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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리랑’을 소재로 한 20세기

성악작품 연구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소재로 한 20

세기 성악 작품들을 수집, 분류하고, 각 악곡들의 형식과 특징, 가사

와 음악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민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민요로, 국내는 물론

이고 해외에서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영향력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아리랑은 서양음악 작곡가들에게도

중요한 창작의 소재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한 성악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이후 등장한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한

성악 작품 73곡을 수집하고, 작품에 사용된 아리랑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각 악곡의 주요 형식과 구조, 음악적 특징, 그리고 가사와

음악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

었다. 첫째, 아리랑을 소재로 한 성악 작품을 사용된 민요의 종류에

따라 분류했을 때, 본조 아리랑을 차용한 곡이 54곡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작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2000년 이후 창

작된 작품이 56 퍼센트 이상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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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만 31곡이 작곡되어 최근 들

어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악기의 편성 면에서는 피아노 반주가 붙은 곡이 64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악기를 동반한 편성도 9곡 가량 나타났다. 넷째, 가사와

음악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보면, 주요 가사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가사 그리기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가사의 표현은 민요

사설을 차용할 때보다 작곡가가 새로 쓴 창작 가사에서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______________

주요어 : 아리랑, 아리랑 성악 작품, 민요, 예술 가곡

학 번 : 2007-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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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리랑은 우리 고유의 ‘한’(恨)의 정서를 내포한 민요로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전되어 왔으며,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정

서를 대표하는 민요로 자리 잡았다. 아리랑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불려온 노래로, 민중의 공동 노력으로

창조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요 아

리랑은 여러 형태의 가락(선율)과 가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

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요 아리랑의 선율은 약 60여 종 3, 600여

곡에 이른다.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상징

하고,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로 여겨져 왔다. 아리랑

을 소재로 한 새로운 창작물들은 최근 한류 콘텐츠로도 생산되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아리랑의 고유성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2012년 12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

(The 7th Meeting of the Intergovermental Commi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is)에서는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아리랑이 ‘특정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 되고 다양

한 형태로 전승 된다’1)는 점에 주목하여 인류가 지속해야 할 문화유

산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1)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아리랑’, 또는 그와 유사한 발음의 어휘가 들

어 있는 후렴(받는 부분 또는 받는 소리)을 규칙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띄엄

띄엄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아리랑은 한국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해외 한민족

사회에서 널리 애창되는 대표적인 노래이며,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 또

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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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

은 민요 아리랑은 클래식 음악에서도 창작 활동의 소재로 꾸준히

쓰이고 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로, 아리랑은 서양 음악을 받아들인 예술가들의 창작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2) 민요 아리랑이 창작의 소재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26년으로 10월 1일 개봉된 나운규(1902-1937)의 영화 <아리

랑>3)의 주제가로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민요 아리랑은 한국의 정

서를 가장 잘 표현한 예술 작품의 소재로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

되고 있다. 민요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여기에 서양 음악의 양

식과 화성, 리듬 등을 사용한 창작 곡은 물론이고, 민요 선율의 직

접적인 인용 없이 아리랑의 성격과 정서를 받아들인 새로운 창작

곡에 이르기까지, ‘아리랑’ 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고 있다.

이처럼 민요 아리랑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민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 음악들이 꾸준히 발표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그리 활발하

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민요 아리랑이 아닌, 아리랑을 소재로 한

성악 작품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서양음악 분야에서 연구된 아리랑은 주로 기악곡으로 편곡된 작품

2) 아리랑에 대한 최초의 서양식 악보는 교육자이자 선교사인 호머 B. 헐버트(H.B.

Hulbert, 1863-1949)가 1886년 10월 17일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 조

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그 선율을 오선지에 적어 놓은

것이다. 그는 오선 악보와 함께,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라고

소개하며, 한국과 아리랑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3) <아리랑>이 개봉 될 당시 이 영화의 감독은 쓰모리 유이치(한국 이름 김창선)

라는 일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영화를 제작한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던 인물로, 이 영화사에서 제작한 첫 번째 영화(농중조)

와 두 번째 영화(아리랑)의 개봉 당시 감독으로 이름을 올려 실제 감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확실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쓰모리가 크레디트 상의 감독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출을 진행한 나

운규가 직접 본인이 감독임을 밝히는 기록도 존재하며, 이미 나운규가 영화 아

리랑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감독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위

여부는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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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 연구가 많으며, 성악곡 편곡 작품에 대한 국내 연구는

3편으로, 그 중 두 개는 허걸재의 <미사 아리랑(합창)>에 대한 연

구와4), 같은 곡을 포함한 세 개의 창작 합창곡을 연구한 문베티의

논문이며5), 나머지 하나는 아리랑을 소재로 한 가곡을 다룬 임고은

의 논문이다.6) “미사 아리랑”을 다룬 논문은 성악곡을 지휘 전공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주와 지휘법에 대한 연구 논문

이며, 또 다른 논문 또한 전통적인 음악 요소인 토리7)와 시김새8)의

연구를 통해 국악의 색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돕고 이에 따른

연주방법과 지휘법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 성악 전공

자의 아리랑 관련 논문은 2012년 아리랑의 선율을 차용한 가곡에

대한 임고은의 논문이 유일하고 할 수 있다.

1926년 이흥렬의 <아리랑 고개> 이후로, 민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성악 작품들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지금까지 발

표된 성악 작품 가운데,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한 성악작품들을 수

집,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 악곡들의 형식과 음악적 특

징, 민요 아리랑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26년 이후 현재까지 작곡된 아리랑을 소재로 한 성악곡의 정확

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아리랑을 소재

4) 이범영, “허걸재의 「미사 아리랑」분석·연구”, 수원대학교 음악학과 석사 논문,

2010.

5) 문베티, “아리랑 선율을 사용한 창작 합창곡에 관한 연구 : 함태균, 박재열, 허걸

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박사 논문, 2017.

6) 임고은, “한국가곡 속에 나타난 전통 아리랑의 형태연구 : 전통 아리랑과 가곡

아리랑의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논문, 2012.

7) 지역에 따라 말의 억양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민요에서도 지역적 특징이나 문

화적 차이로 인해 노래의 표현 방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토리’라 한

다.

8) 국립국악원 국악사전 국악용어 표준안-시김새.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나 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뜻하는 말.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연주자의 개성과 즉흥성에 따라 다른 표현이 가

능하고 전통 음악연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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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창작 곡의 경우, 악보가 출판되지 않은 경우, 구전이나 녹음

된 음원만 존재하는 경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1900년대

초중반의 곡들 가운데는 악곡의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 등이 많아서

작곡된 작품 전체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연구에 필요한 악보

수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리랑에 관

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는 국내의 음악협회와 연구소

7개를 선정하였고, 그 곳에 등록되어 악보가 존재하는 작품을 수집

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선정된 7개의 단체는 한국작곡가협회, 여

작곡가회, 서정가곡협회, 우리가곡 연구회, 한국가곡 연구소, 세일 문

화재단, 화천 비목 콩쿨이며, 작품의 숫자는 총 73곡이다.

연구 대상이 된 73곡의 작품에서 사용된 민요 아리랑을 그 종류

에 따라 본조 아리랑, 경상도 지방의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

리랑의 네 가지로 분류할 것이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민요 아리랑

선율을 혼합하여 사용한 아리랑과, 민요 아리랑 선율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리랑의 정서와 특성을 가져온 음악은 별도로 분류

하여 다룰 것이다. 이후 각 작품과 영향을 받은 민요 아리랑의 연관

성을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작품의 형식

및 화성, 리듬, 음악 어법 등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적인 면들을 정

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민요 아리랑을 소재로 한 20세기 이후 창

작 성악 작품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작곡되어 연주되고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성악 작품들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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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본조 아리랑』

1.1. 민요 본조 아리랑의 특징

본조 아리랑은 흔히 아리랑이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

는 아리랑 민요 선율로, ‘서울 아리랑’, ‘경기 아리랑’, ‘신 아리랑’ 등

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조 아리랑은 오늘날 전해지는 아리랑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니는 ‘아리랑’으로, ‘민족의 노래’라는 위상을 확보

한 민요다.5) 오늘날 알려진 본조 아리랑의 선율은 통속 민요인 ‘경

기 자진 아리랑’6)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종 재위 시절(1863-1907),

경복궁 중수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강원도에서 조달하면서, 강원도

아리랑의 한 종류인 ‘아라리’가 서울로 전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율이 세련되게 변모되어 ‘경기 자진 아리랑’의 모체가 되었다.

이후, 영화감독 나운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강원도 회령 지방의

철도 노동자들이 불렀던 아리랑과 자진 아리랑을 바탕으로 작곡한

선율을 자신의 영화 <아리랑>에 사용했는데, 영화의 흥행과 함께

이 선율이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오늘날 본조 아리랑으로 불

리게 되었다. 영화라는 근대적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된 본조 아리

랑은 기존의 민요들이 소리꾼의 전문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가장 대중화된 아리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5) 김연갑, “아리랑의 분포와 그 양상”, 『한국의 아리랑 문화』, 김태준 책임 편집

(서울 : 박이정, 2011), p. 306

6) 이 아리랑은 세마치장단으로 ‘솔 라 도 레 미’ 의 5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

조는 조선조 말에 불려 졌으며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보다는 적어도 30년 이

상 먼저 생겼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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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본조 아리랑의 가사와 선율은 아래와 같다.

[악보 1-1] 민요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의 선율은 서정적이고 유려하며 순차적인 음의 변화

가 많고, 아치형의 화려한 선율선이 주를 이룬다. 삼박자 계열인 느

린 세마치장단을 사용한다. 한 음절에 여러 개의 음들이 붙어 장식

적인 형태의 음형이 나타난다.

[악보 1-2] 본조 아리랑의 장단

<세마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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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메기는 부분

(절)

1.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2.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3.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천리에 풍년이 온다

4. 산천에 초목은 젊어가도

인간에 청춘은 늙어가네

5.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민요 본조 아리랑의 가사는 주로 가슴 아픈 이별에 대한 내용, 삶

의 희망과 애환을 담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7)

[표 1] 본조 아리랑의 대표 가사8)

7) 지역별 아리랑의 가사와 성격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논문에서 참고하였다. 이주

연, 『아리랑의 권역별 음악특성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 민요의 특성상 명확하게 몇 개의 가사가 전해지는지 파악이 어렵다. 많이 불리

는 대표적인 가사들을 추려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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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상 인심 무정도 한데

요 내 마음은 유정도 해라.

7. 세상만사를 헤아리니

물 위에 둥둥 뜬 거품이라

8. 괴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9.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 저물어간다

제목 작곡연도 작사 작곡 편성

Arirang Hill 1936
전래,
아서 
Y.박

안익태 독창, 피아노  

신 아리랑 1942 양명문 김동진 독창, 피아노
합창, 피아노

아리랑 1958 전래 김성태 독창, 피아노
아리랑 1980 전래 김희조 합창, 피아노
아리랑 1988 전래 김동환 독창, 피아노

합창, 피아노
아리랑 고개 
위의 들장미 2011 전래, 

괴테 이영조 합창, 피아노
통일 아리랑 2011 이인식 이인식 독창, 오케스트라

아리랑 2012 전래 이건용 8성부 아카펠라

1.2.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표 2]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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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아리랑 2013 전래 이원주

독창, 바이올린, 
피아노

2중창, 피아노
2중창, 바이올린, 

피아노
아리랑 

멜리스마 2013 전래 이인식 독창, 피아노
마쟈르 아리랑 2014 전래 이영조 합창, 피아노
나비잠 아리랑 2014   이인식 이인식 독창, 피아노
서울 아리랑 2014 전래 이인식 아카펠라(6성부)

아리랑 2014 전래 정애련 합창, 피아노
베니스 아리랑 2014 전래 파올로 

푸를라니 독창, 대금, 피아노
아라리요 2015 전래 이지수 독창, 오케스트라
또 아리랑 전래 김현옥 독창, 피아노

한국민요연곡
제 5곡 전래 나운영 합창, 피아노
아리랑 전래 이용주 합창, 피아노
아리랑 윤석중 장수철 2중창, 피아노  

서울 아리랑 전래 채동선 합창, 피아노
빛고을 아리랑 문병란 한만섭 독창, 피아노
아리랑 아리랑 홍순호 홍순호 독창, 피아노

1) <Arirang Hill>

<Arirang Hill>은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이 곡은 1936년 안익태가 자신의 스승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Leopold Stokowski)에게 헌정한 것으로, 필

라델피아의 <Elcan Vogel>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는데, 악보 상단에

는 <to Leopold Stokowski Arirang Hill>이라고 적혀 있으며, 부제

는 ‘The first manifestation of the Korean Music - by- EAK

TAE AHN from Korean Life for Voice and Piano’이다.

이 곡의 가사는 아서 Y. 박 (Arthur Y. Park) 이 번역한 영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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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한국어 가사를 소리가 나는 대로 발음 기호와 같이 알파벳으

로 표기한 가사가 함께 실려 있다. 대체로 민요 본조 아리랑의 가사

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메기는 부분 2번 가사인 ‘청천 하

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의 민요 가사를 ‘높은 하

늘엔 별도 많고, 내 인간은 말도 많다’와 같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소원 성취를 하리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높은 하늘엔 별도 많고
내 인간은 말도 많다

<영문 가사>
by (Arthur Y. Park)
Arirang Arirang Arariyo
Arirang Arirang Hill
there you go

If I should follow you
over the hill
My heart desires would
be fulfilled

Arirang Arirang Arariyo
Arirang Arirang Hill
there you go

Heaven so blue has
many a star
Human lives have many
a tale

<Arirang Hill>의 음악적 구조를 살펴보면, A장조, 8분의 6박자의

곡으로 전주 - 1절 - 간주 - 2절 - 후주로 이루어진 유절 형식이

다. 민요 본조 아리랑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선율의 주요

음들을 통해 선율을 새로 구성하였다. 3박자의 계열의 민요 본조 아

리랑과 달리, 2박 계열인 8분의 6박자로 작곡했고, 민요의 두 마디

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 마디 안에 배치함과 동시에 알레그로 지

오코 벤 리트모(Allegretto giocoso ben ritmo)의 나타냄 말을 사용

하여 다소 가볍고 빠른 분위기로 곡이 전개된다.



- 11 -

[악보1-3] 안익태, <Arirang Hill>, 마디 9-16의 성악성부

가사의 표현을 살펴보면 마디 5의 영문 가사 ‘over’네 개의 연속된

16분 음표로 아리랑 ‘고개’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마

지막 마디 8의 가사 ‘fulfilled’를 A음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하여

가사를 잘 표현하고 있다. 가사 외에 새로 창작된 가사인 밑줄 친

부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소원 성취를 하리로다’를 살펴보면,

기존의 가사인 ‘넘어 간다’와 추가된 가사인 ‘하리로다’가 ‘-다’로 끝

나는 각운을 맞추고 있다. 또한 ‘소원 성취를 하리로다’라는 가사의

내용은 역경과 고난을 상징하는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 소원을 성취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는 본래 본조 아리랑의 대표 가사인 ‘나를 두고 가신 님은 얼마 못

가서 발병이 난다’와 같은 원망어린 것과는 조금 다른 정서를 담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다.

2) <신 아리랑>

<신 아리랑>은 1942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 합창과 피아노 반주의 두 가지의 버전이 있다.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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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살펴보면, 민요 본조 아리랑의 메기는 부분의 가사는 그대

로 사용했고, 창작 가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창작 가사는 양명문

이 만들었으며,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했다. 가사 전

문은 아래와 같으며, 밑줄 친 부분은 민요 본조 아리랑의 가사 외에

새롭게 추가된 창작 가사이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싸리문 여잡고 기다리는가
기러긴 달밤을 줄져간다
모란꽃 필 적에 정다웁게 만난 이
흰 국화 시들 듯 시들어도 안 오네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타까운데
가슴에 얽힌 정 풀어볼 길 없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초가집 삼간을 저 산 밑에 짓고
흐르는 시내처럼 살아 볼까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신 아리랑>의 음악적인 구조를 분석하면, G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통절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민요 선율의 원형이 먼저 제

시되고 점차 변형되어 나가는 예가 많으나, 본 작품에서는 반대의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이 곡의 성악 성부에서 처음에는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과 리듬은 유사하다 보다 넓은 음역을 사용한

유려한 선율이 제시되고(악보 1-4),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처음 보다

더 화려한 선율로 변주된다. 이 때 피아노의 저음부에서 본조 아리

랑의 선율 원형이 나타나며(악보 1-5),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은

세 번째 부분(악보 1-6)에서야 비로소 성악 성부에서 모습을 드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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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보 1-4] 김동진, <신 아리랑>, 마디 9-12

[악보 1-5] 김동진, <신 아리랑>, 마디 25-28

[악보 1-6] 김동진, <신 아리랑>, 마디 57-60



- 14 -

3) 김성태, <아리랑>

1958년 김성태가 작곡한 <아리랑>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

었다. 이 곡은 피아노 반주 부분에 지속저음을 사용해 곡에 통일성

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가사의 경우, 민요 본조 아리랑 민요 가

사 중에서 1번과 2번 가사의 원형을 충실히 따랐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이 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은 G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전주 - 1절, 2절의 유절

형식이다.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피아노 반주부에는 지속되는 베이스 위에 다채로운 화성을 사용하

고 있다. 지속저음의 경우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베이스 성부에서 으뜸음 G의 지속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악보 1-7, 1-8)

[악보 1-7] 김성태, <아리랑>, 마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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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김성태, <아리랑>, 마디 7-10

4)김희조, <아리랑>

1980년 김희조가 작곡한 <아리랑>의 편성은 합창과 피아노 반주

로 구성되었다. 본조 아리랑의 선율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절이 바뀔 때 마다 화성, 텍스쳐, 조성, 박자 등을 달리하여 음악적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는 민요의 가사에서 1번, 2번,

3번과 7번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세상만사를 헤아리니
물 위에 둥둥 뜬 거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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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조의 합창 <아리랑>의 음악적 형식을 살펴보면, G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전주 - 1절 - 2절 - 3절 - 4절의 유절형식을 띠고

있다. 선율은 민요의 원형을 충실히 반복하고 있으나, 절이 바뀔 때

마다 음악적인 변화가 제시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특히 3절에 해당

하는 마디 41 이후의 부분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경우,

곡의 시작에 등장한 지시어인 ‘애조를 띠고'와는 다르게 ’활기 있게'

라는 지시어가 등장해 분위기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마디

25부터 C장조로 전조되었던 음악(악보 1-9)이 여기서 부터 다시 원

조인 G장조로 회귀한다. 이러한 음악적 변화는 가사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인 앞부분은 고난을 담고 있지만 음악이 바

뀌는 3절 부분의 가사는 ‘풍년이 온다네...풍년이 와요’로 희망적이고

좋은 징조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사의 내용에 맞게 음악

적인 분위기도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전까지 3박자로 진행되던 음악이 4박자로 바뀌며 음악의

분위기가 한층 장대해진다. 아울러 여성 성부에서 주도하던 주제 선

율을 남성 합창의 유니즌으로 먼저 부르고, 성부들 사이의 대위적인

진행을 통해 한층 정교하고 풍성한 텍스쳐를 보여준다(악보 1-10).

[악보 1-9] 김희조, <아리랑>, 마디 25-28 G 장조로 바뀌는 부분

C; I - vi - V/vi vi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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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0] 김희조, <아리랑>, 마디 41-44, 4박자로 변하는 부분

G; I - I - vi V/V - V

5) 김동환, <아리랑>

1988년 김동환이 작곡한 <아리랑>의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당김 음과 멜리스마,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여 민요 본조

아리랑과 차별적인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사는 민요 가사 가운

데 1번, 5번, 9번까지 총 3절의 가사를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 저물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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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G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전주, 1절, 2절, 3절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각 절마다 선율과 반주가 그대로 반복되는 유절 형식

이다. 전주의 8마디는 본조 아리랑의 메기는 소리와 동일한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첫마디와 세 번째 마디에서는 원래의 선율과

달리 당김 음과 리듬 분할로 변화를 주었고(악보 1-11), 이는 마디

17-24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악보 1-12).

[악보 1-11] 김동환, <아리랑>, 마디 1-4

[악보 1-12] 김동환, <아리랑>, 마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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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는 2011년 이영조가 작곡한 곡이다. 편

성은 여성 2부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소년소

녀합창단 원학연 지휘자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피아노 반주가

있지만, 아카펠라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곡은 우리 민요인 본조 아리랑의 선율에 독일 민요를 접목시

킨 것이 특징으로, 독일 작곡가 하인리히 베르너(Heinrich Werner,

1800-1833)의 <들장미>(Heidenröslein) 선율이 등장하고 있다. 가사

도 민요 본조 아리랑의 1, 2번 가사에 베르너의 <들장미>에 나오는

1절의 가사가 사용되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이 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n,
한 아이가 보았네
Röslein auf der Heiden,
들에 핀 장미꽃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너무도 싱싱하고 해 맑아
Lief er schnell, es nah zu sehn,
소년은 가까이 보려고 달려갔네
Sahs mit vielen Freuden.
기쁨에 겨워 바라보았네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장미, 장미, 붉은 장미
Röslein auf der Heiden.
들에 핀 장미꽃

음악적으로 이 곡은, F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전주-1절-2절-

간주-3절-4절의 유절형식이며, 본조 아리랑의 선율만으로 구성된 부

분과 본조 아리랑에 <들장미> 선율이 함께 나타나는 부분으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본조 아리랑 선율만 나타나는 부분의 경우 받는 소리의 성격에

따라 다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조 아리랑 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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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즌으로 나타나는 부분(악보 1-13)과 본조 아리랑 선율 위로 대

위적인 선율이 함께 나타나는 부분(악보 1-14)으로 구분된다.

또한 민요 본조 아리랑 선율과 <들장미> 선율이 함께 나타나는

부분의 경우, 두 민요 선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악보1-15)과 시

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부분(악보 1-16)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악보 1-13] 이영조,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마디 7-10

[악보 1-14] 이영조,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마디 23-26

[악보 1-15] 이영조,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마디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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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이영조,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마디 81-87

7) <통일 아리랑>

<통일 아리랑>은 2011년 이인식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오케스트라 반주로 구성되었다.

가사의 경우, 독립 운동가인 김산의 일대기 <아리랑>(1941)에 나

오는 문구인 “아리랑 고개는 열두 고개 마지막 고개를 넘어간다.”의

‘아리랑 고개, 열두 고개’에 의문을 가지고 작곡가가 직접 가사를 만

들었다. 작곡가는 아리랑 고개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역경을 비유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김산의 <아리랑>에 나오는

“마지막 고개”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현재를 살아가고 있

는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담긴

이 곡의 가사에는 통일에 대한 작곡가의 염원이 담겨 있으며, 민요

의 받는 부분의 선율을 변형하여 성부마다 유기적인 연관을 주었고,

가사는 새로이 쓰여졌다.9)

9) 한송이, “이인식의 「아리랑 타령 2011」에 나타난 한국적 소재 사용에 관한 연

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석사논문, 2015.



- 22 -

<가사>
아리랑 고개는 열두 고개라
구비구비 넘어서니 번영을 이루었네
구부야 구부야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고개
우리 모두 한 맘으로 희망에 염원을 이뤄보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반도 가득한 통일의 외침이
남녘, 붘녘 가로지른 쇠울짱 뒤흔드네
긴 세월 삭아 녹진 쇠울짱 되려 반겨 허물어지네

한반도 가득한 기쁨의 함성에
산도 들도 더덩실
산도 바다도 출렁 출렁
다시 만난 반가움에 아리랑 타령 흥겨우니
너와 나 엉겨 안고 덩실 더덩실 출렁이네

아리랑 고개는 열두 고개라
구비구비 넘어서니 번영을 이루었네
우리 모두 한 맘으로 아리랑 고개 넘어
하나되는 한반도, 하나되는 통일을 이뤄보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음악적으로 이 곡은 D장조, 4분의 3박자의 통절형식의 곡으로, 본

조 아리랑의 받는 부분과 작곡가가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 함께 나

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본조 아리랑의 받는 부분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선율은 플롯 성부에서 제

시되어 작품의 시작을 알린 후(악보 1-17), 작품의 말미에 플룻 성

부와 성악 성부가 서로 유니즌을 이루어 다시 등장한다(악보 1-18).

이 선율은 이후 작곡가의 또 다른 작품인 <아리랑 멜리스

마>(2013), <나비잠 아리랑>(2014)에 재등장 한다.10)

10) 이에 관한 설명은 13. 아리랑 멜리스마, 14. 나비잠 아리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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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7] 이인식, <통일 아리랑>, 마디 1-9의 플룻 성부

[악보1-18] 이인식, <통일 아리랑>,

마디 97-100의 본조 아리랑 선율이 변형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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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건용, <아리랑>

이건용이 2012년 작곡한 <아리랑>의 편성은 혼성 4부 아카펠라이

다.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메기고 받는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조가 바뀌어 나타난다. 민요의 1번 가사를 사용했으며, 후반부에는

민요 본조 아리랑의 여음 구를 변형한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라는 가사가 등장한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청천 하늘엔 별도많고
우리네 가슴엔 시름도 많다

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
흠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음악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G장조로, 4분의 3박자의 혼성

4부 아카펠라 곡이다. 유절형식이며 본조 아리랑의 선율과 가사가

사용될 때마다 조성의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마디 4-7을 보면, G장조의 으뜸화음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선율은 G

장조의 으뜸화음인 Ⅰ로 제시되다가(악보 1-19)와 마디 36-40(악보

1-20)에서는 선율의 반음계적 진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화성적인

변화를 보여준다(악보 1-20). 이와 동시에 같은 조성 안에서의 반복

이 없이 바로 다른 조(G - C11) - A - C)로 전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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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9] 이건용, <아리랑>, 마디 4-7

[악보 1-20] 이건용, <아리랑>, 마디 36-39

9) <메이 아리랑>

<메이 아리랑>은 2013년 이원주가 작곡한 곡으로, 독창과 바이올

린, 피아노의 편성, 2중창과 피아노의 편성, 2중창과 바이올린, 피아

노의 3가지의 편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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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아리랑의 1절 가사가 4번 반복되고, 곡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곡가가 직접 쓴 가사가 추가되었으며, 가사 중 밑줄 친 부분에 작

곡가가 말하려는 주제가 담겨 있다. 작곡가는 작품에 대해 “긴긴 역

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엮어주는 아리랑을 사랑과 낭만이라

는 키워드로 재조명하여, 드라마틱한 음악적 기승전결로 우리의 삶

과 사랑을 보여주는 곡으로, 청중들에게 희망의 봄을 연상시키는 5

월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했다.12)

여기서 작곡가는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

으나, 실제로 음악에 차용된 선율은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두고 넘어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아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 발병난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꿈엔들 잊으리요

나의 고운 님아

간략한 분석에 앞서 분석을 위한 악보 제시는 3 가지의 편성 중 소

프라노와 바리톤 2중창과 피아노 편성 악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A♭ 장조로 시작되는 이 곡은 조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장조의 첫 번째 부분과 f단조의 두

번째 부분, g단조의 세 번째 부분과 마지막으로 C장조의 네 번째

12) 이원주 작품집 “이화우, 배꽃 떨어진다” 곡 해설 중, 서울, 수문당,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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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마다 조성과 리듬, 반주 성부의

음형 등이 변화하면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7-40에서는 소프라노 성부에서 기존의 받

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의 선율이 제시된 후에(악보 1-21) 바리톤 성

부에서 메기는 부분이 한 번 더 반복된다(악보 1-22).

[악보1-21]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25-28

[악보 1-22]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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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인 마디 41-56에서는 A♭장조의 나란한조인 f단조로

전조되며, 메기는 부분 없이 받는 부분만 활용된다. 이때 받는 부분

을 다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와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로 구

분되어 활용되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가 기존과는 다른 선율

에 가사만 같은 형태로 소프라노 성부에서 한 번(악보 1-23), 바리

톤 성부에서 한 번 제시된 이후(악보 1-24)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선율로 다시 한 번 등장하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로 연결된다

(악보 1-25).

[악보 1-23]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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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4]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49-52

세 번째 부분인 마디 57-72는 두 번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받는

부분만 활용되어 전개되는데, 이때 조성은 g단조로, 두 번째 부분과

동일하게 단조성을 유지한 채로 진행된다(악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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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5]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57-64

네 번째 부분의 시작인 마디 73은 작품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마디 69-72부터 선율이 점차 고조되며, g단조에서 C장조로의 조성

의 변화를 가져온다.(악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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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6]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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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마지막 부분의 가사인 ‘꿈엔들 잊으리요 나의 고운님아’는 민

요의 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작곡가가 직접 쓴 가사로, 작곡가는 이

가사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떠나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떠나간 님

에 대한 감정이 원망과 분노보다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이 ‘나의 고운님아’라는 가사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노랫말은 민요 가사와 달리 새로 만들어졌으나, 음악적으로 ‘꿈엔

들 잊으리요’는 민요 ‘아리랑 고개를’에 해당하는 선율을 그대로 사

용했다. 이어지는 가사인 ‘나의 고운님아’에서 ‘나의’는 당김 음을 사

용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고운님아’는 완전 5도 도약한 4분 음표 음

형으로 각각의 음절을 강조하면서 간절함과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 마지막 ‘아’ 음절은 4마디 동안 고음을 지속하면서 화자의

그리움을 절절하게 느끼게 한다. (악보 1-27)

[악보 1-27] 이원주, <메이 아리랑>, 마디 108-115

10) <아리랑 멜리스마>

<아리랑 멜리스마>는 2013년 이인식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콜

로라투라 소프라노와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가사는 민요의 1번

가사의 원형을 사용해 단순하고 짧은 형태이다. <아리랑 멜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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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단순한 가사와 선율에 멜리스

마를 붙여 다채로움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멜리스마는 C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본조 아리랑의 1

절 가사가 두 번 반복되어 유절형식을 띠는데(악보 1-28), 이후 가

사를 반복할 때 ‘아라리요’의 가사 말미에 멜리스마적 선율을 부가

하여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였다.(악보 1-29)

[악보 1-28] 이인식, <아리랑 멜리스마>의 1절, 마디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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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9] 이인식, <아리랑 멜리스마>의 2절, 마디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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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쟈르 아리랑

<마쟈르 아리랑>은 2014년 이영조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합창

과 피아노로 구성되었다. F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한국과 헝가

리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코다이 싱어즈(Kodaly Singers)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우리 민요인 본조 아리랑과 헝가리의 대표

적 민요 <Elindultam szép hazámból(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떠날 때)>

의 가사를 사용하였다. 앞서 이영조는 2011년에도 독일 베르너의 민

요 <들장미>의 선율과 본조 아리랑을 접목시킨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를 작곡한 바 있다. 이 두 곡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민요

를 결합시켜서 동서양음악의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자 했던 작곡

가의 실험정신과 독창성이 담긴 곡이라 할 수 있다.

<마쟈르 아리랑> 가사의 내용은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안타깝고

애달픈 심정을 담고 있다. 매순간 고향 생각과 방황하는 자신의 처

지에 대한 슬픈 감정이 눈물이 된다는 헝가리 민요의 정서는, 떠난

님을 향한 안타깝고 애달픈 정서를 지닌 본조 아리랑 1절 가사의

정서와도 잘 연결된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Elindultam szép hazámból, Híres kis Magyarországból.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떠날 때, 작만 이름 있던 소중한 헝가리

Visszanézek félutamból, Szememből a könny kicsordult
헤어지는 길에 너를 돌아 보면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네.

Híres kis Magyarországból. Visszanézek félutamból,
점심과 저녁 내내 슬픔으로 내 마음은 무거웠네.

Visszanézek félutamból, Szememből a könny kicsordult.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아래서 나는 한껏 울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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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구성을 보면, F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본조 아리랑

과 헝가리의 민요 <Elindultam>을 함께 활용했다. 본조 아리랑 선

율만 나타나는 부분과 본조 아리랑의 선율 위로 대위적인 선율이

함께 나타나는 부분, 본조 아리랑과 <Elindultam>의 선율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악곡의 구조는 독일 민요를

사용한 작곡가의 작품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와도 유사하다.

악곡의 후반부에는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과 헝가리 민요의 선

율이 함께 나타나며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

미>에서 본조 아리랑의 선율과 <들장미>의 선율이 시간차를 두고

나오면서 대위적인 진행을 했던 것과 같이, 이 곡의 중간부분인, 마

디 79-122에서도 <Elintultam> 선율과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시간

차를 두고 제시되고 있다(악보 1-30).

[악보 1-30] 이영조, <마쟈르 아리랑>, 마디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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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2부터 피아노가 변형된 세마치장단을 연주하며 곡이 점차

고조되고, 이는 마디 139부터 반음계적인 화성이 악센트로 연주되며

타악기적인 효과로 발전하고 있다(악보 1-31).

[악보 1-31] 이영조, <마쟈르 아리랑>, 마디 124-127

12) <나비잠 아리랑>

<나비잠 아리랑>은 2014년 이인식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

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변형되어 사용되었으며, 받는 부분에

서는 작곡가가 작사한 자장가 가사가 나타난다. 아리랑의 전승주체

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기리는 의도에서 자장가용 아리

랑으로 재구성한 곡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담았

다.13) 밑줄 친 부분은 작곡가가 새로이 추가한 가사이다.

13) 이인식의 여덟 번째 작품 발표회 “아리랑 삶의 기록” 프로그램 노트 중에서.

2014년 11월15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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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꿈꾸어라 꿈꾸어라 고운 아가
꽃 피는 날을 꽃 피는 날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꿈꾸어라 꿈꾸어라 고운 아가
아리랑 고운님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잘 자거라 잘 자거라 고운 아가
잘 자거라 고운 아가
나비처럼 나비잠 자거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음악적 구조를 보면 C장조, 4분의 3박자의 통절형식으로, 본조 아

리랑의 받는 부분이 <나비잠 아리랑>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그대로 등장한다(악보 1-32).

[악보1-32] 이인식, <나비잠 아리랑>, 마디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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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작품의 중간에는 작곡가가 새로이 쓴 자장

가 가사가 작곡가가 새로이 쓴 선율과 함께 제시되는데, 이는 메기

는 부분의 가사가 창작자에 의해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는 아리랑

의 특성을 작곡가가 잘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장가 가사인 ‘꿈꾸어라’에는 2분 음표와 8분 음표 2개로 이루어

진 리듬 형이 사용된다. 이 리듬 형은 새로 창작된 부분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리듬형태 중 하나로 뒤에 등장하는 ‘잘 자거라’에

서도 동일한 음형이 사용된다. 이 리듬 형은 이전에 나오는 민요 부

분과 새로 창작된 부분을 구별시켜주는 특징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악보 1-33).

[악보1-33] 이인식, <나비잠 아리랑>, 마디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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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 아리랑>

<서울 아리랑>은 2014년 이인식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남성 6

성부 아카펠라로 구성되었다. 본조 아리랑의 선율에 조성과 텍스쳐

의 변화를 통해서 본조 아리랑을 표현하였으며, 민요의 1번 사설을

가사로 사용하였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음악적 구조를 살펴보면, A♭장조, 4분의 3박자의 곡으로 통절형

식의 띠고 있으며, 조성의 변화에 따라 A♭ - A - C의 세 개의 부

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20은 A♭장조로, 메기는 소리 없이 받는

소리만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민요의 선율과 화성 적 배

경이 되는 허밍이 함께 나타난다(악보 1-34).

[악보 1-34] 이인식, <서울 아리랑>,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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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인 마디 21-40에서는 본조 아리랑과 동일한 구조로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가 함께 나타난다. 첫 번째 부분의 선율 아

래에 배경으로 제시되었던 밀집 화음의 베이스 성부는 두 번째 부

분에서도 지속되다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의 가사가 등장하는

마디 29-32에서 4성부의 코랄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질감 변화와

함께 ‘약간 서둘러서’로 나타냄 말이 바뀌는데, 이와 같은 변화를 통

한 음악적 대비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감정을 잘 드러낸

다(악보 1-35).

[악보1-35] 이인식, <서울 아리랑>, 마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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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분은 마디 41-64로, C장조로 조가 변화됨과 동시에 나

타냄 말 또한 ‘충분히 느리게’로 변화한다. 중심 선율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의 화음은 반음계적 변화를 통해 색채의 변화를 보이고 있

다(악보 1-36).

[악보1-36] 이인식, <서울 아리랑>, 마디 37-49

14) 정애련, <아리랑>

정애련이 2014년 작곡한 <아리랑>은 여성 3부 합창과 피아노 반

주로 구성되었다.

작곡가 정애련은 이 작품에 대해 “한국적인 아름다운 선은 유지하

면서도 현대적이며 다양한 화성의 옷을 입혀 고전과 현대가 믹스되

도록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했다.14) 2014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

과수국제음악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식 위촉 작으로 작곡되

었으며 공연실황은 아르헨티나 국영방송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가사는 민요 사설 중 1번과 작곡가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가사

14) 작곡가의 작곡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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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나타난다. 추가된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버리고 가지

마오’라는 가사는 떠나는 님을 붙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

로 말하고 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지마오 아리랑 아라리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날 두고 가지 마오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발병난다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지 마오 버리고 가지 마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 곡은 본조 아리랑의 선율에 변화화음과 피아노 반주에 화려한

음형들을 표현하여 드라마틱한 느낌을 준다. G장조의 곡으로 악곡

초반에는 유절 형식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디 9-24, 마디

31-46, 마디 47-62, 마디 83-108 까지 새로운 음형이 나타나고, 가사

또한 민요 본조 아리랑 사설의 1번과 새로 추가된 가사를 함께 사

용하여 통절형식의 성격을 보인다.

곡의 초반에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다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의 가사에서 ‘가시는 님은’에 반복되어 나

타나는 B음이 차용화음의 사용을 통해 B♭ 으로 변화하여 본래 민

요 아리랑 선율에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선율에 주의를 집중시

켜 떠나는 님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악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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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7] 정애련, <아리랑>, 마디 17-20

반주에서 또한 왼손 트레몰로나 오른손의 알베르티 음형 등 기존

의 작품들보다 피아노의 화려한 음형들이 세게 연주하라는 포르테

지시어가 있어, ‘나를 버리고 가지 마오’ 라는 가사를 크고 직접적으

로 말하며 드라마틱한 느낌을 준다(악보 1-38).

[악보 1-38] 정애련, <아리랑>, 마디 55-58

가사가 추가된 부분(악보 1-39),(마디 83-86의 가사 ‘가지 마오’)에

서는 부속화음과 부감 7화음과 같은 변화화음이 자주 사용하여 애

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날 두고 가지 마오’는 떠나는 님을 붙잡는 마

음이 가장 강하게 담겨 있는 부분으로, 당김음 리듬을 사용해서 긴

박하고 조급한 마음을 표현했으며, 소프라노의 중심 선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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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소프라노와 알토에서 ‘아리아리랑-’이라는 여음구를 읊조리면서

구슬프고 애달픈 정서를 묘사하고 있다.

[악보1-39] 정애련, <아리랑>, 마디 83-86

15) <베니스 아리랑>

<베니스 아리랑>은 2014년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파올로 푸를라

니(Paolo Furlani, b.1964)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대금, 피

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작곡가 푸를라니는 민요 아리랑의 단순한 멜로디에서 매우 강한

영감을 받았으며, 다른 어떤 지역의 민요보다 강한 흡입력을 느껴

이 곡을 통해 아리랑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하였다고 언

급한 바 있다.15)

민요 본조 아리랑의 첫 번째 사설을 가사로 사용하였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5) 아리랑 한국 예술가곡집 서울 한국가곡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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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대금은 성악 선율의 대선율의 역할을 하면서 선율선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푸를라니는 전주

부분에서 대금과 피아노가 마치 카덴차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연출

을 하고 있으며, 이 때 피아노가 E♭ 장3화음과 A 단3화음을 복화

음으로 병치하여 현대적 화성 색채를 보여준다.

[악보1-40] 파올로 푸를라니, <베니스 아리랑>,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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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라리요>

<아라리요>는 2015년 이지수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오

케스트라 반주로 구성되었다.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변형되어 사용되었으며, 본조 아리랑

의 메기는 부분의 가사와 새로 작사된 가사가 교차하며 나타난다.

작곡가는 아리랑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 넘어 아리랑의 변화적 한계

에 도전하고, 국악의 전통적 리듬과 다양한 서양음악의 화성과 대중

적 요소의 조율을 통해 세계인이 공감하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

는 아리랑을 만들고자 하였다.16)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홀로 남은 이내 맘은 하염없이 기다리다
아라리요 불러본다 아라리요 눈물짓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달빛 밤하늘 같은 하늘아래 내 님 계신 그 곳 어딘가에
내 소식도 전해주오 애타게 외로운 내 맘
알고 계신다면 날 잊지 마오 돌아와 주오
아라리요 부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E장조의 이 곡은 3박자 계열인 본조 아리랑이 4박자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제시되는 부분(악보

1-41), 새로운 선율과 본조 아리랑의 선율로 구성된 부분(악보

1-42), 새로운 선율로만 구성된 부분(악보 1-43), 마지막으로 다시

본조 아리랑의 선율로 회귀하는 부분(악보 1-44)으로 구분할 수 있

다.

16) 2015년 발매된 “아리랑 콘체르탄테(Arirang Concertante)”의 앨범 소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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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1] 이지수, <아라리요>, 마디 9-12의 성악성부

[악보 1-42] 이지수, <아라리요>, 마디 35-42의 성악성부

[악보 1-43] 이지수, <아라리요>, 마디 59-62의 성악성부

[악보 1-44] 이지수, <아라리요>, 마디 67-70의 성악성부

마디 31-38부분은 새로 추가된 가사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원래의

선율과 전혀 다른 선율이 사용된다. ‘홀로 남은 이 내 맘은 하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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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다리다 불러 본다. 눈물짓다.’로 이루어진 가사의 중간 중간에

‘아라리요’를 반복해서 추가하여 감정을 고조시키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선율이 모두 하행하는 모습도 특징적이다

(악보 1-45).

[악보 1-45] 이지수, <아라리요>, 마디 31-38의 성악성부

마디 59-62의 ‘애타게 외로운 내 맘 알고 계신다면’의 새롭게 추가

된 가사 부분은 이 곡에서 성악부분의 음역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님이 떠나 안타까운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면

마디 31-38에 등장하는 ‘기다리다’, ‘불러본다’, ‘눈물짓다’의 가사는

모두 선율의 진행 방향이 하행하고 있다. 이는 님을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눈물지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복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

자도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악보1-4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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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5음 음계를 기반으로 하는 장조의 주3화음들로 화성진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주3화음들로부터 확

장하여 반음계적 선율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러한 선율진행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부속화음을 통해 화성 적으로 다채로운 변화가 나

타난다.

[악보 1-46] 이지수, <아라리요>, 마디 9-17 (성악과 현악 성부에

화성의 구성 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성악과 현악 성

부의 악보만을 첨부한다.)17)

17) 악보 1-46의 마디 9-17의 화성진행(밑줄 친 것은 부속화음과 변화화음(:

altered chord, 음악에서 그 조의 고유음이 아닌 임시로 변화한 음을 포함하는

화음)

마디 [9-12] I V34 - I6 V/IV - IV V/V - V V/vi

마디 [13-17] vi-7 V/V - IV iv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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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또 아리랑>

<또 아리랑>은 김현옥의 곡으로 독창과 피아노 또는 2중창과 피

아노를 위한 곡이다. 본조 아리랑의 선율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나타나며, 민요 본조 아리랑의 1, 4번 가사를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세상만사를 헤아리나
물 위에 둥둥 뜬 거품이라

이 곡은 3/4박자 F 장조의 통절형식의 곡으로 선율의 변화에 따

라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1-26 는 축소된 본조 아리랑의 선율에 분

산화음의 반주를 붙인 부분이다(악보 1-47).

[악보 1-47] 김현옥, <또 아리랑>, 마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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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7-36 부터는 새로운 선율이 가사 없이 보칼리제와 같이 나

타나며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악보 1-48).

[악보 1-48] 김현옥, <또 아리랑>, 마디 27-31

이어지는 마디 37-52 부분은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변형되어 나

타나는 부분으로, 기본 리듬과 골격 음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악보 1-49).

[악보 1-49] 김현옥, <또 아리랑>, 마디 37-40

18) <한국민요연곡 제 5곡>

<한국민요연곡 제 5곡>은 나운영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합창

과 피아노로 구성되었다. 본조 아리랑을 포함한 세 개의 민요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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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하였으며, 그 중 본조 아리랑이 곡의 맨 처음에 위치하며 민요

본조 아리랑의 1번과 2번 사설을 가사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구요
이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이 곡은 A 장조의 곡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1

절은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최상성부에 놓인 4성부의 코랄형식을

띤다. 두 번째 부분은 남성성부에서 아리랑 선율의 원형이 나타나

며, 같은 선율이 한 마디의 시간차를 두고 여성 성부에서 모방되어

나타난다. 1절에서는 피아노가 마치 장구와 같이 세마치장단을 표현

하며 타악기적인 모습을 보인다(악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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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0]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5곡>, 마디 11-14

또한 2절에서는 점진적으로 하행하였다가 상행하는 음형이 반복되

어 나타나며 1절과 대비를 이룬다(악보 1-51).

[악보 1-51]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5곡>, 마디 27-30



- 56 -

19)이용주, <아리랑>

이용주의 <아리랑>은 여성 4부 아카펠라로 작곡되었다. 가사는

민요 본조 아리랑 1번의 사설을 기반으로 하여, 작곡가가 새로운 내

용을 덧붙였다. 새로 덧붙인 가사는 민요가 지닌 안타깝고 애달픈

정서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기존의 민요 사설인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얼마 못 가 발병이 나네’의 앞에 ‘곱고 이쁜 그리

운 님 이리저리 목 놓아 불러도’ 라는 가사가 추가되면서, 떠나는

님을 보내는 화자의 애타는 심정이 한층 극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민요 본조 아리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음구인 ‘스리랑’을 등장시켜,

‘아리랑 스리랑’의 대비를 통한 새로운 여음 구를 만들어냈다.

<가사>

아리아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리아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곱고 이쁜 그리운 님
이리 저리 목 놓아 불러도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얼마 못가 발병이 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아리랑 스리랑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나 홀로 두고
외로이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

가시는 우리네 님은
어데로 어데로 가나
함께 가자고 불러도
홀로 떠나네

오늘도 내일도
우리님 가시는 그 길을 바라만 보면서
눈물 흘리는 한 많은 내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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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의 12박자로 f단조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민요 본조 아리랑의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의 조합의 변화를 통해 작품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민요 본조 아리랑은 이 작품 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성

격을 띠는데, 이는 첫째로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형태와 가사가

거의 그대로 사용되거나(악보 1-52), 기존의 가사와 리듬 일부를 취

하여 그것이 활용(악보 1-53)되거나, 마지막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

른 선율에 기존 가사와 유사한 내용이 붙어(악보 1-54) 사용되는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악보 1-52] 이용주, <아리랑>, 유형 1의 예, 마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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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3] 이용주, <아리랑>, 유형 2의 예, 마디 114-117

[악보 1-54] 이용주, <아리랑>, 유형 3의 예, 마디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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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전반의 경우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의 특징 구별이 뚜렷

하다. 가령 마디 1-16의 경우, 마디 1-8은 받는 부분, 마디 9-16은

메기는 부분으로, 이때 받는 부분의 경우 ‘아리’라는 가사가 기존 선

율의 리듬인 4분 음표와 8분 음표와 결합하여 반복되어 활용되는데,

이는 두 번째 유형인 기존의 가사와 리듬 일부를 취하여 그것이 활

용된 형태로 볼 수 있다(악보 1-55).

[악보 1-55] 이용주, <아리랑>, 마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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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는 부분의 경우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선율에 기존 가사와 유사

한 내용이 붙어 있는 경우로, 선율형태는 기존 선율의 리듬과 음고

에서 어떠한 유사성도 나타나지 않지만 가사의 경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악보 1-56).

<기존가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마디 9-16의 가사> 곱고 이쁜 그리운 님 이리저리 목 놓아 불러도 나를 두
고 가시는 님은 얼마 못 가 발병이 나네

[악보 1-56] 이용주, <아리랑>,마디 9-12

한편 앞의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선율에 기존

가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이 구성되기도 한

다. 마디 55-83의 경우, 가사는 기존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을 내포

하나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선율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그 구조 또한

받는 부분 4마디(악보 1-57), 메기는 부분 8마디(악보 1-58), 받는

부분 4마디(마디 67-70), 메기는 부분 4마디(마디 71-74), 받는 부분

9마디(마디 75-83)로, 기존 선율이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이 서로

같은 비율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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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선율은 8분 음표 연속 진행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 부분들은 구분되지 않고 쭉 연결된다.

[악보1-57] 이용주, <아리랑>, 마디 55-58

[악보 1-58] 이용주, <아리랑>, 마디 59-66

20) 장수철, <아리랑>

장수철의 <아리랑>은 합창과 피아노의 편성의 곡이다. 민요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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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선율이 거의 변화 없이 사용되었으나 받는 부분은 가사를

그대로 하고, 받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가사를 사용하여 기존의 민요

와는 차별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받는 부분의 가사는 ‘고개를 넘는다’

에 중점을 두어, 아기를 업고 고개를 넘는 엄마, 큰 짐을 지고 고개

를 넘는 황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역경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힘겨운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기 업고서 고개를 넘어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들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큰 짐을 지고서 고개를 넘기
황소는 얼마나 힘이 들까

Bb장조의 이 작품은 성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

다. 첫 번째 부분인 마디 5-20에서는 분산화음의 반주 위로 본조 아

리랑의 선율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선율이 유니즌의 형태로 나타난

다(악보 1-59).

[악보 1-59] 장수철, <아리랑>, 마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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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1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 위로 데스칸트처럼 상성부에서 대위적인 선율이 함께 나타난

다(악보 1-60).

[악보 1-60] 장수철, <아리랑>, 마디 21-24

이러한 대위적 특징은 피아노의 전주부의 왼손에서 등장하는 본조

아리랑의 선율과 동시에 오른손에서 엇 박의 세마치 장단 화음을

통해 암시된다(악보 1-61).

[악보 1-61] 장수철, <아리랑>,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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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20과 마디 29-36의 가사는 사설을 사용하지 않고 작곡가가

새로 창작한 부분으로 ‘아기 업고서 고개를 넘어 /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들까’와 ‘짐을 지고서 고개를 넘기 / 황소는 얼마나 힘이 들까’

로 가사의 내용이 서로 대구를 이룬다. 아기를 업고 고개를 넘는 엄

마와 짐을 지고 고개를 넘는 황소로 대비되는 이 구절의 선율은 모

두 민요 본조 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가

서 발병난다’의 선율을 변형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고개를 넘어’에서

는 선율의 라인이 상행했다 하행하면서 ‘고개’의 굴곡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역경과 고난, 인생의 무게감을 상징하는 가

사인 ‘아기’와 ‘짐’은 곡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로 그려지면서 극

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악보 1-62).

[악보 1-62] 장수철, <아리랑>,마디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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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 아리랑>

<서울 아리랑>은 채동선의 곡으로 편성은 4성부 아카펠라 곡이

다. 본조 아리랑의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로 이루어진 구성을 ‘받

는 소리-메기는 소리-받는 소리’로 짝을 지워 사용했다. 민요의 1-5

번 사설과 새로이 추가된 가사를 함께 사용했으며, 새로 쓰여 진 가

사에는 ‘떵 덩 덕 궁 떡’과 같은 장구 장단의 구음이 등장한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를 못가서 발병난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정든 님 따라서 나는 가네

산천초목은 젊어가고
우리네 청춘은 늙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인생엔 근심도 많다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떵 덕 덕 궁 떡
떵 덕 덕 궁 떡
일몰 서산에 해가 지고
월출 동령에 달 돋는다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

G장조로 시작하는 이 곡에서 다른 곡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받

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본조 아리랑의 선율을 받는

부분- 메기는 부분 - 받는 부분의 ABA 구조로 변형하여 이를 기본

형식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작품의 시작(악보

1-63), 중간 직전(악보 1-64), 그리고 마지막(악보 1-65)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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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3] 채동선, <서울 아리랑>, 마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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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4] 채동선, <서울 아리랑>, 마디 13-18

[악보 1-65] 채동선, <서울 아리랑>, 마디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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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중간부에서는 g단조로의 조성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선율

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율이 등장함과 동시에 받는 부분과 메기

는 부분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등장한다. 이 부분은 기존의 가사가

아닌 새로운 가사가 추가된 부분으로 또한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

분이 가진 특성을 살려 메기는 부분은 단성부로, 받는 부분은 4성

합창으로 제시된다(악보 1-66).

[악보 1-66] 채동선, <서울 아리랑>, 마디 19-22

기존의 g단조의 조성은 마디 27부터 다시 G장조로 회귀하며 이전

에 바뀌었던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의 위치도 다시 돌아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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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받는 부분의 선율은 크게 세 개의 성부로 구성되는데, 테너 성부

에서 제시되는 원래의 선율은 그대로 알토 성부에서 모방되어 제시

된다. 이로 인해 테너 성부와 알토 성부는 서로 카논을 이룬다. 이

때 베이스 성부에서는 ‘떵 덩 덕 궁 떡’이라는 구음과 함께 G장조

의 으뜸화음의 구성 음들로 구성된 음형을 노래하며 리듬의 장단을

표현한다(악보 1-67).

[악보 1-67] 채동선, <서울 아리랑>, 마디 28-29의 알토-테너-베이

스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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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빛고을 아리랑

<빛고을 아리랑>은 한만섭의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

로 이루어졌다. 가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와 같은 여음 구를

제외하고 문병란이 새로 작사했으며, 빛고을(광주)에 대한 애향심을

담아냈다. 세마치장단을 연상시키는 반주와 성악 선율에 앞 짧은 꾸

밈음을 사용하여 국악적인 분위기를 냈다.

<가사>
1. 안아도 안아도
다 안을 수 없는 큰 가슴
백번 천번 불러 보아도
끝끝내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마음

에루얼싸 빛고을은 이 나라의 희망이어라
에루얼싸 빛고을은 이 나라의 사랑이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빛고을 아리랑을 불러보세

2. 올라도 올라도
다 오를 수 없는 큰 하늘
두 발 벌려 안아 보아도
끝끝내 다 안을 수 없는 큰 품속

에루얼싸 무등산은 이 나라의 연인이어라
에루얼싸 무등산은 이 나라의 어머니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빛고을 아리랑을 불러보세

3. 불러도 불러도
다 사랑할 수 없는 큰 이름
동서남북 두 팔 벌려 보아도
끝끝내 다 차지 할 수 없는 큰 희생

에루얼싸 빛고을은 이 나라의 양심이어라
에루얼싸 빛고을은 이 나라의 새 날이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빛고을 아리랑을 불러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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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3/4 박자 F장조의 곡으로 3절의 가사를 가진 유절 가곡

형식으로 반주의 변화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성악 선율이 시작되는 마디 9(악보 1-68)의 반주 형태를 보면 왼

손에 2분 음표 - 4분 음표의 리듬 형에 오른 손에는 세마치 장단이

변형된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 1-68] 한만섭, <빛고을 아리랑>, 마디 9-12

이후 이어지는 부분인 마디 25를 보면 2분 음표-4분음표의 왼손

조합에 오른손이 분산화음의 형태로 나타나서 속도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25에 나타나는 ‘에루얼싸’는 창작 가사에 사용된 여음으로 민

요 선율에 사용된 ‘아리랑’과 대비된다. ‘에루얼싸’는 완전 8도 도약

을 통해 가장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음형은 마디 33

‘에루얼싸’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으며, 순차와 3도 도약으로

이루어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민요 선율과도 대조를 이룬다

(악보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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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9] 한만섭, <빛고을 아리랑>, 마디 25-28

마지막 부분인 마디 41부터는 본조 아리랑을 마치 후주와 같은

형태로 사용한 부분이다. 이전까지는 왼손에서 2분 음표-4분 음표의

조합을 사용한 것과 달리 ‘아리랑’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왼손에 4

분음표-2분음표의 형태로 싱코페이션, 트레몰로를 사용하여, 분위기

를 고조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악보 1-70).

[악보 1-70] 한만섭, <빛고을 아리랑>, 마디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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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리랑아리랑>

<아리랑아리랑>은 홍순호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

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본조 아리랑의 1번 사설이 악곡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가운데, 작곡가가 새로 쓴 가사가 일부 사용되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두고 가신 님 기다리다가

꽃 지고 떨어져 서러이 우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인생 서러움

저 언덕에 두고

아리랑 부르며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 아리랑

A♭ 장조의 이 작품은 본조 아리랑의 가사와 작곡가에 의해 새롭

게 작곡된 선율이 사용된 부분(악보 1-71), 본조 아리랑의 원형 그

대로 사용된 부분(악보 1-72), 본조 아리랑의 가사와 작곡가에 의해

새롭게 작곡된 선율이 변형된 부분(악보 1-73), 마지막으로 카덴차

로 구분할 수 있다(악보 1-74).

[악보 1-71] 홍순호, <아리랑아리랑>, 마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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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2] 홍순호, <아리랑아리랑>, 마디 50-57

[악보1-73] 홍순호, <아리랑아리랑>, 마디 66-69

특히 작품 말미의 카덴차는 이 작품의 특징적인 예로, 이 작품에서

는 8분 음표를 기본음가로 하는 셋잇단음표와 16분 음표를 기본음

가로 하는 셋잇단음표 등의 리듬이 5음 음계와 결합하여 길고 화려

한 멜리스마 선율을 만드는데, 이는 마치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의

카덴차를 연상시킨다(악보 1-74).

[악보1-74] 홍순호, <아리랑아리랑>, 마디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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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상도 지방의 아리랑』

2.1. 경상도 지방 아리랑의 구분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불려온 아리랑은 여러 형태가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경상도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으로 가

장 널리 불리고 있는 밀양 아리랑, 경상도 아리랑, 문경새재 아리랑

의 세 가지 종류의 아리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성악 작품들을 분석해보겠다.

1) 민요 밀양 아리랑의 특징

경상남도 지방을 대표하는 민요 밀양 아리랑은 밀양 지역의 전설

인 ‘아랑전설18)’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 때 ‘아랑’이 아리랑과

언어적 유사성을 보이며, 밀양 아리랑의 가사에도 아랑 관련 이야기

가 포함되어 있다.19)

밀양 아리랑은 민요 아리랑 중에서 가사가 가장 해학적이며, 템포

18) 경남 밀양의 영남루에 얽힌 전설로 부임하는 부사마다 부임한 첫날 의문주검으

로 발견되었는데, 이상사라는 담이 큰 자가 이에 자원하여 밀양에 부임하게 되었

다. 주검의 원인은 밤마다 나타나는 원혼인 ‘아랑’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랑은

예전 밀양 부사의 딸로 자신을 흠모하던 남자를 거절하다 죽음을 당하고 영남루의

대나무 숲에 버려진 것에 한을 품어, 이후 부임하는 부사에게 원한을 풀어 달라 부

탁하려고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이상사는 아랑을 죽인 자를 잡아 처형하고 아랑의

주검을 찾아내어 제사를 지내니 그 뒤로는 원혼이 나타나지 않았다.

19) 김기현, “밀양아리랑”,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편』, 2018년 10월 28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744&cid=50223&categoryId=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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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경상도 지역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반말 투의 첫 사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로부

터 빠른 리듬과 내어지르는 창법의 노래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아리랑은 후렴으로 시작하지만 밀양 아리랑은 높은 음으로 급하게

내어지르면서 부르는 것이 지역적 어조를 잘 보여준다.20)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밀양 아리랑의 출현 시점은 1920년대 중반

으로, 밀양 아리랑은 다른 민요 아리랑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의 고유한 풍속을 가지고 구전되는 토

속민요가 아닌 일반에 널리 통하는 대중성과 보편성을 가진 통속

민요라는 점, 받는 부분보다 메기는 부분이 먼저 나온다는 점 등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악보 2-1] 밀양 아리랑

20) 기미양, “세계인류문화유산 아리랑의 위상과 이해”, 『한국가곡연구소 회보』

(서울: 한국가곡연구소, 2013), 제 3권,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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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는 부분

(절)

1.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2.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3. 네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구리 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 울 넘어 총각의 각 피리 소리

물 긷는 처녀의 한숨 소리

밀양 아리랑은 선율의 반복이 많고, 음을 높게 지르는 특징이 나타

난다. 3박자 계열인 세마치장단을 사용하며 당김음을 사용하여 다른

지역의 아리랑 보다 리듬에 생동감이 있다.

[악보 2-2] <세마치장단>

밀양 아리랑의 가사는 삶의 전반에 걸친 내용, 임과의 사랑과 이

별, 시집살이, 아랑 설화를 담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3] 밀양아리랑의 대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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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났다

6. 아리당닥 쓰리당닥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 넘어간다

7.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8.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 저 문뎅이는 밭고랑만 탄다

9. 영남루 명승을 찾어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 각을 비치네

11. 촉석루 아래의 남 강물은

논개의 충혼이 어리어 있네

12.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아랑의 설은 넋이 애달프다

받는 부분

(후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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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요 경상도 아리랑의 특징

민요 경상도 아리랑은 그 뿌리를 경상도에 두고 있지만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자주 불린 민요이다. 음원자료를 통한 선행 연구

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상도 아리랑’은 여섯 명의 서로 다른 소리꾼

의 노래가 음반에 수록될 만큼 활발하게 녹음되었다. 경상도 아리랑

의 특징은 혼합 5박자의 리듬구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후렴구에서

‘아리아리’나 ‘스리스리’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21)

[악보 2-3] 경상도아리랑

21) 김영운, “<아리랑> 형성과정에 대한 음악적 연구”,『한국문학과 예술』7, 서울:

숭실 대학교 한국문화와 예술연구소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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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메기는 부분

(절)

1. 울 넘어 담 넘어 님 숨겨두고

호박닢만 난들난들 날 속였네

경상도 아리랑의 선율은 서정적이며 음과 음 사이에 장식이 많다.

지역의 특징적인 음형인 메나리의 ‘라-솔-미’, ‘레-도-라’의 형태로

흘러내리는 듯 한 음형이 자주 등장하며, 악곡의 후반부에 고음을

길게 늘어뜨리는 카덴차 형태의 화려한 장식음부가 들어가는 것 또

한 경상도 아리랑의 특징이다.

[악보 2-4]

경상도 아리랑의 가사는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으며

대표 사설은 아래와 같다.

[표 4] 경상도 아리랑의 대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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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님

날 보러 오시고도 안온 척 하나

3. 문경새재는 어드멘고

구부야 구부야 삼백릴세

4. 문경새재에 박달나무

홍두께 방맹이로 다 나간다

5. 앞강에 뜬배는 고기잡이 배구요

뒤강에 뜬배는 님 싣고 온배라

6. 꽃떨어진다고 네 통곡말아

꽃떨어지고야 열매 맺는다. 22)

3) 민요 문경새재 아리랑의 특징

문경새재 지역의 아리랑은 고종 시절, 경복궁 중수공사로 인해 여

러 지역의 노동자들이 경복궁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대중적으로 알

려져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문경새재 지역 아리랑은 1896년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오선보로 채보하여 <Korea Vocal Music>

이라는 논문에 수록하였으며, 근대 아리랑의 모체가 되었다는 연구

도 있다.23)

22) 문경문화원 홈페이지, 2018년 11월 23일 접속

23) 배경숙. “문경새재아리랑의 영남아리랑사적 고찰”, 한국음악문헌학회 :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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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문경새재 아리랑24)

문헌학 제4권 2013 pp.146-150.

24) 문경아리랑 악보집, 경북 문경 시, 201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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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메기는 부분

(절)

1.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나간다

2. 문경새재 넘어 갈제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난다

3.홍두깨 방망이는 팔자좋아

큰애기 손 끝에 놀아논다

4. 고대광실 높은 집도 나는야 싫어

울퉁불퉁 멍석자리 얕은정 주세

5. 문경은 새재야 뿌억 싸리는

북어야 꼬지로 다 나가네

[악보2-6] <중모리 장단>

[표 5] 문경새재 아리랑의 대표 가사

25)

25) 문경문화원 홈페이지, 2018년 11월 2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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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곡연도 작사 작곡 편성
신 

밀양아리랑 1973 전래 김동진 독창, 피아노
합창, 피아노

밀양 
아리랑 1980 전래 김희조 합창 피아노

밀양아리랑 2008 전래 진규영 독창, 피아노
한국민요

연곡1 전래 나운영 합창, 피아노

제목 작곡연도 작사 작곡 편성
문경새재 
아리랑 2013 전래 이영조 독창, 피아노
경상도 
아리랑 2013 전래 이영조 독창, 피아노

문경새재 
아리랑 2014 전래 이인식 합창, 피아노
헐버트 
아리랑 2014 전래 이인식 아카펠라 6 성부

2.2. 경상도 지방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들

[표 6] 밀양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표 7] 경상도, 문경새재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1) <신 밀양 아리랑>

<신 밀양 아리랑>은 1973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

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된다. 이 곡은 밀양 아리랑 민요의 가사 중

중 1, 2번을 사용했다. 기존 민요의 구성 음과 리듬으로부터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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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선율로부터 시작하여 원형에 가까운 음과 리듬으로 돌아가

는 형태를 보인다.

<가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리랑 어절씨구
나를 넘겨 주오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나를 넘겨 주오

작품에 나타나는 선율 형태는 크게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을

나눠서 볼 때 메기는 부분 1절의 경우, 두 개의 선율 형태로, 받는

부분의 경우 세 개의 선율 형태가 나타난다.

메기는 부분 1절 (1) : 마디 9-16

메기는 부분 1절 (2) : 마디 17-24, 33-40

메기는 부분 2절 : 마디 65-72

받는 부분 (1) : 마디 25-32

받는 부분 (2) : 마디 81-88

받는 부분 (3) :마디 57-64, 73-80, 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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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김동진, <신 밀양 아리랑>, 메기는 부분의 선율형태: 마

디 9-16

[악보 2-8] 김동진, <신 밀양 아리랑>, 마디 65-72

[악보 2-9] 김동진, <신 밀양 아리랑>, 받는 부분의 선율형태: 마디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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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0] 김동진, <신 밀양 아리랑>, 마디 81-88

이 때 메기는 부분 1절의 첫 소절의 ‘날 좀 보소’ 가사에 사용된

리듬은 기존 민요에서와는 다르게 점 8분 음표, 16분 음표, 8분 음

표, 8분 음표, 4분 음표가 결합된 형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요에서는 ‘날 좀 보소’의 음가가

‘날’과 ‘소’가 8분 음표, ‘좀’과 ‘보’가 4분 음표와 8분 음표의 분할로,

곧 이는 ‘단장장단장’ 형태의 장단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김동진의

곡에서는 ‘날’이 점8분 음표, ‘좀’이 16분 음표, ‘보’가 8분 음표 두

개, ‘소’가 4분음표로, ‘장단단단장’ 형태의 장단형을 이루며 원형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리듬 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첫 박과

마지막박의 강세는 메기는 부분 1절과 받는 부분의 반복으로 이루

어진 마디 9-56에서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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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1] 김동진, <신 밀양 아리랑>, 마디 9-12

그러나 마디 41부터 빠르기가 알레그로 아사이로 바뀌고, 마디 49

의 피아노 반주에서 기존 민요의 선율이 등장하면서 ‘장단단단장’의

리듬 형이 ‘단장장단장’으로 바뀌면서 밀양아리랑 특유의 생동감 있

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주로 아르페지오 형태로 등장하였던

피아노 반주는 밀양아리랑의 기본 장단인 세마치장단의 형태로 연

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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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2] 김동진, <신 밀양 아리랑>, 마디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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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희조, <밀양 아리랑>

1980년 김희조가 작곡한 <밀양 아리랑>의 편성은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된다. 민요의 가사 중 1, 9, 10, 11, 12번을 가사로 사용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1번 노랫말 이후에 나오는 9-12번은 아랑과

논개에 관한 것이다. 아랑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

으로, 논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으로, 모두 굳은

절개를 지닌 여성상을 보여준다. 김희조의 <밀양 아리랑>에서는 경

상도 여성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가사를 뽑아 이 노래를 구성

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영남루 명승을 찾어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남천강 구비 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 각을 비치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촉석루 아래의 남 강물은
논개의 충혼이 어리어 있네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아랑의 설은 넋이 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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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으로 볼 때 <밀양 아리랑>은 빠르기 및 박자의 변화에 따

라 8분의 6박자의 안단티노(마디 1-18), 4분의 3박자의 알레그로 모

데라토(마디 19-76), 2분의 2박자의 비바체 알라 브레베(마디

77-111)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안단티노에서는 민요 밀양 아리랑의 1절이 거의

유사한 형태의 리듬과 선율이 사용되지만 성부 처리를 다르게 하여

음악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시작에서는 아리랑의 특성과 동일하

게 메기는 부분이 솔로로 우선 등장하고(악보 2-13), 한 마디의 휴

지 이후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

네’를 혼성 합창에서 유니즌에서 2성부, 2성부에서 4성부로 성부를

점점 쌓아나가며 질감의 변화를 주고 있다(악보 2-14). 이후 받는

부분의 두 번째 소절인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에서는 소프

라노 솔로가 고음부에서 선율을 노래하고, 혼성 합창에서는 앞서 받

는 부분의 첫 소절이었던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의 가사를

반복한다(악보 2-14).

[악보 2-13] 김희조, <밀양 아리랑>, 마디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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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4] 김희조, <밀양 아리랑>, 마디 11-18

이와 같이 성부의 변화를 통한 전개방식은 알레그로 모데라토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알레그로 모데라토에서는 f단조의 전조 및

4분의 3박으로의 변박 이후에 혼성 합창의 받는 소리가 먼저 등장

한 후 메기는 소리로 연결되는데, 이때 민요의 9번의 가사를 쓰고

있다(악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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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5] 김희조, <밀양 아리랑>, 마디 45-52

이어 다시 반복되는 받는 부분에서는 여성 유니즌과 남성 2성부

가 가사와 음, 리듬을 모두 달리하여 서로 대위 적으로 진행해 나간

다(악보 2-16).

[악보 2-16] 김희조, <밀양 아리랑>, 마디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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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요가 3박자 계열로 점4분 음표를 기본 음가로 하는 것

과는 달리, 마디 77부터 등장하는 비바체 알라 브레베에서는 2박자

계열로 2분 음표를 기본음가로 한다. 기본 박자가 3박 계열에서 2박

계열로 변화했기 때문에 리듬의 변화는 불가피하나, 작곡가는 기존

민요의 선율과 특징적인 장단을 잘 살려 처리하고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사는 ‘촉석루 아래의 남강 물은 논개의 충혼

이 어리어 있네.’로 이 곡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논개

의 정절과 충혼이 남강을 따라 흐르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

기 위해 알라 브레베로 박자의 변화를 주었다. 2박 계열의 음악은

일반적으로 행진이나 전례, 위엄 등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박자의

변화는 논개의 충혼을 강조하려는 의도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또

한 선율은 밀양 아리랑과 동일한 음정으로 구성되지만 음가를 달리

하여, 한층 장엄하고 강인한 분위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선율 역시

논개의 충혼이라는 어조와 잘 어우러진다(악보 2-17).

[악보 2-17] 김희조, <밀양 아리랑>, 마디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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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규영, <밀양 아리랑>

진규영의 <밀양 아리랑>은 2008년 독창과 피아노 반주 편성으로

작곡되었다. 민요의 선율이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나타나며, 중간

부분에 새로운 선율의 부분도 나타난다. 민요의 사설 1, 2, 3, 4번을

그대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라리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 임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에이 넘어간다

울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물 긷는 처녀의 한숨 소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구리 백동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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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영의 <밀양 아리랑>의 전주는 마디 1-3의 피아노 음형과 마

디 4-5의 성악 선율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전개되는데, 이러한 병치

형태는 마디 6-7과 8-10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악보 2-18).

피아노에서는 동부민요의 구성음26)(라도레미솔)으로 이루어진 빠

른 셋잇단음표의 음형이 제시되고, 성악성부의 ‘아리랑’의 경우 밀양

아리랑의 시작인 ‘날 좀 보소’의 구성 음이 4분 음표와 2분 음표, 온

음표 등 상대적으로 긴 음가를 사용하며 나타난다. 동시에 피아노에

서 긴 음가와 트레몰로를 사용하면서,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노래의 형태는 피하되 제시될 노래를 연상시킴으로

써 앞으로의 전개를 예비하고 있다(악보 2-18).

[악보 2-18] 진규영, <밀양 아리랑>, 마디 1-5

26) 동부민요는 지역에 따라 분류 된 민요의 갈래 중 하나로, 경상도, 강원도, 함경

도 지방의 민요를 총칭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곡으로 경상도의 밀양 아리랑, 쾌지

나 칭칭,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 한오백년, 함경도의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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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아리랑의 메기는 부분인 마디 15-22(악보 2-19)의 피아노 상

성부에서는 앞서 마디 13-14에서 등장했던 8분 음표와 16분 음표로

이루어진 부점 리듬이 지속되고,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23-31

마디에서는 앞서 마디 11-12에서 제시되었던 8분 음표를 기본음가

로 하는 셋잇단음표의 음형 위로 밀양 아리랑의 선율을 그대로 따

라 연주하는 부분이 제시되며 병치관계가 지속되고 있다(악보

2-19).

[악보 2-19] 진규영, <밀양 아리랑>,마디 15-18, 마디 23-26



- 98 -

이는 밀양 아리랑의 민요 선율이 그대로 사용되는 2절(마디 35-51)

및 4절(86-101)에서 그대로 나타난다(악보 2-20).

[악보 2-20] 진규영, <밀양 아리랑>, 마디 35-38, 마디 86-89

이와 같이 작곡가는 민요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되, 반주부의 리듬

의 대비를 통해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

으며, 이러한 대비에 의한 전개방식은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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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민요연곡 제 1곡>

<한국 민요연곡 제 1곡>은 나운영의 곡으로, 편성은 합창과 피아

노로 이루어진다. 이 곡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민요를 이어 붙인 메

들리 형식의 곡이며, 그 중 밀양 아리랑의 선율은 두 번째에 나타난

다. 가사로는 밀양 아리랑 민요의 1, 2, 4번 가사를 사용했다.

<가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

울 넘어 총각의 각피리 소리
물 긷는 처녀의 한숨 소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이 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마디

47-62까지는 밀양 아리랑의 멜로디에 화성이 더해지는 부분이며(악

보 2-21), 마디 63-78은 밀양 아리랑의 멜로디 상성부에 본조 아리

랑의 멜로디가 마치 대 선율처럼 허밍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악보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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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1] 나운영, <한국 민요연곡 제 1곡>, 마디 47-50

[악보 2-22] 나운영, <한국 민요연곡 제 1곡>, 마디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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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은 2013년 이영조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

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진다. 2013년 한국가곡 연구소의 위촉을 받

아 작곡한 <소프라노를 위한 세 개의 아리랑> 중 제2곡으로 경

상도 아리랑의 선율에 낭만어법의 화성이 자주 등장하며, 메나리 음

형(라-솔-미)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경상도아

리랑의 가사 중 첫 번째를 세 번 반복하는 유절 구조의 곡이다.

<가사>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울 넘어 담 넘어 님 숨겨 놓고
호박닢만 난들난들 날 속였네

이영조의 <경상도아리랑>은 3/4 박자, A장조(f#단조)의 조표를

사용하나, 이 조에 속한 G#음의 경우 실제로는 G음으로 연주되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는 b단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악보 2-23] 이영조, <경상도 아리랑>, 마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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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것처럼 민요의 1번 가사를 두 번 반복하는 동안 선율

에 큰 변화가 없으나, 마지막 세 번째 반복의 부분의 마디 43-44를

보면, 두 개의 페르마타 사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템포 안에 나타

나는 장식적 고음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원래 민요(경상도아리랑)

의 악곡 후반부에 고음을 길게 늘어뜨리는 카덴차 형태의 화려한

장식음이 들어가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24] 이영조, <경상도 아리랑>, 마디 42-46

또한 곡 전반에 걸쳐 7화음, 9화음, 11화음, 증6화음 등의 낭만어

법의 화성들을 자주 나타나는 것도 <경상도아리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악보 2-25] 이영조, <경상도아리랑>, 마디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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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영조, <문경새재아리랑>

이영조의 <문경새재아리랑>은 2013년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

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진다. 2013년 한국가곡 연구소의 위촉을 받

아 작곡한 <소프라노를 위한 세 개의 아리랑> 중 제1곡으로 문

경새재 아리랑의 선율과 그 변주로 이루어진 곡이다. 가사는 문경새

재 아리랑 가사의 1, 3번을 바탕으로 했으며, 특정 구절을 두 번 이

상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아-아-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아-아-아-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아-아-아-아- 굽이야 굽이야 눈물난다
문경새재 넘어갈 제 굽이야 굽이야 눈물난다 눈물난다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리랑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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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의 <문경새재아리랑>은 3/4 박자, C장조의 곡으로 크게

마디 1-50(1-25, 26-50), 마디 51-70(51-60, 61-70), 마디 71-107

(71-78, 79-86, 87-107)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소절의 선율이 반복될 때, 민요 문경새재 아리랑의 골격음인

솔-솔-솔 도레미 도-솔을 기본 골격으로 선율과 리듬의 변주가 나

타난다(악보 2-26), (악보 2-27).

이영조,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6-9, 26-29, 53-56 비교

[악보 2-26]이영조,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6-9

[악보 2-27] 이영조,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26-29

[악보 2-28] 이영조,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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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계열의 밀양 아리랑, 경상도 아리랑의 경우 단조 성을

띄는 것과는 달리 이 곡은 장조 성을 보인다.

[악보 2-29] 이영조,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6-9

[악보 2-30] 단조성을 띠는 예,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6-9

7) 이인식, <문경새재아리랑>

2014년 이인식이 작곡한 문경새재아리랑은 남성 6성부를 위한 아

카펠라 곡이며, 악보 상으로는 최대 5성부까지 나타난다.

많은 아리랑들 중 유일한 노동요인 문경새재아리랑의 역사적 중

요성을 상기시키고자 작곡된 곡으로27) 민요 사설의 1, 2, 3번을 가

사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문경새재 물박달 나무

27) 2016년 12월 19일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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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홍두깨 방망이는 팔자가 좋아
큰애기 손 끝에 놀아논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문경새재를 넘어갈제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난다

음악적 구조를 보면, 조성변화에 의해서 b♭단조와 e♭ flat 단조

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부분은 또 다시 음악적 내용상으

로 각각 세 부분씩 총 여섯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여섯 부분의 끝

음을 페르마타로 처리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악보 2-31,

2-32, 2-33).

[악보 2-31]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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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2]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36-38

[악보 2-33]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78-79

첫 번째 부분은 멜리스마틱한 선율로 이루어진 전주부(악보 2-34)

와 테너성부에서 솔로로 시작하여 남성3부 합창으로 변화하는 부분

(악보 2-35), 그리고 테너 솔로의 선율과 베이스 성부에서의 3화음

이 화성적 배경을 이루며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악보 2-36)으로 구

성된다.

[악보 2-34]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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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5]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6-9

[악보 2-36]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22-25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경새재 아리랑의 2절 받는 부분이 반복되

는데, 앞서 마디 6에서 베이스 솔로로 시작된 선율이 2성부와 3성부

를 거쳐 마디 34에서 5성부로 성부의 확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마디

39부터 70까지는 테너의 솔로로 시작하여 밀집된 3화음을 거쳐(악보

2-37) 마디 55부터 4성으로 확장이 일어나고(마디 39-54, 55-70, 악

보 2-38) 마지막으로 이 받는 부분과 마디 1-13의 멜리스마틱한 선

율이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부분(마디 71-79)과 3화음의 화

성과 베이스의 받는 부분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부분(마

디 80-88, 악보 2-39)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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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7]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39-41

[악보 2-38]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마디 55-58

[악보 2-39] 이인식, <문경새재 아리랑>, 마디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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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헐버트 아리랑>

<헐버트 아리랑>은 2014년 이인식이 작곡한 곡으로, 남성 6성부

아카펠라 곡이다. 곡 제목에 등장하는 헐버트는 호머 헐버트28)

(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로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다.

아리랑의 가사는 ‘아르랑 아르랑 아라리오, 아르랑 얼싸 배 띄워

라.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로 문경새재를 언

급하고 있으며, 선율 또한 문경새재 아리랑과 유사하다. 29)

<가사>
아르랑 아르랑 아라리요 아르랑 얼싸 배 띄워라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ba-am ba-am ---

4/3 박자, B♭ 장조의 <헐버트 아리랑>은 남성 6성부 아카펠라

곡으로, 템포의 변화에 따라 아다지오-안단테-알레그레토-모데라토

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맨 아래 베이스라인을 제외한 상성들의 허밍과 베이스의 ‘아르렁’

이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은 마치 전주처럼 보이며, 안단테부터 가

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노래의 시작처럼 들린다.

28) 육영공원 교수로 근무하며 영어를 가르쳤던 인물로 대한민국의 항일운동을 적

극 지원 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는 1896년 영문 잡지 <Korea Repository(한국 기

록)>에 기고한 그의 논문, <Korean Vocal Music> 중 아리랑 가사와 후렴구의 악

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오선지에 기보된 최초의 아리랑으로 알려져 있다.

29) 이인식의 여덟 번째 작품 발표회 “ 아리랑, 삶의 기록” 2014. 11. 15. <세종

문화회관 체임버 홀> 프로그램 노트 중에서.



- 111 -

[악보2-40] 헐버트가 기보한 아리랑(1896)

[악보 2-41] 이인식, <헐버트 아리랑>,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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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인 안단테 부분은 유니즌으로 나타난 부분과 4성부

의 허밍으로 된 부분으로 나뉜다.

[악보 2-42] 이인식, <헐버트 아리랑>, 마디 6-9, 마디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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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이 선율과 허밍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 번째 알레그

레토 부분에서는 선율과 허밍이 동시에 나타난다.

[악보 2-43] 이인식, <헐버트 아리랑>, 마디 28-43

B♭ 장조로 시작했던 헐버트 아리랑은 네 번째 모데라토에서 반

음 상승하여 조성이 B 장조로 바뀌고 유니즌의 선율과 4성부 화 된

선율이 번갈아 나타나며 대조를 이룬다.

[악보 2-44] 이인식, <헐버트 아리랑>, 마디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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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도 아리랑』

3.1. 민요 진도 아리랑의 특징

전라남도 지방을 대표하는 진도 아리랑은 진도 지역을 중심 전승

지로 하여 남도 전역과 섬들을 주변 전승지로 하고 있으며 주로 여

성들에 의해 전승된 아리랑이다29). 토속 민요 ‘산아지 타령’30)이 진

도 지역에서 오랜 세월 불리면서 ‘진도 아리랑’으로 지역 민요화 되

었으며, 나아가 남도의 대표적인 잡가로 재창조되었다.

진도 아리랑은 다른 지역의 아리랑과 다르게 가사 중 후렴구 ‘응-

응-응’의 부분이 특징적이며, 이 구절에 대해 진도 아리랑 보존회

회장인 박병훈 선생은 ‘응-응-응’ 이라는 음감에서 남도 적이고 진

도적인 대목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 후렴구는 일

반적인 민요 후렴의 기능인 놀이 성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형성 하

는 현장적 정서를 집약하고 표출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특

별하다.31)

29) 진도 아리랑은 특히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래로서 혼자 부를

때는 슬픈 신세 타령이 되지만, 여럿이서 부를 때는 빠르고 흥겨운 노래가 되어

일판을 놀이판으로 전환하거나 놀이판을 춤판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여성이란 주로 농업생산과 그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으로 진도

아리랑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생각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주로 시부모의 권

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지만, 부정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한양명, “진

도아리랑”,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편』, 2017년 12월 28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961&cid=50223&categoryId

=51052.

30) 전라도 지방에서 불리던 유희요(遊戱謠)의 하나로, 곡명은 “에이야 듸야 에헤에

에야 에야라 듸여라 산아지로구나.”라는 노랫말 후렴구에서 따왔으나 그 뜻은

알 수 없다. 강원도 민요 ＜아라리타령＞의 가락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불리

듯이, 이 곡에서도 여러 전라도민요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레타령＞·

＜진도아리랑＞ 등은 이 곡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산아지타령”, 『한국민

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2017년 12월 28일 접속, http://terms.naver.

com/entry.nhn?docId=572901&cid=46661&categoryId=46661.

31) 기미양, “세계인류문화유산 아리랑의 위상과 이해”, 서울, 한국가곡연구소 회보

제 3호,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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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아리랑의 가사와 선율은 아래와 같다.

[악보 3-1] 민요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의 선율은 동음이 반복되거나 크게 도약하는 진행이

많으며, 상행과 하행이 교차되는 도약 진행은 역동적인 느낌을 준

다.

[악보 3-2] 진도 아리랑의 장단

<세마치장단>

진도 아리랑의 가사는 님과 의 만남과 사랑, 이별, 그리고 사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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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

(후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메기는 부분

(절)

1. 아리랑 고개 다 집을 짓고

우리 임 오기만 기다리네

2. 문경새재는 웬 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3. 만경창파에 드둥둥 뜬 배 어기여차 여

야디여라 노를 저어라

4.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달이 떴다 지도

록 노다가세33)

5. 중신애비 죽으면 청개구리가 되고

요새 나는 죽으면 꽃배암 될라나

6. 씨엄씨 씨엄씨 강짜를 말거라

니 자식 여법하면 애가 밤마실 갈까나

7. 야답세 두 번걸이 열두폭 치매

계에 대해 담고 있다.

[표 8] 진도아리랑의 사설32)

32) 민요의 특성상 명확하게 몇 개의 가사가 전해지는지 파악이 어렵다. 많이 불리

우는 대표적인 사설들을 추려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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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로 다 씰고 임 마중얼 가네

8. 가는님 허리를 아드득이 잡고

하룻밤만 자고 가라 통사정을 하네

제목 작곡연도 작사 작곡 편성
아리랑 
가을 1955 이중연 백기풍 독창, 피아노
진도 

아리랑 1958 전래 김성태 독창, 피아노
아라리 1977 반영규 김동환 독창, 피아노

한국민요
연곡4 전래 나운영 합창, 피아노
전장포 
아리랑 곽재구 임수철 합창, 피아노
진도 

아리랑 전래 채동선  합창, 피아노

3.2. 민요 진도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표 9] 민요 진도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목록

33) 김연갑, “아리랑의 분포와 그 양상”, 『한국의 아리랑 문화』, 김태준 책임 편

집(서울 : 박이정, 2011),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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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랑 가을>

<아리랑 가을>은 1955년 백기풍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산과 들, 하늘과 별빛 등 자연의 정취를 아리랑과 함께 흥겹게 나

타낸 이중연의 노랫말을 사용했으며, 가사의 운율과 ‘아리랑 흥응흥’

의 부분을 보면 진도 아리랑의 메기고 받는 부분의 뉘앙스가 느껴

진다.

<가사>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에에헤에 야아아아
아리랑 흥응흥 가을이 왔네
산과 들에 단풍잎 피고 기러긴 달빛 싣고 우짖노라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에에헤에 야아아아
아리랑 흥응흥 가을이 왔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가을이 왔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에에헤에 야아아아
아리랑 흥응흥 가을이 왔네
잠든 하늘 별빛을 보니 고향 생각이 저절로 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가을이 왔네

이 곡은 3/4박자, g 단조의 곡으로 유절 형식을 띠고 있다.

성악 성부와 피아노 반주가 같은 선율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국

악 장단을 표현하고 있다. 가사의 내용과 리듬이 진도 아리랑을 떠

올리게 하며, 마디 8과 마디 12의 주요 음 또한 진도 아리랑과 연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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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3] 백기풍, <아리랑 가을>, 마디 8-15

2) 김성태, <진도 아리랑>

1958년 김성태가 작곡한 <진도 아리랑>의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세마치장단을 연상 시키는 타악기적인 반주에

민요의 도약이 큰 꾸밈 음을 부드럽게 처리했다. 가사로는 민요 가

사의 1, 4번을 가사로 그대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우리 임 오기만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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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났네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달이 지도록 노다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났네

음악적인 면을 살펴보면 , 김성태의 <진도 아리랑>은 9/8 박자, a

단조의 곡으로 받는 소리(A)와 메기는 소리(B)가 반복되는 유절 형

식의 구조를 갖는 듯 보이지만, 2절의 뒷부분에 받는 소리(A)가 한

번 더 반복 되는 ‘A B A B A’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받는 부분의 성악선율을 살펴보면 민요와 리듬 형은 동일하나 도

약이 있는 음정들의 간격이 좁게 변형 되어 있어 비교적 부드러운

선율 형태를 보인다.

[악보3-4] 김성태, <진도 아리랑>, 마디 3-10



- 121 -

메기는 부분의 선율 또한 민요 진도 아리랑을 변형 하여 사용했는

데, 마디 15의 ‘우리 임 오기만’의 부분을 보면 민요의 가사 ‘구부야

아, 구부’에서 4도였던 도약을 2도로 줄여 선율선이 부드럽게 바뀌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 3-5).

민요 진도아리랑

[악보3-5] 김성태,<진도 아리랑>, 마디 15-18

3) <아라리>

<아라리>는 1977년 김동환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

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제목으로 쓴 ‘아라리’는 원래 민요 정선 아리

랑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는데, 김동환의 <아라리>의 경우, 제목은

정선 아리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선율 면에서 진도 아리랑의 선율

을 사용해 작곡했다.

이 곡의 가사는 민요 가사를 쓰지 않고, 새로이 창작한 것으로 반

영규의 시를 사용했다. 가사의 주된 내용은 흐르는 세월의 덧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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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으며, ‘아리아리 아라리 아라리요’가 여음구처럼 반복된다.

<가사>
느릿한 아우라지 노랫가락에
이 산 저 산 저 산 이 산 메아리지네
김매던 농군이 땀을 긋는데
두둥실 저 구름은 어디로 가나
아리아리 아라리 아라리요
흘러간 세월은 다시 안 오네
두만강 만나는 아우라지의 버들강아지에 물이 오르니
산등성 진달래 피어나겠지
밭이랑의 감자도 싹이 트겠지
아리아리 아라리 아라리요
꿈같은 인생이라 덧없다 마소 덧없다 마소

<아라리>는 3/4박자, d단조의 유절가곡이다. 마디 1-4는 이 곡에

서 ‘아리아리 아라리’의 가사가 쓰이는 마디 23-26 부분이 전주로

나타난다. 바로 성악이 시작하지 않고 마디 5-6에 전주가 추가되며,

이때 축소된 세마치장단이 노래 전반에 반주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추가된 마디 5 부터의 왼손 반주에 2분 음표와 4분 음표로 이루어

진 리듬형은 바카롤레(뱃노래)와 같이 배가 물결의 흐름에 따라 일

정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묘사하고 있다(악보 3-6).

[악보 3-6] 김동환, <아라리>,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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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선율의 시작인 마디 9-10을 보면 ‘레-파-미 레-도-라’로 진

도 아리랑의 메기는 부분의 선율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악보

3-7).

[악보 3-7] 민요 진도 아리랑과 김동환의 <아라리>

진도 아리랑

[악보 3-8] 김동환, <아라리>, 마디 9-10

앞 서 전주 마디 1-4에 나타난 선율은 이 곡의 주제 선율로, 전주

를 포함하여 전체 곡인 32마디 동안 3번(마디3-4, 25-26, 29-30) 나

타난다(악보 3-9)

[악보 3-9] 김동환, <아라리>, 마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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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민요연곡 제 4곡>

<한국민요연곡 제 4곡>은 나운영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합창

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총 세 곡의 민요로 이루어진 이 곡에

서 진도 아리랑의 선율이 사용된 부분은 제일 첫 번째이며, 민요의

1번과 4번 가사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우리 임 오기만 기다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저 달이 지도록 노다 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음악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9/8 박자, A 단조의 곡으로, 가사를 사

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마디 1-12의 전주는 노래와는 달리 6/8박자의 두 부분으로 나누

어진다. 마디 1-4는 단 2도 간격으로 움직이는 완전 4도의 음정이

트레몰로로 나타나는데(악보 3-10), 이는 성악 선율 ‘아리 아리랑’의

‘아리’가 도약하는 완전 4도를 암시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마디 5부터는 분산화음으로 바뀌는데(악보 3-11), 이때 두 마디

씩 한 짝을 지었을 때, 두 번째 마디의 강세가 두 번째 박에 위치하

는데 이는 진도 아리랑의 강세가 ‘아리아리랑’의 ‘랑’에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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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0]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 4곡>, 마디 1-4

[악보 3-11]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 4곡>, 마디 5-6

성악 부분 시작인 마디 13-14를 보면 소프라노 상성이 받는 부분

의 선율을 수행하고, 나머지 성부와 피아노 반주가 화성적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디 21부터 나타나는 메기는 부분에서

여성 성부에서는 가사를 노래하고 , 남성 성부에서는 받는 소리의

‘응응’을 노래하는 것과 대응을 이루며, 이 같은 구성은 두 번 반복

된다(악보 3-12), (악보 3-14).

[악보 3-12]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 4곡>, 마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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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3]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 4곡>, 마디 13-16

[악보 3-14] 나운영, <한국민요연곡 제 4곡>, 마디 21-24

5) 채동선, <진도 아리랑>

채동선의 <진도 아리랑>의 편성은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

었다. 가사는 민요 가사 중 1번, 3번, 4번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떠나

간 님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가사가 혼용되었다.

<가사>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정든 님 오기만 기다리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노다가소 노다가소

저 달이 지도록 노다가소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떨떨 거리고 나는 가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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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왜 왔든가 왜 왔든가
뿌리고 갈 길을 왜 왔든가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인제 가면 언제나 와요
오마는 날이나 일러주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만경창파에 둥둥 뜬 저 배야
거기 좀 닻 주어라 말 물어보자
떵덕덕 궁떡덕 궁떡 궁떡
떵덕덕 궁덕덕 궁떡 궁떡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떠나간 우리 님 돌아오리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악곡의 특징을 보면, g단조, 12/8 박자의 곡으로, 3박자 계열의

9/8의 민요의 선율을 두 마디씩 묶어 4박자 계열의 12/8로 변형하여

속도감을 주고 있다. 민요 진도 아리랑의 선율을 충실히 가져와서 4

성부 합창으로 표현하였는데,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의 질감을 달

리하였다. 메기는 부분인 마디 5-6에서는 남성 성부는 휴지하고 여

성 성부에서 2성부로 민요 선율이 나타나고, 다음 절에서는 메기는

부분이 남성 성부에서 나타나면서 메기고 받는 부분의 텍스처를 달

리 하고 있다.

[악보 3-15] 채동선, <진도 아리랑>, 마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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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인 마디 11-12의 ‘아리아리랑’ 부분을 살펴보면 매 음절

마다 호모포니적으로 화성을 채워 넣었다(악보 3-16).

[악보 3-16] 채동선, <진도 아리랑>, 마디 11-12

마지막 메기는 부분인 마디 31-32에서는 여성 성부에서 선율이

나타나고, 남성 성부에서 장구 장단의 구음을 표현 하는 것이 특징

이다(악보 3-17).

[악보 3-17] 채동선, <진도 아리랑>, 마디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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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장포 아리랑>

<전장포34) 아리랑>은 곽재구의 시에 임수철이 곡을 붙인 것으로,

편성은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가사는 섬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눈물 젖은 삶

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민족의

애환을 연상 시키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가사>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Hum...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을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재원도 부남도 지나 낙월도 흐르면서
한 오천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람들 보았네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못나고 뒤엉긴 보리밭길 보았네
보았네 그물 너머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 나올
서러운 우리나라 앉은 뱅이 섬들 보았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설움이 이리 많은지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그늘에 띄우면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Hum...

6/8 박자, f 단조의 곡으로 느린 굿거리와 세마치의 두 가지 장단

이 나타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네 마디의 전주와 허밍으로 시작되는 합창부의 사이에 바리톤 독

창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진도 아리랑의 선율을 변형 시킨 부분

으로 마치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와 유사하며, 뒤 이어 시작될 합창부

분에 대한 음악적 분위기를 암시해 준다. 이 독창 부분은 대금 또는

flute 독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4)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항포구이다.



- 130 -

[악보 3-18] 임수철, <전장포 아리랑>, 마디 5-6

마디 43부터는 4개의 성부가 둘 씩 묶여 대위적인 모습을 하는데,

이때 민요 진도 아리랑의 받는 부분 선율의 일부가 나타난다(악보

3-19).

[악보 3-19] 임수철, <전장포 아리랑>, 마디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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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가장 극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는 곳은 마디 57부터 시

작되는 ‘서러운 우리나라 / 앉은뱅이 섬들 / 보았네’이다. ‘서러운 우

리나라’라는 가사를 통해 민족의 설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이 부

분은 곡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디 첫 박을 쉼표로 시작하고 있다. 마

디 첫 박을 휴지로 두었다가, 8분 음표에 맞춰 단음절적으로 ‘서러

운 우리나라’ 가사가 등장하는데, 강세의 규칙을 깨는 이러한 선율

은, 참았다 한꺼번에 폭발하는 울분과 설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

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앉은뱅이 섬들’의 경우 4분의 4박자

에서 4분의 3박자로 박자가 변화하며, 첫 번째 음을 제외하고는 모

두 동일한 음고를 지니고 있어 나지막하고 비슷한 앉은뱅이 섬들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악보 3-20).

[악보 3-20] 임수철, <전장포 아리랑>, 마디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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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이 바뀌는 부분인 마디 61에 또 다시 바리톤의 독창이 나타

난다. ‘느리고 구성지게’ 라는 나타냄 말로 표현되는 독창 부분과 대

비를 이루는 빠른 세마치장단의 간주가 이어지는데, 진도 아리랑의

선율을 사용했다(악보 3-21). 뒤를 잇는 합창에서 ‘아리랑’ 노랫말이

나타난다(악보 3-22).

[악보 3-21] 임수철, <전장포 아리랑>, 마디 61-66

[악보 3-22] 임수철, <전장포 아리랑>, 마디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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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선 아리랑』

4.1. 민요 정선 아리랑의 특징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및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 중 하나

로, 다른 말로 ‘아라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라리35)는 기본적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동부지역 산간지대의 문화 환경을 배경

으로 전개된 노래로, 실제로 정선에서 아라리는 산골에서 밭을 매고

나무를 하고 나물을 뜯으며 지내는 가운데 혼자 또는 여럿이 어울

려 불러온 노래로 존재했다.36)

정선 아리랑은 정선, 영월, 평창과 같은 지역을 비롯해 강원도 전

지역에서 주로 불리다가, 경기도 명창들에 의해 불려 지면서 유명해

졌으며,37)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현지의

소리꾼들은 아라리를 하는 것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도

하며, 또는 심중에서 나오는 소리를 노래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이는 아라리를 부르는 것이 때로는 일상적 대화이고 때로는 속내를

드러내는 표출행위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38)

정선 아리랑은 기본적으로 느리고 단조로운 노래이며 진도 아리

랑이나 밀양 아리랑과 비교하면 장식음도 적고 음역 또한 좁다. 그

러므로 흥과 신명을 일으키기 보다는 담담하고 차분한 일상적인 정

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선 아리랑은 고려 시대로부터 천여 년 간의 척박한 산촌민의

35) 현지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아라리’ 또는 ‘아라리타령’이라고도 한다.

36) “정선 아리랑”,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편』, 2016년 12월 28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927&cid=50223&categoryId=51052.

37) 김태준 공저,『한국의 아리랑 문화』, p. 367.

38) “아라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편』, 2016년 12월 28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841&ref=y&cid=50223&categoryId=

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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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를 담고 있는 7천여 노랫말이 전해지고 있다. 지역적 특성 탓

인지 다른 지역의 아리랑에 비해 토속성이 짙고 지속적인 전승력을

가지고 있다.39) 정선 아리랑의 주요 가사와 선율은 다음과 같다.

39) 기미양, “세계인류문화유산 아리랑의 위상과 이해”,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

(서울 : 국학 자료원, 201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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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민요 정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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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메기는

부분

(절)

1. (빠른 부분, Syllabic)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

구암자 유점사 법당뒤에 칭성단 도두 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석달열흘 노구메 // (느린 부분,

Melismatic) 정성을 말고 타관객리 외로히 난사람 괄시

를 마라

2. 세파에 시달린 몸 만사에 뜻이 없어 홀연히 다 떨치

정선 아리랑의 선율은 늘어지고 애조를 띄고 있으며, 부를 때 비

음(鼻音)을 자주 사용한다. 메기는 부분은 3박과 4박이 불규칙하게

엮여 있으며, 받는 부분은 3박자 중모리 장단이 자주 쓰인다.

[악보 4-2] <중모리장단>

정선 아리랑의 가사는 지역적 특성, 어두운 사회적 배경, 남녀 간

의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0] 정선 아리랑의 대표 가사40)

40) 황용주, 『한국고전음악선집』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

회, 2015), pp.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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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려를 의지하여 지향없이 가노라니 풍광은 예와 달

라 만물이 소연한데 해 저무는 저녁 노을 무심히 바라

보며 옛일을 추억하고 // 시름없이 있노라니 눈 앞에 온

갖 것이 모다 시름 뿐이라

3. 태산준령 험한 고개 츩넝쿨 얼크러진 가시덤불 헤치

고 시냇물 구비치는 골짜기 휘돌아서 불원천리 허덕지

덕 허위단심 // 그대 찾아 왔건만 보고도 본체 만체 돈

담무심

4. 네칠자나 내팔자나 고대광실 높은집에 화문등요 보료

깔고 원앙금침 잣벼개 훨훨벗고 잠자기는 오초에도 영

글렀으니 // 오다가다 석침단금에 노중상봉 할가

5. 임자 당신 나 싫다고 울 치고 담 치고 배추김치 소금

치고 열무김치 초 치고 칼로 물벤 듯이 그냥 싹 돌아서

더니 // 이천 팔십리 다 못 가서 왜 또 날 찾아 왔나

6. 산적적월황혼에 임 생각에 사무치어 전전반측 잠못일

제 창밖에 저 두견은 피나게 슬피 울고 무심한 저 구름

은 달빛조차 가렸으니 // 산란한 이내 심사 어이 풀어

볼까

7. 산비탈 굽은 길로 얼룩암소 몰아가는 저 목동아 한가

함을 자랑 마라 나도 엊그제 정든 임을 이별하고 일구

월심 맺힌 설움 이내 진정 깊은 한을 풀 길이 바이 없

어 // 이곳에 머무르니 처량한 초적일랑 부디 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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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앞산에 두견 울고 뒷동산 접동 울제 쓰라린 임이별에

애타는 이내 간장 호소할 곳 바이 없어 힘없이 거닐 제

중천에 걸린 달은 강심에 잠겨 있고 너울대는 은빛 파

도 나의 회포 도도낼 제 // 난데 없는 일성어적 남의 애

를 끊나니

9. 알뜰살뜰 그리던 임 차마 진정 못잊겠고 아무쪼록 잠

을 들어 꿈에나 보자 하니 달 밝고 쇠잔한 등 잠 이루

기 어려울 제 독대등촉 벗을 삼고 // 전전불매 잠 못 드

니 쓰라린 이 심정을 어따 호소할까

10.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싸리골 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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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곡연도 작사 작곡 편성
정선

아리랑 1956 전래 최영섭 독창, 피아노
정선 

아리랑 1977 전래 김동환 독창, 피아노
정선 

아리랑 1977 전래 박재열 합창, 피아노
긴 아리 2011 전래 임준희 독창, 피아노

정선 엮음 
아리랑 2013 전래 이영조 독창, 피아노

독창, 오케스트라
정선 

아라리 2014 기미양 임준희 독창, 피아노
ARARI 

XIV(정선 
아라리)

2016 전래 김은혜 독창, 피아노

정선 
아리랑 전래 김성태 2 중창, 피아노
속초 

아리랑 김부영 임수철 합창, 플룻, 장구, 
피아노

4.2. 민요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성악 작품

[표 11] 민요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목록

1)최영섭, <정선 아리랑>

1956년 최영섭이 작곡한 <정선 아리랑>의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이 곡은 중요 무형 문화재인 이은주 명창이 부

른 창을 작곡가가 채보한 뒤 여기에 곡을 덧붙인 작품으로 민요 정

선 아리랑의 선율을 대부분 살렸으며, 선율이 복잡한 부분의 반주는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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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경우 정선 아리랑의 3번 가사와 경기 민요인 창부 타령의

가사를 함께 가사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작곡자가 채보한 이은주 명

창이 경기 민요 보유자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가사

중 밑줄 친 부분은 창부 타령의 가사이다.

<가사>
태산준령 험한 고개
칡넝쿨 얼크러진 가시덤불 헤치고
시내물 구비치는 골짝이 휘도라서
불원천리 허덕지덕 허우단심
그대를 찾어왔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돈담무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주소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것 가이없어
모든 미련 잊으려고 산산벽절 찾아드니

송죽바람 쓸쓸한데
두견조차 슬피울어

귀촉도 불여귀야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울어
심야삼경 깊은 밤을 같이 울어 새볼까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 주소

곡의 구조를 보면, a 단조의 곡으로, 12/8-4/4-2/4-12/8-4/4-12/8

박자로 잦은 변박이 이루어진다. 전주를 제외하고 받는 부분과 메기

는 부분, 간주, 메기는 부분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며, 민요에서 ‘아

리랑’의 받는 부분이 먼저 시작함과 달리 메기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민요와 다른 점이다(악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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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최영섭, <정선 아리랑>, 마디 10-15

마디 51에서는 이전에 제시 되었던 부분과는 달리 한 옥타브 위

에서 성악선율이 나타나는데 4마디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악보 4-4)

뒤 따라오는 부분(악보 4-5)의 성악선율이 옥타브 아래에서 무반주

로 제시되는 것과 음향적으로 ff - mp 의 대비를 이루어 극적인 긴

장감을 보여준다.

[악보 4-4] 최영섭, <정선 아리랑>, 마디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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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디 56의 피아노 반주를 살펴보면, 범종 소리를 묘사하고 있

다. 이는 마디 57-60의 휴지(休止)로 인해 마치 염불을 외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여, 불교적 색채를 보여준다(악보 4-5).

[악보 4-5] 최영섭, <정선 아리랑>, 마디 56-60

2) 김동환, <정선 아리랑>

1977년 김동환이 작곡한 <정선 아리랑>의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된다. 민요의 메기는 부분의 빠른 가사 부분을 노랫말

한 자 한 자에 음 하나씩을 붙여 민요를 그대로 표현했다.

가사는 민요 가사 중 첫 번째와 창부 타령의 가사가 혼용 되었다.

밑 줄 친 부분은 경기 민요인 창부 타령의 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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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태산준령 험한 고개
칡넝쿨 얼크러진 가시덤불 해치고
시냇물 구비치는 골짜기 휘몰아서
불원천리 허덕지덕 허워단심
그대를 찾아왔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돈담무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것 가이없어
모든 미련 잊으려고 산간벽설 찾아드니
송축바람 쓸쓸한데 두견소리 슬피울어 귀척도 문여귀야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울어
심야삼경 깊은 밤을 같이 울어 새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이 곡은 A 단조, 4/4박자의 곡으로 전주를 제외하고 처음의 선율

이 반복되는 유절가곡의 형태를 가진다. 반주 부를 보면 오른손에서

당김음을 사용하여, 한 음에 계속 머무르는 성악 선율의 단조로움을

보완하여, 음악에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왼손에서는 A

음의 페달 포인트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악보 4-6] 김동환, <정선 아리랑>,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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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선율을 보면, 마디 24-25에서 받는 부분이 시작되는데, 가사

‘아리랑’이 반복될 때 ‘리’ 부분의 음을 반음 낮춰 민요와는 다른 분

위기를 연출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정선 아리랑의 선율을 원형과 가

깝게 자세히 악보에 옮겨 놓았다.

[악보 4-7] 김동환, <정선 아리랑>, 마디 24-27

3) 박재열, <정선 아리랑>

1977년 박재열이 작곡한 <정선 아리랑>의 편성은 여성 3부 합창

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져있다. 작곡자의 고향인 강원도의 대표 민

요인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인 기법과 전통적인 색채의 결합을 통해

작곡했다. 1977년 국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서 초연 되었다. 41)

가사를 늘어놓으며 느리게 시작했다가 빠르게 몰아가는 정선 아리

랑의 자진 형식을 활용했으며, 장단을 활용한 다양한 리듬을 통하여

긴장감과 한의 정서를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가사는 민요 정선 아리랑의 1번, 2번, 8번의 가사를 가사로 썼다.

41) 문베티, “아리랑 선율을 사용한 합창곡의 전통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 : 이

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석사 논문, p.p.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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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이천 봉
팔만 구암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당 도도 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낳아달라고
석 달 열흘 노구에 정성을 말고
타관객리 외로이 난 사람 괄세를 마오

세파에 시달린 몸 만사에 뜻이 있어
홀연히 다 떨치고 청계를 의지하여
지향 없이 가노라니
풍광은 예와 달리 만물이 소연한데
해 저문 저녁노을 무심히 바라보며

앞산에 두견 울고 뒷산에 접동 울제
쓰라린 임 이별에 애타는 이내 간장
호소할 곳 바이없어 힘없이 걸어가니
풍광은 예와 달리 만물이 소연한데
해 저문 저녁노을 무심히 바라보며

이 곡은 f단조의 곡으로 크게 A-B-C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민요

의 받는 부분으로 시작되며, 이때 선율과 가사는 그대로 사용된다.

다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선율은 본래 민요가 8분의 9박자,

3 박 계열인 것과는 달리, 2 박자 계열인 8분의 6박자로 변형되어

있다(악보 4-8).

[악보 4-8] 박재열, <정선 아리랑>, 마디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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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정선 아리랑에 자주 등장하는 메나리(라솔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마디 18-21의 제2 소프라노 성부에서 나타나는 선

율은(악보 4-9), 원래의 형태와 비교하여 메나리가 연속적으로 배치

되어 있어 토속성이 짙은 정선 아리랑의 특색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때 제 1 소프라노와 알토에서는 꾸밈음과 더불어 허밍에 의한 글

리산도가 나타나 전통적 음색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때 ‘고개로’와

‘나를 넘겨주오’ 가사에 해당하는 소프라노 2의 선율에는 메나리 음

형을 이용한 길게 늘여진 멜리스마가 등장하는데(악보 4-9), 이러한

굴곡은 이전에 등장한 단순한 선율과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아리

랑 고개의 험난함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악보 4-9] 박재열, <정선 아리랑>, 마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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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소프라노와 제 2소프라노, 알토, 피아노 반주까지, 모두가 각

각의 독립된 성부로 구별되어 복잡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부분(악보

4-10)부터 유니즌의 합창과 소프라노 성부의 데스칸트(악보 4-11),

합창과 피아노가 3화음의, 모두 동일한 리듬으로 처리된 부분(악보

4-12), 저음과 고음이 번갈아가며 제시되는 피아노 성부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부분(악보 4-13)에 이르기까지, 작곡가는 단선율로 부터

출발하여 여러 개의 성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내는 음향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향적 변화를 작품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민요로부터 발전할 수 있는 음향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다.

[악보 4-10] 박재열, <정선 아리랑>, 마디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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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1] 박재열, <정선 아리랑>, 마디 41-45

[악보 4-12] 박재열, <정선 아리랑>, 마디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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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3] 박재열, <정선 아리랑>, 마디 108-112

4) <긴 아리>

<긴 아리>는 2006년 임준희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

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정선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일종의 환

상곡처럼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성 된 작품이다.

가사는 본조 아리랑의 가사와 정선 아리랑의 가사가 변형되어 나

타난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는 님은 가

고 싶어서 가나’는 민요 본조 아리랑에서 가져온 것이며, ‘정선에 옛

이름은 무릉도원인데 무릉도원은 어데 가고 산만 층층 있나’와 같은

가사는 정선 아리랑의 가사를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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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정선에 옛 이름은 무릉도원인데

무릉도원은 어데가고 산만 층층있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곡은 음악적인 흐름으로 볼 때, 총 여섯 개의 부분(마디1-19,

마디 20-32, 마디 33-44, 마디 45-89, 마디 90-109, 마디 110-128 )

으로 이루어진다. 각 부분은 각기 다른 템포를 가지고 있는데, 점층

적으로 빨라졌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다시 원래의 주제와

템포로 돌아오는 구성을 취한다. 특히 마디 45에서 시작하는 네 번

째 부분에서 음악의 템포는 급격히 빨라지고, 음악은 3/4박자(3박자

계열)에서 6/8박자(2박자 계열)로 바뀌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피아노 반주에서 이전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굿거리 장단을 연

상시키는 빠른 패턴의 음형을 연주하면서 주로 리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악보 4-14).

[악보 4-14] 임준희, <긴 아리>, 마디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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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인 마디 110-128의 첫 부분에 민요 정선 아리랑의 선

율이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작곡가는 이 부분에 성악가의 기교를 요

구하는 일종의 카덴차와 같은 멜리스마틱한 패시지들을 넣었다는

점이 흥미롭다(악보 4-15). 템포는 음악이 경과하면서 점차 빨라졌

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클

라이막스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악보

4-16).

[악보 4-15] 임준희, <긴 아리>, 마디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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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6] 임준희, <긴 아리>, 마디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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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선엮음 아리랑>

<정선엮음 아리랑>은 2013년 이영조가 한국가곡연구소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소프라노를 위한 세 개의 아리랑” 중 세 번째

곡이다. 엮음 아리랑은 정선 아리랑의 한 부분으로 가사가 촘촘하게

엮어져 빨라지는 아리랑을 뜻한다. 다른 어떤 지역의 아리랑 보다

유머와 깊은 아리랑이다. 선창과 뒤를 따르는 낭송적 후창은 속도와

성격이 대비를 이루고 익살스럽다. 기교적 소프라노(coloratura)를

위한 곡이다.42)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소
영감은 할멈 치고 할멈은 아 치고 아는 개 치고
개는 꼬리 치고 꼬리는 마당 치고 마당웃전 수양버들
바람은 휘몰아 치는데 우리집에 서방님 낮잠만 자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소

오골박자 끓는데
시어머니 잔소리는 부싯돌 치듯 하네
시어머니 잔소리 빠짝빠짝빠짝빠짝 빠짝빠짝빠짝빠짝
부싯돌같아 부싯돌같아
시어머니 잔소리 시어머니 잔소리
시어머니 잔소리는 빠짝빠짝빠짝 빠짝빠짝빠짝빠짝빠짝
부싯돌같아 부싯돌같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산진매냐 수진매냐 휘휘친친 보라매에
절깐 밑에 풍경 달고 풍경 밑에 방울 달아
앞남산 불까투리 한 마리 툭 차가지고
저 공중에 높이 떠서 빙글뱅글 도는데
우리집에 저 멍텅구리는 날 안고 돌 줄 몰러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얽어매고 찍어매고 장치다리 곰배팔이
노가지 나무지게 위 엽전 석냥 걸머지고
강능 산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봉령 구비 구비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서방님 부디 부디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서방님 부디 부디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아리아리아리아리 아리

42) 아리랑한국예술 가곡집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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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아리 아리랑
아리아리랑

3/4박자로 시작한 곡은 잦은 변박을 거쳐 4/4 로 마무리 된다.

받는 부분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를 제외하고는, 촘촘히 엮인

가사들이 마치 랩과 같이 단음절적으로 나타난다. 가사는 엮음 아리

랑의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이 가사는 ‘빠짝빠짝’ 또는 ‘호호호

호’와 같은 의태어의 반복적인 사용,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이상씩

반복하며 여흥을 북 돋아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언어적 유희가

자주 발견 되는데, 마디 75-77에서 보이는 ‘잘났던지 못났던지’, ‘얽

어매고 찍어매고’와 같이 대구를 이루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악보

4-17).

[악보 4-17] 이영조, <정선 엮음 아리랑>, 마디 75-77

6) <정선 아라리>

<정선 아라리>는 2014년 임준희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이 곡은 g 단조로 시작하여 내림표를 하

나씩 더하여 마지막은 f 단조로 전조하여 다양한 조성에서 정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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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민요 정선 아리랑에 반음계적 진행들

을 더하여 이 곡에 내재된 슬픔의 정서를 표현적으로 그려낸 작품

이다.

가사는 기미양이 새로 작사한 것이나 부분적으로 민요 정선 아리

랑의 단편들을 차용하였다. 앞부분의 가사인 ‘눈이 올라나 비가 올

라나’는 구전되고 있는 민요 정선 아리랑의 한 단편을 가져온 것이

며, ‘창밖은 삼경인데 보슬비는 오구요’로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

(밑줄로 표기)은 기미양이 민요를 듣고 채록한 것이다. 10번 가사와

작사가가 채록한 부분, 변형된 가사가 가사로 사용되었다.

<가사>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몰려든다
창밖은 삼경인데 보슬비는 오구요
우리들의 먹은 마음 두 사람만이 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 그리워 난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새 정분은 날이 밝아 흡족치 않아요
옷소매 붙잡고 다시 올 날 또 묻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3/4박자, g단조로 시작하는 이 곡의 특징은 독특한 형식의 구성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받는 부분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부분

은 처음이 아닌 곡의 중간에 c단조로 전조하여, 처음과 조성을 달리

하여 등장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동시에 기존 민요의 선율은 전

체의 모티브처럼 사용되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한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반음계 하행의 사용이다. 이 곡의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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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디 1-2의 반주부의 오른손 성부의 E♭-E♭♭(D)-D♭-C은, 마

디 3-4에서 B♭-A-A♭-G로 응답된다. 이 두 반음계 하행 음형은

이 곡의 가사와 연관된 슬픔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또한 다른 성부

들이 만들어내는 3화음의 음향에 덧붙여지면서 전체의 화성은 3화

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반음계가 대위적으로 뒤섞이는 구성을 가지

게 된다.

[악보 4-18] 임준희, <정선 아라리>, 마디 1-2

전체 형식은 A-A-B로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서 B부분(마디 71)이 시작될 때에 음악은 f단조로 전조하면서 전체

템포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악보 4-19).

[악보 4-19] 임준희, <정선 아라리>, 마디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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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구성은 A부분의 작은 클라이막스가 ‘아리랑’의 후렴구에

오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각 절에서 작은 클라이막스가 받는

부분인 ‘아리랑’에 있다면, 전체의 클라이막스는 B부분의 ‘아리랑’에

있다. B부분이 시작할 때 음악은 g단조에서 f단조로 이동한다. 동시

에 성악가의 선율도 점차 상행하여 마디 88의 페르마타에서 음역은

최고조에 이른다(악보 4-20).

[악보 4-20] 임준희, <정선 아라리>, 마디 88-89

7) <ARARI XIV(정선 아라리)>

<ARARI XIV(정선 아라리)>는 2016년 김은혜가 작곡한 곡으로,

작곡가의 아라리 시리즈 중 14번째 해당되는 이 작품은 민요 정선

아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다.

정선 아리랑 선율이 피아노의 화성적 선율과 이중주를 이루며 느리

게 세 차례 등장하는 사이사이에, 변형된 굿거리장단의 빠른 부분이

끼어든다. 한이 서린 느린 노래와 굿거리장단의 빠른 노래가 끝나

면, 소프라노와 피아노는 신명나게 곡을 마무리한다.43)

가사는 정선 아리랑의 원래 가사를 사용하였다

43) 작곡가 김은혜의 작품해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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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십리가 아니라며는 해당화는 왜 피며
모춘삼원리 아니라며는 두견새는 왜 울어

앞 남산의 뻐꾸기는 초성도 좋다
세 살때 듣던 목소리 변치도 않았네

삼심육년간 피지 못하던 무궁화 꽃은
을유년 팔월십오일에 만발하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

세월아 네월아 나달 봄철아 오고 가지 말아라
알뜰한 이팔청춘이 다 늙어를 간다

세월이 가려면 혼자가지
알뜰한 청춘을 왜 데리고 가나

태산이 높아도 소나무 밑으로 있구요
여자 일색이 아무리 잘나도 남자 품에서 돈다

월미봉 살구나무고목이 된다면
오던 새 나비도 되 돌아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

김은혜의 <정선아라리 14>에서는 a단조의 으뜸음인 a음과 딸림

음인 e음을 중심으로 온음음계, 반음계, 증4도화음 등 현대적 화성

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작곡가는 민요 정선아리랑의 받는 부분과 메기는 부분을 각각의

섹션으로 처리하여 이들의 반복을 통해 작품을 이끌어나간다.

받는 부분의 선율은 곡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서 전주(마디

1-17), 간주(마디 33-47), 코다(마디 66-83)로 등장하는데, 이때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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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과 리듬은 그대로 사용하되, 단어별로 선율의 모티브를 나누

어 활용되고 있으며, 베이스에서는 딸림음인 e음을 지속함으로써 다

음 섹션을 향한 지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악보 4-21).

[악보 4-21] 김은혜, <ARARI XIV(정선 아라리)>, 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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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8-32, 48-65에서는 메기는 부분의 가사가 활용되고 선율형

태는 새롭게 변화한다(악보 4-22).

[악보 4-22] 김은혜, <ARARI XIV(정선 아라리)>, 마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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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증4도 관계로 배치되는 화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디 18의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등장하

는 E flat 장3화음은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에 등장하는 a단3화음

에 대한 증4도 화음이다(악보 4-23).

[악보 4-23] 김은혜, <ARARI XIV(정선 아라리)>, 마디 18-19

이와 같은 예는 마디 60에서의 C장3화음과 f# 단3화음, 그리고 마

디 61의 D장3화음과 g# 단3화음에서도 나타난다(악보 4-24).

[악보 4-24] 김은혜, <ARARI XIV(정선 아라리)>, 마디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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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징으로는 온음음계가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마디 1-3의 피아노 성부에서는 온음음계에 해당하는 음들로 구성된

아르페지오와 a단조의 딸림화음인 E-G#-B(C) 화음이 서로 병치되

어 등장한다(악보 4-25). 또한 마디 24-25의 성악성부의 강박 및 피

아노의 상성부에서는 G - F - E♭ - D♭이, 피아노의 하성부에서

는 C - B♭- A♭- G♭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각각 온음관계로 이

루어진 온음음계의 구성음들로, 각각이 균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악보 4-26). 이러한 온음음계는 앞서 등장한 증3도 화음과

더불어 장단조 체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질서를 흐리고 보다 더 불확

실하고 자유로운 음악적 색채를 띠게 된다.

[악보 4-25] 김은혜, <ARARI XIV(정선 아라리)>, 마디 1-4

[악보4-26] 김은혜, <ARARI XIV(정선 아라리)>, 마디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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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성태, <정선 아리랑>

김성태의 <정선 아리랑>의 편성은 두 명의 소프라노를 위한 2

중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가사는 민요 정선 아리랑의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멀리서 임

을 찾아왔건만 무심하게 외면당한 후의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을

담았다.

<가사>
태산준령 험한 고개 칡넝쿨
시냇물 구비치는 골짝이 휘돌아서 불원천리
허덕지덕 허우단신 그대를 찾아왔었건만 찾아왔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아예 무심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 주소

엉클러진 가시덤불 헤치고
허우단신 그대를 찾아왔었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아예 무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 주소 넘겨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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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소프라노를 위한 이중창으로 작곡된 김성태의 <정선 아

리랑>은 독창자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방식으로 곡이 전개되고 있다

(악보 4-27).

[악보 4-27] 김성태, <정선 아리랑>, 마디 20-27

4분의 2박자로 시작하지만 16분음표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여 8분

의 12박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음형은 후반부에서 8분의 12박

자로 박자가 바뀌는 것을 예고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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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아리랑의 받는 부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부터는 8분의

12박자로 박자가 변화하며, 이 때는 장식음과 멜리스마가 화려하게

사용된다(악보 4-28).

[악보 4-28] 김성태, <정선 아리랑>, 마디 49-51

9) <속초 아리랑>

<속초 아리랑>은 임수철의 곡으로 편성은 혼성 합창과, 플룻, 장

구,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민요 속초 아리랑을 소재로 혼성4부

합창으로 작곡하였는데, 속초 아리랑은 정선 아리랑과 같은 메나리

를 사용하는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으로, 받는 부분에 정선 아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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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선율이 나타난다. 호모포니와 헤테로포니 스타일이 적절히

혼용되어 있다. 가사는 새로 만들어졌으며, 작사자 김부영은 경기소

리 이수자로 현재 설악소리보존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부분적으

로 속초 지역의 방언이 나타나며, 지역의 특색을 보여준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 같은 풍년에 감자 밥먹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냉겨 주게

설악산 매미가 금전이라면
팔천만 우리 동포가 먹구 씨구 남네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고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

임수철 작곡의 합창을 위한 <속초 아리랑>은 a 단조, 4/4 박자의

곡으로 후렴을 가지고 있는 유절형식인 원곡을 합창과 솔로를 이용

하여 후렴을 가진 통절형식으로 바꿔 놓았다. 이 곡에서 합창과 독

창의 대비는 원래의 민요의 받는 부분이 합창으로 연주되고 메기는

부분이 독창으로 연주되는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초 아리랑>에서 분위기의 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은 피아노

반주부이다. 이전 까지 마디의 강한 박을 짚어주는 역할에 그쳤던

피아노 반주의 간주는 마디 25부터 받는 부분인 ‘아리랑’을 연주하

기 시작하는데(악보 4-29), 이 부분부터 장구 반주가 가세하면서 분

위기는 점차 고조되기 시작한다. 장구 반주는 피아노 간주 후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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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휴지를 가졌다가 합창의 후렴이 시작되는 마디 33부터(악보

4-30) 다시 세마치장단을 반주함으로써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악보 4-29] 임수철, <속초 아리랑>, 마디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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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0] 임수철, <속초 아리랑>, 마디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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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으로 부르는 메기는 부분의 가사는 설악소리보존회에서 활동

중인 작사가 김부영이 작사하였다. 첫 번째 메기는 부분의 가사는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 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이며, 두

번째 메기는 부분의 가사는 ‘설악산 산매미가 금전이라면 팔천만 우

리 동포가 먹구씨구 남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부분 모두 ‘설악

산’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며(악보 4-31), 이 ‘설악산’의 모티브가 같은

리듬과 선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설악산’ 모티브는 뒤에 이

어지는 합창 부분인 ‘인연 따라 모인 것은’의 첫 부분에도 사용되고

있다(악보 4-32).

[악보 4-31] 임수철, <속초 아리랑>, 마디 12-13, 마디 21-23

[악보 4-32] 임수철, <속초 아리랑>, 마디 29-30



- 170 -

제목 작곡연도 작사 작곡 편성
아리아리랑 1995 전래 안정준 독창, 피아노
예맥 아라리 1999 전래 함태균 혼성 무반주 합창
미사 아리랑 2002 미사

통상문 허걸재 합창, 북, 피아노
아리랑 타령 2011 전래 이인식 독창, 오케스트라
아리랑 미사 2014 미사 

통상문 홍정표 합창, 플룻, 장구, 
차임, 피아노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2015 미사 

통상문 박정선 혼성 무반주 합창
아리아리 
아리랑 2018 전래 박영란 합창, 오션드럼, 

심벌즈, 장구, 북 
아리랑 진규영 합창, 피아노

5. 『그 밖의 아리랑』

이 장에서는 악곡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민요 아리랑의 선율이 한 작품 안에 사용된

작품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제목이나 가사, 그리고 아리랑의

정서는 담겨 있으나 선율 면에서 민요 아리랑의 선율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의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5.1. 두 개 이상의 아리랑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표 12] 두 개 이상의 아리랑 선율이 나타나는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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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은 안정준이 1995년에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콜로

라투라 소프라노와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민요 본조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의 선율을 혼합해서 사용했다.

가사는 본조 아리랑의 1번 가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주로 ‘아리랑’

이 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선율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

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 아리랑 아리랑 아- 아리랑

f단조로 된 이 곡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는 메기는 소리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

개로 넘어간다’를 두 번씩 반복하였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리랑’

만을 반복하고 있다. 두 옥타브를 넘는 넓은 음역대 안에서 고음과

트릴, 스케일 등 여러 성악적인 기교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다. 피

아노 반주 부분에서도 다양한 꾸밈음과 아르페지오, 분산화음, 셋잇

단음표 등을 사용하여 성악 선율을 꾸며주고 있다. 트레몰로를 자주

사용하여 화성적인 배경을 강조하고, 피아노와 성악이 교대하면서

선율을 강조하는 부분 또한 특징적이다.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마디 73-86에서는 밀양 아리랑의 주 모티

브를 암시하는 선율이 등장하면서 음악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악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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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안정준, <아리아리랑>, 마디 73-76

기존의 아리랑이 4분의 3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80마디부터 4분

의 4박자로 박자가 바뀌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악보 5-2).

[악보 5-2] 안정준, <아리아리랑>, 마디 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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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맥 아라리>

<예맥 아라리>는 1999년 함태균이 작곡한 곡으로, 혼성 무반주

합창곡이다. 작곡자의 고향인 강원도의 대표적 민요 정선 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의 가사와 선율을 재구성하여, 이를 변주곡

양식의 무반주 합창곡으로 작곡했다. 이 곡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위

촉으로 1999년 작곡되어 2000년 초연 되었으며, 1999년 서울 레이디

스 싱어즈를 위해 여성 3부로 편곡 되었다.

가사는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의 가사를 소재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f 단조(f단조-c단조-f단조로 변화한다)의 곡으로 4/4박자와 3/4 박

자가 혼용되었다. 여성 성부와 남성 성부가 서로 멜로디를 주고받으

며, 소프라노 솔로와 합창이 메기고 받는 형식을 나타낸다. 특히 부

분적으로 정선 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의 민요를 차용하

여 변화를 주어 곡의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마디 1-8의 도입에서는 여성 성부에서 메나리44)로 이루어진 선율

이 모음 ‘아’로 처리되었다(악보 5-3). 마디 9-11에서는 여성 성부에

서 민요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제시되는데, 이때 남성 성부에서는

본 선율과는 독립된 음과 리듬의 허밍이 병치되고 있다(악보 5-4).

마디 17-24에서는 관계가 서로 바뀌어 남성성부에서 강원도 아

44)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방에 전승되는 특유의 음형 또는 음계

를 지칭한다. “레도라” 또는 “라솔미”의 흐르는 듯한 음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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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랑의 선율이 제시되고, 여성성부에서 허밍 선율이 음정을 이루어

배경으로 처리된다(악보 5-5).

[악보 5-3] 함태균, <예맥 아라리>, 마디 1-8

[악보 5-4] 함태균, <예맥 아라리>, 마디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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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함태균, <예맥 아라리>, 마디 17-20

강원도 아리랑 선율은 마디 46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때 받는 부분

인 ‘아리아리 스리스리’는 테너 - 알토 - 소프라노 - 테너 - 베이스

의 순서로 등장한다(악보 5-6).

[악보 5-6] 함태균, <예맥 아라리>, 마디 46-47

이후 f단조로 전조된 후 소프라노 솔로에서 한오백년 선율이 제시

되는데, 이때 남성 성부에서는 대위적인 선율이 제시되고, 음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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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여성 성부가 소프라노 솔로 선율과 남성 성부의 대위적 선

율 사이를 채운다(악보 5-7).

[악보 5-7] 함태균, <예맥 아라리>, 마디 62-65

마디 70-91에서는 소프라노 성부에서 한오백년 선율이, 알토 성부

에서 한오백년의 가사를 사용하는 대위적인 선율이 제시되며, 이때

이 선율들 위로 데스칸트 형식의 선율이 소프라노 독창에서 나타난

다(악보 5-8).

[악보 5-8] 함태균, <예맥 아라리>, 마디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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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것과 같은 다채로운 성부의 처리 방식은 작곡가의

설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 성부를 돋보이게 하고자 할 때에는 주 선율선 이외의 성부는 화

성적 배경을 만들고, 각 성부를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대위법적으로 각 성부의 다이내믹을 균등화하고 선율선 의

중복을 피하였으며, 긴장된 분위기로 유도할 때에는 실라빅

(Syllabic) 스타일로 성부의 수를 늘려 음역을 높게 배치하였다”

- 김재희,『함태균 혼성 합창곡 분석 연구』, 48쪽.

3) <미사 아리랑>

<미사 아리랑>은 허걸재가 2002년 작곡한 작품으로 키리에, 글로

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의 5개 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합

창과 피아노, 타악기(북 또는 장구)의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과 어랑 타령, 상여소

리 등의 여러 민요를 소재로 사용했다.

가사는 라틴어 미사 통상문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가사>

1. Kyrie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2.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roriam
tuam.
Domine Deus, Rex co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 unigenite, J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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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3. Credo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factorem ca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 Deo.
lumen de lumine,
Deum verum de Deo vero.
Genitum, non factum,
consubstantialem Patris:
per quem omnia facta sunt.
Qui propter n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aelis.
Et incarnatus est d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homo factus est.
Crucifixus etiam pro nobis
sub Pontio Pilato passus, et
sepultus est.
Et resurrexit tertia die,
secundum Scripturas.
Et ascendit in caelum : sedet
ad dexteram Patris.
Et iterum venturus est cum

gloria, judicare vivos et
mortuos
cujus regni non erit finis.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ilioque
procedit.
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r, et conglo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rophetas.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Confiteor unum baptisma in
remissionem peccatorum.
Et exspecto resurrectionem
mortuorum.
Et vitam venturi saeculi.
Amen.

4-1. Sanctus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4-2. Benedictu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elsis.

5. Agnus Dei
Agnus Dei, qui tolis peccata
mundi :
miserere nobis.
dona nobis pa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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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3박자의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키리에의 경우, 본조아

리랑의 선율과 작곡가에 의한 찬트(chant) 스타일의 대선율이 함께

나타나며, 이 때 카논과 오르가눔의 양식을 사용하여 전개되어 나간

다(악보 5-9).

[악보 5-9] 허걸재, <미사 아리랑>, 키리에 마디 5-8 카논이 사용된

예

[악보 5-10] 허걸재, <미사 아리랑>, 키리에 마디 9-12 오르가눔이

사용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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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은 마디 23의 제2 소프라노에서 등장하며,

이 때 제1 소프라노에서는 본조 아리랑 선율에 대한 대선율이 추가

되어 서로 대위적인 진행을 이루고 있다(악보 5-11).

[악보 5-11] 허걸재, <미사 아리랑>, 키리에 마디 23-26

마디 47에서는 본조 아리랑의 선율과, 앞서 마디 9-12에서 사용된

병행4도 오르가눔, 그리고 이 병행 오르가눔의 카논 형태가 동시에

병치되어 음악적 다층성을 이룬다(악보 5-12).

[악보 5-12] 허걸재, <미사 아리랑>, 키리에 마디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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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에서는 진도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의 선율이 사용되는데,

진도 아리랑의 경우 키리에에서 본조 아리랑의 선율의 일부가 원형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선율의 일부를 취하여 그 형태를 살려

활용하고 있다(악보 5-13).

[악보 5-13] 허걸재, <미사 아리랑>, 글로리아 마디 47-50

반면 여기에 활용한 밀양 아리랑의 경우, 선율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특징적인 리듬만을 차용하고 있다(악보 5-14).

[악보 5-14] 허걸재, <미사 아리랑>, 글로리아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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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도는 정선 아리랑을 활용하여 작곡되었는데, 앞서 글로리아에

서 밀양 아리랑의 리듬을 차용하였던 것처럼, 크레도에서는 정선 아

리랑의 메나리 음형(라솔미, 레도라)을 특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악

보 5-15).

[악보 5-15] 허걸재, <미사 아리랑>, 크레도 마디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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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스에서는 함경도 지방의 어랑 타령(악보 5-16)의 받는 부분이

주제 선율로 사용되는데, 이 때 선율의 골격음은 그대로 활용되는

대신 박자가 변화함에 따라 리듬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5-17, 5-18).

[악보 5-16] 민요 어랑 타령 받는 부분 선율

[악보 5-17] 허걸재, <미사 아리랑>, 상투스 마디 49-52

[악보 5-18] 허걸재, <미사 아리랑>, 상투스 마디 92-95



- 184 -

마지막 악장인 아뉴스 데이에서는 아리랑 선율이 직접적으로 활

용되지는 않으나, 기준 음으로 부터 완전4도가 글리산도로 하행한

후, 완전 4도 상행한 음이 다시 단3도로 상행하는 형태인 상여소

리45)가 주제적으로 사용된다(악보 5-19).

[악보 5-19] 허걸재, <미사 아리랑>, 아뉴스 데이 마디 1-4

이 작품은 단지 민요 선율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요의

활용방식, 즉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형 중 일부를 취하거나 리

듬만을 활용하거나 민요의 특징적인 요소만을 활용하는 등 대상과

대상의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4)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은 2003년 박정선이 작곡한 미사곡으로,

혼성합창을 위한 무반주곡이며, 민요 본조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의

45) 상여소리. 장례 때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대체로 한 사람의 선소

리꾼이 앞에서 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그 소리를 받아서 부르는 교 창형식

으로 불린다. 지역색이 강하게 나타나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이별의 슬

픔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서창소리, 행상소리, 자진상여소리 등

으로 구분한다. 편집부,『한국민속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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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 함께 사용되었다.

이 땅에 전쟁과 테러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

화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작곡한 곡이다. 아리랑 선

율에서 생성된 화음과 서양의 전통적 화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화

성적 자원으로 사용했다. 총 다섯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수

원시립합창단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위촉 작품으로 2003년 초연

되었다.

가사는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사용했다.

<가사>

1. Kyrie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2.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roriam
tuam.
Domine Deus, Rex co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 unigenite, J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Jesus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3. Sanctus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4. Benedictu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elsis.

5. Agnus Dei
Agnus Dei, qui tolis peccata
mundi :
miserere nobis.
dona nobis pa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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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통상문의 형식에 따라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는 이 곡에서

장단을 연상 시키는 리듬형이나 메나리음형(라솔미)의 일부는 곳곳

에서 발견 되지만, 전 악장에 걸쳐서 아리랑의 선율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미사곡의 첫 부분인 키리에이다. 마디 1부터 14까지의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한 성부가 아닌 알토와 테너 성부에서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나누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5-20, 5-21

).

[악보 5-20] 박정선,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키리에 마디 1-7

[악보 5-21] 박정선,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키리에 마디 8-14

또한 다섯 번째 곡인 아뉴스 데이 에서도 아리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곡에 비하여 메나리 음형(라솔

미)과 변형된 메나리 음형이 자주 나타나 정선 아리랑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악보 5-22, 5-23, 5-24).



- 187 -

[악보 5-22] 박정선,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아뉴스 데이

마디 1-7

[악보 5-23] 박정선,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아뉴스 데이 마디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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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4] 박정선,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

아뉴스 데이 마디 68-71

5) <아리랑 타령 2011>

<아리랑 타령 2011>은 2011년 이인식이 작곡한 작품으로 편성은

독창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었다. 8 개의 아리랑을 쉽게 설명해 청

중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 작곡가의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가사>
고운님 그리워 마음이 아리네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쓰린 맘 앞산에 고해 뒷산 메아리 되니
쓰리랑 쓰리 쓰리랑 산이 노래하네

아리랑 쓰리랑 겨레의 숨결
육백년간 사무친 민족의 노래라

고려유신 산세 깊은 정선에 올라
망국의 한을 눈물로 호소하네

억울한 아랑아씨 유혼 달래려
밀양에 영남루를 세웠더니
당찬 아씨 퉁명스레 "날 좀 보소" 으스대네

진도의 박수총각 무당운명 싫다하며
새로 난 문경새재 구불구불 넘어가니
구부야 구부야 그리움이 흐르네

문경의 박달나무 경복궁의 대들보 되니
영호남의 건장한 일꾼 새재넘으며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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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서 모인 소리꾼 아리랑 서로 뽐내니
고종황제도 명성황후도 아리 아리랑 즐겨하네
황제친구 헐버트 아리랑 오선지에 옮기니

일제하에 나운규는 아리랑 영화 만들고
서울 아리랑은 국민 마음에 심고
고개 넘자 굳은 마음 다지고 다독이네

이제는 통일을 노래할 우리의 아리랑
없는 길도 만들어 가는 굳은 의지로
높디 험한 아리랑 고개 내일을 바라며 넘으니
미지의 역사가 통일을 이루네

g단조, 4/4박자의 곡으로 작품의 시작은 g단조이지만 부분마다 빈

번하게 전조한다(작품 내에서 g - D - a - e - a - c - C - G -

D로의 조성변화가 나타난다).

통절형식으로 도입부(마디 1-40)를 시작으로 정선 아리랑(마디

41-66), 한오백년(마디 67-75)46), 밀양 아리랑(마디 76-108), 진도 아

리랑(마디 109-139), 문경새재 아리랑(마디 140-165), 헐버트 아리랑

(마디 166-197), 본조 아리랑(마디 198-229), 그리고 작곡가가 창작

한 또 다른 아리랑인 <통일 아리랑>(마디 230-265)의 8개의 아리랑

이 시대 순으로 배치되어 등장한다.47) 이 때 한오백년을 제외하고

모든 아리랑은 작곡가가 직접 선율을 작곡하고 고증을 근거로 하여

가사를 붙인 설명하는 부분이 먼저 제시된 후에 나타난다. 이 부분

에서 성악가의 역할은 에반겔리스트48)로, 마치 오페라의 레치타티보

에서처럼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이는 각 아리랑을 쉽

게 설명하고 싶은 작곡가의 의도처럼 각 아리랑의 민요에 담긴 내

용을 작곡가의 시각에 맞는 가사를 붙여 민요의 받는 부분이 등장

하기 직전에 배치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46) 작곡가 이인식은 이 곡에 쓰여진 한오백년 또한 강원도 지역 아리랑의 한 종류

로 보고 있다.

47) 한송이, “이인식의 <아리랑 타령 2011>에 나타난 한국적 소재 사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15, p. 88

48) 복음서 속의 기록자 입장에서 여러 인물들의 대화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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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5]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198-205, 208-213

“설명하는 부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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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리랑 민요가 등장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본격적인

아리랑의 등장에 앞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마디 1-40에서는 아리랑

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작곡가에 의한 텍스

트와 멜로디가 사용된다. 이 때 마디 30-37의 플룻 성부에서는 <통

일 아리랑>의 메기는 부분 선율이 등장하는데(악보 5-26), 본조 아

리랑과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현악파트의 피치카토 사운드를 배경

으로 하여 플룻 성부에서 연결구로 한번 제시된다.

[악보 5-26]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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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가 아리랑을 시대 순에 따라 배치하였다고 기술한 것처럼,

도입부 이후에 정선 아리랑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정선 아리랑의

선율은 마디 51-66에서 원형 그대로 등장한다. 다만 민요에서처럼

메기는 부분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부분이 먼저 등장한

후 메기는 부분으로 연결된다. 이 때 받는 부분에서는 현악파트들이

음들을 지속하거나 최대한 인접한 음으로 이동함으로써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인다(악보 5-27).

[악보5-27]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51-54, 정선 아리랑의 받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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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성부에서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마치자마자 정선 아리랑과

같은 강원도 계열의 민요인 한오백년 선율이 호른 성부에서 솔로로

등장하는데, 이 때 다른 아리랑에서처럼 설명하는 부분 없이 곧바로

선율이 제시된다(악보 5-28).

[악보 5-28] 한오백년 선율

[악보 5-29]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67-75 호른 성부에 나타나는 한오백년

이어 마디 76-108에 등장하는 밀양 아리랑은 메기는 부분은 성악

에서(악보 5-30), 받는 부분은 클라리넷과 플룻에서 나타나는데(악

보 5-31), 성악과 기악(클라리넷과 플룻)의 서로 다른 음색으로 처

리함으로써 성격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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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0]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93-97

[악보 5-31]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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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밀양 아리랑에서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서로 다른 음

색으로 처리되었던 것처럼 마디 109-139의 진도 아리랑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받는 부분은 오보에(악보 5-32), 메기는 부분은 호

른과 성악에서(악보 5-33) 나타난다.

[악보 5-32]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123-127

[악보 5-33]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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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0-165에 나타나는 문경새재 아리랑은 민요의 원형 전체가

성악 성부에서 나타나며, 메기는 부분에서 호른이 성악 성부의 민요

의 선율을 함께 연주하며 음색을 보강하고 있다(악보 5-34).

[악보 5-34]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152-158



- 197 -

이후 마디 166-197에서는 헐버트 아리랑이 제시되는데, 이전까지

현악 파트가 민요 선율의 배경을 맡았던 것과는 달리 현악 파트는

빠지고 관악 파트가 화성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아리랑

들에서 단조의 다소 어두운 색채를 띠었던 것과는 달리, 헐버트 아

리랑 선율에 사용된 장조체계로 밝고 독특한 음색으로 인해 이전

아리랑들과의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악보 5-35).

[악보 5-35]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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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98-229는 본조 아리랑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는 성악성부와,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고음부에서 제시되는 바이올린 성부가 대비

를 이루고 있다(악보 5-36).

[악보 5-36]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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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30-265에서는 민요 본조 아리랑을 소재로 한 작곡가 본인의

창작곡 <통일 아리랑>이 사용되는 부분으로, 이 곡은 3박자 계열의

D장조 곡으로서 작곡가의 작품인 <아리랑 멜리스마>, <나비잠 아

리랑>에서도 등장한다(악보 5-37). 앞서 마디 30-37의 플룻 성부에

서 이 <통일 아리랑>의 메기는 부분이 연결구의 형태로 한번 제시

된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 선율은 마디 253에서 성악 성부에서 다

시 등장하며 작품 전체를 마무리한다.

[악보 5-37] 이인식, <아리랑 타령 2011>, 마디 2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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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리아리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은 2018년 박영란이 작곡한 곡으로 혼성 합창

과 4개의 타악기(오션 드럼, 심벌즈, 장구, 북), 피아노를 위해 작곡

되었다. 이 곡은 본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

리랑 등 여러 지역의 민요 아리랑 선율이 악곡의 곳곳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곡은 대한민국의 지나온 과거와 지금 현대, 그리

고 미래를 꿈꾸는 단계로 표현된다. 곡의 앞부분 “회상”은 일제 강

점기 때의 일상적인 시간, 연인간의 사랑, 이별을 표현 하고, 중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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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움”을, 마지막 부분은 “재회”를 통해 현재 21세기의 삶과

미래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지를 그리고 있다.49)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이 내 가슴엔 꿈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은 백두산 이라지 동지 섣달에도 꽃만 핀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쓰리쓰리쓰리랑 아라리요
아라리아라리 아라리요

악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곡은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아리아리아리랑>이 사용된 “Introduction”50)(마디

1-144)로 시작한다.

“Introduction" 부분은 ‘도-레-미♭,’ ‘솔-도-시♭’의 두 가지 음형이

주요하게 사용된다. 이 음형이 한 음씩 쌓이는 화음의 형태로 ‘아’라

는 가사로 제시된 후에, 마디 14부터는 분위기를 바꾸어 16분음표들

이 연달아 등장하는 빠른 멜로디가 등장한다. 이 부분의 음정은 앞

서 등장한 ‘도-레-미b’와 ‘솔-도-시b’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

지 온음표로 지속되던 음정(악보 5-38)을 16분 음표 12개로 분할했

고, 여기에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라는 가사를 붙였다. ‘아리’라

는 가사가 16분 음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빠르게 반복됨으로써 ‘아

리’라는 음운이 의성어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빠르게

재잘거리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악보 5-39)

49) 작곡가 박영란의 혼성합창을 위한 “아리아리 아리랑” 작곡 노트 중에서

50) 작곡가가 “Introduction”이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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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38] 박영란, <아리아리아리랑>,“Introduction”, 마디 1-9

[악보5-39] 박영란, <아리아리아리랑>,“Introduction”, 마디 14-16

이러한 ‘아리’ 음형의 반복은 마디 28까지 이어지다가 비로소 ‘아리

랑’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아리랑’이 등장하기 전까지 독특한 사

운드를 만들어내면서, 민요 아리랑의 선율과는 대비되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곡가는 이러한 서주 부분을 통해서 전통 민요

의 분위기와 작곡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모던한 분위기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이후 정선 아리랑이 사용된 '그리운 님 찾으러...'(마디

145-268)와 악장의 구분 없이 아타카로 연결된다.

세 번째 “회상”에서는 밀양 아리랑 및 강원도 아리랑이 사용되었

으며,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연결되어 있듯이 세 번째 “회

상”과 네 번째 “그리움”도 연결된다. 마디 169부터 시작되는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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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에서는 앞서 첫 번째에 등장하였던 <아리아리아리랑>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진도 아리랑이 나타난다.

마지막 “재회”에서는 본조 아리랑이 주로 나타나다가 작품의 시작

및 중간에 제시되었던 <아리아리아리랑>이 다시 나타나며 작품 전

체를 마무리한다.

이 곡은 기존의 민요 선율형태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선율의 배치

와 선율을 받치는 배경의 변화를 통해 작품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점으로, 이러한 작품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악장 “재

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회”에서는 본조 아리랑 선율의 반복에 의해 크게 5개의 부분으

로 구분되며, 이때 본조 아리랑 선율은 네 번의 반복에서 다양하게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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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은 여성

성부와 남성성부의 유니즌으로 우선 제시된다(악보 5-40). 이 선율

은 이후 마디 23에서부터 기존의 박자인 3/4 박자가 아닌 4/4박자로

변화하는데(악보 5-41), 이 때 남성성부에서 제시되는 기존 민요

선율에 여성성부에서 기존 민요 선율의 일부로 이루어진 음정이 등

장한다(악보 5-41).

[악보5-40] 박영란, <아리아리아리랑> “재회”, 마디 7-10

[악보5-41] 박영란, <아리아리아리랑>,“재회” 마디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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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장조의 조성이 A장조로 바뀌고 자진모리장단의 장구 반

주가 추가되며 음악의 박진감이 더해진다. 이때 ‘아리랑 아리랑 아

라리요’의 원래의 선율로부터 선율의 일부인 ‘아리랑’만을 따로 떼어

낸 음형이 테너와 베이스 성부에서 서로 시간차를 두고 제시되며

음악이 입체적으로 변화한다(악보 5-42).

[악보 5-42] 박영란, <아리아리아리랑>,“재회” 마디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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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여성 성부에서 제시된 원래의 선율은 B♭장조의 전조를

거쳐 남성 성부로 옮겨가고, 앞서 남성 성부에서 제시되었던 ‘아리

랑’의 일부 형태는 여성 성부에서 나타나는데, 앞서 테너와 베이스

가 선율의 일부를 주고받는 형태였던 것과 달리 선율의 일부가 화

성적인 배경으로 나타나며 화성적 색채를 보강한다(악보 5-43).

[악보 5-43] 박영란, <아리아리아리랑>,“재회”, 마디 56-58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성과 반주 악기의 편성에 타악기가 추가됨

으로써 앞서 작품의 특징으로 언급하였던 선율의 배치 및 배경의

변화를 통한 작품의 전개가 보다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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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규영, <아리랑>

진규영이 작곡한 <아리랑>의 편성은 혼성 4부 합창과 피아노 반

주로 이루어졌다. 본조 아리랑, 밀양 아리랑의 선율이 곡 전반에 걸

쳐 나타나며, 짧게 진도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의 원형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용된 선율의 순서를 나열하면, 본조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

선 아리랑, 다시 밀양 아리랑으로 마무리된다. 가사는 본조 아리랑

과 밀양 아리랑의 가사를 원형 그대로 사용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니가 잘나 그 누가 잘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야!

우-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쓰리쓰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에이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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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구리백동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야-

곡의 시작 부분에서는 민요 본조 아리랑의 선율이 유니즌으로 연

주하고, 중간 중간 작곡자에 의한 화성적 패시지가 삽입된다. 이후

허밍으로 연주하는 다성부 화음 위로 민요 선율이 전개된다(악보

5-44, 5-45).

[악보 5-44] 진규영, <아리랑>, 마디 24-30

[악보 5-45] 진규영, <아리랑>, 마디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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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2부터는 본조 아리랑의 선율 위로 진도 아리랑의 여음구인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이 장식적으로 추가되어 나타난다(악보

5-46).

[악보 5-46] 진규영, <아리랑>, 마디 72-77

마디 87부터는 알레그레토로 템포가 바뀌며 민요 밀양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음악이 전개되며, 대위적인 진행을 보인다(악보

5-47).

[악보 5-47] 진규영, <아리랑>, 마디 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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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2 부터는 템포가 느려지면서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등장

한다. 이전 f단조에서 c단조로 조성이 바뀐 가운데, 마디 161부터는

‘아리랑 아리랑’의 가사가 반복되며 음들이 상행하면서 긴장감을 고

조시킨다(악보 5-48).

[악보 5-48] 진규영, <아리랑>, 마디 142-147

마디 172에서는 다시 알레그레토의 템포로 돌아오며 밀양 아리랑

의 선율이 등장한다. 부점 리듬을 사용해서 한층 경쾌한 분위기로

전개되며 밝은 분위기로 곡을 끝마친다.

[악보 5-49] 진규영, <아리랑>, 마디 172-176



제목 작곡년도 작사 작곡 편성
아리랑 고개 1932 김동환 이흥렬 독창, 피아노
국토 아리랑 1964 이은상 윤용하 독창, 피아노

아우라지 1987 정공채 변훈 독창, 피아노
목포 아리랑 1992 허형만 김정수 독창, 피아노

아리랑 
소래포구 1998 이광녕 송재철 독창, 피아노
아우라지 1999 김창근 백승태 독창, 피아노

의병 아리랑 2001 김연갑 최영섭 독창, 피아노
신 아리랑 2002 양명문 고태은 독창, 피아노

대규모 혼성 
합창을 위한 
아리랑 Mass

2003 미사 
통상문 박정선 혼성 무반주

 합창
독도 아리랑 2006 윤연모 최영섭 독창, 피아노
삼 아리랑 2010 이원주 이원주 독창, 해금, 

피아노
강변 아리랑 2011 김성수 정애련 독창, 피아노
장터 아리랑 2013 김성수 정애련 독창, 사물북, 

피아노
심마니 아리랑 2013 심응문 정애련 합창, 피아노
소망의 아리랑 2015 홍순도 최영섭 독창, 피아노
금강산 아리랑 2015 이훈 최영섭 독창, 피아노
통일 아리랑 2017 공한수 최영섭 독창, 피아노

아리랑 산천에 김연갑 백병동 독창, 피아노
이응과 아리랑 임승천 박영란 독창, 피아노
사랑의 아리랑 서요한 최영섭 독창,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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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율에 민요 아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작품

[표 13] 선율에 민요 아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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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는 1932년 이흥렬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로 구성되었으며, 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쓰인 한국 최초의 가

곡이다.

이흥렬은 김동환의 노랫말에 아리랑의 받는 소리인 ‘아리랑 아리

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어서 넘자’ 부분을 가사로 사용했다. 이

흥렬은 1958년 세계일보에 투고한 글을 통해 아리랑의 세계화를 주

장한 음악가이기도 하다.50)

<가사>
천리 천리 삼천리에 그립든 동무가 모와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어서 넘자
서울 장안엔 술집도 만타 불평 품은 이 느는게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어서 넘자
꽃이 안폇다 죽은 나믈가 뿌리는 사랏네 꽃 피겟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어서 넘자
약산등대에 진달래꽃도 한폭이 피면 따라피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어서 넘자
삼각산 넘는 청제비 봐라 정성만 있으면 어딜 못 넘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어서 넘자

음악적 구조를 보면, A♭ 장조, 8/6 박자의 곡으로 2절의 노랫말

을 가진 유절가곡 형식의 곡이다. 전주와 간주를 제외하고 마디

7-29의 1절, 마디 36-58의 2절 마디 62부터 끝까지 후렴/종결구로

이루어지는 세 부분의 구조이다.

50) 이흥렬, “우리 민속음악과 세계화 문제-아리랑의 정서를 중심으로 하여, ” 『세

계일보』, 195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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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수직적인 화음으로 리듬을 들려주는 피아노 반주 위

에 선율이 얹히는 형태이며, 곡 전반에 걸쳐 이러한 반주 형태가 거

의 유지된다(악보 5-50).

[악보 5-50] 이흥렬, <아리랑 고개>, 마디 7-8

선율은 나타냄 말에 맞게 민요풍으로 전개된다. 한국 전통 민요에

서 흔히 사용되는 4도/8도 도약과 겹박자 계통, 꾸밈음을 사용하여

민요의 향취를 끌어올렸다. 기존 아리랑이 공유하는 한의 정서를 조

금 퇴색시키는 대신 희망찬 가사를 써서 그리운 동무를 보고 싶은

마음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을 슬프지 않게 표현하고 있

다(악보 5-51).[악보 5-51] 이흥렬, <아리랑 고개>,마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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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에서 처음으로 ‘아리랑’이 등장한다. 기존 아리랑의 선율을

차용하지는 않았으나, 아리랑 고개의 모습을 언덕 모양으로 상승-하

강하는 멜로디의 형태로 표현하였다(악보 5-52).

[악보 5-52] 이흥렬, <아리랑 고개>,마디 13-16

도미넌트에서 반음씩 상승하는 화성진행으로 A♭장3 화음과 나란

한 화음 관계인 단3 화음으로 흘러간다. 계속 수직적으로 진행되던

피아노가 마디 20부터 처음으로 멜로디를 더블링한다. 마디 21-23에

서는 멜로디가 8도 도약을 반복하며 2성부 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

는데, 이것은 우리 민요의 메기고 받는 소리를 연상케 한다(악보

5-53).

[악보 5-53] 이흥렬, <아리랑 고개>,마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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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부분은 총 5번 등장하는데, 각 절의 초

반부에 나오는 ‘아리랑 아리랑’은 8분 음표 리듬으로만 이루어져 있

고, 각 절의 후반부에서는 부점 리듬이 섞여서 조금 더 흥겨운 느낌

을 준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는 전부 부점

리듬으로 되어 있고, 그 전 ‘아리랑’들이 순차진행 위주로 진행하던

것과 대조되게 음고가 E♭에 고정되어 곡이 절정에 달하게 한다(악

보 5-54).

[악보 5-54] 이흥렬, <아리랑 고개>,마디 66-67

2) <국토 아리랑>

<국토 아리랑>은 1964년 윤용하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유절형식으로 이은상의 시로 쓰여진 이

곡은 창가풍의 밝고 단순한 노래이다.

가사의 주제는 우리나라와 우리 강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담

은 것으로, 아리랑의 후렴구와 더불어 주제를 담은 ‘내 나라 내 강

산 잘 생겼지’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 당시의 시대상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51)

51) 한국가곡 연구소“ 아리랑 한국 예술가곡”의 곡 설명 중 발췌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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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내 사랑 네 사랑 누가 잘 생겼나
내 나라 내 강산 잘 생겼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나라 내 강산 잘 생겼지

이 나라 저 나라 어디가 좋더냐
내 나라 내 강산 제일 좋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나라 내 강산 잘 생겼지

A♭장조, 4/4 박자의 이 곡은 전체적으로 I-IV-V의 화음을 사용

하고 있으며, 피아노 반주는 성악 선율을 포함하여 단순 반주를 하

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다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부분에서는 멜로디를 포함한 반

주가 아닌 트레몰로와 셋잇단 음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앞부분

과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또한 마디 15의 ‘아라리요’부분을 멜리스

마로 표현하여 가사를 강조하고 있다(악보 5-55).

[악보 5-55] 윤용하, <국토 아리랑>, 마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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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우라지>

<아우라지>는 1987년 변훈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2부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해있는 아우라지는

물길을 따라 한양으로 목재를 운반하던 유명한 뗏목 터로 각지에서

모여든 뱃사공들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며, 정선 아리랑

의 가사 유래지로 유명한 곳이다. 뗏목과 행상을 위해 떠난 사랑하

는 님을 애타게 기다리다, 돈 많은 상인에게 팔려갈 운명에 처한 처

녀가 아우라지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있다.

이 곳을 여행하다 우연히 이 전설을 들은 작곡가 변훈이 정공채

시인에게 가사를 부탁해서 이 곡이 만들어졌다. 또한 작곡가는 독일

라인 강변의 로렐라이 동상처럼 아우라지에 처녀상을 세우기도 하

였다.

<가사>
1.아우라지 강가에 수줍은 처녀
그리움에 설레어 오늘도 서있네

똇목 타고 떠난 님 언제 오시나
물길 따라 긴 세월
흘러흘러 갔는데

아우라지 처녀가 애 태우다가
아름다운 올동백 꽃이 되었네

2.아우라지 정선에 애닯은 처녀
해가 지고 달 떠도
떠날 줄 모르네

뗏사공이 되신 님가면 안 오나
바람 따라 흰 구름
둥실둥실 떴는데

아우라지 처녀가 애 태우다가
아름다운 올동백 꽃이 되었네

음악적인 면을 살펴보면 3/4박자, d단조의 곡으로 구조는 a b a'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절형식을 띠고 있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악 선율에서 2분 음표와 4분 음표로

이루어진 리듬 패턴이 반복되며, 반주에서도 왼손 베이스, 오른손은

화성을 연주하는 패턴이 유지되는데, 마치 강 물결을 연상 시키는

듯한 이 음형이 곡 전반에 나타난다(악보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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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6] 마디 9-12

4) <목포 아리랑>

<목포 아리랑>은 1992년 김정수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허형만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이 곡의 내용은 떠나간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민요 아리랑의 정서와 맥을 같이한다. 노랫말 안에는

본조 아리랑과 진도, 강원도 아리랑의 가사의 단편들이 후렴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는 진도 아리랑의 가사이며, 중간 부분에 나오는 ‘아리랑

아리스리랑’은 진도와 강원도 지방의 아리랑에 사용하는 가사이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청계라 승달산은 높지도 않건만
무안 넘어 나주 넘어 떠나신 님은
아주까리 익기 전에 오신단 님은
동백꽃피고 복사꽃 펴도 올 줄을 모른다
동백꽃 복사꽃이야 한철이지만
사시장천 이내사랑은 언제나 필고
아리랑 아리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
심학도라 앞바다로 태산 같은 저 파도야
우리 님네 고기배가 오실 날자 되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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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그리 성화드냐 용왕님이 시키드냐
훨훨훨훨 갈매기만 무심하게 떠든다
박제상네 마나님은 망부석이나 되었건만
돌도 못된 이내몸은 부초밖에 못되겠네 못되겠네
부초밖에 못되겠네 음 - - -

음악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 곡은 E장조, 통절 형식의 곡으로 가사

의 내용과 전개의 흐름에 따라 3/4-6/8-9/8-6/8로 박자가 변한다.

마디 9부터 마디 16에 등장하는 여덟 마디의 선율과 화성이 곡 전

반에 걸친 중심 주제로 볼 수 있으며, 이 선율은 전주 부분에서는

옥타브로 연주하는 멜로디와 아르페지오 반주 형태로 먼저 등장하

고, 후반부 마디 71에서는 8분의 6박자의 형태로 확장되어 나타난

다. 마디 50부터는 8분의 6박자로 박자가 바뀌면서, 후반부가 시작

되는데, 이 부분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님을 기다리는 애절

한 마음을 민요풍의 리듬으로 한층 격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악보

5-57).

[악보 5-57] 김정수, <목포 아리랑>, 마디 9-10



- 220 -

마디 17부터 등장하는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프의 음형을 연상시

키는 아르페지오 반주 위로, 전반부에 등장한 주제 선율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악보5-58).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 때문에 자신은

떠다니는 부초밖에 못되겠다는 체념의 심정을 음악적으로 묘사하면

서, 다이내믹이 점점 여려지다가 피아니시모로 마무리한다(악보

5-59).

[악보 5-58] 김정수, <목포 아리랑>, 마디 71-74

[악보 5-59] 김정수, <목포 아리랑>, 마디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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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리랑 소래포구>

<아리랑 소래포구>는 1998년 이광녕의 가사에 송재철이 곡을 붙

인 것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로 이루어졌다. 제목을 제외하고

선율이나 가사에서 아리랑을 찾아볼 수 없다.

가사는 에너지가 넘치는 소래포구의 풍경과 만선의 꿈을 표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
1. 아무려엄 좋구 말구 어서어서 오시구려
천하 명소 다 놔두고 소래포구 오는 뜻은
강물처럼 밀려오는 뜨거운 그리움과
지난 날의 슬픔 딛고 갯바람 난 인심일세
에에헤야 어화둥둥 소래다리 뜨는 구나
신바람 난 아낙네의 옷소매도 올라간다

2. 아무려엄 좋구말구 어서어서 오시구려
경향각지 구경꾼이 소문 듣고 몰려드는
짠물 따라 마음 끌려 강바닥이 들썩들썩
고향 찾는 우리 인생 갯바람난 인심일세
에에헤야 어화둥둥 밀려드는 고동소리
만선의 고깃배도 출렁인다

악곡의 형식을 살펴보면, F장조의 유절가곡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9/8 박자, 다섯 마디의 전주는 성악 선율에서 그대로 반복된 후, 6/8

로 변박한다. 반주에서 장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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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0] 송재철, <아리랑 소래포구>,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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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우라지>

<아우라지>는 1999년 백승태가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

아노로 구성되었다.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 두 개의 물줄기 사이에

떨어져 있는 연인이 만날 수 없는 정선 아우라지의 안타까운 전설

을 담은 김창근의 가사를 바탕으로 피아노 반주에 묘사적인 기법이

잘 나타난다.

<가사>

다들 떠나고 없는 이 겨울 나루에는
얼어붙은 냇가 잊혀진 여자처럼
빈 배 한 척 버려져 있고

물이 넘쳐 애타게 배를 기다리던 옛처녀는
정선 아리랑 가락 속에
전설되어 떠돈다고 하는데

행여 얼음이 풀리면
내를 사이하여 오갔던 그 사랑이
싸릿골 올동백으로나 다시 열릴까

구절리에 와서 구절리에 와서 여랑역을 떠나는
게으른 게으른 낮 기차
아우라지 겨울잠을 깨우고
아우라지 겨울잠을 깨우고

d 단조, 3/4 박자의 곡으로 통절가곡 형식을 띠고 있다. 가사에

따라 3/4 박자와 4/4 박자를 넘나들며 변박한다.

선율을 이루는 음들을 살펴보면, 한국 5음 음계 전통선법인 계면

조와 유사하다. 눈물이 흘러 얼굴에 금을 긋는다는 뜻의 계면조는

두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연인의 애절한 이야기와 정

서를 같이 한다(악보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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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1] 백승태, <아우라지>, 마디 5-8

3/4 박자이지만 9/8 박자를 연상케 하는 셋잇단음표 위주의 곡이

다. ‘아우라지’ 강이 위치해 있는 강원도 정선의 민요 정선 아리랑은

9/8박자이다. 정선 아리랑에서 사용된 당김음은 이 곡의 마디 13, 마

디 21, 마디 26 등에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피아노 왼손은 화음, 오른손은 셋잇단음표 위주의 5음

음계 단선율이 주로 나타나고, 정박 위주의 노래 멜로디가 그 위에

얹히며 2:3 리듬을 형성한다(악보 5-62).

[악보 5-62] 백승태, <아우라지>, 마디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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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에 들어서 반주형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오른손은 노래 멜

로디를 같이 치고 왼손은 옥타브 동음반복 트레몰로를 하며 마디

20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점차 고조되며, 배를 기다리던 처녀의 애타

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악보 5-63).

[악보 5-63] 백승태, <아우라지>, 마디 18-20

7) <의병 아리랑>

<의병 아리랑>은 2001년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의 위촉으로 최영

섭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가사는 김연갑의 노랫말을 사용했으며, 가사의 내용은 일제 강점

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의 항일 정신을 상기하고

투쟁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노래이다52). 우리 민족정신

과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사를 후렴

구처럼 사용했으며, 마지막 문장 ‘아리랑 고개를 얼른 넘자’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아리랑 고개’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가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가사>
여봐라 대장부 대장부 만들어라 서로가 앞장서 대적하라
우리 힘 겨룰 이 그 누구냐

52) 한국가곡 연구소 “아리랑 한국예술가곡” 작품설명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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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땅 사이 우리 뿐이라 우리 뿐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네 의병들 일어섰다

여봐라 대장부 대장부 만들어라 남아의 뜻으로 나서거라
수십만 왜적을 그냥 두랴
하늘과 땅 사이 우리 뿐일세 우리 뿐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우리네 의병이 맡으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얼른 넘자

음악적 구조를 보면, 이 곡은 F장조 4/4 박자, 2절의 유절가곡 형

식을 띠며, 가사의 내용에 맞춰 ‘용맹스럽고 활기차게’라는 나타냄

말이 적혀 있다(악보 5-64).

[악보 5-64] 최영섭, <의병 아리랑>, 마디 1-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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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분에 부점과 셋잇단음표를 이용한 행진곡 풍 리듬으로 의

병의 기개를 드러내고 있으며, 곡 전반에 걸쳐 이러한 형태의 반주

가 계속 이어진다. 민요 아리랑의 여음을 가사로 사용한 후렴구,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부분은 12/8 박자로 변박되어 이전 부분과

대조되는 전개를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행진곡 풍 리듬이 사용된

이전과는 달리 분산화음을 사용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통해 민요 아

리랑의 정서와 유사한 음악을 전개한다. 마디 67부터 등장하는 마지

막 후렴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래를 얼른 넘자’에서

는 아르페지오 화음에 이어 수직적인 화음 진행이 이어지면서,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하루 속히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악보 5-65).

[악보 5-65] 최영섭, <의병 아리랑>, 마디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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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 아리랑>

<신 아리랑>은 2002년 고태은이 작곡한 곡으로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양명문의 시에 곡을 붙였으며, 본조 아리랑을

소재로 창작한 김동진의 <신 아리랑> 또한 같은 시를 가지고 작곡

했다.

전통적 이론에 기초하면서 새로운 화성을 구성하여 작곡한 곡이

다.

<가사>
아-아-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싸리문 여잡고 기다리는가
기러긴 달밤을 줄져간다

모란꽃 필 적에 정다웁게 만난 이
흰 국화 시들 듯 시들어도 안 오네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타까운데
가슴에 얽힌 정 풀어볼 길 없어라

아-아리랑 아-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아리랑 아-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초가집 삼간을 저 산 밑에 짓고
흐르는 시내처럼 살아 볼까나

아- 아리랑 아-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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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박자의 통절가곡으로 무조 음악이지만 전체적으로 c단조의

분위기를 내고 있다. ‘아리랑’의 가사가 등장할 때 본조 아리랑의

리듬이 변형되어 나타나며, 피아노 반주부에서도 이 리듬형의

변형이 곡 전반에 걸쳐 현대적 조성 안에서도 유기적인 역할을

한다(악보 5-66).

[악보 5-66] 고태은, <신 아리랑>, 마디 6-13

초반은 G 음을 중심으로 도미넌트와 여러 음들을 풀어나간다. 이

곡은 기존 조성 곡들처럼 전통화성을 쓰지 않았고 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있지만 감5도, 완전4도, 반음계적 요소 등의 음소재

사용을 통해 조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리랑에 대한 현대적

시도로 보인다. 아리랑 가사가 처음 나올 때는 ‘아’를 감5도의

관계로 길게 늘임으로써 피아노와 음소재를 주고받았다(악보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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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67] 고태은, <신 아리랑>, 마디6-8

그 후 ‘아리랑’이 나올 때는 반음(단2도)의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며

선율을 길게 늘인다(악보 5-68).

[악보5-68] 고태은, <신 아리랑>, 마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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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93-98의 ‘고개를 넘어 간다’ 부분에서 포르티시모의

다이나믹과 9도의 매우 큰 도약을 하여 ‘넘어 간다’라는 가사를

그림 그리듯이 강조하며 워드페인팅의 효과를 주고 있다(악보

5-69).

[악보 5-69] 고태은, <신 아리랑>, 마디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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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부분은 높은 C의 성악 선율과 처음처럼 G의 중심 음을 사용한

피아노로 웅장하게 마무리된다. 이 곡의 핵심 음소재는 감5도와

완전 4도인데, ‘간다’ 가사에 사용된 것처럼 풀어서 쓰기도 하고

마디 123의 반주에 쓰인 것처럼 수직적으로 쓰이기도 한다(악보

5-70).

[악보 5-70] 고태은, <신 아리랑>, 마디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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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정선 <대규모 혼성 합창을 위한 아리랑 Mass>

<대규모 혼성합창을 위한 아리랑 Mass>는 2002년 박정선이 작곡

한 작품으로,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의 5개

의 악장으로 구성된 무반주 혼성 합창곡이다.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가사로 사용했다. 여러 지방의 민요 아리랑

중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이 우리의 정서에 절실히 와 닿는다고 생

각하여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을 소재로 하였다. 선율에 아리랑의 원

형을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강원도 아리랑의 메나리 음형(장2도+단

3도)과 서양음악에서의 꾸밈음을 뜻하는 시김새를 접목하여, 서양의

종교 음악으로 표현했다53).

53) 박정선과의 전화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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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1. Kyrie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2.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roriam
tuam.
Domine Deus, Rex co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 ili unigenite, J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 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Jesus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3. Credo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factorem ca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 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 Deo.
lumen de lumine,
Deum verum de Deo vero.
Genitum, non factum,
consubstantialem Patris:
per quem omnia facta sunt.
Qui propter n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aelis.
Et incarnatus est d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homo factus est.
Crucifixus etiam pro nobis
sub Pontio Pilato passus, et
sepultus est.
Et resurrexit tertia die,
secundum Scripturas.
Et ascendit in caelum : sedet
ad dexteram Patris.
Et iterum venturus est cum
gloria, judicare vivos et
mortuos
cujus regni non erit finis.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 ilioque
procedit.
Qui cum Patre et F ilio simul
adoratur, et conglo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rophetas.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Confiteor unum baptisma in
remissionem peccatorum.
Et exspecto resurrectionem
mortuorum.
Et vitam venturi saeculi.
Amen.

4-1. Sanctus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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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enedictu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elsis.

5. Agnus Dei
Agnus Dei, qui tolis peccata
mundi :
miserere nobis.
dona nobis pacem.

악장별로 살펴보면 1.키리에, 4.베네딕투스, 5. 아뉴스 데이의 세

악장에 민요 아리랑의 특징이 나타난다. 주로 메나리 토리의 ‘라솔

미’ 음형을 변형시켜 음악의 곳곳에 배치했는데, 마디 16의 세 번째

박을 보면 장2도 + 단 3도의 메나리 음형을 감2도 + 감2도로 변형

하여 선율 진행 방향을 바꾸었고, 마디 17의 셋째 박 또한 단 3 +

감2 로 음정을 변형한 후 역행한 것을 알 수 있다(악보 5-71).

[악보 5-71] 박정선, <대규모 혼성합창을 위한 아리랑 Mass>, 키리

에 테너성부 마디 15-18

또한 시김새 중 서양음악의 앞 짧은 꾸밈음과 유사한 꺾는 소리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역방향인 아래에서 위로 나타내거나, 또 그 위

치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이즈의 맨 앞이 아닌 프레이즈 중간

이나 맨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하거나 한 프레이즈 내에서 두 번씩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악보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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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2] 박정선, <대규모 혼성합창을 위한 아리랑 Mass>,

Kyrie 소프라노 성부 마디 32-35

10) <독도 아리랑>

<독도 아리랑>은 2006년 최영섭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사단법인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의 위촉

을 받아 작곡되었으며, 독도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담은 윤연모의

노랫말을 서양의 화성법으로 표현했다.

<가사>

바다 멀리 어미 땅 그리워
그리워
한반도 사랑 순백으로 키웠네
흰 옷 입은 동방의 선비나라
무궁화라 영원하라 노래하네
동해의 외로운 동해의 외로운
섬지기 독도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랑 노래하네
희망의 섬 독도에서 들려오네
푸른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바다 멀리 어미 땅
그리워 그리워
한반도 사랑 순금으로 키웠네
온누리에 빛나는 겨레의 얼
파도가 노래하네 아리아리랑
동해의 외로운 동해의 외로운
섬지기 독도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랑 노래하네
우리섬 독도에서 들려오네
푸른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랑

악곡의 구조를 보면 A♭장조, 4/4 박자의 곡으로 통절가곡 형식을

가진다. 전통 선법보다는 서양적인 화성과 멜로디를 사용하며 극적

인 다이나믹을 사용해 위풍당당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마디 6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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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반주는 국악 장단의 리듬과 유사하고, 화음을 구성하는 음들도

아르페지오 부분과 달리 5음 음계 구성음에 가깝다.

[악보 5-73] 최영섭, <독도 아리랑>, 마디 4-6

마디 8 에서는 왼손 트레몰로, 셋잇단음표 아르페지오, 수직적인 화

음의 반주가 혼용되어 있다(악보 5-74).

[악보 5-74] 최영섭, <독도 아리랑>, 마디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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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8부터는 마디 7-8과 유사한 트레몰로 진행이 나온 뒤 새로

운 반주형이 등장하는데, 화음을 연타함으로써 곡의 절정으로 힘차

게 달려가고 있다(악보 5-75).

[악보 5-75] 최영섭, <독도 아리랑>, 마디 28-30

모데라토 부분은 ‘민속풍으로’ 라는 나타냄 말처럼 피아노 반주에

민속적인 국악 리듬이 등장한다. 홀로 위풍당당하게 동해를 지키는

독도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악보 5-76).

[악보 5-76] 최영섭, <독도 아리랑>, 마디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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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 아리랑>

<삼 아리랑>은 이원주가 2010년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성악, 해

금,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다. 삼 아리랑은 삼베를 짜며 님을 그리

는 사랑 노래로 대한민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의 아리

랑이다. 작곡가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채보된 북한의 아리랑 악보

를 보게 되고 그 중 삼 아리랑의 특별한 애달픔에 매료되어 이곡을

작곡하게 되었다. 초연은 3악장의 클래식 기타 솔로곡으로 발표되었

으며, 2008년 해금과 피아노의 듀오 편성으로, 2010년에는 3악장의

곡을 1, 3악장 위주로 다듬고 가사를 붙여 소프라노, 해금, 피아노의

트리오 편성으로 발표하였다.

깊은 사랑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은 애틋한 마음과 좌절, 원망,

행복을 비는 마음 등을 표현한 곡이다. 새로운 선율에 작곡가가 직

접 가사를 붙였으며, 아리랑의 받는 부분의 가사가 혼용되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길고 기나긴 날
또 어이해 어이해
나 홀로 어이해 기다리나
사랑 내 맘속에 살고 지고

천 번을 부르면
한 번 쯤은 돌아보시려나
만 번을 불러도
아니 돌아보려나
다만 아무렴 괜찮다고

꽃이나 되어볼까
자그만 뜰에
나비나 되어볼까
고운님 눈에 어른거리는

3/4박자, E 장조의 곡으로 통절형식을 띠고 있다. 새로운 선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사는 민요 아리랑과 같이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차용하고 쓰고 있다. 이 곡의 특징은 성악과 해금에서 나타나는 대

위적인 모습으로 성악선율 시작되는 마디 5부터 마디 13까지의 주

제 선율이 시간차를 두고 해금에서 나타나며, 이 같은 형태는 곡의

종반까지 나타난다(악보 5-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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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7] 이원주, <삼 아리랑>, 성악 성부 마디 5-9

[악보 5-78] 이원주, <삼 아리랑>해금과 피아노 성부 마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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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변 아리랑>

<강변 아리랑>은 2011년 정애련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된다. 한 많고 설움 많은 남도 민요 ‘진도 아리

랑’의 어느 대목처럼 작곡하겠다는 의도 아래, 진도 아리랑이 가진

형식을 강변아리랑에 접목 시켜 김성수의 노랫말을 붙였다.

2011년 베를린 인도주의(HVD)초청으로 이뤄진 베를린 필하모니

에서의 단독공연을 위한 작품으로 한국가곡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

해 달라는 독일 측의 요구가 있었다.55)

<가사>
진달래 흐드러진 그 봄은 가고
그대 없는 강가에 기억이 흐르네
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 바람같은 세월 지나면 흔적없고
생의 기억들 꽃잎되어 흐-흐-흐-르네
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물빛 비친 하늘 떠가는 구름처럼
우리의 꿈은 그렇게 부풀었고
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청천하늘 잔별처럼 그 많던 소원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기다림만 흐르네
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악곡의 형식은 f 단조, 4분의 3박자의 3절 유절가곡 형태를 띠고

있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진도 아리랑의 후렴구인 ‘아리랑 아리

랑 스리스리랑’ 이 등장한다. 진도 아리랑의 메기고 받는 부분의 구

성과 같이, 이 곡은 a-b-c-b-d-b-e-b의 형태를 이룬다.

아리랑의 가사가 나타나는 후렴구 멜로디를 피아노에서 먼저 제

시한다. 민요 풍 꾸밈음과 시김새를 사용하여 전통 가락의 느낌을

55) 정애련의 강변 아리랑 작곡 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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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선율의 움직임이 돋보이도록 단순한 반주형을 썼다(악보

5-79).

[악보 5-79] 정애련, <강변 아리랑>, 마디 1-4

‘진달래’ 가사에서 ‘라솔미’의 메나리 음형이 변형되어 나타나며 전통

적인 느낌을 준다. 멜로디는 주로 5음 음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화성

적인 반주가 동반된다(악보 5-80).

[악보 5-80] 정애련, <강변 아리랑>, 마디 5-8

마디 21-22 에서 진도 아리랑의 리듬을 차용하여 남도 민요와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 23마디에서 ‘흐 흐 흐’ 라는 가사에 슬러 스

타카토를 붙여서 마치 흐느끼는 듯 한 효과를 내었다(악보 5-78).

진도 아리랑 리듬은 33-34마디의 간주에서도 등장한다(악보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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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1] 정애련, <강변 아리랑>, 마디 21-24

[악보 5-82] 정애련, <강변 아리랑>, 마디 33-34

13) <장터 아리랑>

<장터 아리랑>은 정애련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사물북,

피아노 반주 구성되었다. 2011년 베를린 인도주의(HVD) 초청으로

이뤄진 베를린 필하모니에 단독 공연을 위한 작품으로 작곡되었다.

가사의 내용은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흥겨운 축제

의 한마당을 펼친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과 북으로 분

단된 우리나라, 그리고 동과 서로 나뉘었다가 통일된 독일의 상황을

반영해 ‘남으로 북으로 바삐 달리던 길들이’, ‘동으로 서로 흩어진 분

주한 마음도’라는 가사들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곡 중간 중간에는 어우러짐과 축제라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민요

아리랑의 여음구가 사용되었다.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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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랑 아랑’이 등장하며, 그 외에 ‘얼쑤’, ‘허이’,

‘좋다!’와 같은 추임새가 사용되어 우리 전통 민요의 정서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가사>
얼쑤 좋-다! 장터 한바퀴 돌아볼꺼나~
어험(큰기침)후 양반걸음 걷는다(두리번) (두리번) --
남으로 북으로 바삐 달리던 길들이
오늘 모여 어우러진 정겨운 한마당
동으로 서로 흩어진 분주한 마음도
여유롭게 흥정하는 우리네 장터엔
계산도 놀이가 되고 거래도 축제가 되고
형님이요 아우님 허허허허허
막걸리 한사발로 형제가 된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엿장수 가윗 소리에 어깨춤이 절로 나고
물건보다 마음을 재물보다 사람을 얻는
민초들의 인심 속에 장날 해가 저무네
아리아리스리랑 아랑 허이

음악적인 면을 살펴보면 e단조의 통절형식을 띠고 있으며, 피아노

반주 이외에 사물북이 첨가 되어 있으며, 이는 선이 굵고 씩씩한 노

랫소리와 함께 전통적인 장터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며, 그로 인

해 발생하는 흥겨움과 활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마당극과 같이 노래가 시작 하기 전에 대사와 지문을 통해서 노래

의 흥을 돋우는 것도 이 곡의 특징이다(악보 5-83).

[악보 5-83] 정애련, <장터 아리랑>, 마디 1-5



- 245 -

가사에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선율은

아니지만 리듬에서 민요 진도 아리랑의 리듬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 5-84).

[악보 5-84] 정애련, <장터 아리랑>, 마디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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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마니 아리랑>

<심마니 아리랑>은 2013년 정애련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혼성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아리랑과는 무관하며, 심

응문의 가사를 사용했는데, 삼을 본 기쁨의 아리랑과 돌아가신 어머

니를 안타까워하는 아리랑가락이 교차되며 나타난다. 제12회 대한민

국 창작합창축제에서 서울시합창단의 위촉작으로 쓴 작품이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어머니 병환 중에 찾아 헤맨 삼 한뿌리
북망산 가신 후에야 눈에 띄니 왠일인고
심봤다 심 봤구나 심을 보면 무얼해
가신 어매 서러워서 무덤가에 묻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심봤다 심봤다 심 이로구나

심을 보면 무얼해 가신 어매 서러운데
찾아 헤맨 삼 한뿌리 눈에 띄니 왠일인고
한뿌리 드셨다면 지금 까적 뵈올텐데
어마니는 말이 없고 잡초들만 무성해

무덤 곁 묻사오니 어서 빨리 잡숫고
오늘 밤 내 꿈속에 잠시라도 오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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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구성은 a 단조, 3/4박자의 통절가곡 형식을 띠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삼을 찾은 기쁨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템포와 박자의 변화로 표현하였다. 마디 1-33까지는 빠르지 않은

3/4박자, 마디 35-78까지는 6/8박자 알레그로로 구간이 나누어진다.

6/8 부분은 ‘삼을 찾은 심마니의 아리랑’이지만, 첫 부분과 같은

조성을 공유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

마디 79-102는 다시 느린 3/4, 마디 103-146는 빠른 6/8,

147-164마디는 느린 6/8, 그리고 마디 165부터 끝까지는 빠른 6/8의

연장으로 반음 올린 B♭단조의 화려한 종결구이다.

마디 1-32까지는 피아노 없이 합창으로만 진행된다. 첫 소절에서

소프라노와 알토 성부가 같은 멜로디를 유니즌으로 부르는데, 이는

4성부 합창이 나오기 전에 전통 민요다운 멜로디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아리랑이 노래하는 한의 정서를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국악의 메나리 음형(라솔미)을 이용하여 민요적인 느낌을 냈다(악보

5-85).

[악보 5-85] 정애련, <심마니 아리랑>,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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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을 이루던 네 성부가 ‘심봤다’ 대목에서 잠시 유니즌으로

변한다. 이 곡의 제목인 <심마니 아리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사이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네 성부가 동시에 한

선율을 노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5-86).

[악보 5-86] 정애련, <심마니 아리랑>, 마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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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인 마디 33의 아리랑은 삼을 찾은 심마니의 아리랑이

다. 첫 부분의 ‘아리랑’과 음 구조는 똑같으나 리듬을 다르게 운용하

고 있다. 처음으로 메조 포르테가 등장하여 조금 더 흥겨운 느낌을

준다. ‘아리랑’ 가사와 ‘심봤다’ 가사에서 S, A-T, B끼리 같은 선율

을 주고받으며, 메기고 받는 형식을 연상시킨다(악보 5-87).

[악보 5-87] 정애련, <심마니 아리랑>, 마디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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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9부터 테너 독창 선율과 함께 3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피아노가 흘러가는 16분 음표 위주의 애상적인 반주형으로 바뀐다.

마디 87-88 에서 4성부가 전부 유니즌으로 나온 뒤 마디 89부터

피아노가 수직적 화음으로 박절감을 주며 비장한 느낌을 준다(악보

5-88).

[악보 5-88] 정애련, <심마니 아리랑>, 마디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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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7에서는 첫 부분의 소프라노-알토 선율에 리듬이

변형되어 앞부분을 회상하고 있다. 이후 B♭ 단조로 전조되어 삼을

찾은 심마니 부분으로 넘어간다. 템포는 다시 알레그로로 바뀌는데,

피아노까지 합세하여 매우 강한 옥타브 유니즌으로 화려한

종결구를 만들고 소프라노는 최고음 B♭까지 도달하여 곡이 끝날

때까지 그 음을 유지하며 곡을 종결한다(악보 5-89).

[악보 5-89] 정애련, <심마니 아리랑>, 마디 157-158, 마디 1-2

15) <소망의 아리랑>

<소망의 아리랑>은 2015년 최영섭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

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된다. 가사는 홍순도의 노랫말을 사용했으며,

소망, 사랑과 인내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의지를 담은 아리랑

으로, ‘아리아리아리랑’이 조흥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사>

1. 물 없는 구름 정처 없이 떠돌고
열매없는가을나무뿌리째 뽑혀도

소망의 자리엔 사랑이 찾아들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네

아리아리아리랑 소망의 아라리요
아리아리아리랑 소망의 아리랑

2.큰 소망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쉬지 않으리니

끝까지 인내로 이기는 인생이라야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보리라

아리아리아리랑 소망의 아라리요
아리아리아리랑 소망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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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장조, 4/4박자의 곡으로 통절가곡 형식을 띠고 있다. 잦은 악센

트 사용이 특징적이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행진곡 풍 5음 음계 멜로

디가 위풍당당한 느낌을 준다(악보 5-90).

[악보 5-90] 최영섭, <소망의 아리랑>, 마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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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인 1-24마디는 활기차고 힘 있는 화음 반주로 강박을 치거

나 당김음을 연주한다. 멜로디에서는 셋잇단음표와 부점 리듬이 혼

용되어 나타난다(악보 5-91).

[악보 5-91] 최영섭, <소망의 아리랑>, 마디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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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4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반주형이 전통 민요 리듬으로

바뀐다. 오른손 화음으로 연주되던 리듬은 마디 28에서 왼손으로 넘

어가 타악기적 역할을 한다. ‘아리아리 아리랑’ 가사가 처음 등장할

때 피아노가 옥타브 유니즌으로 멜로디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며 순

간적으로 가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바로 다음 마디인 마디 28

에서 국악 장단 반주로 돌아오지만, 마디 31에서 전반부에 등장했던

당김음이 잠깐 재등장하며 리듬 패턴에 다양성을 준다(악보 5-92).

[악보 5-92] 최영섭, <소망의 아리랑>, 마디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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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강산 아리랑>

<금강산 아리랑>은 2015년 최영섭이 작곡한 곡으로 편성은 독창

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진다. 2000년 5월에 금강산 탐방에 올랐던

작곡가가 광복 70주년 기념의 해인 2015년 다시 금강산을 찾은 것

을 기념하고자 이훈의 시에 곡을 붙였다.46)

<가사>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반도 중심에 우뚝 솟은 우리 금강산
역사의 질곡으로 둘로 갈라져 큰 설움 남았지만
한마음 되어 찬란한 금강산 열려 이백만 명 다녀왔네
아 그리운 금강산 기필코 열려 그 기상 세계만방 떨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반도 중심에 우뚝 솟은 우리 금강산
태평양을 가슴에 품고 그 기상 세계를 향하니
새천년 금강산 기상으로 우리 민족 하나되네

아 그리운 금강산 기필코 열려 그 기상 세계만방 떨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금강산 찬란히 빛나 세계를 밝히니
한반도 평화 통일로 영원토록 번영 하네
위기에 처한 촌에도 평화의 서광 비치리

아 그리운 금강산 기필코 열려 그 기상 세계만방 떨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F 장조, 12/8박자의 곡으로 통절형식의 곡이다. ‘통일의 염원 품고,

민속적으로’ 라는 나타냄 말에서 알 수 있듯 장단을 나타내는 피아

노 반주부와 5음 음계를 연상케 하는 선율로 민속적인 분위기를 낸

다. 마디 8-17까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사가 등장한다. 첫

부분 멜로디에 쓰인 선법은 F 우조로, 밝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전

통 선법이다. 반주에는 민요의 장단을 표현한 리듬을 사용했다(악보

5-93).

46) 최영섭의 작곡 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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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3] 최영섭, <금강산 아리랑>, 마디 8-17

마디 19부터 아리랑 이외의 가사가 나오며 2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전통 리듬에서 강박을 치는 형태로 반주를 바꾸어 우뚝 솟은 금강

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악보 5-94).

[악보 5-94] 최영섭, <금강산 아리랑>, 마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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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6부터 세 번째 부분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가 시작된다.

첫 부분과 같은 가사지만 음정이 계단식으로 상행 도약하며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흘러간다(악보 5-95).

[악보 5-95] 최영섭, <금강산 아리랑>, 마디 36-38

17) <통일 아리랑>

<통일 아리랑>은 2017년 최영섭이 작곡한 곡으로, 독창과 피아

노 반주로 이루어진 곡이며, 공한수의 노랫말을 가사로 사용했다.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을 이루자는 염원을 담은 아리랑으

로 아리랑의 받는 부분의 ‘넘어 간다’를 사용하여 세월과 흐름을 넘

어 통일을 기다리는 심정을 표현했다.

<가사>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세월 따라 넘어 간다 통일 아리랑

우리는 뿌리도 하나 언어도 하나
나라도 하나인 한 민족 기상을 드높이자
우리 민족이 문화 문명 싹 틔워 내고
인류문명 불을 밝힌 한민족 우리자랑
서로가 손잡고 한민족 기상 떨쳐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통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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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흐름 따라 넘어 간다 통일 아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로
하나된 웅대한 한민족 기상을 드높이자
한민족 통일 되어 세계의 등불 되자
서로가 손잡고 한민족 기상 떨쳐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통일 아리랑

음악적 구조를 보면, <통일 아리랑>은 G장조, 12/8 박자, 4/4 박

자, 12/8의 세 개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2절로 구성된 유절가곡이

다.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라는 나타냄 말처럼 당당하고 결연한 분

위기를 가진다. 서주 에서는 오른손의 화음과 왼손의 옥타브 반주를

통해 웅장한 느낌을 낸다(악보 5-96).

[악보 5-96] 최영섭, <통일 아리랑>, 마디 1-3

12/4 박자에서는 포르티시모의 큰 다이나믹과 수직적인 화성 반주

로 웅장한 느낌을 표현했고, 4/4박자에서는 메조피아노~메조포르테

의 상대적으로 작은 음량과 밀집화음의 반복형태인 반주형을 통해

음악이 흘러가는 느낌을 주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가사가

나타나는 부분은 마디 7-8(악보 5-97), 마디 39-40(악보 5-98)에서 두

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한 가지의 화성을, 반복 되는 부분에

서는 세 가지의 화성을 사용하여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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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7] 최영섭, <통일 아리랑>, 마디 7-8

[악보 5-98] 최영섭, <통일 아리랑>, 마디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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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아리랑’ 이라는 가사가 쓰인 곳에는 모두 종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마디 7의 ‘아리랑’ 가사에 쓰였던 음형을

통해 G 로 종지하며, 마지막에서는 한 옥타브 위의 G에서 큰 음량으

로 종지감을 주고 있다(악보 5-99).

[악보 5-99] 최영섭, <통일 아리랑>, 마디 43-44

18) <아리랑 산천에>

<아리랑 산천에>는 2014년 김연갑의 노랫말에 백병동이 곡을 붙

인 작품으로,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한국가곡 연구소의

위촉으로 2014년 아리랑 한국예술가곡 대축제 ‘아리랑 혼으로 타오

르다’에서 초연되었다. 가사는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

다.

<가사>

이 땅 산천이 푸르러 그리워지면
누군가 날 불러 오라지 않아도
환장할 환장할 숨가쁨으로 달려가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빛으로 색으로
아리아리 쓰리쓰리 꽃으로 피어나면
한달음 한달음 마음으로 달려가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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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산천에 아라리가 났네

d 단조의 12/8 박자로 시작하여 9/8, 12/8, 9/8, 12/8 ,9/8 박자를

거치는 곡으로 통절가곡 형식이다. 느린 템포로 애틋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악보 5-100).

[악보 5-100] 백병동, <아리랑 산천에>, 1-3 마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가사가 등장할 때 마다 9/8 박자로

바뀌며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음의 도약이 크지 않고

솔라도, 도레파 등 5음 음계의 세 음이 특징적으로 사용된다(악보

5-101).

[악보 5-101] 백병동, <아리랑 산천에>, 마디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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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음형이 발전되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부분에서

12/8 박자에서 나타난다. 옥타브 도약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두

개의 음형은 가사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등장하며 유기성을 지닌다

(악보 5-102).

[악보 5-102] 백병동, <아리랑 산천에>, 마디 12-13

17) <이응과 아리랑>

<이응과 아리랑>은 박영란의 곡으로 편성은 독창과 피아노 반주

로 이루어졌다.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아리랑으로 표현한 임승

천의 시를 서정적인 선율에 담았다. 아리랑 가사로 나타나는 멜리스

마틱한 후반부가 특징적이다.

<가사>
아름다운 그대 눈동자 아름다운 그대의 눈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사랑

아침이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그대 모습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사랑

아름다운 내 사랑 언제나 보고 싶은 그대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사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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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리랑 아----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요 내 사랑아
아------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이 곡은 서정적인 분위기의 c 단조의 통절 가곡으로 전통적 화성

보다는 현대적 화성을 사용하였다. 12/8 박자로 시작한 곡은 6/8 박

자로 변박하여 끝이 난다. 서주 부분에서 높은 음역의 사용과 반음

계적 베이스를 사용하여 애틋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악보 5-103).

[악보 5-103] 박영란, <이응과 아리랑>, 1-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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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리듬이 간결하고 선율적인 성악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반주형은 주로 비화성음과 화성음을 혼용한 아르페지오 형태로 나

타난다(악보 5-104).

[악보 5-104] 박영란, <이응과 아리랑>, 5-7 마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사랑’ 이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 이

때 ‘아리랑 아리랑’의 가사가 나타나는 선율을 모두 순차적으로 상행

하였다가 하행하는 형태를 보여준다(악보 5-105).

[악보 5-105] 박영란, <이응과 아리랑>, 17-19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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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부분에서는 서주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 되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 사랑이여’가 높은 음역에서 반복되면서 c단조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음을 f 단화음으로 처리함으로서 f 단조로 전조

하게 된다. f 단조에서는 6/8 로 변박되고 반주형 또한 달라진다.

이전에는 서정적인 아르페지오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3 박자의 화음

반주가 나타나며 왈츠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악보 5-106).

[악보 5-106] 박영란, <이응과 아리랑>, 52-58 마디

20) <사랑의 아리랑>

<사랑의 아리랑>은 서요한의 노랫말에 최영섭이 곡을 붙인 곡으

로, 독창과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다. 제목을 제외하고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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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가사나 아리랑을 연상 시키는 선율이 나타나지 않으나, 성악

의 시작 부분인 마디 9의 가사에 '사랑아 사랑아 아리아리 내 사랑

아'라는 구절을 포함하여, 아리랑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가사>
1. 사랑아 사랑아 아리아리 내 사랑
아름다운 비단처럼 내 가슴에 새긴 사랑
정결한 맑은 물로 내 영혼을 적신 사랑
당신과 나 천 년 만 년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사랑은 인생의 숨결 내 영혼의 흑진주
샘물처럼 불꽃처럼 영원토록 내 가슴에

2. 사랑아 사랑아 아리 아리 내 사랑아
푸른 하늘 햇살 따라 무지개 꽃 펼쳐 가며
어화 둥둥 춤을 추며 우리 사랑 불태우세
당신과 나 천 년 만 년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사랑은 인생의 숨결 내 영혼의 흑진주
샘물처럼 불꽃처럼 영원토록 내 가슴에

<사랑의 아리랑>의 음악적 구조를 보면, G장조, 12/8 박자로 이

루어진 유절 가곡이다. 서주부분에서 장단이 나타나는 반주형을 통

해 국악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나타냄 말대로 '민요풍으로 다정하

게' 표현되었다(악보 5-107).

[악보 5-107] 최영섭, <사랑의 아리랑>,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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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제목에서 아리랑이 나타날 뿐 , 가사나 선율에서도 ‘아리랑’

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성악 선율의 시작인 마디 9를 보면

‘사랑아 사랑아 아리아리 내 사랑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같은 절

에서는 반복되지 않는다(악보 5-108).

[악보5-108] 최영섭, <사랑의 아리랑>, 마디 9-11

네 음절짜리 가사 두개로 이루어진 마디 13-14 에서는 같은 음형의

4도 아래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악보 5-109).

[악보 5-109] 최영섭, <사랑의 아리랑>, 마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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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구는 대부분 높은 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는 '영원토록 내 가슴에'라는 가사와 같이 폭발적으로 음역이 높아

지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악보 5-110).

[악보 5-110] 최영섭, <사랑의 아리랑>, 마디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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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민요 아리랑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

족의 삶과 정서를 대변해 왔다. 특별히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민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성악 작품들이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이후 작곡된 아리랑을 주제로 한 성악곡

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목록과 악곡의 이해를 돕는 토대 연구

를 위한 목적으로, 아리랑 주제로 한 성악작품 73곡을 수집, 지역적

유형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작품의 형식 및 음악적인 특

징을 분석하고, 가사와 음악 사이에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창작 곡에서 기존 민요 아리랑의 선율 사용 여부에 따

른 분류를 하였을 때, 민요 아리랑의 선율을 작품에 사용한 악곡은

54곡,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곡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민요 아리랑

선율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본조 아리랑을 소재로 한 곡이 29곡,

밀양 아리랑 4곡, 경상도 8곡, 진도 아리랑 5곡, 정선 아리랑 10곡으

로 나타났다.1) 본조 아리랑을 사용한 악곡이 29곡으로 가장 많은 숫

자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로는 본조 아리랑이 아리랑 전체를 대표하

는 아리랑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통속 민요이기 때문에 대중에게도 친숙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민요 아리랑의 선율을 사용한 작품의 경우, 그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민요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1) 각 지역별 아리랑을 소재로 한 곡들의 합 56곡과 민요 아리랑 선

율을 사용한 곡의 숫자가 다른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아리랑을 소

재로 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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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만 붙인 형태, 둘째, 민요 선율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형태, 셋째,

변형한 선율과 원래의 민요 선율을 혼용하는 형태이다. 선율을 변형

하는 방식으로는 주요 음을 그대로 주고 리듬만 변형하는 방식과,

선율을 메기고 받는 형태로 주고받으며 부분적으로 변형된 선율을

부가하는 방식, 선율을 잘게 쪼개어 모티브로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반면, 민요 아리랑 선율을 사용하지 않는 작품으로는 20곡의 아

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제목에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민요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도 대부분 새로운

가사를 사용했으며, 대신 악기 성부에서 민요 장단을 연상시키는 리

듬형을 사용하거나, ‘사랑, 그리움, 기쁨’ 등 가사를 아리랑과 연관

지어 감정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작곡 시기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작곡년도를 알 수

있는 곡을 대상으로), 아리랑을 소재로 한 최초의 가곡인 이흥렬의

<아리랑 고개>가 작곡된 1932년을 시작으로, 2000년 이전에 작곡된

곡은 17곡, 2000년 이후 완성된 곡은 42곡으로, 56퍼센트 이상이

2000년대 이후에 작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2년 이후에 작곡된 곡

이 31곡에 달한다는 점이다. 즉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 아리랑에 대

한 인식과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창작 활동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악기의 편성을 살펴보면, 전체 74곡 중 아카펠라 등

무반주로 작곡된 곡이 10곡, 피아노 반주를 포함한 곡이 64곡, 피아

노 외 다른 악기를 사용하거나 관현악 반주 편성이 4곡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서양 악기와 국악기를 혼용하여 사용한 독특한 편성의

곡은 총 5곡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가사와 음악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민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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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차용한 부분보다는 새롭게 쓰여진 작품에서 가사의 내용과 정

서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별이나 슬

픔의 복선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하행 멜로디로 그려내거나(이지

수의 <아라리요>), ‘고개를 넘고’ 같은 가사의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해, 상행했다가 하행하는 아치 형태의 선율을 사용하는 등(장수철

의 <아리랑>) 가사 그리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논개의 충혼을 강조하기 위해 알라 브레베로 박자를 바꾸고

음가를 확장시킨 김희조의 <밀양 아리랑>과 ‘서러움’에 담긴 울분과

오랜 인내 끝에 표출되는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 첫 박을 쉼표로 처

리하는 임수철의 <전장포 아리랑> 등 작품의 주제가 되는 정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박자와 리듬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작곡가들은 창작한 가사와 음악을 통해서 주

제의 정서와 음악적 내용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민요 아리랑을 바탕으로 창작된 성악 작품, 74곡에 대해 정

리하고 분석한 결과, 아리랑을 주제로 한 성악 작품에 대한 체계적

인 목록은 물론, 악곡의 편성과 가사, 음 악적 형식과 주요 음악어

법 등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아

리랑이 2012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작곡된

31곡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경향을 찾을 수 있었

다. 하나는 합창곡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으로, 2012년 이전까지

작품들은 독창곡이 주를 이루었으나, 등재 후 작곡된 곡에서는 합창

곡이 14곡으로 합창곡 창작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두 번째로 민요 선율의 인용이나 변형 외에 음악적인 창작의 요

소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작곡가들은 새로운 선율과 화성의 다변화

등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아리랑을 통해 선보이고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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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은 아리랑에 대한 작곡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창작 의지

를 보여주는 것이자, 아리랑을 세계화하고 아리랑의 음악적인 위상

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아리랑을 소

재로 한 창작 작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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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cal Music Composed in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ies Based on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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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vocal works of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ies, which were composed based on arirang.

The works are categorized by the type of arirang songs used in

the compositions and analyzed in terms of their form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yrics and the

music.

Arirang is a genre of Korean folk music in which the

quintessential Korean sentiment is expressed. It is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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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umanity, and known worldwide as an important genre

representing Korean culture and traditional music. Arirang has

given inspirations to numerous Western music composers and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a large number of

musical works. However, there has been very few scholarly

researches on the vocal works based on arirang songs. In this

study, seventy-four vocal music, composed since the twentieth

century based on arirang song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type of arirang song used in each work, the date of composition,

and instrumentation, and analyzed with regard to the form and

structur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yrics and music of each work.

Through this categorization a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when the seventy-four vocal works are categorized by the

type of arirang song used in each composition, the largest group

consists of fifty-four works which borrowed its elements from

Bonjo Arirang. When the works are categorized by the date of

composition, the works compos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form the largest group, which amounts to seventy percent of the

works listed in this study. Thirty-one out of seventy-four works

were composed after the point arirang wa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is indicates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arirang in recent years. In terms of instrumentation, sixty-four

songs were written for a solo voice with piano accompaniment

and nine works include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Finally,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yric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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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t was found that word-painting is often used to express

the keywords and the main theme of the lyrics. The use of

word-painting technique was more obvious in the works that use

newly written lyrics rather than borrowing the lyrics of the

original arirang song.

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arirang, vocal music based on arirang, folksong,

art song

Student Number : 2007-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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