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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rang1 has been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Korean folk song that expresses 

the ethos of the Korean people. Koreans adore this song as the 'national song'. 

Koreans abroad sing it in 'memory of their mother country. Whenever two Koreas (of 

South and North) agree to organize a unified sport team in International-level sports 

competitions, this song represents the 'national anthem' as does the Flag of the Korean 

Peninsula. In fact, Arirang is the cultural icon of 'Koreaness.' 

Most Korean people believe that Arirang songs2 have a long history. Some scholars 

trace the root of the word 'arirang' back to the establishing myths of ancient states.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Arirang song originated from the 14th-century tale of 

'seven wise men in a bamboo forest,' as shown in Kang'won-do Arirang, which is 

popular in Kang'won-do, the mid-eastern province, or the legend of Arang in the 

middle of the Chosun Dynasty (1392-1910), as exemplified in Miryang Arirang, which 

is originated in Miryang City in southeastern area. 

However, the Arirang song is not just a century-old traditional song. It emerged as 

a popular folk song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1910-1945). Many local versions 

of Arirang have become 'modern' folk songs in the last century. I use the term 

1 In this paper, I romanize the Korean terms by the conventional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except with familiar names like Seoul and Chosun. I do not italicize the title of 

songs. 

2 I use the term" Arirang song(s)" as a collective term to designate many versions of Arirang songs 

widesprea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where Korean immigrants have 

settled. The term" Arirang" defines a specific song which is popular in the Seoul area. 



128 

'modern' for they were made by specific individual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contrast to traditional folk song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communal product for a 

long period of time (Herzog 1949-50:1034). Among the four representative Arirang 

songs - Arirang, Kang'won-do Arirang, Chindo Arirang, and Miryang Arirang 

representing each region in Korea, that is, Seoul, the mid-eastern province, the 

southwestern province, and the southeastern province, respectively - three evolv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Kang'won-do Arirang is the exceptional, ancient 

version sung by the folk in mountainous areas and known as the 'genuine' folk song 

from which many other versions derived (Yi P.H. 1997).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ountless local Arirang songs were made. It was 

the result of modernity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colonization in the last century. I 

do not mean that all of the Arirang songs were' composed' by the musician but it 

became widely popular among the people, refl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 

of the tim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how the Arirang song emerged to become the 

'song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Modemizalon of Arirang 

The Arirang song was first made 'public' by an American missionary, Homer B. 

Hulbert, in 1896. In his article, entitled "Korean Vocal Music," Hulbert (1896) 

provided a version of Arirang in the Western staff notation (Mus. Ex. 1), which is the 

first notated folk song in the Korean music history. It is a version of local Arirang 

songs widely sung in Seoul and the Central Province at the time. 

<Mus. 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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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rang was a local folk song sung by peasants. This song is called Poncho 

('original version') Arirang or Ku ('old') Arirang, after the modem version of Arirang 

- hence called Sin ('new') Arirang - and was 'composed' in 1926 as the original 

sound track of a motion picture entitled Arirang, directed by Na Un-gyu (1902-37). 

After Sin Arirang was popularized among the people, Ku Arirang became obsolete in 

Seoul's musical world. 

Like Arirang, Chindo Arirang is the result of modernity. Chindo Arirang was 

"composed" by a famous musician, named Pak Chong-gi (1880-1937) who is believed 

to the creator of the taegum sanjo (solo instrumental music for the bamboo transverse 

flute), from Chindo Island, lying on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Pak 

wrote this song based on the regional folk song on his way to Japan to cut a record 

with a Japanese recording company in the 1930s (Kim y.G. 1986: 292; Yi P.H. 1997: 

105). Chindo Arirang was sung by many famous p'ansori (epic vocal geme) singers of 

the time and became one of the representative folk songs of the southwestern 

province. 

The origin of Miryang Arirang is still vague. Most scholars agree that Miryang 

Arirang is one of the 'modem' folk songs evolved from local folk songs in the first half 

of the last century. Kim Ki-hyon (1991), a Korean literature specialist, states that it 

emer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itinerary musicians spread chapka, or vulgar 

songs, throughout the country. Yi Po-hyong (1997), a renowned ethnomusicologist, 

believes that Miryang Arirang was a variation of Arong t'ary6ng (also called Haeju 

Arirang), made during the colonial period. Kwon Oh-sung (1991: 844), who has 

conducted extensive field researches throughout Korea, argues that Miryang Arirang 

was "composed" by a song writer from Miryang City some fifty or sixty years ago 

because it exhibits some musical traits of modem popular songs. In fact, some 

musicologists (Kwon 0.5. 2005; Yi P.H. 2005) and Miryang people believe that 

Miryang Arirang was "composed" or "modified" by a person in Miryang, named Pak 

Nam-p'o (1894-1933). There is a monument dedicated to the city's cultural icon, that 

is, Miryang Arirang, in front of Miryang Station (Fig 1). The words carved in this 

monument read as follows: 

Miryang Arirang is a joyful song transmitted in Yongnam [south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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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ument of Miryang Arirang in 
Miryang City3 

Province. The composer and the year of composition are unknown. It was evolved 

from a sad tale of a woman who is worshipped in Arang-gak shrine and later was 

sung by the mountaineers with the refrain of "Ari difngdOk kung, 5iJri difngdOk kung" 

on the rhythm of their pole. Pak Nam-p'o (1894-1933) modified this song that is 

transmitted today. This song was also sung by fighters for independence in 

Manchuria as a military song (my translation). 

On the contrary, I believe that Miryang Arirang emerged from a shaman song. I 

discovered a song that can be regarded as the prototype of the present Miryang 

Arirang. A song entitled Arang-ga ('Song of Arang'), along with six other Arirang 

versions, was included in an anthology published in 1912. The refrain of Arang-ga 

(Kim Y.G. 1986: 511) is as follows: 

Arirang Arirang Arari-yo 

3 Photos that appear in this paper were taken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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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ng Arang Arang iya. 

The first half of the lyrics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other Arirang songs of the 

time. The second half is not found in other Arirang songs - most of them are 

"Arirang alssa noda kase (Arirang yeh, let's play and go)" or "Arirang kogae rifl nOma 

kanda (I climb the Arirang hill)." 

Miryang people trace the origin of Miryang Arirang to the legend of Arang, who 

lived during the reign of King Myongjong (r. 1545-1567) of the Chosun Dynasty. 

Arang, the daughter of the then-governor of the city, killed herself in order to resist 

rape by a petty official and became a lingering ghost, whose tragic death was 

unknown to the public. A brave new governor resolved the ghost's grudge and built a 

shrine called Arang-gak after her name, to console the deceased. Since then, people 

held worship at the shrine while singing a song with the refrain "Arang Arang" in 

memory of Arang. Miryang people maintain that Miryang Arirang originated from 

this song. 

The shrine for Arang, along with the city's famous pavilion, is now located at the 

bank of NamchOn River (Fig. 2). Miryang people still hold a citywide festival 

associated with the local cultural legend, and it was called the Miryang Arang 

Festiva1.4 In front of the shrine, there is a large tree, a favorite praying spot for local 

Fig. 2. Shrine of Arang. 

4 This event has been called the Miryang Arirang Culture Festival from two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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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ans.s 

It seems that local shamans sang (or chanted) a song (or prayer) with the refrain 

1/ Arang Arang" a long time ago. It is hard for me to prove this fact because there are no 

folk or shaman songs with the words today, and there remain few shamans in the city 

these days. It was reported, however, that more than two hundred local shamans 

existed in 1971 (Yi KK 1972: 24).6 It can be assumed that the local shamans sang a 

prayer song with the refrain" Arang Arang," which is obsolete these days but might 

have been sung in the past, when the 1912 publication was released. 

It does not mean that Miryang Arirang is an ancient song Originated from the 

legend of Arang. I assume that the shaman song with the words 1/ Arang Arang" might 

be quite different from the present version of Miryang Arirang. Most Korean shaman 

songs begin with words to invite deities (Lee Y.S. 2004). The deity ushered by 

Miryang shamans should be Arang, who has been worshiped by local people. The 

name of the deity Arang has some etymological relation with other female deities 

such as Ahwang, also called Princess Pari, known as the first shaman in the Korean 

shaman pantheon, Aryang, the queen in the establishing myth of the Silla dynasty, 

and Ahyo, the queen of the second king of the Silla dynasty. The legendary female 

figures - Arang, Aryang, and Ahyo - were worshipped in K yangsang Province. It 

means that Arang was a female deity worshipped by shamans who might sing a song 

with the refrain to usher the deity Arang. In this context, I believe that the legend of 

Arang, whose name was attached due to her etymological relation with other female 

deities, might be the product of local shamans. In this way, we can understand the 

underlying meaning of the myth and the related song in the city. Although the 

complete closeness of history and mythology is impossible, we can ensure history as 

much as possible through mythology because history is conceived 1/ as not at all 

separated from but as a continuation of mythology" (Levi-Strauss 1979: 43). 

5 There is a sign prohibiting the praying and lighting of candles in front of the tree. It means that 

local shamans visit there and light candles in order to pray for their clients' mundane wishes. During 

my field trip last July, I heard that there are some shamans who still practice this sort of ritual in 

secret. 
6 Local shamans disappeared drastically due to the New Village Movement in the 1970s when 

Shamanism was oppressed as a superstition by th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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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ems that the shaman song with the words "Arang Arang" was mixed with 

Arirang songs derived from the original version in Kang'wan province, disseminated 

through the T' aebaek Mountains lying in the eastern region of Korea (Kim Y. G. 1986), 

and became popular among the local people at the tum of the last century. The new 

Arirang song in Miryang might be the song of mountaineers, originally with the 

refrain of "Ari dangdOk kung, Suri dangdOk kung," as written in the monument (see Fig. 

1), and is still sung by some local people. It was a modified version to suit the refrain 

of then-popular Arirang songs. This song might be the prototype of the present 

Miryang Arirang and was included in the 1912 publication. 

The present version of Miryang Arirang was modified by a local pers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was Chindo Arirang. It might be Pak Nam-p' 0 (1894-1939), a great 

local landowner who ran kwonbOn, a bar and educational institution of female 

entertainers called kisaeng, in his late years in Mirya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modification of Miryang Arirang. It can be assumed that Pak taught a "new" song, 

after revising the prototype version to suit the taste of the contemporary people, to his 

female entertainers who spread the song. A local musician in Miryang, Pak Tong

yang (2005), collected a verse of Miryang Arirang that could testify this fact. 

To the sound of sa-changgu (hourglass-shaped drum) from Pak Nam-p'o's bar, 

Girls in this city dance with their hips. 

I believe that it was not Pak but a musician who worked in Pak's kwanban, who 

modified the present Miryang Arirang based on the prototype folk song. As Koreans 

tend to give recognition of invention to influential people? Pak was recognized as the 

person who modified the new song. This song was the variation from Arirang and 

was popularized among the people after the success of the motion picture Arirang. 

The melody of the refrain of Arirang songs proves that they were variations of the old 

Arirang transcribed by Hulbert in 1896 (see <Mus. Ex. 1». 

7 Koreans believe that a court repertoire Y6millak ("Enjoyment with People") was made by King 

Sejong (1397-1450) and the lyrics of a song entitled the Song of New Village Movement were written 

by President Pak Chung-hee (1917-1979)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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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 Ex. 1> Refrain of Arirang (1896, 1st staff), Arirang (from motion picture, 2nd 

staff), Chindo Arirang (3rd staff), and Miryang Arirang (4th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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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 up, three versions of Arirang songs were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from prototype folk songs. The methods with which these Arirang songs 

were made differed from that of traditional folk songs. The creative process of folk 

music is not one started and finished with a single individual, instead, it is spread 

areas many individuals and generations, and does not come to an end as long as the 

tradition is alive (Herzog 1949-50: 1034). Unlike most folk songs whose composer is 

unknown because they were the communal product through a long period of time, 

these songs were modified or revised by specific individuals to suit the contemporary 

tast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method of music-making is a produ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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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ty after the Western musical culture was imported to Korea by the Japanese.8 

Nationalization of Arirang 

In the 1920s the Arirang song replaced the national anthem. In fact, many versions 

of Aegukka ('national anthem') had been written since the first version of these songs, 

entitled Celebration Song of the Birth of the Emperor Kojong, was composed in 1896. 

The national anthem along with the national flag and insignia is the cultural icon of 

modernity in most countries since the 18th century (Hobsbawm and Ranger 1983). 

Korea witnessed an active movement to compose national anthems in the 1910s in 

order to struggle against the irruption of foreign powers. The national anthems were 

composed in the ch'angga (shoka in Japanese) style introduced in the late 19th century 

by the Japanese. The foreign musical style was a musical production of modernity and 

became the elementary musical idiom of newly-composed songs such as national 

anthems, contemporary children's songs, school songs, military songs, and popular 

songs in Korea. 

The colonial government prohibited the singing of national anthems after the 

annexation in 1910. They could not be sung anymore because they were not the song 

of the common people. They were merely the culture of the royal family and the 

upper class, especially those who were educated in the modem educational system 

and those who were Christian. Since the national anthems were the icons of 

modernity as established by the upper class and did not disseminate to the common 

people, they were not able to bear the colonizer's persecution. The song of upper class 

did not have survival ability against the alien force. 

It was Arirang sang by the people that substituted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anthem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Na Un-gyu, who produced and directed the 

motion picture Arira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is phenomenon. Na, who decided to 

produce a film that could bring attention to the anxiety for liberation, noticed the 

political value of Arirang that could express the grudge of the colonized when he 

8 The Western concept of 'composition' was introduced in the late 1 CJh century by th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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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d the song in his hometown. Na's film satirized colonialism from its beginning; 

one scene presented a dog (the colonizer) chaseing a cat (the colonized). It ended with 

the singing of Arirang, the variation of old Arirang, by the main actor. When the film 

was put on screen Arirang immediately became popular among Koreans who 

considered the song a musical icon of the struggle against colonizers. The lyrics of the 

song served as the metaphor for the colonized; "lover who abandoned me" was the 

mother country and "Arirang hill" was the historical crisis in which hope for 

liberation and despair of the time intersect. In other words, Arirang became the 

national anthem of the "imagined" mother country (Anderson 1983) that longed for 

liberation. Nationalism, the expression which proliferates at an ever-increasing tempo, 

has benefited from its modernist tendency to create culture canons by collapsing and 

conflating previous traditions (Anderson 1983). Arirang songs are the 'imagined 

canon' of the creation of national Korean culture. 

When Arirang became the musical symbol of the struggle of the colonized, a sense 

of fantasy blanketed the song. Most modem cultural icons were regarded as old 

traditional assets to attain their authority (Hobsbawm and Ranger 1983). Arirang was 

not an exception. It was fantasized as a traditional song with a long history when it 

became the 'national anthem' of the people. Some cultural critics designated the song 

as the "century-old traditional" folk song without any concrete support. Many 

century-old legends and tales became the content of song lyrics. For instance, local 

scholars in Miryang made lyrics associated to the city's cultural monuments and the 

tale of Arang. It does not mean that the tale of Arang was made by the Miryang 

people at that time. Rather, the lyrics associated with the tale were written by the 

Miryang scholars who attempted to put the local icon - the tale of Arang - onto the 

song in order to make it a traditional local cultural heritage. 

Popularization of Arira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ass media in the 1930s, Arirang songs became 

'popular songs.' The songs were detached from the folk and were sung by popular 

singers, most of whom were from the kisaeng (female entertainer) class.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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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oadcasting by Kyrngsrng Radio Station between 1932-1943 

Title 1932 ~D~M~~~~~r~~~~I~~1 1943 Total 

Arirang Kucho 13 2 15 

Arirang 7 14 16 10 2 3 8 2 1 2 65 
Miryang Arirang 8 14 8 17 20 8 2 13 2 3 96 

Y rngnam Arirang 1 

Yrngdong Arirang 1 

KinArirang 8 11 3 3 3 4 7 2 6 43 

Kyrng Arirang 3 8 1 12 

Sin Arirang 1 3 1 1 6 

Kang'wrndo Arirang 1 1 3 2 3 1 12 

Chajin Arirang 1 1 

Namdo Arirang 1 1 

Hamgyrngdo Arirang 1 3 1 1 7 

Chindo Arirang 4 2 1 6 14 

words, Arirang songs effectively migrated from rural to urban models disseminated 

not by the folk but by the professional singers with the aid of mass media. 

Many Arirang songs were more popular among members of the public who 

consumed the modem mass media than the local peasants. Arirang songs were often 

broadcast through the radio station (Table 1) and recorded by commercial recording 

companies. Miryang Arirang, with its joyful rhythm and 'vulgar' lyrics to suit the 

contemporary commercial culture - as opposed to the 'refined' lyrics that describe 

the beauty of the city's historical spots - was one of the most popular songs of the 

1930s (Table 1). 

The singers and the accompanying musicians of Arirang songs were popular 

singers and musicians of the time. The singers mostly came from the kisaeng class who 

gained their popularity through countless public appearances on stage, in 

broadcasting, and in recordings. The accompanying music was not limited to the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Western musical bands often accompanied Arirang 

songs. Sometimes, the song was even performed by jazz and harmonica bands and 

was played as modem ballroom-dance music. 

In this way, Arirang songs became 'light music.' The light music in modem society 

was standardized to become popular music. As a performed genre, folk music can 

live in a community only through repetition or re-creation, both of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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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ally require a perfonner and an audience (Bohlman 1988: 53). As Arirang 

migrated to the urban popular genre, the lyrics and melody of Arirang songs became 

standardized. There was no more room for improvisation, which had been the most 

distinct trait of traditional folk songs. This means that Arirang songs were not local 

folk songs anymore. They became light, popular music that was consumed by the 

mass through media and recordings. 

Arirang songs were a symbol representing the identity of the colonized. The Korean 

people found their social identity and established political solidarity when they 

listened to the song through the mass media. Colonial authorities banned the song 

due to the political use of the song and prohibited selling the recordings. However, 

the Arirang song was not fully restricted. Even a girl at a bar in a remote island could 

sing the song played on the recording. It was disseminated to all classe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authorities could not control the popularization of the song. 

The Arirang songs were even adopted by the fighters for liberation. For instance, 

the soldiers in Manchuria sang Tongnipkun (fighters for liberation) Arirang on the 

melody of Miryang Arirang, with modified lyrics (Mus. Ex. 3). Arirang was not 

merely a popular song, but a national song whose social function was to enhance the 

social and political solidarity and the longing for hope of an imagined community -

that is, liberation. 

Mus. Ex. 3. Tongnipkun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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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nted Tradition 

Many traditions were "invented" (Hobsbawm and Ranger 1983). Many of them 

were not century-old traditions, but were made in modern times. They were 

formalized and fantasized to be ancient traditions in order to gain authority. 

Many versions of Arirang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They were 

the representation of modernity for they were not the communal product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characterized by traditional folk songs but the result of the music

making by specific individual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y became so popular 

among the people, with the success of the 1926 motion picture Arirang and with the 

aid of the modern mass media. They replaced the position of 'national anthem,' 

another cultural symbol of modernity, when it was prohibited by the colonizer and 

became the symbol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who 

longed for liberation. As Arirang became the symbol of the 'Koreanness' during the 

colonial period, Koreans attempted to make this song be a century-old song linking 

the ancient legends and myths to it. 

After liberation, Arirang songs lost their favor due to the spread of American-style 

popular songs and the neglect of a public that considered folk songs an out-of-fashion 

heritage. Arirang songs had been regarded as the 'memory of the past' and were at 

the edge of vanishing for a long time. It was with the re-discovery of Arirang as the 

'national song' in the 1990s that these songs regained their cultur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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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젠롱: 
얼체 강캡기 기간 〈야리량〉의 온대화， 민족화， 유행화 과쟁* 

이 용식 (한양대 학교 국악과 겸 임교수) 

‘口1 족의 노래 인 〈아리랑〉은 우리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민요이 

L...:.다. 해외에 이주한 한민족은 〈아리랑〉을 ‘모국에의 기억’ 으로 노래하 

고，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을 이루어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나갈 때에는 ‘한반도기 

(庸)’ 와 더불어 〈아리랑〉을 ‘국가’ 로 부른다. 결국 아리랑은 가장 ‘한국적’ 인 문화 

아이콘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아리랑〉을 매우 오래된 노래로 여긴다. ‘아리/아리랑’ 의 어 

원을 고대의 난생(째生)선화나 고대 건국신화 등에서 찾으려는 민족주의적 시각도 

있고， 노래의 기원을 조선 건국 시기 (1392)의 죽림칠현 이나(정선아리랑의 경우) 

조선시대 명종조(1545 - 1567)의 아랑설화(밀양아리랑의 경우) 등의 오래된 설화에 

서 찾으려는노력도 있다 

그러나 〈아리랑〉은 결코 수 세기 전의 오래 된 민요가 아니다. <아리랑〉이 ‘민족 

의 노래’ 로 자리매김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근대였으며， 더욱이 1926년 만들어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성공에 힘입은 것이다 수많은 각편 (version) 의 ‘지방 

아리랑소리’ 1는 지난 세기에 만들어진 ‘근대’ 의 소리이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공동제의 문화적 생산물로 형성된 전통적인 음악만들기에 의해 만들어진 민요가 

*이 글은 2005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한 영문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당시 발표문에 실었던 한글원고는 이 번역문과는 다른 것으로서， 주로 〈밀양아리 

랑〉에 초점을 맞춰 이 노래의 형성과 국가(國歌)화 과정 등을 섬층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번역 

문은 한정된 원고분량으로 인해 축약된 영문원고를 번역하고 보완한 것이다 원문 한글원고는 이 

후에 보완하여 발표하기로 한다 

l “아리랑소리”는 수많은 아리랑군(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이보형 199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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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기간에 일정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근대적 성격을 갖는 것 

이다. 현재 전하는 아리랑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 · 경기도 지방의 

〈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아리랑)(혹은 〈정선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 

그리고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을 꼽는다 이들 중에서 강원도 지방에서 농요로 전 

승되던 것으로서 다른 아리랑소리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강원도아리랑〉을(이보형 

1997: 114) 제외한 나머지 세 편의 아리랑소리는 지난 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들 아리랑소리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일제 강점기라는 독특한 역사적 단계에서 만 

틀어진 전통이다. 이들 아리랑소리가 작곡 되었다기보다는 식민지 기간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민중에게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리랑소 

리가 식민지 기간 동안 어떻게 한민족의 노래’ 로 발전하였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아리랑의근대화 

아리랑소리가 처음 ‘공식적’ 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896년에 발행된 잡지인 

Korean Repository에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한국 성악음 

악(Korean Vocal Music)J이라는 글에 〈아리랑〉의 악보((보례 1))를 수록한 이후이 

다. 이 노래는 20세기 초에 발간된 노래집 등에 전하는 것으로서 1926년에 제작된 

나운규(1902~ 1937)의 영화 〈아리랑〉 음악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보례 1) 헐버트에 의해 채보된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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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은 진도 출신의 대금 명인인 박종기 (1880~ 1947)가 만들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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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덜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종기는 이 노래를 일본으로 음반을 취입하러 가 

는 길에 만들었다고 한다(김연갑 1986: 292: 이보형 1997: 105) 이후 〈진도아리랑〉 

은 많은 판소리 소리꾼들이 부르면서 전라도를 대표하는 민요가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밀양아리랑〉이 ‘근대민요’ 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 노래의 

형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김기현(1991: 24)은 사당패들 

이 부르던 경기잡가가 널리 전파 확산된 1900년대를 전후하여 〈양산도〉 가락과 

당시 널리 불리던 아리랑소리 후렴의 차용으로 띨양인들에 의해 새로이 탄생된 

“선민요”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보형(1997: 99)은 일제 강점기 초기에 〈아롱타령 〉 

(<해주아리랑〉이라고도 함)에서 파생되어 민요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달리 

권오성(1991: 844)은 “작콕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50~60년 전에 밀양출신의 

작곡자가 지어서 불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특히 이보형 (2005)과 권오성 

(2005)은 〈밀양아리랑〉의 .작곡자’ 로 유명한 가요 작곡가인 박시춘(1913 ~ 1996)의 

아버지인 박남포(1894 ~ 1933) 를 지목한다 실제로 많은 멸양인들은 〈밀양아리랑〉 

의 형성에 박남포가 상당한 역학을 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밀양역 앞에 세워진 

‘밀양아리랑 노래비’ 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도판 1) 

밀양아리랑은 영남(領南) 지방에서 유일(唯-)하게 전해오는 홍겨운 노래이 

다 작자(作者)와 연대(年代)는 잘 알 수 없으나 아랑각(阿郞閒)을 둘러 싼 여인 

〈도판 1 ) 밀양아리랑 노래비(밀양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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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절(哀切)한 한(恨)을 달래는 이야기가 정(情)으로 이어져 초동(推童)들에 

의해 지게목발 장단에 마추어 후렴 부분에서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으로 불리워 

지든 것을 박남포(1894-1933 )선생이 다시 간추려서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한 

편 지난날 만주(滿州)벌판에서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獨立 

軍)의 군가(軍歌)의 곡조(曲調)로 부쳐서 널리 불리워진 노래이다 

〈밀양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갖지는 않지만 이 노래의 원형으로 짐작되는 노래가 

이미 1912년 발행된 책자에 실려 있다. 즉~리요리언급통속적독물등조사(裡議理 

끓及通倚的讀物等調효).fl (1912)2에는 〈아르랑타령> <아르랑歌> <아라리타령> <아르 

릉타령> <阿郞歌> <P亞而聲打試> <아리랑타령〉 등 7편의 아리랑소리가 수록되었는 

데， 이 중 〈아랑가〉가 〈밀양아리랑〉과 관련된 노래일 가능성이 많다 이 노래의 후 

렴구는 다음과 같다(김연갑 1986: 511).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아광아랑。}랑이야 

〈아랑가〉의 후렴 중에서 전반부는 일반적인 아리랑소리 후렴의 전반부와 같지만 

후반부의 노랫말은 대개 “아리랑 배띄워라” 혹은 “아리랑 노다가세” 등의 당시 일 

반적인 아리랑소리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밀양인들은 〈밀양아리랑〉의 기원을 조선시대 명종조(1545 ~ 1567) 에 정절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아랑(阿娘)설화에서 찾는다. 아랑은 처녀귀선이 되고 당시 밀 

양부사로 새로 부임하는 이상사(李上舍)가 아랑의 원훈을 풀어주고 이후 밀양에는 

아랑을 추모하는 사당인 아랑각(阿娘聞)을 지었고 “아랑 아랑”하며 노래를 부른 

것에서 〈밀양아리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아랑설화류(類)의 설화는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설화의 주인공은 대개 신격화하고 

일부는 『춘향전』처럼 판소리나 소설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3 밀양에서는 이 설화의 

주인공을 ‘아랑’ 이라고 부르고 이 ‘아랑’ 이 1912년 조사된 〈아랑가〉와 (비록 한자 

는 다르지만) 같은 명칭이라는 것은 설화에서 발생한 노래와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었다. 

2 이 자료는 김연갑 1986에 기재된 것이다- 이를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자료를 직접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이렇게 신화가 소설의 동기가 되는 것은 신화적인 원형을 바탕으로 17세기 이후 소설이 등장 

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클로드 레비스트로스 200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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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아랑각(밀양시 소재) 

현재 아랑각은 밀양시 남천강가에 위치한 명승지인 영남루 아래에 있고， 아랑을 

추모하는 행사는 밀양의 지역축제인 ‘밀양 아랑제’ (현재는 ‘밀양아리랑문화제’ 라 

는 명칭으로 바핍)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아랑각의 입구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 

는데， 이 나무는 지역 무교 종사자들의 기도처로도 유명하다((도판 2)).4 

아랑설화에서 비롯된 “아랑 아랑”하며 부르던 노래는 주로 민간의식요(주문 형 

태였을 가능성도 있다)로 불린 듯하다 왜냐하면 이런 후렴을 갖는 민요가 그동안 

수집된 밀양 지역의 민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아랑각에서 올리는 

제의에서 이런 종류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무교 의식행위에서 고사소리처럼 무 

교 종사자들이 “아랑 아랑”하는 노래(혹은 주문)를 꿇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불론 현재 벨양에서는 전통적인 무교 종사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길은 없다 그러나 1971년 정부 조사의 통계연보에 노출된 밀양의 무 

교 종사자가 21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광규 1972: 24)은 밀양에 무교 종사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들이 아랑 아랑 과 관련된 소리를 했었을 가 

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결국， 현재는 밀양에서 잊혀진 “아랑 아랑”하는 소리가 

1912년 조사에서 수록된 것은 이 시기에는 이런 노래가 민간의식요로 이전부터 존 

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5 

물론 이 사실이 현재의 〈밀양아리랑〉이 조선시대 명종조를 시대배경으로 하는 

아랑설화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미 오래 

4 그래서 이 나무 앞에는 “춧불을 켜지 마시오”라는 랫말이 세워져 있다 실제로 영남루와 아랑 

각 근방의 주민들은 요즘도 아주 가끔씩 몰래 춧불을 켜고 “미신 행위”를 일삼는 자틀이 있다는 

말을한다 

5 이는 아리랑의 기원이 메아리’ 이고， 이는 ‘산(山)의 소리’ 즉 “산신에게 드리는 노래(주 

문)"로서 “신가(神歌)"의 역할을 했다는 김연갑(1989: 23)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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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아랑 아랑”하는 소리를 갖는 무교 종사자들의 의식요 형태의 노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았다는 것이다 6 현재 무당이 굿을 하면서 신을 굿판에 청하기 위해 부르 

는 청배무가는 대개 무조선(댄피꽤벼)을 언급하는 노랫말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황 

해도 무당은 청배무가인 〈만세바지〉를 부르면서 “아황임금에 만세야” 혹은 이를 

줄인 “에라 만세” 등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무조신인 아황(亞皇)임금을 부르는 것 

이다. 이렇게 아황임금을 청배무가의 첫 머리에서 부르는 것은 예전에는 다른 지역 

의 무가에서도 두루 나타나는 것이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것이 도태 

되고 현재는 주로 황해도 굿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이용식 2005) . 이렇게 선을 청 

하는 청배무가를 시작하면서 무조신을 언급하는 것이 밀양 지역에서는 “아랑 아 

랑”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밀양에서는 ‘아랑’ 이 신격화된 존 

재였기 때문이다. 

‘아랑’ 이라는 설화의 이름7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여신 혹은 여왕의 이름과 어 

원적 관련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무조신으로 여겨지는 아황임금(보통 바리공 

주라고 부름)이나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거서간의 비인 알영(閒英)부인(아리영 

(戰利英)， 아이영(微伊英) , 아영(戰英)이라고도 부름) 혹은 신라 두 번째 왕인 남 

해 차차웅의 딸이자 세 번째 왕인 탈해 이사금의 비인 아효(阿孝)부인(아니(阿尼) 

부인이라고도 부름) 등은 선격화한 여성 인물들이다 이들의 명칭， 즉 ‘아황’ ‘알 

영’ ‘아효’ 등과 ‘아랑’ 은 어원적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더욱이 알영， 아효， 그리 

고 아랑이 모두 경상도 지방에서 전해지는 신화 혹은 설화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어원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아랑이라는 설화의 주인공 이 

름은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들 여성 선과의 연관성을 갖는 이름인 것을 

추론할수 있다 8 

이렇듯이 아랑은 밀양에서는 신격화한 인물이고 이를 모시는 사당인 아랑각 혹 

6 지금처럼 아리랑이 정착되기 전에는 반드시 “아리랑”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아라리” “어러 

리” “아릉” 등이 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김연갑 1989: 30) “아랑 아랑”이라는 후렴구도 이런 맥 

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밀양아리랑〉의 후렴이 본 노랫말과 전혀 의미상통이 없 

다”는 김연갑(1989: 25)의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7 이 처녀의 본명은 윤동옥(尹東玉)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처녀의 아버지인 밀양 부사가 ‘이 

모(李某)’ 이고 딸의 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이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설 

화의 주인공 본명이 무엇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 처녀를 ‘아랑’ 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8 이런 신화 혹은 설화의 주인공 이름에서 아리랑이라는 어원을 파악하는 감지연 (1930) 등의 

주장은 단순한 어원학적 관점이 아니라 아리랑이라는 어의와 신화와의 관계를 통해 재조명할 필 

요가 있다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제반 기원셜은 정동화 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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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주위에서 무교 의례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런 의례에서 “아랑 아랑”을 옳는 

무가(혹은 주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만 “아황임금”으로 시작하는 

무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라졌듯이(이용식 2005) “아랑 아랑”으로 시작하는 무 

가가 밀양에서도 잊혀진 것일 뿐이다 결국 아랑설화의 신화적인 사고는 원형 

(prototype) <밀양아리랑〉의 출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클로 

드 레비스트로스(2000: 87)가 주장하듯이 문서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민속문화 

에서는 신화(혹은 설화)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할 수도 있고， 신화의 연속으로서 역 

사를 규명 할 때 신화와 역사의 간극이 극복될 수 있다 10 아랑설화의 신화적 사고는 

밀양의 민속문화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이것이 〈밀양아리랑〉의 원 

형 형성과 접점을 찾을 때 신화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랑 아랑”하는 민간신앙의 의식요가 강원도에서 퍼지기 시작한 농요인 

아리랑소리와(이보형 1997: 114) 결합하여 〈아랑가〉라는 제목의 민요로 1912년 이 

전에 밀양에서 불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본래 강원도에서 아리랑소리가 주로 

산간에서 불렸듯이， 백두대간을 따라 남하한(김연갑 1989: 24)11 아리랑소리가 밀 

양에서도 산간지역 초동들의 노래로 불렸을 것이다. 이 초동들의 노래가 ‘밀양아 

리랑 노래비’ (<도판 1))에 적혀있는 “아리덩먹궁 스리덩덕궁”의 후렴을 갖는 노래 

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현재도 밀양에서는 이런 후렴을 갖는 향토민요 〈밀양아 

리랑〉이 전승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후렴구는 “아리랑 배띄워라” 혹은 “아 

리랑 노다가세”로 부르는 1910년대 대부분의 아리랑소리(김연갑 1986: 511)에 비 

해 ‘향토적. 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후에 이 후렴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는 아리랑소리의 보편적인 후렴구의 전반부와 결합하여 1912년 발간된 『리요리 

언급통속적독물등조사」의 〈아랑가〉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아랑가〉가 음악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밀양아리랑〉과는 다른 형태의， 원형의 〈밀양아리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민간선앙의 의식요로부터 만들어진 원형 〈밀양아리랑〉이 현재의 〈밀양아리랑〉 

9 콜로드 레비스트로스(2000: 92)는 선화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건의 연속적인 순서에 의해 전 

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읽듯이 일단의 사건틀의 총체적인 묶음으로써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단군신화에서 곰이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 신화적 사실은 단지 곰을 토템 

(totem)으로 하던 원시부족과 단군이라는 천선(天神) 계통 부족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것이 신화 

와 역사의 접점이다 

11 김연갑(1989: 24)은 〈아랴랑〉이 산악 이동로인 산맥을 타고 뻗어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 

에서 〈어사용> <메나리> <산유화〉 등으로 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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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탈바꿈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이 박남포로 여겨진다. 왜냐 하면 193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시중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밀양아리랑〉은 현재의 〈밀양아리랑〉과 거 

의 같은 가락으로만 노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남포가 직접 이 노래를 ‘작곡’ 했 

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전국적으로 소문난 지주이자 한량이었던 그의 

집(혹은 권번)을 수시로 드나들던 수많은 예능인 중의 한 명이 가락을 만들었을 가 

능성이 많다. 

사실 나운규의 영화음악이었던 〈아리랑〉이 이전에 존재했던 가락을 이름 모를 

“단성사의 음악인" (김열규 1987: 76) 이 변주하여 만든 것이고 박종기가 〈진도아리 

랑〉을 만들었듯이 당시 유행하던 〈아리랑〉 후렴구를 변주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드 

는 것은 어느 정도 음악적 창의력이 있는 음악인이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 

다. 이는 단지 “솔솔솔 솔솔솔 - 도레미 도-솔”로 단순히 진행하는 본래의 〈아리 

랑〉에 “솔솔솔 도도도 미레도솔”로 변주하여 영화음악 〈아리랑〉을 만들었듯이， 경 

상도 메나라조의 맛을 살려 12 “라미라도라 라미라도라 미미레도 레미도”로 변주한 

수준이다(<보례 2)) .13 이런 수준의 변주는 〈진도아리랑〉을 만든 박종기 수준의 음 
악적 소양이 있는 음악인이 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4 

〈보례 2) 헐버트 채보 아리 랑， 영화음악 아리 랑， 진도아리 랑， 밀양야리 랑의 후렴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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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밀양아리랑〉의 선율이 경기토리에 가깝고 경기잡가인 〈양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김기현 

(1991: 24)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13 <밀양아리랑〉이 “경기아리랑의 영향으로 밀양지방에서 생긴 신민요”라는 주장이 있었다(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57) 

14 이런 점에서 권번을 운영하며 “예능소양이 남달랐던"(박시춘 1978. 3. 4) 박남포가 직접 지 

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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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박남포의 집(혹은 권번)을 느나들던 정체 모를 음악인이 당시 유행하던 

〈아리랑〉의 후렴구를 경상도 소리풍으로 변주시켜 만든 〈밀양아리랑〉에 박남포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후렴구를 개사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그가 거느리고 있던 

기생들에게 노래하게 하면서 밀양의 노래 로 화류계에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많 

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아리랑〉의 노랫말에는 “날 좀 보소”나 “정든 님이 오시는 

데”와 같이 다른 아리랑소리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화류계에서 많이 쓰는 유흥 

적인 노랫말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밀양에서 〈밀양아리랑〉은 그리 많이 불리지 

않는다 .. (밀양문화원 1987: 294)는 사실은 이 노래가 여느 민요처럼 민간에서보다 

는 기생을 중심으로 한 화류계에서 집중적으로 불리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방증한 

다 16 이를 ‘유력가의 창작’ 으로 공로를 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 (7)17에 의해 

박남포가 〈밀양아리랑〉의 창작자로 떠받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밀양아리랑〉은 본래 무교인들에 의해 민간신앙 의식요로 불리던 노래가 

19세기 말 이후 급속히 퍼진 아리랑소리의 영향으로 〈아랑가)(혹은 원형 〈밀양아 

리랑))가 만들어지면서 산간에서 초동이 부르는 향토민요가 된다. 이런 〈밀양아리 

랑〉의 원형적 형성과정은 “신가" (神歌， 즉 댄歌)의 역할을 하고 “산악농요”로서의 

15 각 악곡의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헐버트가 채보한 〈아리랑〉에 기하여 3/4박자를 기준으로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은 약간씩 박자를 변형하고 조옮김을 한 것이다 

16 이런 점에서 “〈밀양아리랑〉은 유희성이 강하고 신민요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을 시기， 즉 조 

선후기 일제시대에 당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아라랑〉 후렴에다 장고 등의 악기에 알맞은 신 

곡 정도였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김연갑 (1989: 229)의 주장은 맞는 것이다 

17 예를 들어 〈여민락〉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것이나 〈새마을노래〉를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 

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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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지닌 강원도 원형의 아리랑소리(김연갑 1989: 24)와 궤를 같이 한다 이후 

항토민요인 원형의 〈밀양아리랑〉을 밀양의 박남포와 그의 집을 드나들던 어느 음 

악인이 개작을 해서 기생들을 중심으로 한 화류계에서 불리면서 밀양 지역을 대표 

하는 아리랑소리， 즉 〈밀양아리랑〉이 된 것이다. 

아리랑의 국가(國歌)화 과정 

아리랑소리는 1930년대에 시중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통화’ 과정을 밟 

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아리랑소리가 민족의 노래 로 자리매김하던 당시의 사회 

상이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1930년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레코드 산업과 방 

송이라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이의 주역이었던 기생 출신의 민요가수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급속히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노래’ 로서의 위상 

을 굳건히 하기 위해 아리랑소리는 ‘오래된 노래’ 라는 환상이 더해진다.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부터 당시 대한제국(1897 ~ 1910)에서는 수 

많은 〈애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음악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다. <애국가〉는 

고종 황제의 탄생을 경축하는 〈황제탄신 경축가(일명 애국))(1896)를 시작으로 많 

은 수의 〈애국가〉가 ‘작곡’ 된다 〈애국가〉는 서양식 악곡， 특히 서양의 찬송가 혹 

은 창가(唱歌)식 가락에다 애국사상의 시대상을 반영한 노랫말을 갖는 것으로서， 

당시 〈애국가〉는 망국의 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만들어지면서 대한제국 

‘근대성’ 의 음악적 상징이 된다 

국가(國歌)는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출현하면서 국기， 국가 문장과 더불어 “독립 

국가라면 어김없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 상 

징 .. (에릭 홉스봄 외 2004: 36) 중의 하나인 근대 의 산물이다. 대한제국에서도 19 

세기 말엽부터 국기와 더불어 국가로서의 〈애국가〉 운동이 시작되면서 ‘근대국가’ 

로의 탈바꿈을 시작한다. 당시 우리나라에 수많은 〈애국가〉가 작곡되는 것은 서양 

음악의 수입으로 인한 ‘근대음악문화’ 의 발로인 동시에 ‘식민지화’ 에 대한 항거의 

식의 발산이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이 강행되면서 일제에 의해 〈애국가〉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일순간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는 〈애국가〉가 주로 황실 

과 지식인 계층， 특히 개신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의 표상이 

었기 때문에 민중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꽃도 피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에 의 

해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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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 〈애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저항노래가 필요했고 이것이 당시 

〈아리 랑〉이 급속도로 퍼 질 수 있었던 사회 적 토대가 된다. 물론 〈아리랑〉은 이미 

19세기 말에 매우 유행하던 ‘민요’ 였다. <아리랑〉이 ‘국7F 를 대체하면서 마치 

1900년대 수많은 각편 (version)의 〈애국가〉가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각편의 지방 아 

리랑소리가 급속도로 파생한다. <진도아리랑〉을 만든 박종기의 경우나 〈밀양아리 

랑〉을 근대민요화시킨 박남포의 경우처럼 각 지방의 민중， 유력가， 혹은 음악가들 

은 수많은 지방의 아리랑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우리 민요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 

로서 〈아리랑〉은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기능하면서도 각 지방마다 독 

특한 ‘토리’ 에 의해 ‘지방 아리랑’ 을 만드는 향토민요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런 지방 아리랑소리는 각 지방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노래로 어느 지방이나 아리랑 

소리가 없는 곳은 마치 근대화 과정 혹은 민족국가화 과정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여 

겨지듯이 각 지방 아리랑소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제 아리랑소리는 피식민지 

언어로 된 피식민지 민족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y. 베네덕 

트 앤더슨 2002) 18를 대표하는 의사소통어 (linga fr뻐ca)로서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아리랑소리가 ‘민족의 노래 혹은 국가 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나운규이다. 나운규는 1926년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면서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있던 〈아리랑〉을 영화 주제가로 채택한다. 나운규는 피식민지 민족의 한을 담 

을 수 있는 노래로서의 〈아리랑〉의 정치적 효용성을 이미 간파했었고， 이 노래를 

영화의 소재로 선택함으로서 〈아리랑〉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아리랑〉이 당시 엄청난 성공 

을 거두면서 〈아라랑〉은 식민지 조선인의 심금을 울리는 민족의 노래로. <애국가〉 

를 대체한 국가로 “입에 한 구절씩 못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노래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아리랑고개 는 겨레의 의지와 절망이 교차하는 역사의 고개가 되 

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사랑하는 연인에서 피식민지 조국으로 승화된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운규는 해방에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애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아리랑〉의 가능성을 파악했고， 이 노래가 국가화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 

아준격’이다. 

이런 와중에 아리랑소리에 대해 오래된 노래 라는 환상이 입혀진다. 일제 강점 

기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노래인 민요에 대한 재인식을 추구하던 많은 문화계 인사 

18 민족은 구성원들이 대부분 서로 알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의 이미지 

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즉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이다(베네덕트 앤더슨 2002: 25). 



152 

들은 ‘아리랑소리로의 회귀’를 주창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아리랑소리는 별다 

른 근거도 없이 오래된 전통민요로 자리매김한다. 아리랑소리는 이제 상상된 민족 

국가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래 된 노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다. 대부 

분의 만들어진 전통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들면서， 제 나름 

의 과거를 구성하71 마련인더1(에릭 흡스봄 외 2에4: 12), 01 런 ‘전통화’ 의 과정을 

통해서 아리랑소리는 국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밀양아리랑〉이 아랑설화나 밀양의 명승지와 관련된 노랫말을 갖는 것은 이런 

전통화 노력의 산물이다. 즉， 아리랑소리가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이와 더 

불어 〈밀양아리랑〉이 밀양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작용하면서 

이 지역의 식자층에서 이 지역의 아랑설화와 관련된 노랫말을 다시금 입히는 것이 

다. 아랑설화와 관련된 노랫말이 현장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를 

“책에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실은(김기현 1991: 10)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아랑설화를 노래와 결합하여 아리랑의 효과를 증대시킨 심리적 배경 .. (김기현 

1991: 17)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설화의 텍스트로서의 아리랑 .. (김기 

현 1991: 15)은 아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설화를 아리랑소리의 텍스트로 만든 것 

은 아니다. 아랑설화는 이미 밀양에 존재하고 있었다. 원형 〈밀양아리랑〉에는 이 

설화가 노랫말로 가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원형의 노래는 식자층에 의해 만 

들어진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화를 배경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아 

리랑소리의 부상과 더불어 〈밀양아리랑〉이 새롭게 재인식되면서 식자층에 의해 

‘전통화’의 필요성에 의해 설화에서 비롯되는 고상한 노랫말이 덧붙여지는 것이 

다. 결국 설화에서 시작된 노래 (무가)가 설화와 관련된 노랫말은 갖지 않는 민요가 

되었다가 다시금 설화와 관련된 노랫말을 갖게 되는 순환의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전통이 발명되면서 이용되는 설화라는 질료는 유서 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만들어 

진 전통이 갖는 ‘의미’ 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 정치적 문화적 시대 상황에 특정한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기 마련이다(에릭 흡스봄 외 2004: 296). 즉， 이 지방의 대표 

적인 설화를 근대를 표상하는 아이콘인 〈밀양아리랑〉에 끈사하게 포장을 해서 ‘아 

리랑의 향토화 · 전통화’ 를 시도한 것이다. 

아리랑의유행화과정 

1930년대 들면서 방송과 음반 산업이 식민지 조선에서 영향력을 파급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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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랑소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최고의 ‘인기가요’ 가 된다. 이 시기에 들면 아리랑소 

리는 이미 ‘민요’로서의 본질을 넘어서서 ‘가요 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 

하는 것이다. 즉， 민중에 의해 불리던 아리랑소리는 기생 출신의 민요가수에 의해 

대중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요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리랑소리는 더 

이상 향토적인 구수한 맛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가수에 의해 세련된 ‘근대 

민요’ 로 탈바꿈한다. 특히 〈밀양아리랑〉은 세마치장단에 경쾌한 리듬으로 되어있 

어서 느리고 늘어지는 템포의 여느 아리랑소리에 비해 생동감 있는 가락을 갖기 때 

문에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아리 랑소리 였다((표 1) ). 

일제 강점기 하에서 아리랑소리를 부른 가창자들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 

던 기생 출신의 ‘가수’ 이자 ‘연예인’ 이었고， 아리랑소리는 유행가수에 의해 가창 

되던 ‘유행가’ 였던 것이다. 아리랑소리는 게다가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의 전통악 

기 반주를 수반하기도 했지만， 서양악기로 편성된 경성방송관현악단이나 DK조화 

악단 혹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혼합 합주단인 기성조양합주단 등의 반주로도 

노래되었다. 이는 이 당시 아리랑소리가 민요의 성격과 ‘경음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 노래가 하모니카 밴드의 연주로 경음악으로 

연주되는 것이나 오아시스 국악단의 고전무용곡으로 연주되어 음반으로 발간되는 

것은 이들 노래가 이제는 단순한 지방을 대표하는 향토민요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경음악 수준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리랑소리는 이제 ‘유행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식민지 조선인의 

만들어진 전통 

〈표 1> 1932-1943년 경성방송국 아리랑소리 방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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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동일화라는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식민지 조선인들은 아리랑소리 

를 들으면서 국가로서의 아리랑소리를 옹호하는 주체가 되고， 무의식적으로 아리 

랑소리를 통한 항일의식이라는 사회화의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식민 

지 조선사회에서 아리랑소리의 사회적 역할이었고， 이런 운동의 선봉에 아리랑소 

리가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사상문제’ 로 인한 치 안방해로 〈아리 랑〉 레코드를 압수 

하고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삼지만， 이미 민중에게 폭넓게 퍼져 있던 노래를 제도 

적 장치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제주도에서 조차 “거리의 

술집 비바리가 「아리랑」， 「도라지타령」을 목뱃처 부르며 가게의 레코-드가 「양산 

도」 가락을 넘기고" (김능인 1939: 최철 · 설성경 1984: 192 재인용) 있는 시절이었 

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소리는 여전히 민중들 사이에 

서 불릴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에서도 맹위를 떨친 것이다. 

이렇게 아리랑소리는 이제 민중의 ‘지하 방송 에서 지상파 방송’ 의 노래로 모 

습을 바꾸지만 여전히 피식민지 민족의 저항노래라는 본질적 성격은 간직한다. 예 

를 들어 〈밀양아리랑〉은 독립군 사이에서도 〈독립군 아리랑〉 혹은 〈광복군 아리랑〉 

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애창되었다((보례 3) ), 독립군들의 노래는 〈밀양아리랑〉의 

가락에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노가바’ 수준이었다 독립군들이 그 많은 아리랑소 

리 중에서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그들의 군가 로 채택한 이유는 〈밀양아리랑〉의 

경쾌하고 힘찬 가락과 정서가 ‘군가’ 의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9 

이렇게 ‘유행가’로서의 〈밀양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유행가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 

이 아니라 항일의 노래라는 사회화의 의식요로 격상되면서 독립군가로 애창되었던 

것이다 20 

19 밀양인들은 “이 시기 독립군의 지도적 인물 중에는 영남 쪽의 애국청년들이 많았던 점"(밀 

양문화원 1987: 294)으로 인해 〈밀양아리랑〉의 곡조가 독립군가로 불렸다고 하지만， 이는 그리 

근거있는 이유가 아니다 당시 독립군 지도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물틀이었고， ‘밀양’ 이라는 

한 지방의 노래를 독립군을 대표하는 노래로 삼는 것은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이 노래의 

경쾌하고 힘찬 가락이 군가의 기본적 성격과 맞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독립군가로 채택했을 것이 

다 이런 점은 당시 독립군이 즐겨 부르던 민요로 〈독립군 아리랑> (밀양아리랑) 외에도 흥겨운 
가락을 갖는 〈독럽군 닐리리아〉가 있는 것을 보아도(독립군가보존회 1982: 104) 알 수 있다 

20 당시 대부분의 혁명가나 독립군가가 일본 창가나 군가의 가락에 얹어 부르는 와중에도(이강 

숙 외 2000: 55-60) 민요를 ‘노가바’ 해서 만든 〈밀양아리랑〉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만들어진 전통 

〈보례 3) 광복군 아리랑(독립군가보존회 198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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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리랑소리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노래를 통해 식민지 치하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있을 해방조선이라는 민족주의국가， 즉 인위적인 “상상 

의 공동체" (베네닥트 앤더슨 2002)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의 사회 통합과 소속감을 

구축하고 상징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아리랑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 

방마다 아리랑소리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위 

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지방마다 고유의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식민지 조 

선인들은 아리랑소리를 통해 망국의 한의 정서를 표출했고 해방조선의 신념을 유 

지할수 있었던 것이다 

만들어진전통 

많은 ‘전통’ 은 만들어진 것이다(에릭 흡스봄 외 2004) . 모든 전통이 수 세기 전 

에 만들어진 유구한 역사를 갖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많은 전통은 큰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은 전통으로서의 권위를 위해 오래된 것이라는 환상이 입혀 

지기 마련이다. 

아리랑소리는 일제 강점가 지하 피식민지 조선인들의 해방된 민족국가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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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동체’ 를 상정하는 노래로서 근대문화의 산물이다. 19세기 이전에도 아라랑 

소리는 존재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소리로 여기는 〈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야아리랑〉은 모두 일제 강점기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민족의 노래’ 

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애국가〉를 대체하는 노래로 근 

대 민족국가의 ‘국7F 로서의 위 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특히 1930년 급속 

도로 발전한 음반산업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기생 출신 가수들에 의해 아리랑소 

리는 ‘민요’ 라기보다는 도시문화를 표상하는 ‘유행가’ 로 대중들에게 급속하게 보 

급된다. 이렇게 아리랑소리는 ‘민족의 노래 로 ‘국가’ 로 ‘독립군가’ 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여느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에서처럼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 

로 내세우려" (에릭 흡스봄 외 2004: 21)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한다. 

해방 이후 아리랑소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로 제정된 안익태 작콕의 〈애국가〉에게 

국가의 지위를 넘긴다. 또한 대중가요， 특히 미 군정기 동안 범람하기 시작한 미국 

식 대중가요에 밀려 유행가로서의 위상도 사라진다. 더욱이 민요가 ‘전(前)근대적 

인 저급하고 고루한 노래 로 인식되면서 아리랑소리는 점차 대중(민중이 아닌)에 

게서 멸어진다. 이런 와중에 경상도를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더욱 설 자리를 잃 

는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진도아리랑〉의 경우는 판소리 소리꾼들이 계속 주요 레 

퍼토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생명력을 담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판소리 소리꾼과 같은 전문적인 소리꾼이 그다지 없었던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은 

점차 ‘민중의 노래’ 로만 남게 되고 일제 강점기의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한다. 게다 

가 일제 강점기 동안 〈밀양아리랑〉의 주된 가창자였던 중앙의 소리꾼들이 ‘경상도 

소리’ 인 〈밀양아리랑〉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밀양아리랑〉은 이제 ‘중앙 

의 인기 민요’ 로서의 자리도 잃고 경상도 민중의 지역아리랑으로 점차 왜소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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