

P.19288 B 　 　 　 　 　 　

P.19289 A 　 　 　 　 　 　

P.19289 B 　 　 　 　 　 　

P.19295 A 春香傳 夢中歌 정정렬 고 　 1936.3.22. 정보없음

P.19295 B 春香傳 自嘆歌 정정렬 고 　 1936.3.22. 정보없음

P.19301 A 甫歌 박타령 박 월 고 　 1936.4.24. 정보없음

P.19301 B 春香傳 令後 이선유 고 　 1936.4.24. 정보없음

P.19302 1 　 　 　 　 　 　

P.19318 A 　 　 　 　 　 　

P.19318 B 　 　 　 　 　 　

P.19327 A 　 　 　 　 　 　

P.19327 B 　 　 　 　 　 　

P.19328 A 　 　 　 　 　 　

P.1932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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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359 A 　 　 　 　 　 　

P.19359 B 　 　 　 　 　 　

P.19360 A 　 　 　 　 　 　

P.19360 B 　 　 　 　 　 　

P.19434 1 　 　 　 　 　 　

P.X507 A 　 　 　 　 　 　

P.X507 B 　 　 　 　 　 　

P.X528 A 　 　 　 　 　 　

P.X528 B 　 　 　 　 　 　

P.X538 1 　 　 　 　 　 　

P.X599 A
唱劇 沈淸傳(一)

(序篇)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1939.10.7. 정보없음

P.X599 B
唱劇 沈淸傳(二)

(沈奉事內外相議)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1939.10.7. 정보없음

P.X600 A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정보없음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0 B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정보없음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1 A
唱劇 沈淸傳(五)

(郭氏夫人永眠)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1 B
唱劇 沈淸傳(六)

(郭氏夫人永訣式)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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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602 A
唱劇 沈淸傳(七)

(沈奉事歎息)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2 B
唱劇 沈淸傳(六)

(沈奉事乞乳)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3 A
唱劇 沈淸傳(九)

(沈奉事동량하는데)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3 B
唱劇 沈淸傳(十)

(沈奉事求乞)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4 A
唱劇 沈淸傳(十一)

(沈淸承相 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4 B
唱劇 沈淸傳(六)

(沈淸答禮)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5 A
唱劇 沈淸傳(十三)

(沈奉事개천에빠지는데)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5 B
唱劇 沈淸傳(十四)

(和主僧乞供養米)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6 A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6 B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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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607 A
唱劇 沈淸傳(十七)

(沈淸自嘆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7 B
唱劇 沈淸傳(十八)

(沈淸自嘆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8 A
唱劇 沈淸傳(十九)

(沈淸 下直)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8 B
唱劇 沈淸傳(二十)

(沈奉事自嘆)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9 A
唱劇 沈淸傳(二十一)

(沈淸承相 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09 B
唱劇 沈淸傳(二十二)

(沈淸船人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0 A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0 B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1 A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1 B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2 A
唱劇 沈淸傳(二十七)

(船人臨塘水發見蓮花)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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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612 B
唱劇 沈淸傳(二十八)

(天子花草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3 A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3 B
유성기음반총목록에 

없는 음반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4 A
唱劇 沈淸傳(三十一)

(皇后自嘆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4 B
唱劇 沈淸傳(三十二)

(沈盲人自嘆歌)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5 A
唱劇 沈淸傳(三十三)

(沈盲人득연)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5 B
唱劇 沈淸傳(三十四)

(沈盲人내외논의)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6 A
唱劇 沈淸傳(三十五)

심 사 황성행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6 B
唱劇 沈淸傳(三十六)

심 사 맹인인사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UNASIA 

K-1511
A

(三)春香家離別 

(11)春香傳全篇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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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SIA

K-1511
B

(四)春香家離別 

(12)春香傳全篇

이화 선, 임방울,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UNASIA

K-1515
A

(二)五里亭離別 

(15)春香傳全篇

정정렬, 이화 선,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UNASIA

K-1515
B

(三)五里亭離別 

(16)春香傳全篇

박록주, 김소희, 

한성 (고)
고 　 정보없음 정보없음

V.49088 A 蘆花月
심상건(가야 병창), 

한성 (장고)
장고 　 1935.2.14. 정보없음

V.49088 B 소상팔경-범피 류
심상건(가야 병창), 

한성 (장고)
장고 　 1935.2.14. 정보없음

V.49109 A 三國志 三顧草廬(上) 정정렬, 한성 (고) 고 　 1935.2.13. 정보없음

V.49109 B 三國志 三顧草廬(下) 정정렬, 한성 (고) 고 　 1935.2.13. 정보없음

V.49110 A 제비옛집을찾아(상) 박록주, 한성 (고) 장고 　 1935.2.13. 정보없음

V.49110 B 제비옛집을찾아(하) 박록주, 한성 (고) 장고 　 1935.2.13. 정보없음

V.49121 A 沈淸傳 泛彼蒼波(上)
김 향, 김소향, 

한성 (고)
고 　 1932.3.25. 정보없음

V.49121 B 沈淸傳 泛彼蒼波(下)
김 향, 김소향, 

한성 (고)
고 　 1932.3.25. 정보없음

V.49139 B
春香傳 

春香家景致춘향가경지
정정렬, 한성 (고) 고 　 1932.5.31. 정보없음

V.49140 B
春香傳 

廣寒褸景槪 한루경개
박록주, 한성 (고) 고 　 1932.5.31. 정보없음

V.49147 B 沈淸傳 沈奉事自歎歌 김 향, 한성 (고) 고 　 1932.6.25. 정보없음

V.49225 A
唱劇 端宗哀曲 

단종애곡(五)

박월정(창), 

한성 (고)
고 　 1935.2.13. 정보없음

V.49225 B
唱劇 端宗哀曲 

단종애곡(六)

박월정(창), 

한성 (고)
고 　 1935.2.13. 정보없음

V.49247 A
唱劇 春香傳 

御使南原入(三)

박월정(창), 

한성 (고)
고 　 1933.12.11. 정보없음

V.49247 B
唱劇 春香傳 

御使南原入(四)

박월정(창), 

한성 (고)
고 　 1933.12.11.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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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269 A 兎公傳 水府勝景 박월정, 한성 (고) 고 　 1934.2.21. 정보없음

V.49269 B 沈淸傳 花草歌 이소향, 한성 (고) 고 　 1934.2.21. 정보없음

V.49277 - 唱劇 暗行御史出道(一-四) 박월정, 한성 (고) 고 　 1934.5.23. 정보없음

V.49278 - 唱劇 暗行御史出道(三-四) 박월정, 한성 (고) 고 　 1934.5.23. 정보없음

V.49290 A 향양출옥문(상) 박월정 고 　 1934.6.20. 정보없음

V.49290 B 향양출옥문(하) 박월정, 한성 (고) 고 　 1934.6.20. 정보없음

V.49291 A 호남가(상) 정정렬, 한성 (고) 고 　 1935.2.14. 정보없음

V.49291 B 호남가(하) 정정렬, 한성 (고) 고 　 1935.2.14. 정보없음

V.49294 A 아리랑

장학선,

이병우(단소), 

한성 (장고)

장고 　 1934.6.20. 정보없음

V.49294 B 긴아리

장학선, 

이병우(단소), 

한성 (장고)

장고 　 1934.6.20. 정보없음

V.49295 A
春香傳 

妓生點 기생 고(上)

정정렬(창), 

한성 (고)
고 　 1934.7.20. 정보없음

V.49295 B
春香傳 

妓生點 기생 고(下)

정정렬(창), 

한성 (고)
고 　 1934.7.20. 정보없음

V.49403 A 꽃타령

심상건(매구), 

정해시(퉁소), 

김덕 (해 ), 

한성 (장고)

장고 　 1936.6.5. 정보없음

V.49403 B 신조농부가

심상건(매구), 

정해시(퉁소), 

김덕 (해 ),  

한성 (장고)

장고 　 1936.6.5. 정보없음

V.49428 A 赤壁夜遊

김옥진, 

김덕진(해 ),  

정해시(동소), 

심상건(가야 ), 

한성 (장고)

장고 　 1936.8.25.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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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428 B 春香傳 돈타령

김옥진, 

김덕진(해 ),  

정해시(동소), 

심상건(가야 ),

한성 (장고)

장고 　 1936.8.25. 정보없음

V.KJ-

1017
A 사 가 정정렬, 한성 (고) 장고 　 1935.5.31. 정보없음

V.KJ-

1177
A

春香傳 

四時節歌사시 가(上)

이화 선, 

한성 (고)
고 　 1938.7.18. 정보없음

V.KJ-

1177
B

春香傳 

四時節歌사시 가(下)

이화 선, 

한성 (고)
고 　 1938.7.18. 정보없음

V.KJ-

1179
A

沈淸傳 

瀟湘八景소상팔경(上)

이화 선, 이 선, 

한성 (고)
고 　 1938.7.18. 정보없음

V.KJ-

1179
B

沈淸傳 

瀟湘八景소상팔경(下) 

이화 선, 이 선, 

한성 (고)
고 　 1938.7.18. 정보없음

V.KJ-

1185
A 沈淸傳 瀟湘八景(上) 

이소향(가야 병창), 

한성 (고)
고 　 1938.9.21. 정보없음

V.KJ-

1185
B 沈淸傳瀟湘八景(下) 

이소향(가야 병창), 

한성 (고)
고 　 1938.9.21. 정보없음

C441 A 江上에 둥둥 조농옥, 한성 (고) 고 　 1938.12.9. 정보없음

C441 B
춘향가춘향자탄

(이별가-하루가고) 
조농옥, 한성 (고) 고 북 1938.12.9. 정보없음

P.X617 A
唱劇 沈淸傳(三十七)

(방아打鈴)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P.X617 B
唱劇 沈淸傳(三十八)

(沈盲人沐浴)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조학진, 

임소향, 문연향, 

한성 (고)

고 북 정보없음 정보없음

V.KS

-2014
A 短歌 楚漢歌 김 향, 한성 (고) 고 　 1937.11.6. 정보없음

V.KS-

2014
B 沈淸傳 沈奉事自嘆歌 김 향, 한성 (고) 고 　 1937.11.6. 정보없음

V.KS-

2021
A 강상풍월 정정렬, 한성 (고) 고 　 1937.11.7.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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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S-

2021
B 춘향가 경치 정정렬, 한성 (고) 고 　 1937.11.7. 정보없음

P.X618 A 　 　 　 　 　 　

P.X618 B 　 　 　 　 　 　

P.X619 A 　 　 　 　 　 　

P.X619 B 　 　 　 　 　 　

P.X620 A 　 　 　 　 　 　

P.X620 B 　 　 　 　 　 　

P.X645 A 　 　 　 　 　 　

P.X645 B 　 　 　 　 　 　



- 260 -

한 명 한자 비고 총 출연횟수

강계향 姜桂香 　 2

강남 姜南中 　 2

강소춘 姜笑春 　 1

강앵주 姜櫻珠 　 1

강장원 姜章源 　 1

강태홍 姜太弘 　 11

강희구 姜喜求 　 1

권 주 權錦珠 　 1

권농옥 權弄玉 　 1

권 선 權鳳仙 　 1

김경 金鏡波 　 1

김경홍 金瓊紅 　 1

김 석 金光錫 　 1

김 옥 金錦玉 　 1

김난주 金蘭珠 　 2

김남수 金南洙 　 2

김덕진 金德鎭 　 57

김란 金蘭波 　 1

김록주 金綠珠 　 1

김만삼 金萬三 　 2

김매란 金梅蘭 　 1

김 업 金奉業 　 1

김 희 金鳳姬 　 1

김부용 金芙蓉 　 1

김세 金世俊 　 4

김소향 金 香 　 6

김소희 金素姬 　 11

김순희 金 姬 　 3

김여란 金如蘭 　 10

김연수 金煉守 　 10

김 근 金永根 　 1

김옥선 金玉仙 　 1

김옥주 金玉珠 　 2

김운선 金雲仙 　 1

김유앵 金柳鶯 　 4

김은자 金銀子 　 1

<부록 5> 한성준과 함께 경성방송에 출연한 연주자 명단 및 횟수(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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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金正文 　 2

김종기 金宗基 　 4

김창룡 金昌龍 　 25

김창환 金昌煥 　 10

김채련 金彩蓮 　 4

김채홍 金采弘 　 1

김청사 金晴蓑 　 5

김청양 金晴養 　 3

김 향 金楚香 　 11

김해선 金海仙 　 1

김홍규 金弘奎 　 1

노주언 盧周彦 　 1

모추월 牟秋月 　 2

모향화 牟香花 　 2

문연춘 文蓮春 　 1

박동 朴東俊 　 1

박록주 朴綠珠 　 32

박 선 朴鳳仙 　 1

박산월 朴山月 　 1

박소향 朴素香 　 3

박옥돌 朴玉乭 　 1

박옥화 朴玉花 　 3

박월정 朴月庭 　 4

박종기 朴鍾基 　 14

박 선 朴初仙 　 2

박 월 朴楚月 　 16

박추월 朴秋月 　 3

박팔괘 朴八卦 　 2

박화월 朴和月 　 1

방용 方龍鉉 成龍鉉 62

방응교 方應敎 　 25

백성환 白聖煥 　 1

백 白點奉 　 2

백천 白天奉 　 1

변진홍 卞眞紅 　 1

성 화 成錦花 　 4

성용 成龍鉉 　 1

송만갑 宋萬甲 　 23

송 숙 宋英淑 　 2

신 홍 申錦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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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 申明學 　 1

신성애 申成愛 　 1

신숙 愼淑 　 2

신채란 申彩蘭 　 2

신쾌동 申快童 　 16

신태향 申台鄕 　 1

심상건 沈相健 　 37

심재종 沈載從 　 1

양성 梁成初 　 1

양정운 梁正云 　 1

엄재근 嚴載槿 　 1

오경임 吳瓊姙 　 1

오비취 吳翡翠 　 2

오선근 吳鮮根 　 1

오태석 吳太石 　 24

유공렬 劉公烈 　 5

유동 柳東初 　 1

유추성 劉秋成 　 1

윤태병 尹泰炳 　 1

이기세 李基世 　 1

이기창 李基昌 　 1

이기화 李奇花 　 1

이동백 李東伯 　 18

이선유 李善有 　 3

이소향 李素香 　 19

이일선 李日善 　 20

이취향 李翠香 　 1

이태순 李泰淳 　 1

이학연 李學燕 　 1

임두철 任斗哲 　 1

임방울 林방울 　 1

임소향 林 香 任 香 5

임승근 林承根 　 2

임옥돌 林玉乭 　 1

임유앵 林柳鶯 　 4

임학 林學準 　 2

장혜순 張惠淳 　 1

정남희 丁南希 　 16

정원섭 丁元燮 　 5

정정렬 丁正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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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시 鄭海是 　 7

정해식 鄭海植 鄭海是 1

조 옥 趙錦玉 　 13

조농옥 曺弄玉 　 7

조란옥 趙蘭玉 　 1

조상선 趙相鮮 　 3

조소옥 趙素玉 　 1

조숙자 趙淑子 　 1

조앵무 曺鸚鵡 　 1

조 학 趙永學 　 5

조천홍 趙千洪 　 1

조학진 曺學珍 　 15

주난향 朱蘭香 　 4

지용구 池龍九 　 47

최계란 崔桂蘭 　 3

최난주 崔蘭珠 　 1

최란수 崔蘭秀 　 1

최명곤 崔明坤 　 2

최 익 崔鳳翼 　 1

최석연 崔石淵 　 1

최소옥 崔素玉 　 2

최수성 崔壽成 　 1

최월향 崔月香 　 1

하농주 河弄珠 　 3

한간향 韓奸香 　 1

한갑득 韓甲得 　 4

한농선 韓弄仙 　 4

한 선 韓鳳仙 　 1

한성태 韓聖泰 　 1

한소향 韓素香 　 1

한애순 韓愛 　 1

한 희 韓英姬 　 1

한희종 韓熙鍾 　 1

함동정월 咸洞庭月 　 1

석년 玄石年 　 1

홍소월 洪 月 　 1

황 홍 黃大洪 　 1

황운렬 黃雲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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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성준 시나위(Victor 49064-A)의 ‘종지형 선율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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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성준 시나위(Victor 49064-B)의 ‘종지형 선율B’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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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성준 시나위(Columbia 40393-B)의 
         ‘종지형 선율C’ 및 ‘종지형 선율D’ 구조

-범례-

※ 이 음원에는 ‘종지형 선율A’, ‘종지형 선율C’, ‘종지형 선율D’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악보에 다음과 같은 번호체계를 부여하 음.

- 종지형 선율C는 Ⓐ, Ⓑ, Ⓒ 등과 같이 대문자 번호가 부여됨
- 종지형 선율D는 ⓐ, ⓑ, Ⓒ 등과 같이 소문자 번호가 부여됨
- 종지형 선율A는 ①, ②, ③ 등과 같이 숫자로 번호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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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한성  제 등본(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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