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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쑥대머리의 전승과 변화양상 연구

- 임방울, 김연수, 김소희, 성우향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獄中歌)의 한 대목인 쑥대머리의

전승과 변화양상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쑥대머리는 임방울이 25살 되던

해인 1928년 서울의 동양극장에서 처음 불려 유명해진 대목으로 그의 더

늠으로 알려져 있다. 더늠이란 말의 어원은 ‘더 넣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어떤 명창이 특별히 잘 불러서 동료나 후배 창자들에게 그

특징 그대로 전승되는 대목이나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임방울의 더늠인 쑥대머리 대목을 수용한 창자는 ‘보성소리’의 정권진과

‘동초제(東超制)’의 창시자 김연수, ‘만정제(晩汀制)’의 창시자 김소희, ‘김세

종제(金世宗制)’의 계승자 성우향이다. 이 중 정권진이 불렀던 김창환 바

디 춘향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창자들의 춘향가에는 본래 쑥대머리 대목

이 없었으나, 임방울의 쑥대머리가 유명해지자 저마다 자신의 소리에 삽입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임방울의 더늠인 쑥대머리와 김연수․성우향․

김소희의 쑥대머리가 판소리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양상을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임방울의 사설은 ‘임으 화상을 그려볼까’ 이후부터 가감(加減)이 자유롭게

나타나며, 가감된 주요 대상의 사설들은 주로 앞 사설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거나 해당 사설의 이야기 흐름 내에서 내용을 첨가하는 부분들이다.

그밖에 임방울의 사설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곳곳에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

며, 격조사의 첨가․부사화 접미사의 생략․연결어미의 종결화가 나타난다.

또한 더늠의 수용창자들인 김연수․김소희․성우향의 쑥대머리에서도 임방

울 사설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설의 첨가나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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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과 붙임새는 본고의 비교대상인 네 명의 창자들이 주로 대마디 대

장단과 교대죽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으며, 임방울과 비슷한 붙임새를 사용

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대마디 대장단․교대죽 붙임새와 중복

해서 쓸 수 있는 주서붙임도 곳곳에 나타났는데, 주서붙임을 적극 활용한

창자는 김연수이다. 그는 다른 창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부분에서 주서붙

임을 사용해 쑥대머리를 부르고 있다.

악조는 모두 계면조로 구성되며 임방울의 음역은 1옥타브 완전 4도(b♭'

∼e♭")이다. 김연수와 김소희는 임방울보다 단 3도 높은 1옥타브 단 6도

(b♭'∼g♭")의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성우향은 2옥타브(e♭'∼e♭")로 4

명의 창자들 중 가장 음역이 넓었다. 임방울과 비교했을 때 점차 뒤 세대

의 창자들로 오면서 쑥대머리의 음역도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이다.

선율의 유사도를 살펴봤을 때, 임방울의 경우 같은 사설을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선율과 일부를 다르게 부른 선율이 쑥대머리 음원의 전반부를 차지

했다. 이와 달리, 임방울의 경우 쑥대머리 음반의 후반부로 갈수록 같은 사

설임에도 서로 완전히 다른 선율을 사용한 곳이 상대적으로 점차 증가했다.

수용창자들의 쑥대머리 선율은 임방울 음반에 비해 잔가락이 많아지고 화

려해진 것이 특징인데, 여류명창인 김소희와 성우향의 경우 선율 내에서 임

방울보다 잔가락의 활용이 더욱 두드러졌다. 시김새 역시 선율과 마찬가지로

임방울보다 뒤 세대 창자인 김소희와 성우향으로 오면서 기교적으로 화려해

졌으며, 한 글자 안에서 사용된 시김새의 종류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앞에서 언급한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은 임방울의 쑥대머리 더늠을 다른

창자들이 각각 수용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 변화를 거쳤음을 말해준다. 이

러한 재창조과정으로 인해 쑥대머리 더늠은 임방울이 불렀던 김창환 바디

춘향가 하나로만 전승되지 않고, 다른 바디나 제(制)에도 영향을 미쳐 오

늘날까지 두루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주요어: 춘향가, 옥중가, 쑥대머리, 더늠, 임방울, 김연수, 김소희, 성우향

학 번: 201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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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판소리에 관한 최초의 문헌인 조선창극사를 보면, 소리꾼의 소개와

함께 각 명창의 ‘더늠’이 명시1)되어 있다. 더늠이란 ‘더 넣다’에서 나온 말

인 듯하며, 어떤 명창이 특별히 잘 불러서 동료나 후배 창자들에게 그 특징

그대로 전승되는 대목이나 소리를 가리킨다.

더늠은 판소리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존

하는 판소리 5바탕 중 춘향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2) 특히

춘향가의 더늠 중 하나인 ‘쑥대머리’는 춘향이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옥중가(獄中歌)의 일부분으로, 임방울이 불러 유명

해진 대목이다.

일제 강점기 때의 명창 임방울은 25살이 되던 해인 1928년에 동양극장

무대에서 그의 장기였던 쑥대머리를 불렀으며, 이후 크게 명성을 떨쳐 음

반을 취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 임방울의 음반은 당시 국내는 물론 일본․만

주등지의 우리 교포들에게 120만장의 음반이 팔렸다고 한다.3)

1)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동문선 재판, 1994), 45〜258쪽. 이 외에도 조선시대
명창들과 그들의 더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병욱과 김종철의 연구에서 정리되었다.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7, 225〜228쪽; 김종철, 19세기∼20세기 초 판소리
변모양상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34〜37쪽.

2) 김석배․서종문․장석규, 판소리 더늠의 역사적 이해 , 국어교육연구 제28집, 국어교육
연구회, 1996, 57〜61쪽. 이 논문에서 더늠에 관한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다른 작품에 비해 춘향가의 더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둘째, 동편제 명창은

춘향가와 적벽가에 뛰어난 더늠을 남긴 반면, 서편제 명창은 심청가에 뛰어난 더늠을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철은 조선창극사와 판소리소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1900년 전에

태어나 1930년대까지 주 활동을 한 명창들의 대표적 판과 더늠의 유파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김종철, 앞의 논문, 37쪽.) 셋째, 더늠이 판소리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했다. 넷째, 더늠이 판소리

전승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뛰어난 더늠은 유파를 초월해서 여러 유

파에 두루 전승되고 있다. 여섯째, 더늠은 비장한 대목에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일곱째,

더늠의 음악적 구성은 ‘진양조＋계면조’, ‘중모리＋계면조’가 두드러진다.

3) 정양, 쑥대머리와 절망의 미학 , 판소리의 바탕과 아름다움, 335쪽; 이보형, 판소리
名唱古音盤-百二十方板이나 팔린 임방울의 쑥대머리 , 월간문화재 4월호 제2권 제4호
통권6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72, 16쪽.(그러나 아래의 논문에서 이보형은 10만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볼 때, 구체적인 판매량에 대해서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보형, 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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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유성기 음반과 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의

산업이 발달4)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국악이 널리 보급되었음은 물론, 임방

울의 더늠인 쑥대머리 역시 더욱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5)

이처럼 춘향가의 쑥대머리 대목은 임방울에 의해 알려진 이후 청중들의

열띤 호응을 받아왔는데, 정광수(鄭珖秀)의 증언6)에 의하면 “쑥대머리는

임방울이 김창환 바디에 있던 곡을 재창조 한 것”이라 하며 “임방울 씨가

나에게서 빌려 간 춘향가 창본(唱本)에서 쑥대머리 사설을 따서 작곡하여

불렀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쑥대머리는 원래 김창환 바디7)에 있

던 곡8)이나 이후 임방울의 손을 거쳐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쑥대머리 더늠을 수용한 창자로는 김연수9)․김소희10)․정광수11)․성우

울과 김연수 , 388쪽.)

4)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64∼73쪽.

5) 유성기 음반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의 18∼19세기에 활동했던 명창들은 사제 간의 구전심수(口傳

心授)에 의한 전승과정을 거쳐 더늠을 전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을 볼 때, 앞서 언급한

1930년대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현상은 더늠의 전승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었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6) 노재명, 나라음악큰잔치 국악 도서⑴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 2006, 86쪽.(콜럼비아 유성기 원반(10) 서편제 판소리, 명인

기획/엘지미디어(LG소프트), LGM-AK010(2CD), 1996, 5∼9쪽 재인용. 음반 해설서 중 정광

수와의 증언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증언 일자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991. 2. 12,

19:00∼19:20(전화통화), 1993. 8. 6, 15:30∼15:40(전화통화), 1995. 9. 14, 20:00∼22:30(서울시 서대

문구 정광수 판소리 전수소), 1995. 12. 13, 18:20∼18:40(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64-1번지 두레빌딩

지하 서울 두레극장)

7) 바디란 말의 어원은 선생에게 받았다는 뜻으로 어느 명창이 짜서 부르던 판소리 한 바탕 모두를

말한다. 이보형,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 , 『한국음악학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8) 이보형, 임방울과 김연수 , 391쪽. 쑥대머리는 춘향가에 나오는 노래로 특히 김창환 제의

춘향가에만 있는 대목이다.

9) 이보형, 임방울과 김연수 , 392∼393쪽. 김연수는 1907년에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대

흥리에서 태어났으며, 고흥 보통학교를 나와 서울 중동중학교에 진학하였다. 그의 나이

29살 때 명창 유성준을 찾아가 수궁가를 배웠고, 그 후 서울에 올라와 조선 성악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 성악 연구회에서는 송만갑에게 흥보가와 심청가를, 그 이듬해에는

정정렬(丁貞烈)에게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웠다.

10) 김소희․이보형, 판소리 명창 김소희 , 판소리연구 제2집, 판소리학회, 1991, 239∼
253쪽. 김소희는 1917년생으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이며, 13살 때 광주

에서 송만갑에게 심청가를 사사했다. 15세 때는 서울로 상경하여 16세 때 정정렬에게

춘향가를 배웠으며, 21세에는 박동실에게 심청가를 배웠다.

11) 정광수․이보형, 판소리 명창 정광수 , 판소리연구 제2집, 판소리학회, 1991, 211∼224쪽.
정광수는 1909년생이며 호(號)는 양암(亮菴)이다. 그는 전라남도 나주군 공산면 복용리

신동산에서 태어났으며, 김창환에게 먼저 학습한 것이 아니라 김창환의 장자인 김봉학

에게 단가와 춘향가를 사사했다고 한다. 그 뒤 흥보가와 심청가를 배웠으며, 김봉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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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12)이 있다.13) 여기서 김창환의 제자인 정광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창자

들의 춘향가14)에 쑥대머리가 없다는 선행연구가15) 있을 때, 임방울의 더

늠인 쑥대머리는 유명해지면서 제(制)에 상관없이 각 창자 나름대로 수용을 한

것이다. 오늘날 쑥대머리가 전하는 춘향가의 대표적인 계보를 열거하면

<표 1〜3>과 같다.

박유전 정창업 김창환 박재현

임방울

공창식

<표 1> 임방울의 춘향가 계보

정창업 김연수

박유전 정정렬

이날치 김소희

<표 2> 김연수와 김소희의 춘향가 계보

작고한 뒤 15년 쯤 지나서는 유성준에게 수궁가와 적벽가를 사사하였다.

12) 성우향․이보형, 명창 성우향 대담자료 , 판소리연구 제20집, 판소리학회, 2005, 393
∼416쪽. 성우향(成又香)은 예명이며 본명은 성판례(成判禮)이다. 고향은 전남 화순군

교리이며, 실제 태어난 해는 1933년이나 호적은 1935년 생으로 되어있다. 안기선(安基

善)이 그의 첫 스승이며, 15세에는 정광수(鄭珖秀)에게 춘향가를 사사했다. 그러나 몇

개의 짧은 대목을 배우는 것에 그쳤고, 20살에 보성으로 가서 정응민(鄭應珉)에게 김

세종제 춘향가만을 정통으로 사사하였다.

13) 서종문, 판소리의 역사적 이해, 태학사, 2006, 304쪽.
14) 김연수의 ‘동초제(東超制)’ 춘향가와 성우향의 ‘김세종제(金世宗制)’ 춘향가, 김소희의

‘만정제(晩汀制)’ 춘향가. 동초는 김연수의 호(號), 만정은 김소희의 호(號)이다.

15) 이보형,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 , 83쪽; 최혜진, 정응민바디 <춘향가>의 성립과 분화과정 ,
공연문화연구 제11집, 한국공연문화학회(구,한국고전희곡학회), 2005, 65〜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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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백

송만갑

김세종 김찬업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

성우향

조상현

성창순

<표 3> 성우향의 춘향가 계보

임방울은 그의 스승인 박재현16)에게 춘향가, 흥보가를 배웠다고 한다.17)

박재현의 스승인 김창환18)은 정창업19)의 소리를 기둥으로 하여 신재효의

지침을 받아 형성된 소리로,20) 유파의 면에서 봤을 때 서편제에 속한다.

김연수는 가장 최근에 자신이 새로 짠 동초제 춘향가를 완성한 인물로

여타 바디와는 다른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21) 김경희의 선행연구 중 동

초제 춘향가를 정정렬제 춘향가와 비교한 것을 보면, 동초제 춘향가의

총 84개 대목 중 61개의 대목이 정정렬제 춘향가와 유사하다는 연구가

16) 필자는 현재 나와 있는 임방울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뒤, 임방울의 스승에 대해 이

보형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이보형은 임방울의 스승이 박재실, 박재현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이름은 ‘박재현(朴載賢)’이 맞다고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보형의

견해에 따라 그의 이름을 ‘박재현’으로 기술한다.(2014년 3월 8일 오전10시. 공릉동 이보형

자택에서 대담 중 확인한 내용이다.) 박재현은 ‘박감독’, ‘박영감’등으로 불렸으며, 그에 관

해 소략 기술한 선행연구를 보면, 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나 한때 협률사를

이끌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지는 못했으며, 이후 나주

금성산 남쪽 기슭에서 제자들을 기르는 일에 전념하였다 한다. 성기련, 정범태의 연구에서

도그의이름을 ‘박재현’으로 명시하고있다.(이보형, 임방울과 김연수 , 389쪽; , 판소리 제

에 대한 연구 , 71쪽; , 임방울의 음악론 ,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 사단법인 임방
울국악진흥재단, 2004, 151쪽;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3, 171쪽; 정범태, 한국의 명인 명창전, 도서출판 문예원, 2001, 54쪽.
17) 임방울, 생활백상-나와 창극 , 《조선일보》, 1956년 5월 28일자.

18) 김석배, 김창환제 <춘향가>연구 , 열상고전연구 제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49쪽. 김창
환은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1855년에 태어나 1937년 무렵까지 살았던 근대 오명창 중 한

사람이다. 서편제 명창인 정창업에게 판소리의 기본을 익혔으며, 신재효 만년에 그의 문하

에서 판소리 이론과 실기 지도를 받아 서편제 판소리의 대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19) 정노식, 앞의 책, (동문선 재판), 113〜115쪽. 정창업(丁昌業)은 철․고 양대간 인물로 전라남

도 함평군 출생이다. 박만순(朴萬順)․김세종(金世宗)․이날치(李捺致)의 조금 후배로서, 서파

(西派)에 속한만큼 계면(界面)을 주로 한다. 흥보가에 특장(特長)하였고, 더늠으로 전하는 것은

심청가 중 몽운사(夢雲寺) 화주승(化主僧)이 권선시주 얻을 차로 산에서 내려오는 대목이다.

20) 김석배, 김창환제 <춘향가>연구 , 53쪽.
21) 김경희, 김연수 판소리 음악론 , 판소리 명창론, 판소리학회 엮음, 박이정, 2010,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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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동초제 춘향가가 그만큼 정정렬제 춘향가를 많이 수용22)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김소희 역시 정정렬을 사사하여 같은 계보로 정리할 수 있으며, 김소

희는 정정렬에게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김연수처럼 자신만의 제(制)로

탈바꿈하여 만정제 춘향가를 탄생시켰다. 만정제 춘향가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사랑가까지는 동편제인 김세종제 춘향가를 그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고, 이별가부터 끝까지는 서편제인 정정렬제 춘향가 소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한다.23) 김소희는 생전에 춘향가 완창을 세 번 녹음했는데,24)

1976년 녹음과 1977년 녹음은 대목 구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25)

성우향의 김세종제 춘향가는 동편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김세종 바디로 알려진 장자백, 박봉술 창본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 이것은 김세종의 제자였던 김찬업의 시기에 이미 변이를 겪

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며, 김찬업을 사사한 정응민 역시 자신이 전수받

은 여러 소리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리제(制)를 만들었다.26) 이것은 오늘

날의 김세종제가 되었다.

이상 임방울과 쑥대머리 더늠 수용창자들의 춘향가 전승계보를 비교해

봤을 때 김연수․김소희가 정정렬의 서편제에 기반을 두되 각자의 제로

탈바꿈하였으며, 성우향 역시 동편소리 춘향가를 계승하고 있어 임방울과

는 각각 다른 전승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더늠의 전승과 변화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쑥대머리를

연구할 것이며, 특히 김연수, 성우향, 김소희를 대상으로 사설․장단 및

붙임새․악조․선율․시김새의 5가지 측면에서 임방울의 소리와 얼마만

큼 유사하며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조명하겠다. 이로써 쑥대머리의 사례를

통해 판소리의 성장과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더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22) 김경희, 위의 논문, 350쪽.

23) 정병욱, 위의 책, 145쪽.

24) KBS 녹음, 1958; <국악의 향연>32-38, 중앙일보사, 1976; 서울음반 발매, 자비제작, 1977.
25) 최혜진, 앞의책, 318〜319쪽; 신은주, 김소희제춘향가연구 , 판소리연구 제19집, 판소리학회,
2005, 43쪽 재인용.

26) 최혜진, 정응민 바디 <춘향가> , 판소리 유파의 전승연구, 민속원, 2012,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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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논의된 쑥대머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음악적 측면, 사

설의 특징이나 분석 등 다양한 면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음악적 분석을 보면, 조경자27)의 연구가 보인다. 그는 임방울과

안숙선의 쑥대머리 선율을 각 마디별로 나누어 두 창자의 선율을 비교하

는 방식을 취했는데,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해석에 그치고 있으며 두

창자를 선정해 비교하고자했던 필연성이 부족했다.

조경자 외에 김경희․성기련의 박사논문에도 쑥대머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김경희28)는 임방울과 ‘동초제’를 계승하고 있는 오정숙(吳貞淑)

의 쑥대머리의 일부분을 다루었는데, 쑥대머리가 임방울의 더늠을 수용하여

동초제에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고의 목적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

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임방울과 김연수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었기 때문에,29) 그 구체적인 수용과 전승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성기련30)은 정광수와 대담 중 임방울식의 쑥대머리와 김창환제(양화제)

식의 소리를 오선보로 채보해 둘을 비교하였는데, 분석결과 임방울은

붙임새의 기교보다는 화려한 시김새의 기교를 통하여 ‘소리의 맛’을 내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이보형의 선행연구31)를

인용하여 현재 음원이 없는 김창환의 쑥대머리를 정광수로 하여금 방창

(傍唱)하게 했던 것도, 김창환과 임방울의 소리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였다.

다음으로 쑥대머리에 관한 사설 분석을 살펴보겠다. 부유진32)은 임방울

27) 조경자,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에 관한 연구: 임방울과 안숙선의 창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8) 김경희, 동초제 <춘향가> 연구 ,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68〜76쪽.
29) 논문을 집필할 당시, 김연수의 춘향가 전 바탕소리가 복각되지 않았다. 그 대신 김연수의

수제자인 오정숙의 음반을 비교대상 소리로 선정하였다. 필자도 이것을 명시한 바 있다.

30)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 171〜176쪽.

31) , 위의 논문, 173〜174쪽. 김창환과 김봉학은 임방울의 쑥대머리 음반을 들어보고 소

리가 너무 가볍다고 타박했다고 한다. 고조 지향의 명창인 김창환과 김봉학에게는 임방울이

이상적인 소릿조가 못 되었던 것이다.(성기련은 앞의 내용을 근거로 논지를 펴 나갔다.)

32) 부유진, 임방울 판소리 연구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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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쑥대머리와 수궁가를 중점적으로 논지를 펴 나갔다. 특히 청중의 관점

에서 본 임방울의 연행 지향성․서민 지향성 소리는, 일제강점기 당시 암

울했던 시대를 살다 간 서민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기 충분하다는 결론

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사승관계를 점검했던 서론 부분에서 한승호33)의

증언에 의존한 쑥대머리 연구는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 진위여부

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34)

정양35)은 미학적 관점에서 쑥대머리의 사설을 살펴보고 사설을 한 구절

씩 낱낱이 분석하였다. 그는 임방울의 쑥대머리가 가지고 있는 사설의 함

축성과 애연․처절한 그리움들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

으며, 그 당시 역사를 아우르며 논지를 전개시켜 나간 점이 탁월하였다.

여기에서 나아가 전영주36)는 쑥대머리의 시적 구조를 통해 유행대목의 가

요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임방울의 생애사(生涯史)나 유성기 음반․쑥대머리가 속해있

는 옥중가라는 큰 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보인다. 최동현37)은 주로

임방울의 활동을 생애와 전기적인 측면에서 언급하며 그의 출생과 음반 목

록․공연활동 사항 등을 기록했다. 그는 쑥대머리가 김창환 바디를 수용

하여 나름의 창작 방식을 거쳐 완성된 소리라 했으며, 김연수 바디는 새로

만든 소리이기에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논의는 쑥대머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으나 전반적으로 간략

한 설명에 그치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요한다.

최동현과 같이 임방울의 생애나 공연활동을 다룬 논문은 이보형이 있다.

그는 임방울과 당시의 경쟁 상대였던 김연수 두 창자의 생애부터 성장과

33) 성기련․이보형, 한승호 명창 대담자료 ,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 367∼394쪽.
한승호(韓承鎬)는 1924년생으로 출생지는 전라남도 광주시 금남로 228번지며, 본명은 한갑

주(韓甲珠)이다. 한승호는 쑥대머리가 이날치 소리라고 했으며, 임방울의 스승은 박재현이

라고 증언하였다.

34) 부유진, 앞의 논문, 20∼23쪽. 부유진이 밝힌 쑥대머리 전승계보는 각주 33)에서 언급한

한승호 명창의 대담자료와 같다.

35) 정양, 쑥대머리 와 절망의 미학 , 앞의 책, 330∼354쪽.

36) 전영주, 판소리유행대목의가요화양상과그의미: <쑥대머리>, <추월만정>, <군사설움타령>의시

적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7) 최동현, 임방울의 활동 ,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재단,
2004, 67〜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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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망했다.38) 특히, 임방울과

김연수는 일제 말부터 해방 직후까지 활동한 명창으로 가장 뚜렷한 존재

로서 부각된다 했으며, 각자의 소리 가치관과 당시 서로를 평가 절하한

일화까지 한데 모아서 서술한 것은 위 연구만의 특징이다.

유성기 음반을 중심으로 쑥대머리를 비교한 논문으로는 김석배의 연구

가 있다.39) 그는 쑥대머리와 중타령, 소상팔경가 총 3개의 소리를 여러 창자

와 대조하였는데, 이 중 임방울의 유성기음반과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 쑥대

머리 사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비쳤다. ‘유성기 음반에 따른

약간의 사설 변화는 녹음 당시의 창자의 기억차이와 녹음시간의 제약 때문이

다. 그리고 이 중에 임방울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김

석배와 의견을 달리한다. 이유인 즉, 그 당시 창자들은 사진소리40)를 기피

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임방울 또한 부를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랐

는데 이것은 매번 즉흥성을 가지고 사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임방울의 의

도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석배는 위 논문 외에도 춘향가 중 옥중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41)에서 초

기의 옥중 망부사42)가 시대가 지날수록 동풍가→ 한경석의 더늠43)→쑥대머

리로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오늘날 자리 잡게 되었다는 논지를 펴나갔다. 이

로써 옥중가의 의미와 변화양상을 밝혔고, 점점 후대로 올수록 이러한 변모

가 춘향의 정절을 더욱 부각시키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기타 장르로 쑥대머리를 다루었던 논문들을 보면 권순호와 정자경이

있다. 권순호44)는 한국 현대음악에 나타나는 전통 음악적 요소 중 하나

38) 이보형, 임방울과 김연수 , 388∼398쪽.

39) 김석배, 유성기음반과 판소리사설의 변화 양상 , 판소리연구 제31집, 판소리학회, 2011.
40) 사진이 실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찍히는 것을 판소리에 빗댄 용어로서, 자기 자신의

재창조 과정 없이 스승의 소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41) 김석배, 춘향전의 옥중가 연구 ,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125〜146쪽.
42) 초기 옥중 망부사로는 <완판 30장본>, <완판 33장본>, <신학균본>, <박순호 48장본>, <박순호
59장본>이 있다. 김석배, 춘향전의 옥중가 연구 , 127쪽.

43) 김석배, 위의 논문, 131쪽. 한경석은 고종 대에 활약한 서편제 명창으로, 여기서 한경석의

더늠이란 ‘천지 삼겨 사람 나고∼’의 사설로 시작되는 소리다. 사설에 귀신의 울음소리 즉,

귀곡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44) 권순호, 한국 현대음악에 나타난 전통음악적 요소에 대한 분류연구 및 현대적 음향군 이론

정립 ,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숙명여자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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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쑥대머리를 선택하여 일부 선율을 비교하였으며, 정자경45)은 시김

새에 따른 가야금 주법을 주제로 가야금병창 명인인 강정숙과 강정열의

소리를 비교하였다.

이상 선행 연구를 종합했을 때, 조경자의 석사논문과 김경희의 동초제

춘향가 박사논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쑥대머리의 선율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쑥대머리로 이름을 날렸던 임방울의 생애나 사설의 미학적 분

석에 연구가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문학 쪽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쑥대머리의 사설 연구뿐만 아니라 음악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쑥대머리가 가지고 있는 음

악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사설 연구 역시 같이 진행하여, 판소

리의 더늠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쑥대머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전승되었

는지를 밝히겠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현재까지 쑥대머리로 발매된 음반46)은 판소리․국악 창작곡․가요(락,

45) 정자경, 가야금병창의소리시김새에따른가야금주법비교고찰: 강정숙과강정열의춘향가중

쑥대머리를중심으로 ,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6.

46) 음반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음반으로 나왔던 모든 목록을

제시하며, 곡 제목이 ‘쑥대머리’로 동일하게 나온 음반이나 판소리 창자가 불렀던 유성기 음반 중

복각된 것도 포함시켰다. 동일한 창자의 여러 앨범은 발매년도 순으로 나열하였다.

강정숙, <강정숙 가야금병창 쑥대머리 >, 예전미디어, DDSA-57C(1CD), 2004.

김갑자, Columbia 40669 伽倻琴竝唱 쑥대머리 金甲子, 1934년 녹음.

김도균그룹, <정중동(靜中動)>, 지누락 엔터테인먼트, CD2(3CD) track 2, 2010.

김세레나, <김세레나뉴골든힛트앨범>, 대도레코드사, DS-00-7202(1LP), 1973년녹음, 1973년제작.

, <한국민요20 골드 3집>, 1981.

, <김세레나골든베스트>, 대도레코드사, DDCD-73(1CD), 1977년녹음, 1993년 제작.

김소희, 국악의 향연 32-38: <춘향가> 제 9면, 중앙일보, (주)서울음반 제조, 음반번호 없음

(7LP 박스물), 1976년 녹음.

김수연, 21세기를 위한 KBS-FM의 한국의 전통음악 시리즈(12) <판소리>, KBS 문화사업단/

해동물산, HAEDONG-112(1CD), 1993년 녹음. 1994년 제작.

, 국악방송 악당이반 판소리 전집 1 <김수연 춘향가>, 악당이반(주), CD3(5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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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D 302, 2005년 발매.

김연수, 동초 김연수 창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 신나라레코드, NSC-184-5, 2007.

김영동, <김영동 국악>, (주)문화레코드, MHCD-9092(1CD), 1995년 제작.

김옥진, Chieron Record 45-B 春香歌 쑥대머리 金玉眞 長鼓 李中仙, 1932년 녹음.

김유앵, Kirin C184-B(K395) 春香傳 쑥대머리 金柳鶯,1934년 녹음.

김차돈, Columbia 40539-B(21992) 春香傳 쑥대머리 金차돈 鼓手 韓成俊, 1934년 녹음.

, 콜럼비아 유성기 원반(2) <판소리 명창 김창룡. 그 손녀 김차돈>, LG미디어,

LGM-AK002, 1995.

나유진, CAR MUSIC <나유진 민요 디스코 1∼2집>, 한일음반 HK-510∼511(2MC 박스물),

1996년 녹음, 제작.

남궁소소, <고운님 옷소매에>, Universal, 1966.

, <쑥대머리(고수 김학용)>, 아세아레코드 ACD-1056(1CD) Track 10, 1990년대 중반

녹음․제작.

모던테이블, <Kick (차인 사람들의 러브노트)>, 디지털레코드, 2012.

박송희, <인간문화재 박송희 단가(북: 박근영) 녹음집>, 코웰뮤직, COWR-005, 1CD, 2002.

, <인간문화재박송희단가(북: 박근영)>, (주)드림비트 DBKUD-0391, 1CD, 2001년녹음,

2007년 제작.

박애리, <오지총 Episode #2 OST>, 다날 엔터테인먼트, 2008.

, <창작 댄스 뮤지컬 Kiss The 춘향>, 다날, 1CD Track 12, 2012.

박위석, <영남 구전민요(口傳民謠)>, 하동균 단가-쑥대머리, 2005.

박윤초, <박윤초 (사모곡)>, 1CD Track 3, 1997.

성우향, <성우향 춘향가>4집(1974년 공연실황), 지구레코드, JCDS-0797, 1995.

슬기둥, <김영동ㆍ슬기둥 노래집>, 서라벌레코오드사, SRB-0219, 1LP, 1987년 녹음,

1988년 제작.

, <누나의얼굴 꽃분네야>, 록 레코드 코리아 (유), 2002.

, <슬기둥 창단 15주년 기념공연 실황 음반>, 도레미레코드사, DRMCD-1734 , 1CD,

2000년 11월 13일 서울 LG아트센터 공연 실황 녹음, 2000년 제작. 2001년 발매.

, <슬기둥 Best>, KJ Music/신나라, NSC-151, 1CD, 2005년 제작.

시인과 촌장, <시인과촌장(짝사랑․님타령)>, 유니버살레코드사, UL-81-10-15(1LP), 1981년녹음,

1981년 제작.(<님타령> 초입에 춘향가 중 쑥대머리 앞부분 일부녹음.)

신영희, <신영희 춘향가 4집>, (소리:신영희, 고수:신규식), 로엔엔터테인먼트,, L-100004381(1CD),

2010년∼2011년녹음, 2011년제작.

신유경, King Star K6188 短歌 쑥대머리 唱申惟京 演奏킹스타-國樂團

심화영, <소리>(KBS 공사창립 30주년특별기획), 소리: 심화영북: 최우칠, 1CD Track 5, 2003.

안숙선, <신명> (안숙선, 김석출, 이광수, 사이토오 테쯔), (주)서울음반, SRCD-1088, 1993.

, <안숙선 춘향가>, CD4(6SET), SCO-126AHN-46, 1996.

․박병천, <미음(美音)>, 삼성뮤직, SCO-167CSS, 1998.

, <춘향가>, (주)이앤미디어, CD1(6SET), 2003.

오정숙, 오정숙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 신나라, CD5(8SET), NSSRCD-045, 2001.

오태석, Regal C130-B(20797) 伽倻琴竝唱 쑥대머리 吳太石

, 일츅죠션소리판 K837-B(20797) 伽倻琴並唱 쑥대머리 吳太石

은희진, <춘향가 Ⅲ>, YBM서울음반, SRCD-1377, 2001.

이일주, 우리 가락 모음(11) <판소리 눈대목>, 메세나/킹레코드, MS-011(1CD), 1994년 제작,

1995년 발매.

, 이일주 창 <춘향가>④ (5SET), 신나라, SYNCD-098∼102, 1995년 발매.

, 신나라 神我爲 2000시리즈(1) <天聲의 恨>, 신나라, NSSRCD-005(1CD/재편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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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등 장르를 불문하며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많은 양을 축적하고

있다. 이 음반들은 쑥대머리가 판소리 장르만이 아닌 타 장르에서도 활

용될 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판소리’ 쑥대머리 더늠의 전승과 변화과정을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타 장르의 음반 대신에 오로지 북 반주에 따른 소리

위주의 음반이 남겨진 것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임방울을 비롯하여 그의 쑥대머리를 대표적으로 수용․전승하였

1993년 녹음, 1998년 제작.

이자람, <동초제 이자람 춘향가>(동초제 8시간 완창 실황음반), 예솔컴 기획 제작, 웅진

미디어 제조, CD 5(8SET), YST-0102, 1999년 10월 2일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우면당 공연 실황 녹음, 2001년 제작.

이중선, Chieron Record 63-A 春香傳 獄中歌(쑥대머리) 李中仙 長鼓 金玉眞

, Victor 49073-B 春香傳 獄中歌 獨唱 李中仙 長鼓 韓成俊, 1929년 녹음.

, Victor KJ-1151(JVE1101) 49073B 春香傳 獄中歌옥중가 獨唱 李中仙 長鼓 韓成俊.

,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7 <자매 명창> 이화중선․이중선․김초향․김소향,

SRCD-1124, 1993.

임방울, Columbia 40085-B, 1929년 녹음.

, Chieron 118-B 春香傳 쑥대머리 林방울 伴奏 朴綠珠.

, Okeh 1620(K863) 春香傳 쑥대머리 林방울 長鼓 金宗基, 1933년 녹음.

, Victor KJ-1108 春香傳 쑥대머리 林芳蔚(KRE235), 1937.

, Korai 1040 B, 春香傳 쑥대머리 林방울 伴奏 金練守, 1938.

, <國唱 林芳蔚 特選曲 쑥대머리>, 新世界레코드社 민1244(1LP/재판, SL2069,

SIDE 1) 1.쑥대머리, 1950년대 녹음, 제작시기 미 표시.

, <古典名曲 六字白이/쑥데머리(李花中仙 林방울 名唱集)>, KN-159∼160(1LP), Okeh

태평레코드 LSK-2027 복각, 1970년대 제작.

, 신나라 국악 SP명반 복각 시리즈 004 판소리 명창 <임방울 전집>, 신나라,

SYNCD-150, 1990.

,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 명창들(II)>, 신나라, SYNCD-010, 1992.

, 불멸의 명음반(3) 서민의 한을 달랜 <명창 임방울 판소리 선집>, (주)서울음반,

SRCD-1071, 1992.

,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⒀ <30년대 판소리 걸작집>, 서울음반, SXCR-101,

SRCD-1142(1CD), 1994.

, 월간 음악동아 창간 10주년 기념 독자 사은 음반 <전설적 명창 판소리 눈대목>,
MDACD-9404(1CD), 1937년 녹음, 1994년 제작.

, 국악 CD 선곡집-<우리소리 우리가락 제2집 불멸의 명인명창(2)>, 국악춘추사,

SRCD-4657-2, SRCD-1142(1CD/재판), 1996.

조주선, 17 Century music <Gabae>, JKCD-0002, 2000.

조항조, 춘향가 중 <쑥대머리>, 조광조 노래, 조광재 편곡, 1998년 녹음, 촬영.

지유진, 지유진의 첫 번째 이야기 <연(演)>, baobab company/LUOVA CLASSIC 제작,

DYC-BAO-0001-A(1CD), 2012.

하농주, Okeh K.1539-B 春香傳 쑥대머리 河弄珠 長鼓 崔素玉.

황세희, <사랑, 그리고...>, 디지털레코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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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는 김연수․김소희․성우향의 쑥대머리로 음원을 제한하겠다.

임방울이 남겼던 쑥대머리 음반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김경희․김석배․

배연형․최동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다루고 있는 음반의

개수가 달라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경희는 박사학위 논

문에서 동초제를 계승했던 오정숙과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단편적으로 비교

하여 다루었으며, 김석배는 유성기음반에 담겼던 판소리 사설의 변화를 중

점적으로 쑥대머리를 살펴보았다.

배연형․최동현은 임방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임방울이 생전에 남겼던 유성기 음반 전체를 음반이 나왔던 시대별․음반

회사별로 정리하였다. 배연형․최동현의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김경희,

김석배의 연구보다 임방울 유성기 음반에 대한 범위나 그 규모가 크고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김경희는 쑥대머리 음반 4가지 중 하나의 음

반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고,47) 김석배는 임방울의 5가지 쑥대머리 음반과

사설비교를,48) 배연형․최동현은 임방울의 6가지 음반을 언급하였다.49)

필자가 찾아본 결과 임방울이 남겼던 쑥대머리 음반은 총 6가지이다.

이 중에서 본고의 연구대상 음반으로는 배연형․최동현이 살폈던 임방울

의 유성기음반 4가지와, 해방 이후의 시기인 1950년대 녹음․1960년대 후

반에 제작되었던 임방울의 신세기레코드주식회사의 ‘민 1244’ 음반을 포

함한50) 총 5가지 음반을 선정하였다. 제외된 한 가지 음반은 ‘Korai(코라

이)-1040 B’로 녹음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행히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행한 단행본의 가사가 있어51) 이로써

47) 김경희, 앞의 논문, 69〜71쪽.(1929년 콜럼비아 음반, 1933년 시에론 음반, 1933년 오케

음반, 1937년 빅터 음반 총 4가지.)

48) 김석배, 유성기음반과 판소리사설의 변화 양상 , 179〜181쪽.(콜럼비아, 시에론, 오케, 빅터,

코라이 음반)

49) 배연형, 임방울 유성기음반 연구 , 한국음반학 제10권,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481〜564쪽.
이 논의에서 쑥대머리가 있는 음반은 콜럼비아․시에론․오케 2개(하나는 기악반주가

곁들여짐)․빅타․코라이 음반으로 총 6개였다. 최동현, 임방울의 활동 ,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 90∼106쪽.

50) 노재명, 판소리음반걸작선, 삼호출판사, 2005, 127〜136쪽.(‘민 1244’ 음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51) 한국음반 아카이브연구단, 수림문화총서 한국유성기음반 제4권_나팔통․포리돌․태평․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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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미흡함을 대체할 수 있었다.52)

음원의 배열순서는 음반이 발매된 시기로 콜럼비아→시에론→오케→빅터

→(코라이)→신세기 음반의 순서이며,53) 앞으로도 임방울의 모든 음원분

석은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54)

김연수의 쑥대머리 음원은 동아일보사에서 녹음되어 2007년에 복각된

춘향가 음반 중에서 선정하였다. 김소희의 쑥대머리 음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복각된 춘향가 CD에는55) 없어,56) 중앙일보사에서 발매한 ‘국악의 향

연 32-38 김소희 <춘향가>’음반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우향의 음원

은 1974년도 춘향가 완창 공연실황을 음반으로 제작한 것을 선정, 이상 비

교할 음원을 종합해 보면 <표 4>와 같다.

음반, 도서출판한걸음․더, 2007, 1271∼1272쪽.

52) 코라이 음반은 사설 분석대상에 포함하나 음반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분석대상 항목인

장단 및 붙임새․악조․선율․시김새에서 제외한다.

녹음년도 발매년도

콜럼비아 음반 1929년 1930년

시에론 음반 1933년 1933년

오케 음반 1932년 1934년

빅터 음반 1937년 1937년

신세기 음반 1950년대 1969년

53) 녹음 된 시기와 발매 된 시기가 다른 음반은 콜럼비아․오케․신세기 음반이다. 이 중 오케

음반은 시에론 음반보다 녹음시기가 1년 빠르나, 본고에서는 발매된 시기를 기점으로 하였

기에, 시에론 음반 다음을 오케 음반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각 음반의 녹음년도와

발매년도이다.

54) 이하 임방울의 음반을 언급할 때 뒷부분을 생략하고 음반 회사명만을 언급하겠다. 또한

음반 명을 한글로 기보하며, 이것을 나열하면 콜럼비아 음반․시에론 음반․오케 음반․

빅터 음반․신세기 음반이 된다.

55) <김소희 춘향가>1-6집, 서울음반, 1995.

56) 정병현, 김소희의 춘향형상화 방식과 판소리의 지향 , 판소리 동편제 연구, 태학사,
1998, 309쪽.(신재효 창본에 기록되어 있고 임방울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쑥대머리가

1977년의 춘향가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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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목록

임방울

원반: Columbia 40085-B 春香傳 쑥대머리林방울(KAB0780),

1929년 녹음, 1930년 발매.

복각판: 서울음반, 불멸의 명음반 ⑶ 서민의 한을 달랜 <명창 임방울

판소리 선집>, SRCD-1071, 1992.

〃

원반: Chieron 118-B 春香傳 쑥대머리 林방울 伴奏 朴綠珠(KAB1188),

1933년 녹음․발매.

복각판: 신나라레코드, 한국의위대한판소리명창들Ⅱ<임방울>, SYNCD 010, 1992.

〃
원반: Okeh 1620-B 春香傳 쑥대머리 林방울 長鼓 金宗基 (KAB0593),

1932년 녹음, 1934년 발매.57)

〃

원반: Victor KJ-1108 春香傳 쑥대머리 林芳蔚(KRE235),

1937년 녹음․발매.

복각판: 서울음반, 빅터 유성기원반 시리즈⒀ <30년대 판소리 걸작집>,

SXCR-101(1LP), 1941.

〃
원반: <임방울 특선곡-쑥대머리 외>, 신세기레코드주식회사, 민 1244(1LP)

고수: 박귀희 외58), 1950년대 녹음, 1969년 발매.59)

김연수
복각판: 동초 김연수 창 다섯바탕 <춘향가>(동아 방송국 녹음. 1967년 음원),

신나라레코드, NSC-184_5, 2007년 발매.

김소희
원반: 국악의 향연 32-38 김소희 <춘향가>, 중앙일보사, 9/14면,

1976년 녹음․1988년 발매.60)

성우향
공연실황: <성우향 춘향가> 4집, 지구레코드, JCDS-0797, 1995년 발매.

(1974년 공연실황․고수: 김득수, 1980년대 녹음․고수: 이준식)

<표 4> 비교대상 음반

57) 임방울의 오케 음반 쑥대머리 음원은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께서

음원을 제공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8) 노재명, 앞의 책, 225쪽. 이 음반에 실려 있는 곡은 총 6곡으로 단가 ‘호남가’, 춘향가 중

‘쑥대머리’, ‘옥중상봉’, ‘이화춘풍’, 적벽가 중 ‘군사 설움타령’, 수궁가 중 ‘녹수청산’이다. 여기서

이화춘풍의 고수는 ‘박귀희’이며, 나머지 곡의 고수는 미상이다.

59) 임방울의 ‘민 1244’ 음반은 국악음반박물관 노재명 소장의 소개로 황학동 ‘돌 레코드사’의

김성종 사장에게 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노재명 소장과 김성종 사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60) 김소희의 쑥대머리 음원 역시 김성종 사장께서 제공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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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본고의 목적은 임방울의 쑥대머리 더늠이 동료나 후배 창자들에게 전

승될 때 더늠의 변화과정에 있어 중점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쑥대

머리 대목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먼저 임방울이 생전에 남겼던 전 녹음자료를 발매년도 순으로 분

석한 뒤 나머지 세 창자와의 비교를 통해 쑥대머리 더늠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겠다.

비교대상의 기준점은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으로,61) 그의 전기 녹음과

후기 녹음의 변화를 살핀다. 김연수․김소희․성우향의 세 창자도 이하

임방울과 마찬가지이며, 임방울이 처음 녹음했던 콜럼비아 음반의 쑥대

머리 음원과 서로 비교․분석한 뒤 변화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는 무엇

인지를 밝히겠다.

연구방법은 사설․장단 및 붙임새․악조․선율․시김새 총 다섯 항목

으로 나눴으며 하단에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1) 사설

임방울 쑥대머리 사설은 유성기 음반의 가사지와62) CD로 복각된 음원

가사지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쑥대머리의 가사지를 보며 음

원을 들었을 때 음원과는 다른 오자나 탈자가 더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참고만 하며, 필자가 채록한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김연수․

김소희․성우향의 사설 역시 임방울의 경우와 동일하며 정확성을 위해

단행본으로 나온 춘향가 전집을63)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쑥대머리 사설을 이야기 전개 순서에 따라 필자 임의로 총

8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단락별 사용기호는 ‘Ⓐ∼Ⓗ’이며 첨가된 사설과

누락된 사설을 선별하여 본문에 명시하겠다. 이로써 각 음원이 가지고 있

61) 임방울이 쑥대머리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시기인 1928년과 가장 근접한 음반이 1929년도에

녹음․1930년도에 발매 된 콜럼비아 음반이다.

62) 한국음반 아카이브연구소 인터넷 사이트에 임방울이 남겼던 음반의 가사지가 있어 참고하였다.

검색명: 동국대학교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검색일시: 2014. 2, 주소: http://sparchive.dgu.edu/v2

63) 김진영․김현주․김희찬 편저, 춘향전 전집, 박이정, 1997, 9∼589쪽(성우향, 김소희
창본); , 춘향전 전집, 박이정, 1997, 9∼180쪽.(김연수 창본)



- 16 -

는 주요 사설 형태와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하겠다.

2) 장단 및 붙임새

쑥대머리는 중모리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모리 장단은 12박으로,

12박 중 1박은 다시 2개의64) 소박(小拍)으로65) 세분화(細分化)된다. 또한

중모리 12박 중 1박이 3개씩 결합하여 좀 더 큰 단위를 이루게 되면, 이

것은 하나의 대강박(大綱拍, 긴 大拍)이66) 된다. 본고에서는 이 대강박을

3정간(井間) 단위로 굵게 표시67)하였다.

악보는 중모리 한 장단을 기준으로 한 행을 옮겼으며, <악보 1>은 중

모리 하나의 장단을 기보한 것이다. 소박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첫 박만

점선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3박이 4개 결합된 3박 4대강(大綱)의 악보를 제

시하겠다. 여기서 짙게 표시한 곳은 1박자이며, 이후 본고에서 사용하는 정간

보(井間譜)는 1박을 최소 기보단위로 하겠다.68)

64) 필자가 분석한 결과 쑥대머리에서 나타나는 1박은 대부분 2소박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1박을 2소박이라 기보하였다. 그러나 1박은 경우에 따라 3소박으로 나

눠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 이 점을 명시하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65) 이보형, 장사훈 박사의 민속악 연구 성과 , 한국음악연구 제30집, 2001, 115∼116쪽. 그는
1980년대 초까지는 죽헌 김기수 선생의 이론에 따라 분박(分拍)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근

래에는 박의 분할시에 지시하는 용어로 쓰기로 정정하였다. 본고에서는 1박의 하위 개념을 분

박이 아닌 소박으로 하겠다.

66) 이보형, 한국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대박), 박, 분박(소박)에 대한 전통기보론적고찰 , 국악원
논문집 제4집, 국립국악원, 1992, 32〜33쪽.

67) , 한국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대박), 박, 분박(소박)에 대한 전통기보론적고찰 , 30쪽. 이

보형은 위 논문에서 음의 시가(時價)에 대한 공간화를 설명하며 정간보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고악보(古樂譜)의 예시를 들면서, “정간의 세(勢)에 따라 2정간을 묶기도 하고 3정간을

묶기도 하는데 이것을 대강이라 일렀다.”라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정간보를 기보할 때 중

모리 장단의 3박 4대강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3박이 대강박이 되지 않고 2박 단위가 대

강박이 되는 경우는 예시 악보의 하단에 따로 묶음표시를 하여 그 차이점을 나타내겠다.

68) 1박을 최소 기보단위로 하기에, 소박은 앞으로 명칭만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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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간=1박(2소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강박 총 12박

<악보 1> 중모리 장단 기보단위

쑥대머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모리 장단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창자들도 모두 같은 장단을 가지고 소리를 운용하였다. 장단은 사

설의 이면을 그리는데 악조와 함께 일정한 몫을 하는 바,69) 자세히 관찰

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장단과 더불어 살피는 붙임새70)는 판소리 리듬에 변화를 주는 것을 뜻하

는 용어로,71)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완자걸이․잉어걸이․교대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쑥대머리에 나타난 붙임새 형태는 주로 대마디

대장단과 교대죽으로, 이 2개의 붙임새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대마디 대장단의 붙임새는 선행연구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정의를 내

리고 있으나72) 세부적인 견해가 각각 달랐다. 때문에 필자는 이보형이 언

급한 판소리에서 사설의 한 행이 한 장단의 머리에서 시작하여 꼬리에서

끝나며 아울러 사설이 매박(每拍)의 주박(主拍)에 주로 붙는 것을73) 대마디

대장단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대마디 대장단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3박

69)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 -박녹주와 박초월의 <흥보가>를 중심으로-, 집문당,
2006, 82쪽.

70)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 2000, 55쪽.
‘부침새’라는 용어는 ‘붙이다’의 명사형인 ‘붙임’과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접미어 ‘새’가

합쳐져서 된 말이다. 본고에서는 이 ‘부침새’ 용어에 대해 명사형 ‘붙임’을 그대로 사용하여

‘붙임새’라 칭하겠다.

71) 이보형,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 장사훈박사 회갑기념논총 동양음악논집,

한국국악학회, 1977, 85〜113쪽.

72) 대마디 대장단 용어정의에 관한 선행연구의 정리는 방윤수, 강도근의 심청가와 성창순의 심

청가의 비교연구–붙임새에 대하여-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7∼28쪽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73) 이보형,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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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대마디 대장단이며 두 번째는 2박 6대강의 대마디 대장단, 마지

막은 3박과 2박이 결합하여 혼합 대강을 이루는 대마디 대장단이다.

<악보 2>는 3박 4대강인 대마디 대장단의 예시로,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14장단인 ‘전전반칙으 잠 못 이루니’ 사설이다. 이 사설은 중모리

12박 안에서 한 행을 이루며, 사설의 배치74) 역시 제 1∼3․4∼6․7∼9․

10∼12박에 걸쳐 각각 3박으로 묶여있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붙

임새를 ‘대마디 대장단①’이라 칭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 전 반 칙 -으 잠 못 △ 이루 니

<악보 2> ‘대마디 대장단①’의 예시

다음으로 <악보 3>은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10장단인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의 사설이다. 2박 6대강인 제 1∼2․3∼4․5∼6․7∼8․9∼10․

11∼12박에 각각 사설이 위치하게 되며, 앞으로 이러한 붙임새를 본고에

서는 ‘대마디 대장단②’라고 하겠다. 악보의 하단에는 2박 6대강 단위로

정간을 묶어 표시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 장 서를 내 가 못 봤 으니 △

<악보 3> ‘대마디 대장단②’의 예시

74) 이규호, 판소리 붙임새 용어 연구 , 판소리연구 제3집, 판소리학회, 1992, 257쪽. 그는
대마디 대장단 안에서의 사설형태에 대해 이보형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규호는 대마디 대장단 붙임새 용어정의의 일부분 중 사설의 구절단위(산문일 경우 통상

구조상 결속력이 강해 한 단위로 묶어지는 것)나 음보단위(율독이 가능한 사설인 경우

결속력이 강한 음보끼리 묶어진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본고에서 정한 예시악

보의 사설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해준다.(‘전전반칙으 잠 못 이루니’ 사설은 서로 결속력이

강한 음보(‘전전/반칙으/잠못/이루니’)로 묶였으며, 이 사설은 본고에서 언급한 3분박 안

에서 어긋나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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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 볼 대마디 대장단의 3번째 유형은 중모리 한 장단 안

에서 2박과 3박 단위의 대강박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이다. <악보 4>는 임
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제 27장단인 ‘옥중 장혼이 되거드면’의 사설이다.

이 중 제 1∼6박의 사설인 ‘옥중 장혼이’는 총 3박이 하나의 대강박을

이루는 형태이다. 그러나 제 7∼12박까지의 총 6박자는 2박 단위 박자가

하나의 대강박을 이루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제 1〜6박의 3박 단위 대

강박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한 장단 안에 3박과 2박 단위의

대강박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게 되는 붙임새를 본고에서는 ‘대마디 대

장단③’이라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옥중 장 혼 이 되거 드 면 △

<악보 4> ‘대마디 대장단③’의 예시

이상으로 대마디 대장단 3가지 종류의 설명을 마치고, ‘교대죽’ 붙임새를

보겠다. 교대죽은 고양이가 뛰듯 소리가 훌쩍 뛰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교대란 말은 남도방언(南道方言)으로, 고양이를 교대기라 하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75) <악보 5>는 본고에서 선정한 교대죽 붙임새의 예시악

보로,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5번째 장단의 ‘오리정 정별후로’ 사설이다.

제 1․2박의 ‘오리정’ 사설을 보면, ‘오’를 제외한 ‘리정’의 사설이 제 2

박에서 시작하여 제 6박까지 총 5박을 쭉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음이 훌쩍 뛰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앞서 이보형이 밝혔던 얼마의 공간

을 훌쩍 뛰어 밀거나 당기는 느낌을 주는 견해와 일치한다.

75) 이보형,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 111∼112쪽. 그가 제시한 교대죽은 한 행의

사설의 중간이 뚝 떼어져 앞이나 뒤로 얼마의 공간을 훌쩍 뛰어 밀거나 당기어진 뒤에

나머지 사설이 낙아 채이듯이 짧은 시가로 나타내는 경우와, 3분박 장단에서 소리가 2

분박과 3분박으로 자주 변화되며 사설이 주․부박에 촘촘히 엮어지면서 이것들이 앞

뒤로 밀고 당기고 뛰어 넘고 하는 형태 2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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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 리정 정 별 후 로 △

<악보 5> ‘교대죽’ 붙임새의 예시

이렇듯 중모리의 3박 단위의 개념을 어그러트리고 한 음이나 한 글자가

길게 지속되어76) 훌쩍 뛰는 인상을 주는 것을 교대죽 붙임새라 하겠다.

필자와 같은 견해는 방윤수와도 일치한다.77)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본고에서 사용한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단’과 ‘교

대죽 붙임새’ 총 2가지 종류이며, 대마디 대장단에서 나눈 3가지 종류의

붙임새까지 합하면 총 4가지의 붙임새가 된다. 본문에서는 위와 같이 밝혔

던 붙임새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창자의 전 음반을 살펴보겠다.

3) 악조78)

서두에 언급했던 정노식의 조선창극사를 보면, 악조를 ‘우조’와 ‘계면조’
2가지로 나눠 구분 짓고 있다.79) 여기서 ‘조’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 정악

(正樂)에서 쓰던 용어로, 가곡식 악조명을 판소리로 빌려와 쓴 것이다.80)

본문에서는 판소리 악조연구의 선례(先例)가 되는 조선창극사를 따라

‘조’를 각각 계면조와 우조81) 총 2가지로 나누겠다.

쑥대머리의 악조는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는데,82) 이 계면조의 원류(源

76) 본고는 3박의 개념을 어그러트리는 4박 이상의 박자를 교대죽이라 하였으며, 총 4박 중

3박을 한 사설이나 음으로 지속하고 1박을 쉴 경우도 쉼표를 포함하여 교대죽으로 보았다.

77) 방윤수, 앞의 논문, 45∼46쪽에 교대죽 붙임새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용어정리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는 본고의 ‘교대죽’이란 용어와 달리 ‘괴대죽’이라 칭했으며, ‘사설을 촘촘히

붙이다가 하나의 음절의 여음을 길게 끌다가 다시 사설을 붙이는 형태’로 교대죽 붙임새

용어의 정의를 내렸다.

78)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20∼27쪽. 악조는 어떤 악곡의
중심음의 높이를 뜻하는 조(調)와 그 구성음의 음조직(음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악학궤범에서도 쓰인 용어이다.
79) 정노식, 앞의 책, 8쪽.

80) 이보형, 판소리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 국립민속국악원논문집 창간호, 남원
민속국악원, 2001, 209∼221쪽(당초에는 판소리와 산조에서 이것이 슬픈 느낌이 든다하여

‘애원성’ 또는 ‘서름조’라 일렀다.); ,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의 개념수

용에 관한 고찰 , 98송흥록의 달 기념 국악학 학술회의 자료, 국립국악원 및 남원국립
민속국악원, 1998, 44∼53쪽.

81) 본고에서의 우조는 계면조의 상대개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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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는 ‘육자백이 토리’83)이다. 황준연도 육자백이와 같은 음조직으로 된

소리를 일반적으로 계면조라 한다고 연구한 바 있다.84) 이러한 견해를

빌려 본문에서도 악조에 관한 명칭을 육자백이 토리 대신에 계면조라 하

겠다. 본고에서는 mi․la․si․do'의 4음 음계를 계면조로 보았으며,85)

이것은 <악보 6>과 같다.

<악보 6> 육자배기 토리(계면조)

mi는 요성(搖聲, 떠는 음)을 의미하며 중심음은 la이다. 판소리에서 중

심음이라는 개념은 ‘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음높이(key)를

일컬을 때나,86) 창자들이 소리를 할 때 실음을 나타내는 의미, 선법적 면

에서 종지음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본고에서는

‘청’이라는 용어를 중심음을 의미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다.

임방울의 쑥대머리 5종 음반은 녹음된 시기마다 청으로 사용한 실음

높이가 서로 달랐으며, 나머지 세 창자도 마찬가지였다. 임방울은 주로

실음의 높이가 d'음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류명창인 김소희․성우향은 e♭'

음을, 김연수는 c♯'음으로 음반을 남겼다.87)

이렇듯 서로 다른 청의 실음을,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e♭'음으로

82) 김경희, 앞의 논문, 68〜76쪽.

83)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음조직 연구 , 한국음악연구 제24집, 한국국악학회, 1996, 12쪽.
84) 황준연, 앞의 논문, 21쪽.

85) 앞으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이름명의 표기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저음부터 옥타브

순으로 대문자→소문자→소문자에 콤마 표시(')를 붙여 기보하겠다.(예시: La-la-la')

실음은 소문자를 위주로 기보하되, 옥타브를 기준으로 a-a'-a"로 기보한다.

86) 윤명원, 판소리 청의 개념에 관한 고찰 , 한국전통음악학 제3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2, 420∼430쪽.

87) 앞으로 본고에서는 음이름을 기보할 때 실음명을 위주로 하되, 계이름의 기보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실음 옆에 괄호표시를 한 뒤 계이름명을 기보하겠다. 또한 같은 단락 안

에서 실음명과 계이름명을 명시했을 경우, 그 다음 기보는 계이름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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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이조(移調, transposition)한 뒤 연구를 진행하겠다. 임방울․김

연수 김소희 성우향이 청으로 사용한 실음을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임방울
콜럼비아음반 시에론음반 오케 음반 빅터 음반 신세기음반

e♭' d' d' c♯' d'

비교대상
창자들

김연수 김소희 성우향 =8개 음반 모두
e♭'음을 청으로 통일함.c♯' e♭' e♭'

<표 5> 각 음반의 실음 청

4) 선율

이면을 중시했던 김연수와 성음을 중시했던 임방울이88) 자주 비교의 대

상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선율부분과 뒤이어 나오게 될 시김새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임방울 음반 중 코라이 음반을 제외한 5개 음반과 김연수․

김소희․성우향의 쑥대머리 음원을 필자가 채보하였으며, 본문의 첫 번째

항목인 임방울의 쑥대머리 선율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콜럼비아 음반과)선율이 거의 동일한 부분

두 번째, (콜럼비아 음반과)선율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

세 번째, (콜럼비아 음반과)선율이 완전히 다른 부분

이 3가지 분류 방법으로 임방울이 남겼던 쑥대머리 초기 음반부터 후기

음반까지의 총 5개 음반 선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본론의 두 번째 항목인 쑥대머리의 전승 부분에서는 임방울 외 3창자인

김연수․김소희․성우향의 소리를 임방울의 초기 녹음인 콜럼비아 음반의

쑥대머리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3명의 쑥대머리 수용창자들에게는 임방

울의 음반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88) 이보형, 임방울과 김연수 , 395∼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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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본문에 따로 명시하였으며, 실음으로 채보

한 것은 부록악보 왼쪽 상단에 실음 채보라 기보하였다.

5) 시김새

시김새 중 ‘시김’에 관한 어원은 천이두, 서한범이 주장한 바 있으나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음악인들이 시김새를 지칭할 때

음악의 구성요소로써 장식음이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대

부분이다. 또한, 장식음에 성음과 목구성이라는 특성도 함께 더해진다.89)

기존 판소리 음원에 관한 선행연구 중 시김새 분석을 살펴본 바,90) 각

기 그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 또한 다양했다. 이에

필자는 본고와 부합한 선행연구자들의 시김새를 빌려와,91) 시김새 용어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 ‘∼음’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

도록 하겠다.92)

<표 6>에서 명칭을 변경한 시김새는 총 5가지이다.93) 이 중 ‘꺾는 다루’와

‘감는 다루’, ‘한 번 감는목’94)의 3가지 시김새는 최난경이 명명했으며,95)

89) 이보형, 한국음악의 ‘시김새’ 연구방법 시론: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 음악논단 제13집, 한양대
학교 음악연구소, 1999, 5∼6쪽.

90) 김수미, 성우향 춘향가 2권, 성우향 판소리 전수소, 2005, 190∼193쪽; , 이화중

선과 성우향의 춘향가 비교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5∼62, 85쪽; 김미니,

<적벽가> ‘삼고초려’에 나타나는 시김새 연구 , 한국전통음악학 제7집, 한국전통음악학회,
2006, 7∼34쪽; , 적성가 연구 –창법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3∼52쪽; 김양숙, 판소리 교습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박헌봉, 창악대강, 한국국악예술학교, 1966, 69∼73쪽; 정병욱, 앞의 책, 1981,
68∼69쪽; 조주선, 판소리 계면조 시김새에 관한 고찰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0∼37쪽; 진봉규, 판소리 이론과 실제, 수서원, 1984, 69∼73쪽;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 집문당, 2006, 117∼164쪽.

91) 본고에서 사용한 시김새의 선행연구자들은 최난경, 김수미, 김미니, 조주선 총 4명이다.

92) 시김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같은 용어라도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으며, 각 연구

마다 시김새 용어를 ‘∼목’, ‘∼성(聲)’, ‘∼다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필자는 시김새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김새를 2가지 용어인 ‘∼목’과

‘〜음’으로 통일하였다. 앞으로 본고에서 ‘〜목’이라는 용어를 가진 시김새는 여러 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시김새 형태를 이루거나 목의 기교적인 형태를 띠는 시김새를 뜻하는

것이며, ‘〜음’으로 된 시김새 용어는 그 특징이 한 음에 국한하여 나타나거나 목의 기교

보다는 음 자체에 더 비중이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겠다.

93) ‘꺾는다루’, ‘감는 다루’, ‘한 번 감는 목’, ‘두 번 재빨리 굴러내는 목’, ‘내려치는 목’

94) ‘꺾는 다루’ 중 ‘다루’라는 용어에 대해, 최난경은 박송희 명창의 견해에 따라 ‘do'-si’의

‘꺾는목’과 연관이 되는 앞꾸밈음의 의미로만 국한해서 사용(최난경, 앞의 논문,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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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재빨리 굴러내는 목’은 김수미가 명명한 용어로96) 본고에서는 ‘겹

구르는목’97)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미니98)의 ‘내려치는

목’은 ‘내리쳐 꺾는목’으로 시김새 용어를 변경99)하며, 이 외에 조주선100)의

‘끌어올리는 목’과 ‘폭깍질목’의 2가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사용한 시김새 용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으며, 각

각의 시김새에 관한 설명은 표에 각주를 달아 참고하도록 하였다. 본문에

서는 예시 악보와 함께 시김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고는, 최난경이 언급한 ‘꺾는목’과 연관이 되는 이 시김새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꺾는목’ 항목에 넣었으며, 앞 꾸밈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율의

일부일 때도 이 시김새를 적용하였다. 또한 ‘감는 다루’도 ‘do'-si’의 꺾는목 선율이 나오므로

본고에서는 ‘감아 꺾는목’으로 용어를 바꿨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한 ‘한 번 감는목’의

시김새 용어는 ‘감는목’이라는 항목 안에 세부 분류를 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상위개념인

‘감는목’을 시김새 용어로 사용하였다.

95) 최난경, 앞의 논문, 117∼164쪽. 최난경은 시김새를 크게 13가지로 나누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을 두어 총 18가지 분류를 하였다. 이 항목들은 예보와 함께 다루고 있어 이해가

용이하였으며, 시김새를 자세히 분석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본문에서는 최난경의

13가지 시김새 중 ‘꺾는목’․‘꺾는 다루’․‘감는다루’․‘한 번 감는목’․‘떠는목’․‘흐르는목’

총 6가지의 시김새 용어를 사용하였다.

96) 김수미, 앞의 논문, 55∼62․87쪽. 본고에서 사용한 ‘흘러내리는 음’․‘가성으로 내는 음’․

‘두 번 재빨리 굴러 내는 목’의 총 3가지 용어와 시김새는 모두 그의 석사논문에 기재

되어 있는 것들이다. 또한 본문에서 비교 대상자 중 한명인 성우향의 춘향가 전 음원을

채보하여 발간한 단행본의 시김새 기호도 참고하였다.(김수미, 앞의 책, 190∼193쪽.)

97) 본고에서는 김수미의 ‘두 번 재빨리 구르는 목’의 시김새 용어를 빌려와 사용하되 용어의

길이가 다른 시김새들보다 상대적으로 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자인 김수미의

시김새 용어 의미를 살리되 글자 수를 줄여 좀 더 간결하게 ‘겹 구르는목’으로 선정하였다.

98) 김미니, 앞의 논문, 7∼34쪽. 김미니는 적벽가 중 ‘삼고초려’를 통해 박봉술과 정권진의

시김새를 비교하였는데, 이 중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김새와 동일한 선율이 ‘내려

치는 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99) ‘내려치는 목’의 시김새 용어를 ‘내리쳐 꺾는목’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각주 내용 중 상단에 다루라는 용어가 do'-si의 꺾는목과 연관이 된다

했는데, ‘내리치는 목’ 역시 do'-si의 꺾는목 선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려친다’

라는 용어를 ‘내리친다’로 바꾼 것은, ‘내려친다’라는 용어의 의미가 아래로 향해 힘껏 치는

것을 의미하여 선율 자체의 특성보다는 아래 음에 더 비중이 가는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김미니의 ‘내려치는 목’ 시김새에 대해 ‘내리쳐 꺾는목’으

로 용어 변경을 하였다.

100) 조주선, 앞의 논문, 12∼37쪽. 옥중가의 계면조 시김새를 연구한 조주선의 논문은 시김새를

한음이나 두음 사이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김새와, 여러음이 배합하거나 선율과

선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김새 2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전자의 시김새인 ‘끌어올

리는 목’과, 후자의 시김새인 ‘폭깍질목(딸꾹질목)’이 본고와 상호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하여 참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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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사용한 용어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

‘〜목’

1 꺾는목101) 꺾는목

2 꾸며 꺾는목102) 꺾는 다루

3 감아 꺾는목103) 감는 다루

4 감는목104) 한 번 감는목

5 떠는목105) 떠는목

6 겹 구르는목106) 두 번 재빨리 굴러 내는 목

7 내리쳐 꺾는목107) 내려치는 목

8 끌어올리는 목108) 끌어올리는 목

9 폭깍질목109) 폭깍질목

10 흐르는목110) 흐르는목

‘〜음’
11 흘러내리는 음111) 흘러내리는 음

12 가성으로 내는 음112) 가성으로 내는 음

<표 6> 시김새 용어

101) ‘꺾는목’의 시김새는 계면조의 구성음 ‘mi․(sol)․la․si․do'․(re')’의 4〜6음 가운데

‘si’를 꺾어내는 표현 방법이며, 선율이 do'-si로 꺾어진 형태이다.

102)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는 mi'-do'-si와 re'-do'-si같이 do'보다 하나 위 음인 re'나 두 음

위인 mi'에서 출발하여 do'-si로 꺾어 내려오는 선율 형태를 말한다.

103)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는 용어의 뜻 그대로 do'-mi'-do'로 한 번 감아서 do'-si로

꺾는 형태를 지칭한다. 이것은 do'-mi'-do'-si의 선율로 정리할 수 있겠다.

104) ‘감는목’은 음정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la와 do’, do'와 mi’, mi'와 sol’ 등의 두 음정 사

이에서 일어나는 기법을 말한다. 즉, la를 동글려 밀어 올려 do’를 내는 것과 동시에 do’를

휘어 감으면서 la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si-do'-la의 형태도

감는목에 포함시켰다.

105) ‘떠는목’은 계면조의 구성음 중 기음(基音)인 ‘미’를 요(搖)하는 것이다.

106) ‘겹 구르는목’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한 음을 재빨리 두 번 굴러 내는 시김새이다.

107)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위 음정에서 아래 음정으로 짧게 포르타멘토(portamento)하여

힘있게끌어내리는것을말하며, 운음(運音)이라고도한다. 본고에서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

새로 분류한 선율은 총 4가지이며, la'-mi'-re'-do'․la'-mi'-do'-si․sol'-mi'-re'-do'․

sol'-mi'-do'-si의 선율이다.

108) ‘끌어올리는 목’은 아래 음을 위 음으로 끌어올려 소리 내는 형태이며, 본고에서 나타나는

끌어올리는 목의 시김새는 주로 고음으로의 도약을 할 때 사용되었다.

109) ‘폭깍질목’의 시김새는 ‘폭깍성’․‘포깍질목’․‘딸꾹질목’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주선은 이를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경우나 놀랬을 때 나타나는 딸꾹질을

연상하면 된다고 하였다. 즉, 발성되어지는 소리를 ‘ㅅ’하고 순간 막았다가 음을 진행시키는

형태다. 여기서 ‘폭깍질’이란 용어는 딸꾹질의 전라도 방언이다.

110) ‘흐르는목’의 시김새는 고음역에서 종착 음까지 느린 속도로 둥글고도 원만한 곡선을

이루며 하행하는 선율선을 말한다.

111) ‘흘러내리는 음’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원래의 음에서 아래로 음이 흘러내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계면조 악조의 대표적 시김새인 꺾는목(제1형)의 do'-si선율과는 다르며,

흘러내리는 음정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112) ‘가성으로 내는 음’에서 가성(假聲)이란 ‘시성’, ‘세살성’ 등으로 불리며, 가곡에서처럼

가늘고 길게 고운소리를 내는 형태다. 본고에서 나오는 쑥대머리의 가성은 주로 고음역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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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문에서 지정한 시김새의 개수는 총 12개이다. 이것으로 임방울의

쑥대머리 음반과 김연수․김소희․성우향 쑥대머리 음원에서의 시김새

사용빈도를 밝히겠다. 또한 각 창자별로 자주 쓰는 시김새를 파악하고

이를 본문에서 분류하겠다.

다. 채보 및 기보방법113)

채보를 할 때 고려했던 것과 기보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모든

창자의 청이 되는 음인 la를 e♭'음으로 동일하게 맞췄으며, 박자는 12/4로

표기하였다.

중모리 한 장단 12박은 오선보의 한 마디로 기보하고 3박(대강박)을 기

준으로 소마디 1개를 넣었다. 그러므로 총 4대강으로 구성된 중모리는 소

마디 4개가 들어가게 된다. 음원의 빠르기 속도는 전통용어로 ‘한배’114)라

이르는데, 쑥대머리의 한배는 메트로놈의 수치를 기점으로 악보의 좌측

상단에 ♩=‥으로 표기했다.

중간에 청이 되는 음이 떨어지거나 잠시 올라갔던 것은 처음 낸 청의

음고를 기준으로 채보하였으며,115) 가능한 음원에서 들리는 음을 그대로

기보하려 했다. 또한 시김새에 있어 ‘떠는목’이나 ‘폭깍질목’, ‘흘러내리는

음’, ‘가성으로 내는 음’, ‘불분명한 음’ 등을 기호로 표시하여 좀 더 알아

보기 쉽게 하였다.

가사에 있어서는 1음절 단위로 음표를 적되, 2음절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4분 음표(♩)의 시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보

했으며, 발음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은 ‘○○’로 표기하였다. 이 밖에 다른

사항들은 본고에서 자세히 명시할 것이며, 위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

113) 전 곡을 필자가 악보화 하여 채보한 뒤, 판소리 전공자이자 연구자인 김수미에게 검수를

받았다.(2014년 4월 27일)

114) 이보형, 한국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대박), 박, 분박(소박)에 대한 전통기보론적고찰 , 29쪽.

115) 임방울신세기음반경우원래는 d'음을청으로시작하였으나, 나중에 c'음으로 청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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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본론에서는 크게 ‘임방울의 쑥대머리’와 ‘쑥대머리의 전승’으로 2개의

단락을 나누었다. 먼저 ‘임방울의 쑥대머리’단락에서는 임방울의 5종 쑥대

머리 음반을 분석하며, ‘쑥대머리의 전승’ 단락에서는 쑥대머리 더늠의 수

용창자들인 김연수․김소희․성우향의 소리를 각각 임방울과 비교하겠다.

1. 임방울의 쑥대머리

가. 사설

사설은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제 1차적이자 표면적 요소로, 본 항목

에서는 쑥대머리 사설을 장단별로 나누지 않고 이야기 전개 순서에 따라

Ⓐ∼Ⓗ까지 총 8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아래에 제시된 사설은 비교대

상의 기준이 되는 콜럼비아 음반의 쑥대머리 사설이다.

Ⓐ 쑥대머리 구신행용 적막옥방으 찬자리여

Ⓑ 생각 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오리정 정별

후로 일장서럴 내감 못 봤으니

Ⓒ 부모봉양 글 공부어 겨럴이 없어서 그러난가. 여인신혼 금실위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행아 추월같이 번뜻이 솟아서 비치고저

Ⓓ 막왕막래 맥혔으니 앵무서럴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칙으 잠 못 이루니

호접몽을 어이 꿀 수 있나

Ⓔ 손가락어 피를 내여 사정으로 편지헐까 간장으 썩은 눈물로 임으 화상을

그려볼까

Ⓕ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 녹수부용어 연 캐는 채련녀와 채룡망 채엽어 뽕따는 여인네도 낭군생각은

일반인데 날 보둠은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나가니 뽕을 따고 연 캐것나.

Ⓗ 내가 만일으 임을 못 보고 옥중장혼이 되거드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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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위와 같이 나눈 쑥대머리의 사설 Ⓐ∼Ⓗ단락을 줄거리에 따라

각각 한 줄씩 요약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춘향이 처해있는 상황 제시

Ⓑ (임과) 헤어진 때를 상기하며 임에 대한 생각을 전개

Ⓒ 임에 대한 추측과 의혹의 전개

Ⓓ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임의 소식을 접할 수 없는 한탄의 마음

Ⓔ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춘향의 강인한 의지

Ⓕ 백거이의 장한가116)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 (채련녀․여인과의 비교를 통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

Ⓗ 춘향의 원통한 심정을 옥중 혼으로 표출한 후 서럽게 욺.

사설을 기호 Ⓐ부터 Ⓗ까지 총 8개로 나누는 방법은 임방울이 남겼던

쑥대머리 음반 6개에 모두 적용하겠다. 이 중 해당 단락에서 이야기가 추

가된 사설은 해당 기호 옆에 ‘+’표시를 하며, 이야기 전개에서 차이가 나는

곳은 해당 기호 옆에 ‘'’표시를 하였다. 예를 들면, 빅터 음반 한곳에 나타난

‘이화일지∼임의생각’117) 사설은 Ⓕ'로, 시에론․오케․코라이 음반의 ‘무

덤근처∼될 것이며’118) 사설은 Ⓗ+인 것이다.119)

116) 유병례, 백거이 <장한가>의 주제 , 중어중문학 제3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3,
365∼386쪽. 장한가(長恨歌)는 당 현종(唐 玄宗)과 양귀비의 전일(專一)한 사랑과 애정

비극을 읊은 장편 서사시로 백거이(白居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백거이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중시한 시인이었는데, 당시 당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불륜과

질타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못 다한 사랑에 대해 안타까움과 한스러움

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쑥대머리 사설에 등장한 장한

가의 구절은 총 3가지로, ‘이화일지춘대우(梨花一枝春帶雨)’, ‘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

腸斷聲)’, ‘추우오동엽낙시(秋雨梧桐葉落時)’이다.

117) 이화일지 춘대우 내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무녕 단장성어 빗소리 들어도 임의생각

118) 무덤근처 있난 독은 망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앞어 섯난 남기 상사목이 될 것이며

119) 빅터 음반의 사설 중 ‘이화일지춘대우, 야우문령단장성’은 Ⓕ와 같이 장한의 한 구절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콜럼비아 음반의 ‘추우오동엽낙시’와는 다른 구절이

나오기에 Ⓕ'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단락은 Ⓗ단락인 ‘내가 만일으 임

을 못 보고 ∼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 안에서 이야기를 첨가한 사설로 보았기 때문에

‘+’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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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임방울 전 음반의 사설을 위의 방법에 따라 단락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표를 보면 콜럼비아 음반부터 신세기 음반까지 총 6개

음반 모두 Ⓐ단락부터 Ⓔ단락까지 서로 동일하나 Ⓕ∼Ⓗ단락에 와서 사

설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콜럼비아 시에론 오케 빅터 코라이 신세기

단락별로

나눈

사설의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Ｘ Ｘ Ⓕ ' Ｘ Ｘ

Ⓖ Ⓖ' Ⓖ' Ⓖ Ⓖ' Ⓖ'

Ⓗ Ⓗ+, Ⓗ'120) Ⓗ+, Ⓗ' Ⓗ' Ⓗ+, Ⓗ' Ｘ

<표 7> 임방울의 사설 단락

Ｘ - 해당 사설 없음.

지금부터 사설의 변화가 생긴 총 3개의 단락을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과 차례대로 비교해 보겠다.

Ⓕ단락은 백거이의 장한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부분으

로, 장한가 중 ‘추우오동엽낙시’ 구절의 사설이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빅

터 음반은 장한가의 또 다른 구절 사설인 ‘이화일지춘대우’가 보인다.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빅터 음반의 Ⓕ'단락 사설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이화일지 춘대우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무녕 단장성어 빗소리 들어도 임의 생각

<표 8> 임방울의 ‘장한가 구절’ 사설 변화

임방울은 백거이의 장한가 중 일부 구절을 이렇듯 쑥대머리 중간에 넣긴

했으나, 일반 청중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운 한문투의 사설이기에 대

120) Ⓗ단락은 사설이첨가된 곳도 있고 끝부분에가서변화된 부분도 있어 Ⓗ+, Ⓗ'로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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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생략했을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에서 한문투의 사설이 등장하는 곳

은 거의 그 내용을 앞․뒤 사설이 제시해 주거나 다시 설명121)해주는 경

우에 쓰일 때가 많은데, 이러한 연유로 임방울은 장한가를 생략하고 다음

사설로 넘어간 것이다. 이 Ⓕ단락은 시에론과․오케․코라이․신세기 음반의

사설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락의 사설 변화를 보겠다. 콜럼비아와 빅터 음반의 Ⓖ단

락이 같아122) 이 중 콜럼비아 음반을 기보하였으며, Ⓖ단락의 변화는 2

가지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는 시에론과 오케․코라이 음반의 ‘날 보둠은

좋은 팔자’ 사설의 생략123)이고, 후자는 신세기 음반의 사설이 이 단락에서

끝나 ‘날 보둠은 좋은 팔자’ 이후로는 쑥대머리 사설이 없다는 것이다.

<표 9>의 시에론 음반에 나타난 Ⓖ'단락 중 ‘Ｘ’로 표시된 곳은 ‘날

보둠은 좋은 팔자’의 사설이 생략된 것이다. 시에론 음반의 해당 사설 생

략으로 인해 체념의 깊이가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설의 이야기 전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임방울 또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설을 가감한 것으로 보인다.

맨 오른쪽에 있는 신세기 음반의 Ⓖ'단락 사설은 다른 음반들의 Ⓖ단락

사설에 비해 훨씬 짧아졌는데, 이것은 무언가 곡의 마무리를 덜한 듯한

인상을 준다.

121) 정양, 쑥대머리와 절망의 미학 , 앞의 책, 347∼349쪽.

122) 자세한 사항은 <표 7>참고.

123) 이 세 음반도 변화가 같아 그 중 시에론 음반의 Ⓖ단락만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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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음반의Ⓖ단락사설 시에론음반의Ⓖ'단락사설 신세기음반의Ⓖ'단락사설

녹수부용어

연 캐는 채련녀와

채룡망채엽어

뽕따는 여인네도

낭군생각은 일반인데

날 보둠은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나가니

뽕을 따고 연 캐것나

녹수부용어

연 캐는 채련녀와

채룡망채엽으

뽕따는 여인네도

낭군생각은 일반이나

Ｘ

옥문 밖을 못나가니

뽕을 따고 연 캐것나

녹수부용어

연 캐는 채련녀와

채룡망채엽어

뽕따는 여인네들이

낭군생각언 일반이로구나

날 보둠은 좋은 팔자

Ｘ

Ｘ

<표 9> 임방울의 ‘녹수부용어〜’ 사설 변화

필자는 신세기 음반이 다른 음반들의 사설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진 이

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하였다. 첫째, 임방울도 1929년 당시 처음

쑥대머리를 녹음했을 때보다 점차 세월이 지날수록 곡의 한배가 점점 느

려져124) 그 이후의 사설인 ‘옥문 밖을∼’부터 끝 부분까지125) 예전과 같은

한배로 유성기 음반에 담기엔 다소 시간이 모자랐을 것이라는 점이다.126)

둘째, 임방울 자신의 의도 하에 사설을 줄여 ‘날 보둠은 좋은 팔자’까

지 불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전에 비해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나,

임방울이 사진소리127)를 기피했던 경향이 있는 창자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단락의 사설비교를 보겠다. 여기에서는 사설의 첨가와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0>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시에론 음반 Ⓗ+128) Ⓗ'129)단락의 변화는 오케․코라이 음반과 서로 같

124) 처음 콜럼비아 음반 녹음 당시 그의 한배는 ♩=108-124였으나, 제일 마지막에 남겼던

신세기 음반의 한배는 ♩= 84- 94로 가장 느렸다.

125) ‘옥문 박을∼’부터는 한동안 이야기 전개가 쭉 이어기지 때문에 곡을 마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콜럼비아와 빅터의 사설만 봐도 그 점을 증명할 수 있다.

126) 김석배, 유성기음반과 판소리사설의 변화 양상 , 183쪽. 당시 유성기음반 한 면당

녹음 제약시간은 3분 30초다.

127) 사진소리에 대한 설명은 각주 40) 참고.

128) 세 음반에서 콜럼비아에 없는 ‘무덤근처 있난 독은∼상사목○○ 될 것이며’ 사설은

‘옥중장혼이 되거드면∼’의 부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설로 보았기에 Ⓗ+단락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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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빅터 음반의 Ⓗ'130)단락은 시에론 음반의 Ⓗ'단락과 서로 다

른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기보하였다.

시에론 음반에서 나타난 Ⓗ+, Ⓗ'단락의 사설은 5음반 중131) 총 3음반

에 보이는데, 이것은 임방울이 다른 쑥대머리 음반의 사설보다 시에론

음반에서 나타난 Ⓗ+, Ⓗ'단락의 사설을 상대적으로 자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빅터 음반은 콜럼비아 음반의 사설과 비교했을 때 내용의 일부가 생략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필자는 이것을 임방울이 사설을 가감한 것의

한 예로 보았다.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시에론 음반의
Ⓗ+, Ⓗ'단락 사설

빅터 음반의
Ⓗ'단락 사설

내가 만일으 임을 못보고

옥중장혼이 되거드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

내가 만일어 임을 못보고

옥중원귀가 되거드면

무덤근처 있난 독은

망부석이 될것이요

무덤 앞어 섯난 남기

상사목○○될 것이며

생전사후어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내가 만일어 임얼 못보고

옥중장혼이 되겄구나

항상 퍼버리고 울음을운다

<표 10> 임방울의 ‘내가 만일으’ 사설 변화

이상 필자가 이야기 전개순서에 따라 나눈 단락별 기호를 살펴본 바

임방울은 Ⓐ단락부터 Ⓔ단락까지 동일한 이야기 전개순서의 사설을 가지

고 있으나, Ⓕ∼Ⓗ단락인 곡의 중․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전개는 비

129) 콜럼비아 음반의 제일 마지막 사설인 ‘퍼버리고 앉어 설리 운다’는 시에론 음반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로 변화되어 Ⓗ'단락으로 표시하였다.

130) ‘생전사후∼누있드란 말이냐’가 생략된 것이 콜럼비아 음반과 다르다.

131) 신세기 음반은 사설이 Ⓖ단락에서 끝나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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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되 사설의 변화가 생겼다. 특히 빅터 음반의 사설은 콜럼비아 음반

의 사설과 비교적 가까웠으며, 시에론․오케․코라이 음반의 사설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임방울의 발음에 대해 보겠다. 임방울은 발음에 있어서도 특징

이 드러났는데, 6개의 음반 모두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곳132)을 제외한

특징을 보면 사투리 안에서 조사 부분의 발음 변화가 일어났다.

임방울은 전남 광산군 송정리 사람이기 때문에 전남 방언인 호남 사투

리가 많이 등장했는데, 표준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모음변화에 중점

적으로 사투리가 사용된 부분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임방울은 ‘ㅡ’ 모음 사설을 ‘ㅓ’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ㅢ’ 모음이 ‘ㅓ’ 모음이나 ‘ㅡ’ 모음으로 바뀌는 곳도 다른 모음변화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볼드체로 된 부분은 임방울의 쑥대머리 음반 중

모음이 변화된 곳을 표시한 것이다.

모음 변화 모음 변화가 사설 안에서 쓰인 예

ㅕ → ㅐ 귀신형용→귀신행용

ㅗ → ㅓ 보고지고→보고지거

ㅡ → ㅓ

일장서를→일장서럴, 겨를이 없어서→겨럴이 없어서,

앵무서를→앵무서럴, 호접몽을→호접몽얼,

피를 내어→피럴 내어, 낭군 생각은→낭군 생각언,

날보둠은→날보둠언, 옥문밖을→옥문밖얼,

울음을 운다→울음얼 운다

ㅏ → ㅐ 계궁항아→계궁행아, 막혔으니→맥혔으니

ㅢ → ㅓ, ㅡ
간장의→간장어․간장으, 임의 화상을→임으․임에 화상을,133)

내가 만일의→내가 만일으․만일어

<표 11> 임방울의 모음 변화

132) 매 녹음시마다 발음까지 같았던 부분은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오리정 정별후로’,

‘내가 어이보며 전전반칙으 잠 못 이루니’, ‘어이 꿀 수 있나’, ‘사정으로 편지헐까’로

총 다섯 군데였다.

133) 관형격조사(冠形格助詞)인 ‘의’가 처소격(處所格)조사인 ‘에’로 발음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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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 바뀐 부분

격조사 첨가
연 캐는 채련녀와→연을 캐는 채련녀와

생전 사후→생전 사후의(어․으)

부사화 접미사의 생략 번뜻이 솟아서→번뜻 솟아서

연결어미→종결어미
낭군생각은 일반인데→일반이라․일반이로구나,

옥중고혼이 되거드면→옥중고혼이 되겄구나

<표 12> 임방울의 조사와 접미사 · 어미의 변화

지금까지 임방울이 남긴 쑥대머리 총 6음반 사설의 공통부분과 그가

자주 사용한 사투리의 모음변화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조사의 첨가․

탈락이 일어난 부분을 보겠다.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부사화 접

미사 ‘-이’가 생략된 경우․격조사 ‘-을’이 첨가된 경우․연결어미가 종

결어미로 바뀐 경우 2가지이다.

쑥대머리는 대강박에 보통 2∼4음절이 들어가는데, 임방울은 그 안에서

격조사를 첨가하거나 접미사를 생략해 사설을 구성하였다. 격조사를 첨

가한 곳은 ‘연캐는〜’과 ‘생전사후〜’ 총 2곳으로, 사설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반대로 접미사가 생략된 ‘번뜻이 솟아

서’의 사설은 ‘번뜻’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간결

하게 표현하였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변화된 곳은 ‘낭군생각은’과 ‘옥중고혼이’ 총 2

곳이다. 이것은 ‘연결’과 ‘종결’이라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사설을 연결시

키기보다는 끝마치는 투로 어미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상으로 사설분석을 종합하면 시에론 음반이 오케․코라이 음반과 유

사하다고 밝힌 김석배의 선행연구134)를 확인하였고, 필자 또한 그것 외에도

이번 연구를 통해 콜럼비아 음반과 빅터․신세기 음반 앞부분의 유사함도

알았다. 또한 임방울이 자주 사용했던 사설의 출현빈도가 후대의 쑥대머리

구성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쑥대머리∼임으 화상을 그려볼까’는

전 음반에 포함, 그 이후로 사설의 가감(加減)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134) 김석배, 유성기음반과 판소리사설의 변화 양상 ,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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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 논의에서는 임방울이 호남 사투리를 사용한 흔적과 조사와

접미사, 어미의 변화를 통해 소리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장단 및 붙임새

임방울 5종 음반에 수록된 쑥대머리는 모두 중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단 수는 콜럼비아 음반이 총 31장단이며, 시에론․오케 음반은

총 32장단, 빅터 음반은 총 30장단, 신세기 음반은 총 23장단이다. 신세

기 음반을 제외한다면 임방울은 쑥대머리를 총 30〜32장단 사이에서 자

유롭게 구성한 것이다.

연주시간은 시에론과 오케 음반이 3분 41초로 같았으며, 콜럼비아와

빅터 음반이 3분 13초로 서로 유사하였다. 여기서 빅터 음반은 콜럼비아

음반에 비해 한 장단이 적은데, 한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소 느리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세기 음반은 2분 54초로 거의

3분대에 진입했으나, 장단 수에 비교해 봤을 때 5개의 음반 중 한배가

가장 느렸다.

위와 같은 사실은 임방울이 쑥대머리를 첫 음반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래했고, 후에 취입한 음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노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음 반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135)

콜럼비아 31장단 3분 13초 ♩=108-124

시에론 32장단 3분 41초 ♩= 96-108

오 케 32장단 3분 41초 ♩= 93-106

빅 터 30장단 3분 13초 ♩=108-126

신세기 23장단 2분 54초 ♩= 84- 94

<표 13> 임방울의 장단수와 연주시간 · 한배

다음으로 임방울의 붙임새를 보겠다. 쑥대머리라는 동일한 대목을 비

교하기에 임방울의 모든 음반에서 해당 사설 내 같은 붙임새를 사용하는

135) 한배의 숫자 표시는 BPM(beats per minute)을 따랐다. 이것은 1분에 1박자(♩)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나타낸 것이며, 숫자가 클수록 쑥대머리의 한배도 그만큼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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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 특정 음반에서 붙임새의 차이가 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

앞서 서론의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했듯이, 쑥대머리는 주로 대마디 대장

단과 교대죽의 붙임새가 사용되므로 본문에서는 이 2개의 붙임새를 언급

하겠다.

<악보 7>은 임방울의 전 음반 제 18장단에 나온 ‘간장으 썩은 눈물로’

의 사설이며, 이 붙임새는 3박 4대강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박이 되는 제

1․4․7․10박에 사설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악보의 하단은 대강박을

묶어 표시한 것이다.1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간 장 으 썩은 눈 물 로

시 간 장 으 썩은 눈 물 로

오 간 장 어 썩은 눈 물 로

빅 간 장 어 썩은 눈 물 로

신 간 장 으 썩은 눈 물 로

<악보 7> 임방울의 3박 4대강박 대마디 대장단 

다음으로 대마디 대장단의 두 번째 분류를 보겠다. ‘쑥대머리 구신행

용’의 사설이며, 이 부분은 쑥대머리의 첫 장단인 동시에 내드름137)이기도

하다. <악보 8>의 하단에 묶음표시를 보면 모두 2박 단위의 6대강으로

사설이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36) 이하 임방울 모든 악보에의 음반 나열순서는 콜럼비아․시에론․오케․빅터․신세기 음반

순이며, 각 음반명을 한 글자로 약칭하여 악보 좌측에 기보하였다. 콜럼비아 음반은 ‘콜’․

시에론 음반은 ‘시’․오케 음반은 ‘오’․빅터 음반은 ‘빅’․신세기 음반은 ‘신’이다.

137)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제시하는 장단리듬 통사 의미론 , 한국음악연구 제 29집,
한국음악학회, 2001, 7쪽. 내드름이란 음악에서 첫머리를 시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전통용어다. 이 말에서 ‘내’는 낸다, 즉 제시한다라는 말이고 ‘드름’은 ‘경드름’, ‘짝드름’

에서 보이듯이 가락양식, 곡조양식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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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쑥 대 머 리 △ 구 신 행용 △

시 쑥 대 머 리 귀 신 형용 △

오 쑥 대 머 리 구 신 형용 △

빅 쑥 대 머 리 구 신 형용 △

신 쑥 대 머 리 귀 신 행용 △

<악보 8> 임방울의 2박 6대강 대마디 대장단

마지막으로 대마디 대장단의 3번째 종류를 보도록 하겠다. 이 붙임새는

한 장단 안에서 2박과 3박 단위의 대강박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9>는 임방울의 2번째 장단인 ‘적막옥방으 찬자리여’ 사설이다.

제 1〜6박의 ‘적막’과 ‘옥방으’를 보면 3박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되어 대

강박을 이루나, 제 7박의 ‘찬 자리여’의 사설부터는 2박 단위가 대강박이

되어 리듬의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적 -막 옥 방 으 찬 자 리 여 △

시 적 -막 옥 방 으 찬 자 리 어 △

오 적 -막 옥 방 으 찬 자 리 어 △

빅 적 -막 옥 방 어 찬 자 리 여 △

신 적 -막 옥 방 으 찬 자 리 여 △

<악보 9> 임방울의 2 · 3박 혼합대강 대마디 대장단

앞에서 언급한 대마디 대장단의 3가지 종류에 이어, 이번에는 교대죽을

살펴보겠다. 교대죽의 붙임새는 중모리의 3박 단위 개념을 어그러트리고

한 음이나 한 글자가 길게 지속되어 훌쩍 뛰는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10>은 임방울의 전 음반 제 5장단 사설인 ‘오리정 정별후로’에

공통으로 쓰인 교대죽의 붙임새이다. 악보에서 짙게 표시한 부분인 ‘리

정’의 음이 제 2∼6박까지 총 5박이나 길게 지속되었으며, 여기서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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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자역시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고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교대죽

의 훌쩍 뛰는 인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오 리정 정 별 후 로 △

시 오 리정 정 별 후 로 △

오 오 리정 정 별 후 로 △

빅 오 리정 정 별 후 로 △

신 오 리정 정 별 후 로 △

<악보 10> 임방울의 교대죽 붙임새

이것으로 임방울의 전 음반에 공통으로 나타난 붙임새 설명을 마치고,

서로 비슷한 사설을 가지고 있으나 붙임새가 다른 부분을 보겠다.

총 4군데를 찾을 수 있었으며, 콜럼비아 음반을 기준으로 나열하면 제

3장단의 ‘생각 난 것이〜’ 사설․제 7장단의 ‘부모봉양〜’ 사설․제 12장단

의 ‘막왕막래〜’ 사설․제 24장단의 ‘낭군생각은〜’ 사설이다.138)

<악보 11>은 전 음반 제 3장단에 공통으로 나온 ‘생각 난 것이〜’ 사

설의 붙임새이다. 콜럼비아 음반이 3박 4대강의 ‘대마디 대장단①’의 붙

임새인 것에 비해, 다른 음반들은 모두 2대강과 3대강이 혼합되어 나타

나는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다.

138) 이 중 콜럼비아 음반의 붙임새가 다른 곳을 보면, 제 3장단인 ‘생각 난 것이〜’의 사설

과 제 24장단의 ‘낭군생각은〜’ 사설이다. 콜럼비아 음반은 제 3․24장단에 각각 ‘대마

디 대장단①․②’의 붙임새를 사용하여 다른 음반들과 서로 차이가 났다. 신세기 음

반에서만 나타난 붙임새의 차이도 있다. 제 7장단의 ‘부모봉양〜’ 사설과 제 12장단의

‘막왕막래〜’ 사설인데, 임방울은 신세기 음반의 제 7․12장단을 각각 ‘교대죽’과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를 사용하여 다른 음반들의 붙임새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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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생 각 난 것 이 임 뿐 이라 △

시 생 각 난 것이 임 뿐 이 라 △

오 생 각 난 것이 임 뿐 이 라 △

빅 생 각 난 것 이 임 뿐 이 라 △

신 생 각 난 것 이 임 뿐 이 라 △

<악보 11> 임방울의 ‘생각 난것이〜’붙임새

<악보 12>는 콜럼비아 음반의 제 24장단 ‘낭군생각은〜’의 사설로 시

에론․오케 음반의 제 22장단, 빅터 음반의 제 25장단, 신세기 음반의 제

22장단에 나온다. 콜럼비아 음반이 2박 6대강 구성인 ‘대마디 대장단②’

붙임새를 활용하는 반면, 나머지 음반들은 3박과 2박이 서로 결합하여

나오는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낭 군 생 각 은 일 반 인 데 △

시 낭 군 생 각 은 일 반 이 나 △

오 낭 군 생 각 언 일 -반 이 라 △

빅 낭 군 생 각 언 일 반 이 라 △

신 낭 군 생 각 언 일 반 △ 이로 구나

<악보 12> 임방울의 ‘낭군 생각은〜’붙임새

신세기 음반만 붙임새가 다른 경우도 2가지가 있다. 아래의 악보는 모든

음반의 제 7장단인 ‘부모봉양∼’으로, 신세기 음반만 ‘교대죽’의 붙임새가

나타나며, 나머지 음반들은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다.



- 4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부모 봉 양 △ 글 공 부 어

시 부모 봉 양 △ 글 공 부 어

오 부모 봉 양 △ 글 공 부 어

빅 부모 보 양 -△ 글 공 부 어

신 부모 △ 보양 글 공 부 어

<악보 13> 임방울의 ‘부모봉양〜’붙임새

<악보 14> 전 음반의 제 12장단인 ‘막왕막래〜’ 사설 붙임새 역시 신세기

음반만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를 사용해 다른 음반들의 붙임새와 차

이가 났다. 콜럼비아․시에론․오케․빅터 음반의 제 12장단은 제 1박부터

제 4박까지 ‘막왕’의 음을 길게 지속하여 ‘교대죽’의 붙임새를 사용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 막왕 막 래 맥 혔 으니 △

시 막왕 막 래 막 혔 으 니 △

오 막왕 막 래 맥 혔 으 니 △

빅 막왕 막 래 맥 혔 으 니 △

신 막왕 막 래 맥혔 으 니 △

<악보 14> 임방울의 ‘막왕막래〜’붙임새

임방울 음반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된 붙임새의 4가지 차이점은 리듬의

차이보다 주로 같은 사설을 한 장단 내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사설의 배치과정에서 앞으로 당겼을 때나 뒤로

밀렸을 때의 붙임새 변화가 주를 이뤘다.

이상으로 임방울 쑥대머리 음반에 사용된 전 사설의 붙임새를 표로 제

시하면 <표 14>와 같다.139) 붙임새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사설의 전반

139) 다음과 같은 표에서 중모리 장단 수는 각 음반의 해당 칸을 2개로 나눈 것 중 좌측에

숫자로 표시하였다. 사설이 없는 곳은 장단 수가 기보되어 있지 않고 해당 칸에

‘Ｘ’표시를 하였다. 또한 해당 칸을 짙게 표시한 부분은 임방울의 5음원에서 붙임새의

차이가 나타난 곳이다. 이하 대마디 대장단의 3가지 유형은 ‘대1’․‘대2’․‘대3’으로

기보하며 교대죽은 앞의 2자를 따서 ‘교대’로 기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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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다는 후반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특히 콜럼비아 음반 제 27장

단인 ‘내가 만일으〜’ 사설부터 곡의 끝부분까지의 붙임새 변화가 가장

빈번하다.

또한 <표 14>에서 짙게 표시한 부분은 임방울이 서로 다른 붙임새를 사

용한 곳으로, 콜럼비아 음반 기준 제 3장단의 ‘생각난 것이∼’ 사설과 제 7

장단의 ‘부모봉양∼’ 사설, 제 24장단의 ‘낭군생각은∼’ 사설이다.



- 42 -

사설 콜럼비아 시에론 오케 빅터 신세기

쑥대머리∼ 1 대2 1 대2 1 대2 1 대2 1 대2

적막옥방으∼ 2 대3 2 대3 2 대3 2 대3 2 대3

생각난것이∼ 3 대1 3 대3 3 대3 3 대3 3 대3

보고지고∼ 4 대3 4 대3 4 대3 4 대3 4 대3

오리정∼ 5 교대 5 교대 5 교대 5 교대 5 교대

일장서럴∼ 6 대2 6 대2 6 대2 6 대2 6 대2

부모봉양∼ 7 대3 7 대3 7 대3 7 대3 7 교대

겨럴이∼ 8 대3 8 대3 8 대3 8 대3 8 대3

여인신혼∼ 9 대3 9 대3 9 대3 9 대3 9 대3

계궁행아∼ 10 교대 10 교대 10 교대 10 교대 10 교대

번뜻이∼ 11 대3 11 대3 11 대3 11 대3 11 대3

막왕막래∼ 12 교대 12 교대 12 교대 12 교대 12 대3

앵무서럴∼ 13 대2 13 대2 13 대2 13 대2 13 대2

전전반칙으∼ 14 대1 14 대1 14 대1 14 대1 14 대1

호접몽을∼ 15 대2 15 대2 15 대2 15 대2 15 대2

손가락어∼ 16 교대 16 교대 16 교대 16 교대 16 교대

사정으로∼ 17 대3 17 대3 17 대3 17 대3 17 대3

간장으∼ 18 대1 18 대1 18 대1 18 대1 18 대1

임으화상∼ 19 대2 19 대2 19 대2 19 대2 19 대2

이화일지∼ 20 대1

야우무녕∼ 21 교대

빗소리∼ 22 대3

추우오동∼ 20 대2

잎이 떨어져도∼ 21 대2

녹수부용어∼ 22 대3 20 대3 20 대3 23 대3 20 대3

채룡망∼ 23 대1 21 대1 21 대1 24 대1 21 대1

낭군생각은∼ 24 대2 22 대3 22 대3 25 대3 22 대3

날보둠은 25 대3 26 교대 23 대3

옥문밖을∼ 26 대1 23 대1 23 대3 27 대2

내가 만일으∼ 27 대3 24 대1 24 대1 28 대3

옥중 장혼이∼ 28 대3 25 대3 25 대2 29 대3

무덤근처∼ 26 교대 26 교대

망부석이∼ 27 대3 27 대2

무덤앞어∼ 28 대3 28 대2

상사목이∼ 29 교대 29 대3

생전사후∼ 29 대2 30 교대 30 교대

알아줄이가∼ 30 대3 31 대2 31 대2

마지막장단140) 31 대2 32 대3 32 대3 30 대2

<표 14> 임방울의 장단별 붙임새

140) 콜럼비아음반의‘퍼버리고∼’ 사설로각음반마다사설이조금씩차이가나기에마지막장단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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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은 이렇듯 쑥대머리 대목의 전반부에서 대부분 같은 사설과 붙

임새로 소리를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귀에 익숙하도록 했다면, 곡의 후반

부로 갈수록 사설과 붙임새에도 각각 변화를 주어 전반부의 익숙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다. 악조

임방울의 청은 실음이 e♭'(la)음으로 되어있다. <악보 15>는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제 18〜19장단으로, 제 18장단의 제 4〜5박과 제 11〜

12박, 제 19장단의 제 1․6〜7박에 청의 실음인 e♭'음이 나타난다. 이 e♭'

음은 쑥대머리 5종 음반 중 임방울이 가장 높게 잡은 청이기도 하다.141)

실음의 청은 본문 22쪽의 <표 5>에 기보하였으므로 이하 생략하겠다.

<악보 15> 임방울의 쑥대머리 청

임방울의 쑥대머리 5종 음반의 출현음은 총 8개의 음으로, 저음부터 고

음 순서대로 나열하면 b♭, e♭', f', g♭', a♭', b♭', d♭", e♭"의 음이

다. 이 음들은 <악보 16>과 같다.

<악보 16> 임방울의 쑥대머리 출현음 

141) 그가 주로 사용한 청의 실음은 d'음으로, e♭'음의 단 2도 아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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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에서 나타난 콜럼비아 음반의 쑥대머리 음역은 5종 전 음반

이 모두 b♭-e♭"로 1옥타브 완전 4도이다. 가장 낮은 음역인 b♭(mi)는

제 2․11장단의 제 9〜10박에 나타나며, 가장 높은 음역인 la'(e♭")은 제

2장단의 제 2〜4박과 제 11장단의 제 3박에 보인다.

  또한 <악보 17>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임방울의 출현음인 b♭, e♭',

f', g♭', a♭', b♭', d♭", e♭" 음이 2장단에 걸쳐 다 나타난다.

<악보 17> 임방울의 쑥대머리 음역

<악보 18>은 임방울의 종지음을 살펴볼 수 있는 각 음반의 제일 마지막

장단이다. 이 중, 첫 줄에 있는 콜럼비아 음반만 계이름이 mi로 끝나는

종지 형태를 띠어 다른 음반들과 차이가 났는데, 이 mi는 la음을 거쳐

내려온 것이므로 다 같은 계면조의 종지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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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시

오

빅

신

<악보 18> 임방울의 쑥대머리 종지음

시에론과 오케 음반의 선율과 종지음․리듬은 서로 유사하며, 빅터 음

반은 제 7박의 사설인 ‘울음얼’ 중 밑줄 친 ‘얼’의 e♭'(la)음을 제외한 나

머지가 시에론 음반 제 7박〜12박의 선율과 동일하다. 신세기 음반은 ‘퍼

버리고’부터 점차 음이 내려오는 하행(下行) 구조이나, 제 10박의 ‘자’ 사

설에서 다시 상행하여 마치고 있는 것이 다른 음반과 차이가 있다.

이상으로 악조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사

항을 <표 15>에 정리하였다. 임방울 쑥대머리 5종 음반을 청․출현음․

음역․주요음․종지음의 순으로 기보하였으며, 시에론과 오케 음반은 악

조에 관한 모든 사항이 서로 동일하여 같은 칸에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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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시에론․오케 빅터 신세기

청 e♭'음
e♭'음
(실음

단 2도아래 d')

e♭'음
(실음

감 3도 아래 c♯)

e♭'음
(실음

단 2도아래 d')

출현음

음역 1옥타브 완전 4도(b♭-e♭")

주요음

종지음 b♭ e♭' e♭' e♭'

<표 15> 임방울의 쑥대머리 악조

위의 표와 같이 임방울은 대부분의 종지음을 청으로 구성하였고, 출현

음․주요음․음역이 5음반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동일 대목 안에서의 조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쑥대머리는 전형적인 계

면조임이 확인되었다.

라. 선율

본고에서는 5종의 임방울 쑥대머리 음반을 놓고 콜럼비아 음반과 비교

하여, 선율이 거의 동일한 부분․일부가 다른 부분․완전히 다른 부분

총 3가지로 나누었다.

1) 선율이 거의 동일한 부분

비교 대상인 5개의 음원 중 선율이 동일한 부분은 내드름인 ‘쑥대머리

구신행용’ 부분이다. 이곳은 임방울 음원 모두 거의 다 같은 리듬형태와

선율로 구성되어있고, 큰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본고는 앞으로 이런 선율

형태를 임방울이 가졌던 ‘고정 선율’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앞부분인 ‘쑥대머리’의 선율은 a♭'(re')부터 e♭'(la)까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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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내려오며, 뒷부분인 ‘귀신형용’도 전 음원 모두 g♭'(do')에서 퇴성

(退聲)하거나 f'(si)에서 첫 음이 시작, 두 번째로 la를 거쳐 마지막 음인

mi로 내려오는 구조다.

<악보 19>의 첫 번째 줄이 콜럼비아 음반의 내드름이며, 두 번째 줄

부터는 시에론․오케․빅터․신세기 음반 순이다.142) 콜럼비아 음반의

제 6박 4분 쉼표와 시에론 음반의 제 4〜6박에 나온 ‘리’ 사설의 퇴성을

제외하면 모든 음반의 앞부분 선율은 거의 같다. 뒷부분 선율은 빅터 음

반의 제 8박인 ‘신’ 사설의 부분 선율의 변화 외에 모든 음반의 ‘형용’ 사

설 선율이 모두 같다.

이렇듯 사설과 선율을 이루고 있는 구조음이 거의 일치한 경우를 동일

선율로 보았으며, 선율의 구조음에 한두 군데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잔가

락들은 선율의 진행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이상 같은 부분으로 분류했다.

콜

시

오

빅

신

<악보 19> 임방울의 ‘쑥대머리〜’선율

142) 이하 본고에서 선율 항목의 모든 음반의 나열순서를 콜럼비아․시에론․오케․빅터․

신세기 음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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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이 5종의 쑥대머리 전 음반에서 선율을 거의 동일하게 부른 부

분은 콜럼비아 음반을 기준으로 제 4장단인 ‘보고지고∼’와 제 5장단의

‘오리정∼’, 제 7장단의 ‘부모봉양∼’, 제 13장단의 ‘앵무서를∼’, 제 18․

19장단의 ‘간장으 썩은 눈물로 임으 화상을 그려볼까’다. 이것은 앞의 내

드름을 포함하여 총 7곳이다.143)

제 19장단 이후에는 앞의 사설항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각 음반마다

사설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며, 5개 음반의 동일 사설 시작은 ‘녹수부용

∼’이다.144) 이밖에도 시에론․오케 2음반에 나왔던 사설인 ‘무덤근처 있

난 독은∼상사목이 될 것이며’145)의 선율도 서로 동일하였다.

위에서 열거했던 선율들은 임방울이 남겼던 쑥대머리 음원들 중 항상

같았고, 본고는 이것을 임방울의 고정 선율이라 하였다. 고정 선율은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수용했던

창자들의 음원과 비교해 봤을 때 임방울 선율의 수용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둘째, 쑥대머리가 현시대까지 생존력을 지닐 수 있

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된다.146) 때문에 고정 선율은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임방울과 나머지 창자들의 비교 항목에서도 다시 언급하기로 하며,

그만큼 더늠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겠다.

2) 선율의 일부가 다른 부분

선율의 일부가 다른 부분은 임방울의 5종 전 음반에서 가장 많았던 형

태로 앞부분이 비슷하면 뒷부분이 다르거나, 뒷부분이 비슷하면 앞부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가 다른 선율들 중에서는 과반수 넘게 사

143) 이후에도 5개의 음원 중 동일부분이 나타나나 제 19장단 이후부터 임방울 음원에서 사설

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감안하여, 같은 장단은 아니지만 같은 사설 안에서의

동일 선율을 비교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장단이 아닌 사설로 논지를 이어나가겠다.

144) ‘녹수부용∼’의 사설은 콜럼비아 음반의 제 22장단․시에론․오케 음반의 제 20장단․

빅터 음반의 제 23장단․신세기 음반의 제 20장단에 나온다.

145) 시에론․오케 음반의 제 26～29장단

146) 선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음악은 생존력을 가지는데, 이 생존력을 지니는

음악이라는 것을 필자는 더늠과도 연관시켰다. 왜냐하면 더늠은 창자가 자기 자신의

장기로 내세웠던 대목이기에 일정부분 같은 선율을 사용한 것도 더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쑥대머리의 고정 선율은 현재까지도 사장되지 않고 남아있어 생존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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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주 쓰는 선율이 있는가 하면 한번 나타났던 선율도 있다.

<악보 20>은 전 음반 모두 제 14장단에 나온 ‘전전반칙으 잠 못 이루

니’ 사설의 선율이다. 콜럼비아 음반은 다른 음반들에 비해 동일리듬을

사용하여147) 반복의 효과를 준 것이 특징이다.

앞부분인 ‘전전반칙으’에서는 시작 부분인 ‘전’ 사설의 선율이 꾸밈음인

g♭'(do')를 거쳐 f'(si)로 내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임방울의 다섯

음원이 모두 같았다. 또한 ‘반칙으’에서는 시에론과 오케․빅터 음반이

동일하며, 신세기 음반은 ‘반’ 사설에서 do'-si로 선율이 나눠졌다. 그리

고 비교대상 중 콜럼비아 음반의 ‘반칙으’가 제일 단순한 선율을 가지고

있다.

뒷부분인 ‘잠 못 이루니’의 사설에서는 신세기 음반의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b♭(mi)음의 추가와 ‘을’이란 글자의 첨가이다. 또한 ‘이루

니’의 사설에서는 시에론․오케․빅터․신세기 음반의 선율이 ‘b♭-e♭

'-e♭'(mi-la-la)’인데 반하여 콜럼비아 음반만 전혀 독자적인 선율형태

를 띠고 있다.

147) 콜럼비아 음반이 다른 음반들에 비해 동일리듬을 사용하여 반복의 효과를 준 곳은

제 3박의 ‘전’과 제 12박의 ‘니’라는 사설이다. 또한 이 둘은 동일한 리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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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시

오

빅

신

<악보 20> 임방울의 ‘전전반칙으〜’선율

임방울의 5종 전 음반에서 이렇듯 선율의 일부가 변한 부분을 사설로

나열하면 총 12곳으로, ‘적막 옥방으∼’․‘생각 난 것이∼’․‘일장서를∼’․

‘겨럴이∼’․‘계궁항아∼’․‘번뜻이∼’․‘막왕막래∼’․‘전전반칙∼’․‘호접몽

∼’․‘손가락어∼’․‘사정으로∼’․‘채룡망∼’의 사설이다. 그러나 일부가 다른

선율들 중에서도 임방울이 특히 자주 사용했던 선율이 있기에, 완전히 다른

선율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서로 유사한 모습의 선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선율이 완전히 다른 부분

앞의 두 항목과는 다르게 임방울은 같은 사설이라 할지라도 매번 다양

한 선율로 바꿔가며 음원을 남긴 곳도 보인다. <악보 21>은 5종의 쑥대

머리 음반 모두 제 9장단에 나오는 ‘여인신혼 금슬위지’의 부분이다.

앞부분인 ‘여인신혼’은 오케․빅터․신세기 음반에서 보듯이 g♭'와 a

♭'(do'․re') 사이에서 거의 선율변화가 없고, 주서붙임의 붙임새를 사

용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콜럼비아 음반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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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위지’ 부분에서 계면조 악조인 떠는 음 b♭(mi)를 사용하여 하행(下行)

하는 것이 다르다.

뒷부분인 제 7박의 ‘나를 잊고 이러는가’에서도 콜럼비아․오케 음반의

선율에서만 mi가 나타나, 시에론․빅터․신세기 음반의 상대적으로 평이

하고 단순한 선율과 대조가 된다.

콜

시

오

빅

신

<악보 21> 임방울의 ‘여인신혼〜’선율

이렇게 5음원의 선율이 완전히 다른 부분은 ‘여인신혼∼’과 ‘낭군 생각

언∼’, ‘옥문 밖을∼’, ‘내가 만일어∼’, ‘옥중장혼이∼’와 종지 부분148)의

사설이다. 이밖에도 ‘날보둠언 좋은 팔자’149) 사설과 3개의 음원150)에만

나오는 ‘알아 줄 이가∼’의 사설도 서로 각자 다른 선율을 가지고 있다.

148) 5종 음반 사설이 제각기 다르나 음원의 마지막 사설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를 종지

부분이라 칭하였다. 콜럼비아 음반은 ‘퍼버리고 앉아 설리운다’, 시에론․오케 음반은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빅터 음반은 ‘항상 퍼버리고 울음얼 운다.’, 신세기 음반은

‘날 보둠은 좋은 팔자’다.

149) ‘날보둠언 좋은 팔자’는 콜럼비아 음반의 제 25장단, 빅터 음반의 제 26장단, 신세기 음

반의 제 23장단에 나오는 사설로, 이 사설은 신세기 음반의 종지부분이다.

150) 콜럼비아․시에론․오케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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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임방율의 선율 구성 분류방법 3가지를 총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그는 곡의 전반부인 ‘쑥대머리’ 내드름부터 ‘부모봉양’ 사설까지 동

일한 선율 구성을 하고 있으며, 중간부분에 속하는 ‘임으 화상을’〜‘녹수

부용’ 사설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는 일부분이 다른 선율의 사설로는 ‘계

궁행아’부터 ‘사정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다.

표에 제시된 것들은 2개 이상 음원에 공통으로 나온 사설을 기준으로

했으며, 때문에 임방울 전 음원 중 한번 등장한 사설인 콜럼비아 음반의

‘추우오동∼’ 사설과 빅터 음반의 ‘이화일지〜’151) 사설은 표에서 제외되

었다. 또한 같은 사설 안에서의 선율 변화를 보는 것이므로, 공통된 사설

의 매 장단 첫 머리 사설을 기준으로 기보하겠다.

151) 콜럼비아 음반의 제 20〜21장단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과 빅터 음반

의 제 20〜22장단 ‘이화일지 춘대우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무녕 단장성어 빗소리 들어도

임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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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동일한 음반 사설의 앞(시작)부분
5개 음반의
선율 유사도

5음반 전부

쑥대머리〜 ◎

적막옥방으〜 ◯

생각난 것이〜 ◯

보고지고〜 ◎

오리정〜 ◎

일장서럴〜 ◯

부모봉양〜 ◎

겨럴이〜 ◯

여인신혼〜 Ｘ

계궁행아〜 ◯

번뜻이〜 ◯

막왕막래〜 ◯

앵무서럴〜 ◎

전전반칙으〜 ◯

호접몽을〜 ◯

손가락어〜 ◯

사정으로〜 ◯

간장으〜 ◎

임으 화상을〜 ◎

녹수부용어〜 ◎

채룡망 채엽어〜 ◯

낭군생각은〜 Ｘ

빅터․민 날 보둠은〜 Ｘ

콜럼비아․시에론

․오케․빅터

옥문 밖을〜 Ｘ

내가 만일으〜 Ｘ

옥중 장혼이〜 Ｘ

시에론․오케

무덤근처〜 ◎

망부석이〜 ◎

무덤 앞어〜 ◎

상사목이〜 ◎

생전사후〜 ◎

콜럼비아․
시에론․오케

알아 줄 이가〜 Ｘ

5음반 전부 종지부분 Ｘ

<표 16> 임방울의 동일사설 선율 유사도

◎-(선율이)거의비슷한부분, ◯-일부가비슷한부분, Ｘ-완전히다른부분

임방울의 쑥대머리 선율을 비교한 결과, 그는 넓은 의미에서 선율을 이

루는 골격을 가지고 가되 부를 때 마다 조금씩 선율을 다양하게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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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주로 선율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나 일부가 다른 부분을 곡의 전

반부나 중간 부분에 사용하였다. 특히 곡의 중․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다른 선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152) 4개의 음원에 보이는 ‘옥문 밖

을’부터 ‘옥중 장혼이’까지는 선율구성이 매번 달랐다.

마. 시김새

임방울이 쑥대머리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그만의 독특한 성음과 시

김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153) 그렇다면 쑥대머리에는 어떤 시김

새적 특성이 드러나는지 짚어보겠다. 시김새 용어는 서론에서 밝혔던 바

와 같으며, 예보와 함께 시김새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붙인다.

<악보 22>는 임방울 오케 음원 중 제 13장단으로, ‘꺾는목’의 시김새

가 총 2번 반복되고 그 다음 ‘감는목’의 시김새가 함께 사용되었다. ‘꺾는

목’의 시김새는 계면조의 구성음 ‘mi․(sol)․la․si․do'․(re')’의 4〜6음

가운데 기음(基音)인 mi의 5도의 음인 si를 꺾어내는 표현 방법이다. 제

13장단의 제 2〜3박에 나오는 ‘무서’의 사설과 제 7박의 ‘어’ 사설은 모두

선율이 ‘do'-si’로 꺾어진 형태이며, 이것은 ‘꺾는목’의 시김새이다.

‘감는목’은 음정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la와 do', do'와 mi', mi'와

sol' 등의 두 음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법이다. 즉, la를 동글려 밀어 올

려 do'를 내는 것과 동시에 do'를 휘어 감으면서 la로 흘러내리는 기법

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si-do'-la’의 형태도 ‘감는목’에 포함시

켰다. ‘감는목’은 제 4박의 ‘를’ 사설에 나타나며, 여기서 나타난 선율은

si-do'-la이다.

152) 그러나 시에론․오케 음반에만 있는 사설인 ‘무덤근처〜생전사후’는 선율이 대부분 동일

하여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임방울의 두 음원에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153) 이보형은 쑥대머리가 유명해 진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임방울’이 불렀으니까 그

렇다고 하며, 그 이유는 임방울만의 독특한 성음과 시김새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2014년 3월 8일, 오전 10시〜12시, 공릉동 이보형 자택에서의 대담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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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임방울의 ‘앵무서를〜’시김새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을 보면 콜럼비아 음반에 총 26번154)

나타나는데, 한 장단에 많게는 총 2번이 쓰인 곳도 있다. 시에론 음반

은 총 30번155)․오케 음반은 총 26번156) 나타나며, 한 장단에 많게는

총 3번까지 쓰인 곳도 있었다. 빅터 음반은 총 33번157)으로 한 장단에

많게는 총 3번까지 쓰인 곳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세기 음반은 총

21번158)이 사용되었으며 한 장단에 많게는 총 2번이 사용되었다.

‘감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콜럼비아 음반에 총 6곳159)이 있다.

시에론 음반은 제 19장단에 한번․제 31장단에 3번 연속 등장하여 총 4

곳이다. 오케 음반은 제 1․3․14․19․31․32장단에 총 6번 쓰였으며,

제 31장단은 ‘감는목’의 시김새가 총 2번 나타났다. 빅터 음반은 제 7․

10․19․25․30장단에 총 6곳이며, 제 25장단은 총 2회 사용되었다. 마지

막으로 신세기 음반은 제 7․19․22장단에 총 3회 등장했다.

<악보 23> 중 콜럼비아 음반 제 5장단에 나타난 ‘꾸며 꺾는목’의 시

김새는 ‘mi'-do'-si’와 ‘re'-do'-si’같이 ‘do'’보다 하나 위 음인 ‘re'’나 두

음 위인 ‘mi'’에서 출발하여 ‘do'-si’로 꺾어 내려오는 선율 형태를 말한

다. 네모(�)칸으로 따로 표시한 제 10박의 ‘로’ 사설을 보면 ‘mi'-do'-si’

의 선율이 보이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이다.

154) 콜럼비아 음반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4․ 7․8․9․10․11․

12․13․15․17․18․20․21․22․23․25․26․29․30장단이다.

155) 시에론 음반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2․7․8․9․10․11․

12․13․14․15․17․18․20․21․22․23․24․28․29․30․31장단이다.

156) 오케 음반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2․3․7․8․10․11․12․

13․14․15․18․20․21․24․28․29․31․32장단이다.

157) 빅터 음반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3․5․8․10․11․12․13․14․

15․16․17․18․20․22․23․24․25․27․28․29장단이다.

158) 신세기 음반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2․3․8․9․10․11․13․

14․15․17․18․20․21․22․23장단이다.

159) 콜럼비아 음반에 ‘감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3․19․27․28․30․31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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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아 꺾는목’의 시김새는 2번째 악보인 콜럼비아 음반 제 6장단에 나

타나는데, 그 중 제 6박의 ‘가’ 사설에 보인다. ‘감아 꺾는목’은 용어 그대

로 ‘do'-mi'-do'’로 한 번 감아서 ‘do'-si’로 꺾는 형태를 지칭하며, 이것

은 ‘do'-mi'-do'-si’의 선율로 정리할 수 있다.160)

<악보 23> 임방울의 ‘오리정〜’, ‘일장서를〜’시김새

임방울의 쑥대머리 중 ‘꾸며 꺾는목’이 사용된 곳은 콜럼비아 음반에

총 9곳161)․시에론 음반에 총 5곳162)․오케 음반에 총 7곳163)․빅터 음

반에 총 4곳164)․신세기 음반에 총 9곳165)이다.

‘감아 꺾는목’이 사용된 곳은 콜럼비아․시에론 음반의 제 6장단 1곳과

오케 음반의 제 6․10장단에 2곳이 있다. 빅터 음반은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으며, 신세기 음반은 제 6․22장단에 2곳이 보인다.

다음으로 ‘폭깍질목’의 시김새를 보겠다. 폭깍질목은 ‘폭깍성’․‘포깍질

목’․‘딸꾹질목’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주선은 이를 일상

생활에서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경우나 놀랬을 때 나타나는 딸꾹질을 연

상하면 된다고 하였다. 즉, 발성되어지는 소리를 ‘ㅅ’하고 순간 막았다가

160) 콜럼비아 음반 제 6장단의 제 4〜5박인 ‘를’ 사설에서는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도 함께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 5박의 사설인 ‘내’를 거쳐,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가 나타난 제 6박의

‘가’ 사설로 진행되었다.

161) 콜럼비아 음반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5․6․7․13․15․19․

25․27․28장단이다.

162) 시에론 음반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6․13․19․27․30장단이다.

163) 오케 음반에 ‘꾸며꺾는목’의 시김새가사용된곳은제 5․6․16․17․19․22․27장단이다.

164) 빅터 음반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3․6․19․29장단이다.

165) 신세기 음반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5․6․7․10․13․16․

19․22․23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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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진행166)시키는 형태다.

임방울에게 나타난 ‘폭깍질목’의 시김새는 <악보 24>의 신세기 음반의

제 12장단에서 찾을 수 있다.

<악보 24> 임방울의 ‘막왕막래〜’시김새

‘폭깍질목’이 사용된 곳을 보면 콜럼비아 음반의 제 20장단, 시에론․

오케 음반의 제 27장단, 신세기 음반의 제 12장단에 1번씩 등장하였으며,

빅터 음반은 사용되지 않았다.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위 음정에서 아래 음정으로 짧게 포르타멘

토(portamento)하여 힘 있게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며, 운음(運音)이라고

도 한다.167) 본고에서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로 분류한 선율은 총 4가

지로 ‘la'-mi'-re'-do'’․‘la'-mi'-do'-si’․‘sol'-mi'-re'-do'’․‘sol'-mi'-do'-si’

이다.

‘겹 구르는목’은 용어의 뜻 그대로 한 음을 재빨리 두 번 구르는 것이 특

징이다. <악보 25>는 콜럼비아 음반의 제 2장단과 제 11장단이다. 제 2장

단의 제 3박인 ‘옥’에서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 중 ‘la'-mi'-re'-do'’의 선

율이 나타났으며, 제 11장단은 제 3․4박에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2회

연속 사용되었다. 그다음 제 6박에서는 ‘내리쳐 꺾는목’인 ‘sol'-mi'-do'-si’

의 선율이 연결된다.

166) 조주선, 앞의 논문, 28～29쪽.

167)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미끄러지듯이 옮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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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임방울의 ‘적막옥방〜’, ‘번뜻이 솟아서〜’시김새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콜럼비아 음반의 제 2․11․12․16장단에

총 4회, 시에론 음반은 총 8회,168) 오케 음반은 총 7회169) 사용되었다. 빅

터 음반은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가 등장하지 않았으며, 신세기 음반은

제 2․7․20장단으로 총 3회 사용되었다.

‘겹 구르는목’은 콜럼비아 음반의 제 11․20․24․25장단에 총 6번 사

용되었으며, 이 중 제 11․20장단은 각 2회씩 사용되었다. 시에론 음반은

총 6회170) 등장하였으며, 제 24장단 하나만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총

2번 타나났다. 오케 음반은 총 9회171) 등장하였으며, 이 중 제 11․24․

25장단은 각 2회씩 사용되었다. 빅터 음반은 제 7․11․17․26장단에 총

4회 나타났으며, 신세기 음반은 총 8회172) 사용되었다. 이 중 한 장단 내

에서 ‘겹 구르는목’이 총 2회 사용된 곳은 제 11․16장단 2곳이다.

‘흐르는목’은 고음역에서 종착음까지 궁글고도 원만한 곡선을 이루며

느린 속도로 하행하는 선율선을 말하며, ‘떠는목’은 앞서 언급했던 계면

조의 구성음 중 기음인 ‘미’를 요(搖)하는 것173)이다. ‘떠는목’은 계면조의

특징이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시김새 기호 처리로 설명을 대신하겠다.

‘끌어올리는 목’, ‘가성으로 내는 음’, ‘흘러내리는 음’ 역시 부록 악보에

시김새 기호표시로 대신하며, 본고에서는 임방울의 음반에서 나타난 12

168) 시에론 음반에 ‘내리쳐꺾는목’의 시김새가사용된곳은제 2․7․12․16․18․29․30장단이다.

169) 오케 음반에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2․7․12․18․29․29․30장단이다.

170) 시에론 음반에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7․11․24․25․27장단이다.

171) 오케음반에 ‘겹구르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곳은 제 11․16․22․24․25․27장단이다.

172) 신세기 음반에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7․11․15․16․18․21장단이다.

173)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서울출판부, 1975, 20쪽; 장사훈,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93쪽. ‘떠는목’과 ‘꺾는목’은 국악개론에 나오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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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시김새 형태를 분석하여 다음의 <표 17>과 같이 나타내었다.

임방울은 각 음반마다 동일한 시김새의 사용횟수도 대부분 일정하나

특정 시김새를 더 많이 사용한 음반도 보인다. 또한 그는 계면조의 특징

인 ‘꺾는목’과 ‘떠는목’의 시김새를 가장 활발히 사용했다. 이 중 ‘꺾는목’의

시김새 활용 횟수는 적게는 총 21번, 많게는 총 33번으로 음원 중 가장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떠는목’의 시김새 역시 음원마다 각 17〜20회

내외로 등장하였다.

‘꾸며 꺾는목’과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도 자주 활용되는 편이다. ‘꾸며

꺾는목’은 빅터 음반에 총 4회 등장으로 사용빈도가 가장 적었으며, 콜럼

비아 음반과 신세기 음반은 총 9번이나 등장하여 사용이 빈번했다. ‘겹

구르는목’은 전 음원에 총 4〜9회 나타났는데, 빅터 음반이 가장 적은 총

4회를 사용했으며 오케 음반이 총 9회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폭깍질목’이나 ‘가성으로 내는 음’․‘흐르는목’은 사용된 음원

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음원도 있었다. ‘폭깍질목’은 빅터를 제외한 음원

에 각 1회씩 사용되었으며, ‘끌어올리는 목’은 콜럼비아 음반에 총 4회, 빅

터와 시에론 음반에 총 3회, 오케 음반과 신세기 음반에 각 2회씩 등장

하였다. 또한 ‘흐르는목’의 시김새는 시에론과 오케 음반에 각 1회 사용

되어 시김새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임방울은 가성을 잘 사용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음원의 분석 결과,

콜럼비아 음반만 가성이 총 1번 사용되고 나머지 음원에서는 가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임방울은 고음 부분에서 대부분 ‘통성’이나 ‘세성’174)으

로 처리하고 있다.

‘내리쳐 꺾는목’은 빅터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원에 총 3〜8번씩 등

장하였는데, 신세기 음반에 총 3회․시에론 음반이 가장 많은 총 8회이다.

174) 김미니, 적벽가 삼고초려에 나타나는 시김새 연구 , 20쪽. 세성이란 ‘시성’, ‘희성’, ‘가성’, ‘세

살성’ 등 명창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데, 가늘고 고운 높은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였

다. 또한 김미니는 본문에서 박헌봉과 최난경의 견해를 재인용했는데 박헌봉의 창악대강에
서는 세성을 아주 가늘고 미약하고도 분명하게 나는 소리라 하였다.(박헌봉, 앞의 책,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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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시에론 오 케 빅 터 신세기

〜목

1 꺾는목 26 30 26 33 21

2 꾸며 꺾는목 9 5 8 4 9

3 감아 꺾는목 1 1 2 1 2

4 감는목 6 4 6 6 3

5 떠는목 20 19 20 18 17

6 겹 구르는목 6 6 9 4 8

7 내리쳐 꺾는목 4 7 0 8 3

8 끌어올리는 목 4 3 2 3 2

9 폭깍질목 1 1 1 0 1

10 흐르는목 0 1 1 0 0

〜음
11 흘러내리는 음 8 10 11 16 9

12 가성으로 내는 음 1 0 0 0 0

<표 17> 임방울의 시김새 사용빈도

위의 표에서 확인한바 그는 쑥대머리에서 주로 ‘꺾는목’과 ‘꾸며 꺾는

목’, ‘떠는목’, ‘흘러내리는 음’의 4가지 시김새를 제일 활발하게 사용하여

곡을 구성하였다. 이 4가지 시김새들은 모두 계면조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임방울 쑥대머리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2. 쑥대머리의 전승과 변화

이 절에서는 쑥대머리 더늠의 수용창자들의 소리를 각각 임방울과 비교

하여 전승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김연수

부터 분석한 뒤, 여류명창인 김소희와 성우향의 순으로 이어나가겠다.

가. 김연수

김연수의 소리는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5가지 방법인 사설․장단

및 붙임새․악조․선율․시김새 순으로 분석하며, 먼저 사설을 살펴보겠다.

1) 사설

김연수의 사설 역시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사설을 기준으로 이야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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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순서에 따라 필자가 나누어 보았다. 김연수의 쑥대머리 사설 중 해당

단락에 사설이 첨가된 것은 단락기호(Ⓐ∼Ⓗ) 옆에 ‘+’표시를 했으며, 사

설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사설이 다른 부분 또한 단락기호 옆에

‘'’로 표시를 하고 사설은 밑줄표시를 하여 서로 다름을 나타내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언급하며, 김연수의 사설을 다음과 같이 나누

었다.

Ⓐ+ 춘향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의 찬자리으

Ⓑ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오리정 정별

후로 일장 수서를 내가 못 봤으니

Ⓒ 부모 봉양 글공부으 겨를이 없어 이러는가 여인신혼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항아 추월같이 번뜻이 솟아서 비치고저

Ⓓ 막왕막래 맥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칙의 잠 못 이루니 호접몽을

어이꿀수있나

Ⓔ 손가락의 피를 내어 사정으로 편지허고 간장의 썩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 이화일지 춘대우으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문령 단장성으 임도 나를 생각

헐까 추우오동 엽낙시으 잎만 떨어져도 임의 생각175)

Ⓖ 녹수부용 채련녀와 제롱망채엽의 뽕 따는 정부들도 낭군생각은 일반이나

날 보담은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 캐것나

Ⓗ+ 내가 만일으 임을 못보고 옥중원혼이 되거드면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으 섰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한을 알아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어 설리 운다.

175) 필자는 앞서 본문 1.임방울의 쑥대머리 중 사설분석 항목에서, 콜럼비아 음반에 나왔

던 ‘추우오동〜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사설을 Ⓕ단락, 빅터 음반에 나왔던 ‘이화일

지〜빗소리 들어도 임의 생각’ 사설을 Ⓕ'단락으로 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이 둘의 출처가 백거이의 장한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공통된 사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연수의 사설은 Ⓕ단락과 Ⓕ'단락, 이 두 개의 사설이 같

이 보인다. 때문에 본래의 Ⓕ단락 사설에 빅터 음반의 Ⓕ'단락 사설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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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야기 전개 순서에 따라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나누어 봤을 때,

김연수의 사설은 Ⓐ+․Ⓑ․Ⓒ․Ⓓ․Ⓔ․Ⓕ+․Ⓖ․Ⓗ+단락 총 8개로 나타

낼 수 있다. 이것을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의 사설과 비교하면, Ⓐ․

Ⓕ․Ⓗ단락 총 3군데에서 차이가 난다.

각 단락별 이야기 전개 순서에
따른 내용 요약

비교대상 창자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김연수

춘향이 처해있는 상황 제시 Ⓐ Ⓐ+

(임과) 헤어진 때를 상기하며
임에 대한 생각을 전개

Ⓑ Ⓑ

임에대한추측과의혹의 전개 Ⓒ Ⓒ

(자신이처한상황에서) 임의소식을
접할 수 없는 한탄의 마음

Ⓓ Ⓓ

임에대한그리움을표현하는
춘향의강인한의지

Ⓔ Ⓔ

백거이의 장한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 Ⓕ+

(채련녀․여인과의 비교를 통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

Ⓖ Ⓖ

춘향의 원통한 심정을
옥중 혼으로 표출한 후 서럽게 욺.

Ⓗ Ⓗ+

<표 18> 임방울과 김연수의 사설 단락

먼저 Ⓐ단락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표 19>는 김연수의 쑥대머리 Ⓐ

단락 사설을 임방울과 비교한 것이다. 앞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연

수의 Ⓐ+단락은 ‘춘향형상 살펴보니’ 사설이 첨가되어,176) 임방울과는 다

른 사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176) 정양의 선행연구를 보면 이는 쑥대머리가 수록된 여타의 창본(唱本)에 없는 부분이라

밝히면서, ‘사설도입 부분의 객관적 상황 제시와 독립성을 보다 완벽하게하기 위해서

김연수에 의해서 덧붙여진 듯하다.’는 논지를 펴 나간 바 있다. 김연수 쑥대머리 도입부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양, 쑥대머리와 절망의 미학 , 앞의 책, 3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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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김연수의 Ⓐ+단락 사설

쑥대머리 구신행용

적막옥방으 찬자리여

춘향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의 찬자리으

<표 19> 김연수의 ‘쑥대머리〜’ 사설 변화

‘춘향형상 살펴보니’라는 사설은 본인 스스로가 아닌 3인칭 시점에서

춘향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라는 사설의 주체를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

다. 즉, 이중의 의미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사설인 것이다. 이 사설은

본문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쑥대머리 더늠의 수용창자인 성우향에게도

볼 수 있으며,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단락의 변화이다. 이 단락은 백거이의 장한가를 통해 임에 대

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며, 사설 중 추가된 ‘이화일지〜생각 헐까’는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 사설에는 보이지 않고, 빅터 음반에 한 번 나타

난다.177) <표 20>을 보면 임방울이 ‘추우오동엽낙시’ 한 구절을 부르고 있

는 것에 비해, 김연수의 Ⓕ단락 사설은 ‘이화일지 춘대우’․‘야우문령 단장

성’․‘추우오동 엽낙시’ 총 3구절이 등장하여 임방울보다 훨씬 길어졌다.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김연수의 Ⓕ+단락 사설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이화일지 춘대우으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문령 단장성으

임도 나를 생각 헐까

추우오동 엽낙시으

잎만 떨어져도 임의 생각

<표 20> 김연수의 ‘장한가 구절’ 사설 변화

177)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을 포함한 총 5개 음반에서는 이 사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빅터

음반의 사설은 ‘이화일지 춘대우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무녕 단장성어 빗소리 들어도

임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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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락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다. Ⓗ단락의 사설변화 역시 Ⓕ

단락의 변화처럼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보다 사설이 첨가된 형태다. 이와

같은 김연수의 Ⓗ단락 사설은 임방울의 시에론․오케․코라이 음반과 비슷

하다. 다만 첨가 된 부분에서 김연수가 ‘나무→돌’의 순서로 사설을 전개

했다면, 임방울은 ‘돌→나무’의 순서로178) 각자 서로 다른 전개 순서를 가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김연수의 Ⓗ+단락 사설

내가 만일으 임을 못보고

옥중장혼이 되거드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

내가 만일으 임을 못보고

옥중원혼이 되거드면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으 섰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한을

알아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어 설리 운다

<표 21> 김연수의 ‘내가 만일으〜’ 사설 변화

이상으로 둘의 사설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사설의 이야기 전개 순서가 모두

동일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세 단락은 김연수에게 오면서 사설의 첨가가

일어났다.

김연수의 Ⓐ+단락 중 ‘춘향형상 살펴보니’의 사설은 임방울에게 보이

지 않던 사설로, 이것은 그가 직접 사설을 첨가시킨 것이다. 이 외의 나

머지 Ⓕ+․Ⓗ+단락 사설은 원래 임방울의 다른 쑥대머리 음반에 있던 것

들인데, 사용빈도가 많아야 3개의 음반정도이다. 이것으로 임방울이 때에

178) 임방울의 Ⓗ단락 중 시에론 음반 사설은 <표 10>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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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감(加減)해서 불렀던 사설을 김연수는 감(減)하지 않고 첨가해 불

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연수가 이 음원을 녹음했던 시기는 1967년인데, 이때는 임방울의 첫 쑥

대머리 음반이 발매 된지 37년이 지난 시점이다. 때문에 김연수는 오랜 세월

을 거치며 자신만의 쑥대머리 사설을 거의 확립시킨 시기에 녹음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설은 그의 제자인 오정숙(吳貞淑)․이일주(李一珠)에게

그대로 전해지며,179) 동초제 춘향가 전승과정에서의 위 대목 사설 변화는

거의 없다.

2) 장단 및 붙임새

김연수 역시 임방울과 같은 중모리 장단으로 쑥대머리를 부르고 있다.

장단 수는 총 34장단으로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 중모리 31장단보다 총 3

장단이 더 늘어났으며, 연주시간은 4분 27초로 임방울의 3분 13초보다 1분

14초가 늘어났다.

김연수 쑥대머리의 한배는 ♩= 84-94로,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한배인

♩= 108-124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진 편이다. 여기서 임방울 신세기 음반을

제외한 4가지 음반들의 중모리 장단 수가 대부분 총 30∼32개 사이며 연

주시간이 3분대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김연수의 쑥대머리는 장

단도 임방울보다 더 늘어나고 한배도 더욱 느려진 것이다.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31장단 3분 13초 ♩= 108-124

김연수 34장단 4분 27초 ♩= 84-94

<표 22> 임방울과 김연수의 장단 수와 연주시간 · 한배

 
붙임새는 임방울과의 차이가 두드러진 곳과 김연수의 특징을 드러낼

179) 최동현, 동초 김연수바디 오정숙 창 오가전집, 민속원, 2001; 이일주, <이일주 창 춘향가>
CD3, (1993년 녹음, 고수 이성근), SYNCD-100, 신나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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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 김연수는 임방울이 각각 2장단에

걸쳐 부르던 사설을 1장단 안에 빠르게 몰아, 마치 사설을 주서붙인 형

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붙임새를 본고에서는 ‘주서붙임’이라 하였으며, 김

연수의 쑥대머리 제 8․13․15장단에 주서붙임이 등장한다.

<악보 26>의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제 7․8장단을 보면 ‘부모봉양

글 공부어’와 ‘겨럴이 없어서 그러난가’ 사설은 총 2장단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김연수는 제 9장단 하나에 사설을 촘촘히 넣어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하 본문의 악보에서는 각 창자의 이름을 줄여 성(姓)만 기보하도록

하며, 좌측에 기보된 숫자는 장단수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 7 부모 봉 양 △ 글 공 부 어

8 겨럴 이 없 어 서 그 러 난 가 △

김 9 부모 봉양 글공 부어 △ 겨를 이없 어 이러 는가 △

<악보 26> 임방울과 김연수의 ‘부모봉양〜’붙임새

<악보 27>은 ‘적막옥방어〜’의 사설로, 김연수가 제 7․8박을 쉬고 제

9박에 사설을 배치한 점이 임방울과 다르다. 이와 같은 붙임새는 김연수

의 쑥대머리 내에서 총 3번 나타난다.

김연수의 제 3장단․임방울의 제 2장단은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

이며, 두 창자의 제 12장단은 ‘교대죽’, 김연수의 제 25장단은 ‘대마디 대

장단③’․임방울의 제 24장단은 ‘대마디 대장단②’의 붙임새이다.

본래대로 한다면 김연수의 제 3․12․25장단 각 9박에 위치한 글자인

‘찬’․‘맥’․‘일’은 제 7박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나, 김연수는 제 7․8박

을 쉬고 제 9박에 새로 사설을 시작하여 임방울과 전혀 다른 붙임새의

변화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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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 2 적 막 옥 방 으 찬 자 리 여 △

12 막왕 막 래 맥 혔 으니 △

24 낭 군 생 각 은 일 반 인 데 △

김 3 적 막 옥 방어 △ 찬 자 리어

12 막왕 막 래 △ 맥 혔 으니

25 낭 군 생 각은 △ 일 반 이나

<악보 27> 임방울과 김연수의 ‘적막옥방어〜’붙임새

‘추우오동〜’에서 나타난 붙임새를 보면 김연수의 제 21장단과 제 23장

단은 ‘교대죽’의 붙임새이다. 이와 달리 임방울은 제 20장단에 ‘대마디 대

장단②’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 22장단은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이다. 김연수의 이러한 붙임새는 앞서 언급한 <악보 27>처럼 제 9

박에 서로 새로운 사설이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 3박부터 음을

길게 지속하여 교대죽 붙임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20 추우 오동 △ 엽 낙 시 어 △

22 녹 수 부 용 어 △ 연 캐는 △ 채련 녀와

김21 추우 오동 △ 엽 낙 시어

23 녹 수 부용 △ 채련 녀와

<악보 28> 임방울과 김연수의 ‘추우오동〜’붙임새

이상 3가지의 차이점은 김연수의 쑥대머리를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

소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이다. 그는 임방울이 총 2

개의 장단에 배치한 사설을 한 장단 안에 빨리 몰아 붙여서 붙임새의 변

화를 주거나, 3대강박의 주박인 제 7박부터 그 다음박인 제 8박까지 쉬

어 리듬의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붙임새는 김연수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데, 그는 붙임새의 다양한 변화를 생각하여 이를 소리에 옮긴 것이다.

다음은 임방울과 김연수의 쑥대머리 전체의 붙임새를 표로 정리해보았다.

비교를 위해 임방울의 붙임새를 좌측에 기보하였으며, 기보방법은 임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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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쑥대머리 사설 부분과 같다. 짙게 표시한 곳은 <악보 26>에서 언급한

‘주서붙임’의 붙임새 차이가 난 곳으로, 총 3군데에 나타난다. 그밖에 같은

사설에서 장단의 차이가 난 곳은 총 9곳으로 ‘쑥대머리〜’․‘생각 난 것이

〜’․‘추우오동〜’․‘녹수부용〜’․‘낭군 생각은〜’․‘내가 만일에〜’․‘옥중 원혼

이〜’․‘생전사후〜’․‘알어 줄 이가〜’의 사설이다. 이 부분을 제외한 김연수

의 나머지 붙임새는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에 나왔던 형태와 같다.



- 69 -

사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김연수

춘향형상∼ 1 대마디 대장단②

쑥대머리∼ 1 대마디 대장단② 2 교대죽

적막옥방어∼ 2 대마디 대장단③ 3 대마디 대장단③

생각 난 것이∼ 3 대마디 대장단① 4 대마디 대장단③

보고지고∼ 4 대마디 대장단③ 5 대마디 대장단③

오리정∼ 5 교대죽 6 교대죽

일장수서를∼ 6 대마디 대장단② 7 대마디 대장단②

부모봉양∼ 7 대마디 대장단③
8 대마디 대장단③

겨를이∼ 8 대마디 대장단③

여인신혼∼ 9 대마디 대장단③ 9 대마디 대장단③

계궁항아∼ 10 교대죽 10 교대죽

번뜻이∼ 11 대마디 대장단③ 11 대마디 대장단③

막왕막래∼ 12 교대죽 12 교대죽

앵무서를∼ 13 대마디 대장단②
13 대마디 대장단③

전전반칙으∼ 14 대마디 대장단①

호접몽을∼ 15 대마디 대장단② 14 대마디 대장단②

손가락으∼ 16 교대죽
15 대마디 대장단③

사정으로∼ 17 대마디 대장단③

간장으∼ 18 대마디 대장단① 16 대마디 대장단①

임으 화상을∼ 19 대마디 대장단② 17 대마디 대장단②

이화일지∼ 18 대마디 대장단③

야우문령∼ 19 교대죽

임도 나를〜 20 대마디 대장단②

추우오동∼ 20 대마디 대장단② 21 교대죽

잎만떨어져도∼ 21 대마디 대장단② 21 대마디 대장단②

녹수부용∼ 22 대마디 대장단③ 22 교대죽

채룡망∼ 23 대마디 대장단① 23 대마디 대장단①

낭군생각은∼ 24 대마디 대장단② 24 대마디 대장단③

날 보담은〜 25 대마디 대장단③ 25 대마디 대장단③

옥문 밖을∼ 26 대마디 대장단① 26 대마디 대장단①

내가 만일에∼ 27 대마디 대장단③ 27 대마디 대장단①

옥중 원혼이∼ 28 대마디 대장단③ 28 대마디 대장단②

무덤 근처∼ 30 대마디 대장단①

무덤 앞어∼ 31 대마디 대장단②

생전사후∼ 29 대마디 대장단② 32 교대죽

알어 줄 이가∼ 30 대마디 대장단③ 33 대마디 대장단②

퍼버리고〜 31 대마디 대장단② 34 대마디 대장단②

<표 23> 임방울과 김연수의 장단별 붙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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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창인 김연수가 당시 임방울과 더불어 늘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서로를 평가절하 한 일화 등은 지금까지도 잘 알

려져 있는 사실이다. 김연수는 평소에 모든 것이 원리원칙과 격에 맞아

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소리 이론을 바탕으로 이면(裏面)을 그리려고 노

력했던 창자이기에 임방울과 늘 비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로 김연수는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수용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려고 고심했을 것이며, 이것은 붙임새의 변화나 선율 등의 변화로 이

어졌다.

3) 악조

김연수의 실음 청은 e♭'음이며, 출현음은 b♭․e♭'․f'․g♭'․a♭'․

b♭'․d♭"․e♭"․f"․g♭"음으로 총 10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것을 악보화 하면 <악보 29>와 같으며, 악보 중 네모칸(�)으로 표시되

어 있는 곳은 김연수의 최고 음역으로, 임방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음

을 표시한 것이다.

<악보 29> 김연수의 쑥대머리 출현음

다음으로 김연수의 쑥대머리 내에 나타난 음역을 살펴보겠다. 김연수

의 최고 음역은 제 33장단의 제 9박인 ‘뉘 있드란 말이냐’에 한번 나오는

데, g♭"․f"(do"-si')음을 1박 안에서 짧게 처리한 뒤 음이 점점 하행하

는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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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김연수의 쑥대머리 음역

김연수의 음역은 1옥타브 단 6도(b♭-g♭")이며 주요음은 b♭․e♭'․

f'․g♭'음이다. <악보 31>의 제 19장단 첫 박인 ‘야’의 사설과 제 8․9

박 ‘단’의 사설 등 많은 곳에서 b♭(mi)음을 길게 요성(搖聲)하고 있으며,

제 20장단의 제 2박 사설인 ‘도’에서는 g♭'-f'(do'-si)로 꺾어서 음을 꺾

어서 하행하고 있다. mi음의 요성과 do'-si로 꺾는 선율은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특징이며, 때문에 김연수 역시 쑥대머리를 계면조로 부

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1> 김연수의 쑥대머리 주요음

다음으로 김연수의 종지음을 임방울과 비교하겠다. 임방울과 김연수는

서로 종지음의 실음이 b♭음으로 같으나 선율의 차이가 있는데, 김연수는

임방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가락들이 더 많아졌다. 이와 반대로, 임방울

이 잔가락을 넣었던 곳을 김연수는 넣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 넣은 것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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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콜럼비아 음반) 김연수

청 e♭'음 e♭'음(실음 감3도 아래)

출현음
b♭, e♭', f', g♭', a♭', b♭',
d♭", e♭"

b♭, e♭', f', g♭', a♭', b♭',
d♭", e♭", f", g♭"

음역 1옥타브 완전 4도(b♭-e♭") 1옥타브 단 6도(b♭-g♭")

주요음 b♭, e♭', f', g♭'

종지음 b♭

<표 24> 임방울과 김연수의 쑥대머리 악조

임

김

<악보 32> 임방울과 김연수의 종지음

<표 24>는 임방울과 김연수의 쑥대머리 악조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김연수의 음역은 1옥타브 단 6도(b♭-g♭")로,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음역인 1옥타브 완전 4도(b♭-e♭")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김연수의 출현

음 중 <악보 29>에서 언급한 f"․g♭"(si'․do")음이 음역을 넓혔기 때문

이며, 출현음 역시 김연수의 f"․g♭"음으로 인해 서로 차이가 났다.

본래 김연수의 실음 청은 c♯'음으로 임방울의 e♭'음보다 감 3도 아래이나

본고에서는 청을 맞추어서 비교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요음은 b♭, e♭', f', g♭'음으로 서로 같다.

이상 김연수의 쑥대머리를 임방울과 같은 청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김연수는 출현음과 음역에서 임방울과 차이가 났다. 김연수의 음역이 임

방울의 음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김연수의 제

33장단의 사설 ‘뉘있드란 말이냐’의 do"-si'선율 때문인데, 쑥대머리 내에

서 한 번 등장했던 음이다. 그러나 임방울에게는 없었던 음이기에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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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고음으로의 음역 확대를 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음과 종지음은

임방울과 동일하다.

4) 선율

김연수 쑥대머리가 임방울과 다른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

원 내에서 비슷한 선율의 반복사용, 옥타브 도약을 자주 활용한 점, 한 장단

안에 g♭', a♭'(do'와 re')음만으로 비교적 덤덤하게 소리를 하는 것이다.

<악보 33>은 선율이 비슷한 부분을 음원 내에서 반복 사용한 부분으로

김연수의 쑥대머리 중 제 21․23장단이다. 이 두 장단에서는 지속시키는 음

이 서로 다르나 첫 박의 같은 음을 제 7박까지 끌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 21장단은 ‘추우오동’ 사설에서 b'(mi)를 제 7박까지 길게 지속시켜

8박을 쉬고 제 9박에 ‘엽낙시어’ 사설이 나오며, 제 23장단은 e♭"(la')음

을 제 7박까지 지속하여 제 8박을 쉰 뒤, 제 9박에 ‘채련녀와’의 사설이

나온다. 또한 제 21․23장단은 제 6박 이후의 뒷부분 선율도 거의 같다.

<악보 33> 김연수의 ‘추우오동〜’, ‘녹수부용〜’선율

선율이 비슷한 부분은 곡의 후반부에서 보이는데 이곳은 2장단이 연결

되는 부분이다. <악보 34>는 김연수의 쑥대머리 제 30장단의 뒷부분 선

율과 제 31장단의 앞부분 선율을 연결시킨 것이며, 서로 동일 선율과 리

듬이 반복된다.

제 30장단의 앞부분 사설인 ‘처’와 제 31장단의 앞부분 사설인 ‘덤’에서

리듬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같은 선율의 흐름을 가지고

가며, 3․4번째 소마디인 제 7〜12박은 제 30․31장단 모두 선율과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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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같다.

<악보 34> 김연수의 ‘무덤근처〜될 것이니’선율

김연수는 이렇게 연결되는 2장단을 같은 선율로 구성하여 반복의 효

과를 꾀했으며 제 32장단에서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인 ‘생전사후 이 원한을

∼’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에는 옥타브로 진행하는 도약 형태에 대해 보겠다. 김연수는 비교

적 음의 변화폭이 큰 도약진행을 주로 사용했는데 제 3․11․12․29장단

에서 찾을 수 있다. <악보 35>는 김연수의 쑥대머리 제 3장단과 제 12

장단으로 제 3장단의 첫 박은 1박자 안에서 바로 e♭(la)에서 e♭'(la')으

로 한 옥타브 도약하며, 제 12장단은 ‘막’을 8분음표로 짧게 거친 뒤 ‘왕’

에서 ‘e♭-e♭'(la-la')’로 갈라져 도약한다.

<악보 35> 김연수의 ‘적막옥방어〜’, ‘막왕막래〜’선율

옥타브를 사용하여 도약하는 형태는 김연수의 특징이다. 그는 소리를

구성하는데 있어 극적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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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것이며, 곡의 중간 중간에 배치하여 자칫 평이해 질 수 있는 선율에

변화를 주었다.

다음은 김연수의 마지막 특징으로 한 장단 안에서 잔가락을 넣지 않고

비교적 덤덤하게 부르는 부분을 보겠다. 김연수의 제 5장단과 제 8장단

앞부분인 제 1〜6박에 나오는 소리로 이것은 <악보 36>과 같다.

악보 중 제 5장단 ‘보고지고 보고지고’ 사설은 g♭'(do')음과 a♭'(re')음

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듬 또한 ♪♪♪♪♪♪/♩로 단순하다. 김연

수의 제 8장단인 ‘부모봉양 글 공부어’ 사설의 리듬 역시 ♪♪♪♪♪♪/♪♪

으로, 한 글자당 8분 음표 하나를 사용하며 do'와 re'가 주요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6> 김연수의 ‘보고지고〜’, ‘부모봉양〜’선율

김연수가 이렇게 비교적 잔가락 없이 덤덤하게 부르는 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악보 34>의 앞부분인 ‘무덤근처 있는 나무넌’의 사설과 ‘무덤 앞

으 섰는 돌은’ 사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제 15장단의 사설인 ‘손가락으 피

를 내어’․제 27장단의 사설인 ‘옥문 밖을 못나가니’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런 형태는 김연수의 쑥대머리 중 제 9․15․18장단에 등장하며, 구성음은

동일하나 꾸밈음이 한 번씩 들어간 부분은 제 13․30․31장단에 나온다.

앞에서 열거했던 김연수의 3가지 특징은 이렇게 음원 곳곳에 나타나며,

비슷한 선율과 리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중에게 소리의 전달을 용

이하게 하고자 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는 비교적 덤덤하게 부르는 부분과 옥타브 도약진행으로

선율을 구성하여 소리에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주었다. 필자는 이것에 대해

김연수가 춘향의 비장미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쑥대머리가 일종의 춘향 한사람의 극적 독백



- 76 -

(dramatic momologue)180)으로 볼 수 있는데, 독백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폭의 큰 변화를 김연수가 판소리의 이면에 맞게 선율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5) 시김새

시김새의 분석은 앞에서 언급했던 임방울과 같으며, 예시악보와 함께

김연수의 쑥대머리에 나타난 시김새 특징들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악보 37>에 나타난 ‘꺾는목’과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는 김연수의 제

9장단과 제 14장단에 나타난다. 이 중, 제 9장단에 나타난 김연수의 ’꺾는

목’ 시김새는 제 5․11박인 ‘지’와 ‘가’이 사설로 ‘g♭'-f'(do'-si)’의 선율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김연수의 ‘꾸며 꺾는목’ 시김새는 제 14장단의 제 1․2박에

나타난 ‘접’과 제 8박에 나타난 ‘수’의 사설에 보인다. 이 시김새는 ‘b♭'(mi)’

를 거쳐 ‘do'-si’로 꺾어 내려오는 ‘mi'-do'-si’의 선율을 가지고 있다.

<악보 37> 김연수의 ‘여인신혼〜’, ‘호접몽을〜’시김새

‘꺾는목’은 김연수의 음원에서 총 26회181) 사용되어 임방울과 같이 곡

내에서의 사용빈도수가 높았으며, 전형적인 계면조의 시김새이다.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 사용빈도는 총 10회182)로, 이 역시 임방울과 비슷하다.

<악보 38>에서는 ‘겹 구르는목’과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가 나타났다.

180) 김흥규, 판소리에 있어서의 비장 , 판소리, 1988, 149쪽.
181) 김연수의 쑥대머리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2․3․6․9․10․11․12․

13․15․16․17․20․22․23․24․25․27․27․28․31․32․34장단이다.

182) 김연수의 쑥대머리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3․6․7․12․14․20․

21․25․33․34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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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을 재빠르게 두 번 굴러서 내는 시김새인 ‘겹 구르는목’은 제 16장단

의 제 9박에 등장한다.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제 10박의 ‘눈’ 사설에

보이는 ‘g♭', a♭', b♭', d♭"(sol'-mi'-re'-do')’의 선율이다. 이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38> 김연수의 ‘간장으〜’시김새

김연수는 제 7박의 ‘썩은’을 강조하기 위해 고음인 e♭"(la')으로 길게

끌다가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 처리를 했다. 그 다음 제 10박부터는 선

율이 점차 하행하는 형태며, 제 12박은 제 7박의 la'음보다 한 옥타브 아

래까지 음이 내려간다.

‘겹 구르는목’은 김연수 음원 중 총 12개의 장단183)에 나타나며 제 12

장단은 2번 사용되었다.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1․

16․17장단으로 총 3곳이다.

다음으로 <악보 39>에 나온 ‘감는목’의 시김새를 보겠다. ‘감는목’은

‘f'-g♭'-e♭'(si-do'-la)’의 선율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김연수의 쑥대머리

중 제 17장단의 사설인 ‘임으 화상을’에 나타난다. 여기서는 <악보 38>

에서 언급했던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를 ‘을’의 첫 시작인 제 5박에 사

용하여, 제 6박인 ‘감는목’의 시김새와 결합시킨 것이 특징이다. ‘감는목’

은 김연수의 쑥대머리 중 제 17․24장단에 총 2번 나타나 임방울보다 상

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았다.

183) 김연수의 쑥대머리에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3․11․12․14․16․19․

21․22․23․25․27․33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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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김연수의 ‘임으 화상을〜’시김새

이상으로 김연수의 쑥대머리 시김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김연수

음반에 나타난 시김새를 정리하여 임방울과 비교하면 <표 25>와 같다.

김연수는 계면조의 시김새인 ‘꺾는목’과 ‘떠는목’을 쑥대머리 내에서 각

26회 사용하였으며, 곡 내에서의 시김새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달

리 ‘감아 꺾는목’․‘폭깍질목’․‘흐르는목’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감

는목’․‘흘러내리는 음’․‘끌어올리는 목’․‘가성으로 내는 음’․‘내리쳐 꺾

는목’은 사용빈도가 각 1〜5회로 비교적 적었다.

본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은 ‘끌어올리는 목’의 시김새는 김연수의 쑥대머

리 중 제 16장단에․‘가성으로 내는 음’은 제 10장단에 각각 한 차례씩 등

장했으며, 이외에 ‘떠는목’과 ‘흘러내리는 음’․‘흐르는목’의 시김새는 부

록악보에 시김새 기호표시로 설명을 대신한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김연수

〜목

1 꺾는목 26 26

2 꾸며 꺾는목 9 10

3 감아 꺾는목 1 0

4 감는목 6 2

5 떠는목 20 26

6 겹 구르는목 6 13

7 내리쳐 꺾는목 4 3

8 끌어올리는 목 4 3

9 폭깍질목 1 0

10 흐르는목 0 0

〜음
11 흘러내리는 음 8 5

12 가성으로 내는 음 1 1

<표 25> 임방울과 김연수의 시김새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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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음반과 비교하면 김연수의 ‘감는목’․‘흘러내리는 음’은 임방

울보다 시김새의 사용 빈도가 적어 그가 자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 사용빈도는 김연수가 총 13회․임방

울이 총 6회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때문에 김연수가 쑥대머리

안에서 임방울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시김새는 ‘떠는목’과 ‘겹

구르는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쑥대머리 자체가 계면조이기 때문에 주로

‘do'-si’의 하행 선율형태를 띠는 계면조 시김새들보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시김새를 사용한 것이다.

나. 김소희

1) 사설

김소희의 쑥대머리 사설을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사설을 나눴던 기준

으로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총 8개의 단락이며 사설은 다음과 같다.

Ⓐ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어 찬자리에

Ⓑ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을 보고지고 오리정

정별후어 일장서럴 내감 못 봤으니

Ⓒ 부모봉양 글 공부어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신혼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항아 추월같이 번뜻이 솟아서 비취고저

Ⓓ 막왕막래 맥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칙으 잠 못 이루니

호접몽얼 어이 꿀 수 있나

Ⓔ 손가락어 피럴 내어 사정으로 편지헐까 간장으 썩은 눈물로 임으 화상을

그려볼까

Ⓕ+ 이화일지 춘대우어 내 눈물얼 뿌렸으면 야우문령 단장성으 비만

와도 임으 생각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만 떨어져도 임으 생각

Ⓖ 녹수부용어 연 캐는 채련녀와 채룡망채엽으 뽕 따는 여인들도 낭군생각은

일반이지 날 보담은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나가고 뽕을 따고 연 캐것나

Ⓗ+, Ⓗ' 내가 만일어 임얼 못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드면 무덤 앞에 섰난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있난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아이고 답답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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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를 장차 어쩔거나 그저 퍼버리고 울음얼 운다

위와 같이 분류한 것을 아래의 표로 정리했으며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

사설과 비교했을 때 김소희의 Ⓐ〜Ⓔ, Ⓖ단락은 임방울과 서로 동일하며

사설의 변화는 Ⓕ․Ⓗ단락에서 총 2번 나타났다.

각 단락별 이야기 전개 순서에

따른 내용 요약

비교대상 창자

임방울
(콜럼비아음반)

김소희

춘향이 처해있는 상황 제시 Ⓐ Ⓐ

(임과) 헤어진 때를 상기하며

임에 대한 생각을 전개
Ⓑ Ⓑ

임에대한추측과의혹의 전개 Ⓒ Ⓒ

(자신이처한상황에서) 임의소식을

접할 수 없는 한탄의 마음
Ⓓ Ⓓ

임에대한그리움을표현하는

춘향의강인한의지
Ⓔ Ⓔ

백거이의 장한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 Ⓕ+

(채련녀․여인과의 비교를 통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
Ⓖ Ⓖ

춘향의 원통한 심정을

옥중 혼으로 표출한 후 서럽게 욺.
Ⓗ Ⓗ+, Ⓗ'

<표 26> 임방울과 김소희의 사설 단락

김소희의 Ⓕ단락을 살펴보겠다. 이 단락은 백거이의 장한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곳으로, 김연수의 Ⓕ단락 변화와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김소희는 장한가의 3구절인 ‘이화일지 춘대우(梨花一枝春

帶雨)’․‘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腸斷聲)’,․‘추우오동엽낙시(秋雨梧桐葉落時)’

순으로 사설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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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의 음반 Ⓕ단락 사설 김소희 Ⓕ+단락 사설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이화일지 춘대우어

내 눈물얼 뿌렸으면

야우문령 단장성으

비만 와도 임으 생각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만 떨어져도 임으 생각

<표 27> 김소희의 ‘추우오동〜’ 사설 변화

필자는 이에 대해 김소희가 이 단락의 사설만은 김연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음반에서도 임방

울은 ‘추우오동〜’과 ‘이화일지〜’의 사설을 한 번에 부른 적이 없기 때문

이다.184) 김소희가 이 음반을 녹음했던 시기는 1976년도이며, 발매된 해

는 1988년임을 볼 때도 임방울 첫 쑥대머리 음반 발매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락의 사설변화를 보겠다. 김소희의 Ⓗ단락 사설은 임방울과 비교했

을 때, 사설이 첨가 된 부분과 다른 곳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첨가

된 부분은 김소희의 Ⓗ+, Ⓗ'단락 중 ‘무덤 앞에〜될 것이니’ 사설로, 이 부

분은 임방울 빅터 음반의 사설과 거의 비슷하다. 사설이 다른 곳은 김소희

의 Ⓗ+, Ⓗ'단락 중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 이를 장차 어쩔거나’의 사설이며,

이 사설은 오직 김소희에게 나타나는 사설이다.

184) 임방울의 Ⓕ단락 비교는 <표 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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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김소희의 Ⓗ+, Ⓗ'단락 사설

내가 만일으 임을 못보고

옥중장혼이 되거드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

내가 만일어 임얼 못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드면

무덤 앞에 섰난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있난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

이를 장차 어쩔거나 

그저퍼버리고울음얼 운다

<표 28> 김소희의 ‘내가 만일으〜’ 사설 변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하면, 김소희는 임방울과 총 2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단락의 변화로, 이는 김연수의 Ⓕ단락 변화와 동

일하여 필자는 이에 대해 김소희가 김연수의 쑥대머리 장한가 부분에 있

는 사설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견해를 비친 바 있다. 두 번째는 Ⓗ단락

의 사설이 임방울에 비해 첨가 된 부분과 다른 곳 2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이다. 첨가 된 사설은 임방울의 빅터 음반과 거의 비슷했으며, 사설이

다른 부분은 김소희에게 독자적으로 보이는 사설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

이를 장차 어쩔거나’가 있다는 것이다.

2) 장단 및 붙임새

김소희의 쑥대머리는 중모리 장단으로 총 39장단 구성이다.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이 총 31장단임을 감안할 때, 김소희의 쑥대머리는 임방울

보다 장단수가 총 8장단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김소희가 임방울보다

상대적으로 장단 수의 변화 폭이 크다고 하겠다.

연주시간은 5분 48초로 임방울의 연주시간인 3분 13초보다 2분 35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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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31장단 3분 13초 ♩= 108-124

김소희 39장단 5분 48초 ♩= 84-94

<표 29> 임방울과 김소희의 장단 수와 연주시간 · 한배

늘어나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김소희의 한배는 ♩= 84-94로 임

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한배인 ♩= 108-124보다 느려졌다.

김소희는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에 비해 장단 수․연주시간․한배의 길

이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뒤 세대로 올

수록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사설이 추가되거나 잔가락이 많아져 곡의 한

배가 점점 느려졌기 때문이다.

붙임새에서는 같은 사설의 중모리 한 장단을 놓고 임방울과 비교한 결

과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김소희의 쑥대머리 제

23․31장단을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과 비교하면 <악보 40>과 같다.

김소희의 제 23장단인 ‘추우오동〜’ 사설의 붙임새는 ‘교대죽’으로, 임방

울이 2박 6대강인 ‘대마디 대장단②’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

르다. 또한 제 6박까지는 서로 비슷하나, 김소희가 제 8박인 ‘낙’의 사설

을 제 10박까지 길게 불러 임방울과는 또 다른 박자의 변화를 주고 있다.

김소희의 제 31장단인 ‘옥중고혼이〜’의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단②’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으며, 김연수는 제 28장단에서 2박과 3박 단위의

대강박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인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가 나타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20 추우 오동 △ 엽 낙 시 어 △

28 옥 중 장 혼 이 되거 드 면 △

김23 추우 오동 △ 엽 낙 시 어

31 옥 중 고 혼 이 되거 드 면 △

<악보 40> 임방울과 김소희의 ‘추우오동〜’붙임새



- 84 -

두 창자에게 나타난 두 붙임새의 차이는 주로 사설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려 일어나게 된 현상이다. 이와 같은 붙임새의 차이는 다른 수용

창자들에 비해 현저히 드러나는 차이점이 미미하나 이것이 곡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면 붙임새의 또 다른 특징이 되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

다 하겠다.

김소희는 ‘대마디 대장단①’의 붙임새를 활용하여 소리를 운용한 점도 눈

에 띈다. ＜악보 41＞은 김소희 제 30장단에 나오는 ‘대마디 대장단①’의 붙

임새이며, 3박 4대강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임방울의 제 27장단은 2박과 3

박 단위의 대강박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인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로

나타난다. 김소희의 제 36장단 역시 ‘대마디 대장단①’의 붙임새로, 임방울

의 제 29장단인 2박 6대강 구성 ‘대마디 대장단②’의 붙임새와 차이가 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27 내 가 만일 으 △ 임을 못보 고 △

29 생 전 사 후 △ 이 원 통 을 △

김30 내 가 만 일어 △ 임얼 △ 못 보 고

36 생 전 사 후 △ 이원 통 을 △

<악보 41> 임방울과 김소희의 ‘내가 만일어〜’, ‘생전사후〜’붙임새

김소희의 제 30장단에 나타난 ‘대마디 대장단①’의 붙임새는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이 아닌 시에론․오케 음반과 동일한 붙임새의 형태이다.

또한 김소희의 제 36장단 사설인 ‘생전사후〜’에 나타난 ‘대마디 대장단

①’ 붙임새는 비교대상 4명의 창자들 중 오직 김소희에게 나타난 붙임새

이다.

마지막으로 김소희의 제 38장단인 ‘아이고 답답〜’ 사설에서는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가 ‘주서붙임’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 ‘아이고 답답

〜’ 사설은 임방울 전 음반에 없으며 김소희 본인이 추가로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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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이고 답답 내일 이야 △ 이를 장차 어쩔 거 나

<악보 42> 김소희의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붙임새

이상으로 임방울과의 붙임새 차이를 3개의 악보를 통해 비교하였다.

김소희는 사설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 붙임새 변화를 주었으며,

‘대마디 대장단①’의 사용과 김소희 본인이 새로 추가한 사설에서의 주서

붙임 사용이 임방울과 서로 다른 점이다.

김소희와 임방울간의 비교는 김연수에 비해 붙임새 비교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미미하다. 때문에 김소희는 임방울과 비교적 비슷한 붙임새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김소희와 임방울의 각 장단별 붙임새를 비교하여 <표 30>에 제

시하였다. 같은 사설의 중모리 장단에서 서로 붙임새의 차이가 있는 곳

은 짙은 네모(□)칸으로 표시하였는데, 김소희의 쑥대머리 중 제 3장단의

사설인 ‘생각 난 것이〜’, 제 7장단의 사설인 ‘부모봉양〜’, 제 23장단의

사설인 ‘추우오동〜’, 제 30장단의 사설인 ‘내가 만일어〜’, 제 31장단의

사설인 ‘옥중고혼이〜’, 제 36장단의 사설인 ‘생전사후〜’, 제 37장단의 사

설인 ‘알아 줄 이가〜’이다. 위의 총 7개 장단은 임방울과 서로 다른 붙

임새를 사용하여 곡의 변화를 주었으며, 기타 분류방법은 임방울의 쑥대

머리 사설 비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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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김소희

쑥대머리∼ 1 대마디 대장단② 1 대마디 대장단②

적막옥방어∼ 2 대마디 대장단③ 2 대마디 대장단③

생각 난 것이∼ 3 대마디 대장단① 3 대마디 대장단③

보고지고∼ 4 대마디 대장단③ 4 대마디 대장단③

오리정∼ 5 교대죽 5 교대죽

일장수서를∼ 6 대마디 대장단② 6 대마디 대장단②

부모봉양∼ 7 대마디 대장단③ 7 교대죽

겨를이∼ 8 대마디 대장단③ 8 대마디 대장단③

여인신혼∼ 9 대마디 대장단③ 9 대마디 대장단③

계궁항아∼ 10 교대죽 10 교대죽

번뜻이∼ 11 대마디 대장단③ 11 대마디 대장단③

막왕막래∼ 12 교대죽 12 교대죽

앵무서를∼ 13 대마디 대장단② 13 대마디 대장단②

전전반칙으∼ 14 대마디 대장단① 14 대마디 대장단①

호접몽을∼ 15 대마디 대장단② 15 대마디 대장단②

손가락으∼ 16 교대죽 16 교대죽

사정으로∼ 17 대마디 대장단③ 17 대마디 대장단③

간장으∼ 18 대마디 대장단① 18 대마디 대장단①

임으 화상을∼ 19 대마디 대장단② 19 대마디 대장단②

이화일지∼ 20 대마디 대장단③

야우문령∼ 21 대마디 대장단③

임도 나를〜 22 대마디 대장단②

추우오동∼ 20 대마디 대장단② 23 교대죽

잎만떨어져도∼ 21 대마디 대장단② 24 대마디 대장단②

녹수부용∼ 22 대마디 대장단③ 25 대마디 대장단③

채룡망∼ 23 대마디 대장단① 26 대마디 대장단①

낭군생각은∼ 24 대마디 대장단② 27 대마디 대장단②

날 보담은〜 25 대마디 대장단③ 28 대마디 대장단③

옥문 밖을∼ 26 대마디 대장단① 29 대마디 대장단①

내가 만일에∼ 27 대마디 대장단③ 30 대마디 대장단①

옥중 원혼이∼ 28 대마디 대장단③ 31 대마디 대장단②

무덤 근처∼ 32 교대죽

망부석이〜 33 대마디 대장단②

무덤 앞어∼ 34 교대죽

상사목이〜 35 대마디 대장단③

생전사후∼ 29 대마디 대장단② 36 대마디 대장단①

알어 줄 이가∼ 30 대마디 대장단③ 37 대마디 대장단②

아이고 답답 38 대마디 대장단③

퍼버리고〜 31 대마디 대장단② 39 대마디 대장단②

<표 30> 임방울과 김소희의 장단별 붙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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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조

김소희의 실음 청은 e♭'음이며, 출현음은 b♭․e♭'․f'․g♭'․a♭'․

b♭'․d♭"․e♭"․f"․g♭"음으로 총 10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것을 악보화하면 <악보 43>과 같으며, 이 중 임방울의 쑥대머리 출현음에

나타나지 않은 f"․g♭"음은 네모 칸으로 따로 표시하였다. 김소희 역시

김연수와 마찬가지로 임방울보다 고음으로의 음역이 확장된 것이다.

<악보 43> 김소희의 쑥대머리 출현음

<악보 44>는 김소희 쑥대머리의 제 36․37장단 예시악보로, 먼저 음역

을 살펴보면 b♭-g♭"음으로 1옥타브 단 6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최

저음은 b♭음으로 제 36장단의 제 4․5박과 제 10․11박에 나타나며, 최고

음은 제 37장단의 g♭"-f"(do"-si')음이다. 이 때 이 g♭"음은 f"음 앞에서

짧게 꾸미는 형태로 잠깐 나타난다. 또한 제 36․37장단에서는 <악보 43>에

서 언급했던 김소희의 출현음들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악보 44> 김소희의 쑥대머리 음역

주요음은 b♭․e♭'․f'․g♭'음이며, 이 중 b♭음인 mi를 길게 요성

(搖聲)하는 것은 제 18장단의 첫 박인 ‘간’과, 제 19장단의 제 9․10박 사

설인 ‘볼까’에 나온다. 또한 f'․g♭'음인 do'-si의 하행 선율형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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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단의 제 2박인 ‘으’ 사설에서 볼 수 있다. mi의 요성과 do'-si의 하

행 선율형태 이 2개의 특징은 계면조에서 나타나므로, 김소희의 쑥대머

리 역시 계면조의 악조이다.

<악보 45> 김소희의 쑥대머리 주요음

마지막으로 김소희의 종지 형태는 제 39장단의 사설인 ‘울음을 운다’에

서 볼 수 있다. 이 중 제 7박에 나타난 ‘음’의 사설이 e♭-b♭'(la-mi)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때 이 la는 ‘을’까지 음이 머무르다가 ‘운다’에서 mi

로로 상행하여 마치고 있다. 이것은 임방울이 ‘운’에서 la-mi의 하행형태

로 종지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임

김

<악보 46> 임방울과 김소희의 종지음

위에서 언급한 김소희의 악조를 임방울과 비교하면 <표 31>과 같다. 음

역은 김소희가 1옥타브 단 6도(b♭-g♭")로, 1옥타브 완전 4도(b♭-e♭")인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보다 단 3도 넓어져 음역의 확대가 일어났다.

김소희의 출현음은 b♭, e♭', f', g♭', a♭', b♭', d♭", e♭", f", g♭"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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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방울에게 없던 f", g♭"(si', do")음이 추가되었으며, 청의 실음은 e

♭'(la)음으로 임방울과 서로 같다. 주요음도 b♭, e♭', f', g♭'음으로 서로

동일하나, 김소희의 종지음은 e♭'음으로 임방울의 b♭음과는 서로 다르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김소희

청 e♭'음

출현음
b♭, e♭', f', g♭', a♭', b♭',

d♭", e♭"

b♭, e♭', f', g♭', a♭', b♭',

d♭", e♭", f", g♭"

음역 1옥타브 완전 4도(b♭-e♭") 1옥타브 단 6도(b♭-g♭")

주요음 b♭, e♭', f', g♭'

종지음 b♭ e♭'

<표 31> 임방울과 김소희의 쑥대머리 악조

이상 김소희의 쑥대머리 악조를 임방울과 비교했을 때, 출현음과 음역

에서 임방울과 다소 차이가 났다. 김소희의 음역은 임방울의 음역보다

상대적으로 고음부분이 넓어졌으며, 이것은 쑥대머리 내에서 한 번 등장

했던 음이다. 그러나 임방울에게는 없었던 음이기에 김소희 역시 임방울

의 쑥대머리를 수용하면서 음역의 확대를 꾀한 것이다.

4) 선율

김소희는 두 음 사이를 2〜3번 계속 반복하여 선율을 구성한 점이 특

징이다. <악보 47>은 김소희 쑥대머리의 제 10․37장단 순이며, 제 10장

단의 ‘추월같이∼’에서는 ‘a♭'-g♭'-a♭'-g♭'-a♭'(mi'-do'-mi'-do'-mi')’

의 선율이 나타난다.

앞부분인 ‘추’ 사설의 mi'를 제외한 do'-mi'의 선율이 하나의 짝을 이

루어 2번 반복되는 것이 보이는데, 제 37장단의 ‘줄이가∼’ 사설에서도 ‘e

♭"-d♭"(la'-mi')’의 선율이 꾸밈음을 포함하여 무려 3번이나 반복된다.

본고에서는 김소희의 이와 같은 선율을 ‘반복선율의 사용’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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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김소희의 ‘계궁항아〜’, ‘알아 줄 이가〜’선율

이처럼 2음 내에서의 반복선율 사용은 김소희 쑥대머리에서 자주 나타

나는 선율 형태로, 음반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등장한다.

다음은 김소희의 제 14․15․22장단으로 2음 내에서 일어난 반복선율의

다른 활용법이다. ‘g♭'-f'-e♭'g♭'-f'(do'-si-la-do'-si)’의 선율로, do'와

si중간에 la가 들어가 있으며 다시 do'-si가 반복되는 형태다.

<악보 48> 김소희의 ‘전전반칙으〜’와 같은 선율

앞에서 언급했던 반복선율의 사용 외에 김소희의 다른 특징은 2〜3글

자 내에서 다양한 잔가락이 등장하여 선율이 임방울보다 더욱 화려해진

것이다. <악보 49>는 김소희의 쑥대머리 중 제 27․34장단이다. 이 중

제 27장단의 사설인 ‘생각은’에서 ‘생’과 ‘각’ 사설의 시가가 각각 1박자․

‘은’ 사설의 시가는 총 2박자로 동일한 음의 반복 없이 다양한 리듬과 선

율 안에서 소리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제 34장단인 ‘무덤근처’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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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가 반 박(♬), ‘덤’에서 총 3박 반이란 긴 시가 안에서 다양한 잔가

락을 넣어 부르고 있다. 때문에 이 2개의 장단은 김소희가 임방울보다

상대적으로 쑥대머리 내에서의 잔가락이 많아져, 선율이 더욱 화려해진

것을 의미한다.

<악보 49> 김소희의 ‘낭군 생각은〜’, ‘무덤 근처〜’선율

이상으로 살펴본 김소희 쑥대머리 선율의 특징 총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짝을 이룬 2개의 음이 한 장단 안에서 2〜3번 반복

하여 악곡 전체에 리듬감을 준 것이다. 그 다음은 짧은 박자 안에서 상대

적으로 많아진 잔가락들로 인해 임방울보다 선율이 더욱 화려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짧은 박자 안에 나타난 많은 잔가락들은, 본고에서 언급한 쑥대머

리의 수용창자들 중 뒤 세대의 창자들로 오면서 소리에 점점 잔가락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한다. 이것은 또한 남성 창자보다 상대적으로 여성 창

자에게 더 잘 드러나는 특징이다.

5) 시김새

김소희의 시김새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임방울․김연수의 시김새 분석

방법과 같으며 먼저 ‘꺾는목’과 ‘감는목’의 시김새를 보겠다.

<악보 50>에 나타난 ‘꺾는목’의 시김새는 제 2박인 ‘으’ 사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김새는 ‘g♭'-f'(do'-si)’의 선율을 이루고 있으며, 네모(�)칸

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감는목’의 시김새는 제 6박에 동그라미(○)로 표

시한 곳이며, ‘f'-g♭'-e♭'(si-do'-la)’의 선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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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김소희의 ‘임으 화상을〜’시김새

계면조의 시김새인 ‘꺾는목’은 총 36회185) 사용되었으며 김소희 쑥대

머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시김새다. 한 장단 내에서 ‘꺾는목’이 총 4회

사용된 장단은 제 20장단, 3회 사용된 장단은 제 9․34장단, 2회 사용된

장단은 제 8장단186)이다. ‘감는목’의 시김새는 총 7회187)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꾸며 꺾는목’과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를 보겠다. <악보 51>

은 김소희의 제 6장단이며, 네모 칸(□)으로 묶은 부분이 ‘꾸며 꺾는목’

의 시김새이다. 제 3박인 ‘럴’ 사설과 연결되어 제 4박에 나타난다.

또한 제 6박에 동그라미(○)로 묶은 곳은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로, ‘g

♭'-b♭'-g♭'-f'(do'-mi'-do'-si)’의 선율을 가지고 있다.

<악보 51> 김소희의 ‘일장서럴〜’시김새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는 총 16곳188)에 나타나 곡 내에서의 사용빈도

가 높았으며 이 중 제 제 36장단은 한 장단 안에 2회나 사용되었다. ‘감

아 꺾는목’은 김소희의 쑥대머리 제 6․26장단에 총 2번 등장하는데 곡

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아 그가 자주 사용한 시김새는 아니다.

185) 김소희의 쑥대머리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4․7․9․10․13․14․

15․16․17․19․20․21․22․23․29․30․34․35․38․39장단이다.

186) 김소희의 쑥대머리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2회 사용된 곳은 제 4․14․15․19․22․

29․30․38장단이다.

187) 김소희의 쑥대머리에 ‘감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11․13․19․32․34․37․

38장단이다.

188) 김연수의 쑥대머리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2․3․5․8․11․22․

24․25․26․28․32․36․39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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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 구르는목’의 시김새는 <악보 52>의 제 2장단의 제 7박인 ‘자’ 사설

에 나타난다. ‘폭깍질목’은 제 33장단의 제 3박인 ‘석’ 사설에 사용된 시김

새로, 발성할 때 소리를 순간적으로 막았다 다시 음을 진행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52> 김소희의 ‘적막 옥방어〜’, ‘망부석이〜’시김새 

김소희의 쑥대머리 중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등장한 곳은 총 7회

로,189)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에서 사용된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 횟수인

총 6회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폭깍질목’의 시김새는 김소희의 제 26․

33장단에 총 2회 나타나 음원 내에서의 사용빈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악보 53>은 김소희의 제 4장단으로, 제 9박에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은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이다. 이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d♭

"-b♭'-a♭'-g♭'(sol'-mi'-re'-do')’의 선율로 되어있으며, 제 7박인 ‘한양

낭군’의 사설에서 ‘b♭'-d♭"(mi'-sol')’로 올라갔다 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

났다. 그 이후부터는 ‘보고지고’ 사설까지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형태이다.

‘내리쳐 꺾는목’은 김소희의 쑥대머리에서 총 8회190) 사용되었는데, 임

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내리쳐 꺾는목’ 시김새 사용빈도인 총 4회와 비교

했을 때 그 수가 2배로 늘었다.

189) 김소희의 쑥대머리에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2․7․29․31․32․34․

37장단이다.

190) 김소희의 쑥대머리에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4․7․12․19․20․25․

29․31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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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콜럼비아 음반) 김소희

〜목

1 꺾는목 26 36

2 꾸며 꺾는목 9 16

3 감아 꺾는목 1 2

4 감는목 6 7

5 떠는목 20 28

6 겹 구르는목 6 7

7 내리쳐 꺾는목 4 8

8 끌어올리는 목 4 2

9 폭깍질목 1 2

10 흐르는목 0 0

〜음
11 흘러내리는 음 8 11

12 가성으로 내는 음 1 2

<표 32> 임방울과 김소희의 시김새 사용빈도

<악보 53> 김소희의 ‘보고지고〜’시김새

이 외에 ‘끌어올리는 목’의 시김새는 김소희의 제 12․26장단에 총 두

차례 나타났으며, ‘가성으로 내는 음’은 제 12․18장단에 총 2회가 보인

다. ‘흐르는목’의 시김새는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과 마찬가지로 사용되

지 않았으며, ‘떠는목’은 계면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김새로 본고에서 별

도의 설명 없이 부록 악보에 기호표시로 대신한다. 이상 김소희에게 사용

된 12가지 시김새의 사용빈도를 종합하면 <표 32>와 같다.

김소희는 ‘꺾는목’과 ‘떠는목’의 시김새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 역시 계

면조의 시김새이다. 또한 ‘꾸며 꺾는목’은 총 16회․‘내리쳐 꺾는목’은 총 8

회, ‘겹 구르는목’은 총 7회가 사용되어 곡 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김소희의 시김새를 임방울과 비교하면 ‘꺾는목’과 ‘꾸며 꺾는목’․‘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 사용빈도가 김소희에게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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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목’의 시김새 사용횟수는 임방울보다 반으로 줄었다.

전자인 ‘꺾는목’과 ‘꾸며 꺾는목’․‘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들은 ‘꺾는

목’에 잔가락이 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김소희 역시 임방울보다 상대적

으로 시김새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쑥대머리에도 잔가락이 많

아지게 된 것이다.

다. 성우향

1) 사설

성우향의 사설은 앞서 비교했던 세 창자들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며, 임

방울의 콜럼비아 음반과 비교하여 첨가된 사설은 단락기호 옆에 ‘+’표시를

하였다. 또한 임방울과 다른 사설 역시 단락기호 옆에 ‘'’표시를 하였다.

Ⓐ+ 춘향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에 찬 자리에

Ⓑ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을 보고

지고 서방님과 정별 후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 부모봉양 글 공부어 겨럴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신혼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항아 추월같이 번뜻이 솟아서 비취고저

Ⓓ 막왕막래 막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칙 잠 못 이루니

호접몽을 꿀 수 있나

Ⓔ 손가락에 피럴 내여 사정으로 편지허고 간장에 썩은 눈물로 임에 화

상을 그려볼까

Ⓕ' 이화일지 춘대후로 내 눈물얼 뿌렸으니 야우문령 단장성에 비만 와도

임의 생각

Ⓖ 녹수부용 채련녀와 제룡망채엽에 뽕 따는 정부들도 낭군 생각 일반이라

날 보담은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타고 연 캐것나

Ⓗ+, Ⓗ'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드면 무덤 근처

섰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넌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방

성통곡으 울음얼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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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류한 것을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사설 각 단락과 비교하여

<표 33>에 정리하였다. 성우향의 사설 변화는 총 3곳인 Ⓐ․Ⓕ․Ⓗ단락

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단락별 이야기 전개 순서에

따른 내용 요약

비교대상 창자

임방울
(콜럼비아음반)

성우향

춘향이 처해있는 상황 제시 Ⓐ Ⓐ+

(임과) 헤어진 때를 상기하며

임에 대한 생각을 전개
Ⓑ Ⓑ

임에대한추측과의혹의 전개 Ⓒ Ⓒ

(자신이처한상황에서) 임의소식을

접할 수 없는 한탄의 마음
Ⓓ Ⓓ

임에대한그리움을표현하는

춘향의강인한의지
Ⓔ Ⓔ

백거이의 장한가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 Ⓕ′

(채련녀․여인과의 비교를 통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
Ⓖ Ⓖ

춘향의 원통한 심정을

옥중 혼으로 표출한 후 서럽게 욺.
Ⓗ Ⓗ+, Ⓗ′

<표 33> 임방울과 성우향의 사설 단락 비교

Ⓐ․Ⓕ․Ⓗ단락의 변화 중 먼저 Ⓐ단락을 보면, 성우향에게 ‘춘향형상

가련허다’의 사설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임방울이 아닌 김연수의 Ⓐ단락과

비슷하나, 사설의 관점이 약간 다르다.191) 결국, 이 사설은 임방울에게는

없었으나 뒤 세대의 창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작하여 서두에 넣은 것

이다.

191) 여기서 ‘가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객관적 입장보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연민의 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설을 김연수는 ‘춘향형상 살펴보니’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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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성우향의 Ⓐ+단락 사설

쑥대머리 구신행용

적막옥방으 찬자리여

춘향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에 찬 자리에

<표 34> 성우향의 ‘쑥대머리〜’ 사설 변화

<표 35>에서 나타난 성우향의 Ⓕ단락 변화는 쑥대머리 3명의 수용창

자들인 김연수․김소희․성우향 중 오직 성우향에게 보인다. 임방울과 다

른 점은 콜럼비아 음반에 있는 ‘추우오동〜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사설

이 없다는 것인데,192) 성우향의 이 Ⓕ'단락 사설은 오히려 임방울의 빅터

음반 사설과 서로 비슷하다.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성우향의 Ⓕ'단락 사설

추우오동 엽낙시어

잎이 떨어져도 임으 생각

이화일지 춘대후로 내 눈물얼 뿌렸으니

야우문령 단장성에 비만와도 임의 생각

<표 35> 성우향의 ‘장한가 구절’ 사설 변화

마지막으로 Ⓗ단락의 변화를 보겠다. <표 36>의 성우향 Ⓗ단락 중 사

설이 첨가된 곳은 ‘무덤근처〜될 것이니’ 부분으로,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

반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설은 임방울의 시에론․오케․코라이 음반

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설 중 사물의 전개순서에서 성우향과는 조금 차

이가 있다.193)

위에서 언급한 사설의 첨가 외에 임방울과 사설이 다른 곳은 곡의 가장

끝부분으로,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의 사설이다. 이 사설 역시 성우향만

192) 여기서 탈락된 ‘추우오동∼’ 구절의 사설은 성우향의 김세종제 춘향가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도령과 오리정 이별 후에 춘향이 집으로 돌아가 임을 그리워하는 대목인

‘행군견월∼’에 등장한다.

193) 성우향이 ‘나무→돌’의 순서대로 사설을 이어나갔다면, 임방울은 ‘돌→나무’의 순서대로

사설을 전개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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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통곡(放聲痛哭)으 울음얼 운다’로 바꿔 불렀으며, 성우향을 제외한 모든

창자들의 사설에는 공통적으로 임방울과 같은 ‘퍼버리고’의 사설이 들어있

다. 성우향은 ‘방성통곡’이란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사설을 바꿔서 불러, 서로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설이 훨씬 더 정제된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콜럼비아 음반의 Ⓗ단락 사설 성우향의 Ⓗ+, Ⓗ'단락 사설

내가 만일으 임을 못보고

옥중장혼이 되거드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 설리 운다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 고혼이 되거드면

무덤 근처 섰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넌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방성통곡으 울음얼 운다

<표 36> 성우향의 ‘내가 만일으〜’ 사설 변화

이상 임방울과 비교했을 때 성우향의 총 3가지 사설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변화는 Ⓐ단락의 첫 시작부분인 ‘춘향형상 가련허다’ 사설의 첨가

이며, 두 번째는 Ⓕ단락에서 장한가의 다른 구절인 ‘이화일지〜’․‘야우문령

〜’을 넣어 사설을 이어나간 것, 마지막으로 Ⓗ+, Ⓗ'단락에서의 사설 첨가

와 끝부분에 사자성어인 ‘방성통곡’의 사설을 넣은 것이다. 이로 인해, 성

우향 역시 임방울과는 다른 형태의 사설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 장단 및 붙임새

성우향은 임방울과 같은 중모리 장단으로 쑥대머리를 불렀으며, 장단

수는 총 38장단으로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 중모리 31장단보다 총 7장

단이 더 늘어났다. 연주시간은 5분 10초로 임방울의 연주시간인 3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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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다 1분 57초가 길어졌으며, 한배의 길이는 ♩= 86-91로 임방울 콜

럼비아 음반의 한배인 ♩= 108-124보다 많이 느려졌다.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31장단 3분 13초 ♩= 108-124

성우향 38장단 5분 10초 ♩= 86-91

<표 37> 임방울과 성우향의 장단 수와 연주시간 · 한배

당시 유성기 녹음의 연주시간은 1면당 3분 30초194)정도로, 임방울의

연주시간인 3분 13초를 봤을 때 임방울 역시 녹음을 하면서 시간의 제약

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점을 감안한다 해도 성우향의 연주시

간은 임방울과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때문에 뒤 세대의 창자들로

올수록 쑥대머리의 한배는 느려졌고 장단수도 길어졌으며, 소리 내에서

나타난 잔가락도 임방울보다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다.

성우향과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 쑥대머리의 붙임새는 서로 다른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성우향의 경우 사설이 첨가되어 임방울이 1

장단 안에 불렀던 소리가 그에게는 총 2장단으로 늘어난 것을 보겠다.

<악보 54>는 성우향의 제 4․5장단에 보이는 ‘보고지고〜한양낭군을

보고지고’의 사설이며 임방울에게는 제 4장단에서 찾을 수 있다. 임방울

의 제 4장단인 ‘보고지고〜’ 사설의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단③’의 형태

로, ‘주서붙임’과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사설의 배치도 성우향보다 비교

적 촘촘한 편이다. 그러나 성우향은 제 5장단에서 동일한 어절인 ‘보고지

고’를 총 3번이나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도를 임방울보다 훨씬 강하게 표

현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

194) 김석배, 유성기음반과 판소리사설의 변화 양상 ,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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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 4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 낭군 △ 보고 지고 △

성 5 보고 지고 △ 보고 지고 △ 보고 지고

6 한양 낭 군 을 보 고 지 고 △

<악보 54> 임방울과 성우향의 ‘보고지고〜’붙임새

임방울의 제 29〜30장단과 성우향의 제 36〜37장단인 ‘생전사후〜뉘 있

드란 말이냐’ 사설의 붙임새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났다. <악보 55>를 보

면 임방울은 제 29장단에서 2박 6대강인 ‘대마디 대장단②’의 붙임새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성우향은 제 36장단에서 2박과 3박이 서로 결

합하여 대강박을 이루는 ‘대마디 대장단③’의 붙임새를 사용하여, 임방울

과 서로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임방울의 제 30장단에 사용된 ‘대마디 대장단①’의 붙임새와 다르

게, 성우향은 제 36장단에서 제 7박의 사설인 ‘이’를 총 3박 동안 길게 부

르고 ‘알아 줄 이가〜’의 사설로 넘어갔다. 특히, 성우향의 제 37장단 제 3

박 사설인 ‘줄이가’의 붙임새는 1박안에 총 3자의 사설을 빽빽하게 배치한

것이 임방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29 생 전 사 후 △ 이 원 통 을 △

30 알 아 줄이 가 △ 누 있 드란 말이 냐

성36 생 전 사 후 △ 이 원 통 을

37 알아 줄이가 △ 뉘있 드란 △ 말 이냐

<악보 55> 임방울과 성우향의 ‘생전사후〜’붙임새

1박 안에서 사설이 많게는 총 3자까지 배치한 형태는 쑥대머리의 다른

수용 창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성우향만의 특징이다.

이상으로 임방울과 성우향의 같은 사설에 따른 각 장단의 붙임새를

<표 38>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둘의 붙임새에 차이가 나는 곳은 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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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으며, 총 7곳195)을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사설의 분류방법은 앞에

서 비교했던 임방울․김연수․김소희의 것과 동일하다.

195) 붙임새의 차이가 난 7곳을 성우향의 사설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4장단의

‘생각 난 것이∼’․제 5장단의 ‘보고지고〜’․제 25장단의 ‘녹수부용〜’․제 29장단의

‘옥문 밖을〜’․제 31장단의 ‘옥중고혼이〜’․제 36장단의 ‘생전사후〜’․제 38장단의 ‘방성

통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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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성우향

춘향형상∼ 1 대마디 대장단③

쑥대머리∼ 1 대마디 대장단② 2 대마디 대장단②

적막옥방에∼ 2 대마디 대장단③ 3 대마디 대장단③

생각 난 것이∼ 3 대마디 대장단① 4 대마디 대장단③

보고지고∼
4 대마디 대장단③

5 교대죽

한양낭군을〜 6 대마디 대장단③

성: 서방님과∼
임: 오리정〜

5 교대죽 7 교대죽

일장서를∼ 6 대마디 대장단② 8 대마디 대장단②

부모봉양∼ 7 대마디 대장단③ 9 대마디 대장단③

겨럴이∼ 8 대마디 대장단③ 10 대마디 대장단③

여인신혼∼ 9 대마디 대장단③ 11 대마디 대장단③

계궁항아∼ 10 교대죽 12 교대죽

번뜻이∼ 11 대마디 대장단③ 13 대마디 대장단③

막왕막래∼ 12 교대죽 14 교대죽

앵무서를∼ 13 대마디 대장단② 15 대마디 대장단②

전전반칙∼ 14 대마디 대장단① 16 대마디 대장단①

호접몽을∼ 15 대마디 대장단② 17 교대죽

손가락에∼ 16 교대죽 18 교대죽

사정으로∼ 17 대마디 대장단③ 19 대마디 대장단③

간장에∼ 18 대마디 대장단① 20 대마디 대장단①

임에 화상∼ 19 대마디 대장단② 21 대마디 대장단②

이화일지∼ 22 대마디 대장단③

야우문령∼ 23 대마디 대장단③

비만 와도〜 24 교대죽

추우오동∼ 20 대마디 대장단②

잎이떨어져도∼ 21 대마디 대장단②

녹수부용∼ 22 대마디 대장단③ 25 교대죽

제룡망∼ 23 대마디 대장단① 26 대마디 대장단①

낭군생각∼ 24 대마디 대장단② 27 대마디 대장단②

날 보담은〜 25 대마디 대장단③ 28 대마디 대장단③

옥문 밖을∼ 26 대마디 대장단① 29 대마디 대장단③

내가 만일에∼ 27 대마디 대장단③ 30 대마디 대장단③

옥중 고혼이∼ 28 대마디 대장단③ 31 대마디 대장단②

무덤 근처∼ 32 교대죽

상사목이〜 33 교대죽

무덤 앞에∼ 34 대마디 대장단②

망부석이〜 35 대마디 대장단③

생전사후∼ 29 대마디 대장단② 36 대마디 대장단③

알아 줄 이가∼ 30 대마디 대장단③ 37 대마디 대장단③

성: 방성통곡으〜
임: 퍼버리고〜

31 대마디 대장단② 38 대마디 대장단③

<표 38> 임방울과 성우향의 장단별 붙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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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조

성우향 쑥대머리의 실음 청은 e♭'음이며, 출현음은 e♭․f․g♭․b

♭․e♭'․f'․g♭'․a♭'․b♭'․d♭"․e♭"음으로 총 11개의 음으로 구

성되어있다.

<악보 56>에서는 임방울의 쑥대머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e♭․f․g♭’

음을 네모(�)칸으로 표시하였다. 이 음들은 모두 저음역대의 음으로 오

직 성우향에게서 볼 수 있으며, 이 ‘e♭․f․g♭’음들의 출현으로 인해

성우향은 비교대상 창자들 중 가장 많은 출현음을 가지게 된다.

<악보 56> 성우향의 쑥대머리 출현음

성우향의 쑥대머리는 2옥타브(e♭-e♭")의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4명

의 비교대상 창자들 중 가장 넓은 음역이다.

<악보 57>은 성우향의 제 20장단으로, 최저 음역인 e♭(La)음이 첫

박인 ‘간’ 사설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b♭(mi)음으로 도약 진행한다. 또한

같은 장단의 제 8․9박에서는 성우향의 최고 음역대인 e♭"음이 보인다.

<악보 57> 성우향의 쑥대머리 음역

<악보 58>를 보면 성우향의 제 23․24장단에 나타난 b♭(mi)음의 요

성(搖聲)과, 제 24장단의 첫 박에서 g♭'․f'(do'․si)음을 꺾어 mi까지

하행하는 선율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계면조 악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성우향의 주요음 역시 b♭․e♭'․f'․g♭'(m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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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로 임방울의 주요음과 같다.

<악보 58> 성우향의 쑥대머리 주요음

다음으로 성우향과 임방울의 종지선율을 보겠다. <악보 59>에 나타난

임방울의 제 31장단은 첫 박이 e♭'(la)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성우향의

제 38장단은 임방울보다 다소 낮은 b♭(mi)음으로 첫 박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임방울의 제 31장단 종지선율이 성우향보다 전체적으로 평이(平

易)하며, 성우향의 제 38장단 선율의 변화는 임방울보다 다소 큰 편이다.

그러나 뒷부분의 제 8박부터 임방울과 비슷한 선율과 리듬을 가지고 가

며, 제 12박에서는 똑같이 b♭(mi)음으로 곡을 마무리 지었다.

임

성

<악보 59> 임방울과 성우향의 종지음

위에서 열거한 성우향의 악조를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과 서로 비교하

면 <표 39>와 같다. 성우향의 음역은 2옥타브(e♭-e♭")로 비교대상 창

자들 중 가장 넓은 음역을 사용 하였으며, 임방울 콜럼비아 음반의 음역

인 1옥타브 완전 4도(b♭-e♭")보다 음역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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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향의 최고음역은 e♭"음으로 임방울과 같으며, 출현음은 임방울에

게 없던 저음역대의 e♭․f․g♭(La․Si․do)음이 성우향의 쑥대머리에

나타나 서로 달랐다. 이외에 청의 실음과 주요음, 종지음은 임방울과 모

두 동일하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성우향

청 e♭'음

출현음
b♭, e♭', f', g♭',
a♭', b♭', d♭", e♭"

e♭, f, g♭, b♭, e♭', f', g♭',
a♭', b♭', d♭", e♭"

음역 1옥타브 완전 4도(b♭-e♭") 2옥타브(e♭-e♭")

주요음 b♭, e♭', f', g♭'

종지음 b♭

<표 39> 임방울과 성우향의 쑥대머리 악조

이상으로 성우향의 악조는 임방울과 마찬가지로 계면조이며, 임방울의

음역에 비해 저음이 강조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

했던 쑥대머리의 수용창자들인 김연수나 김소희가 고음으로의 음역을 확대

한 것에 비해서도 다른 점이다.

4) 선율

성우향의 쑥대머리 선율의 특징은 한 음의 시가가 길어지고, 한 장단

내에서 임방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잔가락이 나타나 선율이 화려해진 점

이다. 특히, <악보 60>에서의 ‘부용’ 사설은 제 3박부터 제 8박까지 무려

총 6박자 동안이나 다양한 잔가락을 넣어 그 음을 길게 지속하고 있다.

<악보 60> 성우향의 ‘녹수부용〜’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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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향의 쑥대머리에서 길게 지속하는 부분의 선율은 대부분 제 6박안

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제 25장단은 첫 박부터 제 8박까지 ‘녹수부

용’의 사설이 이어져 여느 소리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또한 제 3∼8박까

지 총 5박의 긴 시가에 다양한 선율과 리듬의 변화를 주고, 제 7박에서

는 b♭"(mi')음을 요성(搖聲)하여 소리의 다채로움을 살리고 있다.

다양한 시김새와 선율 내에서의 많아진 잔가락들은 제 31장단의 ‘옥중

고혼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우향은 <악보 61>에서 한 옥타브196)의

음역을 내며, 최고 음역 la에서는 요성(搖聲)을 하고 그 다음으로 ‘겹 구

르는 목’․‘폭깍질목’의 시김새를 총 6박자 안에서 다 담아낸 것이 특징

이다.

<악보 61> 성우향의 ‘옥중고혼이〜’선율

성우향이 자주 사용한 선율 형태도 있다. 보통 2박자로 연결 되어

하나의 선율을 형성하며, 이것은 <악보 62>와 같다.

성우향이 자주 사용한 선율 형태 중, 첫 번째 선율은 ‘b♭'․b♭'․g♭

'-b♭'․g♭'․f'(mi'․mi'․do'–mi'․do'․si)’의 선율이다. 두 번째 선율

은 ‘b♭'․a♭'․g♭'-b♭'․g♭'-f'(mi'․re'․do'–mi'․do'․si)’의 선율로,

앞부분의 3개음의 선율이 서로 다르다.

악보에서 우측 하단은 ‘mi'․mi'․do'–mi'․do'․si’와 ‘mi'․re'․do'

–mi'․do'․si’ 선율이 결합한 형태로 성우향의 제 30장단에 한번 등장한다.

196) e♭'-e♭"(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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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성우향의 ‘임뿐이라〜’와 같은 선율

<악보 63>에 나타난 ‘b♭'-g♭'-f'-e♭'(mi'-do'-si-la)’의 선율도 성

우향의 쑥대머리에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구조로,

성우향의 음반 중 총 10번 등장한다.197) 악보에서 생략된 장단은 제 10․

17․18〜19․27장단198)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예시악보와 리듬이 같아 생

략하였다.

제시된 악보 모두 ‘mi'-do'-si-la’로 하행하여, e♭'(la)음을 길게 지속하

는 형태이다. 특히 제 12〜13․30〜31장단은 ‘mi'-do'-si-la’로 하행 후에

뒷부분 선율까지 동일한 것도 특징이다.

<악보 63> 성우향의 ‘쑥대머리〜’와 같은 선율

197) 한 장단 안에서 mi'-do'-si-la의 선율이 나타나는 곳은 제 2․8․10․17․27․33장단으

로 총 6곳이고, 2장단 안에서 mi'-do'-si-la의 선율이 연결되는 곳은 제 9〜10, 12

〜13, 18〜19, 30〜31장단으로 총 4곳이다.

198) 성우향의 제 10, 17장단은 제 8장단과 같은 리듬과 음을 가지고 있어 생략하였으며, 제 27

장단도 마찬가지다. 제 18〜19장단 역시 제 12〜13장단과 같아 역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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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우향의 도약 진행 특징을 살펴보겠다. 성우향은 높은 음

으로 도약할 때, 마치 도움닫기처럼 ‘b♭'(mi')’를 잠깐 거쳐 가거나 ‘mi'’

를 길게 지속하여 부른 뒤 최고음인 ‘e♭"(la')’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악보 64>의 제 37장단은 ‘mi'’가 길게 지속된 경우이며, 제 6장단의

악보는 ‘mi'’로 끌어올린 뒤 ‘la'’로 도약한 모습이다. 전자의 ‘mi'’가 길게

지속된 형태는 성우향의 제 5장단에도 보이며, 후자의 형태는 성우향의

제 9․14․20․30․36장단에 나타난다. 이렇듯 mi'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la'까지 끌고 올라가 도약하는 선율은 성우향의 쑥대머리 고음역대 부분

에서 자주 사용된다.

<악보 64> 성우향의 ‘알아줄 이가〜’, ‘한양낭군을〜’선율

이상 앞에서 언급했던 성우향의 선율을 종합하면, 임방울에 비해 잔가

락이 많아져 선율이 화려해지고 자주 사용하는 선율의 형태가 있으며,

la'로 올라갈 때 mi'가 도움닫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5) 시김새

성우향의 쑥대머리에 사용된 ‘꺾는목’의 시김새는 <악보 65>의 제 11

장단의 제 4․8박에 총 2번 나타난다. ‘혼’에서 a♭'-g♭'(re'-do')로 갈

라진 음은 ‘금슬우지’에서 do'를 지속하다 ‘지’에서 다시 g♭'-f'(do'-si)로

나눠지는데, 이 do'-si 선율은 ‘꺾는목’의 시김새이다.

제 11장단의 제 7박인 ‘나를 잊고’ 사설에서도 ‘금슬우지’의 ‘g♭'-g♭

'-g♭'-g♭'-f'(do'-do'-do'-do'-si)’ 선율이 반복되며, 마찬가지로 ‘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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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시김새인 do'-si 선율이 타나난다.

‘감는목’의 시김새는 ‘f'-g♭'-e♭'(si-do'-la)’의 선율로 제 21장단에 나

오며, 마찬가지로 제 5∼6박인 ‘을’의 사설에서는 ‘꾸며 꺾는목’ 선율인 ‘b

♭'-g♭'-f'(mi'-do'-si)’를 거쳐 ‘감는목’의 시김새인 si-do'-la의 선율이

결합된다.

<악보 65> 성우향의 ‘여인신혼〜’, ‘임에 화상을〜’시김새

  
‘꺾는목’의 시김새는 성우향의 쑥대머리에서 총 36회199) 사용되었는데,

중모리 총 38장단 구성인 성우향의 소리로 봤을 때 거의 전 장단에 활용

될 만큼 자주 나타났다. 이 중 제 22장단은 한 장단 안에서 ‘꺾는목’이

총 3회 사용되었으며, 한 장단 내에서 ‘꺾는목’이 총 2회 사용된 곳200)은

총 8곳이다. ‘감는목’의 시김새는 성우향의 음반에서 총 4회 사용되었으

며, 제 9․21․31․36장단에 ‘감는목’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성우향의 쑥대머리 중 ‘감아 꺾는목’과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 결합은 <악

보 66>에서 찾을 수 있다. 네모(�)칸으로 표시한 성우향의 제 27장단 제 2

박에 위치한 ‘군’의 사설을 보면, 선율이 ‘g♭'-b♭'-g♭'-f'(do'-mi'-do'-si)’

로 되어있다. 이 do'-mi'-do'-si의 선율은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이다. 그 다

음 동그라미(○)로 표시한 성우향의 제 3박 사설인 ‘생’에서는 ‘꾸며 꺾는목’

의 시김새가 나타났는데, 이 시김새는 ‘b♭'-g♭'-f'(mi'-do'-si)’의 선율이다.

199) 성우향의 쑥대머리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2․3․4․6․8․9․10․11․12․

13․14․15․16․18․19․20․22․23․24․28․29․30․31․32․35․36․37․38장단이다.

200) 성우향의 쑥대머리에 ‘꺾는목’의 시김새가 총 2회 사용된 곳은 2․9․11․15․19․

24․29․36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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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성우향의 ‘낭군 생각〜’시김새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는 성우향의 소리에 총 15회201) 등장하며, ‘감아

꺾는목’의 시김새는 성우향의 제 12․24․27장단에 총 3번 나타난다.

다음으로 ‘겹 구르는목’과 ‘폭깍질목’의 시김새가 나타난 성우향의 제 31

장단을 보겠다. <악보 67>에 네모(�)칸으로 표시한 제 3박 ‘고’의 사설에

서는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를 사용하여 다음 사설인 ‘혼’으로 넘어가며,

동그라미(○)로 표시한 제 5∼6박 ‘이’의 사설에서는 <악보 66>에서 언급

했던 ‘꾸며 꺾는목’과 함께 ‘폭깍질목’의 시김새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악보 67> 성우향의 ‘옥중 고혼이〜’시김새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는 성우향의 쑥대머리 중 제 4․6․13․20․28․

30․31․34장단에 총 10회 사용되었다. 제 13․20장단에는 ‘겹 구르는목’

이 각 2회씩 나타나며, 제 13․20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장단은 ‘겹 구르

는목’의 시김새가 각 1회씩 보인다. 그러나 ‘폭깍질목’은 성우향의 쑥대머

리 중 제 31장단에서만 보여, 그가 쑥대머리 내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시김새임을 알 수 있다.

‘내려치는 목’․‘가성으로 내는 음’․‘흐르는목’의 시김새는 성우향에게

보이지 않으며, ‘끌어올리는 목’은 성우향의 제 20장단에 한차례 나타났다.

이 시김새들은 부록 악보로 설명을 대신하며, 이상으로 성우향에게 사용

201) 성우향의 쑥대머리에 ‘꾸며 꺾는목’의 시김새가 사용된 곳은 제 4․7․8․10․12․17․

18․21․25․26․27․28․30․31․33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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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김새의 활용빈도수를 정리하면 <표 40>과 같다.

성우향은 ‘꺾는목’과 ‘떠는목’의 시김새를 임방울과 거의 동일한 횟수로

사용하였는데, 이 2가지는 계면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시김새이

다. 또한 ‘꾸며 꺾는목’․‘겹 구르는목’도 쑥대머리 내에서 각각 총 15․

10회를 사용하여 그가 자주 사용한 시김새에 속한다.

반면에 ‘가성으로 내는 음’과 ‘내려치는 목’․‘흐르는목’의 시김새는 성

우향의 소리에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성우향은 가성 대신 통성으로 소

리를 일관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가 부르고 있는 김세종제가 동편제

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나 사료된다.

임방울(콜럼비아 음반) 성우향

〜목

1 꺾는목 26 36

2 꾸며 꺾는목 9 15

3 감아 꺾는목 1 3

4 감는목 6 4

5 떠는목 20 36

6 겹 구르는목 6 10

7 내리쳐 꺾는목 4 0

8 끌어올리는 목 4 1

9 폭깍질목 1 1

10 흐르는목 0 0

〜음
11 흘러내리는 음 8 4

12 가성으로 내는 음 1 0

<표 40> 임방울과 성우향의 시김새 사용빈도 

임방울과 비교했을 때 성우향은 ‘꺾는목’과 ‘꾸며 꺾는목’, ‘감아 꺾는목’,

‘떠는목’, ‘겹 구르는목’의 총 5가지 시김새가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에서 총 4회에 걸쳐 나타난 ‘내리쳐 꺾는목’의

시김새는 사용되지 않았고 ‘끌어올리는 목’도 총 1회에 그쳤으며, ‘흘러내리

는 음’도 총 4회로 임방울보다 사용빈도수가 반으로 줄었다. 때문에 성우향

은 ‘내리쳐 꺾는목’이나 ‘끌어올리는 목’의 시김새 사용을 현저히 줄이고 그

대신 다른 시김새의 사용빈도를 임방울보다 상대적으로 높였던 것이다.



- 112 -

III. 결 론

이상으로 임방울의 더늠인 쑥대머리와 그것을 수용한 창자인 김연수

김소희 성우향의 쑥대머리 음원을 사설 장단 및 붙임새․악조․선율․시

김새 총 다섯 항목으로 비교하여 그 전승과정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임방울의 6종 음반사설을 살펴보면 ‘쑥대머리∼’부터 ‘임으 화상을 그려

볼까∼’의 사설이 모두 동일하나, 그 뒤부터는 임방울도 사설의 가감(加減)

이 이루어졌다. 가감이 된 주요 대상의 사설들은 주로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거나 해당 이야기 흐름 내에서 내용을 첨가하는 부분들이다. 쑥

대머리의 수용 창자들은 임방울 사설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설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김연수는 첫 내드름에서, 성우향은 곡

의 끝부분에서 사설의 첨가를 하여 임방울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장단은 중모리로 모두 동일하며 임방울은 대부분 총 30∼32장단 사이

에서 소리를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한배의 길이는 임방울의 초창기 녹음

인 콜럼비아 음반과 비교했을 때, 세월이 지날수록 임방울도 상대적으로

점차 느려진 것이 특징이다. 쑥머리의 수용창자들 역시 임방울보다도 더

욱 한배가 느려졌는데, 수용창자들은 임방울에 비해 장단의 수까지 함께

늘어나 뒤 세대로 올수록 쑥대머리의 한배의 길이와 연주시간․장단수가

늘어났다.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단․교대죽을 주로 사용했으며, 곡의 전반부에서

는 대부분 같은 사설․붙임새로 소리를 했다. 그러나 곡의 후반부로 갈

수록 사설과 붙임새의 변화가 더 다양해졌으며, 수용창자들의 소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곡의 후반부에서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

임방울의 쑥대머리 악조는 모든 음반이 다 계면조로 동일하며 구성음

이 서로 같았고, 수용창자들의 악조는 임방울과 대부분 비슷하나 음역과

구성음에 있어 임방울과 다소 차이가 났다. 특히 음역의 확대는 성우향

의 경우 저음에서, 김연수와 김소희의 경우는 고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임방울의 선율은 콜럼비아 음반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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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선율들이 쑥대머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곡의 중․후

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다른 선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율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방울이 쑥대머리 내에서 주로

사용한 시김새는 ‘꺾는목’․‘떠는목’ 등 계면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김새

이며, ‘감는목’과 ‘겹 구르는목’의 시김새도 자주 사용한 편이다. 임방울

자체 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특징 안에서 가변적으로 이루어지

며, 쑥대머리 대목 역시 임방울의 개성이나 학습이력 등이 반영되어 그의

더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쑥대머리 더늠의 이러한 특성은 전승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변화를 거

쳤다. 먼저 수용창자들의 쑥대머리 사설을 보면 첫 내드름에 변화를 준

창자는 김연수와 성우향이다. 또한 김연수와 김소희는 백거이의 <장한가>

를 3구절까지 삽입하여, 임방울이 1개 혹은 2개의 구절을 넣어 부르던 것

과 다르다. 이 외에도 여류명창인 성우향과 김소희는 사설을 첨가하거나

변화를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효과로 임방울보다 그리움의 정도를 더

짙게 나타낼 수 있었다.

세 창자의 쑥대머리 장단은 중모리로 모두 동일하며, 한배의 길이는

뒤 세대의 창자들로 올수록 점점 느려졌다. 붙임새에서는 김연수가 ‘주서

붙임’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했으며, 여류명창인 김소희와 성우향은 사설

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서 붙임새의 변화를 주었다.

악조는 계면조이며 주요음도 같다. 그러나 출현음과 음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임방울에게 없던 고음역대의 f"․g♭"(si'․do")음이 나

타나는 창자는 김연수와 김소희이다. 이와 달리 성우향은 저음역대인 e♭․

f․g♭(La․Si․do)음이 등장하여, 임방울보다 상대적으로 저음으로의 음

역 확대가 일어났다.

선율은 임방울 음반에 비해 잔가락이 많아져 보다 화려해진 것이 특징

인데, 여류명창인 김소희와 성우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김연

수는 2가지의 서로 상반된 특징이 나타난다. 전자는 음의 급격한 도약 진

행이며, 후자는 곡 내에서의 비교적 평이한 선율이다. 이 2가지 특징은 김

연수가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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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되었다.

시김새 역시 임방울과 비교했을 때, 선율과 마찬가지로 기교적으로 더욱

화려해졌다. ‘꺾는목’과 ‘꾸며 꺾는목’, ‘감아 꺾는목’, ‘떠는목’, ‘겹 구르는목’

등 다양한 시김새가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시김새는 ‘꺾는목’(do'-si) 앞

에 잔가락이 붙은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 시김새들은 쑥대머리 내에서 계

면조의 특징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상으로 임방울의 쑥대머리 더늠은 수용창자들이 전승하는 과정에서

각 창자 나름대로의 변화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설 장단 및 붙

임새 악조 선율 시김새 측면에서의 이러한 재창조과정은 각 창자만의 독

창성이 모색되는 가운데 임방울의 더늠인 쑥대머리를 더욱 공고히 자리

매김하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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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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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 of 'Sookdaemeori'

- Based on the versions of Lim Bangul,

Kim Yunsu, Kim Sohee and Seong U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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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f the 'Sookdaemeori' passage in Chunhyang-ga's

jail songs. 'Sookdaemeori' is a word that describes a hair that is as

tangled up as a field of wormwood stalks; it is also the title of the

section that was first sung in 1928 in Seoul's Dongyang Theater by the

singer Lim Bangul as his duhneum. The etymology of the word duhneum

can be traced to the verb duh nughda, which means to put more in, or

add more. When it is used in reference to pansori songs, duhneum means

a passage or a sound from the performance that is especially done well

by the pansori singer. Because of its excellence, this duhneum passage of

the singer's performance is then transmitted to the singer's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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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younger, junior singers.

Duhneum is important for its function in lead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ansori. Among the singers who adopted Lim Bangul's

'Sookdaemeori' duhneum, there are: Jung Kwonjin of Bosung Sound; Kim

Yunsu, the founder of Dongcho Style; Kim Sohee, the founder of Manjung

style; and Sung Woohyang, the successor of Kimsejong Style. Excluding

the Kim Changhwan Bodhi Chunhyang-ga, which Jung Jinkwon sang, the

other three singers from the aforementioned list did not sing the version

of Chunhyang-ga that originally included the 'Sookdaemeori' passage.

However, once Lim Bangul's rendtion of 'Sookdaemeori' became popular,

each of them added in the section to their own version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musicality of Lim Bangul, Kim Yunsu, Sung Woohyang,

and Kim Sohee's 'Sookdaemeori', and examines the duhneum's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In doing so, the following facts could be found.

In the case of Lim Bangul's lyrics, after the verse 'yim-eu hwasangeul

geuryu bolgga' is sung, adjustments begin to appear liberally. The

adjusted lyrics often repeat the content of the pervious verse, or add in

more plot detail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yric's narrative content.

Lim Bangul also used a plethora of Jeolla province dialect throughout his

performanc. Kim Yunsu, Kim Sohee, and Seong Woohyang, who adopted

Lim's duhneum in their own 'Sookdaemeori' adjusted their lyrics while

keeping the larger framework of Lim's version intact.

In the cases of the pansori rhythm and the butsimsae, the four singers

of this comparative study often interchangeably used daemadhi daejangdan

and kyodaejuk, and like Lim Bangul, they often used butsimsae around

the same passages in the lyric that Lim had used them.

The musical tone is mostly made up of gaemyon tone, and Lim

Bangul's range was 1 octave perfect fourth(b♭'∼e♭"). Kim Yunsu and

Kim Sohee were both three registers higher than Lim, and had ran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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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tave and short sixth(b♭'∼g♭"). Sung Woohyang had the widest

range as 2 octave(e♭'∼e♭"). Generally, the succeeding generation of singers

had much wider range than Lim Bangul.

Considering the melody similarities, in the case of Lim Bangul, on the

basis of same lyric, the first part of 'Sookdaemeori' sound was mostly made

up of nearly exactly same melody and a few parts that were changed.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part of 'Sookdaemeori' had completely different

melody in comparison, even though the lyrics were the same.

The succeeding singers' 'Sookdaemeori' melody became far more fancy

with extra tunes in comprison to Lim's rendition. The usage of extra

tunes was more apparent in two female singers' works, Kim Sohee and

Sung Woohyang. Shighimsae became also more technically showy in the

suceeding generations, and within a space of a single syllable, many

different shighimsae were used.

The aforementioned five categories show that the singers each adopted

Lim Bangul's 'Sookdaemeori' duhneum, and that during the process of

adaptation Lim's duhneum went through certain transformations. In such

a process of recreation, Lim's duhneum was not only transmitted through

the Kim Changhwan bodhi Chunhyang-ga, but it influenced bodhi and je

(styles), which allowed it to be transmitted to the contemporary period.

…………………………………………………

keywords: Chunhyang-ga, Okjung-ga, Sookdaemeori, duhneum,

Lim Bangul, Kim Yunsu, Kim Sohee, Sung Woohyang

Student Number: 2011 – 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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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일러두기

<부록 1>은 임방울이 남긴 쑥대머리 6종 전 음반의 사설을 비교한 것

이다. 비교의 기준점은 콜럼비아 음반 쑥대머리 사설이며, 코라이 음반사설

외에 나머지 5종 사설은 필자가 직접 음반을 듣고 채록한 것이다.

임방울의 콜럼비아 음반과 발음이나 사설이 다른 곳은 해당 음반의 사설

에 밑줄 표시를 한 후 기보하였으며, 발음이 불분명한 사설은 ‘○○’로 표시

하였다.

* 악보 일러두기

<부록 2∼9>는 임방울의 쑥대머리 5종 음반과 김연수․김소희․성우향

의 쑥대머리 음반을 채보한 것이다. 임방울 창(唱)은 음반의 발매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콜럼비아․시에론․오케․빅터․신세기 음반 순으로 배열

하였으며, 그 다음은 김연수․김소희․성우향의 쑥대머리 음반 순이다.

전 악보의 왼쪽 상단에는 청이 되는 음과 음원의 한배도 함께 명시하

였다. 이밖에 악보에 사용된 여러 시김새 부호들은 다음과 같으며, 가․

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기호 시김새 용어

가성으로 내는 음

겹 구르는목

끌어올리는 목

떠는목

음정이 불분명한 음

폭깍질목

흐르는목

흘러내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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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방울의 쑥대머리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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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임방울 창 쑥대머리(Columbia 4008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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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임방울 창 쑥대머리(Chieron 1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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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임방울 창 쑥대머리(Okeh 16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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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임방울 창 쑥대머리(Victor KJ-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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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임방울 창 쑥대머리(신세기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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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김연수 창 쑥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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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김소희 창 쑥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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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성우향 창 쑥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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