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죠선후가 정까접딴C.iE歌集團)의 유형과 성격 
- 평민쟁까접단을 중섬으로 -

이보형(한국고음반연구회) 

1. 머리말 

근래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가곡， 가사， 시조와 같은 성악 부문을 통틀어 정가(正 

歌)라 이르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가를 부르는 가수집단을 정가 

집단(正歌集團)이라 이를 수 있다. 지금 까지 우리 음악에서 정가집단에 대한 인식 

은 주로 풍류객집단(風流客集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조선 말기의 음악문 

화를 살펴보면， 정가집단이 반드시 풍류객집단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 말기 정가집단에는 풍류객집단 밖 

에도 가공집단(歌工集團)，2 창우집단({昌優集團) 3 기생집단(妹生集團) 그리고 평민 

가객집단(平民歌客集團)4과 같은 여러 사회집단의 유형을 볼 수 었다. 이 가운데 

평민정가집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민정가집단은 가장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평민정 

가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집단인 풍류객집단， 가공집단， 창 

우집단， 기생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평민정가집단과 비교하고자 한다. 

1 장사훈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63쪽 「가객」조 

2 여기에서 가공이라 이르는 것은 악공집단의 가수를 뜻한다. 

3 여기에서 창우라 이르는 것은 창부， 배우라 이르는 것으로 연극하는 광대， 곡예하는 재인， 춤 

추는 무동， 악기를 연주하는 고인 등으로 구성되는 총체적 공연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4 여기에서 평민정가집단이라 이르는 것은 조선 말기 서울 평민 계층에서 정가를 부르는 가수 

집단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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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선 시대의 정가집단이 모두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가집단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문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몇 가지 문헌을 통하여 소략하나마 먼저 평민정가집단의 

선행집단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평민정가집 

단과비교하고자한다. 

2. 션행 정가집단 

조선 후기에 평민정가집단이 형성되기 이전에 정가를 부르던 선행 정가집단에는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정가를 부르는 풍류객집단j ， I정가를 부르는 가공집단j ， 

「정가를 부르는 창우집단j ， I정가를 부르는 기생집단」을 틀 수 있다. 

1) 풍류객집단(가객) 

정가집단에 대한 논의가 주로 풍류객집단에 한정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이 집단 

의 성격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정가집단을 흔히 ‘가객(歌客)’ 이라 이르 

지만 어의적으로 봐서는 가곡을 부르는 풍류객을 뜻한다. 장황하지만 풍률객의 유 

형을들어 이를설명하려 한다. 

한국전통사회에서 ‘풍류객 이란 정신적 수양을 위하여 문기(文氣)있는 고아한 

여러 예술 부문을 스스로 연행하여 향수하는 비전문적예술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다. 풍류객은 다시 그들이 연행하는 예술부문에 ‘객(客)이라는 말로 집단을 호칭하 

여， 직업적인 전문 예술집단과 변별하였다. 즉 스스로 즐기기 위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풍류객은 ‘소객(關客) 이라 일러，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도펼리(刀筆 

更)와 변별하였고， 스스로 즐기기 위하여 서화(書畵)를 하는 풍류객은 ‘묵객(뿔 

客)’ 이라 일러 , 서화를 직업으로 하는 화공(畵工) 및 화원(畵員)과 변별하였고， 스 

스로 즐기기 위하여 음률(音律=줄풍류)을 하는 풍류객은 율객(律客)이라 일러， 

기악 연주를 직업적으로 하는 악공(樂I) ， 악생(樂生) . 고인(鼓A)과 변별하였다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 즐기기 위하여 정가를 부르는 풍류객을 ‘가객’ 이라 일러， 

노래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가공(歌工). 광대(廣大)와 변별하였다는 것을 알 

수있다. 

조선 후기에 중인계층의 풍류객집단이 정가문화(正歌文化)를 주도하였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 이는 조선후기에 가집(歌集)이나 문집에 나오는 가객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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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을 살펴보면 역관， 서리， 포교， 통예관과 같은 중인 계층이 감당하는 직책들이 

많다는 데서 알 수 있다 5 

장현(張셨)=역관 

탁주한(卓柱漢)=서리 

김천택(金天澤)=포교 

김수장(金壽長)=서리 

장우벽 (張友뿔)= 통예관 

조선 후기 가객의 전승계보는 장우벽-오동래(吳東英)-최수보(崔守南)-하중곤 

(河件騙)-명완벽 (明完뿔)-하규일(河圭一)로 이어진 것과 장우벽-오동래-박효관 

(朴孝寬)-안민영(安행英).홍진원(洪鎭源)-추수교(秋數敎)로 이어진 것이라 한다 6 

그러나 금합자보나 동문유기에 보이듯이 장우벽 이전부터 중인층 풍류객이 활동하 

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전숭 계보는 분명히 얄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장우벽 밖의 

다른 가객의 전숭계보도 알 길이 없다. 지금은 중인층 풍류문화가 붕괴되어 풍류객 

집단의 정가 전승의 역할은 단절되었고 오히려 다음에 보듯이 하규일에게 배운 전 

문음악집단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향수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것이 풍류객집단의 특성이라 할 때 실세의 정 

치집단인 양반집단은 신분계층의 구분을 내세우겠지만 한편 정치에 볼입하여 이에 

참여할 틈을 내기 어렵게 되었다. 중인 계층 풍류객집단은 교양은 양반집단과 같지 

만 신분은 정치집단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술에 몰입하는 

것이라할수있다. 

중인 계층 풍류객집단이 풍류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없 

다는 것이다. 이 집단은 역관， 서리， 포교와 같은 직업이 따로 있으므로 호구지책 

으로 공연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풍류객은 원칙적으로 공연 보수를 받 

지 않으며 오히려 보수를 받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 이 점에서 음악을 직업으로 하 

여 공연 대가로 보수를 받는 전문음악집단인 가공집단， 창우집단， 기생집단과 성격 

이다르다. 

5 송지원， “조선후기 중인음악의 사회사적 연구 ..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음악학 석사 

학위 논문， 1992). 

죠E 
--, 

6 안확. “가성 장죽헌 서거 200년 .. w한국예술총집 음악떤 IJ (서울. 대한민국 예술원， 198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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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가(漢陽歌)7에 보면 풍류객이 풍류회를 벌이던 많은 정자가 소개되고 있다

그 많은 정자에서 풍류객이 시회， 묵회， 율회， 가회와 같은 풍류회를 자주 벌였을 

것이다. 이런 풍류회에서 풍류객 스스로 경비를 추념하여 주최하고 스스로 향수하 

기 위하여 연행할 수 있었던 것은 따로 직업이 있어 풍류객집단이 경제적으로 부담 

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서울의 도시 경제가 성장하여 생활의 

여유가 중인 계층에게 까지 미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 

황이기에 장우벽(張又뿔)이나 박효관(朴孝寬)과 같은 가객이 가대(歌쫓)를 짓고 

가회를 자주 벌이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풍류객집단의 성격은 그들이 중인 계층 신분이 많다는 것 밖에도 스 

스로 경비를 부담하여 가회를 주최하고 스스로 향수하기 위하여 연행하고 보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이를 주관한다는 이 점에서 가공집단， 창우집단， 기생집단과 

같은 다른 정가집단과 변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공집단(악공) 

가공의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집단에8 대한 개념도 애매하다. 가 

공은 궁중의식음악에서 악장을 부르는 악공을 가리킨다. 지금은 악장이라 하면 종묘 

악장을 연상하지만 악학궤범 및 악장가사와 같은 문헌에 보이듯이 정읍， 동동과 같 

은 향악이 악장으로 불려졌고 이것이 가공에 의하여 가창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문제는 가공집단이 풍류회에서 정가 공연에 참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장우벽-오동래(吳東來)-최수보(崔守南)-하중 

곤(河때騙)-명완벽(明完뿔D-하규일(河圭 )로 이어졌다는 가객의 전승계보가 있 

는데9 이들이 모두 중인 계층 풍류객집단에 속하지만 명완벽(明完뿔)만은 악생(樂 

生)이라는 전문음악집단에 드는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풍 

류객집단의 풍륭회에 악공집단의 가수가 끼인 것이 명완벽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 

니면 이것이 본디 궁중의 가공집단의 전통인가 하는 것인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피듯이 가곡이 풍류객집단의 음악이 아니고 가공집단의 음악에 

시원(始原)을 두는 것이라 한다면 명완벽 이전에도 가공이 풍류회에 참가하였다는 

7 한양거사， 한양가. 

8 이 가공집단이 별개의 사회집단이 아니고 악공집단에 포함되는 것이라 따로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지 않지만 분문에서는 다른 정가집단과 변별하기 위하여 편이상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악공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 용어를 쓰고자 한다 

9 각주 6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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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악계에서 가공이라는 말이 낯 설은 것은 현행 궁중연례악계 음악에 가공 

이 따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궁중 연례악에 가꼼이 편성된다는 것은 이미 이 

혜구 박사가 말한 것이다 10 이는 진연의궤에 적힌 가공의 수효가 무원 수효 보다 

많은데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가공이 진연에 참가하였다는 것은 진연의궤에서 볼 

수 있다. 영조 20년 갑자 진연 차비에 이처중(李處中) , 오천우(吳天祐) 동 14명의 

가사(歌師)가 편성되는 것이 보이고， 순조 29년 을축 명정전 진찬 차비에는 양천호 

(梁天浩) , 정수경(鄭專慶) 동 4명의 가(歌)가 보인다. 이들 가운데 박만적(朴萬 

積) , 박천맹(朴天影) , 박만의(朴萬構)， 김재홍(金載弘) 황세웅(黃世雄)과 같은 이 

가 전악 및 가전악을 지낸 악생들이라11 이들이 악공집단에 드는 것은 분명하니 이 

들을 가공집단이라 이를 수 있다. 

궁중의식음악에 가공이 편성되는 것이 조선시대 일이 아니고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신라 의식음악에 가척(歌R)이 금척(琴R) ， 가척(節R)， 무척 

(舞R)과 함께 편성되었다는 점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 사정은 고구려나 백제에 

서도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의식음악에서는 거문고 재비， 완함(l況成-뚫똘) 

재비， 저(織옮-橫館) 재비 그리고 무원(舞員)과 함께 가공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 

이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삼현삼죽(三鉉三竹)에 무원과 함께 가공이 편성되 

었을것으로보인다. 

진연에서 가공이 부르는 성악 부문이 오늘날 정가 부문과 다르다 하겠지만 영산 

회상이 본디 풍류객의 음악이 아니고 가공집단의 음악이었듯이 가곡의 원류 또한 

가객집단의 음악이 아니고 가공집단의 음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가곡의 기원을 흔히 금합자보(琴合字讀)와 같은 여러 금보에 보이 

는 만대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금합자보 및 현금동문유기와 같은 고악보에는 만 

대엽을 심방곡(心方曲)이라 일렀다. 성현(成{見)의 용재총화( 1庸齊蕭話)에 보면 심 

방곡이 정읍 영산회상과 함께 나례에서 의식음악으로 연주되었다고 한다 12 가곡이 

대엽(大葉)에서 나왔고， 대엽이 나례에서 부르는 가공집단의 심방곡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가곡을 부르던 가공집단이 풍류객집단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봐 

서 가공집단이 풍류객집단의 풍류회에 참가하였던 것이 명완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이혜구 박사의 한국음악사 강의 참고. 

11 장사훈한국악기대관~ (서울: 문화재관리국， 1969) 

12 성현용제총화』 권1 처용지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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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회는 원칙적으로 풍류객이 연행하는 것이지만 음악전문집단인 악공집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풍류객집단이 아마추어집단이라 기예에 능하지 못 하여 피리， 대 

금， 해금과 같은 어려운 악기의 연주에 악공집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악공집단이 그렇듯이 가공집단의 전승계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악공이 장 

악원 또는 악수청과 같은 음악기관에 매었기 때문에 사사 계보를 중히 여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늘날에는 악공집단의 음악문화가 무너졌지만 이 집 

단의 음악은 지금 국악원 전문악사들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듯이， 가공집단의 음악 

문화도 무너졌지만 풍류객 가곡을 이은 하규일의 정가가 이병성， 이주환， 홍원기와 

같은 전문음악인들에게 이어졌으니 지금 정가는 전문음악인의 음악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할수있다. 

가공집단은 악공집단에 속하므로 궁중이나 관아의 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하여 보 

수를 받는 음악전문집단이다. 이들은 스스로 가회를 주최하지 않고 다만 풍류객이 

주최하는 가회에서 참가하여 보수를 받고 주최자의 향수를 위하여 공연할 따름이 

다. 이것이 풍류객집단과 변별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3) 창우집단 

창우집단은 판소리 , 줄타기 . 삼현육각， 무동무를 중심으로 하는 창우회를 총체적 

으로 연행하는 전문음악집단이다. 이 집단은 다시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광대 (廣

大) . 곡예를 전문으로 하는 재인(才A)， 춤을 주로하는 무동(舞童) . 악기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고인(鼓A)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사회집단이므로 이를 

통틀어 창우집단이라 이른다 13 이 집단이 주로 잡희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정 

가에 능한 창우가 풍류객집단의 풍류회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지나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말기에 국창으로 꼽히던 박기홍(朴基洪)이 정가에도 능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다 

〔박씨〈중략〉 시조， 가사， 현금， 가야금， 내지 피리， 저， 해적 할 것 없이 무불 

정통으로 각각 일가를 완성하였고J<정로식， 조선창극사)14 

이 밖에 삼현육각의 명인 전계문(全桂文)이 가곡에 능하였고， 김연란(金如蘭)， 

13 이보형， “창우집단의 광대소리 .. I한국전통음악논구J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83-111쪽. 

14 정로식조선창극사~ (서울: 조선일보사. 1940) 163쪽 박기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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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회(金素姬)와 같은 판소리 명창이 여창가곡에 능하였던 것과 같이 창우집단이 

정가에도 능하여 풍류회 공연에 참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풍류회에서 악기의 연주는 악공집단과 더불어 창우집단의 도움이 필요하 

였다 .이것은 한숙구(韓됐求) . 김창조(金昌，祖) . 심정순(沈正淳) . 백낙준(白樂俊) . 

한성기(韓成基강) . 전추산(全秋山) . 강태홍(姜太弘) . 한주환(韓周煥)과 같은 수많 

은 창우집단의 고인들이 줄풍류 및 가곡반주로 풍류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해금산조 명인 지용구(池龍九)가 조선정악단원이었다는 것은 다 알려 

진사실이다. 

창우집단은 악공집단의 경우와 같이 공연에 대한 보수로 사는 전문음악집단이 

다. 따라서 악공집단의 경우와 같이 풍류회를 주최하지 않고， 다만 풍류객이 주최 

하는 풍류회에 참가하여 정가를 연주할 뿐이었다. 오히려 풍류회에 참가하게 되면 

풍류객에게 보수를 받았다. 전남 동복(同福)의 오씨풍류방(吳民風流房)에서는 한 

숙구， 한수동(韓壽童) . 정남옥(鄭南玉) . 한주환， 오진석(吳進錫)과 같은 창우들이 

오씨에게 생계비를 받고 풍류회에 참가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풍류회 

를 주최하지 않고 다만 보수를 받고 풍류객의 풍류회에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창우 

집단은 가공집단. 기생집단과 같고 풍류객집단과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창우집단의 문화가 붕괴되었고 따라서 지금은 이 집단의 정 

가공연문화도 단절되었다. 

4) 기생집단 

풍류회에서 남창(男唱)의 상대인 여창(女唱)은 장악원 및 교방청 출신 기생집단 

이 감당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생집단은 음악전문집단이다. 여염의 여 

인이 정가를 가창하는 것이 금기되었던 조선 사회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기생집단 

을 참가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생들은 가곡 수업이 필수이므로 정가에 능한 

기생은 많았던 만큼 풍류방에 여창을 위해서 기생을 동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 

을 것이다. 기생집단이 가회에서 정가를 불렀다는 것은 수많은 글에 보인다. 한양 

가에 기생이 소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리하는 어린 기생， 한 손으로 머리 받고， 아미를 반쯤 숙여， 우조라 계면이 

며， 소용이 편락이며， 춘변콕， 처사가며. 어부사， 상사별곡， 황계타령， 매화타령， 

잡가 시조 듣기 좋다.J<한양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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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총옥에 보이는 수많은 기생들이 안민영의 남창에 대한 여창 공연을 하였을 

것이다. 

기생집단은 악공집단처럼 관에 매인 전문음악인 집단이다. 따라서 기생집단은 

스스로 가회를 주최하지 않으며， 다만 풍류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향수자를 위하 

여 공연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가공잡단이나 창우집단과 같고 풍류객집단과 

다르다할수있다. 

근래에는 기생집단이 붕괴되어 기생의 가창문화도 단절된지 오래이다 다만 이 

집단의 여창만이 서산호주， 이난영 김수정， 김월하로 이어졌고 지금은 전문음악인 

들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3. 명민집단 

1) 평민정가집단의 형성 

여기에서 평민정가집단이라는 것은 조선 말기 서울의 평민 계층 출신의 정가집 

단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에 중인계층의 풍류객집단에 의하여 성창되던 정가가 조 

서 후기에 오면 서울의 평민 계충의 가수집단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당시 서울의 평민 사회가 경제적으로 향상되면서 문화적 상숭이 이뤄져 서울 평 

민계층 가수집단에 정가를 부르는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이 평민집단이라는 것은 이들의 직엽이 공장(IIfr)이나 농부라는 데서 

알수있다. 

조기준(趙基俊)=붓짝이 

박춘경 (朴春景)=농부 

최경식 (崔景植)=농부 

그리고 이 잡단의 출신지가 공장이， 농부， 상인이 사는 고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16 

임기준(林基俊)， 박춘경(朴春景)=모화관 

15 이석내교주 풍속기사 한양가J (서울 신구문화사， 1974) 64쪽‘ 
16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57호(서울. 문화재관리국， 1969) 좌창경기긴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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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욱(崔相旭)=누각골 

조기준(趙基俊)=애오개 

최경식=마포 

한인호(韓仁浩)= 양사꿀 

이익현=풀뭇골 

박춘재=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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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계충 가수집단이 정가의 전숭에 기여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그동안 이에 대 

한 논의는 없었다. 이는 지금 까지 정가집단 대한 논의가 주로 중인 계충 풍류객집 

단을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서울의 평민 계층 가수집단은 잡가집단으로만 인식되 

어 정가집단 측면으로는 인식되지 못 한 때문이다. 

흔히 서울 평민가수집단을 잡가집단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은 평민가수집단의 조 

종인 이른바 「추조박(秋曺朴)J을 잡가집단으로만 인식한데 기인한다. 여기에서 추 

조박이라 이르는 것은 추교신(秋敎信)， 조기준(曺基俊) . 박춘경(朴春景)을 가리킨 

다. 추조박이 처음 학계에 소개된 것은 관제 성경린 선생이 박춘재 명창을 대담조 

사하여 집필한 「서울의 속가( f갑歌)J라는 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이 

창배 선생， 장사훈 박사를 비롯하여 후학들에게 계속 반복 인용되고 있었다. 

〔사계측의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닌 잡가였다. 정조(正調)가 아닌 잡가의 대가로 

추조박으로 이 르는 세 분이 있었다) (성 경 린， 서 울의 속가)17 

[12잡가는 〈중략〉 서울의 청파동 일대 사계측 소리꾼들 사이에 성창되었다. 

〈중략〉 구한말 이 바닥의 명창에는 〔추조박〕 즉 추신경， 조기준， 박춘경을 들 수 

있고)(장사훈. 국악개요)18 

그런데 추조박의 내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본디 정가집단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집단이 계속하여 정가부문을 활발하게 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교신은 오히려 남녀창에 능한 가곡명창이라 한다. 

〔추는 추교신으로 남녀 창 가곡에 능하였고)(이 창배 , 가창대 계 )19 

17 성경린， “서울의 속7F’ 『향토 서울』 제2호(서울. 서울시. 1958). 
18 장사훈국악개요J(서울: 정연사. 1961) 149쪽. 
19 이창배한국가창대계~ (서울: 홍인문화사 1976) 162쪽서울의 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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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교선: 가곡의 명창， 가성 장우벽의 가곡을 이어받은 박효관계의 명창J <장 

사훈， 국악대사전)20 

〔추교신. 조선 철종 고종연간의 가객， 서울 출신， 남창과 여창의 대가이다. <중 

략〉 추는 추교신으로 가곡의 대가였고 ... J <한국음악사전)21 

조기준 또한 가곡， 가사， 시조에 능하였고 특이 127}사의 명창이라 한다. 

〔조기준: 근대 명창. 가곡도 잘 불렀으나 127}사가 특기였다. 그의 제자에는 

최경식이 있음](장사훈. 국악대사전〉깅 

〔조기준. 조선후기 철종 고종 때의 가객， <중략〉 성대가 우수하여 가곡뿐만 아 

니라， 127}사와 갖가지 시조창에도 통달하였다. 특히 가사와 엮음시조에 명성이 

높아](한국음악사전 )23 

박춘경은 잡가 명창으로 알려졌지만， 그 또한 가사 시조에 능한 정가명창이라 한다. 

〔박은 박춘경으로 가사와 시조에 능하였다 ](이창배， 가장대계〉갱 

〔박춘경은 〈중략) 127}사와 시조에 능하였으나](장사훈 국악대사전〉경 

이로 봐서 서울의 잡가 부문이 평민 계층 가수집단에 의하여 창조되기 이전에 이 

미 이 집단이 정가집단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곡 가사 시조에 능했던 최상욱(崔相旭)이 추교신과 하순일과 교우하였다는 것 

으로 봐서 최상욱 또한 평민정가집단 형성에 영항을 끼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상욱 〈중략〉 가곡， 가사， 시조의 대가 〈중략〉 당대 명창 한순일， 추교신과 

교우하여 〈중략〉 만년에 가사 시조에 치중하여 시조창의 우조와 우조지름의 일인 

자로J<김기수， 한국음악산전)26 

20 장사훈， “추교신" r국악대사전J (서울. 세광음악사. 1984) 743쪽 

21 김기수， “추교선" r한국음악사전J (서울: 대한민국 예술원. 1985) 380쪽 

a 장사훈， 위책 676쪽 

23 김기수， 대한민국 예술왼， 위책 용8쪽 조기준조， 

24 이창배， 위책 162쪽 

25 장상훈， 위책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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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욱이 평민정가집단이라는 것은 그가 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를 내어 홍원기 

에게 전하였다는 것과 하규일이 8가사 밖에 못하는 것을 나머지 4가사를 전한 임기 

준이 그의 제자인 데서 알 수 있다. 임기준이 명민정가집단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왕직아악부 학생들에게 4가사 밖에도 각종 시조와 12잡가를 가르쳤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7 

〔임기준: 정가 속요에 능통한 명창， 가사 〈중략〉 사설지름시조， 엮음시조에 뛰 

어 났으며 긴잡가 동 속요에 무불능통하여 l<한국음악사전〉엉 

평민 계층에서 언제 어떻게 정가집단이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길이 없지만，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추교신이 박효관 계통의 가곡을 이어 받아 가곡으로 이름 

이 높았고， 최상욱이 시조로 이름을 떨치는 과정이 중인 계충 풍류객의 정가를 평 

민 계층 가수집단이 이어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평민집단의 정가전숭 

평민 가수집단은 서울의 여러 고장에 형성되었던 것 같다. 

〔소리꾼은 ‘우대’ 에도 있고 .아래대’ 에도 있고 문안도 있고 만 밖에도 있었지 

만l<성경린， 서울의 속가， 위와 같음〉 

서울 문안 소리꾼이 문밖 소리꾼에 비하여 더욱 정가 전승에 기여하였던 것 같 

다. 추교신의 가곡은 문안에서 장계춘(張桂春)에게 이어졌다 한다. 

〔해방 직후에 작고한 장계춘은 역시 추교신의 제자보 가곡 가사에 능하여 한성 

권번의 가곡 가사 선생으로 유명하였고 〈중략〉 최경식(崔景植)의 스승이다.J<이 

창배， 가요집성 )29 

장계춘의 가독. 가사， 시조는 근래에까지 최정회(崔貞姬)에게 이어졌지만 지금 

&김기수. 대한민국 예술원， 위책 378-379쪽， 최상욱. 

27 김천홍의 증언 

엉한국음악사전 임기준조， 

%이창배， 위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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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절되었고， 다만 그가 취업한 일부 가곡 음반이 남아 있다. 장계춘이 권번에서 

가르쳤다는 정가는 하규일의 것과 달랐던 것 같다. 고음반에 보이는 조모란(趙敗 

판)과 같은 여창들의 정가들이 하규일 계통과 다른 것은 평민집단의 정가를 이은 

때문으로 보인다 

최상욱의 가곡 가사 시조는 임기준이 이었다. 하규일이 못하는 4가사를 이왕직 

아악부에 전한 것이 임기준이고 보면 4가사는 평민집단에 의하여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규일이 못하는 우조시조- 우조지름， 사설지름시조， 엮음시조가 최상 

욱에 의하여 전숭되었다는 것이라 한다. 하규일이 전승하였던 것이 가곡 전 바탕， 

8가사， 평시조 정도였다는 것을 미뤄 생각하면 중인 계층 풍류객이 가창하였던 것 

도 대체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4가사를 포함한 12가사 전 바탕， 우조시 

조， 사설지름시시조 등을 포함한 시조 전 바탕은 평민 계층 정가집단에 의하여 완 

성된 것이라 할수 있다. 

일제시대 서울 평민 계층 가수집단에 가사 시조를 전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장계춘에게 배운 최경식이라 한다. 그는 최정식， 김태운， 엄태영， 이 

명길， 유개동， 이창배， 김순태， 정득만과 같은 수많은 소리꾼에게 가사 시조를 가 

르쳤다 한다 서울 평민 정가잡단은 붕괴되고 다만 이 전통은 이창배에 의하여 황 

용주， 이춘희 동 여러 소리꾼에게 전해졌지만 지금은 서울 평민 정가집단의 전통을 

잇는 음악인들의 정가 전승이 활발히 하지 못하다. 

이 집단이 중인층의 풍류객의 소리를 이은만큼 서울 평민 계층 정가 집단도 풍류 

객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직업이 있어 스스로 가회를 주최하고 공연 보수를 받지 

않고 출연하였던 것 같다. 최경식이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것도 중인 계층의 풍류객 전통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이 잡단이 

잡가집단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문화는 희석되어 버린 것 같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조선 후기 정가를 부른 가수집단에 대한 논의는 주로 중인계층의 풍류 

객집단만을 다루었지만 정가를 부른 집단은 이 밖에도 가공집단， 창우집단， 기생집 

단도 있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서울 평민 가수집단도 정가 전승에 기여 

하였다는것을밝혔다. 

조선 말기에 서울 평민 계층의 경제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하여 이 집단에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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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이 집단이 중인 계충 풍류객집단의 음악전통을 이 

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은 나아가서 4가사를 포함하는 가사 전 바탕， 우조시 

조， 사설지름시조를 포함하는 시조 전 바탕을 완성하여 정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다는 것은 우리 음악사에서 딛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서울 평민 계충 정가집단이 잡가집단으로 변신하는 과정과 잡가문화를 생성하였 

던 것에 대하여는 고를 달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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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s and Characters of Classical Vocal Singer 
Groups in the Late ChosOn Dynasty 

Yi Pohyong (The Society of Korean Discology) 

Translated by Byeon Gye-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principal classical vocal genres, kagok, kasa and sijo,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association with Korean classical poetry, are called the chongga. Among the singers 

of these classical songs in the late Cho~n dynasty, only the p'ungryugaek group is 

usually mentioned in the current academic discuss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owever, there were other singer groups for these songs, such as kagong, ch'angu, 

kisaeng and p'yJngmin groups. The social and musical character of each group was 

different. In this paper,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social characters of these 

singer groups and their musical characters. 

2. P'ungryugaek Group 

As I mentioned above,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singer groups of the chOngga 

has focused only on the p'ungryugaek group, which had been the representative group 

of these classical vocal genres.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p'ungryugaek indicated 

the unprofessional artist group who understood literature and could enjoy various 

elegant arts by themselves for their mental exercise. The terminology 'gaek' itself was 

used to distinguish the p'ungryugaek themselves from other professional artists or 

musicians. For example, someone who created poetries to enjoy him/herself was 

called 'sogaek' and distinguished from the 'dop'hili' whoes job was making poetries. 

Someone who did paintings and writings for enjoying him/herself was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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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gaelc'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hwakong' or 'hwazOOn' who was a professional 

calligrapher or painter for living. An unprofessional musician for enjoying was called 

'yulgaelc' and was differentiated from akgong, aksaeng or koin whose job was a musician. 

Unprofessional singers for the chOngga were called kagaek or p'ungryugaek and were 

differentiated from the kagong or kwangdae who were professional singers for living. 

In the late ChasOn dynasty, several chOngga textbooks, such as Haedong kayo and 

Chonggu yJngan that were popularly used by kagaek, were published. In these books, 

some information about kagaek could be found. According to these, it is obvious that 

several kagaek, such as Chang Hybn (translator), Tak Chuhan (a deputy official), Kim 

Ch'bnt'aek (officert Kim Sujang (a deputy official) and Chang Upybk (translator), all 

came from the jungin class (the middle class) of the society. These middle class kagaek 

usually concentrated on elegant kagok singing among the three different chOngga 

genres. In conclusion, the singers in p'ungryugaek group had their own job and were 

not get paid for their singing. Therefore, they were not professional musicians. The 

singers in this group sometimes sponsored kagok performances, and sang kagok to 

enjoy by themselves. In this case, the music creator and enjoyer were the same. 

3. Kagong (professional court singer) Group 

As mentioned before, chOngga was usually led and performed by the middle class 

p'ungryugaek, however, it was also performed by other groups. The name of a 

professional musician (aksaeng = professional court singer), Myong Wanbyok, 

appeared in the genealogy of the present kagok transmission. This indicates that 

aksaeng or akgong (professional court musician) joined the ch1ngga performance. These 

professional musicians, who specialized in singing chOngga in the ChoIDn period were 

called as kagong group. Originally in the court music or ceremonial music, kagong 

group performed akjang (singing) part of Chbngilpsa, Dongdong and Simbanggok. 

According to ChinyOn wigye, 14 kasa (~Gffi; singers) were included in kagch'abi who 

participated in singing in the Chinybn ritual in the King Yeongjo (1744). Four kagong 

(singer) were also seen in kagch'abi who joined the Mybngjbngjon Chinch'an ritual in 

the period of the King Sunjo (1829). Aksaeng or akgong who were the singer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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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music were called kagong and they were professional musicians belonging to 

Changakwi'm or Aksuch'ong. Therefore, although they sang chDngga (lHfI;:), they could 

not be included in unprofessional p'ungryugaek group. They are assumed to lead 

chi'mgga performance until the mid ChosOn. In the medieval court Narye, akgong group 

seem to sing the songs of Jeonglip, Dongdong, Simbanggok, Yongsan Hoesang, 

Sabangch'an and so on. Among these, Simbanggok is presumably the origin of kagok, 

therefore the kagong group are likely to be prior to the p'ungryugaek group. 

Furthermore, the genealogical origin of the group is kach'ok who joined with 

kumchbK, kach'ok and much'Ok in the court music performance. Then, this origin can be 

reached to the kachb'k tradition of Paekjae and KoguryO. 

With disappearance of akjang in the court music in the late Cho!iln dynasty, kagong 

group also disappeared, however, the fact that a professional singer, Mybng 

Wanby6k, was seen in the genealogy of transmission, can be a trace of kagong group. 

Nowadays, kagok was transmitted from Ha Kyuil type succeeding to professional 

aaksa such as Yi PyongsOng, Yi Chuhwan and Hong wOngi. This indicates that clVngga 

singers were replaced by kagong group who tend to get paid for their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singers in the kagong group did not open performance and just 

made a performance for the sponsor. For this reason, the kagong group differed from 

the p'ungryugaek since musicians and listeners were divided in their performance. 

4. Kisaeng (entertainment girl) Group 

In the kagok performance, kagok was presented by male and female singers in turn. 

While a male singer was from p'ungryugaek or kagong groups, a female singer was 

from kisaeng group who belonged to the office and were specialized in dancing, 

singing and medicine. They were also professional musicians who get paid for their 

performance. They also did not open kagok performance but only performed for the 

sponsor. In this sense, they were the same as kagong group and differentiated from the 

p'ungryugaek group. 

As kisaeng group disappear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agok 

perofrmance by kisaeng group also stopped after the female singers such as Sbsan h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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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im sujOng. However, its musical essence has continued by Kim W lha and other 

female musicians. 

5. Ch' angu (folk musician) Group 

Ch'angu group means the professional musician specialized in the performance 

including p'ansori, rope dancing, samhym yukgak and mudongmu. Since they performed 

chaphui (various folk music and dance performance), they have not been recognised as 

performing kagok which was the middle-class based elegant song. However, ch'angu 

group also participated in chOngga concerts as proved in the examples of kagok 

performance of ch'angu musicians; for example the famous pansori singer, Pak Kihong, 

and famous Samhyon Yukgak player, ChOn Kyemun were also famous for kagok 

singing. Kim YOman and Kim Sohui, who were outstanding female p'ansori singers, 

also sang well in female kagok singing. These all proves that ch'angu group also 

participated in kagok performance. Moreover,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many 

sanjo musicians in ch'angu group joined the p'ungryu concert led by p'ungrygaek and 

they were experts to accompany kagok singing. 

Ch'angu group was the professional musicians who get paid for their performance 

and did not open the kagok performance by themselves but only performed the 

ch'fngga for the listeners or their sponsors. For these reason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y were similar to kagong and kisaeng groups but different from the p'ungryugaek 

group. Even in the case that a excellent singer who could sing cMngga in ch'angu 

group did not concentrate on chOngga because they were specialized in singing and 

dancing of folk sty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u group and their 

music disappeared. P' ansori and sanjo have been succeeded by the several musicians 

and performance tradition of cMngga by ch' angu group has been interrupted. 

6. plyongmin (ordinary people) Group 

Up until now, the singer group which were specialized in chOngga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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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kagok, kasa and sijo, have been recognised as p'ungryugaek group. Therefore, 

it has not been argued that a singer group composed of ordinary people from urban 

area were included in professional singer groups specialized in chOngga performance. 

Ch'u/Cho/Pak is a good case in point of p'yongmin group. Ch'u/Cho/Pak means 

Ch'u Kyosin, Cho Kijun and Pak Ch'unkyung respectively. This group was 

recognised as Chapga group. 

However, this group was originally a professional singer group specialized in kasa 

and sijo. The reason that this group was recognised as Chapga group is that they 

developed chapga songs of ordinary people style based on kasa and sijo. 

It is obvious that Ch'u/Cho/Pak were also singers for clifngga because Ch'u Kyosin 

was well known for male and female kagok singing, Cho Kijun for kagok and 12 kasa, 

and Pak Ch'unkyung for kasa. Kasa and sijo have been developed by this group as seen 

at present. While p'ungryugaek group as exemplified by Hakyuil was only able to sing 

eight kasa instead twelve kasa. The 12 kasa have been transmitted by Lim Kijun of this 

p'y5ngmin grou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kasa that has been transmitted to 

present was accomplished by this p'y5ngmin group. 

This group has transmitted not only kasa and sijo but also kagok. Chang Kyech'un, a 

disciple of Ch'u Kyosin, sang kagok until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hoe Jeonghui 

succeeded it until 1970s. However, this tradition disappeared ever since. 

The p'y6ngmin group consists of labour class working in the city industry, for 

example, Cho Kijun as craftsman of brass ware, Pak Ch'unkyung and Lim Kijun as ~ 

uR AJ-O 1, Choe Sanguk as a craftsman for Korean traditional male hat, Choe Kyungshik 

and Kim T'aeun as merchants for Mapo pickling shrimp. For this reason, this group 

differs from p'ungryugaek composed of the middle class. 

They have their own professions and they were non-professional singer group. 

They sometimes opened kagok performance by themselves and were not get paid for 

their performance but only played for themselves. In this respect, they have a 

similarity to p'ungryugaek and are differentiated from kagong, ch'angu, and kisaeng 

groups. However they (as ordinary people) focused on kasa and sijo, which is well 

fitted into their emotion. This fact made themselves distinguished from p'ungryugaek 

group who focused on ka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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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p'ymgmin group disappeared. Nevertheless, their 

kasa, sijo, and chapka have been succeeded by today's professional musicians. 

7. Conclusion 

Only p'ungryugaek group of middle class have been known as singer group for 

cWngga performance including kagok, kasa and sijo in the Chosbn dynasty. However, it 

has been discovered that other than p'ungryugaek group, such as kagong, ch'angu, 

kisaeng and p'¢ngmin groups, also performed chOngga in the late Chosbn dynasty. To 

compare the characters of each singer groups, p'ungryugaek and p'yangmin (ordinary 

people) groups have similarities, because they had their own professions and were 

not get paid for their performances. They also often opened the chOngga performance 

only for their enjoyment. However, they were also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since p'ungryugaek, as the middle class, focused on kagok genre whereas p'yongmin 

group focused on kasa and sijo. 

The professional singer groups, that is to say, kagong, ch'angu, and kisaeng groups 

were get paid for their performance in chOngga performance, but they did not open it 

but performed only for the listeners or sponsors. This fact makes them differentiated 

from p'ungryugaek and p'yangmin groups. 

The kagong group concentrated on official music. ch'angu were specialized in 

various folk style performances including music, dance and acrobatic for mass. 

Therefore, they did no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Ongga performance. 

However, pyOngmin concentrated on kasa and sijo whereas p'ungryugaek and kisaeng 

groups focused on kagok. Thus, it can be said that each group followed different 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