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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감상을 위해 연행된 

노래가 아닌 기층음악이다. 즉 비전문 창자에 의해 불리는 자연태의 음악으

로 선율과 박자, 구조면에서 듣기에 가장 편안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지

역별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은 우리 음악의 고유한 특색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민요대전에 수록

되어 있는 42종의 각기 다른 여러 형태의 자장가를 분석하여 자장가 고유

의 음악적 특징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선율적 특징과 리듬적 특징으로 

나누어 각기 음구성과 선율구조, 소박유형과 속도, 가사붙임새를 분석하였

다. 또한 자장가에 출현하는 노래 외의 대화체 부분에서도 음악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 이를 도섭이라 칭하고 함께 분석하였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각 자장가의 음계에 따른 토리권 구분을 중심으로 음 

구성과 선율구조를 살펴보았다. 자장가는 대체로 낮은 음높이에서 한 옥타

브 내외의 좁은 음역을 사용하며 부른다. 4~5개의 출현음을 사용하며 다양

한 음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메나리토리로 구성된 자장가가 가장 많고 여

러 지역에서 나타나며 육자배기토리도 일부 나타났다. 제주도권과 북한권에

서도 독특한 음구성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외 여러 유형의 토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 토리의 자장가도 있었다. 메나리토리권의 선율구조가 주로 

전반의 박자에서 변화하는 반면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선율구조는 후반

의 박자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주도권과 북한권의 자장가는 특정

한 선율구조의 변화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제주도권 자장가의 도섭은 다

른 지역권의 도섭과는 달리 선율과 리듬, 가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기존의 

자장가 선율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80bpm 가량의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는 자장가의 박자는 3소박으로 구

성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소박으로 구성되거나 2소박과 3소박이 

혼합된 형태도 나타난다. 박절유형은 대체로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사

설의 붙임에 따라 변형박자를 보이기도 하였다. 가사붙임새는 한 박의 리듬

소가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로 반복되는 구조가 대부분의 악곡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도섭이 나타나는 자장가의 경우 각 장단의 마지

막 박에서 도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잦았으며, 새로 구를 구성하여 나타나는 

도섭의 경우에는 그 소박의 유형은 선율과 동일하였지만 박자의 길이는 다

르기도 하였다.

자장가는 듣는 사람을 재우기 위한 노래로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

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장가가 

불리는 지역에 따라 그 음악적 특징이 다르고, 불리는 지역에서 가장 자연

스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각 지역권에 따라 음 구성, 선율구조

의 변화양상, 박절유형은 다르지만 속도와 소박유형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도섭의 경우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음악적 특징을 보

였다. 즉, 3소박으로 구성된 좁은 음폭의 노래가 모든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선율과 박절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나타났지만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보다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에서 특정한 위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주요어 : 자장가, 도섭, 기층음악, 토리권별 음악특징

학  번 : 2012 - 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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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주로 아이가 잠들기를 

기원하며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노래로 주로 부

녀자에 의해 불리는 가사노동요의 한 종류이다. 감상을 위해 연행되는 전문

적인 가창자에 의한 음악이 아니며, 기층음악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

로 배운 적이 없거나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들

어왔던 자장가를 다시 아이에게 불러주며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특성이 있

다. 이에 이보형은 자장가에 대하여 “전래동요(童謠)의 한 종류로써 자연태

음악에 속하고, 이러한 음악은 민요토리의 자연태 음악문법체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1)고 서술하고 있다.

자연태 음악은 “교육 등의 학습행위가 없이 비전문 음악집단이 가창하며 

전승되는 생업 문화행위로서의 노래”2)로 이러한 음악의 분석을 통해 우리 

음악의 자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장가도 각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전파되어 불린 민족문화의 원형에 가까운 노래이다. 특정한 누군

가나 집단에 의하여 전승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노래로 자연태 음악의 일종인 것이다. 출현음 수, 관용적인 선율틀, 주

요음의 음정구조, 종지음, 관용적인 선율 진행뿐 아니라 박자구조, 리듬통사

구조, 리듬형태 등에서 자연태 음악으로써의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이 드러

난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을 통합적으로 깊게 살펴본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가와 같은 자연태 음악을 통합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개별 

음악이 가진 특성과 함께 자연태 음악의 음악적 특징까지 발견하는 연구가 

1) 이보형, “현대사회에서 전래동요의 의미”, 동양음악 31집, 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9.

2) 동요, 부녀요, 두렁쇠와 같은 음악 부문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비전문 음악
집단이 가창하는 생업 문화행위로써의 음악을 뜻한다. 행위 대가가 없고 공연전
승을 위한 교육이나 학습행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보형, “자연태 음악의
구조적 특성 - 변형태 음악과 대비되는 특성을 중심으로-”, 국립민속국악원논
문집 제 12집,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2, 249-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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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민요대전3)에 수록되어 있는 각 지방에서 채집된 자장가는 총 43종

으로, 이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장가가 가창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음원은 비전문 창자에 의해 불린 음악으로 연행을 위

해 꾸며진 형태가 아니어서 우리 음악의 자연적 특성을 살피는 데에 적합한 

재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향유되는 우리 음악의 고유한 특징을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자장가들을 대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율과 리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장가가 가지는 

장르적 특징 뿐 아니라 자장가가 가진 자연태 음악으로써의 본질적인 특징

의 일부까지 분석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자장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문학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음

악적으로 자장가를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1980년대 이기봉의 연

구4)가 음악적인 측면에서 자장가를 연구한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그쳐 있다. 이후 윤치부는 자장가와 관련한 

여러 편의 연구5)를 발표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장가의 문학적 분석에 그쳤지

만 이후 제주도 자장가를 음악적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며 자장가의 유

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명현6)은 자장가를 지역적 특징에 따라 분석

하였는데, 자장가에는 일반적인 공통의 특징과 함께 지역적으로도 특징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박자, 사설(가사붙임새)와 음폭, 음높이, 종지형 등

3) MBC,  한국민요대전, 서울: (주)문화방송, 1995.
4) 이기봉, “한국 자장가의 형태와 내용분석”, 대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5) 윤치부, “한국 자장가 연구”, 제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윤치부, “한국 자장가 연구: 제주도 자장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집, 제
주: 제주학회, 1985; 윤치부, “제주 자장가의 유형”, 탐라문화 5권, 제주: 제
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명현, “자장가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음악적 특징 연구”, 한국민요학 16집, 전
주: 한국민요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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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자장가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분석하였

고 선법과 토리를 혼용하는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심층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장가의 특징을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있

었다. 장은경7)은 자장가와 아이 어르는 소리를 음악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하

였는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밝혀내었다. 주로 후

렴구의 선율과 사설에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한 점이 흥미롭다. 허문정8)은 

전래 자장가와 외래 자장가를 비교하며 자장가라는 장르의 음악적 특성을 

찾고자 하였고, 조효선9)은 가곡 속의 자장가와 민요 자장가를 비교하였다. 

권오경10)은 자장가와 상여소리의 사설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음악의 가

사를 집중적으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윤갑희11)는 자장가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였는데, 전승자장가는 형식, 표현, 소재, 주제 등에서 민요가 아닌 새

로운 장르임을 주장하였다. 

자장가와 같이 아이를 기르는 육아와 관련한 음악은 아이 어르는 소리, 

신세타령 등이 있다. 이러한 음악의 연구는 자장가와 음악적 특징이 유사한 

점이 많아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은12) 등의 연구자는 자장가를 비롯한 영아음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영아음악의 수가 많아 기초적인 분석에만 그쳤다. 김혜정의 

흥글소리에 관한 연구13)도 있는데, 흥글소리는 신세타령의 일종으로 이 리

듬과 선율 같은 음악요소가 들어간 흥얼거리는 소리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

인 시가를 가진 구조를 나타냈으며 낮은 음역대의 육자배기토리 음계를 사

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근원적 음악재료와 문법을 분석하

7) 장은경, “전통적인 육아음악에 관한 연구: 아이 어르는 소리와 자장가를 중심으
로”, 용인: 용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허문정, “전래 자장가와 외래 자장가의 비교분석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9) 조효선, “한국전통자장가와 한국가곡 속의 자장가 비교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0) 권오경, “<상여소리>와 <자장가> 사설 수용양상: 풍수신앙을 중심으로”, 문학
과언어 16집, 서울: 문학과언어학회, 1995.

11) 윤갑희, “한국 전승 자장가 연구”, 한양어문연구 5집, 서울: 한양대학교 한양
어문연구회, 1987.

12) 노동은, 한국영아음악연구, 서울: 음악춘추사, 1984.
13) 김혜정, “전남지역 흥글소리의 음악적 구조와 의미”, 한국음악연구 24권, 성

남: 한국국악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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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의 분석을 제시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연태 음악으로써의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뚜렷이 밝혀낸 

연구는 전무하다. 자장가와 다른 음악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자장가가 자

연태 음악임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자연태 음악의 특징과 관련한 자장가의 

특징이 아직 밝혀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지역별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던 시도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

의 자장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와 같은 여러 종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발견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자장가의 채집

현황을 정리한 후 음악적 특징을 선율과 리듬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자장가는 그 수가 많아 선율적 특징으로 도출한 음계에 따른 분류를 중

심으로 각 자장가의 특징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장가가 가진 음

악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과 구조를 

선율과 리듬으로 나누어 복합적으로 분석하겠다. 

Ⅱ장에 속하는 자장가의 선율적 특징은 음계와 선율구조로 나누어 분석한

다. 음높이, 음폭과 출현음, 각 선율의 종지음을 바탕으로 자장가의 음계를 

밝혀내고 각 음계별 선율특징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선율적 특징은 각 자장가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음악의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종지음과 선율의 구성을 통하여 지역별 자장가 음계의 특징을 찾

아보고자 한다. 음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자장가를 오선보로 채보하여 

살펴보았는데, 채보는 조표 없이 다장조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실음과의 관

계를 악보의 왼쪽 상단에 기록하였다. 각 자장가의 음계를 파악하고 구성음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실음으로 악보를 기록하지 않고 조

옮김하여 기록한 것이다. 자장가는 비전문적 배경을 가진 창자에 의해 자연

스럽게 불리고 기록된 노래로, 일반적인 성인의 민요에서 보이는 떠는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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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꺾는 음이 강하게 쓰이지 않고 평이한 창법을 사용한다.14) 따라서 음악

분석을 위한 본고의 채보에서는 선율선을 중심으로 채보하며 주요한 장식음

만 기록하였다. 본문에서는 각 음의 이름을 꺽쇠( [ ] ) 안에 넣어 표기하며 

한 옥타브 위의 음은 어깨점(')로 별도 표기하였다. 또 각 자장가의 음계는 

높은 음부터 차례로 표로 기록하되, 종지하는 음의 칸은 음영으로 표시하였

다.

선율구조는 개별의 악곡에 등장하는 선율을 유형별로 나눈 후 각 유형의 

선율이 한 곡 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반복되는 유형의 

선율이 어떤 위치에서 변화하며 반복되는지 그 규칙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

다. 각 선율은 박자와 선율을 중심으로 악구로 나뉜다. 또 한 악곡은 여러 

개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다. 한 악구는 여러 박의 장단으로 구성되지만, 각 

박은 다시 소박으로 나뉜다. 자장가는 동일한 박자로 구성된 악구만 출현하

지 않고 특정 악곡에서는 더 확대되거나 축소된 길이의 악구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사와 노래의 호흡을 바탕으로 악구를 나누었다. 자장가

의 악구 구성을 “강원 머레”를 통해 설명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소박
박(리듬소)

악구

<표 1> 악구의 구성요소 

Ⅲ장에 속하는 자장가의 리듬적 특징은 속도와 소박유형, 가사붙임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장가의 속도는 전용 프로그램15) 을 이용하여 측

정하고, 속도가 변화하는 악곡의 경우 악곡의 시작과 끝 선율의 속도를 각

14) 이인숙, “한국 전래동요의 음악적 정체성”, 동양음악 31권, 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0.

15) Mixmeister BPM Analyzer (Mixmeister Technology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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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자장가의 리듬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는 먼저 자장가의 소박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가사붙임새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3소박의 한 박을 리듬소

라 지칭하였으며 자장가의 소박 구성형태를 소박유형으로 나누어 살핀 후 

각 소박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사붙임새를 분석하였다. 자장가는 정해진 장

단이 없지만, 가사와 호흡을 토대로 악구를 나누어 일반적인 가사붙임새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자장가의 가사붙임새를 살펴볼 것인데, 선율구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위치의 리듬소에서 리듬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리듬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찾아볼 것이다. 이는 반복되는 자장가의 리듬문

장을 발견하여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민요대전의 자장가 음원에는 노래 외로 대화체로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노래의 앞과 뒤, 혹은 중간에 

배치되며 선율적, 리듬적으로도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 연구

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선율 면에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장단에 포함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하여 ‘도

섭’이라 칭하고, 그 구조와 음악적 특징에 대하여서도 자장가 선율의 음악

적 연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도섭이라는 용어는 판소리에서 창도 아니

리도 아닌 새로운 영역의 음악적 요소를 명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 판

소리에서 길이가 짧고 선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탄조의 사설로 되

어 있는 부분을 의미16)한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도섭은 ‘변화, 요술’17)을 뜻

하는 말이다. 이혜구는 군목18), 김기수는 성음19)으로 칭하였으나 군목과 성

16) 이보형은 판소리에서 아니리로 된 대목 중에 갑자기 음의 고저를 넣어 마치 
창처럼 들리게 하는 창조 도섭과, 창을 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음의 고저를 생략
하여 마치 아니리처럼 들리게 하는 아니리조 도섭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보
형, “판소리란 무엇이냐?”, 판소리 다섯마당,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1989, 
12쪽.)

17)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 990쪽.
18) 이혜구, “판소리의 소리와 아니리”, 한국음악논집, 서울: 수문당, 1976, 134

쪽.
19) 김기수, “심청가”, 한국음악, 서울: 전통음악연구회, 1981, 286~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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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그 사전적 의미가 도섭과는 다르다. 도섭은 그 어원적 정의가 분명하

고 노래와 대화의 중간 형태로써의 형태도 음악적 특징을 가진 부분의 형태

를 규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20)

도섭은 악보와 함께 기록하였는데, 음표의 머리를 x로 표시하여 선율 부

분과 구분지어 놓았다. 노래에 비해 말에 가까운 도섭 부분은 그 음의 높이

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음으로 기록하였고, 길이 또한 짧고 긴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8분 음표(♪)와 4분 음표(♩), 늘임표() 등으로 소리의 

길고 짧음을 구분하여 놓았다.  

4. 자장가의 자료현황 및 연구대상

한국민요대전(1995)에는 북한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1972년에서 

1994년 사이에 채집된 총 43종의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평안북도 

태천군 운용리에서 채집된 자장가는 방아찧는소리와 연이어 불러져 있어 두 

선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음악적 특징도 혼재되어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으

로 삼지 않았다. 

한국민요대전에서는 대부분의 악곡명을 “자장가”로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만 “아이재우는소리(자장가)”로 기록되어 있다. 전라북도 지

역의 자장가도 자장가와 함께 제목에 가사의 첫 줄을 기록하여 그 유형이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창자가 인식하고 불렀던 곡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국민요대전 내에서는 이

러한 악곡들이 “자장가”로만 명명되어 있어 한국민요대전의 곡명을 분석

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역명이나 악곡의 제목으로는 자장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

어 본문에서는 새로운 악곡명을 붙여 각 악곡을 구분할 것이다. 가사를 활

용하여 각 곡을 구분 짓고자 하였는데, 지역명과 함께 반복되지 않고 등장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사의 앞 구를 합쳐 각 음원의 이름을 만들었다. 이는 

위의 <표 2>의 마지막 열인 “악곡명”에 기록되어 있다.

20) 이근욱, “판소리의 도섭에 관한 연구: 심청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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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록
위
치

기록번호 지역명
가창자
(생년)

녹음
연대
(년)

길이
(분:초)

악곡명

강
원
도
편

강원0121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최순희
(1920)

1994 0:54 “강원 머리”

강원0413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노덕신
(1914)

1994 0:50 “강원 머레”

강원0601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전옥녀
(1939)

1994 1:19 “강원 꼬꼬”

강원0607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안뙤내
이영옥
(1924)

1994 0:48 “강원 앞집”

강원0627 원주군 문막면 동화리
박복남
(1914)

1994 1:42 “강원 멍멍”

경
기
도
편

경기0312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성월선
(1921)

1993 0:33 “경기 뒷집”

경
상
남
도
편

경남0402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시전
이보명
(1917)

1992 0:54 “경남 개야”

경남0515 울산시 중구 송정동 
배말순
(1930)

1985 2:56 “경남 어레콩콩”

경남0812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박경출
(1920)

1992 0:41 “경남 우리강생이”

경
상
북
도
편

경북0218 경산군 용성면 용천리
박삼수
(1923)

1993 0:59 “경북 뒷집”

경북0618 상주시 초산동 
안맹학
(1929)

1993 0:32 “경북 금자동아”

경북1008
영천군 화산면 효정리 

괴정
김병록
(1925)

1993 1:33 “경북 아가아가”

경북1118 울릉군 북면 나리
김계선
(1910)

1993 0:54 “경북 개야공공”

<표 2> 한국민요대전 수록 자장가 목록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장가의 자료현황은 다음의 <표 2>에 정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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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1422 영일군 흔해읍 북송리 창자미상 1993 1:18 “경북 멍멍”

경북1424 영일군 흔해읍 북송리
김선이
(1927)

1993 0:23 “경북 웅굴뚱굴”

전
라
남
도
편

전남0211 고흥군 도양읍 관리 관하
정영업
(1929)

1990 1:06 “전남 우리애기”

전남0415
광양군 봉강면 지곡리 

조실
김덕남
(1921)

1990 2:23 “전남 꼬사리”

전남1412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초지
김영묵
(1918)

1990 1:20 “전남 금자동아”

전남1422 장흥군 장흥읍
김정심
(1917)

1989 1:26 “전남 눈이커서”

전남1903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김행임
(1926)

1990 1:39 “전남 마라”

전
라
북
도
편

전북0220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
박해경
(1926)

1990 1:21 “전북 우리아가”

전북0221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
이순이
(1931)

1990 1:02 “전북 앞집”

전북0705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신전21)
진선순
(1930)

1991 1:05 “전북 니가”

전북1101
부안군 보안면 원상림리 

22)
임영순
(1915)

1991 1:41 “전북 천지간”

제
주
편
23)

제주0606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안시봉
(1907)

1989 5:33 “제주 와마”

제주0809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오옥례
(1918)

1989 3:38 “제주 우리아기”

제주1008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강정숙
(1934)

1989 1:32 “제주 저래”

제주1014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김동성
(1923)

1989 1:21 “제주 던밥”

충
청
남
도
편

충남0107 대전시 동구 자양동
이정옥
(1929)

1993 1:58 “충남 우리애기”

충남0119 공주군 이인면 오룡리
허순동
(1919)

1993 3:06 “충남 뽕따다가”

충남0126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양승환
(1930)

1993 0:52 “충남 금자동아”

충남0406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이월년
(1920)

1993 1:46 “충남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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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0514 부여군 부여읍 동납리
서상수
(1916)

1993 0:49 “충남 아강”

충남0525 서산군 음암면 탑곡4리
하금수
(1938)

1993 1:11 “충남 꼬꼬”

충남0904 연기군 남면 양화리
조수성
(1909)

1993 1:48 “충남 살강”

충
청
북
도
편

충북0302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김소용
(1911)

1993 1:12 “충북 청삽사리”

충북0328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서화순
(1921)

1992 0:52 “충북 꼬꼬”

충북0420 중원군 신니면 모남리
조봉학
(1921)

1993 0:39 “충북 우리애기”

북
한
편

북한0204 평안북도 동림군 청강리
리정순
(1902)

1973 1:09 “평북 남의애긴”

북한0205 평안북도 삭주군 방산리
윤계향
(1913)

1972 1:09 “평북 아가”

북한0206 평안북도 삭주군 금부리
김영묵
(1905)

1972 0:32 “평북 남의집”

북한0207 평안북도 태천군 운용리24) 김영희
(1909)

1980 2:22 “평북 아강”

북한0734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읍
진노비
(1917)

1979 1:00 “함남 잘장군”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자장가는 1972년부터 1994년에 걸쳐 

채집된 것이다. 1972년경 채집된 북한권의 자장가가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제주도권의 자장가는 모두 1989년 일괄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이후 1989년

에서 1991년에 걸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자장가가 채집되었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자장가는 1992년에서 1994년에 주로 수집되었지만, “경남 어레콩

콩” 자장가는 1985년에 채집되었고 전라도처럼 지역별로 수집연대가 동일

하지는 않다. 강원도 지역의 자장가는 녹음연대가 1994년으로 가장 최근의 

21) 곡목으로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라고 기록되어 있다.
22) 곡목으로 “자장가 -천지간 만물지중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
23) 한국민요대전의 제주편에는 모든 자장가 음원의 곡목이 “아이재우는소리 (자

장가)” 라고 기록되어 있다.
24) 본 음원의 곡목은 “자장가, 방아찧는소리” 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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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여러 지역의 자장가가 채집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자장

가가 1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북한의 경우에도 평안북도에 편중되어 있

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25)와 경상북도 영일군 흔해읍26) 북

송리에서 불러진 자장가는 각 2종으로 같은 지역에서 불러진 두 형태의 자

장가이다. 일부 지역의 자장가를 제외하고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형

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음악특징을 밝히기에 손색이 없다.  

대체로 여성 창자가 부른 자장가가 기록되어 있으나 “경북 뒷집”, “전남 

금자동아”, “전북 우리아가”, “충남 뽕따다가”, “충남 금자동아”, “충남 살

강” 자장가는 남성이 가창한 것이다. 남성 창자의 자장가가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서 많이 채집되었다는 점은 특이하다.  

강원도 지역의 자장가는 모두 1분 내외의 짧은 악곡이며, 경상북도 지역

과 평안북도, 함경남도의 자장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경기도 지역의 

자장가도 30초 내외의 짧은 선율로 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의 자장가는 강

원도 지역에 비해 더 짧아 30초 내외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전라남도 지역

의 자장가는 모두 1분 이상의 악곡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길다. 이러한 경

향은 전라북도 지역의 자장가에서도 나타나는데, 2종의 자장가가 모두 1분 

이상의 길이를 보인다. 제주도 지역의 자장가 또한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길고 빠르다. 

경상남도 지역의 자장가 3곡은 2곡이 1분이 안 되는 짧은 선율임에 비해 

울산시 중구 송정동의 “경남 어레콩콩” 자장가만이 3분에 가까운 긴 형태로 

채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충청남도 

지역의 자장가도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데, 총 7종의 음원 중 3종이 1분 내

외의 짧은 악곡임에 비하여 3분에 달하는 긴 사설이 채집되어 있는 형태의 

자장가도 있다.

또한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자장가 중에는 도섭이 등장하는 자장가가 

있다. 자장가의 도섭은 가창자가 노래를 부르다 즉흥적으로 붙이는 부분으

로, 모든 도섭이 각기 다르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완전한 대화체라고 하기

25) 마을의 이름이다. 
26) 한국민요대전에는 본 곡의 지명이 경상북도 영일군 흔해읍으로 기록되어 있

으나, 영일군에는 흥해읍이라는 지명만 존재하여 이 표기는 흥해읍의 오기(誤
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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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선율과 리듬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음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섭의 음악적 특징도 각각의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과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 다만 도섭의 음악적 특징

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음계를 제외하고는 도섭 출현 자장가를 함

께 묶어 연구할 것이다. 

자장가는 그 자연적 특징 때문에 음악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단

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한 음악이었다. 그렇지만 다음

과 같은 42종의 자장가는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자장가에도 

음악적 특징을 여러 방면으로 살피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 음악적 특징과 구조를 분석하여 자연태 음악이 가지는 자장가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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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장가의 선율적 특징

자장가의 선율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음계와 선율구조를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 자장가의 음계를 찾기 위하여 출현음과 음폭, 각 

선율의 종지음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토리권에 따라 자장가를 분류하였

다. 선율구조는 기존의 토리권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악구별로 나누어 각 

악구 내의 선율변화를 살펴보았다.

1. 자장가의 음계

자장가의 음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그리고 지

역적으로 다른 특색을 보이는 제주도권과 북한권으로 분류하여 각 자장가의 

음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러 토리가 동시에 출현하는 형태의 자장가도 

존재하여 이를 복합 토리로 분류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가.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음계

강원도 지역의 자장가인 “강원 머리”는 다음의 선율과 같이 시작하고 있

다.

<악보 1> “강원 머리” 자장가의 1, 2구 선율 

“강원 머리” 자장가는 초반의 선율과 같이 [레'], [도'], [라], [솔], [미],  

음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와 [라] 음을 주요음으로 사용하며 [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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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 음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높은 [미'] 음까지 출현하여 

한 옥타브 내외의 음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선율의 특징은 민요 중 메나리토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선율의 특색을 보이는 자장가는 “강원 머리” 외에도 다양

하게 나타난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나타나며 전라도

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장가가 존재한다.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자장가는 모두 메나리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음계는 [레'], [도'], [라], [솔], [미] 5음의 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 

꼬꼬” 자장가의 경우에만 [레'] 음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 종지의 형태는 모

두 [라]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도 지역의 자장가 역시 9종 모두 [라] 음으로 종지하는 메나리토리권

에 속한다. 음계는 [도'], [라], [미] 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메나리토리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 [라], [도'] 음을 중심으로 

출현음이 구성되어 있지만, 경상북도 지역의 자장가에서는 [미'], [솔], [레'] 

등의 음이 추가된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음이 출현하지만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의 경우에는 극히 축소된 출현음을 보여주는데, [라]와   

[도']의 2음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의 선율은 각 

악구에서 위의 <악보 2>와 같이 [라]로 종지한다. 

<악보 2>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의 1, 2구 선율  

이와 같은 형태의 선율은 메나리토리의 음계 중 [라]와 [도'] 음이 주요한 

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는 

[라]와 [도'] 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선율의 종지에 있어서도 주로 

[라] 음을 활용한다. 출현음이 음계에 비하여 축소될 때에도 “경북 웅굴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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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예처럼 [미] 음 대신 [라]와 [도'] 음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특이하다. 

또한 이 두 음은 출현음 중 중간 음역대에 속하는 음이어서, 최저음이 아닌 

중간 음역대의 음이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경상도 지역의 자장가는 모두 [라] 음으로 종지하여, 다른 지역의 메나리

토리권 자장가와 유사한 선율적 특징을 보인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의 일부 

자장가에서 [시] 음이 출현하고, “충남 살강” 자장가의 경우에는 [도'] 음으

로 종지하기도 한다. 

충청도 지역의 자장가는 다양한 출현음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각 자

장가의 시작음과 종지음 또한 다양한데, “충남 뽕따다가”, “충남 금자동아”, 

“충남 아강”, “충북 청삽사리”, “충북 꼬꼬” 자장가는 [라] 음으로 종지하며, 

[도'], [라], [미]의 주요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나리토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충남 금자동아” 자장가는 [시] 음을 [도'] 음의 꺾는음으로 사용하

는 점에서 육자배기토리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

는 높은 [도'] 음을 종지음으로 사용하며 “충남 자장”, “충남 꼬꼬” 자장가

는 [솔],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는 [미] 음으로 종지한다. “충남 금자동아” 

자장가의 선율을 예로 들면 <악보 3>에서 볼 수 있다.

<악보 3> “충남 금자동아” 자장가의 1, 2구 선율  

메나리토리권으로 분류되는 전체 자장가의 음폭을 비교하면 <표 3>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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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저
음

 미  라  도'  레'  미'  파'

미

“강원 꼬꼬”, “경남 개야”, “경북 개야공공”, 

“강원 앞집”, “강원 멍멍”, “경북 금자동아”, 
“경북 아가아가”, “충남 살강”, “충남 뽕따다가”, 
“충남 금자동아”, “충북 청삽사리”, “충북 꼬꼬”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경기 뒷집”, 
“경북 뒷집”, “경북 멍멍”, “충남 아강”

라
“경북 웅굴뚱굴”

“경남 우리강생이”

<표 3>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음폭 비교 

대부분의 메나리토리권 자장가는 낮은 [미] 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내의 음폭을 보이고 있다. “경북 웅굴뚱굴”, “경남 우리강생이” 자장가는 최

저음이 [라] 음으로 나타나지만 음폭은 다른 자장가와 유사하게 한 옥타브

를 넘지 않았다. 

이상 <표 4>와 같이 그 선율과 출현음이 메나리토리와 유사하거나 같은 

특징을 보이는 자장가의 출현음을 지역별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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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음계

“강원 머리” 레' 도' 라 솔 미

“강원 머레” 레' 도'  라 솔 미

“강원 꼬꼬” 도' 라 솔 미

“강원 앞집” 레' 도' 라 솔 미

“강원 멍멍” 레' 도' 라 솔 미

“경기 뒷집” 레' 도' 라 솔 미

“경남 개야” 도' 라 미

“경남 어레콩콩” 레' 도' 라 미

“경남 우리강생이” 레' 도' 라

“경북 뒷집” 레' 도' 라 미

“경북 금자동아” 레' 도' (시) 라 미

“경북 아가아가” 레' 도' 라 솔 미

“경북 개야공공” 도' 라 솔 미

“경북 멍멍” 레' 도' 라 미

“경북 웅굴뚱굴” 도' 라

“전북 앞집” 도' 라

“충남 뽕따다가” 레' 도' 시 라 미

“충남 금자동아” 레' 도' 시 라 미

“충남 아강” 레' 도' 라 솔 미

“충남 살강” 레' 도' 라 솔 미

“충북 청삽사리” 레' 도' 라 미

“충북 꼬꼬” 레' 도' 라 미

<표 4>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음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장가의 음계적 특징은 조금씩 다르다. 메나

리토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레'], [도'], [라], [솔], [미] 의 출현음을 

모두 보이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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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 꼬꼬”, “강원 멍멍”, “경남 개야”, “경남 어레콩콩”, “경북 뒷

집” 자장가에는 도섭이 출현하여 음계에 따른 도섭 음의 특징도 함께 파악

할 수 있다. 이들 도섭은 독립된 악구를 형성하지 않고 선율과 혼재되어 나

타나고 있기에 리듬이 아닌 음계를 따로 분석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선율형

을 통하여 각 음계에서 어떠한 음으로 도섭이 출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섭이 어떠한 음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도

섭의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남 개야”, “경북 뒷집” 자장가 도섭은 동음만이 출현하기에 같은 음으

로 시작하여 종지한다. 이러한 형태는 “강원 멍멍” 자장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라] 음이 주로 사용되고 [솔] 음은 장식음의 일부로만 등장할 

뿐이다. “강원 멍멍” 자장가의 8, 9구에 나타나는 도섭의 선율을 통하여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4> “강원 멍멍” 자장가의 8, 9구 선율  

“경남 어레콩콩” 자장가 도섭은 [도'] 음으로 시작하여 [라] 음으로 종지

하여 높은 음으로 시작하고, 이와 반대로 “강원 꼬꼬”는 낮은 음으로 시작

하여 높은 음으로 종지하는 도섭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북 개야공공” 

자장가는 여러 번 출현하는 도섭의 악구가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선율형의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다.

각각의 도섭에서는 [라] 음으로 도섭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동

음을 반복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라] 음이 메나리토리권 자장

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출현음 중 가

운데 음역에 속하는 음을 반복하는 것은 [라] 음이 도섭으로 부르기에 가장 

편한 음이라는 뜻이며, [라] 음으로 반복되는 선율 가운데 반복선율이 도섭

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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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는 주로 낮은 [미] 음으로 시작하여 

[레'], [도'], [라], [솔], [미] 음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한 옥타브를 넘지 않는 

음폭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었다. 충청남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일부 자장

가는 [솔], [라] 음을 최저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메나리토리 음계에 

비해 축소된 출현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특히 중간 음역대의 [라] 와 [도'] 

음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음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자장가는 [도'], [라], [미] 음을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각기 매우 다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특이

하다. 전라남도의 자장가는 모두 가장 낮은 음인 [미] 로 종지하고, 같은 음

으로 시작한다. “전남 꼬사리”의 경우에만 중간 음역대의 음인 [라]로 끝마

칠 뿐이다. 그러나 출현음은 [도] 음에서 [시] 음으로 꺾는 음과 [미], [라] 

를 사용하는 육자배기토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전남 꼬사리”의 일

부 선율을 예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5>  “전남 꼬사리” 자장가의 7, 8구 선율  

전라북도 지역의 자장가는 다양한 출현음을 보이며, 각 노래의 종지음도 

[미]와 [라] 음으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자장가는 높은 [미'] 음으로 질러서 

시작하지만, “전북 니가” 자장가의 경우에만 낮은 [미] 음으로 시작하고 있

다. 다양한 출현음이 등장하는 가운데에도 [도'], [라], [미]의 골격음을 중심

으로 [시] 음이 장식음으로 사용되며 전라남도와 동일한 육자배기토리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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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특징을 보인다. 전라남도 지역의 모든 자장가와 전라북도 지역의 5종 

자장가 중 4종 자장가가 모두 육자배기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에 비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가 더 높은 

음역대를 보이며, 다양한 출현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도 육자배기토리의 음계구성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의 자장가 중 유일하게 육자배기토리로 이루어진 악곡으로 꺾

는 음이 출현하며 선율구성도 다른 육자배기토리로 된 자장가와 유사하다.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의 첫 선율은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

<악보 6>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의 1, 2구 선율  

높은 음에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선율형을 가진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

는 육자배기토리의 출현음을 사용하고 있으며, [라] 음을 주요음으로 사용하

고 있다. 높은 [미'] 음까지 출현하며 다른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보다 높

은 음역대에서 선율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상 <표 5>와 같이 육자배기토리로 구성된 자장가의 전체 음계를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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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음계

“전남 우리애기” 미 도' 시 라

“전남 꼬사리” 미 도' 시 라

“전남 금자동아” 미 도' 시 라

“전남 눈이커서” 미 도' 시 라

“전남 마라” 미 도' 시 라

“전북 우리아가” 미 레' 도' 라 (파)

“전북 니가” 미 도' 시 라 솔

“전북 천지간” 미 레' 도' 시 라 (솔)

“충남 우리애기” 미 도' 시 라

<표 5>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음계 

전라남도 지역의 자장가는 [도'], [시], [라], [미] 의 음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미] 음과 [라] 음을 주요음으로 사용한다. 선율은 대부분 낮은 [미] 

음으로 시작하며 종지한다. 그에 비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자장가는 더 다양

한 출현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 우리아가” 자장가는 [파] 음이 출현하

며 “전북 니가”, “전북 천지간” 자장가는 [솔] 음이 출현한다. [미]와 [라] 

음이 주요음으로 사용되지만 “전북 우리아가” 자장가의 경우에는 [시] 음이 

출현하지 않고 [레'] 음으로 시작하는 점 등이 기존의 육자배기토리와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충청도 지역의 유일한 육자배기토리 자장가인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는 전라남도 지역의 자장가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는 도섭이 출현하는데, 반복되는 몇몇 악구의 마

지막 음 하나만을 도섭으로 부른다. [미], [라] 음으로 종지할 때에 특히 나

타나는데, 특히 전체 선율이 종지하는 마지막 악구에서도 [라] 음을 도섭으

로 부르고 있다. 출현음 중 가장 낮은 음이 아닌 [라] 음으로 악구나 선율

을 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는 기존의 육자배기토리 음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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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제주 던밥” 자장가의 7, 8구 선율 

지만, 전라북도와 도섭이 나타나는 충청남도 지역의 자장가 등에서 더 높고 

다양한 출현음과 선율형태를 보였다.

다. 제주도권 자장가의 음계

제주도 지역의 자장가는 모두 높은 음역대의 출현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보 7>의 “제주 던밥” 자장가를 제외하고는 출현음 중에 가장 낮은 음인 

[라] 음으로 종지한다. [미'], [레'], [도'], [라]의 4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악곡에서만 다른 음이 출현할 뿐이다. 모든 제주도 지역 자장가의 종

지는 [라]음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주 던밥” 자장가의 출현음은 유일하게 

[미'], [레'], [도'], [라], [솔]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반경토리와 유사

하며 [라] 음으로 종지하고 경과음으로 [레'] 음을 사용하는 점, [라]와 [도']

음을 주요한 음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 제주도 지역의 자장가는 메나

리토리와도 유관하다고 도 할 수 있다.  “제주 던밥” 자장가가 그러한 경향

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7, 8구 선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제주도 지역의 전체 자장가의 음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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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음계

“제주 와마” 미' 레' 도' 시 라

“제주 우리아기” 미' 레' 도' 시 라

“제주 저래” 미' 레' 도' 라

“제주 던밥” 미' 레' 도' 라 (솔)

<표 6> 제주도권 자장가의 음계 

라. 북한권 자장가의 음계

평안북도 지역의 3종의 자장가는 각기 다른 종지음을 보여주고 있어 지

역에 따른 공통적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북 남의

애긴” 자장가를 제외하고는 2종의 평안북도 자장가가 모두 출현음 중 가장 

낮은 음으로 시작하고 종지한다. 그에 비하여 함경남도 지역의 “함남 잘장” 

자장가는 출현음 중 중간 음역대인 [라] 음으로 시작하여 [솔] 음으로 종지

하고 있다. 북한에서 채집된 자장가의 음계는 아래의 <표 7>로 정리할 수 

있다.

악곡명 음계

“평북 남의애긴” 미' 레 도 솔

“평북 아가” 레' 도' 라 솔

“평북 남의집” 레 도 솔

“함남 잘장군” 미 레 도 라

<표 7> 북한권 자장가의 음계 

또 “함남 잘장” 자장가는 도섭이 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음으로 지속되

며 나타난다. 11, 12구 선율을 통해 그 도섭의 출현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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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함남 잘장” 자장가의 11, 12구 선율 

북한권 자장가의 도섭은 일부 악구에서 장단의 마지막 박을 도섭으로 부

르며 한 음과 박으로 지속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섭의 형태가 

“함남 잘장” 자장가에서는 악구의 종지에서 총 3회 반복된다. 지속되는 음

은 [도'] 음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선행되는 박에서부터 완만하게 하행하는 

선율형을 이루며 북한권 자장가의 선율에서 [도'] 음이 종지의 의미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도섭이 등장하는 악구가 모두 [도'] 음으로 

시작하여 [도'] 음으로 종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

정리하면, 북한권의 자장가는 [미'], [레'], [도'], [라], [솔] 음을 주로 사용

하며, 각 자장가에 따라 그 선율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도섭이 나타

나는 자장가에서는 [도']음이 주로 사용되었다.  

마. 복합 토리 자장가의 음계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는 육자배기토리와 

메나리토리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출현음을 <표 8>로 정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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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음계

“전북 천지간” 미' 레' 도' 시 라 솔 미

“충남 자장” 도' 시 라 미

“충북 우리애기” 라' 솔' 미' 레' 도'

“충남 꼬꼬” 미' 레' 도' 라 솔

<표 8> 복합 토리 자장가의 출현음

“전북 천지간” 자장가는 육자배기토리에 나타나는 장식음과 음진행이 동

일하게 나타나지만, 주요음을 [미] 음과 [라] 음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두 

음으로 선율을 시작하고 종지한다. 그 외로도 메나리토리와 유사한 음형이 

나타나고 있어 육자배기토리와 메나리토리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 자장” 자장가도 이와 유사한데, [도']에서 [시]로 꺾는 음

이 출현한다는 점에서는 육자배기토리와 유사하지만 선율의 진행과 [미]와 

[라] 음의 사용이 메나리토리의 특성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율의 예시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 9> “전북 천지간” 자장가의 5, 6구 선율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는 다른 자장가에 비해 높은 음역대의 출현음을 

사용하고 있다. 선율형으로 낮은 [솔], [라] 음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저음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의 메나리토리라고 추측된

다. <악보 10>에서 그 선율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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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의 1, 2구 선율 

“충남 꼬꼬” 자장가는 [미'], [레'], [도'], [라], [솔]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경토리의 선율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자장가를 통틀어 유일한 경토리 

선율이어서 특이하다. 선율적 특징이 메나리토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메

나리토리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추측할 수 있지만, 주로 경토리의 음활용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악보 11> “충남 꼬꼬” 자장가의 1, 2구 선율 

이상 복합토리권에 속하는 자장가의 음계를 토리로 정리하면 “전북 천지

간”, “충남 자장”,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고, “충남 꼬꼬” 자장가는 경토리와 메나리토리의 혼

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자장가를 음계별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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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요출현음 악곡명

메나리토리권 레', 도', 라, 솔, 미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강원 꼬꼬”, 
“강원 앞집”, “강원 멍멍”, “경기 뒷집”, 

“경남 개야”, “경남 어레콩콩”,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뒷집”, “경북 금자동아”, “경북 아가아가”, 
“경북 개야공공”,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전북 앞집”, “충남 뽕따다가”, “충남 금자동아”, 

“충남 아강”, “충남 살강”, “충북 청삽사리”, 
“충북 꼬꼬”

육자배기토리권 도', 시, 라, 미
“전남 어서자자”, “전남 꼬사리”, “전남 금자동아”, 
“전남 눈이커서”, “전남 마라”, “전북 우리아가”, 

“전북 니가”, “충남 우리애기”, 

제주도권 미', 레', 도, 라
“제주 와마”, “제주 우리아기”, “제주 저래”, 

“제주 던밥”

북한권 레', 도', 솔
“평북 남의애긴”, “평북 아가”, “평북 남의집”, 

‘함남 잘장“

복합 토리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충남 꼬꼬”, 

“충북 우리애기”

<표 9> 음계에 따른 자장가의 분류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자장가는 메나리토리권과 육자배기토리권, 그리

고 제주도권, 북한권의 자장가로 분류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의 자장가가 대부분 메나리토리권에 속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하는데, 출현음 중 가장 낮은 음이 아닌 중간 음역대의 음이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자장가에서만 나타나는 메나리토리권 음악의 특징이다. 육자

배기토리권의 자장가는 전라도에서 주로 나타나며 “충남 우리애기”까지 포

함되는데, 역시 [라] 음을 주로 사용하여 전체 출현음 중 중간 음역대의 음

을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권의 자장가는 반

경토리와 유사한 음계를 보이며, 북한권과 함께 각 자장가가 독립적인 음악

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분류에 속하지 않는 4종의 자장

가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육자배기토리와 메나리토리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

거나. 경토리와 메나리토리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음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2. 자장가의 선율구조

자장가는 선율과 구조,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하나의 악곡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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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무한대로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형태 안에서 

각 선율은 고정되거나 변화한다. 선율의 일부가 고정된 가운데 특정 부분의 

선율만이 변화하며 노래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각 토리권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선율구조

 

“강원 머리” 자장가에서는 2구와 4구에 동일한 유형의 선율을 등장시키

지만, 그 3, 4박에는 변형된 선율이 등장한다.

 

<악보 12> “강원 머리” 자장가의 2, 4구

“강원 머리” 자장가의 2, 4구는 유사한 선율선을 가지고 있어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낮은 음에서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선율선을 가진 이 유형

의 선율은 2구와 4구의 3, 4박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2구의 “구” 음

보다 4구의 “내” 음이 더 높고, 2구의 “자” 음보다 4구의 “너” 음이 1음씩 

높아져 있다. 

자장가의 선율은 이와 같이 유사한 흐름을 가진 선율을 유형으로 묶을 

수 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변화는 개별의 리듬소에서 각기 나타나, 어떤 위치의 리듬소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의 자장가는 1박에서 4박에 이르는 선율을 고루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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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강원 꼬꼬”와 “강원 앞집” 자장가는 각기 2~3박, 1~2박만을 변화시키

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박자에 대한 선율 변화는 경기도 자장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2~4박의 선율이 조금씩 변

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도의 메나리토리권 자장가 역시 여러 박에서 선율이 다양하게 변화하

는데, 드물게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만 변화하는 악곡들이 존재하고, 이 경

우 주로 1~3박에서 선율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지역의 메나리토

리권 자장가에 비하여 경상도의 메나리토리권 자장가는 그 변화의 강도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남 어레콩콩”, “경북 멍멍”은 2박에

서, “경북 아가아가”는 1박, “경북 개야공공”은 3박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박자에서 변화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 경

상도 지역의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선율 변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

남 개야”,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는 다른 박에 전혀 선율의 변화가 나타나

지 않으면서도 3박에서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메나리토리권 자장가 

중 경상도 지역의 선율변화 특징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경남 개야” 

자장가의 7~10구는 유사한 단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7구와 9구의 3박 선율

만 변화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악보 13> “경남 개야” 자장가의 7~10구 선율 

전라북도 지역의 유일한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인 “전북 앞집” 또한 1~3박

에 걸쳐 선율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2박의 선율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다. 충청도 지역의 메나리토리권 자장가는 전체에 걸쳐서 선울이 

변화하기보다는 두 박에 걸쳐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충남 금자동아”, 

“충남 아강”, “충남 살강” 등의 경우 특정한 박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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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뽕따다가” 자장가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그 변화의 회수

가 크게 다르지 않아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의 변화양상과 같

이 변화의 정도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점이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에서 나타나

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선율이 어떤 위치에서 변화하였는지를 내용을 다

음의 <표 46>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난 부분을 음영 표시

하여 표의 마지막 행에 자장가의 선율이 각 박에서 얼마나 자주 변화하였는

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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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5박 이하

“강원 머리” 2 4 5 4 0

“강원 머레” 2 5 5 0 0

“강원 꼬꼬” 0 2 3 0 1

“강원 앞집” 4 2 0 0 0

“강원 멍멍” 6 4 6 3 0

“경기 뒷집” 0 1 4 1 0

“경남 개야” 0 0 8 0 0

“경남 어레콩콩” 8 11 7 2 3

“경남 
우리강생이”

4 0 1 0 0

“경북 뒷집” 3 3 2 4 1 1

“경북 금자동아” 0 1 1 0 1 0

“경북 아가아가” 8 5 6 0 0

“경북 개야공공” 2 4 6 1 0

“경북 멍멍” 4 11 8 1 0

“경북 웅굴뚱굴” 0 0 4 0 0

“전북 앞집” 2 7 3 0 0

“충남 뽕따다가” 3 25 29 9 0

“충남 금자동아” 0 4 8 0 0

“충남 아강” 0 4 7 0 0

“충남 살강” 15 2 0 0 0

“충북 청삽사리” 0 1 3 2 0

“충북 꼬꼬” 3 0 2 0 0

총 변화회수 14 18 20 9 3

<표 10>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는 다양한 위치에서 선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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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한 박에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를 제외한 경기도, 경

상도, 전라북도, 충청도에서 이러한 양상이 드러났으며, 주로 4박으로 이루

어진 선율 가운데 1~3박까지의 선율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다.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도섭은 대체로 종지 부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

다. “강원 꼬꼬” 자장가는 전체 악곡이 종지할 때 등장하는 반면 “강원 멍

멍”, “경남 개야”, “경북 뒷집” 자장가는 매 악구가 종지할 때 도섭이 등장

하는데, 따라서 다른 악곡에 비해 도섭의 길이가 짧고 자주 나타난다. 경상

도, 충청도, 함경남도 지역의 자장가는 악곡의 마지막 부분이 도섭으로 종

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도섭 출현 자장가의 목록과 도섭 출현 위치는 다음과 같다. 

악곡명 출현위치 출현회수(회)

“경남 어레콩콩” 악곡 시작시 1

“강원 꼬꼬” 악곡 종지시 1

“강원 멍멍” 악구 종지시 6

“경남 개야” 악구 종지시 7

“경북 뒷집” 악구 종지시 4

“경북 개야공공” 악구 종지시 4

<표 11>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도섭 출현양상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선율과 도섭은 모두 후반에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

였다. 선율구조는 각 악구의 후반부에서 변화하였으며 도섭 역시 악곡이나 

악구가 종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나.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선율구조

육자배기토리로 구성된 자장가는 대체로 긴 악곡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동일한 유형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선율의 변화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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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권의 선율보다 많은 편이다. 유사한 유형 가운데 몇몇 박자의 선율을 

변화시키며 노래를 전개하는 것이다. “전남 꼬사리” 자장가는 반복되어 나

타나는 후렴구의 1~3구 선율을 비롯하여 4구까지 매번 다른 유형의 선율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14> “전남 꼬사리” 자장가의 1~4구 선율 

전라도 지역의 자장가는 각 악구의 박마다 10회가 넘는 변화가 나타나기

도 하며, “전남 금자동아”와 같은 소수의 악곡만이 적게 변화할 뿐이다. 육

자배기토리권의 유일한 충청남도 지역 자장가인 “충남 우리애기” 역시 다수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1~4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모든 자장가

가 1, 2박의 선율을 변화시켰다는 점은 특이하다.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은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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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5박 이하

“전남 우리애기” 4 11 0 0 0

“전남 꼬사리” 9 11 11 0 0

“전남 금자동아” 2 2 2 0 0

“전남 눈이커서” 5 5 5 3 0

“전남 마라” 9 11 10 5 0

“전북 우리아가” 5 4 3 0 0

“전북 니가” 11 9 10 5 1

“충남 우리애기” 5 7 8 0 0

총 변화회수 8 8 7 3

<표 12>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는 주로 각 악구의 전반부에서 변화하며, 메나리

토리권의 자장가처럼 후반부에 변화가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

으로 악구의 모든 박에서 변화가 활발히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 중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는 도섭이 나타나는

데, 악구가 종지하는 모든 부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종지 악구

에 등장한다.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로 단락의 중간에 도섭이 등장하기도 한

다. 즉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는 선율과 도섭 모두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며, 선율은 전반에 집중되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제주도권 자장가의 선율구조

제주도권의 자장가는 음구성적인 면에서 메나리토리권,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제주도권의 자장가는 선율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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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고 서사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음을 반복하는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반복의 과정에서 몇몇 박의 음에 변화를 주어 선율

의 단순성을 탈피하는데, 그 변화의 위치는 각 악곡마다 조금씩 다르다. 제

주도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을 박별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5박 이하

“제주 와마” 10 9 25 21 5

“제주 우리아기” 12 9 22 7 4

“제주 저래” 0 6 2 2 0

“제주 던밥” 4 3 5 0 1

총 변화회수 3 4 4 3 3

<표 13> 제주도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 

제주도권의 자장가는 그 변화의 회수가 다른 자장가에 비하여 많으며, 그 

변화가 장단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저래” 자장가의 경우에만 

2~4박에서만 선율이 변화하고 다른 박에서는 선율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

을 뿐이다. 또한 “제주 던밥” 자장가도 그 선율의 길이와 변화양상 모두 적

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 와마”, “제주 우리아기” 자장가는 단락이 종지할 때 도섭이 나타난

다. “제주 던밥”도 도섭이 나타나지만 단락의 중간에 나타나며, “제주 와마”

와 “제주 우리아기”에 비해 그 출현빈도도 적다.

악곡명 출현위치 출현회수(회)

“제주 와마” 단락 종지시 8

“제주 우리아기” 단락 종지시 6

“제주 던밥” 단락 중간 3

<표 14> 제주도권 자장가의 도섭 출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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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의 제주도권 도섭 출현 자장가는 그 도섭의 유형이 다양하며 가사적

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선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선율, 가사, 구조의 측면

에서 모두 선율과 도섭이 불일치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아래의 <악보 15>

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5> “제주 던밥” 자장가의 17~20구 선율

<악보 15>의 “제주 던밥” 자장가 출현 도섭은 기존에 아이를 축원하는 

다양한 사물비유와 달리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 대한 원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구의 리듬과 선율구조 역시 선율과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이 제주도권 자장가의 도섭 선율은 다른 지역의 자장가 도섭과는 

달리 가사와 악구 구성 측면에서 선율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자장가에서 사용되는 도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 북한권 자장가의 선율구조

 

북한권 자장가 4종은 모두 짧은 선율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유

형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사한 유형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

른 유형의 선율이 나열되는 노래인 것이다. 따라서 선율의 변화양상도 다른 

자장가에 비하여 많지 않다.

선율의 변화양상은 일정하지 않은데, 특히 평안북도 지역의 자장가에 비

하여 함경남도 지역의 자장가는 전체 박에 걸쳐 변화가 고루 나타나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 평안북도 지역의 자장가는 특정 박에서만 변화하고, 그 

이외의 박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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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장가의 경우에는 모든 변화가 각 구의 1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상 북한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을 <표 15>처럼 정리할 수 있다.

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5박 이하

“평북 남의애긴” 0 5 3 0 0

“평북 아가” 7 0 0 0 0

“평북 남의집” 0 1 1 0 0

“함남 잘장” 3 7 8 4 0

총 변화회수 2 3 3 1

<표 15> 북한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 

변화는 1~3박에서 고루 나타나며 특히 2, 3박이 많이 변화한다. 이러한 

양상은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와도 유사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 “함남 잘장” 자장가에서는 도섭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도섭의 구조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특이하다. 반복되는 악구에서 일부 악구의 마

지막 박의 음을 도섭으로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마. 복합 토리 자장가의 선율구조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충남 꼬꼬”,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는 복

합 토리 유형의 자장가에 속한다. 그러나 그 선율의 구조는 각각의 지역권

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선율구조적인 면에서는 각 자장가가 지역권에 해당

하는 토리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자장”, “충남 꼬꼬”,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는 전체 박에 있어서 

선율의 변화가 고루 나타나고 있다. 특히 1~3박까지의 변화양상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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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기 특정한 박의 선율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지만, 전체 박의 변화양

상이 고루 유사한 점이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과 유사하다. 

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5박 이하

“충남 자장” 6 9 10 5

“충남 꼬꼬” 4 5 6 0

“충북 우리애기” 3 4 2 2

총 변화회수 3 3 3 2 0

<표 16> 복합 토리 자장가 중 충청도 지역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 

그에 비하여 “전북 천지간” 자장가는 모든 박에서 선율의 변화가 나타나

는 가운데에도 특정한 박자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선율변화양상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는 것이다. “전북 천지간” 자

장가는 모두 4박으로 이루어진 악구로 되어 있는데, 1박이 5회, 2박이 8회, 

4박이 3회 변화하는 반면 3박은 11회 변화하여 자장가의 선율 가운데 3박

의 선율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육자배기토리

권의 자장가와 동일하게 나타나. 음구성의 특징과 달리 “전북 천지간”의 선

율구조가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선율구조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

다.

이상 전체 자장가의 선율구조 양상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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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율구조

메나리토리권 악구 후반의 변화 소수

육자배기토리권 악구 전반의 변화 다수

제주도권 악구 전체에 걸쳐 변화 다수

북한권 악구 전체에 걸쳐 변화 소수

복합 토리 유사한 지역권과 동일

<표 17> 한국민요대전 수록 자장가의 선율구조 양상 

각 자장가는 동일한 유형의 선율을 변화시키며 다양한 선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변화의 형태가 다르다. 메나리토리권이 3~4박의 선율을 주로 변

화시키는 반면 육자배기토리는 1~3박의 전반 선율을 변화시키는 등 집중되

어 있는 변화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이다. 다만 제주도권과 북한권의 자

장가는 악구 전체에 걸쳐 변화가 나타난다. 선율의 변화량도 다른데, 육자

배기토리권과 제주도권은 메나리토리권, 북한권에 비하여 변화한 선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복합 토리에 속하는 자장가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는데, 유사한 지역의 토리권과 동일한 선율변화양상이 나타나

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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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장가의 리듬적 특징

자장가의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자장가 선율의 소박유

형, 속도와 리듬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장가의 속도

자장가라는 음악이 가지는 리듬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별 선율

과 장단의 길고 짧음을 분석해야 할 뿐 아니라 음악 전체의 특징도 확인해

야 한다. 즉, 음악 전체의 빠르기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장

가의 속도 또한 박절유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의 자장가가 

많지만 가창의 과정 중에 노래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경우도 존재

하였다. 

전체 중 86%의 자장가가 동일한 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됨에 비하여, 16%

에 달하는 총 6종의 자장가는 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장

가는 불규칙한 박자를 보이는 악곡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전남 금자동아”

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규칙한 박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불규칙한 

박자의 악구로 되어 있는 악곡의 경우에는 그 속도 또한 불규칙하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속되는 자장가는 한 지역에 집중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제주도 지

역 자장가의 경우에만 절반에 가까운 악곡이 불규칙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

다. 

그 유형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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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정한 속도의 자장가 가속되는 자장가

강원도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강원 꼬꼬”, “강원 앞집” “강원 멍멍”

경기도 “경기 뒷집”

경상남도 “경남 개야”, “경남 우리강생이” “경남 어레콩콩”

경상북도
“경북 뒷집”, “경북 금자동아”, “경북 아가아가”, 
“경북 개야공공”,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전라남도
“전남 우리애기”, “전남 꼬사리”,  “전남 눈이커서”, 

“전남 마라”
“전남 금자동아”

전라북도 “전북 우리아가”, “전북 앞집”, “전북 니가”, “전북 천지간”

제주도 “제주 저래”, “제주 던밥”
“제주 와마”, “제주 

우리아기”

충청남도
“충남 우리애기”, “충남 뽕따다가”, “충남 금자동아”, 
“충남 자장”, “충남 아강”, “충남 꼬꼬”, “충남 살강”

충청북도 “충북 청삽사리”,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

평안북도 “평북 남의애긴”, “평북 아가”, “평북 남의집”

함경남도 “함남 잘장군”

<표 18> 속도에 따른 자장가의 분류

자장가는 전체적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불리고 있는데, 한 박을 점사분음

표() 로 보고 악곡별로 측정했을 때의 속도는 59bpm에서 108bpm 사이

에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 지역의 자장가는 느린 속도의 악곡과 빠른 속도의 악곡이 혼재되

어 있다. 그 빠른 속도의 악곡은 경기도 지역의 자장가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자장가가 짧은 길이로 되어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자장가 역시 다양한 속도를 보이는데, 특히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는 전체 자장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불러진다. 다

른 경상북도 지역의 자장가가 느린 속도로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경상

남도 지역의 자장가 역시 두 자장가의 속도가 큰 폭을 두고 벌어져 있다. 

제주도 지역의 자장가 또한 두 악곡의 속도가 크게 차이나 경상남도, 경상

북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 던밥” 자장가는 전체 자장가 중 

가장 느린 속도로 되어 있어 그 속도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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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남 눈이커서”, “전북 앞집” 자장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70bpm이 

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히 빠르거나 느린 악곡은 없고, 63bpm에서 

79bpm 사이에 모두 유사한 속도로 분포되어 있다. 충청도 지역의 경우에도 

66bpm에서 91bpm 사이의 유사한 속도로 자장가를 노래한다.

평안북도의 “평북 남의집” 자장가는 가장 짧은 길이의 선율로 먼저 측정

된 바 있는데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른 특색을 보인다. “평북 아가”를 제외하

고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자장가 모두 다른 지역의 자장가와 그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리하자면, 각 지역의 자장가는 지역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다양한 속도

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지역에서

만 유사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자장가의 속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악곡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며 전승되는 형태의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

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각자의 창자가 청자가 가장 편히 들을 수 있는 속도

로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가 자장가였고, 그에 따라 속도도 결정되었기 때

문이다. 다만,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르지 않은 60bpm 이상의 속도가 부르

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규칙적인 박자로 되어 있는 악곡의 속도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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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악곡명 BPM( /분) 악곡명 BPM( /분)

강원도
“강원 머리” 65 “강원 꼬꼬” 65

“강원 머레” 76 “강원 앞집” 79

경기도 “경기 뒷집” 77

경상남도 “경남 개야” 65 “경남 우리강생이” 88

경상북도

“경북 뒷집” 60 “경북 개야공공” 72

“경북 금자동아” 65 “경북 멍멍” 62

“경북 아가아가” 59 “경북 웅굴뚱굴” 108

전라남도
“전남 우리애기” 70 “전남 눈이커서” 65

“전남 꼬사리” 71 “전남 마라” 79

전라북도
“전북 우리아가” 76 “전북 니가” 72

“전북 앞집” 63

제주도 “제주 저래” 83 “제주 던밥” 59

충청남도

“충남 우리애기” 66 “충남 아강” 81

“충남 뽕따다가” 69 “충남 꼬꼬” 91

“충남 금자동아” 72 “충남 살강” 86

“충남 자장” 71

충청북도
“충북 청삽사리” 78 “충북 우리애기” 71

“충북 꼬꼬” 67

평안북도
“평북 남의애긴” 75 “평북 남의집” 103

“평북 아가” 65

함경남도 “함남 잘장군” 79

<표 19> 한국민요대전 수록 일정한 속도의 자장가 속도

이와 같은 일정한 속도의 자장가와 달리 가속되는 유형의 자장가도 그 

속도를 통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속되는 유형의 자장가를 직접 살피기 이전에, 이러한 악곡들의 전체 길

이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인 자장가에 비하여 긴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 멍멍” 자장가만이 1분이 되지 않는 짧은 악곡인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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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으로는 제주도 지역의 자장가가 2곡으로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각기 1곡씩이 불

규칙적인 박자를 보여 불규칙적인 박자가 지역적으로 특색을 보인다기보다

는 개별 악곡이 가진 음악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모두 빠른 속도이며, “전북 천지간” 자장가만이 조금 느리다.

가속되는 속도의 차이는 4bpm에서 17bpm까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점

차적으로 가속되는 자장가의 속도 변화 양상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았다.

악곡명
변화속도(bpm)

평균속도( /분)
전체길이
(분:초)시작 종지

“강원 멍멍” 67 80 74 0:48

“경남 어레콩콩” 73 77 75 2:56

“전남 금자동아” 66 83 75 1:20

“전북 천지간” 67 75 71 1:41

“제주 와마” 71 91 81 5:33

“제주 우리아기” 72 78 75 3:38

<표 20> 불규칙적인 박자의 자장가 속도변화 양상 

자장가의 속도는 66~80bpm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또한 

80bpm 이상의 빠른 노래는 7종에 지나지 않아 17%에 불과하였고, 67bpm

보다 느린 노래도 30%에 달해 비중 있게 존재하였다. 위의 표에서 굵게 표

시한 악곡들은 불규칙한 박자로 점차 빨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총 

7곡, 전체의 18%에 달하는 이 악곡들 또한 66~80bpm을 유지하고 있었고, 

“강원 멍멍” 자장가만 66bpm에 못 미치는 느린 속도로 되어 있었다.

이상 전체 자장가의 속도 분포현황을 빠르기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27)

27) 속도가 변화하는 자장가의 경우 평균 속도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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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속도( /분-bpm) 악곡명

58~60 “제주 던밥”, “경북 아가아가”, “경북 뒷집”

62~66
“경북 멍멍”, “전북 앞집”, “경북 금자동아”, “평북 아가”, 
“강원 꼬꼬”, “강원 머리”, “경남 개야”, “전남 눈이커서”, 
“충남 우리애기”, “강원 멍멍”

67~72
“충북 꼬꼬”, “충남 뽕따다가”, “전남 우리애기”, “전북 천지간”, 
“제주 와마”, “전남 꼬사리”, “충남 자장”, “충북 우리애기”, 
“전북 니가”, “충남 금자동아”, “경북 개야공공”

73~80

“전남 금자동아”, “제주 우리아기”, “경남 어레콩콩”, “평북 
남의애긴”, 
“강원 머레”, “전북 우리아가”, “경기 뒷집”, “충북 청삽사리”, 
“전남 마라”, “강원 앞집”, “함남 잘장군”

80 이상
“충남 아강”, “제주 저래”, “충남 살강”, “경남 우리강생이”, 
“충남 꼬꼬”, “평북 남의집”, “경북 웅굴뚱굴”

<표 21> 한국민요대전 수록 자장가의 속도 분포현황

자장가는 청자가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속도로 이루어진 노래였을 

것이다. 지역과 창자에 따라 그 속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60bpm에서 

80bpm 사이의 속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부 악곡의 경우 80bpm 이상의 

빠른 속도로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소수의 경우일 뿐이었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르지 않은 속도로 구성된 자

장가는 속도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며, 여러 지

역에서 유사한 속도로 정착되어 불렸다. 

자장가의 아이를 재우는 기능상 노래의 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자가 듣기 편한 속도를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선율과 리듬 등의 요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60-80bpm의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는 자장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리잡아 선율

과 리듬에 변형이 나타나며 다양한 형태로 불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자에 

의하여 선택되고 가창과정에서 자리잡은 자연적 특성이기에 이러한 속도는 

자연태 음악으로써의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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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장가의 소박유형

자장가의 소박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한 곡 내에서 규칙적인 박자

로 부르는 노래와 그렇지 않은 유형의 자장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의 자장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

역에서 불규칙한 박자형태의 자장가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제

주도, 충청북도 지역의 자장가는 규칙적인 노래보다 불규칙적인 자장가의 

선율이 더 많이 등장한다. 자장가 내의 도섭 선율의 경우 따로 선율과 동일

한 소박유형으로 등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장가 선율의 소박유형과는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지역 규칙적인 박자의 자장가 불규칙한 박자의 자장가

강원도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강원 앞집” “강원 꼬꼬”, “강원 멍멍”

경기도 “경기 뒷집”

경상남도 “경남 개야”, “경남 우리강생이” “경남 어레콩콩”

경상북도
“경북 뒷집”, “경북 금자동아”, 

“경북 아가아가”, “경북 개야공공”,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전라남도 “전남 금자동아”, “전남 눈이커서”
“전남 우리애기”, “전남 꼬사리”, 

“전남 마라”

전라북도 “전북 우리아가” “전북 앞집”, “전북 니가”, “전북 천지간”

제주도 “제주 저래”
“제주 와마”, “제주 우리아기”, 

“제주 던밥”

충청남도
“충남 우리애기”, “충남 뽕따다가”, 

“충남 꼬꼬”, “충남 살강”
“충남 금자동아”, “충남 자장”, 

“충남 아강”

충청북도 “충북 청삽사리”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

평안북도
“평북 남의애긴”, “평북 아가”, 

“평북 남의집”

함경남도 “함남 잘장군”

<표 22> 한국민요대전 수록 자장가의 박절유형 

규칙적인 박자를 가진 자장가의 경우 악구 내부의 소박도 유사한데,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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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4박자의 악구(즉, 한 악구의 전체 길이가 12박)가 가장 보편적이다. “경

기 뒷집”의 악구도 3소박 4박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구의 선율은 아

래의 <악보 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6> “경기 뒷집” 자장가의 1구 선율 

일정한 박자로 되어 있는 자장가는 대부분 3소박 단위의 12박 길이의 악

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경북 금자동아”,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는 3소박 단위가 두 번 반복되는 6박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개야공공”,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뒷집” 자장

가는 3소박과 2소박이 혼합되어 각 5박에서 16박의 길이로 다양하게 나타

나기도 한다. 3소박과 2소박이 번갈아 나타나며 4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

북 개야공공” 자장가의 경우 <악보 17>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 

<악보 17> “경북 개야공공” 자장가의 1구 선율 

규칙적인 박자로 이루어진 자장가의 각 악구별 리듬소 구성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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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길이(박) 소박유형(박) 악곡명

6 3+3 “경북 금자동아”, “충북 청삽사리”

10 
3+2+3+2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개야공공”

2+2+2+2+2 “경북 아가아가”

12 3+3+3+3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경기 뒷집”, 
“경남 개야”,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전남 금자동아”, “전남 눈이커서”, “전북 우리아가”, 
“제주 저래”, “충남 우리애기”, “충남 뽕따다가”, 

“충남 꼬꼬”, “충남 살강”, “평북 남의애긴”, 
“평북 아가”, “평북 남의집”, “함남 잘장군”

16 3+2+3+3+2+3 “경북 뒷집”

<표 23> 규칙적인 박자의 자장가 소박유형

한 종류의 박절유형으로 구성된 위의 악곡과 달리, 두 개 이상의 유형이 

출현하는 불규칙적인 박자의 자장가도 17종이 존재한다. 불규칙한 박자의 

자장가 중에서는 대부분의 자장가가 보여주고 있는 3소박 4박자 계열의 자

장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다 소수의 악구만 다른 박자로 진행하는 유형

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3소박 3박자, 5박자, 6박자 등의 박자를 활

용하여 가사에 따라 선율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 어서자자” 자장가는 3소박 4박자로 선율을 진행하다 4구와 6구에서 

3박의 선율로 변화하는데, 이를 통하여 단순한 반복의 노래를 벗어나는 효

과를 내며 가사의 서사적 흐름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다. <악보 18>의 선율을 통하여 4박자에서 3박자로 변화하는 불규칙적인 

박자를 관찰할 수 있다.

<악보 18> “전남 어서자자” 자장가의 3, 4구 선율 

 

“전북 니가”, “충남 금자동아”,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 등의 자장

가도 “전남 어서자자”와 같이 가사에 따른 불규칙박자로 구성된 악구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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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강원 멍멍”, “강원 꼬꼬”, “경남 어레콩콩” 등의 자장가에서도 이

러한 박자가 나타나며, 일부 자장가의 경우 변형되는 악구의 박자도 다양하

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소박의 유형이 달라지지는 않고 박자의 길이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마라” 자장가의 경우에는 3소박 4박자로 진행

하다 한 악구에서만 2소박 4박자로 진행하고 있다. “전남 마라” 자장가의 

11구에서 14구까지의 선율은 아래와 같다.

<악보 19> “전남 마라” 자장가의 11~14구 선율 

3소박 4박자로 진행하던 “전남 마라” 자장가는 14구에서 갑자기 2소박으

로 변화한다. 기존의 악구에 비하여 가사의 양도 많아지는데, 많은 가사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박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노래를 부르던 창자의 배경에 의하면 가사에 따라 노래의 구조를 바꿔가

며 본 자장가를 불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드물게 소박구조의 

변화까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제주 와마” 자장가에서도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제

주 와마” 자장가는 길게 지속되는 서사구조를 가진 자장가로, 선율은 주로 

3소박 4박자나 2소박 4박자로 불리며, 도섭이 중간에 등장하며 소박구조가 

변화하며 한 단락 내에서도 가사에 따라 악구의 박자 길이가 달라지기도 한

다. 주로 기존의 박자보다 악구의 길이를 늘려 노래하는데, 7박 이상으로 

길게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상 다음의 표로 불규칙적인 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장가의 소박 및 

박자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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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유형의 
구분

박절유형
악곡명

다수 출현 소수 출현

2개의 유형 등장 3소박 4박자

3소박 3박자 “전남 우리애기”

2소박 4박자 “전남 마라”

3소박 5박자 “전북 니가”

3소박 6박자
“충남 금자동아”,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

3개의 유형 등장 3소박 4박자

3소박 3박자 
3소박 6박자

“강원 멍멍”

3소박 5박자
3소박 6박자

“강원 꼬꼬”, “전북 앞집”,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충남 아강”

3개 이상의 유형 
등장

3소박 4박자
3소박 3박자
3소박 5박자
3소박 6박자

“경남 어레콩콩”, “제주 우리아기”, “제주 
던밥”

2소박 5박자
2소박 6박자
2소박 7박자
2소박 9박자

“전남 꼬사리”

2소박 4박자
3소박 4박자

3소박 3박자
3소박 6박자
2소박 5박자
2소박 6박자
2소박 7박자

“제주 와마”

<표 24> 불규칙적인 박자의 자장가 소박유형 

또한 자장가의 도섭 선율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장가의 도섭은 악구 내부에 등장하는 경우와 새로 악구를 형성하는 형태

의 두 경우로 나뉜다. 악구 내부에 포함된 경우 도섭의 박절유형 역시 각 

악구의 소박 구성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악구의 일부 박, 그 중

에서도 일부 소박에서만 도섭이 나타나, 노래와 도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경북 뒷집” 자장가의 경우 두 리듬소를 포함하여 2+3의 5박 길이 

도섭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섭은 “경북 뒷집” 자장가의 종지 부분에 

나타나는데, 그 선율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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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경북 뒷집” 자장가의 19구 선율

“경북 뒷집” 자장가와 달리 대부분의 도섭 출현 자장가는 각 악구의 마지

막 음만을 도섭으로 바꾸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장가의 기본 소

박유형에 따라 도섭 또한 2소박이나 3소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 개

야”, “충남 우리애기”, “함남 잘장” 등의 자장가에서 이러한 형태로 도섭이 

나타난다. 도섭의 위치는 각 악구의 마지막 박에 집중되어 있어, 도섭의 출

현이 각 자장가의 선율에서 종지적 역할을 하고 있음도 추측할 수 있다.

“강원 꼬꼬”와 “경남 어레콩콩”,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도섭 출현 자장가

인 “제주 와마”, “제주 던밥” 자장가는 기존의 장단 안에서 도섭이 출현하

지 않고, 악구 사이에 도섭이 하나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그 길이는 기존의 장단 길이와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박자로 구

성되어 있지만 2소박과 3소박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 와마” 

자장가의 9~11구 선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1> “제주 와마” 자장가의  9~11구 선율

이상 각 도섭의 박절유형을 다음의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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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소박유형 소박의 길이

“강원 멍멍” 3소박 악구 내부 2 ~ 3

“경남 개야” 3소박 악구 내부 3

“충남 우리애기” 3소박 악구 내부 2

“함남 잘장군” 3소박 악구 내부 3

“경북 뒷집” 2+3소박 악구 내부 3 ~ 5

“경북 개야공공” 2+3소박 악구 내부 2 ~ 3

“강원 꼬꼬” 2소박과 3소박 혼합 13

“경남 어레콩콩” 2소박과 3소박 혼합 21

“제주 와마” 2소박과 3소박 혼합 17 ~ 42

“제주 던밥” 2소박과 3소박 혼합 8 ~ 19

<표 25> 자장가 도섭의 소박유형 

또 전체 자장가의 소박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표 26>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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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유형 악곡

3소박
4박자

규칙적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경기 뒷집”, 
“경남 개야”,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전남 금자동아”, “전남 눈이커서”, “전북 

우리아가”, 
“제주 저래”, “충남 우리애기”, “충남 뽕따다가”, 

“충남 꼬꼬”, “충남 살강”, “평북 남의애긴”, 
“평북 아가”, “평북 남의집”, “함남 잘장군”

불규칙적

“전남 우리애기”, “전남 마라”, “전북 니가”
“충남 금자동아”,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

“강원 멍멍”, “강원 꼬꼬”, “전북 앞집”,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충남 아강”

“경남 어레콩콩”, “제주 우리아기”, “제주 던밥”

기타 규칙적 “경북 금자동아”, “충북 청삽사리”

2소박 5박자
규칙적 “경북 아가아가”

불규칙적 “전남 꼬사리”

혼소박 규칙적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개야공공”, 

“경북 뒷집”

기타 불규칙적 “제주 와마”

<표 26> 소박유형에 따른 자장가의 분류 

자장가는 주로 3소박 4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자의 길이는 모두 일정

하지 않고 불규칙적이기도 하다. 3소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자장가는 

“전남 꼬사리”, “제주 와마” 자장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칙적인 소박유형

으로 되어 있다. 

자장가에 나타나고 있는 청자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박자 구조는 3

소박의 유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3소박의 소박유형은  자장

가와 같은 자연태 음악 뿐 아니라 궁중음악과 통속민요 등의 다양한 전통음

악에서 나타난다. 3소박 4박자의 박자형이 모두에게 가장 편안한 형태의 박

자구조였기 때문에 자장가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에서 사용되었으리라 추측

하게 된다. 



- 54 -

3.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본문에서는 가사붙임새에 따라 각각의 자장가들이 어떠한 장단형으로 가

사를 부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

보았던 방법과 같이 토리권별로 각 자장가가 어떠한 가사붙임새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3소박 4박자로 형성된 자장가에서 4개의 리듬소로 나뉘는 각 악구는 동

일한 선율을 반복하지 않고 부분을 변형시켜 선율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강원 머레” 자장가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선율 가운데 악구의 세 번째 박

의 리듬형을 변화시키는 선율이 등장한다.

<악보 22> “강원 머레” 자장가의 7, 9구 선율 

“강원 머레” 자장가의 7구 3박은 ♪♪♪ 로 구성되어 있는 리듬형태를 

보이지만, 이와 유사한 선율을 나타내고 있는 9구에서는 같은 위치의 리듬

소가 ♪♩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장가는 한 악구 내에서 개별의 리

듬소를 변화시키며 다양한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같은 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장가를 먼저 정리한 후에 각 박자의 자장

가가 어떤 위치에서 리듬소를 변화시키며 가사의 붙임새에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메나리토리권인 자장가의 가사붙임새는 각 악곡마다 다양하지만, 그 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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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을 박자에 따라 <표 27>로 정리할 수 있다.

박자구성 박절유형 악곡명

3박자 이하 3소박 2박자 (6박) “경북 금자동아”, “충북 청삽사리”

4박자

3+2+3+2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개야공공”

3소박 4박자 (12박)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경기 뒷집”, “경남 개야”,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충남 뽕따다가”, “충남 
살강”

4박자
변형태

주로 4박자이지만
다른 박자의 악구도 

등장

“강원 멍멍”, “강원 꼬꼬”, “경남 어레콩콩” 
“충남 금자동아”, “충남 아강”, “충북 꼬꼬”, 

5박자 이상
2소박 5박자 (10박) “경북 아가아가”

3+2+3+3+2+3 “경북 뒷집”

<표 27>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1) 4박자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자장가는 2소박과 3소박이 번갈아 등장

하는 총 10소박 구조의 혼소박 4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총 10구의 악구는 

모두 동일한 리듬형을 보이는데, “강원 앞집”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

새를 통해 그 리듬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자장 자 장 잘도 잔 다

<악보 23>  “강원 앞집”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혼소박 4박자 구조의 이 가사붙임새는 5박의 동일한 리듬이 2번 반복되

는데, 한 박에 2음보를 노래한 후에 다음 박은 지속하고, 다시 각기 한 박

과 두 박에 걸쳐 노래하는 리듬으로 되어 있다. 첫 박이 짧고 이어지는 박

이 길며 후반부에 길게 지속하는 음이 출현하는 것이 다른 가사붙임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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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장가와 유사하다. 

“강원 앞집” 자장가에서 이 가사붙임새는 선율과 시김새만 다르고 동일한 

구조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우리강생이” 자장가는 종종 그 변형태

를 보인다. 변형된 리듬형은 초두에 2음보를 한 박으로 노래하는 특징을 간

직하고 있으며 5박에 지속하던 음을 새로운 선율로 연주하는 변화를 보였

다. 또 선율의 마지막 악구인 9구에서는 뒤 5박 중 4박을 1음보 1박으로 

노래하며 이전의 선율과는 다른 리듬형을 보여 종지의 느낌을 자아내기 위

한 변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변형이 2,3박에서만 발생한 것도 특

징이다.

가사붙임새28) 출현악구위치

우리 강 생 이 잠잘 잔 다 2, 6, 8

우리 자 장 우 리 자 장 9

<표 28> “경남 우리강생이”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소박 층위) 

“경북 개야공공” 자장가도 3소박과 2소박이 번갈아 등장하는 총 10소박

의 4박자 구조의 장단이다. 여러 형태의 가사붙임새가 한 악곡 내에 나타나

고 있는데, 먼저 1~13구, 16~17구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사붙임새

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자 장 자 장 워 리 자 장

<악보 24> “경북 개야공공”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이러한 가사붙임새는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자장가의 가사붙임

28) 동일한 유형의 가사붙임새의 경우 처음으로 등장하는 악구의 가사를 기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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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도 유사하다. 동일한 가사붙임새가 곡 전체에 걸쳐 반복되지만, 후반부

에 2회에 걸쳐 다른 형태의 가사붙임새가 나타난다. 즉, 3, 4박자의 리듬형

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형은 2회 출현 후에 다시 이전의 가사붙임

새로 변화하여 종지한다. 

이 외로 4박자로 구성된 악곡은 모두 3소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3소

박 4박자 자장가에 자주 등장하는 자장가의 기본이 되는 가사붙임새는 다음

과 같다.

O O O O O O O O 

<표 29> 3소박 4박자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기본리듬형 1 (소박 층위)

3소박 중 앞의 두 소박에 가사를 넣고 마지막 소박을 지속하는 형태가 4

회 반복되는 이 기본형은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경기 뒷집”, “경북 멍

멍”, “충남 뽕따다가”, “충남 살강” 자장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듬형이 동일한 형태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형

태로 변형되는 것인데, 그 변형의 위치는 각 악곡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경기 뒷집”, “경북 멍멍”, “충남 살강” 자장가에서는 변화한 형태의 가

사붙임새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동일한 기본리듬형 1이 주로 출현한다. 

다만 “함남 잘장” 자장가만은 다양한 위치의 리듬소에서 리듬의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충남 뽕따다가” 자장가의 경우에는 다른 자장가에 비해 더 

다양한 가사붙임새의 변화가 나타난다. “강원 머리”나 “강원 머레” 자장가

도 3박에서 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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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강원 머리” 1 0 7 0

“강원 머레” 2 0 5 0

“경기 뒷집” 1 0 0 0

“경북 멍멍” 0 0 0 0

“충남 뽕따다가” 12 8 9 14

“충남 살강” 0 0 0 1

총 변화회수 4 1 3 2

<표 30> 기본형 1로 구성된 4박자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세부변화양상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북 멍멍” 자장가를 제외하고, 기본형 1로 

구성된 4박자 자장가의 가사붙임새는 주로 1, 3박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

남 뽕따다가” 자장가의 경우 1박, “강원 머리”, “강원 머레” 등의 자장가에

서 3박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박의 변화는 특히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개야공공” 등의 다른 4박자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남 개야”,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는 3소박 4박자로 구성되었지

만 기본형 1과 다른 가사붙임새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속하는 선율형의 

한 박을 바탕으로 3소박 길이의 박을 동일하게 4회 반복하는 단순한 형태

의 가사붙임새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꾸밈음이 붙은 음을 첫 소박에 노래

한 후 3소박동안 같은 음과 가사를 지속하는 형태로 한 박을 유지하고, 이

와 같은 형태를 4회 반복한다.

또한 “충남 자장”, “충북 꼬꼬” 등의 자장가는 악곡의 종지에 4박자로 구

성된 악구가 아닌 변형된 박자의 악구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형태 박자는 

“충남 금자동아”, “충북 꼬꼬” 등에서도 나타나며, “경남 어레콩콩” 자장가

의 경우에는 10회 이상의 변형악구가 출현한다. 그 변형태의 가사붙임새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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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기본태 변형위치(악구번호) 변형태 유형

“강원 꼬꼬”

3소박

4박자

4, 6, 8, 11, 16 5박자
단락 끝

9, 13 6박자

“강원 멍멍”

2 3박자

단락 끝 또는 시작(8구)7, 8, 10 6박자

16 5박자

“경남 

어레콩콩”

16, 42, 60, 67, 68 5박자

가사 나열27, 59 3박자

28, 41, 62, 64, 69, 70 6박자

“충남 

금자동아”
5 6박자 가사 나열

“충남 아강”
2, 12, 13, 14 6박자

가사 나열
10 5박자

“충북 꼬꼬” 10 6박자 악곡 끝

<표 31> 변형태 박자 출현 메나리토리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 출현 위치 

변형태 박자는 주로 가사가 나열될 때에 나타나는데, 일부 악곡의 경우 

단락의 끝이나 시작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원 꼬꼬”, “강원 멍멍”의 

모든 선율적 단락이 종지될 때에 도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형

태 가사붙임새가 선율의 단락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정하기엔 

어렵다. “경남 어레콩콩”, “충남 금자동아”, ‘충남 아강“ 등의 예에서 가사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변형태 가사붙임새가 나타나는 예가 더 많은 모습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는 기존의 4박자 자장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가사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다.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형태의 

리듬소가 3회 반복된 후에는 3소박에 걸쳐 한 박을 길게 지속한다. 이와 같

은 장단구조는 총 12개의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 악구 중 7회 등장하며, 3

박이 변화하는 경우가 5회 나타나 기본의 장단구조가 후반부에 변화하는 양

상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를 대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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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굴 뚱 굴 모 개 야

<악보 25>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2) 5박자 이상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5박자로 구성된 메나리토리의 자장가는 “경북 아가아가” 자장가 1종으로, 

동일한 장단형이 22번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가사붙임새의 형태

는 “경북 아가아가”의 첫 구 가사붙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 가 아 가 잠 들 거 라

<악보 26> “경북 아가아가”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2음보의 가사가 3번 반복된 후에 1음보를 2박에 걸쳐 2번 반복하는 8음

보 10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리듬형은 변형되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되며 선율과 시김새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자장가 중 2소박 6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

는 “경북 금자동아”와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의 2곡이다. 악구당 6박으로 

구성된 각각의 악곡은 모두 2개의 리듬소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는 동일한 리듬의 악구가 총 14회 반복된다. 전체 

악구가 동일한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

의 첫 구 선율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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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 자 장 워리 자 장 

<악보 27>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첫 박에 두 음과 가사(음절)가 출현한 후 이어지는 두 박에서는 각기 한 

음씩 이어지는 구조가 2번 반복되는데, 쉼표도 없이 이러한 구조가 끊임없

이 반복된다. 출현음의 변화도 많지 않고 종종 꾸밈음을 통해 선율의 단조

로움을 피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가사붙임새는 “경북 금자동아”에서도 나타

나는데, 4구 선율의 가사붙임새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옥을 주면 ㅡ 너를 사나  ㅡ

<악보 28> “경북 금자동아” 자장가의 4구 선율 가사붙임새  

“경북 금자동아”의 가사붙임새는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의 가사붙임새와

도 유사한데, 두 음절을 한 박에 넣어 2회 반복하고 마지막 음을 세 번째 

박까지 유지하며, 같은 구조가 다시 한 번 반복된다. 7구로 구성된 짧은 악

곡인 “경북 금자동아”에서는 이러한 가사붙임새가 총 4회 등장하며, 이에 

대한 변형태격의 가사붙임새도 함께 출현한다. 선율을 제외하고 가사만으로 

가사붙임새를 <표 32>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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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붙임새 출현악구위치

-우리 애기 잘도 잔다 2

너 하나 우는 소리 6

일 천간 장 다녹 는 다 7

<표 32> “경북 금자동아”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변형태

“경북 금자동아” 자장가의 2구에서는 1구의 마지막 음을 반 박 가량 지

속하다 짧게 두 음절을 연속하여 붙이고, 다시 다수 출현하던 이전의 가사

붙임새로 돌아와 선율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 가사붙임새

에서 첫 박이 변화한 변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 초반 3구에 걸쳐 장단을 

늘이는 형태가 자주 등장한 노래의 특성상 1구의 마지막 박이 늘어진 형태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장단구조를 반복하여 나가던 “경북 금자동아” 자장가의 선율은 6구

에 이르러 그 가사붙임새를 변화시키는데, 특히 6구에서는 6박 형태의 악구 

자체가 변화되어 5박으로 노래한다. 두 음절을 한 박에 넣어 세 박에 걸쳐 

가사를 나열하고 네 번째 박의 소리를 두 박으로 지속한다. 이와 같은 나열

식의 가사는 7구에서도 등장하는데, 한 음절을 한 박에 불렀다가 다시 두 

음절을 한 박에 넣는 구조를 2회 반복하고, 마지막 두 박은 각기 한 음절씩 

끊어 부른다.

전반적으로 “경북 금자동아”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변형태는 가사를 나열

하기 위한 형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곡의 후반부에 나타

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북 뒷집” 자장가는 2소박과 3소박이 혼합된 6박자 장단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3소박-2소박-3소박이 2회 반복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종지구의 2악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장단구조를 보인다. <표 29>는 

“경북 뒷집”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인데, 이와 동일한 가사붙임새가 

이후 계속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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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 자 장 워 리 자 장

<악보 29> “경북 뒷집”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이와 같은 선율은 “경북 뒷집” 자장가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가사붙임새는 7구와 12구에서 선율의 단락이 종지할 때 변화

되어 나타난다. “경북 뒷집” 자장가의 7구 선율과 12구 선율은 동일한데, 

그 가사붙임새는 아래와 같다. 

    무 륵 무 륵 잘 자 래 라

<악보 30> “경북 뒷집” 자장가의 7구 선율 가사붙임새

“경북 뒷집” 자장가의 변형태 가사붙임새는 그 선율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변화하였는데, 3박자와 4박자의 소박구성 또한 달라진 것이 특징이다. 선율

의 단락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가사붙임새는 전체 선율의 종지에서는 나

타나지 않고 있어 특이하다. 

“경북 뒷집” 자장가는 도섭이 나타나기도 한다. 선율의 후반부가 도섭으

로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경북 뒷집” 자

장가의 11, 12, 19구 선율을 통하여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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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경북 뒷집” 자장가의 11, 12구 선율 

<악보 32> “경북 뒷집” 자장가의 19구 선율 (종지구)

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다른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의 도섭 가사붙임새와 다

른데, 모두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는 다른 도섭과 달리 “경북 뒷집” 자장가

에서만 도섭의 박자형태가 변화한다. 다만 모든 도섭의 등장위치가 단락의 

종지구에 있고, 선율을 마치는 부분에서 도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도섭

이 종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강원 꼬꼬”, “강원 멍멍”, “경남 개야”, “경남 어레콩콩” 자장

가에 도섭이 출현한다. “강원 멍멍”, “경북 뒷집” 자장가는 리듬형이 다른 

선율로 도섭이 구성되어 있다. 선율의 후반부가 도섭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경남 개야” 자장

가는 모든 도섭의 선율이 동일하다. 악구가 종지하는 장단의 3번째 박을 도

섭으로 부르며, 앞이 짧고 뒤가 긴 박자를 고수하며 도섭으로 노래하는 것

이다. 다만 “강원 꼬꼬”, “경남 어레콩콩” 자장가는 도섭이 1회만 등장하여 

구조를 분석하기 어렵다.

이를 통하여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 중 도섭이 나타나는 위치는 모두 각 

선율의 후반부이며, 그 선율의 방법은 각 자장가마다 다르지만 앞이 짧고 

뒤가 긴 리듬의 선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는 모두 3소박 4박자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남 꼬사리” 자장가만 주로 5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육자배기토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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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의 가사붙임새를 <표 3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박자구성 박절유형 악곡명

4박자

3소박 4박자 (12박) “충남 우리애기”, “전남 금자동아”, “전북 우리아가”

주로 4박자이지만
다른 박자의 악구도 

등장

“전남 눈이커서”, “전남 어서자자”, “전남 마라”, 
“전북 니가”

5박자
주로 5박자이지만

다른 박자의 악구도
등장

“전남 꼬사리”

<표 33> 육자배기토리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3소박 단위의 분박이 동일한 리듬소로 4회 반복되는 4박자의 기본형 1 

장단구조는 다양한 자장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북 우리아가” 자장가의 

경우 동일한 가사붙임새가 곡 전체에 반복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악구도 

가사붙임새가 변화하지 않고 단지 음높이만 변화한다. 일부의 리듬소가 변

화되어 변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의 가사

붙임새는 <표 3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충남 우리애기” 2 1 3 17

<표 34> 기본형 1로 구성된 4박자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세부변화양상

이와 같은 장단구조의 변화는 그 변화의 위치에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

다. 자장가의 선율구조가 리듬소에 따라 특정 위치에서 변화가 집중되어 있

는 것처럼 가사붙임새 역시 일정한 위치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의 경우 기본 리듬형에서 4번째 리듬소가 변화한 가사붙임

새가 다수 등장하는데, 세 박에 걸쳐 각기 한 음씩 등장하는 나열식의 리듬

형으로 되어 있다. 이 외로 3박이 변화한 경우가 2회, 3·4 리듬소가 변화한 

경우가 1회, 1·4 리듬소가 변화한 경우는 1회 나타나고 있다. 앞이 짧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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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 기존의 리듬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리듬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1회

에 불과하며, 그 또한 4개의 리듬소 중 하나의 리듬소만 앞이 길고 뒤가 짧

은 변형된 리듬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전남 금자동아” 자장가 역시 3소박 4박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형 1

의 가사붙임새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 박자가 한 음으로 지속되는 형태의 

보다 단순한 가사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악구에서 이러한 가사붙

임새가 변화한다. 10구, 12구에서는 3번째 박의 리듬소가 변화하며 16구에

서는 1, 2박의 리듬소가 변화한다. “전남 금자동아” 자장가의 10구 선율은 

아래의 <악보 3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너 를 살 거 냐

<악보 33> “전남 금자동아” 자장가의 10구 선율 가사붙임새 

“충남 금자동아”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는 모두 10구의 3박 리듬소와 

같이 앞이 짧고 뒤가 긴 리듬소로 이루어져 있다. 메나리토리권 자장가를 

비롯하여 기본형 1로 구성된 자장가와 같이, 앞이 짧고 뒤가 긴 리듬소가 

다양한 자장가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마라” 자장가는 3소박 4박자로 진행하는 가운데 2소박 4박자의 악

구가 1회 출현한다. 이는 박자가 변화하지 않고 소박의 단위만 변화한 것으

로 가사의 자수에 따라 선율의 세부적인 형태가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전남 금자동아” 역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1박에서 3박에 이

르기까지의 3박에서 소수의 변화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세부

가사붙임새의 소극적인 변화는 변형태 박자로 이루어진 육자배기토리 자장

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형태 박자 출현 육자배기토리권 자

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를 <표 3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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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기본태 변형위치(악구번호) 변형태 유형

“전남 

어서자자”
3소박 

4박자

4, 6 3박자 일부 단락 끝

“전남 

눈이커서”
18 6박자 가사 나열

“전북 니가” 12 5박자 가사 나열

“전남 꼬사리”
2소박

5박자

1, 10 6박자

악곡 시작, 가사 나열17 7박자

26 4박자

<표 35> 변형태 박자 출현 육자배기토리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 출현 위치 

전체적으로 육자배기토리 자장가는 메나리토리 자장가에 비하여 가사붙임

새의 변화가 적었으며, 그러한 양상은 기본형 장단의 자장가와 함께 변형태 

박자 출현 자장가의 경우에까지 나타났다. 변형된 박자가 출현한 악구가 1

구에서 2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다. 제주도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제주도권 자장가 4종은 모두 3소박 4박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박자

의 악구도 나타나는 변형태 박자 출현 자장가에 속한다. 제주도권 자장가의 

경우 많은 가사붙임새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그 변형은 5박자와 

6박자 이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3박자로 축소된 변형태 박자는 극

히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각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 출현 위치를 

<표 36>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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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기본태 변형위치(악구번호) 변형태 유형

“제주 와마”

3소박

4박자

3, 8, 19, 20, 23, 24, 

25, 26, 42, 54
6박자

가사 나열
9, 58, 71 7박자

18, 31, 40, 43, 48, 
49, 

50, 51, 57, 59, 68 
5박자

33 3박자

“제주 우리”

16, 39, 43, 46 3박자

가사 나열7, 15, 17, 33, 44, 53 5박자

9, 19, 25, 32, 36, 37, 

45, 47, 51, 52
6박자

“제주 저래” 11, 18 7박자 가사 나열

“제주 던밥”

2 6박자

가사 나열4, 14, 20 5박자

12, 17 3박자

<표 36> 변형태 박자 출현 제주도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 출현 위치 

“제주 와마”, “제주 우리”, “제주 던밥” 자장가는 각기 3박자에서 7박자까

지의 박자변화를 보이지만, 소박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하

고 있다. 각 변형 붙임새는 단락의 중간에서 가사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사

용되고 있으며, 선율의 앞이나 끝에서 특정한 역할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제주 저래” 자장가는 다른 자장가에 비하여 변형된 가사붙임새가 적게 나

타나는데, 11구와 18구에서 7박자로 확장된 형태가 2회 나타날 뿐이다. 

<악보 34> “제주 저래‘ 자장가의 16~18구 선율

“제주 저래” 자장가의 선율 예시를 통하여 가사붙임새의 확장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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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던 현상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권의 자장가에서 이러한 가사붙임새의 변화는 가사의 나열시에만 나

타났다.

라. 북한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모든 자장가가 변형태 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 자장가와 달리 북한

권의 자장가는 변형태 박자가 출현하지 않으며 모두 3소박 4박자로 구성되

어 있다. 다양한 가사붙임새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함남 잘장군” 

자장가는 기본형 1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평북 남의애긴”, “평북 남의집” 

자장가는 기본형 2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각 박자에 따른 세부 가사붙임새 

변형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악곡명
변화된 위치 (회수)

1박 2박 3박 4박

“평북 남의애긴” 2 4 4 1

“평북 남의집” 8 6 8 0

“함남 잘장군” 10 9 10 8

총 변화회수 2 0 1 0

<표 37> 기본형 2로 구성된 4박자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세부변화양상 

다양한 위치에서 북한권의 자장가는 가사붙임새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주

로 1박, 3박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유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다

른 토리로 구성된 자장가와는 다르다. 또한 이 외로 다른 유형의 가사붙임

새를 보이는 자장가도 존재한다. “평북 아가” 자장가는 기본형 1과 첫 번째 

리듬소는 동일하지만 2, 3 리듬소는 다시 기본형 2와 유사하고, 3번째 리듬

소의 박을 4번째 리듬소까지 지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평북 아가”

의 첫 구 선율의 가사붙임새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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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 자 장

<악보 35> “평북 아가” 자장가의 1구 선율 가사붙임새 

이러한 장단구조는 총 22구로 이루어진 “평북 아가” 자장가 중 17개의 

악구에서 나타나며, 5개의 악구만이 첫 리듬소에서 박자변화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평안북도 지역의 자장가를 비롯한 북한권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변화양상이 다른 지역과 달리 전반 또는 다양한 위치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다시 볼 수 있다.

마. 복합 토리 자장가의 가사붙임새

선율적 특징에 의하면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충북 우리애기” 자장

가는 육자배기토리권과 메나리토리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각각 자장가의 가사붙임새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복합 토리 유형에 속하는 네 자장가는 모두 3소박 4박자를 바탕으로 변

형된 박자가 출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5박자와 6박자의 악구로 

변형되는데, “충북 꼬꼬”의 종지 선율을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 36> “충북 꼬꼬” 자장가의 9, 10구 선율

앞이 짧고 뒤가 긴 3소박의 리듬형이 4회 반복되는 기존의 가사붙임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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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기본태 변형위치(악구번호) 변형태 유형

“전북 천지간”

3소박 

4박자

1 5박자 악곡 시작

4, 15, 28 6박자 가사 나열

“충남 자장”
1, 19 6박자

악곡 및 단락 시작, 악곡 끝
11, 20, 22 5박자

“충북 꼬꼬” 10 6박자 악곡 끝

“충북 

우리애기”
6, 8 6박자 일부 단락 끝

<표 38> 변형태 박자 출현 자장가의 변형 가사붙임새 출현 위치 

“충북 꼬꼬” 자장가의 선율 종지에서 6회, 6박자로 늘어나 나타나고 있다. 

리듬형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상태로 박자의 길이만 늘어난 것이다. 이러

한 변화는 가사를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주로 

악곡의 시작이나 끝에서 자주 나타난다. 변형태 박자가 출현하는 자장가에

서 그 변형태의 출현위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종의 복합 토리 유형 자장가는 모두 악구가 확장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전북 천지간”, “충남 자장” 자장가는 특히 선율의 첫 악구를 확장하여 연

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의 두 충청북도 지

역 자장가는 악구와 단락의 끝을 확장시키고 있어 복합 토리 유형의 자장가

들은 전체적으로 선율과 단락의 처음 또는 끝에 악구의 길이를 길게 변화시

켜 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전체 자장가의 박자를 다음의 <표 3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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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구성 박절유형 악곡명

3박자 이하 3소박 2박자 (6박) “경북 금자동아”, “충북 청삽사리”

4박자

3+2+3+2 “강원 앞집”, “경남 우리강생이”, “경북 개야공공”

3소박 4박자 (12박)

“강원 머리”, “강원 머레”, “경기 뒷집”, “경남 개야”, 
“경북 멍멍”, “경북 웅굴뚱굴”, “전남 금자동아”, 

“전북 우리아가”,  “충남 우리애기”, “충남 뽕따다가”, 
“충남 꼬꼬”, “충남 살강”, “평북 남의애긴”, “평북 아가”, 

“평북 남의집”, “함남 잘장군”

4박자
변형태

주로 4박자이지만
다른 박자의 악구도 

등장

“강원 멍멍”, “강원 꼬꼬”, “경남 어레콩콩”, “전남 
눈이커서”, 

“전남 우리애기”, “전남 마라”, “전북 앞집”, “전북 니가”, 
“전북 천지간”, “제주 우리아기”, “제주 저래”, “제주 던밥”, 
“충남 금자동아”, “충남 자장”, “충남 아강”, “충북 꼬꼬”, 

“충북 우리애기”,  “제주 와마”

5박자 이상

2소박 5박자 (10박) “경북 아가아가”

주로 5박자이지만
다른 박자의 악구도 

등장
“전남 꼬사리”

3+2+3+3+2+3 “경북 뒷집”

<표 39> 박자에 따른 자장가의 분류

자장가는 주로 3소박 4박자의 가사붙임새로 이루어져 있으며, 드물게 2박

자나 5박자로 구성된 자장가도 나타났는데, 3소박 4박자가 아닌 가사붙임새

의 자장가는 “전남 꼬사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메나리토리권 자장가에 속하

였다. 또한 일부 악곡의 경우 곡 전체가 같은 박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박자의 변형태가 나타나는 자장가도 다수 나타났다. 주로 4박자이지만 

다른 박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18곡, 주로 5박자이지만 다른 박자도 등장하

는 악곡이 1곡으로 역시 4박자 계열의 선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4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다수 자장가의 리듬소 구성은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로 나타났다. 앞의 박이 짧고 뒤가 긴 리듬형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장단구조는 자장가, 전래동요 등의 서사요에 흔히 나타난다29)고 한다. 자연

태 음악으로써의 자장가는 4박자 계열의 가사붙임새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악구의 내부에서는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를 주로 활용하여 아이

29) 김인숙, 위의 글.



- 73 -

를 재우며 토닥거리는 행위와 노래를 일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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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자장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아기 때 듣고 또 성인이 되어 불러주던 노래

로, 창자와 지역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비전문적인 음

악가에 의해 불리는 자연태의 음악으로 선율과 박자, 구조면에서 듣기에 가

장 편안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장가 고유의 음악적 특징은 우리 

음악의 고유한 특색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42종의 각기 다른 여

러 형태의 자장가를 분석하여 자장가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선율적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류한 메나리토리권, 육자배기토

리권, 제주도권, 북한권 자장가와 복합 토리의 자장가를 나누어 선율적 특

징과 리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장가 선율과 함께 나타나는 말과 

노래의 중간격인 대화체의 부분을 본고에서는 도섭이라 칭하며 함께 살펴보

았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각 자장가의 음계에 따른 토리권 구분을 중심으로 음 

구성과 선율구조를 살펴보았다. 자장가는 대체로 낮은 음높이에서 불리며, 

한 옥타브 내외의 좁은 음역대에서 불리고 있었다. 4~5개의 출현음을 사용

하며 다양한 음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메나리토리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육자배기토리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경토리는 충청도 지역에서 일부 나타났다. 일부 자장가의 경우 육자배기토

리와 메나리토리, 혹은 경토리와 메나리토리가 혼합되어 있는 양상도 나타

났다.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가 중간 음역대의 음을 주로 사용하며 [라], 

[도'] 음이 출현음이 축소할 경우에도 남아 있는 것이 특이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에서도 나타나며 자연태 음악에서 중간 음

역대의 음이 주요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메나리토리권의 선율구조가 악구의 전반부에서 변화하는 반면 육자배기토

리권 자장가의 선율구조는 후반부에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육

자배기토리와 북한권 자장가는 다른 자장가에 비하여 다수의 악구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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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주도권과 북한권의 자장가는 특정한 경향을 이루며 선율구조의 변

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권 자장가의 도섭은 다른 지역권의 도섭과

는 달리 선율과 리듬, 가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기존의 자장가 선율과는 다

른 특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다. 선율구조의 변화양상 역시 각 지역마다 

다른 특정 위치에서 나타나며 기층음악으로써 자연스러운 선율변형의 형태

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속도와 소박 및 박절유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사붙임새를 분석하였다. 80bpm 가량의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는 자장가

의 박자는 대체로 3소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소박으로 구성되거나 2소박

과 3소박이 혼합된 형태도 나타난다. 창자와 청자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

로 구성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이러한 자장가의 형태는 자연태 음악의 

속도와 소박유형을 일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절유형은 대체로 일정

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가사의 확장이나 축소에 따라 변형된 박자를 보이기

도 하였다. 가사붙임새는 한 박의 리듬소가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로 반복

되는 구조가 대부분의 악곡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도섭이 나

타나는 자장가의 경우 각 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도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잦

았으며, 새로 구를 구성하여 나타나는 도섭의 경우에는 그 소박의 유형은 

선율과 동일하였지만 박자의 길이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장가는 듣는 아기를 재우기 위한 노래로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

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장가가 

불리는 지역에 따라 그 음악적 특징이 다르고, 불리는 지역에서 가장 자연

스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각 지역권에 따라 음 구성, 선율구조

의 변화양상, 박절유형은 다르지만 속도와 소박유형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도섭의 경우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음악적 특징을 보

였다. 즉, 3소박으로 구성된 좁은 음폭의 노래가 모든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선율과 박절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나타났지만 메나리토리권의 

자장가보다 육자배기토리권의 자장가에서 특정한 위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분석을 통하여 자장가 고유의 음악적 구성을 살펴

봄은 물론 지역별로 자연태 음악이 가지는 특성의 일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다른 음악을 더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아음악과 자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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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고유한 특성은 물론, 지역별로 나타나는 기층음악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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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usical Attributes 

of Lullabies from the 5 Regions

Suji Lee

Major in Korean Musicology

Department of Korean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traditional lullabies(자장가) are not just for appreciation but 

are a part of the basic living culture. They were created naturally and 

sung by non-professional singers. Therefore, the songs were formed into 

the most comfortable forms of melody, rhythm and structure to 

accommodate to each performer. This study’s feature of local lullabies 

i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y investigating the musical features of 42 lullabies 

from the 5 different regions of Korea. It will focus on the analysis of 

tone organization and the melodic structure for the components of 

melody, tempo, and emphasis of beats and rhythmic patterns for the 

rhythmic components. This research will also include a look into the 

Dosub(도섭, 道習), which is the musical dialogue between melodies.

For the melodic component of each lullaby, the organization of tones 

and melodic structure as a group were analyzed pursuant to Korean 

scale modes. The lullabies were sung around a low pitch with a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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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 range within the octave. They consisted of four to five tones in 

various scale modes, of which, Menari-tori (메나리토리, 

Re-Do-La-Sol-Mi) was used most frequently, with a few found in 

Yukjabegi-tori (육자배기토리, Do-La-Mi). In Jeju and North Korea, 

the modes were peculiar as some lullabies showed a mixture of the tori 

(referred to as "Complex tori" in the research). In addition, while the 

melodic structure of a lullaby in the Menari-tori range was changed in 

the first half, the change of that in the Yukjabegi-tori range was 

focused in the latter half. The Dosub of Jeju’s lullabies, in particular, 

differed greatly from the Dosub of the other lullabies in terms of 

melody, rhythm, and lyrics overall.

Lullabies was normally sung slowly, approximately at around 80 

beats per minute (BPM). Each beat was divided into three, two, or a 

combination of two and three sub-beats. As the lullabies were sung 

naturally, beats were generally resolved except when lyrics were 

stretched or shortened by the singer. The beat structure was found to 

be short in the front and long in the end as a general rhythm pattern 

for the lullabies. In the cases of a lullaby with a Dosub, the Dosub 

usually appeared on the last beat or made separate phrases with a 

different beat structure where only the sub-beat component remained 

consistent to that of the melody. 

The characteristics of lullabies differ according to the area and region 

from which they derived. This is because they were sung in styles most 

natural to the singer. Musical components such as tone organization, 

changes in melodic structure, and beat structure varied with each region 

while the tempo and rhythmic components, as well as the style of 

Dosub were found to be similar for most places. The structure of 

melody and rhythm were similar throughout, but songs in the 

Yukjabegi-tori range changed remarkably more often than thos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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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ri-tori range. In all areas, the sub-division of beats in threes and 

the narrow tonal range of the songs were consistent.  

keywords : Jajangga, Lullaby, Living culture music, Tori range

Student Number : 2012 - 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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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채집지역 악보위치(쪽)

강원도

“강원 머리”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85

“강원 머레”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86

“강원 꼬꼬”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87

“강원 앞집”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안뙤내 89

“강원 멍멍” 원주군 문막면 동화리 90

경기도

“경기 뒷집”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92

경상도

“경남 개야”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시전 93

“경남 어레콩콩” 울산시 중구 송정동 94

“경남 우리강생이”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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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자장가 악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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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민요대전 수록 자장가 악보

가. 강원도 지역의 자장가

1) “강원 머리”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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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머레”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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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 꼬꼬”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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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 앞집”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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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원 멍멍”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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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지역의 자장가

1) “경기 뒷집”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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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상도 지역의 자장가

1) “경남 개야”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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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 어레콩콩”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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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 우리강생이”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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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북 금자동아”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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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북 아가아가”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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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북 개야공공”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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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북 멍멍”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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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북 웅굴뚱굴”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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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라도 지역의 자장가

1) "전남 우리애기“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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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꼬사리”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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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 금자동아”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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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 눈이커서”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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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남 마라”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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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북 우리아가”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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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북 천지간”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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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주도 지역의 자장가

1) “제주 와마”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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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우리아기”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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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저래”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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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 던밥”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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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충청도 지역의 자장가

1) “충남 우리애기”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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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뽕따다가”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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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금자동아”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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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 자장“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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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남 아강”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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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남 꼬꼬”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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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남 살강”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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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북 청삽사리”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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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북 꼬꼬”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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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북 우리애기”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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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북한 지역의 자장가

1) “평북 남의애긴”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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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북 아가” 자장가



- 157 -



- 158 -

3) “평북 남의집”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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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남 잘장군”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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