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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요 기록의 의의 

전래의 토속민요는 산간 · 농어촌의 펼부들이 의식주와 관련하여 춤과 놀이와 함께 

그들의 거의 모든 정서생활을 표현하는 통로였다. 그들은 비록 이름없는 필부였올지 

라도 기충적인 소리에 관한 한 훌륭한 예능보유자였고 농경음유(農執n今遊)와 재기(才 

氣)에 넙치는 음악가였다고 해도 지냐천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귀중한 토 

속민요들이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는 이때에 현대척인 첨단의 음향 기기로써 전래의 

토속민요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척나라한 모습을 각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왜 

냐하면 현재의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유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것이 유명한 사람들의 행척이나 어떤 커다란 사건의 기록보다도 값진 것은 한낱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의 보면적인 삶의 표현과 생생한 현장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1) 이 논문은 i'MBC 한국민요대전~ (셔윷 : (주)문화방송， 1995. 5) , 경상북도민요해설집 26-42 

쪽에 게재된 “명백한 경상도쪼(調)로서의 토속성”과 “경상북도민요 · 전래동요 발표회" (1 995. 

5. 2. MBC문화센터)， 9-17쪽의 요약문을 종합하고 자료롤 첨삭하였다. 그리하여 논조와 논점 
을 대폭으로 수정하여서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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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다중화되고 정보화되어가는 시대에 농경시대의 추억인 토 

속민요롤 돌이켜 볼 수 있음은 지난 시절의 앨벙올 펼쳐 보는 것마냥 우리들에게 아 

직 훈훈한 정서가 있음의 반중이어서 반갑기 그지없다. 또 그처럼 빛바랜 소리들이 작 

금의 삭막한 세태에서 신선한 청량제엄율 아는 이가 비록 몇이 안 된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소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악학은 첫째로 음악샤이며 2) 또한 음악샤는 치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묵묵 

히 기록하는 민족만이 세세년년 참다운 문화롤 향유할 수 었으며 후대에 역샤의 올바 

른 거울을 비추어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간에 걸친 MBC의 민 

요기록사업은 어떤 의의를 갖다 대어도 그 당연함과 방대함은 차고 넙치지 않는다. 그 

리고 민요의 기록샤업은 우리 나라의 음악사를 재정립하고 음악의 과학CScience of 

music)을 향상시키는 첫 관문이 되는 바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II. 경상도의 들노래 

경북지방의 논매는소리는 대개 「긴소리 J • r상사소리 J • r방아소리(방아타령) J • r 에 

이용소리」 퉁으로 연속되는 들노래이다. 그리고 이들 노래들은 버교적 온전하게 전승 

되어 오는 편이다. 논매는소리 중에서 흑히 「긴소리」는 장단이 불규칙하고 제의적이 

며 범패에 가깝고 r상샤소리 J • r방아소리 J • r에이용소리」로 갈수록 창단이 일정해지 

고 홍이 고조되며 농사 놀이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본문은 경북지방의 논매는소리 중에서 문경 「논매는소리」의 통시성과 토속성을 벙 

패 관련의 추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밖에 대구 평광통과 내환동의 「논매는소리 J. 경산 

「어사용소리 J. 경주 「모찌는소리」를 채보해서 여기에 담긴 토속적인 여러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보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메나리조와 고대 그리스선법’은 메나리조롤 심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양방통행의 

방법으로 고대 그리스 선법과의 관련을 시도해 본 컷이다. 

‘명백한 경상도쪼(調)’는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해의 순환을 위하여’는 

냐의 학문적 방향과 방법론의 모색을 간단하게 피력한 것이다. 

본문의 채보 자료들은 모두 MBC가 출반한 F한국민요대전』의 경상북도편을 활용한 

것이다. 

2) 양일용 譯(Georg Anschütz 著)， i'音樂美學入門.!l (서울 : 世光숍樂出版社， 1985) ,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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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문경 「논매기소리」3) 

〔문경군 산양면 신전1 리 성밭， 선창자 : 고시혜(남， 1932년생)， 녹옴 : 1993. 10. 

8, 채보 : 이해식〕 

J. =Ca.66-69 r긴소리」 
A Jd:댐 ~a---， r그--4l--T {「q=주;，，， 

t.J ..... -- 늑~- 1--8 ---1 r 
(머1) 에 에 - 요 오 이 - 이 

難u 

f 「두-규꾀a:l -===== ’ ‘ 1 1 c: 

늑-' .-/'- ~~1---1 에· J -). 、

이 야 아 

A 나 , 따펙一...，----，얄 

r 、 - 、--- 、“________ r 
아-→그 - 오 -

A 뻐 u퍼 1드F객F\ 

t.J 늑~ .. 
이 오 오이 (받) 에 

f 
월· 렐 

~~-ι ]‘ ~. 
이야 -

대 1141 A빼 냉J "'" I sf 닌쓰j 껴 ‘ h 

U 、二/ 、= ::....--- r ‘ -
아 - 오 - (메) 에 

A」꽤~> • i 며 J.=없 84 때 

u 톨틀를 r r ~ ~ I ~ ~ I 
해1-_ _ 헤이 이어 아약 노약은 다빼놓고 

3) 문경 「논매는소리」는 "'MBC 한국민요대전.JJ， 경상북도민요해셜집， 265쪽에 제시된 악보를 수청 
하고 몇 가지 기호를 첨가하였다. 음반은 CD 5-14이다. 본문 전체의 채보는 CD를 출반하기 전 

의 master tape(DA T)올 cassette tape 으로 옳겨서 이용한 것이다. 

"'MBC 한국민요대전」의 자료를 수집한 현장에서 사용한 녹음기 : SONY DIGITAL AUDIO 
TAPE-CORDER TCD-D10 Pro. Mic. : SM58 . Sennheiser MKE 44T. tape;SONY DAT. 

채보에 사용한 녹음기 : SONY CASSETTE-CORDER TCM-121. tape;SAEHA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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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경 「논매는소리 J <악보 1)과 범패 

메냐리조는 대개 무반주로 일정한 장단이 없고 그 리듬도 일종의 자유리듬으로 되 

어 있다 4) 이렇게 장단 리듬이 없고 한배가 느린 소리는 홉사 범패를 연상케 한다 5) 

경북지방의 들노래 중에서도 특히 문경 「논매는소리」의 「긴소리」는 메냐리조로 되 

어 있고 일정한 창단이 없이 길게(느리게) 부른다. 그래서 사전에 「긴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듣는다면 마치 범패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점이 많다. 

범패의 칫소리는 미학척 표현에 있어서 길고 규모가 크고 장엄하며， 그 발성은 억세 

고 꿋꿋하며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른다 6) 이러한 범패의 특정이 문경 「논매는소리」의 

「긴소리」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면 벙패와 「긴소리」의 꿋꿋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4) 韓萬榮i"韓國f훌統音樂빠究J (서울 : 豊南. 1991). 174쪽. 

5) 韓萬榮i"韓國{훌統音樂빠究.1. 185쪽. 
6) 韓萬榮i"佛敎音樂따究J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8). 9쪽. 

t 
1 
J 

4 
· 



는 먼저 음조직부터 언급해야겠다. 

아래의 〈보례 1)은 「詳夫開량(상부개계 )J 중에서 제2구의 일부분이다 7) <보례 1) 

에서의 핵심이 되는 선윷을 추려 보면 그 아래의 메냐리조와 갈은 선법이 나온다 8) 

〈보례 1) r詳夫開햄」 

‘ "6 V\ I 8 、κ

메나리조 

h 「「 「---「 「--「 「------기11 .. 11 
9 • 야 l “ 10 I ‘ 1f

î ;-ï꾀큐『 

오 아 으아 어아 야 어 하 D 처 。 정 아 。

(含淸) U爭)

메나리조인 위의 「詳夫開량」는 A minor이다. 주음인 La9(a' ) 외에 Do(c")음은 유 

난히 시가가 길고 그 다음으로는 Re(d")음이다. 이것은 음의 출현횟수로 본 것이 아 

니고 그 음이 지속되는 시가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문경 「논매는소리」 중에서 「긴소리」의 핵심이 되는 선윷을 추려 보면 역 

시 메나리조의 음계가 이루어진다〈보례 2). 여기서 Do . La . Mi(a' . f' :jj: • c' :jj:)는 대 

점이고 re . sol(κ . e' )은 간점이다. 

범패가 꿋꿋하게 들리는 이유는 〈보례 1)의 「詳夫開량」에서는 Do(c")와 Re(d")음 

7) 韓萬榮If'佛敎音樂鼎究J ， 36쪽. 

8) 본문의 선법체계는 모두 하행으로 표기한다. 톡히 성악척인 하행 구조가 본질인 우리 나라 전 

흉음악의 음조직은 하행으로 표기해야 옳다. 성악양식은 정서가 노래가 된다는 것에 유래하고 

있고， 환회 · 고뇌 • 희망 • 통경이 멜로디가 되어 분출하는 것이다. 이강은 멜로디는 대체로 하 

행 4도를 구성한다〔쿠르트 작스(Curt sachs) 著If'音樂의 起源J (서울 : 삼호출판사 편집부 譯，

1986) , (下)， 186쪽， (上권은 179쪽 참조) ]. 음계 • 선법 퉁을 상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유럽 중 

심의 관습이다. 고대 그리스 음계나 원시척인 음계는 모두 하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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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길고 강한 창법으로 지속하기 때문이다 9) 

〈보려I 2) 

역시 메나리조인 「긴소리」는 F 1* minor이다. <보례 2)의 「긴소리」에서는 악절c(3소 

절)， c2의 Do(a' )를 점차 세게 내면서( crescendo) 종지음 Mi(c" 1*)에 sf.의 강세롤 준 

다. 범패와 「긴소리」가 다같이 mmor인데 한배에 있어서 Do률 주음인 La보다 길게 

또는 대동하게 강세를 주어서 부른다 10) 또 이 Do소리에는 요성(搖聲， vibration) 이 

없다. 요성과 꺾는 목이 사용되지 않으면 구성진 맛은 없으나 건실하고 활발한 느낌을 

준다 1 1) 이러한 창법으로 벙패와 문경 긴소리의 대점이 선율적 · 화성적으로는 단조적 

인 메냐리조의 가락이지만 실제로는 장조처럼 꿋꿋하게 들린다. 이것은 「논매는소리」 

의 토속성 (folk-way) 이다. 

한국의 범패가 중국 및 일본의 범패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가사 음절의 발음 변 

화 빛 원래 가사의 중간 중간에 삽입된 업타령 (vocable) 의 사용이다 12) 이러한 업타령 

9) 張師動l'國樂總論.11 (서울 : 世光音樂出版社， 1986) , 106쪽의 “일반척으로 힘올 주어 G음올 내 

기 때문에 영남 사람들의 꿋꿋한 기상을 풍겨 준다”는 설명에서 G음은 메나리조 Do' La. Mi 

충의 00이다. 그리고 o major로 표기된 이 책의 〈악보 58)은 G major로 표기되어야 맞다. 
10) 서양의 기능화성법에서 단3화음은 3음을 중복함으로써 단3화음의 독립기능보다도 장3화음의 

대리기능을 강조한다. mmor에 해당되는 범패와 문경 「긴소리」는 기농척인 화성음악은 아니지 

만 주음인 La보다 00를 길고 강하게 부릉으로써 선융적으로 꿋꿋한 major의 대리기능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11) 張師助l'國樂總論.11，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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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원 가사 음켈의 모음에 지배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가사들인데， 특히 

짓소리에서는 노래 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었다 13) 

위의 〈보례 D은 ‘水含淸澤(수함청정)’이란 가사중에서 거의 다 ‘水’의 멜리스마틱 

(melismatic, 一字多音)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경 「긴소리」의 처음 메기는소리와 받는 

소리의 악절도 모두 모음의 업타령 (melismatic)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경 「긴소리」를 보변 호홉에 따라서 8소절로 나눈 처음의 메기는소리와 5소절의 

받는소리에서 범패와 갈이 모음 변화의 입소리를 억센 발성으로 길게 이끌어간다. 특 

히 뒷소리는 악보상으로는 단순한 가락(monophony)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므로 실제 연주에 있어서는 짓소리처럼 아주 장엄하다. 

우리나라에는 소리가 장인(長引)이고 굴곡(屆曲)이 많은 것은 향토민요에는 거의 

없다 14) 그러나 〈악보 D과 같이 문경의 「긴소리」에서 처음 받는 소리 8소절은 범패 

처럼 모음을 길게(長린!) 수식하는(屆曲) melismatic style이 많고 그 음조직도 범패와 

똑같다. 또 받는소리가 neumatic(一字數音) style의 5소절로 축소된 것은 메기는소리 

를 받을 때 벙패와 같이 〈쓸어서〉 원형적 선율(原型的 族律， stock melodies)15)만 받 

12) 李秉元， “한국 첼Q貝형식을 용한 古代音樂 형식의 연구" r韓國古代文化와 憐接文化와의 關係』

( 성남 : 韓國精神文化阿究院， 1981) , 報告홈書 81-1 , 492쪽. 

13) 李秉元， “한국 했n貝형식을 통한 古代音樂 형식의 연구" r'韓國古代文化와 l憐接文化와의 빼係.J]， 

493쪽. 

14) 李惠求 IF韓國音樂鼎究.1 (서울 : 國民音樂따究會， 1957) , 288쪽. 

15) 李秉元， “한국 했n貝형식을 흉한 古代音樂 형식의 연구" i"韓國古代文化와 隨接文化와의 R쩌係.1， 

491쪽에서 “첼U법↑홉들은 이러한 원형척 선윷들율 「聲」 혹은 「소리」라고 한다”로 설명하고 496 
-497쪽에서는 原、型的 提律의 내부 구조롤 核旅律(melodic cell)로 보고 이를 다시 tempo와 관 

련하여 loga rhythm_으로 설명하고 있다 : 韓萬榮 IF佛敎音樂돼究.1 19쪽에 “했n貝는 몇 가지의 

〈聲>， 즉 旅律型(melodic pattern) 이 있어서 벙패의 loga rhythm과 갈은 형태는 서양의 현 

대음악 작품에서 자주 원용되고 었다. 참고로 핵선율과 관련하여 테마를 권혁민 譯(Eduard

Hanslick 著)， IF音樂美學.1 (서울 : 수문당， 1986) , 125-127쪽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 

자적이며， 미학척으로 더 분리할 수 없는 음악의 사고단위는 모든 곡에서 테마이다. 사랑들이 

음악 그 자체에서 원인율 두는 원시척 인 규정들은 항상 테마에서， 음악의 소우주에서 항상 볼 

수 있어야 한다하나의 테마가 전조를 통하여 그 내용을 변화시키며 형태를 지니는데… 사 

랑들은 구성양식에서 다듬어진 테마흘 내용으로서 이해한다. 테마는 전체 곡의 참된 소재이며 

내용(대상)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테마의 자유로운 결과이고 작용이고， 이 테마를 통해 

조건지어지고 형성되며 이것에 의해 지배되고 완성왼다. 악곡의 테마틀은 곡의 본질적인 내용 

이다. 테마만이 단지， 이미 전 작품을 창작한 정신을 보여준다 테마와 마찬가지로 「훔」 또는 

「核旅律」도 벙패의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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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이다. 

거개의 논매는소리가 모음을 길게 수식하는 입타령으로 이루어지고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같은 가락이거늘， 이 문경의 「긴소리」만은 메기는소리보다 받는소리의 악 

절길이가 축소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받는소리롤 연습하지 않 

고 거의 정확한 umson으로 아주 장엄하게 부른다. 이것은 문경 사람들의 대단히 세련 

된 음악성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범패에서 발달한 업타령의 style을 Tibet의 불교의식 음악에서도 쓰고 

있다. 아래에 소개한 악보의 아래 부분은 Tibet의 한 사원에서 부르는 불교음악의 기 

호이고 윗 부분은 그것을 오선보로 옮겨 놓은 것이다 16) Tibet의 전통적 인 악보는 음 

의 높이를 표시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확실한 음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션의 모든 

휘어진 부분은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음을 절제하는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17) 오선보에 옮겨진 Tibet의 불교음악은 문경 「긴소리」냐 벙패와 비슷 

한 장식음을 보여준다. 장식음만 제거하면 핵선율만 남는 것도 경상도 민요냐 범패와 

같은 양상이다. 

줬잭-판프젖셔적활휴J 갤;평灣합 섣;잔 j 

「파+( 양옳~냥한 

Tibet의 불교에서는 의미가 있는 원래의 가사는 tshing이라 하고 범패와 같이 tshing 

의 모음 연장과 의미가 없는 업타령식 가사는 tshing ihad라 한다 18) 

16) Ivan Vandor, Die Musik des tibetischen Buddhismus, Wilhelmshaven : Heinrichshofen, 1978, P. 

141. 

17) Ivan Vandor, Die Musik des tibetischen Buddh않mus， P. 141. “ Diese Vokalnotation bezeichnet 

nicht die Höhe der Töne, gibt aber mitunter gewisse Veränderungen der Töne an." P. 142. 

“Wenn man diese Fragmente mit der Notation des Klosters von Namgye Tratshang vergleicht, 
läþt sich leichl feststellen, daβ jeder geschwungene Teil einer Linie in beiden Fällen einer Verä 

nderung entspricht, und zwar einer melodischen im Kloster von Gyü tö und einer silbenmäβgen 

im Kloster von Namgye Trats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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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중국이나 얼본보다 유독 Tibet이나 우리나라의 범패만이 모음올 길게 장 

식하는 melismatic style이 발달되었을까? 

Kaufman은 “Tibet의 불교음악에 서 tshing ihad의 삽입 목적은 비 어 (秘語)로써 묘 

한 장식율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사랑들에게 모 

호하고 난해하게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불 때 한국 범패 가사 

의 형식도 벙패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렵도록 비음악적 동기에서 발 

생되어 음악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9) 이 경우 가샤는 거의 혹은 전혀 

이해될 수 없거나 사유적으로 파악된다 20) 이것은 Tibet의 불교음악이 전문가에 의해 

서만 연주(演奏) . 연창(演唱)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범패숭이라는 특수충의 전문가 

를 요구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21) 또 한 가지 종교적 의식과 그 대상의 본체가 되는 

성(聖)221 이 공개되면 성(聖)스러움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범패도 

일반 사람들로부터 불교의 숭고함과 성역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풍놓을 기원하는 제의적인 의미로 긴소리에 

그대로 전이되어 있다. 

보통 우리 나라의 범패는 신라의 진감션사(률靈輝師)에서 비롯된 것 같이 되어 있 

다. 하통(河東) 쌍계사(雙漢좋)의 진감선사 대공탑비문(大초搭陣文)에 의하면 진감선 

사는 A.D. 804년에 세공사(歲責使)로 당에 갔다가 830년에 귀국하여 옥천사(玉果社， 

지금의 雙漢놓)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어산(魚山) , 즉 법패를 가르쳤다는 기록이다 23) 

그러냐 그전에도 우리 냐라에 범패가 있었다는 것은 『三國遺事』의 卷第五의 월명사 

(月明師) 도솔가조(免率歌條， 신라 경덕왕 19년， 760년)에서도 엿볼 수 있다 241 

18) 李秉元， “한국 첼n貝 형식윷 통한 古代音樂 형식의 연구" i"韓國古代文化와 憐接文化와의 關係dl ，

493쪽. 

19) 李秉元， “한국 첼O貝 형식을 통한 古代音樂 형식의 연구" f韓國古代文化와 降接文化와의 빼係dl ， 

493쪽. 

20) 양일용 譯(Georg Anschütz 著)， i"音樂美學入門 dl ， 96쪽. 

21) 李秉元， “한국 했O貝 형식올 흉한 古代音樂 형식의 연구" r韓國古代文化와 憐接文化와의 關係dl ，

493쪽. 

22) 尹以款 譯(Geradus Van der Leeuw 著)， i"종교와 예술dl (서울 : 1兌話堂， 1991) , 25쪽. 
23) “雅善쯤n貝 金玉其音 奭快哀械 能使諸天歡홉. 永於遠地 流{훌 學者滿堂 짧之不港. 至今東國習魚‘

山之妙者 鏡如魔.. 效玉果앓뿔. 뿔非以앓聞度之之化乎." (李惠求Ii"韓國音樂E퓨究 dl ， 252쪽 : 

Ii"韓國音樂序說dl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7) ,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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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범패에 관한 기록으로 보면 『三國遺事』의 무대 배경에 이미 오늘날 경북지 

방의 「긴소리」와 같은 민요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현재 범패의 훗소 

리는 그 선법이 옛날 신라의 영토였던 반도의 동부지방의 민요와 갈으므로 향풍의 범 

패는 지금의 훗소리와 같은 것으로 추측한다 25) 

여러 사랑이 합창하는 문경 「긴소리」의 뒷소리는 현재 우리 나라의 샤찰에서 거행 

되는 장엄한 「거령산」이냐 Tibet사람들의 불교의식의 음악과 상흉하는 짓소리의 분위 

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미루어 보아서 경북 지방의 논매는소리 

는 그 역사가 얼마냐 장구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것은 통시성 (diachronic) 이다. 

여기서 인도의 범음이 이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마 그와 같은 민요 선윷이 불리워졌는 

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논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할 것은 Tibet의 합창 

에서 사용되고 있는 끊이지 않는 드론(drone) 의 실례는 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은) Tibet문명의 인도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이며， 중국적인 것은 아니다 26) 

지금까지 벙패와 문경 긴소리를 선율 중심으로 관련지어 보는 의의는 범패의 기록 

으로 미루어서 경상도 민요의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음악을 

관련지어 보는 두번째 의의는 농샤 민요의 제전적인 실용성이다. 농경시대의 농사는 

의식주의 중요한 관건이므로 풍농을 위해서는 농사에 관련되는 모든 행위를 제의와 

관련시켰다는 사실이다. 풍농을 위해서 「긴소리」는 제의적인 범패와 관련되고 「상사 

소리 J • r방아소리」에 이르러서는 풍년기원의 주술적인 놀이요소가 강해진다. 

방아소리는 경북지방의 거의 모든 논매는소리에 들어 있다. 그런데 왜 논을 매면서 

방아소리를 부를까? 그 사설도 논매기와는 거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잔손질이 많 

은 벼농사의 과정 중에서 세 차례의 논매기는 가장 힘든 원시적인 영농작업이다. 이처 

럼 어려운 논매기를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으니 제발 방아 거리를 많이 거둘 수 있 

24) “景德王十九年奭子四月胡， 二日拉現， 俠句不滅. 日官奏， 請綠fif'힘散花功德， 則可훌. 於是i￥:lI是

朝元願. 짧幸좁陽樓. 望綠f曾. ß흉月 明師， 行予r，H텀時之南路. 王使김之. 命開뺑作향. 明奏~. ~i'홉 

但!훌於國仙之徒. 只解쩨歌. 不閔聲했." [李惠求 IF韓國音樂昭究，jh 252쪽 : ---, 『韓國音樂序

說J. 339쪽: 一然(李因했 譯註)， i"三國遺事J ， 卷第五(서울 : 東國文化史， 1969) , 161쪽). 
25) 韓萬榮 IF佛敎音樂阿究.!l. 15쪽. 

26) 쿠르트 작스(Curt Sachs)著i"音樂의 起源J U:J. ( 셔울 : 삼호출판사 편집부 譯. 1986). 221 
걷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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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라는 성취 기원이 곧 주술척인 기원이다. 인간은 지식과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여길 때 주솔율 찾게 된다 27) 영농기술이 부족하던 시대의 주술적인 기원은 생산의 성 

적(性的) 상징인 방아놀이와 관련하여 축제척인 성취 의미도 지니고 있다. 축제적 성 

취는 음악의 최종적 본질이다 28) 

(1) 선융 중심의 이통29) 

문경의 「긴소리」는 선윷 중심의 이통에 따라서 크게 A.B.C.D의 네 부분으로 

냐눌 수 있다. 이것은 음악적인 변주의 구분이 아니라 소리를 시작해서부터 목이 풀리 

고(warm up) 홍이 고조됨에 따라 선율의 중심이 점차 높아지는 데에 따른 구분이다. 

「긴소리」에서 선율 중심의 조성은 F# minor로 시작한다. 그리하여 B부분의 14소 

절(앞소리)에서 선율 중심이 불안하지만 G minor로， 15소절에서는 이내 Ab major로 

바핀다. 그리하여 D에서 Ab minor로 안정되는데 이때 B.C는 D로 가는 선융 중심의 

이동을 위한 경과구(interlude) 의 역할로 본다. 

「긴소리」의 마지막 32소절은 e' b음으로 종지 (cadence) 되어야 Mi로써 Ab minor의 

선율 중심에 맞는다. 그런데 F 음(평균율에 완전히 맞지 않지만)으로 끝난 것은 홍이 

고조됨에 따라서 선율의 중심음이 상승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r긴소리」의 끝 

까지 채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32소절 이후의 「상사소리」에서는 이미 A minor로 선 

윷의 중심 이 이통되 어 였다.f' 음은 Ab minor와 A minor의 양쪽의 선율 중심 에 서 기 

능상 어느 쪽에도 관계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은 간단하면서도 참으로 

27) 최동현 譯(Rodeηk Lange 著). u"춤의 본질.JJ (全1+1 : 新亞. 1988) , 135쪽. 

28) “축제의 목적은 성취와 완성의 경험을 허용해 주는 데에 있다… 축제를 음악의 본질로 생각할 
수 있다." (서우석u"음악현상학.JJ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 72쪽) . 

29) “…5도 혹은 4도 떨어진 위치로의 전조-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양음악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 

조가 아니라 선율 중심의 이통이다-를 볼 수 있다." (이건용 譯(Max Weber 著)， i'음악사회 

학.JJ (서울 : 민음사， 1993) , 74쪽) . 일반척으로 천조 또는 이조라고 할 수 있는 조성의 변화롤 

본문에서는 ‘선율 중심의 이동’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선윷척 인 관심이 주된 한국음악에서의 조 

성 변화란 기본적으로 딸렴음조와 버금딸럽음조로써 상하로 완전 5도의 관계조가 성립되어야 

하는 서양음악의 기능화성적인 조성 변화와는 구별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편의상 전조 퉁으로 불러오던 평조 • 계면조 • 메나리조 퉁의 조성 변화는 ‘선율 중심의 이동’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조라는 용어에 대하여 전흥적인 고유 명칭인 變調(樂學執節) • 解調(玄

琴五音通論) . 解彈(뼈琴古諸) • 械音(熱河 日 記) 퉁율 이동냥， “쇠는 가락의 變奏法에 대한 阿

究" u"東西音樂.JJ (서울 : 韓國東西音樂돼究會， 1986) , 第2輯， 45-46쪽에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
ι
 

f 

、J 



소리감각이 뛰어난 선율 중심의 이동수법이라 하겠다. 

위에서와 갈이 기능상 관계가 없는 소리롤 매개로 하는 선율의 충성이 이통되는 수 

법은 A minor의 「상사소리」에서 B minor의 방아소리로 옮겨갈 때도 일어난다. 다만 

이 때도 「상사소리 」의 끝에서 (12~13소절) e' 음(Mi)으로 종지해야 메냐리조의 선율 

중심음에 맞는다. 그런데 F 음으로 끝나는 것은 앞에서와 같고 이것은 일종의 가종지 

(deceptive cadence)로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가종지음인 f’ (Mi)가 포함되는 Bb 

mmor의 선융 중심으로 이통하여 b' b(La)로써 완전히 종지 (authentic cadence)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사소리」는 종지가 연장된다(extended cadence). 30) 그런 후에 

「방아소리」로 넘어 간다. 

문경 「논매는소리」에서 전체척인 선율의 중심이통을 요약하면 F# . G . Ab . A . Bb 

과 같이 상승한다. 선율의 중심이 상승할 때는 Mi로 종지해야 할 소리가 불확실한 반 

음씩 올라가는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정확한 음정치이다. 이렇게 선윷만으로 이루 

어지는 변조(mutation) 의 수법은 뒤에서 논의할 평광통 「논매는소리 J <악보 2>에서 

도 일어난다상승하는 힘들과 하강하는 힘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옛날 

부터 상승하는 것이 비중이 더 컸으며 긍정이 부정을 압도하였고 삶의 긍정이 부정을 

능가하였다 31 ) 이것은 의욕적인 삶의 모습이 민요에 투영되는 현상이다. 

문경의 「논매는소리」에서 선율의 중심이 빈번하게 상승하는 것은 논매기라는 힘든 

작업 환경과 소리를 메기는 사람의 컨디션에도 크게 화우된다고 할 것이다. 노작하는 

몸이 유연하게 풀려도 여러 사람이 논매는 통작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숭이 차오 

른다. 동시에 목도 풀리고 기분도 상숭된다. 따라서 선율의 중심은 점점 높아지기 마 

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논매는소리에는 색깔과 관련하여 농경에 기대하는 인생의 강력 

한 상승 의지와 긍정이 반영되어 있다. 즉 초록의 벼포기들이 멀지 않은 장차에 노란 

색으로 전이되는 것은 농부로 하여금 삶의 끈끈한 집념과 풍년에 대한 순환적인 기대 

를 지니게 한다. 왜냐하면 노란색은 삶을 긍정하며 창조의 근원이 되는 색깔이기 때문 

30) 여기서 가총지 · 완전종지 • 연장종지란 서양음악의 기능화성법에 의한 기능척 종지가 아니라 
선율의 중심을 이동하기 위한 전환정 (alteration) 의 뜻으로 쓰인 용어이다. 

31) 양일용 譯(Georg Anschütz 著)， i'音樂美學入門 01 ，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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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2) 농경에 대한 기대상숭은 논매는소리에서 선율 중심의 상숭으로 표현되고 하강 

하지 않는다 33) 이러한 상숭의 현상은 논농사가 성한 곳일수록 논매기노래가 분화되는 

것 엄올 보여준다 34) 

「긴소리」에서 16-23소절 (C와 D의 일부분)은 6'8박자의 빠른 리듬으로 엮어간다. 

이처럼 빠르게 짓는(作) 리듬은 「상사소리」에도(6소절 2’ 4박자부터) 들어 있고 강원 

도의 「정선 아리랑」과 같은 대부분의 메나리조 음악에는 거의 공통으로 들어 있다. 

이처럼 구조적이고 리드미컬한 악절은 현대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랩 (rap) 리틈과 

비슷한 감각으로써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임을 시사한다. 

(2) 변주와 종지 

법패에서 완전4도로 상행하여 사설을 붙이는 것을 유치성이라 한다 35) r 긴소리」에 

서 악절 a와 a선율의 중심 이 이동된 25 . 27소절도 이와 같이 완전4도의 상행으로 선 

융을 잡는다. 악절 al은 장식음으로부터 단3도 하행으로 가사를 붙임으로써 간단하지 

만 유치성의 악절 a와는 전위 (inversion) 형태의 대비 (contrast)를 이룬다. 악절 a • 

al의 에너지는 악절 c에서 s로 표시한 Do(a' )를 통하여 길고 강한 crescendo로 분출 

된다. 그리하여 종지점인 Mi(c") 에서 높은 음고(pitch accent)와 함께 강세 (dyn

amic) 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이루는 찰라에 소멸되 어 버 린다 36) 그러나 스트레스는 침 

묵으로 강조되었다가 4소절에서 소생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악보로 요약하면 〈보례 

32) 참고로 동양음악에서 노란색과 관련되는 것은 12율의 첫음인 黃鍾이다. 黃은 五方 중에서 충앙 

윷 상징하고 鐘은 種으로 통한다(黃鍾， 黃者中之色也. 鍾種m). 黃은 또 걷至이고 11월의 乾이 

며 陽이 시작되는 지점이다(1'樂웰휩L範 dl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99, 1979) , 원 

문윤 10쪽， 번역문은 31쪽). 이처럼 홈(노랑)이 모든 것의 시초가 된 것은 3천여 년 전 고대 

중국의 주나라시대부터 연유된다〔박영수 지음l'우울한 불루， 그리운 파랑 dl (서울 : 새길， 

1995) , 119쪽) . 
33) 민요에서는 음고가 상숭되지만 영산회상이냐 산조와 갈은 기악에서는 정접 빨라지는 한배 

(tempo) 의 상숭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음고 상숭도 나타난다. 

34) 趙東一l'慶北民證 dl ( 서울 : 螢雪出版社， 1977) , 61쪽. 

35) 웰萬榮l'佛敎音樂鼎究dl ， 25쪽. 

36) 이와 같이 일으로 sliding되거나 쇠퇴하는 소리， 또는 장식음이 국악이론계에서는 ‘꺾는소리’라 

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나 나는 이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서 ‘꺾다’의 뭇 

에 비추어 보연 장식음에 의한 것이든 본음에 의한 것이든 단절되고 연속되는 여러 가지 多意

的인 曲態롤 모두 꺾는소리의 벙주에만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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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A)와 같다. 

(A) 醫- ?:l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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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절 c의 음고 엑센트는 악절 cl에서 한 옥타브 아래로 제쳐내기 (contrary mo

tion) 37)를 한다. 즉 악절 c의 Do/'Mi는 악절 cl에서는 Mi가 한옥타브 아래로 전위 (in

version) 된 D。、 Mi 인 것이다. 이와같이 「긴소리」의 선율상승과 전위는 연극의 회전무 

대처럼 일종의 전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악절c의 Do를 길고 강하게 crescendo하는 

표현과 음고 1 액센트는 악절 c2에서 반복된다. 반복은 강조다 38) C의 반복인 c2는 La 

(7소절)가 확대되었으므로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는 반복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 

약하면 위의 〈보례 3)의 (B)와 같다. 

〈보례 3)에셔 (A)는 「긴소리」의 A부분에서 a . al. c를 요약한 것이고 (B)는 a2 • 

cl . c2를 요약한 것이다. <보례 3)의 (A) . (B)는 선율진행 • 강세 • 음고에서 간결하 

지만 자연스러운 상승과 하강의 모습이고 또 역(還)으로 된 아주 멋진 대조를 보여 

준다. 

「긴소리」에서 첫 메기는소리의 음역은 c' # -c"# 이다. 어느 정도 발전된 음악의 경 

우도 의식적인 선율， 그래서 틀에 박힌 선율은 모두 다른 선율에 버해 음역이 좁고 폭 

도 작다 39) 이 점은 통서양이 공통이다 40) 경상도 민요나 범패도 한 옥타브를 넘는 음 

37) 범패의 제쳐내기와 엎어내기흘 서양음악 용어로 비견해 보면 다같이 반진행 (contrary motion) 
에 해당된다. loga rhyrhm의 형태인 자출이는 소리는 불규칙척인 리듬 축소(rhythmic diminu

tion) 에 해당한다. 또 선율 단위를 가리키는 聲은 악구(phrase)이며 일종의 테마(theme)라고 

할수 있다. 

38) r 긴소리」의 반복 구조는 악절 a의 반복언 al . a2, 악절c의 반복인 cl( 전위된 반복) • c2이다. 

39) 이건용 譯(Max Weber 著)， Ii"음악사회학J ，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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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드물다. 넓은 음역으로써 음악이 화려하거나 번거로우면 의식 음악으로써 경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긴소리」도 음역이 한 욱타브 남짓한， 경건한 음악이다. 그 

래도 이들 범패나 긴소리를 한 일백쯤 후로 되돌려 본다면 그 당시로서는 가히 좁은 

음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양음악에서의 종지형은 교회선법이 아직 옥타브 음렬로 이론화되기 이전에 이미 

확립된 개념이다 41) 교회선법이 확립된 중세와 앞서 추구해 본 범패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와 관련된 「긴소리」의 종지의 유형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 

다. 예컨대 매우 원시적인 음악들은 분명한 종지의 규칙을 가진다 42) 그리고 매우 원 

시적이라고 하는 음악일수록 신선한 생명력과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었다. 

메나리조는 대개 La냐 Mi로 종지한다. Mi로 진행하는 선윷은 반드시 La、 (so1) 、

Mi의 트로우프(trope) 이다. La와 Mi의 완전4도 사이에 짧은 시가의 sol이 꼭 끼어야 

지 메나리 선윷의 맛이 생긴다 43) 

그런데 「긴소리」의 A에서는 메나리조의 트로우프인 (so1)소리 (e' )에 종지의 기능 

이 있다. 이것은 메나리조의 전형적인 트로우프인 La、 (so1) '\. Mi의 정서를 바꾸는 것 

으로셔 경상도 틀노래의 토속성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메냐리조의 「긴소리」가 

40) 문묘 • 종요제례악은 12율 4챙성으로 음역이 제한되어 있다. 제례악은 무엿보다 경건해야 하므 
로 넓은 음역이나 반음을 써서 음악이 번잡해지는 것을 피한다. 대부분의 그리스 악기와 선윷 

들은 한 옥타브의 음역을 멈지 않았다〔김진균 • 나인용 • 이성삼 譯(Donald J. Grout 著). Ii"西洋

音樂史」 上. (서울 : 世光出版社. 1980). 35쪽). 
41) 이건용 譯(Max Weber 著). i'음악사회학.!]， 68쪽. 

42) 이건용 譯(Max Weber 著). Ii"음악사회학.1. 68쪽. 

43) 국악이론계에서는 석학으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이 sol소리에 ‘경과음，’ ‘청과적，’ ‘경과 

음과 같이，’ 또한 ‘사이음’ 퉁의 명칭을 굳이 붙이고 있다. ‘경과음’이란 서양의 기능적 화성학에 

서 비화성음(non-harmonic tone) 의 하냐이며 샤이음은 파생음 즉 반음(half step)을 뜻한다. 

李海植， “홉蕭天의 提律構違 .. j훌齊 nlt慶흩윷先生 八쉽]記念 F國樂學論最.1 (서울 : 國樂高等學校

同쩔、會. 1992). 332쪽에서는 이롤 跳入音 (cambiata: 바뀌어진 음표라는 뜻)이라고 했￡냐 역시 

척절치 않은 명칭이다. 서양음악 용어를 국악이론에서 사용할 때는(만약 서양이론가들이 보았 

을 때) 혼동이 없도록 분명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대충주의 

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메나리조의 이 sol소리는 경과음도 아니고 또 다른 이륨을 붙일 필 

요도 없는 언제나 La→ (sol)→ Mi로써 진행하는 메나리조의 정서로 고정된 trope 또는 제네라 
(genera) 일 따름이다. 또 한 가지 본문의 이해롤 풍기 위하여 더 설명할 것은 메나리조의 계 
명 표기언 La→ (s이)→Mi에서 (sol)소리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가도 짧고 또 출현 빈도수 

도 척￡므로 ()속에 소문자로 표시한다. 이 방법은 이미 李輔亨， “에나리調5. Ii"韓國音樂鼎究」

(서울 : 韓國國樂짧會. 1972). 第2輯 116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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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시름섞인 쪼(調)로 흐르지 않는 것을 냐는 제의 관련으로 본다. 왜냐하면 유형 

올 갖춘 숭고한44) 제사음악이 냐약한 단조로 흘러서는 안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제의와 관련되는 것은 일탈에 의한 변화의 억제이다. 그것은 떠는소리를 자제하 

여 경건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긴소리」는 악절을 구별하게 하는 종지의 배치도 적절하고 수법도 뛰어나다. 이로 

써 「긴소리」는 불과 한 욱타브 이내의 좁은 음역과 8소절 정도의 작은 악절 속에(첫 

메기는 소리) 창작의 기본적인 요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긴소 

리」의 작곡자가 있었다면 아주 좋은 주제 (theme)를 작곡했다고 칭찬을 듣고도 남을 

것이다. 좋은 음악의 주제란 「긴소리」처럼 풀어가야 할 재료가 간결하게 압축되고 또 

쉬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받는소리와 선울 중심이 바뀌는 소리들은 모두 처음 메기는소리의 반복이 

다. 다만 A의 메기는소리의 선융 중심이 이통된(이조) D의 27.28소절의 sf인 d"b음 

(Re) 이 제대로 옮겨지려면 e"b(Mi) 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d"b이 되었을까? 그것 

은 소리를 내는 사랑들의 성대의 음역이 좁은 발성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것은 툴린 것이 아니라 전원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주의 한 가지 방법이 된다 45) 

악절 a . a1 . a2에서 La( f' #)\ .. sol(e' )처럼 하행하는 종지는 범패와 같다 46) 악절 c 

와 그의 반복인 c2는 Do(a' )/'Mi(c"#)로 상행하는 종지이다. 다만 악절 cl에서 Do 

(a' )、 Mi(c' ) /, sol( e' )로 상행하는 종지만이 그 유형이 다르지만 e' (s01)음으로 물냐 

는 것은 공통이다. 이것은 종지의 유형화를 말하는 것이다. 

종지의 유형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율의 마지막 부분(종지)인 소 

44) 숭고한 음악과 관련하여 참고로 양일용 譯(Georg Anschütz 著)， Ii"音樂美學入門.n 79쪽율 인용 

한다. “숭고한 음악은 느련 댐포， 낮은 음역， 고정적인 조성， 풍만한 화음들， 박자의 통일성(안 

단태， 라르고) , 협화음에서 표현된다 

45) “민속음악에서의 음고 일딸은 어떤 체계를 보여주고 있고， 무의식적이지만 의도되었기 때문에 
잘못되고 블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도시의 아마추어들이 음을 툴리게 노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자신에 차고 자의식이 있는 농부 가수의 정확한 연주이다(8é 

la 8art6k and Albert B. Lord, Serbo-Croatian fork songs)." (신도웅 譯(Leonard 8. Meyer 著) , 
『음악의 의미와 정서，!]， (서울 : 예솔， 1991), 198쪽). 

46) 韓萬榮l'佛敎音樂돼究.1， 21쪽에셔 80l/' D。、 La로 진행하는 종지를 편의상 A형， 22쪽에서 La 
、 (sol)、 Mi로 진행하는 종지를 B형， La 、 801의 종지형을 B’ 형이라 했다. 위의 「긴소리」의 종 

지는 이 중에서 B’ 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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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portamento로 꿀어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규칙척이다. 이련 규칙들은 적극 

척인 지시라기보다는 제멋대로 가는 것올 홍제하는 식으로 되어 았다 47) 이런 보기롤 

하나 더 들면 문요제례악에서 종지되는 소리롤 (r긴소리」와는 반대로) 위로 밀어 올 

리는 것이다 r긴소리」는 자유리듬의 음악이지만 종지와 pα‘tamento의 규칙들에 의해 

서 철저히 통제된다. 그런데 이 통제률 자극하는 일탈의 유형이 있다. 

14소절에서 받는소리가 끝나자마자 강박의 지점에서 메기는소리가 에너크루시스 

( anacrusis )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에너크루시스의 지점에 스트레스(stress)를 주 

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악센트되었거나 악센트되지 않은 음을 다이나믹으로 강조한 

것이다.얘) 이러한 수법은 규칙적인 박절과는 관계없이 충격적인 액센트가 된다. 에너 

크루시스는 민요를 비롯한 여러 민속음악들을 흥겹게 하는， 샤날프지만 자극적인 리 

듬적 요소이다. 또 춤에서는 중력을 초월하려는 역통적인 순간이 되기도 한다. 메기는 

소리와 받는소리가 통일한 선윷선에 있는 14소절을 〈보례 4>와 같이 분리해서 기보하 

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보례 4) 

용f 

오 

(메)에 

14소절과 같은 스트레스가 30소절에서도 얼어난다. 30소절에서 받는 소리에 이어지 

는 메기는소리는 더 강력한 에너크루시스이다. 왜냐하변 이 부분은 뒷소리의 약박에 

서 메기는소리가 순간적A로 스트레도( stretto) (9)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트레토는 뒤 

47) 이건용 譯(Max Weber 著). r음악사회학.1. 68쪽. 

48) 신도웅 譯(Leonard B. Meyer 著). r음악의 의미와 정서.1. 100쪽. 

49) 스트레토(stretto)란 대위법의 푸가(jugue)에서 주제가 완전히 끝냐기 전에 미리 웅당이 나와셔 

주제와 겹치는 부분을 말한다. 이 겹치는 부분은 푸가의 진행상 스트레스(이랄리아어의 스트레 

토와 갈은 뜻엄)흘 이룬다. 마찬가지로 민요에서 받는소리가 끝나기 천에 미리 소리툴 메겨서 

겹치는 부분을 편의상 stretto fugue의 용어를 차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가로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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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5) 

(A) - 방 호 

(메)어 느 누 가 

(B) (받)아 오 

~‘~ 

(메)어 

의 「방아소라」에서도 일어난다C(보례 5)의 B). 

약박의 자리에서 강박으로 나오는 에너크루시스는 「긴소리」를 한충 돋보이게 하는 

특별난 역통성 액 센트(dynamic accent)로 들린다. 메 기고 받는 소리가 자주 교차되는 

민요에서는 이러한 다성척 스트레토로서 에너크루시스가 강박으로 냐오는 일이 흔히 

생겨난다. 이것은 가로챔 5U) 에 의한 강력한 자극이다. 이 부분도 〈보례 5의 A)와 같이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를 분리해서 기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보례 4)와 〈보례 5)를 다시 요약하면 일정한 정형을 유지하는 받는소리롤 메기는 

소리가 제멋대로 가로채면서 나온다. 여기서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메기는소리의 시작 

점이 일청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에 생기는 에너크루시스는 민요를 홍겹게 하고 스 

트레토는 활기를 넣어준다. 만약에 받는소리가 끝날 때마다 또박또박 소리롤 메긴다 

면 얼마나 재미없는 민요가 될 것인가? 그리하여 받는소리가 끝나기 전의 가로챔은 

50) “가로챔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한 사랑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 

야기가 시작되는 가로챙의 경우와 유사한 음악척 현상올 가리킨다. 음악에서 이 현상이 얼어나 

기 위해서는 가로챙이 발생하기 전에 그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야 한다." [서우석i'음악현상학.1. 63쪽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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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축소이다. 이것은 걸음을 채촉하는 것마냥 촉박한 느낌， 즉 활성적인 백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음악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2. 평광동 「논매는소리 J <악보 2) 

대구시 평광통의 논매는소리 〈악보 2)와 내환동의 「논매는소리 J <악보 3)는 문경 

의 「긴소리」보다 리드미컬하고 한배 (tempo)가 빠르다. 그리고 강열한 스트레스， 지극 

히 섬세한 창식음은 아주 민속적인 정서롤 냐타내므로 제의적인 문경의 논매는 「긴소 

리」와는 좋은 비교가 된다. 

〈악보 2) 평광동 「논매는소리 」5|)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통 택리， 선창자 : 송문창(남， 1933년생)， 녹음 : 1994. 2. 
22, 채보 : 이해식〕 

o J. =Ca}32 -===== 
f 흘‘ 품릅 흉 ~ 힐 여 ~ ↓」 뾰jJJj 't EEJJq- 「· ~ 

、

(받) 에 - 에 - 에이여 - 어 야 오 오이 -

훌 ￡J二」 μ」」」」」’|」 j 」:」 ￡I정깅 t ~~\ 'f I 
사 - 에이요 - 우요 -

j닝흙T줬 Ir짧 b 

유 월 농 부야 으 철월- 신 선、-ι 
義듣폼 

-=:::::::::::: 

> 
우리 농 군- 너무 디 데õj← 

51) 'fMBC한국민요대전.1， 경상북도민요해설집， 64쪽， CD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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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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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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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Ca.112 

fif 

(메) 이 혀야 

‘ 
(받) 이 야 

i 

1 、-오 

f 

(메) 오 

얄 

오 호 

「---b ten. 
j 흥f 

「도-3%Q오흙꿀펀 -히야 
、‘~
오 

(받) 이 

A 

-야 

래R 

오 

ν1 

헤여 소리 잘도 

호 

한다-

」 i ‘ 
-τ~카{ 

(받) 이 호 

그러냐 전형적인 메냐리선법인 것， 종지가 다양한 것， 선율의 중심이 상승하는 것， 

등은 문경 「긴소리」와 콩통의 현상을 보인다. 즉 평광통 「논매는소리」에서 A부분의 

종지는 A minor의 조성을 맞추기 위해서 e' (Mi)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f' 이다. 이 

컷은 이 미 Bb minor의 Mi로써 선율의 중심이 이통된 것이다. 그리고 마루(절)가 바 

뀌 면서 또 f'#으로 높아진다. 이것은 또 B minor의 Mi로써 선율의 중심 이 다시 한번 

이통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악보 2)의 A의 끝에 Bb minor의 Mi( f' )와 B minor 

의 Mi (f' #)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평광동 「논매는소리」에서 선율의 중심 

이 상승하는 까닭은 문경의 「긴소리」에서와 같다. 

먼저 스트레스와 장식음을 보자. <악보 2)에서 a로 표시한 부분은 메기는소리 ‘어이 

유월 농부야(월렁구야로 들럼)’의 끝에 붙은 neumatic이다. 이 짧막한 업타령 (neu-

matic)에 들어 있는 스트레스(8β와 장식음은 대단히 자극적이고 또 복합적이다. 또 

‘칠월 신선’의 선율에서 장식음을 제거하고 남는 선율을 범패의 핵선울처럼 볼 수 있 

다 〈보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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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6) 

h ‘ Z 、 -
“ ‘ 
ι 

철월 신 션 

다음 B부분은 받는소리가 끝냐기 전에 메기는소리가 미리 나오는 ‘가로챔’의 현상 

을 보여준다. 이것은 문경의 「긴소리」에서와 같이 순간적으로 긴장되는 공간이다. 그 

러면서 스트레스는 보다 더 적극척이고 자연스럽고 구조적이다. 

보통 약박(off beat) 의 스포르잔도나 포르태는 악센트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분류되 

어야 한다 52) 따라서 평광통 B의 받는소리처럼 약박의 sf는 악센트가 아니라 스트레 

스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 스트레스가 긴장의 묘미로서 받는소리의 표현의 성격을 수 

정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리듬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광통 B에서 받는소리는 여전히 12'8박자의 통일한 선율형을 반복한다. 받는소리 

의 약박에서 a로 표시한 메기는소리(‘오-이-히야’)가 에너크루시스로 시작된다. 이 

렇듯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의 순간과 공간은 헤태로포니의 형태이다. 이컷을 다르게 

설명하면 받는소리의 일정한 툴 위에서 메기는소리가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수(補)를 

놓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수놓기는 면면히 이어오는 토속민요의 숨결이다. 

이와 같이 받는소리가 끝나기 전에 단절없이 소리를 메기는 것은 음악적으로는 에 

너크루시스라는 시검새의 재미도 있으려니와， 이렇게 중복(overlapping)함으로써 받는 

소리의 종지를 은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종지의 은폐는 소리와 놀이의 연속을 유발 

한다. 이와 같이 소리의 연속됨은 노동의 연속됨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채보에 관한 문제이다. 즉 a로 표시한 메기는 소리 ‘오 

-이-히야’에서 ‘야’의 시가(f'#， J.)는 표기된 음표보다 길게 들리지만 이럴 경우는 

이를 tenuto의 강조로 보고 정규적인 박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랑직할 것이다. 

3. 내환동 「논매는소리 J <악보 3) 

일반적으로 논매는소리는 평광통처럼 ‘에-’의 업소리로 시작하는데〈악보 2) 내환통 

52) 신도웅 譯(Leonard B. Meyer 著)， Ii"음악의 의미와 정서 Jj，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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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내환동 「논매는소리 }3l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환통， 선창자 : 정창화(남， 1925년생)， 녹음 : 1994. 2. 23, 

채보 :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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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MBC한국민요대전.1]， 경상북도민요해설집， 81쪽， C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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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매는소리」는 ‘어 루루루루에-’로 시작한다. 이것은 자음가샤 ‘루’가 모음가사 

‘에’보다 율동성이 더 분명함올 보여준다. 여기서 율통성이라 함은 언어는 음악의 현 

상을 공간척인 용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용어로도 묘사함을 보여 주는 것 54)과 관련 

된다. 또 이 율동성은 음악의 힘을 확대시킨다. 대부분의 논매는소리와 어사용소리에 

는 이러한 시간적인 현상을 띤 악절들이 구조적A로 삽입 (insert phrase)되어 있다. 이 

것은 경상도 민요에서 볼 수 있는 하냐의 특정이다. 

내환동의 「논매는소리 J A의 5소절에서 (문경의 「긴소리」처럼) 스트레스(sj)가 약 

박에 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받는 사랑들이 subito{ suddenly) sf로 합세하는 것이 

매우 의외성을 가진다. 이 의외적인 스트레스는 억양(柳揚)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의 

요소가 된다 55) 이 억양은 이색척이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 위력은 각 마루마다 

구조적으로 강조되어서 제의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아주 원시적이다. 이 원시성은 

채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각 마루마다 구조적으로 반복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박자의 

단위를 형성한다. 

내환통의 B부분은 평광동의 B부분과는 반대로 강박에 규칙적인 스트레스가 온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통일한 리듬 패턴을 점점 빠르게( accelerando) 역통적인 라임 

(rhyme)으로 몰아가다가 「쾌지나칭칭」으로 전환한다. 내환동의 「논매는소리」는 전환 

의 texture가 참으로 구성지며 춤이 따르는 신명냐는 민요이다. 민요는 춤의 세계이며 

춤의 이해는 인생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 

4. 경산 「어사용소리 J <악보 4> 

나무꾼들이 산에서 부르는 신세타령은 가사에 ‘갈가마구’가 들어 있어서 「갈가마구 

소리」라고도 한다. 또 「어사용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범패의 다른 명칭인 ‘어산 

54) “빠르게 흐른다든지 느리게 흐른다든지， 말을 가로채듯 시간을 꺾어 먹어 버련다든지 하는 것 

은 모두 시간척인 현상올 서술하는 용어들이다." (서우석Ii"음악현상학.!h 39쪽). 

55) “柳揚은 音의 具體的 時間의 횟素이며 가끔 拍子의 단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彈勢률 가진 

각 音은 하나의 時間的 生成율 일a키고 一定한 方法으로 拍子의 輪훌f，율 確立한다." (徐佑錫

譯(J. Claude Piguet 著). ~音樂美學.!I (셔윷 : 音樂藝術社. 1968) 117쪽). 

56) Ii"MBC 한국민요대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어도 좋은 민요들이 많다. 경산의 「어사용소리」도 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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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경산 「어사용소리 }6) 

〔경북 경산군 용성연 용천리， 선창자 : 박삼수(남， 1923년생)， 녹음 : 1993. 1. 5, 

채보 : 이해식〕 

o J. =Ca. 72 

A1 , . if ““ -----

eJ • I ν v 
우 후 후후후 후후 지 리산 갈갈가마구야 

A 1 ,. > -=:::::: 

eJ r I r I r _ ^~' r I r I r 
반첩 산 중 고드 륨을 봄바 랍이 불어 내고 

A 1 I • 

ι i' i' 、 늑~' r 
이 후후야 요내 가슴수심 으로 - 어느 누가 

A 1 , 
‘” ‘ 1'''1 (1’ 

품을 꼬 

(魚山)’과 유사한 탓으로 상호 관련성을 암시한다 57) 

의외(意外， unexpected )라는 것은 음악적 사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후행 

의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때 얼어난다 58) 이러한 의외성이 앞의 내환동 

「논매는소리」에서는 subito sf로 나타나고 「어사용소리」에서는 힘없이 흐느끼는 분위 

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입소리 ‘우 후후후’로 냐타난다. 

「논매는소리」와 「어사용소리」에 구조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의외성은 절망 속에서 

소생하듯 살아 있으며 역시 윷동성을 띤다. 반드시 하행선율에 실려 었는 이 율동성은 

「어사용소리」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냐로 묶는다. 한편 이 ‘우 후후후’는 숨이 

차셔 풀어버리는 것인지 심리적인 스트레스냐 인생의 고달픔을 풀어버리는 것인지 아 

니면 단순한 입소리인지 연구 대상이 된다. 

57) 다읍 논문에서 ‘어산’과 「어사용소리」에 관한 문헌올 볼 수 있다. 白-亨， “어사용의 族律分析

-'ttD貝(魚山) 旅律과 關聯하여 " r民族音樂學~ (서율 :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附設 東洋音樂

땀F究所， 1988) , 第 10輯， 19-21쪽. 

58) 신도웅 譯(Leonard B. Meyer 著)， r음악의 의미와 청서.1 ..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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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된 경산의 「어사용소리」는 Re Do La Mi가 그 구성음이다. 처음 Ab minor로 

Re소리로 질러낸다 59) 구성음과 Re소리를 강조하는 점은 다옴에서 논의할 경주의 「모 

찌는소리 J (악보 5)에서도 공풍이다. 

5. 격양가 : 경주 「모찌는소리 J (악보 5) 

모내기철에는 부엌의 부지갱이도 바쁘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분주한 농 농촌의 

번기임을 말해주는 것이요， 이때만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금기(禁 

룹、， taboo)조차 잠시 해제되는 계절이다. 농샤에 대한 기대로 가득찬 농부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모판의 떠들썩한 「모찌는소리」에서부터 모내기판의 「모내는소리」는 넓은 

〈악보 5> 경주 「모찌는 소리 」60)

〔경주시 안강읍 안강3 리， 선창자 : 최이범(남， 1922년생)， 녹음 : 1993. 2. 4, 

채보 : 문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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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에나리조로 된 범패나 경상도 민요의 구성음 충에서 나는 Re소리에 륙별한 관심올 둔다. 이것 
은 거개의 이론가들이 종지음에 관심올 두는 것과 함께 중요한 점이 아닌가 한다. 李輔亨， “메 

나리調" U"韓國音樂鼎究.!l. 第2輯. 126쪽의 〈表〉에서 메나리조의 구성읍과 선율형을 보면 Re소 

리가 거의 모든 곡옥에서 최고 음고(pitch)를 차지하고 었다. 법패에 있어서는 빔一亨， “1'tD貝

八公山制에 對한 鼎究 鐘聲 · 喝香 · 合掌1島 • 七如來 · 和請을 中心으로" U"民族音樂學.!l (서 

울 :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附設 東洋音樂鼎究所. 1987). 第9輯. 27쪽에 서 八公山制 첼O貝는 Re-
00의 선율진행이 곡의 대부분울 차지한다고 했다. 팔공산제 범패에서도 역시 Re소리가 최고의 

음고이다(관련 각주 73). 

60) U" MBO 한국민요대전.!l. 경상북도민요해설집. 138쪽. CO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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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을 메아리치는 신명의 격양가(뿔壞歌)이다. 모롤 내는 들판은 평소에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남여의 사랑가(戀歌)가 거침없이 풀려냐오는 마을의 광장이다. 본문의 

대상은 경주의 「모찌는소리」이다. 

얼반적으로 경북 지방의 토속민요들이 메냐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주의 「모찌는 

소리」는 별다른 특정이 하나 더 었다. <보례 7)의 선법 충에서 (A)는 처음 메기는소 

리의 골격을 표기한 것인데 La、 (s이)、 Mi의 종지는 통상의 메냐리조와 갈다. 받는소 

리의 종지인 sol(a' b)올 끌어내리는 것은 문경 「긴소리」의 종지 (La、 so1)와 같다(B). 

〈보례 7) 

(A) (B) 

훌難 • 물촌존 題“ :a=:::j: - 매 
- ι=노=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일은 처음 메기는소리 ‘밀치고’는 Do(d" b)로 시작하는데(언 

뜻 Re처럼 들란다) 받는소리 ‘쩌내자’와 그 다음 메기소리 ‘안강’을 Re(e"b)로 시작하 

는 점이다. 채보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도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반복은 

계속해서 질러내는 Re소리로 주고 받는다. 이것은 소리의 분위기가 처음보다 나중이 

상승된 까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앞의 경산의 「어사용소리」처럼(또는 제주도의 둥글 

레당실처럼) Re소리가 격양되고 끌어내리는 sol(a' b)로서 종지함은 이국적인 정서와 

의 관련이 아닐까 한다. 만약에 처음 ‘밀치고’와 같이 계속해서 Do로 주고 받는다면 

보통의 메냐리조와 다름이 없다. 

그럼 경주 「모찌는소리」에서 Re소리로 질러내는 이국적인 정서의 근원을 고대 그 

리스 선법과 관련하여 논술하여 보겠다. 

6. 메나리조와 고대 그리스선법 

메나리조와 그리스선법을 관련지어 보려는 의도는 그리스 선법들의 이름은 어떤 한 

조(調)의 음고(音高， pitch)에서 그 상대적인 위치를 가리키기 위하여 문자 이름을 사 

용한 것이고 61) 그리고 원래 도리아 · 프리지아라는 등의 명칭들은 음악의 특정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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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시대(有史時代) 그리스인들이 계풍율 이은 여러 민족들의 개성있는 연주 방 

법과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윷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2)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 

들이 계흥을 이은 여러 민족들의 법위에서 서아시아는 물론 극통이 제외될 수 없다. 

그리스는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일부였지만， 그 음악은 사뭇 아시아적이었다 63) 그리 

스인이 말하는 아시아란 주로 소아시아를 가리킨다. 그리고 C. 작스는 그의 F音樂의 

起源』에서 자주 그리스와 인도 • 일본 64) 중국 음악과의 공통점올 강조하고 있다. 

일본 • 중국과 그리스는 어느 지역보다도 수천년이나 옛날인 하나의 아시아의 모체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중국인은 그들의 음악을 서양에서 얻은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65) 또한 반대로 그리스인은 그들의 음악이 동방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66) 

여기서 메냐리조와 그리스선법을 논의하기 전에 미리 전제해야 할 것이 았다. 그것 

은 BC 4~5세기경의 고대 그리스선법은 우리나라의 『삼국유사.!l (AD 760 t켠)와 쌍계 

사 진감선사의 대공탑비문(AD 830년)의 범패에 관한 기록과 또한 그에 미루어 본 

경상도 민요의 역샤성과는 문현상으로 무려 1000년 이상의 시차가 생긴다. 이런 이유 

로 우리나라 에나리조의 흔적을 그리스선법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아칙은 성급한 생각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메나리조선법의 이론 정립에 필요한 몇 가지 공 

통적인 도움을 그리스선법으로부터 찾아보려는 시도로만 그치려고 한다 67) 

61) 김진균 · 나인용 • 이성상 譯(Donald J. Grout 著). i'西洋홉樂史 JJ (上). 33쪽. 

62) 김진균 • 나인용 • 이성삼 譯(Donald J. Grout 著). i'西洋音樂史 JJ. (上). 38쪽. 

63) 쿠르트 작스(Curt Sachs). l'音樂의 起源.1 (下). (서울 : 삼호출판사 편접부 譯). (下). 11쪽. 

64) 쿠르트 작스(Curt Sachs)는 그의 『音樂의 起源 JJ (下). 49쪽에서 일본의 5음음계와 그리스선법 

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65) 중국 진나라의 呂不童(?-BC 235)가 쓴 F呂~春秋』에서 大夏의 서쪽은 근년에 이르러서 오토 

프랑크(Qtto Franke) 에 의해서 토카르(Tochar)의 나라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토카르인은 척어 

도 기원전 13세기를 전후해서 고비사막의 동남의 나라 변경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이며， 평화 

적인 민족무로 서방과 동방문명의 충개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쿠르트 작스(Curt Sachs). i'훌樂 
의 起源JJ (上). 171쪽). 정신척 세계주의의 관점에서 본다연， 고대의 동양， 륙히 수메르， 바벌 

로니아，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아프냐 라이어의 개방현 위에， 중국인이 행했던 것과 똑 

같은 상하 반복식 원리에 기본율 둔 음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전설이 말해 주 

고 있는 것처령 황제의 악인이 셔방에서 12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음조직이 전해 

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1'音榮의 起源JJ (上). 175쪽). 

66) 쿠르트 작스(Curt Sachs). i'音樂의 起源JJ (下). 31쪽. 

67) 그리스 선법은 중세의 수도사들이 유럽의 카토릭에 전하면서 도리아와 프기아선법올 서로 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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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음악의 이해는 테트라코드(tetra chord)로부터 시작된다. 즉 두 개의 테 

트라코드를 연결할 때 처음 테트라코드인 Re 00 Si La의 마지막 음인 La가 다음 태 

트라코드의 시작음이 되면(Ra S01 Fa Mi) 이것은 연접된( conjuncted ) 7음의 선법이다 

(Re 00 Si(La/La)S01 Fa Mi).68) 

그리스의 기본적인 선법인 도리아선법은 Mi Re 00 Si La S01 Fa Mi이며 La는 메세 

(mesé , 중앙음)69)가 된다. 이 메세는 테트라코드의 상하이동이나 가락의 변화에 따라 

서 가동음(可動音， dynamis) 이 되기도 한다. 이 메세가 가통음과 정지음(靜止音， thé 

sis)으로서 얼치하는 것은 도리아선법뿐이다 70) 

도리아션법에서 Si와 Fa를 제거하면71) 우리 나라의 메나리조인 Mi Re Do (La/La) 

s01 Mi와 같고 72) 역시 La를 메세로 볼 수 있다. 이 선법들은 모두 하행으로 표기해야 

옳다〈보례 8). 

또 각주 59와 관련해 보면 Re 00 (La/La) s01 Mi가 거의 모든 메나리조의 주요음 

을 이룬다. 이것은 메세를 중심으로 위로 4도와 아래로 4도의 관계인 것이 (Re←La→ 

꾸고 혼돈해서 전할 정도로 이론과 악기 주법이 너무 복잡했다. 근래에 우리 냐라 국악계에서 

도 유럽의 교회선법과 관련하여 국악의 선법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검영운， “한국 

음악 선법에 관한 시론"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95. 6. 14) : “한국음악 선법에 관한 시론 

(2) ," (1995. 7. 14. 한국국악학회 정문연 세미나)이 그것이다. 그리스의 음악도， 동아시아의 

음악도 함께 엄밀하게 선율적인 기반 위에 성립되어 있￡며， 그리고 제네라(genera， 音組職의 

種類)냐 조(調)나 선법 조직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연(쿠르트 작스(Curt Sachs) , Ii"音樂

의 起源.，1)， (下)， 30쪽) , 우리 나라의 선법은 지리적 역사적 액락으로 보아서 충세 유럽의 교회 

선법보다는 원시성이 질은 그리스션법에 더 가깡다고 하겠다. 

68) 테트라코드가 Re Do Si RaaSol Fa Mi Re로 되어 있S변 분리된(disjuncted) 테트라코드라고 

말한다. 

69) 결합음인 ‘메세’는 중앙의 음이다. 확실히 그것은 헤프타코드의 양단에서 갈은 거리에 있는 사 

실상의 중심음이다〔쿠르트 작스(Curt Sachs) , Ii"音樂의 起源.，1) (下)， 43쪽). 

70) 쿠르트 작스(Curt Sachs) , Ii"音樂의 起源.，1) (下)， 73쪽. 

71) 중국이나 한국，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궁정 음악이냐 사원의 음악은 불안정한 반음옳 꺼려서 

피하고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반음은 정열을 진청시킬 뿐 아니라， 영혼을 관능척인 욕망으로 

가득 채 워 주기 때문이다〔쿠르트 작스(Curt Sachs) , tr音樂의 起i原.1 (上)， 201쪽). 중국음악에 

서는 반음을 불만족스러운 음정으로 경시하는 일이 현저했다. 이 역시 〈이끔〉의 역할융 하는 

반음이 선율적￡로 비독립적인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일은 다른 5음음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이건용 譯(Max Weber 著)， tr음악사회학.1， 70쪽). 

72) 전라도지방의 계변조는 sol조차 제외되면서 4도 아래의 최후의 도달음언 Mi소리가 심한 요성 

( vibration)으로 일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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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고대 그리스에서는 현악기의 조윷과 공통이 된다. 즉 플루타르크의 〈음악에 관 

해서〉 에는 3현의 조현법으로서 d’ -a-e가 제시되어 있다. 이 조현윤 신빙성이 크다 73) 

〈보례 8) 

Dorian 
mord 

때나리조 

mesé 

메냐리조는 메세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의 4도 안에 ‘Re Do La’의 통일한 제네라 

(genera)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제네라는 그리스에서는 여러 선법의 일부로 포함되 

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張師助 r國樂總、論，Jh 85-92쪽을 보면 변조의 틀이 그리스 

선법의 테트라코드의 상하 이통과 똑같다. 즉 4도 안의 제네라인 ‘ S01 Do Re’(사실상 

의 표기는 ‘Re Do S01’이 옳음)의 이통에 따라서 소위 평무로 내는 메세가 떠는 가동 

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범패냐 경상도민요롤 낮은 조로 부르든 높은 조로 부르든 최고의 음고는 Re소리일 

때가 허다하고 Re소리는 선윷로써 강조된다 74) 이런 경우의 Re소리는 그리스선법에서 

는 청지음이 된다. 경주 「모심는소리」가 통상의 메냐리조와 다른 것은 Re소리를 정지 

음으로 강조하므로서 이국적인(그리스적인?) 정서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C.작 

스가 자주 인도와 중국， 일본 음악을 그리스 관련으로 거론함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선법과 관련하여 옛날 신라 사람들과 도리아 사람들의 음악척 

인 정서가 공통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갖게 한다. 

73) 쿠르트 작스(Curt Sachs) , L"音樂의 起源.! (下)， 32쪽. 고대 그리스에서 펜타토닉의 조현법은 

동양의 삼분손익법과 같다(64-65쪽 창조) . 

74) 각주 45.59와 관련하여 문경 「논매는소리」의 「긴소리」에서 선율의 중심이 이동하여 Mi소리 

로 높여져야 할 선율이 Re소리에서 머문다. 그리스 음악에서는 가수 때문에 고안된 사실상의 

솔미제이션은 각 음의 음고와는 관계없이， 음의 상판척인 위치를 나타낸다(절대음고는 성악에 

있어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쿠르트 작스(Curt Sachs) , lI'音樂의 起i原.! (下)，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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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명백한 경상도쪼(調) 

우리 나라는 전라도의 진양조， 경기도의 창부타령조， 서도의 수심가조흘 제외하면 

거의 메냐리조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5) 경상도의 들노래와 법패도 메냐리조에 

속한다. 경상도의 들노래 중에서도 륙히 문경의 「긴소리」는 제네라에 있어서 법패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 범패와 같이 억세고 꿋꿋한 발성으로 부른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받는소리도 법패의 칫소리처럼 장엄하다. 그럼 이들의 음조 

직과 정서와 발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에냐리조의 제네라는 Mi Re Do La (sol) Mi이지만 Re Do La (s이) Mi가 더 흔하다. 

범패와 「긴소리」는 La보다 Do를 더 길고 강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메냐리조롤 。l

렇게 부르므로서 메냐리조의 일상적인 애잔함보다는 장대함이， 산간(山間)지방의 구 

슬픈 정서보다는 들녘의 꿋꿋한 기백이， 역사의 긴 세월을 타고 오늘의 경북 지방에 

전해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터 (site) 의 토속성인 통시에 창구한 통시성이다. 그리고 

무엿보다도 병백한 경상도쪼이다. 이러한 경상도쪼에 더하여 이국적인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Re를 길게 부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높은 소리는 화려하지만 낮은 소리는 엄숙하다 r긴소리」의 받는소리나 

범패가 장엄하게 들리는 까닭은 낮은 소리로 76) 이에 더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범패는 통시성의 종교적인 제의로서 r긴소리」는 풍놓을 기원하는 

토속성의 주술적인 제의의 맥을 타고 오늘의 경북지방에 이르른다. 

대부분의 들노래(農護)들은 소리를 불러갈수록 선윷의 중심이 상숭된다. 그러나 경 

북지방의 들노래는 그 상송에 있어서 음악적인 일정한 유형을 유지한다. 가락과 발성 

에 따라서 이동되고 분출되고 소멸되는 힘 (energy)은 경상도 들노래의 매력인 통시에 

75) “경상도 · 강원도지방 무가 빛 민요의 선율은 메나리조로 되었다고 못박어 말할 수 었고 또 

에나리조라는 것은 경상도 · 강원도지방 무가 및 민요의 선율에 나타난 선법 및 선율형이라고 

말하고 싶다." C李輔亨， “메나리調" i'韓國音樂鼎究JJ. 第2輯. 128쪽). “태백산백 이통지방의 민 

요선법은 영남지방이나 영통지방이 모두 통일한 선법 즉 완전4도 위에 단3도률 쌓아 올린 것 

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좀더 북상시켜 관북지방에도 적용시킬 수 있올 것 갈기 때문에， 이 세 

지역올 통일민요권a로 묶을 수 있다." C韓萬榮i'韓國f훌統音樂liff究，J. 191 쪽). 

76) Tibet사람들은 더 낮은 소리로 그들의 불교음악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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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히 내환통 「논매는소리」에서 subito sf). 이것은 또한 유형을 형성한다. 이 유형들 

은 소리의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 넣는 에너크루시스와 스트레토이다. 이러한 유형들 

의 보다 적극적인 현상은 유회(놀이)척인 ‘가로챔’이다. 메기는소리가 패턴을 갖춘 받 

는 소리를 분방스럽게 ‘가로챔’으로서 받는소리의 종지가 감추어지도록 한다. 이 ‘가로 

챔’은 곧 혜태로포니( heterophony )의 시초가 된다. 

들노래나 어사용소리에서 갑자기 휘어냐오는 업소리 ‘우후후후，’‘헤헤헤헤’퉁은 처음 

듣는 사람에겐 뜻밖의 충격같은 것이다. 이것은 의외척이고 구조적이면서 매우 이질 

적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삽입된 악구(inserted phrase)라는 점이다. 

C.작스는 그의 『音樂의 起源』에서 통방(서아시아)은 물론 인도와 극통의 일본 음악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의 음악)과77) 그리스 음악과의 관련을 명 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작스의 광범위한 학설은 전혀 이설 78)만은 아니며 날카로운 비판조차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선법과 우리 냐라 메나리조의 범패， 또 경상도 민요는 시간척， 지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옛날 아시아는 하냐의 모체 문화였다는 희미한 근거 아 

래 이 둘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로롤 통해서든지 문헌상으로 먼저 있는 그리스 선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는， 또는 그 반대되는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아직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메 

냐리조와 그리스 선법들 사이에는 많은 공통되는 점들이 았다. 그리스 션법의 테트라 

코드와 동방의 음악， 그리고 메나리선법은 특히 생리적으로 조건이 지워진 4도를 공 

통분모로 가진다. 그리스 선법의 mesé(중앙음) • dynamis(가통음) • thésis( 정지음)와 

비슷한 역할의 음을 우리 나라의 선법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경상도의 들노래나 범패에서 선율의 음고로 강조되는 Re소리를 이국적인 정서로 보 

고 그 근원이 그리스 선법의 thésis와 관련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것은 유사이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인류의 활발한， 그리고 생각보다 찬란한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77) “日本은 古來 中國이나 印度의 音樂文化가 輸入되어 어떠한 系統的 音樂觀이나 音樂論에서 外

來의 見解가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李成千 譯 (野村良雄 著)， If'音樂美짧J (서울 : 音樂

홍￥術社， 1974) , 36쪽) . 

78) 쿠르트 작스(Curt Sachs) 著If'音樂의 起源.!l (下)， 201쪽의 譯者後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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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을 전제로 한다면 수긍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극통과 그리스와의 관련에서 작 

스의 학설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의 음악을 광법위하게 

탑구하고 이해한 끝에 나옹 지혜의 심상이기 때문이다. 또 냐의 작품의 경향이나 논문 

의 바탕울 양방통행으로 이해하려는 선입관과 상통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N. 이해의 순환을 위하여 

민요는 인간에 관한 언어이며 인간을 위한 음악이며 전숭으로 가득차 있는 저수지 

와 같은 것이다. 

본문은 문경과 대구의 「논매는소리 J. 경산의 「어사용소리 J. 경주의 「모찌는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경북지방의 저수지에서 시간적인 전숭의 깊이를 측정해 보고 또 그것 

을을 건저 내어서 유효한 이론체계를 세워 보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따라서 경상도쪼 

의 민요들을 나의 선입관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나머지 의식의 영역으로 이끌어낸 것 

이다. 

여기서 나의 선업관이란 언제냐 열려있는 이해의 상태를 뜻한다. 이해란 모든 인간 

의 탐구와 지식의 근저에 있는79) 영훈의 활동이며 아름다운 심상이다. 그리하여 어떤 

의견을 억지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나의 독특한 발상과 예지와 

의 관련을 말하는 것이다. 

독특한 발생이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항상 이해의 순환으로써만 가능한 양방통행의 

샤유 작용을 말하며 예지는 그컷의 추진력이다. 

논제의 경상도쪼(調)란 민요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한국사람다운 패러다임이 통 

시척인 전승으로 내려오는 넓은 도량을 말하며 내면적으로는 깊은 토속성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놀이되고 춤추어지는 나의 모든 작품과 글과의 관련이며 “경상도쪼 민요 

의 통시성과 토속성”도 그 중의 하나이다. 

79) 이유선 옮김 (J. M. Connolly . T. Keutner 엮음). ü"해석학과 과학.! (서울 : 民音社. 1993) ,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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