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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와 아니리,

발림으로 표 하는 한국의 통 인 술이다. 소리는 내용의 개에

따른 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목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된다.각

각의 단락들은 ‘내드름’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에서 내드름이란 각 단

락의 첫 장단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본고에서는 소리 박록주제 흥보가 中 진양조 10 목을 ‘기경결해’의

단락별로 각각의 내드름에 해 살펴 으로써, 소리 내드름이 지시하

는 음악 인 내용을 규명하 다.그리하여 각 진양조 목들의 내드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진양조에서 내드름은 ‘기경결해’ ‘기’에 해당한다.내드름은

‘기경결해’의 단락마다 그 시작 선율을 보여주는 역할과 동시에 기 음을

제시하며,이를 통해 음악 흐름의 악이 가능하다.

둘째,내드름은 부분 동일한 음을 반복하거나 한 음으로 지속하며,

진양조 장단의 간결한 리듬꼴로 나타난다.

셋째,내드름은 단락 안에서 다른 장단들에 향력을 갖는데,내드름의

기 음 는 내드름의 선율을 토 로 선율이 축소되거나 꾸 음이 더해

지는 등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내드름은 단락 내 다른 장단(경,결,해)에서 반복,변형되어 나

타날 선율 는 리듬꼴을 시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단락 내에서 선

율이 개되거나 발 되는 부분, 는 단락을 이완시켜주는 장단에서는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와 같은 상은 목이 길어져

서 단락 수가 많아지면, 목의 뒷부분에 치한 단락에서 나타난다.

한,단락의 구성 장단 수가 5장단(6박 기 )이상인 경우에도 와 같은

상이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소리 ‘박록주제 흥보가’의 진양조 목 내드름

의 특성과 향에 한 것으로, 소리 내드름의 음악 내용에 해 연

구 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박록주,흥보가,진양조,내드름,기경결해.

학번:2010-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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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연구목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와 아니리,

발림으로 표 하는 한국의 통 인 술이다.하나의 이야기가 소리와

아니리로 짜여진 소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되는데,소리꾼은 부채

를 이용하여 다양한 극 상황들을 묘사하며 서사 인 거리와 노래를

이끌어 나간다. 소리는 본래 열두 마당이었다고 하나 사설이 부 하

고 청 들의 의식이나 감성에 맞지 않는 몇몇 바탕들의 승이 끊기게

되면서 재까지 다섯 마당1)으로 승되고 있으며,1964년에 요무형문

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소리는 산조처럼 장단의 순서가 빠르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목의 상황에 따라 한 바탕 안에 장단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가령,분

기나 내용이 담담하거나 슬 목은 주로 진양조와 모리 장단을 사

용하고,흥겹거나 박한 장면이 있는 목은 모리나 자진모리를 자

주 사용하는 것처럼 상황과 분 기에 따라 목마다 장단을 달리 한다.

목이란 하나의 이슈가 있는 노래로,사랑가나 이별가처럼 같은 이슈인

2~3곡을 총칭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본래 1 목은 1곡을 말한다.

각각의 목들은 내드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드름이란 음악에서 첫머리

시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통 용어로,‘내’는 ‘낸다’즉 ‘제시한다’는 말

이고,‘드름’은 ‘경드름’‘짝드름’에서 보이듯이 가락양식 곡조양식이라

는 말2)이다.이재화의 연구에서 내드름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한갑득 명인이 진양조 매 가락의 첫 6박을 내드름이라 칭하 다고 한

다3). 한,이보형은 소리에서 내드름이라 할 때에는 장단의 종류로

1)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 벽가.

2)이보형.「 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한국음악연구,Vol.29

No.1,한국국악학회,2001,7쪽.

3)이재화,“거문고산조의 선율구조:한갑득류 진양조를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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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되는 각 목의 첫 장단에 나타나는 음악을 지시하는 말4)이라 하

다.여기서 지시하는 것,즉 내드름에 한 음악 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

아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소리 내드름에 해 살펴 으로써, 소리 내

드름이 지시하는 음악 인 내용을 규명하려 한다.

1985,2쪽.

4)이보형.「 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한국음악연구,Vol.29

No.1,한국국악학회,20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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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검토

소리는 그동안 독특한 양식으로 인해 크게 세 가지 역으로 나뉘어

져 연구되었다. 소리계 소설과 창본 소리 사설에 한 연구에

을 둔 문학 연구와 소리의 선율과 장단 등의 음악 어법을 주제로

한 음악학 연구,그리고 소리를 공연 술로 보는 공연학 연구이

다.5)특히 음악학 연구는 지 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소

리의 ‘내드름’에 한 연구는 4편뿐이다.

소리 내드름에 한 연구로는 이보형의 “ 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6)이 유일하게 소리 내드름에 한 집 인

연구이다.이보형은 이 연구에서 소리 내드름이란 고수에게 장단 종류

를 지시하는 것으로,내드름에서 용 으로 쓰이는 장단 리듬 구조가

장단별로 있음을 밝혔다.

한 이보형은 “단모리 내드름의 리듬 확 상 연구”7)에서 소리의

단모리(휘모리)내드름에 나타나는 리듬의 통사구조를 살폈다.그리하여

소리의 단모리(휘모리) 목은 내용이 박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단모

리 내드름의 리듬이 확 되지 못함을 밝혔다.

김기홍도 “ 소리 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의 비교연구”8)에서,내드

름의 특징이 장단의 원형을 잘 표 하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소리의

자진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이 다른 장단임을 밝혔다.

유선미의 “ 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한 연구”9)에서는

소리와 산조의 각 장단별 내드름을,리듬형을 이용하여 소리와 산조

의 각 장단 내드름 형식이 같음을 밝혔다.

5)채수정,“ 소리 다섯 바탕의 모리 목 연구”,이화여자 학교 학원,2008,3쪽.

6)이보형,「 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한국음악연구,Vol.29

No.1,한국국악학회,2001.

7)이보형,「단모리 내드름의 리듬 확 상 연구」,한국음반학,Vol.-No.11,한국고음

반연구회,2001.

8)김기홍,“ 소리 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의 비교연구: 소리 고법 측면에서”,

목원 학교 일반 학원,2011.

9)유선미,「 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한 연구」, 소리연구,Vol.29

No.-, 소리학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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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4편의 선행연구는 소리 내드름의 리듬에 한 내용에 치

되어 있다.내드름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산조 연구10)에서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소리 내드름에 한 연구는 선율에 한 분석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연구가 제한 이었다.

10)김애라,“한범수류 해 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의 유형”, 앙 학교 학원,2000.

김 임,“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의 내드름 연구:진양조를 심으로”,용인 학교 술

학원,2002.

김정미,“서용석류 해 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에 한 연구”, 앙 학교 학원,2003.

박신정,“산조 진양조의 내드름과 본청에 한 연구”,우석 학교,2011.

주윤정,“거문고 산조 자진모리의 내드름 비교 연구:한갑득류와 신쾌동류를 심으로”,

한양 학교 학원,200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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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범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연구범 를 소리 한 바탕 안의 내드름으로 박록주제 흥

보가11)中 진양조 목에 한정하고자 한다.박록주제 흥보가 한바탕

체 목 수는 총 38 목이며,그 진양조는 10 목12)이다.

박록주제 흥보가는 송흥록-송 록-송우룡-송만갑-김정문-박록주-박송

희로 이어지는 소리이다.박록주는 소리가 1964년 요무형문화재 제

5호로 처음 지정될 때,기 능보유자로 지정될 만큼 명실상부한 당 의

명창이었다.그러나 이 때 박록주는 ‘춘향가’보유자로 지정되었고,이후

1973년 ‘흥보가’보유자로 재지정되면서 그는 주로 흥보가를 불 다.그

리하여 박록주는 흥보가 명창으로 리 알려졌다13).박록주제 흥보가는

요무형문화재로서 술성과 보존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재까지도 많

은 소리꾼들이 부르고 있다.한편,박록주제 흥보가는 통상 으로 ‘놀보

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목’까지를 말하며,‘놀보가 박 타는 목’을 포

함하지 않는다14).

본고에서 진양조만을 연구범 로 삼으려 하는 이유는,진양조가 소

리에서 장단의 빠르기가 제일 느림으로 인해 음악 완성도가 집약된 장

단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흥보가의 목15)들이 진양조에 다수 포함

11)박록주제 흥보가는 송흥록-송 록-송우룡-송만갑-김정문-박록주로 이어지는 동편제

소리의 확실한 계보를 가지고 있으며, 재까지도 활발히 승되고 있다.

12)10 목은 목 구성의 순서상 ‘어따 이놈아’ 목,‘가지마오’ 목,‘두 손 합장’ 목,

‘여보 형수씨’ 목,‘박흥보가 좋아라고’ 목,‘떴다 보아라’ 목,‘시르 실건(첫 번

째 박타령)’ 목,‘시리 실건(두 번째 박타령)’ 목,‘동산 앞’ 목,‘여보시오 시숙

님’ 목이다.

13)김석배,「박록주 <흥보가>의 정립과 사설의 특징」, 소리연구,Vol.21No.-, 소

리학회,2006,124쪽.

14)박록주의 제자 박송희( , 요무형문화재 제5호 소리 흥보가 보유자)는 흥보가 지

도시,‘놀보가 제비 후리러 가는 목’까지를 ‘박록주제 흥보가’라고 일러 다.박록주

가 노래한 ‘놀보가 박을 타는 목’은 부분 으로 음원에 남아있기는 하나,박록주가

말년에는 부르지 않았다. 한 흥보가에서 ‘놀보가 박을 타는 목’은 ‘흥보가 박을 타

는 목’의 거리와 목 구성,소리가 유사하여 사실상 ‘흥보가 박을 타는 목’의

반복이라 보아도 무 하다.

15)박록주제 흥보가의 백미인 박 타는 목을 비롯하여 흥보가 놀보에게 비는 목,흥



- 6 -

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각각의 목을 음악 인 종지에 따라 ‘기경결해16)’

의 단락으로 구분하고,단락의 새로운 선율을 내드름으로 보아 분석하는

것이다. 소리는 한 목 안에 내용과 가사의 흐름상 ‘기경결해’의 형식

을 갖추어 음악이 구성되어 있다.진양조 장단에서 ‘기경결해’의 한 단락

은 보통 4장단이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문장에 따라 3장단 는

5장단 이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그리하여 내드름은 ‘기경결해’ ‘기’

에 해당하며,‘기경결해’의 단락으로 인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각

각의 내드름이 단락 안에서 나타나는 연 성을 선율과 리듬꼴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드름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정확한 악보가 필요하므로,본고

에서는 연구자가 직 채보한 악보를 사용한다.그 이유는 출 된 박록

주제 흥보가 악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선행 연구에 사용된 악보도 그

악곡 수가 일부 목에 한정되어 있다. 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해

동일한 기 으로 채보된 악보를 사용하기 함이다.채보는 실음을 기

으로 채보하 고,각 목의 조에 따라서 조표를 각각 용하 다.

채보에 사용된 음원 자료는 1967년에 녹음되어 1994년 재발매된 지구

코드의 박록주 흥보가17)를 기 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기 음18)’이란 선율에서 심을 잡아주는

보 제비가 강남 가는 목 등이 있다.

16)‘기경결해’에서 ‘기’란 내는 소리,‘경’은 다는 소리,‘결’은 맺는 소리,‘해’는 푸는 소리

를 뜻한다.

17)박록주,『 소리 명창 박록주 흥보가』,지구 코드,1994.

18)‘기 ’이라는 것은 컨 체육시간에 좌,우 는 가운데를 기 으로 열이 펼쳐질

때 쓰인다.이와 같이 어느 목의 선율에서 제일 높은 음이나 간 음 는 제일 낮

은 음 등 순서에 상 없이 ‘기 음’을 토 로 선율이 펼쳐진다.그리하여 ‘기 음’은

목의 선율에서 기 이 되는 역할을 한다.기 음은 같은 조에서도 다를 수 있는데,

를 들면 c본청 계면조에서의 기 음은 목에 따라 g음이 될 수도 있고,e♭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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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9)을 지칭한다.기 음은 선율에서 가장 많이 출 하여 선율이 이 음

을 기 으로 개되며,본청과는 다른 의미이다.

될 수도 있다.내드름 선율에서는 선율 진행에 기 이 되는 기 음이 가장 요한 음

이라 할 수 있다.

19)문숙희의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에서는,최옥삼류 가야 산조의 보유자 던 함동

정월이 ‘심 잡는 부분’을 “아직 곡을 만들지 않는다.”“죄기 하여 비한다.”고 말

하 다고 한다.문숙희는 그의 논문에서,처음에 곡선을 밟아 심을(기 를)잡아나

오면서 심잡는 것을 완수한 후 맺어맺어 나오면서(곡을 만들면서)완 히 맺고 풀

어풀어 나오면서 완 히 풀어야 곡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심 잡는다’는 ‘낸

다’와 ‘율려(성음)와 한배를 정하여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 다.문숙희,“가야 산조의

긴장과 이완:최옥산류 진양조에 하여”,서울 학교 학원,198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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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본론에서는 흥보가에서 진양조로 소리하는 목인 ‘어따 이놈아’,‘가지

마오’,‘두 손 합장’,‘여보 형수씨’,‘박흥보가 좋아라고’,‘떴다 보아라’,‘시

르 실건(첫 번째 박타령)’,‘시리 실건(두 번째 박타령)’,‘동산 앞’,

‘여보시오 시숙님’이상 10 목을 상으로,각 목을 ‘기경결해’의 단락

으로 나 어 각 단락의 ‘기’부분을 내드름으로 보고 분석한다.각 단락

안에서 드러나는 내드름의 향을 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어따 이놈아’

‘어따 이놈아’는 박록주제 흥보가의 진양조 목 첫 목으로,곤궁

에 장가를 보내달라는 큰 아들의 철없음에 흥보 마 라가 탄식을 하는

내용이다.이 목은 c본청 계면조20)로 총 8장단이며,‘기경결해’를 갖춘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1]의 제 1장단은 제 1단락의 ‘기’부분으로,‘어따 이놈아’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g음으

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g음이다.이

장단에서 출 하는 음은 g음과 e♭음이나,e♭음은 선율의 심을 잡는

g음를 연결해 주거나 꾸며주는 음에 불과하다.내드름은 간결한 리듬꼴

20)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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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어따 이놈아’ 목의 제 1단락 

로 구성되어 있으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기경결해’ ‘경’에 해당하며 음악이 개가 되는 부분이

다.이 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첫 번째 내드름과 같

은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나는 선율이다.제 1박에서부터 리듬꼴

이 작은 단 로 분할되어 시작되고,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

리한다.이 장단의 제 1-2박 선율 진행은,g음에서 e♭음을 거쳐 g음으

로 끝나는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하다.제 2장단의 선율은 첫 번째 내드

름의 선율형에서 변형된 형태로,이는 사실상 내드름의 선율을 반복하는

것이다.한편,제 2장단의 가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내드름의 가사 ‘어따

이놈아’와 의미가 상통하는 ‘야 이놈아’이다.제 2장단의 가사는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한 가사이기 때문에,선율도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을 가지

고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d

음으로 선율이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결’에 해당하는데,음악

의 정인 부분이다.그리하여 제 1박에서 보듯이 g음에서 b♭음으로 올

라가면서부터 다양하게 꾸며진 선율과 세분된 리듬꼴들로 이루어져 있

다.제 3장단은 선율이 변화되면서 내드름의 선율 진행과는 다르게 선율

이 진행된다.

제 4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이다.이 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본청 c음으로 시작하여 내드름 선율의 기 음인 g음보

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맺는다.선율이 차 하행 진행하는 형태로

선율을 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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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2단락

다음 [악보 2]의 제 5장단은 새로운 ‘기경결해’단락의 ‘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단락의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g음으로 시작하여 차 하행하여 c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을 보인다.두 번째 내드름의 선율은 시작부터 꾸 음을 계속 사용

하는데,이는 제 1장단인 첫 번째 내드름 선율보다 확장되어 있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부터 (마)에서 보듯이,본청 c음으로 시작

해서 g음을 거쳐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 선율 진행

과 반 로,c음에서 g음으로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한편,제

3-4박에서 두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다.아래 악보의 (라)에서 보듯이 제 3박의 가사 ‘벳기겄’에서 기 음 g

음과 그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이 출 한다.이는 기 음인 g음과 그

가사를 강조하기 함이라 할 수 있다. 한 (나)와 (마)에서 보듯이,제

6장단의 선율이 끝날 때 두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 7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바)와 (자)에서 보듯이,두 번째 내드름

의 기 음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변화가 많은 선율 진행으로,앞의 제 5장단,제 6장단과는 다

른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는 제 7장단이 음악의 정인 ‘결’부분이기

때문에 선율이 변화무 하게 나타난다.(바)와 (사)에서 나타나듯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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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어따 이놈아’ 목의 제 2단락

사가 ‘못’으로 된 제 1박과 제 3박은 g음으로 강조하는 형태이다. 한

제 4-5박에서는 (나)와 (아)에서 보듯이,두 번째 내드름의 제 4-5박과

같은 선율과 리듬꼴이 나타난다.한편,제 6박에서는 제 3장단의 제 6박

과 마찬가지로 e♭음에서 d음으로 선율을 끝낸다.이는 제 3장단과 제 7

장단이 기경결해 ‘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한 끝 선율을 보인다 하

겠다.

제 8장단은 이 목의 마지막 장단으로 ‘기경결해’ ‘해’부분이다.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내드름의

기 음인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선율이 끝난다.앞의 제 5장

단,제 6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 제 1박에서는 (가)와 (차)에서 나타나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리

듬이 동일하게 출 한다.한편,이 장단은 첫 단락의 ‘해’부분인 제 4장

단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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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어따 이놈아’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인 g음으로 시

작하며,기 음을 토 로 단락 내 다른 장단의 선율에 향을 미친 모습

이 나타난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으로,단락 체에 기

음이 향을 다.그리하여 각 장단에서 선율 으로 발 된 내드름의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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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마오’

‘가지마오’는 매품 팔러 간다는 흥보의 말에 흥보 마 라가 만류하며

우는 내용이다.이 목은 b본청 계면조21)로 총 12장단이며,‘기경결해’

를 갖춘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3]의 제 1장단은 첫 번째 ‘기경결해’단락의 ‘기’부분으로,

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

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그리하여 첫 번째 내드름 선율

의 기 음은 b음이며,b음은 이 곡의 본청이다.첫 번째 내드름은 한 음

으로 계속 선율이 진행되는 구조이다.(가)와 (나)는 같은 가사가 반복되

면서 같은 선율과 유사한 리듬꼴로 나타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d음으로 시작해서 f#

음으로 끝난다.기 음 b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되며,선율이 차

하행하면서 개되는 구조이다.한편,(라)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가사

는 ‘가지를 마오’로 내드름의 가사와 유사하다.이 가사의 시작음은 b음

으로 유사한 가사를 가진 내드름의 시작음과 같다.이를 통해 같은 가사

가 반복될 경우에는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장단은 (마)와 (사)에서 보듯이 f#음으로 시작해서 c#음으로 끝나

는 선율이다. 한 (바)에서 나타나듯이,제 3박에서 내드름의 제 3박과

유사한 선율과 같은 리듬꼴이 나타난다.앞의 제 1,2장단과 다르게 제

21)b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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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가지마오’ 목의 제 1단락

5-6박까지 소리하며,제 5-6박은 내드름 선율과 계없는 선율로 나타난

다.이는 제 3장단이 ‘기경결해’ ‘결’에 해당하여 변화가 많은 선율 진

행을 보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선율은 f#음으로 시작했으나,(바)에서

보듯이 내드름의 기 음인 b음에서부터 선율이 발 된다.

제 4장단은 (아)와 (차)에서 보듯이,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b음

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여

선율이 하행 진행되면서 단락을 이완시킨다. 한 (자)에서 보듯이,제3

박에서 제 3장단의 제 3박에 나타난 선율과 리듬꼴이 동일하게 출 한

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4]의 제 5장단은 두 번째 ‘기경결해’단락의 ‘기’에 해당하

며,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시작음인 d음은 이 단락의

기 음이다.두 번째 내드름은 차 선율이 상행했다 하행 진행되는데,

동일한 음을 반복하는 첫 번째 내드름과는 다른 선율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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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가지마오 목의 제 2단락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으로 도약

한 채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 낮은 b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b음

에서부터 한 옥타 아래 b음으로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을 보인다.

이는 두 번째 내드름에서 제 3박부터 선율이 상행한 후 하행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다.이를 통해 내드름의 선율 진행이 다음에 나

올 선율 진행을 미리 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한편 제 6장단에서는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b음이 출 하여 음악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한 긴장의 효과를 해 많은 시김새를 사용하여 선율의 긴장을 강조하

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

음인 d음으로 시작한다.한편 (바)에서 보듯이 제 2박에서 두 번째 내드

름의 제 2박과 같은 음과 리듬꼴이 나타난다.(사)에서 보듯이 제 3박에

서부터는 두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d음을 지속하여 강조한다. 한

(아)에서 보듯이,제 6박에서는 d음을 거쳐 c음으로 짧게 종지하는데,이

는 (나)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6박 선율과 유사하다.이를 통

해 내드름 끝 선율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f#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의 기 음은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

로 d음이며,선율이 d음을 기 으로 하행 진행한다. 한 제 8장단은 선

율의 하행 진행과 제 4박까지 소리하는 구조가 첫 단락의 제 4장단과 유

사하다.이는 제 4장단과 제 8장단이 ‘기경결해’ ‘해’부분으로,단락의

이완을 해 유사한 선율 진행으로 나타난다.한편,이 장단에서는 (카)

에서 보듯이 ‘가지를 마오’라는 가사가 제 2장단에 이어 다시 등장한다.

제 2장단의 제 3-4박처럼 b음으로 시작되며,하행하여 f#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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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단락

다음 [악보 5]의 제 9장단은 세 번째 단락의 ‘기’에 해당하며,이 목

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

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d음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 음이

다.선율이 평평하게 진행되나,제 4-5박에서 음이 한 옥타 도약하

다가 하행한다.이는 첫 번째,두 번째 내드름과 다른 선율 진행으로,이

를 통해 내드름의 다른 선율 진행을 알 수 있다.

제 10장단은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

로 끝난다.이 장단은 b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다.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개되는 부분도 늘어나면서,선율이 내드름의 큰 향을 받지 않았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해서 세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d음으로 끝난다.(바)에서 보듯이 꺾

는 음으로 꾸며서 선율을 시작하는데,이 시작 선율은 (나)에서 나타나듯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제 3박과 같다. 한,이 장단은 (사)에서 보듯이

b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는 것으로 보아,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다.한편,(사)에서 나타나듯이 제 4박의 가사 ‘감’은 제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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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가지마오’ 목의 제 3단락

단의 제 6박에서 나왔던 가사 ‘감’과 같다.제 10장단의 제 6박과 마찬

가지로 b음을 기 으로 하여 선율이 진행되고,f음을 거치는 변형된 선

율이 나타난다.이를 통해 같은 가사가 반복될 때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2장단은 (자)와 (차)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

로 끝난다.b음은 ‘가지마오’의 본청으로,이 목은 본청으로 시작22)하

여 본청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자)에서 나타나듯 선율이 시작된 후

격히 하행하 다가 b음으로 상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제

12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여 단락을 이완시키는 역할로,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력이 약하다.한편,제 12장단의 가사는 ‘가지를

마오’로 제 2장단,제 8장단의 가사와 같다.그리하여 (자)에서 보듯이 f#

음까지 하행하는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를 통해 같은 가사가

반복될 때 마다 유사한 선율 진행으로 그 가사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반복되는 가사는 그 곡의 상징 인 내용을 내포하는데,이 곡

의 주된 내용이 가지 말라는 것으로,이를 마지막 장단까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22)제 1장단인 첫 번째 내드름에서 b음으로 이 목의 첫 선율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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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가지마오’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b음이며,간단

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 다른 장단에서 기 음 b음을 기

으로 하여 선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d음으로,선율이 상행하 다 하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한 제 2

단락은 단락 내에서 기 음이 향을 주고 있으며,내드름이 다음 장단

의 선율 진행을 시한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d음으로,단락

내에서 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제 3단락은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개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

하게 나타난다.



- 19 -

3.‘두 손 합장’

‘두 손 합장’은 흥보가 놀보에게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놀보가 흥보를

모른 체 하자 흥보가 처지를 알리며 비는 내용이다.이 목은 c본청 계

면조23)로 총 24장단이며,‘기경결해’를 갖춘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

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6]의 제 1장단은 첫 번째 ‘기경결해’단락에서 ‘기’에 해당

하며,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f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e♭음이 기 음이며,간단한 리듬

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g음으로 시작하여 다

시 g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내드름과 마찬가지

로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나,선율은 내드름의 향을 받지 않

았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내드름 선율의 큰 향을 받지 않았으

며,한 음을 반복,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제 3장단의 가사는

‘비나이다’로 반복되는데,이는 비는 행동을 강조하기 해 가사와 c음이

반복하여 출 한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d음으로 시작하여 g

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으로,단락의 이완을

23)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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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두 손 합장’ 목의 제 1단락 

해 선율이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 내드름 선율의 기

음인 e♭음이 꺾는 음으로 출 하나,제 4장단은 내드름 선율과의 큰

연 성은 없다.한편,(아)에서 보듯이,제 3박에서부터의 가사는 ‘비나이

다’로,앞의 제 3장단의 가사 ‘비나이다’와 같다.제 3박에서는 선율이 c

음으로 시작하는데,이는 제 3장단에서 가사 ‘비나이다’의 선율이 c음으

로 시작할 때와 같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7]의 제 5장단은 문장의 흐름상 새로 시작되는 ‘기경결해’

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이 장단은 아래 악

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

다.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 음은 f음으로 계속 이 음으로 선율이 진

행되며,리듬꼴은 세분화되어 있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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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두 손 합장’ 목의 제 2단락

하여 g음으로 끝난다.그러나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f음을 기

으로 하여 선율이 개된다.한편,제 1박의 리듬은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리듬과 동일하며,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

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제 7장단이 ‘기경결해’ 음악의 정인 ‘결’부

분으로 많은 시김새를 포함하여 복잡한 선율 진행을 보이나,선율이 발

되면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한편,(바)에서 보

듯이 이 장단의 제 1박 리듬은,(가)에서 나타나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리듬과 같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여,선율이

하행 진행되면서 단락을 이완시킨다.제 8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 연 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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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단락

다음 [악보 8]의 제 9장단은 세 번째 ‘기경결해’단락의 ‘기’부분으로,

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부터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세 번째 내드름은 기 음인 g

음을 반복,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g음을 기 으

로 선율이 개되고 리듬꼴이 세분화되는 등 세 번째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이는 제 10장단이 ‘기경결해’ ‘경’부분으로,‘기’

부분인 세 번째 내드름 선율에서 발 되어 나타난 선율이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e♭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선율이 제 1박에서 e♭음을 발 삼아 세 번째 내드

름의 기 음인 g음으로 상행하여 제 4박까지 지속하는데,이를 통해 기

음 g음을 강조한다.이후 제 5박에서부터 시김새를 통해 차 하행하

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기 음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상

행하고 하행하면서,‘기경결해’ 음악의 정인 ‘결’을 나타낸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세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의 이완을 돕는 선율로,g음을 기 으로 긴장감 있게 선율을

진행한 단락 내 다른 장단과는 달리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선율이 진

행된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제 4박에서 세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

이,제 12장단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출 한다.이 장단

의 선율은 단락을 이완시키는 부분으로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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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두 손 합장’ 목의 제 3단락

(4)제 4단락

다음 [악보 9]의 제 14장단은 네 번째 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

로 시작해서 f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은 f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한편,네 번째 내드름은 제 5박까지만 소리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며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네 번

째 내드름 선율과는 다르게 선율이 개될 때 시김새를 사용하며,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5박까지만 소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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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두 손 합장’ 목의 제 4단락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되고,b♭음으로 끝난다.제 1박에서 나타나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되나,곧 f음이 반복되며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유사한 선율로

진행된다. 한 이 장단도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5박까지만

소리하는데,이는 이 단락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24).

(5)제 5단락

다음 [악보 10]의 제 17장단은 제 5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다

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선율이 상승

한 채 b♭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

음을 기 으로 진행되며,b♭음에서부터 e♭음까지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다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인 e♭

음의 향을 받아 선율이 진행된다. 한 제 5박까지 다섯 번째 내드름

24)이 단락의 내용은 흥보가 놀보에게 구하는 물건과 그 양을 자세하게 이르는 것으로,

장단마다 제 5박까지만 노래하는 공통 인 특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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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두 손 합장’ 목의 제 5단락

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하행 진행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

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c음을 기 으로 진행되는 것

으로 보아,다섯 번째 내드름의 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이는 제 19장

단이 ‘기경결해’ 선율이 발 하는 ‘결’부분으로,시김새의 출 은 잦

으나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 20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다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인 e♭음으로 시작하여,다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난다.다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하

행 진행한다.그러나 다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6)제 6단락

다음 [악보 11]의 제 21장단은 여섯 번째 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

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g음이 기

음이며,g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다. 한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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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두 손 합장’ 목의 제 6단락

있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c음에서부터 여섯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 음 g

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까지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2박을 제외한 나머지 리듬꼴들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일치하며,제 4

박까지 소리하는 것도 여섯 번째 내드름과 동일하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

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마)에서 보듯이 꾸 음을 통한 여섯 번째

내드름 시작 선율의 반복이 나타난다25).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e♭음에서 c음을 거쳐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까지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

타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선율이 이완되는 ‘해’부분으로 여섯 번

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다.

25)꾸 음을 통한 여섯 번째 내드름 시작 선율의 반복으로,놀보를 나타내는 ‘천석꾼’

가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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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두 손 합장’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e♭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에서 내드름 선율의 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f음을 기 으로 선

율이 개된다.단락 내에서 기 음 f음과 내드름의 리듬꼴로 향을

모습이 나타났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며,간단한 리듬

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 기 음 g음이 향을 주며,

내드름 선율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f음을 기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에서 다른 장단들에

기 음 f음으로 선율 진행에 향을 다.제 5단락의 내드름은 g음이

기 음이며,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단락 내에서 선율의

하행 진행이 향을 주나,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다.제 6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며,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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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보 형수씨’

‘여보 형수씨’는 흥보가 형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고 통곡하는 내용이

다.이 목은 c본청 계면조26)로 총 16장단이며,‘기경결해’를 갖춘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12]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

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g음을

기 으로 계속 반복,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첫 번째 내드름과 마

찬가지로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난다.제 2장단 선율의 기 음은

g음이며,선율이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따라서 이 장단

은 첫 번째 내드름 선율에서 발 된 선율이며,리듬꼴도 첫 번째 내드름

의 리듬꼴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이는 제 2장단의 가사가 ‘여보

여보 아주머니’로,첫 번째 내드름의 가사 ‘여보 형수씨’와 유사하다.그

리하여 제 2장단은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앞

서 ‘어따 이놈아’나 ‘가지마오’ 목에서 살펴보았듯이,유사한 가사가 반

복될 때는 선율과 리듬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

율이 개되며,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제 2단

26)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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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여보 형수씨’ 목의 제 1단락

락의 ‘결’부분으로,복잡한 시김새를 통해 음악 으로 화려한 선율 진행

이 나타난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작

하여 c음을 거치면서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

으로,선율이 차 하행 진행하면서 단락을 이완시킨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13]의 제 5장단은 내용의 흐름상 단락이 바 면서 나타난

제 2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이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내드름은 e♭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e♭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두 번째 내드

름의 기 음인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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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여보 형수씨’ 목의 제 2단락

해’ ‘경’부분으로,선율이 발 하면서 두 번째 내드름의 향력이 약

하게 나타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g음을 반복하다가 하행하는 선율 진행

이 나타난다.제 7장단은 ‘기경결해’ ‘결’에 해당하여 선율이 정에

이르면서,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b♭음으로 도약한 후 d음으로 끝난다.b♭음으로 도약한 후 긴장된

선율이 흘러내리면서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 장단도 선율이

발 하면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3)제 3단락

다음 [악보 14]의 제 9장단은 제 3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을

거쳐 g음을 기 으로 개되며 e♭음으로 끝난다.한편,세 번째 내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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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여보 형수씨’ 목의 제 3단락

은 (나)에서 보듯이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e♭음이 출 한다.이로

인해 세 번째 내드름은,다른 내드름 선율과 다르게 긴장된 선율이 나타

난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세 번째 내드름의 기 음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난

다.이 장단은 선율이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세 번째 내

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이 발 되는 부분으

로,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2에서는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

작하여,세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

난다.이 장단도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이는 제

3단락이 내용의 흐름상 가사가 계속 발 하면서,단락 내 세 번째 내드

름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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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여보 형수씨’ 목의 제 4단락

(4)제 4단락

다음 [악보 15]의 제 13장단은 제 4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 낮은 c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c

음으로,선율이 순차 으로 하행 진행하면서 장단 안에서 선율이 이완된

다.이는 제 4단락이 이 목의 마지막 단락으로,곡의 이완을 해 마지

막 단락의 내드름에서부터 이완 선율이 나타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c음을 기

으로 개된다.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이 발 하는 부분으로,시

김새를 통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제 2박에서부터 기 음 c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의 이완을 돕는 선율로,동일한 음

을 반복하며 평평하게 선율이 진행된다.

제 16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한 (아)에서 보듯이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

가지로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

타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여 단락 내 선율을 이완

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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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여보 형수씨’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며,간

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에서 기 음인 g음이 향을 주

며,변형된 내드름 선율이 나타난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e♭음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제 2단락은 내용의 흐름상 선율이 계속

개되면서,단락 내에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

난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g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단

락 내에 미치는 세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제 4단락

의 내드름은 기 음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되며,순차 으로 하행

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네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단락 체의 선

율 진행에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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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흥보가 좋아라고’

‘박흥보가 좋아라고’는 도승이 흥보 집터를 잡아주는 내용이다.이

목은 f본청 우조로27)총 24장단이며,‘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6개의 단

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16]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부분이며,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

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은

a음을 기 으로 한 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 이 장단

은 매우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

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a음으로 끝난다.선율이 기 음 a음까

지 차 상행 진행하며,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

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

하여 g음으로 상행한 후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

인 g음으로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 제 1-2박의 리듬꼴은

첫 번째 내드름 제 1-2박 리듬꼴과 유사하다.

제 4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특히 (사)에서 보듯이 a음에서 g음으로 가는

선율 진행은,첫 번째 내드름 제 3-4박 선율 진행과 유사하다.따라서

제 4장단의 제 1-2박까지는 첫 번째 내드름 선율형이 축소되어 나타나

27)f본청 우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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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박흥보가 좋아라고’ 목의 제 1단락

는 것이다.한편,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으로,단락의 이완을

해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17]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두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제 5박까지 소리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

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도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

하여 d음으로 끝난다.한편,(나)와 (사)에서 나타나듯이 제 7장단의 제

1-2박에서,두 번째 내드름의 a음에서 g음으로 가는 제 3박의 선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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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박흥보가 좋아라고’ 목의 제 2단락

타난다.

(3)제 3단락

다음 [악보 18]의 제 8장단은 제 3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세 번째 내드름은 a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한편 (나)에서 보듯이,세 번째 내드름 제 3박에서 c음이 한 옥

타 차이를 두고 출 한다28).이는 선율이 c음으로 도약 진행하면서 c

음을 강조하고,다음 장단에 출 할 선율을 시한 것이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세 번째 내드

름의 기 음인 a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상행한 후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c음을 반복,지속하는 선율 진행이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에서 시

작하여 c음으로 하행한 후 a음으로 끝난다.선율이 세 번째 내드름과 마

찬가지로 a음을 기 으로 진행되며,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

다.

제 11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28)가사 ‘우뚝’을 강조하는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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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박흥보가 좋아라고’ 목의 제 3단락

시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

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특히 제

5-6박의 선율 진행은 (다)와 (자)에서 보듯이,세 번째 내드름 제 5-6박

의 선율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세 번째 내

드름의 기 음 a음보다 한 옥타 낮은 a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

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으로 단락의 이완을 해 낮은 음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선율이 이완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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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박흥보가 좋아라고’ 목의 제 4단락

(4)제 4단락

다음 [악보 19]의 제 13장단은 제 4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에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g음으로,g음을 반

복하다가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에서 시작

하여 a음으로 끝난다.특히 제 1박의 선율은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선율을 변형한 것으로,d음에서 g음으로 상행하는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5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이보다 한 옥타 낮은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

게 나타난다.한편,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

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개되면서,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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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박흥보가 좋아라고’ 목의 제 5단락

(5)제 5단락

다음 [악보 20]의 제 17장단은 제 5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다

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

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a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제 4박까

지 소리한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다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특히 (라)에서 보듯이,제 2박의 선율과 리듬꼴은 다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선율,리듬꼴과 동일하게 나타난다.이 장단은 선

율이 발 하는 부분으로,많은 시김새를 통해 복잡한 선율 진행이 나타

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c음을 반복하는 단순한 선율 진행이

며,다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그러나 제 19

장단은 단락이 이완되는 부분으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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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박흥보가 좋아라고’ 목의 제 6단락

(6)제 6단락

다음 [악보 21]의 제 20장단은 제 6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여

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

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여섯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

이 개된다.

제 21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특히 (다)에서 보듯이 제 1박의 선율과 리듬

꼴은,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유사하다.이를 통해 여섯 번째 내드

름의 제 1박이 변형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특히 (마)에서 보듯이 제 1박의 선율과 리듬꼴

은,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을 변형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 이 장단

은 여섯 번째 내드름처럼 g음을 기 으로 하여 선율이 개되고,출 음

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단락 내 선율 진행의 통일감을 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특히 (사)에서 보

듯이 제 1박은,여섯 번째 내드름 제 1박과 유사한 선율과 리듬꼴로 나

타난다.따라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은 단락 내 시작 선율에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차)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으로,선율을

이완시키면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한편,제

23,24장단에서는 선율이 계면길로 바 어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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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박흥보가’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a음이며,간단

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내드름의 선율이 단락 내 다른 장단들의 선

율 진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이 g음이며,단락 내에서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제 3단락

의 내드름은 기 음이 a음이며,기 음은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 향력

이 있다.제 4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이 길어지면서 단락 내 네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

다.제 5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a음이며,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에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크지 않다.이는 목이

길어지면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

타난다.제 6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내드름

의 시작 선율이 다른 장단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단락 내에서 내드름 선

율의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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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떴다 보아라’

‘떴다 보아라’는 흥보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주어 그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가는 내용이다.이 목은 f본청 우조29)로 총 28장단이며,7개

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22]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이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

서 보듯이,선율이 a음에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a음으로,기 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간결한 리

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

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a음으로 끝난다.기 음 a음까지 차

상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

지 소리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특히,(마)에서 보듯이 제 1-2박은,첫 번째 내드

름의 제 1-2박처럼 a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이는 내드름의 선

율과 리듬꼴이 변형된 형태로,제 1-2박은 첫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과

연 성이 있다.한편,이 장단도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

지 소리한다.

제 4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a음으로 시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첫 번

29)f본청 우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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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떴다 보아라’ 목의 제 1단락

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이 기 음이며,(사)에서 보듯이 d음에서부

터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한편 (아)에서 나타나듯이 제 5

박의 선율 진행은,첫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의 선율 진행과 동일하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23]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그리고 (다)에서 보듯이,선

율이 f음에서 시작하여 g음을 거쳐 다시 f음으로 끝난다.g음을 기 으

로 선율이 개되며,(나)에서 보듯이 한 음을 지속하는 평평한 선율 진

행이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도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특히 (라)에서 보듯이 이 장단의 시작 선율은,

(나)에서 나타나듯 두 번째 내드름 제 3박의 선율과 유사하다.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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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떴다 보아라’ 목의 제 2단락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이 다음 장단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작

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결결해’ 선율이 이완되는 ‘해’에

해당하여,단락의 선율을 이완시키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

하게 나타난다.

(3)제 3단락

다음 [악보 24]의 제 8장단은 문장의 흐름상 단락이 바 면서 나타난

제 3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을 반복하다가 g

음으로 끝난다.세 번째 내드름은 한 음을 반복,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그리하여 세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g음이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f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특히 (다)와 (라)에서 보듯이,제 1-2박의 선율

과 리듬꼴은,세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

이다.따라서 제 9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 연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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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떴다 보아라’ 목의 제 3단락

제 10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세 번째 내드름과는 다르게 선율이 f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한편 (사)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리듬꼴은,(나)

에서 나타나듯 세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의 리듬꼴과 동일하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d음에서 한 옥타 높은 d음으로 상

행했다,다시 한 옥타 낮은 d음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제 11

장단은 ‘기경결해’ 음악의 정인 ‘결’에 해당하여,복잡한 선율의 변

화로 인해 세 번째 내드름의 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2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해서 a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을 이완시키는 선율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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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떴다 보아라’ 목의 제 4단락

(4)제 4단락

다음 [악보 25]의 제 13장단은 단락의 내용이 바 면서 나타난 제 4단

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 낮은 a음

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은 a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선율이

격히 하행하는 구조가 나타난다.한편,이 장단은 단순한 리듬꼴로 구

성되어 있으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

작해서 a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경’에 해당하며,네 번

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한편 제 1-3

박은 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한편,(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시작음보다 한 옥

타 높은 d음으로 도약하 다가 a음을 거쳐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

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음악의 정인 ‘결’에 해당하여,복잡한 선율 변

화가 생기면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부분으로,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한편,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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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떴다 보아라’ 목의 제 5단락

(5)제 5단락

다음 [악보 26]의 제 17장단은 제 5단락이 ‘기’부분으로,이 목의 다

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을

거쳐 a음으로 개되며 다시 f음으로 끝난다.다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a음으로,a음을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다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 a음보다 한 옥타 낮은 a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

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계속 발 하면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 안에서 선율이 이완되는 부분으

로,다섯 번째 내드름의 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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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 6단락

다음 [악보 27]의 제 20장단은 단락의 내용이 바 면서 나타난 제 6단

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

와 (다)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해서 g음을 거친 후 다시 f음으

로 끝난다.여섯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제 4

박까지 소리한다.

제 21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

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라)에서 나타나듯,이 장단의 시작 선율은,(나)

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3박과 유사하다.(라)는 (나)와 동일

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a음에서 g음으로 진행되는 선율로 되어

있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f음으로 시작하며,

선율이 격히 하락한 후 a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

과 시작음은 같으나,단락 내 선율이 계속 개되면서 여섯 번째 내드름

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23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제 1박에서 한 옥타 차이를 두고 선율이 도

약하여 상행한 후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한 (자)에서 보듯이 제 6

박의 선율은,(가)에서 나타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유사하

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g음을 거친 후 d음으로 끝난다.(차)에서 나타나듯 이 장단의 시

작 선율은,(가)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발 되면서,시작 선율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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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떴다 보아라’ 목의 제 6단락 

선율 진행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5장단은 제 6단락의 마지막 장단으로,아래 악보의 (타)와 ( )에

서 보듯이 a음으로 시작해서 a음으로 선율이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

해’ ‘해’에 해당하여,단락을 이완시키는 선율이다.그리하여 여섯 번

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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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떴다 보아라’ 목의 제 7단락

(7)제 7단락

다음 [악보 28]의 제 26장단은 제 7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일

곱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

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일곱 번째 내드름은 한 음을 반복,지속하

는 선율 진행이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이로 인해 일곱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f음이다. 한 일곱 번째 내드름은,제 3단락의 ‘기’부분인 제

8장단과 유사한 가사로 되어 있다.그리하여 제 8장단처럼 f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이로 인해 유사한 가사가 반복될 때,선율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7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a음으로 시

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일곱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

게 나타난다.

제 28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의 시작음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

지로 f음이나,단락의 선율을 이완시키면서 일곱 번째 내드름의 향력

이 약하게 나타난다.한편,제 26,27,28장단에서는 선율이 계면길로 바

면서 이 목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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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떴다 보아라’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a음이며,간

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한 음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단락

체에 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력이 나타난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며,단락 내 다른 장단에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

이 나타난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으로,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단락 내에서 세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이 향

을 다.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a음으로 격히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단락 내에서 다른 장단들에 기 음 a음과,하행하는 선

율 진행으로 향을 다.제 5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a음으로,단락

내에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제 6단락의 내드

름은 기 음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단락 내에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이 부분 으로 향을 다.제 7단락의 내드름

은 기 음 f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음을 반복하는 선율이다.그러나

단락 내에서 일곱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이는 목

이 길어지면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목의 뒷부분에 치한 단

락에서는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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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르 실건(첫 번째 박타령)’

‘시르 실건’은 흥보가 첫째 박을 타는 내용으로,박타령이라 불리우

며 흥보가 가장 목으로 꼽힌다.첫 번째 박타령은 가사가 구어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후렴구가 포함되어 있다.이 목은 c본청 계면조30)

로 총 32장단이며,‘기경결해’를 갖춘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29]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

서 보듯이,선율이 f음에서부터 흘러내리듯 하행하여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은 톱 소리를 묘사한 부분으로,기 음은 g음이나 불분명한

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한편,첫 번째 내드름은 제 4박

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제 1단락의

기 음인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 선율의 끝 음은 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과 같다. 한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제 3박에서부터 e♭음을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

타나며,앞의 두 장단과는 다르게 제 6박까지 소리한다.이는 제 3장단이

‘기경결해’ 선율이 발 하면서 정으로 가는 ‘결’부분으로,선율이

제 6박까지 계속 펼쳐지는 양상이 나타난다.첫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

은 약하게 나타난다.

30)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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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시르 실건’ 목의 제 1단락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c음을 사이에 두고,제 2박에서 복잡한

시김새를 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

지 소리한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30]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을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두 번째 내드름은 기 음

이 g음으로,동일한 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한 간단한 리듬

꼴로 구성되어 있으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 g음을 거친 후 다시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도 두 번째 내드

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특히 (라)에서 보듯

이 제 3-4박의 선율과 리듬꼴은,(나)에서 나타나듯 두 번째 내드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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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시르 실건’ 목의 제 2단락

제 3-4박과 유사하다.제 6장단의 제 3-4박은 두 번째 내드름의 제 3-4

박의 선율과 리듬꼴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과 같이 기 음이 g음

으로,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이는 제 7장단이 두 번째 내드

름 선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사실상 ‘기’의 반복이다.한편 제

4박에서부터는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으로,선율을 이

완시키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두 번째 내드름의 기 음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난

다.이 장단은 다시 후렴구의 시작으로,제 1단락의 제 3-4장단과 선율

의 시작이 같다.그러나 제 9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

게 나타난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타)와 ( )에서 보듯이,g음으로 시작하여 g

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의 기 음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한 제 10장단은 제 9장단과 마

찬가지로 후렴구이면서,단락의 이완시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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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단락

다음 [악보 31]의 제 11장단은 단락의 내용이 바 면서 나타난 제 3단

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세 번째 내

드름은 c음을 기 으로 반복,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

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 한 선율이 제 4박의 g음까지 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나타나듯이,선율이 e♭음으

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이 차 개

되는 부분으로 세 번째 내드름의 큰 향을 받지 않았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이

기 음이며,c음을 사이에 두고 선율이 개된다.이는 세 번째 내드름

선율에서 변화되어 발 한 것으로,제 14장단은 ‘기’의 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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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시르 실건’ 목의 제 3단락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차)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발 되면서 나타

나는 특징이다.한편,제 1-2박의 리듬꼴은 세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

리듬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카)와 (타)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e♭음을 기 으로 개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단락이 길어

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개되면서,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는 다른 선

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7장단은 아래 악보의 ( )와 (하)에서 보듯이,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c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후렴구

로,같은 후렴구인 제 1단락의 제 3장단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A)와 (B)에서 보듯이,선율이 여섯 번째 내

드름의 기 음인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도 역시 후

렴구로,같은 후렴구인 제 1단락의 제 4장단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게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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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4단락

다음 [악보 32]의 제 19장단은 제 4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은 (나)에서 보듯이,f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20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f음을 거쳐 e♭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f음

을 심으로 선율이 개된다.특히 (라)에서 보듯이,제 3-4박의 선율

진행은,(나)에 나타나듯 네 번째 내드름의 제 2-3박과 유사하다.

제 21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에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

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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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시르 실건’ 목의 제 4단락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아)에서 보듯이 제 4박의 선율 진

행이 네 번째 내드름의 제 3박과 유사하게 나타난다.한편,제 3박에서부

터 선율의 하행 진행이 나타난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계속 발 하는 부분으로,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타)와 ( )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제 1박에서부터 제 4박까지 차 하행하는 선

율 진행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단락을 이완시키는 역할로,네 번째 내드

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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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시르 실건’ 목의 제 5단락

(5)제 5단락

다음 [악보 33]의 제 25장단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제 5

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다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다섯

번째 내드름은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에서는 (나)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내

드름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제 2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도 (나)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난 선율이다.

제 28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며,제 2

박에서부터 선율이 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리하여 선

율의 하행 진행으로 단락을 이완시키면서,다섯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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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시르 실건’ 목의 제 6단락

(6)제 6단락

다음 [악보 34]의 제 29장단은 제 6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여

섯 번째 내드름이다.여섯 번째 내드름은 다시 톱 소리를 묘사한 내용이

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부터 하행하여 g

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g음을 기 으로 개된다.

제 30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

하 다.그러나 이 장단은 c음을 기 으로 한 선율 진행으로,여섯 번째

내드름의 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 31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역시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

를 묘사하 다.그러나 여섯 번째 내드름과는 다른 선율 진행으로,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다.

제 32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부분으로,선율

이 차 하행 진행하며 단락을 이완시킨다.한편,이 장단의 끝 선율은,

(나)와 (아)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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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시르 실건’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고,불

분명한 음으로 선율이 진행된다.이는 첫 번째 내드름이 톱 소리를 묘사

한 소리이기 때문이다.제 1단락은 이 목에서 후렴구(제 3-4장단)을

포함하고 있어,단락 내에 미치는 내드름의 향이 약하게 나타난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며,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에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변형,반복

이 나타나나,후렴구에서는 그 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제 3단락의 내

드름은 기 음이 c음으로,c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단락

내에서 기 음 c음이 부분 으로 향을 미치나,선율이 계속 개되면

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제 4단락의 내

드름은 기 음 f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에서 네 번째 내

드름 선율은 부분 으로 향을 다.그러나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변화하면서,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5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다섯 번

째 내드름의 부분 인 선율이,단락 내 다른 장단의 선율 진행에 향을

다.제 6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제 6

단락은 톱 소리를 묘사한 이 목의 마지막 단락이다.그리하여 단락이

이완되면서,단락 내 여섯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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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리 실건(두 번째 박타령)’

‘시리 실건’은 흥보가 두 번째 박을 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사

는 앞의 첫 번째 박타령과 유사하게 화체로 되어 있으며,톱 소리를

묘사한 후렴구가 특징이다.이 목은 c본청 계면조31)로 총 28장단이며,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35]의 제 1장단은 톱소리를 묘사한 부분으로,제 1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

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반복하다가 f음으로 끝난

다.첫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되며,단순한 리듬꼴

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제 4박까지 소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에서 시작

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경’에 해당하여,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발 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한

편,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한 음으로 지속되는 선율 진행

이 나타난다.한편,제 3장단은 변화가 많은 ‘결’부분으로,첫 번째 내드

름과의 큰 연 성이 나타나지 않으며,제 6박까지 선율이 진행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해’부분

31)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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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시리 실건’ 목의 제 1단락

으로,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면서 단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36]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에 해당하며,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

로 시작하여 이 음으로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g음이며,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제 4박까지 소

리하는 구조로 형 인 내드름의 형태가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두 번째 내드

름의 기 음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

다.(다)에서 보듯이 이 장단의 시작 리듬은,두 번째 내드름이 시작 리

듬과 동일하다.한편,제 2박에서부터 선율의 하행 진행이 나타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g음을 반복하다가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의 시작 리듬은 (마)

와 (가)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리듬과 동일하다. 한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기 음 g음을 반복하는 선율로 나타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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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시리 실건’ 목의 제 2단락

로 인해,제 7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한편,

제 4박에서부터 선율이 차 하행 진행한다.

제 8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작해서 c음을 거쳐 e♭음으로 상승하며 끝난다.이 장단은 두 번째 내

드름의 선율과 큰 연 성은 없다.그러나 (아)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리듬꼴은,(나)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 리듬꼴과 동일하

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두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

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에 해당하여,제 2박에서부터 선율

이 차 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리하여 제 9장단은 선율이 이완

되면서,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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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시리 실건’ 목의 제 3단락

(3)제 3단락

다음 [악보 37]의 제 10장단은 화의 주체가 흥보에서 흥보 마 라로

바 면서 나타난 단락이며,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 낮

은 g음으로 끝난다.세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에서 시

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한 (라)에서 보듯이 제 2박은,세 번째 내드

름의 (가)와 유사하다.그리하여 이 장단은 제 2박에서부터 세 번째 내드

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차 하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

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

속 개되면서,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앞의 제 12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계속 개

되면서,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앞의 제 12,13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계속

발 하면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두 번째 박

타령의 가사는 화체로 이루어져 가사만으로 분 기와 상황 달이 가

능하다.그 기 때문에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타)와 ( )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부분으로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다.한편 제 15장단 선율의 끝 음은,세 번째 내

드름 선율의 끝 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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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4단락

다음 [악보 38]의 제 16장단은 화의 주체가 다시 흥보로 바 면서

나타난 제 4단락의 ‘기’에 해당하며,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해서 b♭음을 거

쳐 c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은 b♭음이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7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거친 후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네 번째 내드름과

다르게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이를 통해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g음으로 시작하여 g

음을 심으로 선율이 개되다가 다시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

이 계속 발 하는 부분으로,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다.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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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시리 실건’ 목의 제 4단락

째 단락은 구어체로 구성된 가사의 특징으로 인해,가사에 향을 받아

선율이 진행된다.따라서 제 17,18장단은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

하게 나타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g음

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부분으로,선율이 차 하

행 진행하는 구조가 나타난다.그리하여 제 19장단은 단락을 이완시키면

서,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5)제 5단락

다음 [악보 39]의 제 20장단은 제 5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다

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

으로 시작해서 이 음으로 선율을 진행되다 g음으로 끝난다.다섯 번째

내드름은 e♭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



- 68 -

[악보 39]‘시리 실건’ 목의 제 5단락

제 21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동일한 음을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g음을 반복

하는 선율로 다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차)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 낮은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순차

으로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 제 23장단은 음악의 정

인 ‘결’부분으로,(자)에서 보듯이 시김새를 통한 복잡한 선율 진행이 나

타난다.(자)의 가사는 ‘뚝 떨어’로,이와 유사한 가사가 다섯 번째 내드

름의 (나)에 출 한다.(나)의 가사 ‘떨어’는,(자)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시김새를 통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이 장단은 선율이 보다 발 하면

서 다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카)와 (타)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의 끝 선율은 다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

율과 마찬가지로 g음이다.그러나 체 인 선율 진행에는 다섯 번째 내

드름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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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 6단락

다음 [악보 40]의 제 25장단은 ‘시리 실건’마지막 단락의 ‘기’에 해

당하며,이 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에서 차 하행 진행하여 g음으로 끝난다.여섯 번

째 내드름은 톱 소리를 묘사한 부분으로,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

다.

제 2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한 선율로,선율이 계속 개되면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도 역시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한 선율이다.그리하여

선율이 계속 발 하면서 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의 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8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여섯 번째 내드름이 기 음인 g음으로 끝난다.여섯 번째 내드름

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 한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부분으로,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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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시리 실건’ 목의 제 6단락

요컨 ,‘시리 실건’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며,간

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 다른 장단에 기 음 g음이 향

을 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나며,간단한 리듬꼴로 되어 있다.두 번째 내드름은 선율과 리듬꼴

로 단락 내에 향을 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단락 내에서 세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

난다.네 번째 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b♭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

다.단락 내에서 네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다섯 번째

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e♭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단락 내 다

른 장단들에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목이 길어져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목의 뒷부분에

치한 단락에서는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다.제 6단락의 내드름은 g음

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톱 소리가 포함된 단락의 특징으로 인해,

여섯 번째 내드름이 단락 내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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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산 앞’

‘동산 앞’은 셋째 박을 탄 후 박에서 나온 일꾼들이 흥보의 새 집을 짓

는 장면으로 주로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다.이 목은 e♭본청 우조32)

로 총 16장단이며,‘기경결해’를 갖춘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41]의 제 1장단은 제 1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에서

c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c음이 선율의 기 이 되어 차 하

행하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꾸

민 후 c음에서 시작되며,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차 하행 진행한다.한편,(다)와 (라)에서 보듯

이,제 1-3박까지는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를 통해

‘기’가 반복되며 선율이 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

하여 f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을 기 으로 선

율이 개되며,제 2박에서부터 선율이 하행 진행한다. 한 첫 번째 내

드름처럼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작

하여 f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차 하행

진행하면서 단락을 이완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첫 번째 내드름처럼

32)e♭본청 우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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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동산 앞’ 목의 제 1단락

제 4박까지 소리한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42]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33)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

해서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제 4

박까지 소리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e♭음으로 끝난다.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며,제 1박의 선율과 리듬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일치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33)본격 으로 집 주 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음악의 분 기가 환되면서 나타난 단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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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동산 앞’ 목의 제 2단락 

하여 b♭음으로 끝난다.제 6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g음을 기 으로

개되며,제 1박의 선율과 리듬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리듬이 단락 내 다른 장단들

의 시작 선율과 리듬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단락 내

선율 진행에 통일감이 생기며,두 번째 내드름이 다음 장단의 선율 진행

을 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단락을 이완 시켜주

는 ‘해’부분으로,선율이 하행 진행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3)제 3단락

다음 [악보 43]의 제 9장단은 제 3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에서 보듯이,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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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동산 앞’ 목의 제 3단락

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세 번째 내드름의 선율은 가사의 흐름상

제 4박까지로 볼 수 있다.그리하여 (다)에서 보듯이 제 5박에서부터 다

른 선율이 등장하고,이 선율은 다음 장단인 제 10장단의 제 2박까지이

다.세 번째 내드름 선율은 하행 진행하여 (나)에서 보듯이 c음으로 끝난

다. 한 다음 장단의 선율도 하행 진행하여 (라)에서 보듯이 c음으로 끝

난다.

제 10장단의 제 3박에서부터 가사의 흐름상 선율이 새로 개되는데,

(마)와 (바)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선율은 세 번

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하여 개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 높은 b♭음으로 도약했다가, 선율이 하행하여

g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

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나는데,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변화하면서 단락 내에 미치는 내드름 선율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

난다.

(4)제 4단락

다음 [악보 44]의 제 12장단은 내용의 흐름상 묘사하는 공간34)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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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동산 앞’ 목의 제 4단락

면서 나타난 제 4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내드름은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상행했다 하행하는 선

율 진행이 나타나며,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제 1박의 리듬꼴이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리듬과 동일하나,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은 나타나지 않는다.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의 개가 계속되면서,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한편,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바)와 (사)에서 나타나듯이 제 1박과 제 3박

의 선율은,(나)에서 보듯이 네 번째 내드름의 제 2박 선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이 장단은 선율이 발 되는 부분으로,네 번째 내드름과 다르

게 제 6박까지 소리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카)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하행한 뒤, 차 상행하다 b♭음로 끝나

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한편,(차)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선율은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의 선율과 유사하다.

제 16장단은 이 곡의 마지막 장단으로 아래 악보의 (타)와 ( )에서

보듯이,e♭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종지한다.이 장단은 선율이 하

행 진행하며 단락을 이완시키면서,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큰 향을 받

지 않았다.

34)이 단락은 안방 치 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장면이 환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단락

이다. 한 네 번째 단락은 음악 분 기가 바 면서 낮은 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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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동산 앞’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게 기 음을 통한 선율

진행에 향을 다.제 2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

되며,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리듬이 단락 내 다른 장단에 향

을 미친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되

며,단락 내 다른 장단에 기 음 g음이 선율 진행에 향을 다.제 4

단락의 내드름은 c음을 기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내드름 선율의 향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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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보시오 시숙님’

‘여보시오 시숙님’은 흥보 마 라에게 놀보가 권주가를 시키자 흥보 마

라가 화를 내며 통곡하는 내용이다.이 목은 c본청 계면조35)로 총

16장단이며,‘기경결해’를 갖춘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제 1단락

다음 [악보 45]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

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첫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되는데,g음을 반복,지속하면서 단순한 리

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g음으로 시작해서 g

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제 1박에서 첫 번째 내드름과는 다른 선율과 리듬꼴이

출 하나,이후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이를 통해,제 2장단이 첫

번째 내드름에서 발 된 선율임을 알 수 있다.이는 ‘어따 이놈아’나 ‘여

보 형수씨’ 목에서 살펴보았듯이,내드름과 유사한 가사가 반복될 때는

선율도 유사하게 개되는 양상이 보인다. 소리는 가사가 있는 특징으

로 인하여,비슷한 가사가 반복될 때,출 음이나 리듬꼴의 변화를 주면

서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사)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

하여 그보다 한 옥타 낮은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바)에서 보듯

이,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으로 선율이 펼쳐져 있으며,이후

35)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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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여보시오 시숙님’ 목의 제 1단락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g음보다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

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여,이완을 해 선율이 하행

진행하면서 첫 번째 내드름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2)제 2단락

다음 [악보 46]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e♭음을 기 으로 선율이 진행되다 e♭음으로 끝난다.이 장단

은 e♭음을 반복하며 평평한 선율 진행으로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

작해서 c음으로 끝난다.선율이 두 번째 내드름의 기 음인 e♭음으로

개되며,많은 시김새를 통해 하행 진행하면서 선율을 발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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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여보시오 시숙님’ 목의 제 2단락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부분으로 선율이 이

완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3)제 3단락

다음 [악보 47]의 제 8장단은 제 3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작해서 e♭음을 기 으로 선율이 펼쳐지다가 d음으로 끝난다.선율이

차 상행했다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세 번째 내드

름의 기 음인 e♭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특히,(나)와 (라)에

서 보듯이,이 장단의 끝 선율은 세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동일하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세 번째 내

드름의 기 음인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

해’ 음악의 정인 ‘결’에 해당하여,많은 시김새를 통해 선율이 발

한다.그리하여 선율이 발 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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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여보시오 시숙님’ 목의 제 3단락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c음으로 시

작하여 g음까지 하행 진행했다 다시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

해’ ‘해’부분으로,선율이 이완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4)제 4단락

다음 [악보 48]의 제 12장단은 제 4단락의 ‘기’부분으로,이 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 낮은 g음으로 끝난다.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

되며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제 4단락은,제 2단락이나 제 3단

락과는 다르게 시작음이 g음으로 상승되어 있다.이는 내용의 흐름상,

흥보 마 라가 다시 격한 감정으로 역정을 내면서 분 기가 환되기 때

문이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과 같은 g음으로 끝난다.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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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여보시오 시숙님’ 목의 제 4단락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은 차 하행 진행하나,네 번째 내드름 선율

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선율이 e♭음으로

시작해서 c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결’에 해당하며,시김

새를 통해 선율이 발 하면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선율이 g음으로 시

작하여 c음을 거친 후 d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이완을

돕는 선율로,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차)에서 보듯이,선율이 d음으로 시

작해서,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 마찬가지로 g음으로 끝난다.이 장단은

‘기경결해’ ‘해’에 해당하며,선율이 차 하행 진행하면서 이완된다.

그리하여 선율이 이완되면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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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여보시오 시숙님’ 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이 g음이

며,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내드름의

선율이 변형되어,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제 2단락의 내

드름은 기 음 e♭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제 2단락은 내용이 발

되는 부분으로,단락 내에서 두 번째 내드름의 향력은 약하게 나타

난다.제 3단락의 내드름은 e♭음을 기 으로 선율이 개된다.제 3단락

한 내용이 발 되면서,단락 내 내드름 선율의 향력이 약하게 나타

난다.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 음 g음을 기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

으며,하행하는 선율 진행이다.단락 내에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향

력은 약하다.이는 본 목이 길어지면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목의 뒷부분에 치한 단락인 제 4단락에서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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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지 까지 ‘박록주제 흥보가’中 모든 진양조 목을 ‘기경결해’의 단락

별로 각각의 내드름을 살펴보았다.그리하여 내드름이 각 단락 안에서

다른 장단에 어떤 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각 진양조 목들의 내드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진양조에서 내드름은 ‘기경결해’ ‘기’에 해당한다.내드름은

‘기경결해’의 단락마다 그 시작 선율을 보여주는 역할과 동시에 기 음을

제시하며,이를 통해 음악 흐름의 악이 가능하다.

둘째,내드름은 부분 동일한 음을 반복하거나 한 음으로 지속하며,

진양조 장단의 간결한 리듬꼴로 나타난다.

셋째,내드름은 단락 안에서 다른 장단들에 향력을 갖는데,내드름의

기 음 는 내드름의 선율을 토 로 선율이 축소되거나 꾸 음이 더해

지는 등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내드름은 단락 내 다른 장단에서(경,결,해)반복,변형되어 나

타날 선율 는 리듬꼴을 시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단락 내에서 선

율이 개되거나 발 되는 부분, 는 단락을 이완시켜주는 장단에서는

내드름과의 연 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와 같은 상은 목이 길어져

서 단락 수가 많아지면, 목의 뒷부분에 치한 단락에서 나타난다.

한,단락의 구성 장단 수가 5장단(6박 기 )이상인 경우에도 와 같은

상이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소리 ‘박록주제 흥보가’의 진양조 목 내드름의

특성과 향에 한 것으로, 소리 내드름의 음악 내용에 해 연구

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 본고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른 제

나 다른 바탕 는 다른 장단 등 그 범 를 확장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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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ofBeginningofChinyangjoinParkRok

Joo'sHeungbo-ga

Shim,SangYun

DepartmentofMusicology

KoreanVocal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Pansoriis a Korean traditionalart that is expressed through

Sori(song),Aniri(narration)andbalim(gesture)byasingleSorikun(a

singer)accompaniedbyaGosu(adrummer).Itconsistsofpartsin

accordancewiththedevelopmentofastoryandeachpartisalso

comprised ofseveralparagraphs.Each paragraph has ‘Naedreum’

(introductorymelody).Naedreum inPansoriisthemelodyofthefirst

rhythm ofeachparagraph.

Among Pansori‘Park Rok Joo’s Heungbo-ga’,this study

examines each of Naedreum of each paragraph of the

Ki-Kyung-Kyul-Hae(beginning-progress-climax-end) of Jinyangcho

10partstoestablish themusicalcontentsthatPansoriNaedreum

suggests.Asaresultoftheinvestigation,thefollowingisrevealedin

relationtoNaedreum ofeachJinyangchopart.

First, Naedreum of Jinyangcho belongs to Ki of



Ki-Kyung-Kyul-Hae.Naedreum playsa roleofshowing standard

tone as well as introductory melody for every part of

Ki-Kyung-Kyul-Hae.Throughthis,onecanunderstandthemusical

flow oftheparagraph.

Second,Naedreum ismostlycharacterizedwithrepetitionof

thesametoneorpersistenceofasingletone,whichareexpressedin

asimplerhythmicalstyleofJinyangchomelody.

Third,ithasimpactonotherrhythmsinparagraph.Onthe

basisofthestandardtoneormelodyofNaedreum,itisexpressedin

changedmusicalformssuchasthereductionoradditionofmelody.

Fourth,Naedreum plays a role of foretelling repetition,

changed melody or rhythmical style in other melodies

(Kyung-Kyul-Hae)ofaparagraph.However,Naedreum isweakly

relatedwiththebeginningspotofmelodyorrhythm thatrelaxesa

paragraph.Thisphenomenonoccursattheendofapartwhenitgets

longandthushasmoreparagraphs.Inaddition,itoccursevenwhen

thenumberofparagraph ofa partismorethan 5 rhythms(the

standardis6beats)

As show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to the

characteristicsandimpactofNaedreum ofJinyangchopartinPansori

‘ParkRokJoo’sHeungbo-ga’.Ithassignificanceinthatitexamined

themusicalcontentsofNaedreum inPansori.

Key words:Park Rok Joo,Heungbo-ga,Jinyangcho,Naedreum,

Ki-Kyung-Kyul-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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