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과 육의 민요창뱅 

고상미(서울대 석사과정， 경기민요 이수자) 

l 머리말 

~l- 엉올 글로안 표현 한다는 것은 창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 창볍올 실제 배워본 적도 들어 본적도 없는 온인이 악보와 음반 자료 퉁 

에 기대어 낭북의 서로 다른 창엉의 차이를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 

겠다 

창법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소리용 글로 형상화시켜야하기 때운에 발생 

법과 판련된 옐성기관이나 신제구조에 판련왼 ‘가성대’니 ‘횡격악 이니 하는 전 

문적인 용어을올 &기 시작하연 전문가가 아닌 본인도 해부학 공부률 해야 되나? 

싶올 때가 있올 안큼 당혹스럽고 껄영하기 힘을 때가 많다 더군다냐 호홉법에 

있어서 아직 정리도 안 되어 있는 당전호흉과 강은 기(氣)의 개념을 사용해서 전 

동성악의 호흉이 이렇다 저렇다 땅하기도 곤란할 뿐이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셜영을 많이 펼요로 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은 이를과 지연 

의 한계를 고려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안 얘기하고 중이기 

로 하겠다 대신 납과 북이 민요흘 가지고 서로 어떤 생각으로 근대 음악의 산울 

(유산)틀을 계숭， 알전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에 대한 성과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많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를 쓰기로 했다 주판적인 표현이나 아직 

공식화되지 않옹 낯선 용어들이 있어도 적극적인 이해와 애허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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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옹 지난 55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 헤어져 살아왔다 이글융 

쓰기위해 자료훌 오으연서 자료용 구하기 어영다는 사실 이션에 옥한옹악에 대 

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정과 어쩌연 서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도 

용이 휠 수 있는 부분융 많이 놓쳐 버린 것은 아니었융까 하는 당당한 n뜸이 률 

었다 직접 안냐 노래하나 애우연 쉽게 해결휠 일융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 

각파함깨 

l 민요에 대한 갱의 

새계 어느 곳에서나 민요는 촌재해왔다 영국에셔는 인.n.용 Fo lksong , 특일에 

서 Volkslied., 프랑스에서는 Chanson pop비alre ， 이태리에서는 Canzone 

popolare라고 부른다 volks, populaire와 같은 알뜻에서 흥방 알 수 있듯이 인 

요는 알 그대로 생사고락융 장이 해온 그 지역 공동쩌용 구성하는 민중의 노래 

대중등의 노래인 것으로 현재어로 하연 국민의 노래 , 국민가요라 알힐 수 있다 

이처업 인중의 노래인 인요는 인족의 특정과 갱서용 가장 질 드러내고 있는 노 

래다 인요의 가사안 툴여다봐도 용동셰의 구성현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흉러용 

역사용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고학자률이 유용융 발굴하듯이 민 

요 또한 현장답사(field work)훌 용혜 끊임없이 알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 

다 민요흩 안다는 것용 결국 인측과 구성원 자신의 갱셰성융 확인하는 일일 것 

이다 

여기서 냥한의 국악개용서에 실린 민요에 대한 정의용 살여보기로 하겠다 

인요한 예슐옴악외 대갱으로서 민중둥의 업에서 업"-호 거쳐내허 용 전용적 

인 소악한 노래이다 이러얻 노얘톨온 거의가 농업， 어업풍의 노동과 관계가 있 

어 형식객으호 용 예얘 대재가 액이고 양는(call &: responce) 유정형식으로 되 

어 잉다 

우리의 인요는 천파 정도와 세련도에 따라 토속인요4土{δ1m)와 용속인요('li 

m民lli)호 구용되는에‘ 토속민요란 국한원 지앙에서 용리어지는 것으로 그 사껄 

이냐 가학이 소악하고 향토객이다 용속인요란 칙업적인 소리꾼얘 의하여 불리 

는 새련되고 녕리 션파왼 민Aol다 민요하연 혼히 이 용속인요용 가리키는게 

호용이다 l 



냥과 욱의 인요창엉 

인요는 어떤 민족(주호 기총에 속하는 인중)이 살아온 삶의 오융과 과정이 노 

래의 형태로 1l총되고 정악원 것융 일컬는 양이다 인Jl.용 예술용악의 대갱개녕 

으로 규정핸지， 종교음악(의식용악)의 하왜개녕으로 보든지， 민요는 어느 시대 

에서나 있었던 규엉적(인위적)융악의 상대 개녕으로의 의미흩 갖는다 민요에는 

민중이나 생황공동제의 미적싱성파 정서가 당겨져 있어 그 읍악문화 명바탕에 

는 항상 인요라는 아르지 않는 생용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궁중옴악과 예 

술옴악이라 말하는 판소리와 가곡도 정으로는 양식이나 내용이 달라졌지안 오 

두가 민요에 뿌리용 두고 있융온 잘 알려진 시경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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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용문에서 보연 냥한의 인요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서로 정리되어 있 

지 옷한 듯하다 민요를 예술음악의 하위 개녕으로 보는 시각과 긍정적으로는 예 

술음악의 근간율 이루는 음악으로 보려는 견해에 차이가 있읍올 알 수 있다3 그 

러나 인요에 대한 공통적얀 생각응 민족올 형성하는 구성원인 민중들의 정서가 

당긴 노래라는 데는 생각올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의 민요에 대한 생각은 냥한보다 적극척이다 인요가 가지는 민충을의 고 

유한 정서와 함께 민요의 창조성에 힘올 실어 정의하고 있다 1998년부터 1999 

년까지 4권의 분량으로 출판한 r조선민족응악전집 ，(민요연) 서문에서 북한은 인 

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올 밝히고 있다 

우려 인인용 아특히 언 옛냥부터 아흉다옹 급수강산에 삶의 뿌리용 내리고 

자연올 연여하고 사회훌 개죠하기 위얻 창조적 로동융 히}여왔다 。1 과정에 우 

리 션조을옹 잔란한 인촉문화유산파 함께 자기융의 사상 갑정융 반영한 인요 

툴을 수많이 창조하여 놓았다 이러한 인요융에는 지난날 우리 인인툴의 다양한 

생활과 력사적으효 형성되고 공고화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강정과 정서가 당겨 

져 있다 

납과 욱의 공흥적인 시각은 인요가 민족정서의 근간옹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회호얘락이 겹겁이 겹쳐 하나의 공통된 심성올 안들연서 

1 장사훈 한안영 공저‘ r국악개흔，(서용 서융대아교 충싼부‘ 1975), 213쪽 
‘ 깅뼈숙 액대용 최얘현 공저，전용융약개흔，(서융 어융링， 1995). 160쪽 
i 민요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이는 한국근대사에 대한 용총용한 논의에서 옹다고 생각한 

다 근대얘 망생한 용속인요냐 장가계영얘 속하는 인용융약외 다량이 예슐용약으로서의 상송 

과 이척 세계용 충훈히 가지고 있지안 곤대얘 낼생한 서인예슐에 대한 이얘는 아칙 부재하다 

고용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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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과 더용어 션융과 가사로 완성되는 것이 민요라 힐 수 있다 다중에게 희자 

되어 공용원 인중옴 방융 때 인요로서의 갱당성융 부여 받게 되며， 누구냐 창작 

에 창여항 수는 있어도 계송되는 것은 모두가 항께 인정해야 가놓해지는 노래가 

바로 인요인 것이다 그래서 인요는 인중들얘게 끊임없이 지신의 삶올 지키고 이 

어가게 하는 삶의 근씬이 되는 노혜가 되어 온 것이라 생각왼다 이러한 이유가 

냥 륙의 전통옴악 중에서 민요 유산이 서로 어떻게 전숭되어 갔는지흘 살피는 

까닭이 되는 것이라온다 

2 냥과북의 민요션숭 

냥한옹 1%2년부터 운화재보호업에 의거하여 우형문화채용 지정， 보호해 오연 

서 현재까지 각 지역의 민요용 방굴， 보존하여 지켜오고 있다 중요문형문화재 

채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도(西:Jt)소리와 제5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소리에 

속'f는 캉lt2장가，J 제 19호 선소리 산타령과 냥도민요융 포함하는 딴소리를 비 

롯해 ‘정선아라리’(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경기소리 ‘휘융이잡가’(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1호) 용， 각 지방외 시 도문화재 제도 안에서 많용 예능보유자용 

용해 문화유산올 도제(徒弟)방식5요로 양산， 육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운화재 보 

유자들옹 각 대학의 국악과 학생률에게 전홍성악의 교육자로서 역할올 하며 기 

예용 션숭시키고 있고， 대학옹 무형문화재 보유자를과의 협조용 용혜 천동성악올 

지키고 보존하는데 높은 가치훌 두고 있다 

북한온 1954년부터 1988년까지 민요발굴정리 샤엽용 3차에 걸쳐 해오연셔 r죠 

션민요곡집 ， 8집과 r조선인요곡집(연구자료). 3집 r민요연구자료집 . 9집을 충간 

하고 。1어서 1993년 민족읍악융 집대성할 옥적으로 조선민촉옹악전집 연찬위씬 

회가 조직되어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민요연 4권파 r조선민요 1 ，000곡집」이 출 

간왼다 

‘ 정기소랴에 속하는 경7]1 2장가는 현찌 12욕용 이용주. 'f>ll생， 이훈여 3인。I 4개썩 나누 
어 보유하고 있다 

‘ 도찌(!ibll)는 충세 유링도시의 수꽁엉 기술자 양성져도호 의우로셔 찌도화원 것용 14세 
기 후안우터라교 힌다 수엉기간용 2-8년 이었는데 이 기간용 도장인 장에셔 갱식융 항깨 

하연셔 기슐융 연수하었다 도세가 되는 연령용 10- 1 6셰이여 도찌 기간융 아치연 다시 3년 

갱도외 장인 과갱융 거쳐야 었다 아칙도 그 전용용 부용척으로 유업사회얘 요늘날껴지 냥아 

잉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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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요 전숭과정은 민요에 대한 포괄적인 갱의6에 힘입어 민요창자가 교 

육제도권으로 홉수되어 교육7융 받으연서 인요를 재형상화하여 계숭하는 차원으 

로 민요가 육성， 장허왼다 중국 연연대학 예술학원 옴악연구소에서 출간한 r조 

선민족응악가사전" 에 보연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민요창자들이 6 . 25천쟁 후 

영양옴악대학 퉁 민족성악올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하여 김진영(金振明)，' 깅관보 

(金합호)\0 같온 당시 유명한 서도영창들에게 인요흘 사사알고 인요와 신민요를 

포함한 민요풍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성악가로 재출발하여 예술단에서 독창자로 

항용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냥한이 운화재 제도콜 통한 보존을 중심으로 

인요률 전숭하고 있다연， 북한은 발굴왼 인요풍 토대로 학교 교육을 흥해 민족성 

악가로의 연화왼 계숭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6 륙한의 인요에 대한 포왕적 정의는 다용과 강다 오래 전부터 인인동 속에서 구천되어 
옹 노혜원안이 아니라 현시대에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민족적 션융의 륙성이 쭈릿하끄 인혹적 

갱서가 안겨오게 장 지어 인인찰 속에서 사랑융 받으며 녕리 훌려지고 있는 인요화원 노래 

r조선의 인속선용 인속용악파 우용J(영양 파악액과사전종합홍판사. 1995), 40쪽 

? 예윤 용어보연 r죠션인종용악가사전J (연연 연연대학충싼사‘ 1998)얘 소개원 깅연옥(1ìtllli 
王){1932년 함정륙도 t!l't. 고용인요가수)은 1945년 이션얘는 에코드땅융 흥해 신인요와 서도 
인요샅 등고 옹악힐용용 하다가 ‘53년에 영양용악대학 인쪽성악학부에 입학뼈 깅진영둥에게 

서도인요용 온격적으로 배운다 경연대회에서 l둥융 힌 후 인쪽가극 옥양자로 활용용 하고 

울링창엉융 상 구사하여 신인요와 인요풍의 노래용 용러 인기 기수가 원다 91년부터 영양우 

용용악대학얘서 인요가수용융 지도하연서 안수대예융단의 민혹성악고용으로 재직했다 

’ 중국 연연대학 예숭학핀 용약연구소 r죠선인측용악가사전j에는 총궁파 욕한융 대요하는 

조선용악가용이 총앙라되어 있다 용이한 사질용 용악가틀 중에는 작곡가 기악연주자동도 잊 
지안 성악가가 4--5영 정도 소개 엉 예아다 한영썩옹 쪽 흩어간다는 A 질이다 이는 육한에셔 

성악이 융약얘서 않용 비충융 자지항융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성악가의 영갱도 욕한용 냥성 

고옹7f수1 냥성중앙아‘ 냥성저용가수‘ 여생고융가수 여생충옹기수1 여성저용가수 인족성악 
가수 고용인요기수， 냥성인요가수 서도인요가수 용으호 다양하게 구용하고 있다 

’ 90년대 냥욕용일옹악제에도 초청되어 서도인요용 용었언 깅진영(191 3년 영해도 층생 
1 997년 영양에서 사앙) 영장은 r조선인록용악가사전j얘 서도민요가수료 소개외어 잉다 1945 
년 전까지 잉재의 감시용 피뼈(영온노래 에묘딩올 거우했기 예용에) 싱양， 연깅 퉁융 다니며 

서도인요윷 "-급하기도하"Jl. 45년 이후얘는 확언에서 용악대학 교수로 찌직하연셔 인요가수 

즐융 키우고 6Q년대에는 서도민요용 바탕으로 인쪽가극을 양작하였다 인인배우호 국가훈장 

융 망았으며 죠선용악가동앵중앙위원회 서도인요고용으로 있었다 

'" 여장으로 서도인요 가수 옹악교육가， 1921년 영냥총생 10살 때우터 지역얘서 인요용 
얘예 지역영창으로 유명써용 타다 1938년 ‘창부타령 올 용러 서용 〈부인판〉 경장대회에서 1퉁 

서ξ 경기， 강앤도 인요에 두호 웅혜 예숭단 주역으로 항용함， 영양용악우용대학 생약학우 민 

족성약 고운으로 있으연서 인요욕창가수융과 인족성악가톨올 양성항 r조선인족옹악가샤전J.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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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냥한의 민요창업과 북한의 민생창법 

1) 냥한의 민요창법 - 진성 (!Jj:양)창엉 

냥한 인요창법의 발성은 육성(肉 tt. natural voice)올 기본으로 하는 진성 (훌 

!f)창법올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음 노래 연융올 시작할 때는 육성으로 알하 

듯이 명엄한 말소리 정도의 질갑과 크기룡 가지고 있지만 노래 연슐융 통해서 

시간이 지나연， 반복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밀도 있고 윤랙해져 올컵이 있는 공 

영 11왼 전문가의 소리로 바뀐다 여기에 선융올 길게 엉올 수 있는 깊은 호홉 

이 보태지연 소리에 더 밍도가 생기고 보흉 사랍들보다 높은 소리의 밝은 옹 

색용 내게 된다 깊이 있으연서 열리 가는 소리 ， 맑고 크고 올힘이 있는 공명 

원 소리는 가사 션달파 극의 표현을 더 잘하게 안을 수 있는 좋은 요건이 왼 

다 

서양창법의 대명사로 왈리는 엘칸토 창법 (Bel Canto)l2도 처음 소리내기률 시 

작할 때는 힘이 없고 약한 가성(假양. fa lse vocal )의 소리안 난다 그 약한 소리 

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택(attack)13하여 내연 시간이 지나연서 밀도 있는 소리로 

옹질이 바뀐다 즉 션홍성악에서 표현하는 득옹(썽흉)이 되는 것이다 

진성융 곁소리 라고도 말한다 곁소리는 드러내는 소리로 크고， 드러내지 않고 

가늘고 작게 내는 속소리 14와 대비왼다 민요창업은 곁소리룡 주로 않이 사용하 

" 공영(;1\0/1)용 알옷 그대료 항깨 융경다는 뜻이다 공영옹 가창얘 있어 중요한 역앙융 힌 
다 에훌 흩어 용용 없는 기타의 중융 '11기연 그저 약하고 보질것없는 헛소리얀 나지안 장 

안흩어진 용용용 를이고 치연 소리가 용 얀애서 융려(공영되어) 이흉다용 소리효 죠용왼다 
인간의 용성도 성대얘서 안툴어진 용옹 기타의 출 앵김과 경다 인쩌가 갖는 여러 공명강에 
공영허얘 우리흩이 보용 용용 수 잊는 융성이 외는 것이다 또한 공명의 여하에 따라 아용다 
훈소리 성량있는소리가원다 

12 'bel can lo’ l이태리l강 아용다용 선융， 노래(ltilll)라는 뜻으로 미성(잊빼융 내는 양성명 
융 일껑는다 18애기 이태리얘서 성립외었는데 초기에는 단순하고 서정적인 노래장엉융 갱었 
으나 요에라가 유앵하연서 화혀하l 아용다훌 쩍소리료 변화되고 이후에는 더 극척(dramatic) 

이고 용용 있는 중'"한 창업이 대써률 이쭈게 왼다 

13 [attack )용 흥격하다’라는 양 뜻대로 서양용악얘서 용g나 프에이즈(phrase)용 뚜렷하 

고 정악하게 시작하라는 표현이다 앙기철용 “양소리의 양성법얘 원한 연구." r언국용악산고j 

(한용회 1992)에서 딴소리에서 사용되는 양성융 앙악기성( Press-attack)이라 하연서 노래용 
우용 때 성대가 앙악융 앙of서 소리톨 내는 것과 강이 풍리도흑 하는 양성이다J 아고 attack 
익 용어흩 사용했다 

1‘ 속소리용 가는 소리 또는 써갱(빼l!!)이라고도 하는어1 세갱옹 여성 장자가 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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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운에 힘이 있는 높고 일도 있는 소리률 안드는데 많옹 시간과 공력융 들인 

다 경기민요 ‘금강산타령 '01 나 경기 12장가의 ‘유산가’강용 노래들은 곁소리와 
속소려의 대비용 만드는 선융진행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극적(뼈的， dramatic)인 

부용융 연출하연서 음악객인 기교와 멋스러용융 요현한다 

(악보 1)(긍강산타령〉 

홉률 
일 - 안 - - 이 청 - - • 우 - - --- 리 - - 가 

(악보 2) <유산가〉 

.용 간 에 lt-- 이 때----서엉--리 ---

오든 나라의 인요창엉이 다 그렇지안 민요는 그 나라 말에 가장 자연스러운 발 

생융 창업으로 사용한다 이태리 말에서 엘칸토 창업이 나오고， 같은 동양이라도 

일본용 ‘가부키’，l5 중국옹 ‘경극’ 16에서 하는 창엉이 있듯이 오든 나라의 고유한 
장엉을옹 그 나라 각자의 얄융 바탕으로 해서 안툴어진다 혹 창엉(옐성앵)온 알 

에서 오는 것이라 힐 수 있다 우리 어어니， 항며니들이 를려주던 ‘자장 자장 우 

리 아가 자장 자장 잘도 잔다”와 같옹 ‘자장가’나 “두껍아 두껑아 현집 출께 새집 

다오‘ 와 같용 전얘풍요가 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에서 출양한 노애인 것올 보 

아도 말파 장냉옹 깊용 판계용 가지고 있다 우리용악에서 가장 좋은 창업， 노래 

하는 방식용 자연스럽게 우리말올 하듯이 하는 것이라 힐 수 있고 민요창영옹 그 

는 장엉으로 비얀싱융 용듯 옵고 아흩엉게 가늘게 내는 장엉용 뜻한다 속소리 장 'tl에 대한 
의견용 예료 용용하다 인요셔엉 서서 우르는 입'\1>)률용 경소리 장냉융 중요하게 생각혜 속 

소리에 대한 논외는 장 하지 않는 연이다 그러나 가장 션흥적인 앙식흩 혀하는 션용가곡 장 
'k추로 양아서 노래힌다)를용 속소리 내기 앵식에 씬싱이 집중외어 있는 언이다 

" 가부키(~.1Ji1는 용악야 우용의 요소g 포함하는 영용외 400년 원 전용적인 대중극(大 
UI)이다 

“ 정극(l7-4!j용 노얘와 용， 액션이 혼엉되어 있는 중국외 전용척인 대표연극으로 혹정(jt 

Jl<1예서 영션었다하여 경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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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율 장 반중해주고 있는 산울이다 

민요는 그 지방안이 갖는 사투리와 말의 억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 

분에 민요아다 각 지방 언어의 특징과 판련왼 옴악션법(토리)17과 표현하는 앙식 

(ff용，1m양 풍의 시김새)18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음올 혼플고 떠는 요성업에 있어 

서도 민요마다 다르다 그것은 각 지방의 땅언이 지니고 있는 억양(jfJJ않， 

intonation)의 특정이 음악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 요성이라도 지방적 특 

색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듣는 사랑에 따라 다른 명가률 내혈 수 있다고 본다 

예흉 들연 서도(西값)소리의 요성은 서도망언의 억양으로 살짝 옴올 끌어 용려 

말음하는 욕징을이 있기 때문에 콧소리로만 요성을 하는 것처럽 을올 수 있다 l'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악보 없이 서도소리릎 배우는 창자들이 사용하는 그링악 

보를 보연 잘 나타나 있는데 시김새 표현올 자기 나릎대로의 방식올 안들어 아래 

와 같이 표시하기도 한다m 

(악보 3)(판산융마〉 

j써
 I써
 

I써
 Y써
 

i써
 I써
 

j애
 t얘
 

→혐
 A써
 }“ -- ‘u‘ ... ν ... ’ ...,....>>'" J -’ •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 이 아 이 

• .... óι ... 
。)0) 이이 01야 

" 용악의 망언(方홈， 사우리 dialect)이라고 요현힐 수 있는 각 지앙아다 지닌 옹악객 용 
징으로 에나리토리， 수싱가토리 경토리 육자얘기토리 퉁이 있다 

” 시김새란 선융올 。1쭈고 있는 골격용의 앞이나 뒤에서 그 옹융 꾸며주는 역항올 하는 
장식융이나 또는 용길이가 g옹 잔가학을올 알한다 g용 의미로는 성융션이나 정주의 자연 

스러올 연경이나 유연한 효용용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용용 위하여 어느 옴에 우여되 

는 요현 기웅까지융 포항하는 용어호 t인다 식힘M용)새 또는 시급새로도 용리씩왔다 서 

한엉 r재정염 국악용흔，(서용 태링층연사， 1997), 60 쪽 인용 

1’ 영안도 얄로 ‘ 앙 익었예? ’하고 용어 용 예， 냉’의 양옹용 영영한 칙션의 억양이 아니고 
소리융 앙고도 우드엄게 용이는 곡선요양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을의 예’외 역양도 용이 아얘 

에서 쩌토 시켜 융라가는 듯한 상향척인 곡션용 그리는 억양이 안융어지게 왼다 이것용 상 

식적인 홉연에서외 추육이고 파학객 엄중용 외얘서는 용성학적인 연구율이 항께 윗앙생되어 

야 한다고 온다 창고로 용생학(phonetics)이란 언어에 쓰이는 소리， 앙소리(spoken 

language)용 과억적으로 연구하는 용야이다 

m 한7)성， ’전용서도소리전집，(서융 옹하총~).}， 199기 ， 3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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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엽(발성엽)올 연구한다는 것은 같응 소리의 질강올 얻어 간다는 뜻이다 이 

것은 무혀 개성 없는 듯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올 두고 발전되어 옹 것이라서 튼 

튼한 대중적 공감대률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한 창업용 다 

시 보다 전문적인 창자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민요로 퍼지연서 통속 인요로 발전 

하고 새로운 노래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근대에 만틀어진 ‘경복궁타령’， ‘사셜방아타령 ’ 퉁 않온 타령조의 노래틀과 휘 

올이잡가， 경기12잡가 풍 잡가(짧밟)계열의 노래들은 이전에 없었던 음악형식을 

로， 선율올 분석해보연 각 토리가 서로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선융의 혼총성은 민요선올(토리)의 특성상 각 지방 인요권의 시검새가 섞여 구사 

되어 새로운 융악적 미강융 만들어 내고， 근대응악문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 

작한 서민대중등의 응악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인대중예술응악으로 자리 잔 

게 된다 20세기 초반에 많은 영창들이 신민요 계열의 노래와 함께 경서도소리로 

응반올 내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경서도소리가 얼마나 대중을에게 인기가 있었 

는지흩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요창작의 알전은 가혹해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과정을 

거치연서 쇠락해지고 계속왼 6.25남북전쟁파 분단응 전통민요의 계숭발전에 정 

셰흩 맞게 된다 

현재 전통 성악 장자들에게 있어 성악공부흉 위한 체계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 

다 서양성악이 좋은 소리률 얻기 위해 알성엄에 대한 연구률 나릅대로 이론화시 

키고 있는 것에 비하연 아직도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소리릅 받아서 따라하 

는 것에 머몰려 있다 그것은 많은 창자들이 진성장업에 대한 음질， 호흉엽， 얄용 

법 풍에 대한 궁금한 정올 각 스숭의 문하에서 해결하여 득응하는 도제식의 전통 

방식올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좋은 소리를 엉기 위해서는 발성기판에 대한 지식이나 호흉의 왼리， 발 

음법 연구 퉁 보다 과학적인 지식이나 연구와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21 

1 992년 필자는 우연히 국립국악원에 연수 온 연연예술대학 전화자교수릉 만나 

얘기활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경기소리와 서도소리릎 배우연서 냥한의 전통창엉 

올 다응과 같이 얘기했다 

" 냥한에서 인요용 보급하요 전승시키는 파정용 과거와 같용 구전싱수(D야L몫)로 교육하 
는 전용척인 앙식용 그대로 취하고 있기 예운얘 스숭용 쫓아 그대효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 ~경적 요인이 장엄융 체계화하려는 풍용원 판싱사호 모아지기 어려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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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한의 진성장엉이 과학생 있다고 온다 오래 사용했는에도 맑용 소랴， 올흉 

있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이온화 시켜야 한다 호홉업， 소리훈련 둥에 있어서 

그렇다 우리냐라 앙용 앞으로 나오여 앙용 소리가 나는 욕징융 기졌으므로 노 

혜양 예는 이융 살려 노래빼야 한다 그래야 방용이 쭉똑히 률린다 

냥한의 진성창엽이 과학객이라는 알온 오헨 정영융 바탕으로， 다수가 훈련 앙 

식으로 융다고 인정해 냐용대로의 훈련에 대한 경설융 보게 원 근거에 기초한 과 

학성융 뭇한다고 용 수 있다 이러한 과학성은 이미 구선십수훌 용해 공통적으로 

확인왼 경험을올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끌썩 우리한 연융으로 옥이 쉬거나 병 

앤에서 성대결절(양깜%η)깅 동의 진단을 받아도 자신률의 훈련방식올 그대로 

믿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안 의존하는 소리내기 방식(해홉)용 실왜하는 경우가 잦 

아지기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연주 장소가 망이나 '1당에서 녕은 우대로 바 

뀌고， 얘효는 음량이 큰 판현악단이나 서양악기와 함깨 연주하게 되는 풍 옹악 

환경이 변하연서 전용적인 방식안으로는 좋응 공연의 성과용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르별로도 개인적인 기량에안 맡길 뿐 

각 운야낼 차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 창자마다 어려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션화자 교수의 알대로 전용창엉을 이흔화 시켜야항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인요창엉의 혼총성 (i용I!性) 

근대에 이르려 전용 인요는 지역적 욕성에서 엇어나 전국용 포왈하는 홍속 민 

요로 발전하연서 많옹 션문척인 작곡자들에 의해 새로운 형식미용 갖춘 민요융 

이 만률어지고 괄려워져 대중틀에게 인기률 끌게 된다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는 

따로도 존재하지만 근대이후 서로 섞여 20세기 무렵 녹용왼 유성기 응반자료에 

는 ‘정서도소리’로 많이 녹용되어 있다 정서도소리의 혼총성온 정기 12장가의 

대표곡인 유산71í~ω*')에서 잘 드러나는데 곡의 당락융 아우리하는 종지부분깅 

이 서도소리의 욕정인 위로 상션하여 치쳐 떠는 요성업융 사용하고 있다 이쳐럽 

g 작용 도호리 크기외 안당한 앵용이 성대에 영히는 충상으로 주로 기수 아나운서 쿄사 

용 욕융 않이 쓰는 직업인에게 잉어낭다 
n 아래 악보흉 호연 가사 ‘떼- 에서 G융-c용으호 4도 융라가연서 C용융 서도식￡호 쩌 

로요성하여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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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리의 교본이라 빨 수 있는 경기 12잡가가 서도소리의 영향올 많이 받고 있 

는 것올 보연 서도소리가 끼친 당대의 영향을 충분히 가늠하고도 냥는다 경기소 

리의 대부인 이창배%가 쓴 저서 r한국가창대계j용 보아도 파거 영창을의 교육내 

용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융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5 

김육싱옹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충생으로 힐씌이 영장 추수용에게 사사하여 

시초 가사 -강가용 전공 연수하"" 해방 후 g자에찌 수년얘 걸쳐 시죠와 가 

사 경서도창 산타명 서도업장융 공부하였다 (중략) 정기 사랑으로 서 

판(앤뼈) 소리도 서도사랑에게 지지 않융 정도로 장 우용다 

이소왜3￥&'!fl은 경상남도 함천 용신으로 어려서 상경8얘 당시 죠션성악연 

구회에서 영장 갱정열(Tii~l)에게 〈운양가〉올 샤사하여 냥도 딴소리에서는 영 

판이 자자혔다 빼방 후에는 경서도창으료 흩혀셔 어떤 영창툴얘재도 옷지않융 

안용 질뼈 녕긴다 (중략) 앤래 냥도창이 전문인애 경서도장융 하니까 구 

수하고 엇스려운 데가 었다 

이밖에도 경기소리 운화재였언 故안비취 영창도 하규일(河좋-)， 이병성(후炳 

lil)에게 사사하여 가곡， 가사용 의혀 가곡 방송도 많이 하였다 한다 현재도 정기 

소리릅 배우는 사랍을 중에서 서도소리흩 배우려고 하는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예천만큼 황발하지도 않고 이러한 장르의 녕냐둥융 서로 더 이상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경서도 소리도 서로 이러항 진데 딴소려 냥도소리융 션공하는 사랍의 

경우에는 더하고， 인요조외 소리용 밍요로 하는 가사(ru~)，26 시조 전공자의 경 

우얘는 인요흩 입에 융려거냐 애우는 일온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같온 천용성악 

壘뭘 ; ‘’“’ι , 

~' ~ 멸등멸‘-~ 

었 : ,,--- 에 ~ ____ _ ____ ___ ______ J 

” 이상에(￥ßJìi， 1 916- 1983년)는 션소리싼타령의 기능보유자로 이훈희(1947\'1호 경기인 
요 보유자， 서용 용생)흩 이옷한 싱역았는 영장률융 경러낸 경기소리찌보의 를 스숭이다 

" ，한국가장대찌J ， 1 80- 1 81쭉 

‘ 정가로 용휴되는 노얘에는 가픽‘ 가사， 시죠가 있다 이충 12가사는 길군악 수양산가 동 
다수의 팍용에서 경서도 창업융 요구하고 있고 시초얘서도 일우 그정다 그러나 전공자융이 

인요톨 얘우지 않올 앤더러 때료는 경시하는 용죠가 있어 가사나 시죠외 앤래 g헌에서 갱사 

엇어나 가곡식 장엉안으효 노얘하혀는 경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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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 같은 서로의 단정은 전용성악의 발전올 도태시켜 현시대에 맞는 새로 

운 형식의 민요의 출현을 차단시키는 경파흘 초래한다고 율 수 있다 현재의 상 

황온 19세기보다도 전홍성악 내에서의 융악운화의 상호충롤이 없는 갱셰왼 상황 

이라고 할수 있다 

3) 신인요 창볍 

현재 냥북민요 창법에 있어 소리질강의 큰 차이를 주는 이유가 있다연 그것은 

신인요 창법에 대한 계숭성의 문제일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축응기의 보급과 함 

께 성행한 신민요 전흥은 사실 냥쪽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도 대중 속에서 건 

재해 나갔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김세레나， 김부자 퉁 당시 인기 있 

는 민요가수들이 π 화연에 자주 나왔고 하춘화와 같응 일부 가수들응 ‘정션아 

리랑’ 같은 신인요를 트호트와 함께 불렀다 70년대 중반 이후 락(Rock) 옹악 동 

새홉게 보급되는 서구적인 대중음악 장르에 일리연서 이들은 트로트 가수(속칭 

뽕짝가수)로 지신들의 분야훌 좁혀 나간다 이들은 거의 민요창업에서 가지는 시 

겁새(울링새)흉 ~용해 가볍고 매끄쉽게 노래를 불렀고 대중음악계에서 한 때 최 

고의 인기즙 누리기도 하였다 

신민요의 유행온 20세기 초에 제작된 유성기 음반둥융 흥해 확인되는데 예훌 

틀연 1937년에 Victor에서 녹용한 김란홍의 응반27에는 질은 신민요인 ‘본조신고 

산타령’을 전용적인 창엉으로 부르는가 하연 ‘닐리리야’는 벅타관현악단의 안주 

에 맞춰 얘끄럽고 화창한 신민요 창엉으로 부르고 있다 전통창엉파 신민요 창엉 

이 같은 창자에게서 구사되어 한 가수가 두 가지 창업으로 노래하는 문대의 민요 

창법의 혼총왼 모습올 확인할 수 있다 근대는 이렇듯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을 

이 섞여 근대 음악운화의 산뭉，.을올 발생시컸다 그러나 냥한에서는 앞서 말했 

듯이 이러한 신민요의 전흥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현재의 북한음악을 이 

해하기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예룰 들어 셜영하연， 냥한에서는 거꾸로의 

" ，경서도소리 영장 김한홍익터 유성기 원싼 시리즈 5，(셔융용안， 1993) 

잉 조선 용악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19세기는 갱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련 연화가 일어나 
언 칙용기었다 유교갱치가 쇠락하고 부얘얘기는 써도정치에 맞서 정욱 π여 개 지역에서 놓 

인항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역동생옹 1 894년 갑오경장(甲'F!l!lll)에 노비 신용채가 정에외연서 
용약사회애도 기용서민흘의 문화정서가 안영왼 용악흩이 전용적으혹 생성되는 안료훌 채풍하 

게 원다 더용어 개신악자{&1Ii잊'11)등의 객극성으효 천주교의 션얘와 엉깨 서양용악이 융어 
오고 20세기에는 용용기의 보급파 함께 신인요， 엔키용외 대중가요흘이 유앵하게 원다 자세 
한 내용용 노홍용 ，한국근대용악사 1 ，(서융: 한길사， 1995), 315←743쪽 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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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일어났는데 1934년에 오케(Okeh) 헤묘드에서 발얘한 응안에 실린 신민 

요 노을강연’잉이 현재는 민요 전승에서 신민요 창법이 아닌 신인요 발생 이전의 

전통객인 창업으로 노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냥한의 인요창법온 어떠한 과정올 통해 근대의 대중들이 유행시컸던 응악유 

산들올 어리고 다시 전통으로 복고하게 되었는지률 재고해 볼 펼요가 충분히 

있겠다 

〈그힘 1 ) 필무대 무대(1907년) 

(셜영) “우대 주변이 화려앙용 보여 준다 안 

국기가 우대와 객석 주변에 걸려 있용과 우대 

갱연의 액포장 사이에 액영풍의 빛융 받으여 

장구용 앞에 두고 정재 욕장으로 출연한 여인 
의 오융이 그러하다 충정모지의 신사， 여인에 

훌파 학풍툴의 요융에서 그 연연을올 엿{용 수 

있다 당시 정재 용융 전문으로 하는 기생이 

인기용 끌었다 용악사적으호 주옥힐 사질온 

핑무대냐 앤각사 풍의 공연 노래 작용률이 이 

시기에 ‘장가(lI!lIt) 로서 자리 잡았다는 사쉴 
이다 옥 이 시기의 짱가는 3예 기생올이 우 

르는 장핑 노래라는 영기청히1-<1 꽁연 총옥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잡가’란 단가 싼소리 

타령 장가 가사 시조 동 션용성악곡 전부 

용 지갱항 푼 아니라 20세기에 둥어와 일반화 

외어 간 ‘장가 나 엔카 죠차도 포함언 대중가 
요까지 오두 포항하였다 이 용야의 각종 장가 

겁 이용으로 용간한 셔객툴이 이용 안중힌다 

따라서 한국 근대의 대충가요도 신용용악인용 

。1 내채격으로 방션시킨 장르였고 이률에 의 

하여 근대적인 용악이 싹실하게 중'1외어 갔 
응용 확인한 수 있다 •. ", 

” 경기민요의 대표곡이 왼 노올강연 (작사 신용윷， 노래 악우용)의 작곡자 운효영은 경륙 
깅천 종신으포 '1이용린 웅의 악기훌 다우는데 뛰어난 재주용 가진 작곡자었다 그는 단가나 
션라도 인요 ‘용자얘기’얘 잊취 욱융 치지 않으연 홍이 률지 않고 숭 아싱 71~Ql 나지 않았 
다고 한다 오채에E드 장영자 이철의 권유료 전국융 다니여 인요땅융얘 잉었고 쩨주도 인요 

오융또기 용 새보하고 전국에 소개한 것도 그의 공적이다 이상옹 악찬호 지응‘ 안동링 & 
깅 r한국가iν)，(서& 현앙샤. 1992), 강8쪽 

m 노용온 r한국근대융악사 1 ， (서용 한길사 1995), 663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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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요의 발음엽(diction)3J 

전통적인 인요창법의 발옹은 앙언(사투리)의 억양올 기본으로 한다 남도민요 

는 전라도 지역권의 언어흘 바탕으로 하고， 서도민요는 명안도와 황해도， 경기소 

리는 서울경기의 고유한 알음올 한다 어떤 발음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옛스러운 발음을올 한다 ‘종소리’를 ‘총소래’로 한다던가 하는 

같은 단어라도 납도민요에서 알읍하는 ‘아리 아리랑’과 경기소리에서 발읍하는 

‘아리랑’은 말하는 소리값(spoken language)32도 다르지안， 노래에시는 각 지역 

권의 토리와 시깅새에 맞게 훨씬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나타낭다 그러나 전국 

적g로 부르는 룡속민요에 오연 이러한 현상틀은 줄어틀어 주로 중앙인 경기지 

역권의 알용을 쫓게 되고 부운객으로 요성하는 지정에서안 지역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색 있는 창엉 구사는 지역권의 소리를 보연화시키고 음악환경올 풍부 

하고 조화홉게 안드는데 긍정척인 역할을 한다고 온다 

우리나라 전통성악 대부분의 방음은 옥안(옥젖이 있는 쪽)에서 만들어지는 느 

껑이 강하다 노래륭 하다보연 마치 옥안에서 쩍혀 나오는듯한 느껑이 드는데 이 

는 우리말의 소리값이 이러한 소리내기 방식윷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알의 단모응 발옹옹 ‘아’연 ‘아’요 ‘오’연 ‘오’로 고정왼 채 처음부터 끝까 

지 소리값율 변화시키지 않고 알음한다 따라서 모용의 소리값이 연하는 이 태리 

어나 영어와는 다르게 두드러지는 입슬모양의 변화가 없이 발읍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부분적인 경헝에 의하여 정리왼 것이기 때문에， 창법에 

대한 전반객인 논의와 더불어 발음에 대한 연구률 기초로 발응엉 (diction)의 세 

계적인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온다 

5) 민요의 음역 
민요에서 사용하는 읍역대는 여창의 경우 보홍 아래에 예을 든 경기민요 ‘자진 

앙아타령’과 비슷하다 곁소리인 진성창법올 사용하는 음역온 낮온 C응(아래 노래 

가사 ‘아하’에 해당)에서 높은 D원아래 노래가사 ‘오월이라 단오일)까지 12도의 

" 성약에 사용의는 시(양)훌 노얘하는 앙냉으로 이러한 훈련용 성악수엽의 휠수파옥 중 

하나아 

I 앤얘 양용 잉으료 소리내어 꺼로 를는 소리양(spoken language)과 눈으료 호는 을자 
충성의 급땅Xwritten language)호 나켠다 그런데 역사척으로 보나 시F용량으로 보나 또는 언 
어 숭옥의 순서로 보나 소리얄용 블앙에 우선한다 그렁에도 올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어교용 

용 소리양융 셰쳐놓고 글양에안 역정용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현욕 f한국어의 요준양용，(셔 

융 교용파악사" 1992), 38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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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정융 포팔한다 그 이상의 용역옹 념어가연 민요에서도 속소리인 가생융 사용 

하기도 하지만 주로 곁소리인 진성창엉올 많이 사용하기 예운에 용역 대는 보용 

한 육타브나 한 욕타브 반 정도가 왼다 

그러나 훨생 더 높용 용역 대훌 확보하기 위혜서는 새로용 창법에 대한 연구가 

영요하다고 하겠다 창작곡의 경우 개인 창자에게안 땅겨져 창엉융 냐용으로 개 

발해서 용러야 하는 때가 많옹데 이는 참으로 잘옷현 경우라고 본다 극단척으로 

얄하연 개량되지 않옹 션용악기로 전혀 사용하지 않던 용을 내라는 것파 같다 

그혈 정우 공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33 옹악적 태크낙융 자연스럽게 구사힐 수도 

없다 창작곡용 연주하기 위해서 개량왼 악기와 연주 테크닉이 훨요하듯이 새 

(악보 4) (자진앙아타령 〉 

『--

흩 ‘ 이 • 이 s 아 ., 억 ., 

에예이 .. 요 예 •• ，여‘~ 

륨를률를 
’ .. t ... ~ - ~ 다 요 ~ .，이 ← ~ ，ζ 잉 

로운 소리용 내기위해서는 운동선수들처령 몽의 근육 구조용 바쩌주는 연습올 

시켜야 한다 호용융 지탱하고 다른 소리를 내는 옴속 공영의 부운융 찾아내고 

근육옹 새로 안흩고 훈련시켜야 한다 이 일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객인 일이기 

때문에 작곡자둥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창볍(알성엉)이란 어느 날 갑자기 안률어 

지는 지는 것이 아니고 오핸 시간 동안 나릅대로의 과학객 연구와 경험， 실험융 

용해 셰계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션용장앵에셔 보용 사용하는 용역대보다 더 높용 융융 사용하는 경우 용소리는 약하고 
진성용 너우 잉률고 。H!-당제 융려지 앙는다 이러힌 경우 대쭈훈의 장지률용 프효가 야닝 

비션용가j 아아추어가 되어어연다 소허용 어영게 내는 것이 융용 것인지 당영하게 외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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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붓한의 민요창법 - 인성(民族웠양인창볍 

r북한의 션홍음악，34올 창조하면 북한에서 민요의 경우는 다른 어떤 갈래보다 

활알히 전숭되고， 연구되고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욕히 향토민요의 경우 분 

단 이후 여러 차에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초사 보고 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천숭 상태가 양호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민요뿐안 아니라， 일부이기 

는 하지안 냥쪽이 온 고장인 인요도 남아 있다고 정리하끄 있다 북한옹 성악에 

서 민요를 민족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민족음악 유산 중에 

서도 않은 우분을 민요의 계숭과 알션에 역접올 두고 있다 

성악옹 옴악예술의 여러 운야에서 가장 언저 받생하였고 다흔 오든 옴악의 

기초가 되어았다 우리나라 민족용악유산에서 성악유산용 가장 중요한 운야로 

되고 있다 (중릭) 흉흉한 인요율융 씬형 그대로 살려 용려야 한다 훌륭 

한 인요플올 원형 그대로 잘려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이 세상 사랑 

을 앙에서 초선민족의 민족성올 보여중 수 있는 중요한 정요의 하나로 왼다는 

것과 관련왼다 국제예술우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영굴용 영액히 보여주는 떼는 

민요가제일이다 35 

r조선옴악가사전」에 나오는 욱한 음악가들올 보연 해방 후 북한 음악을 이끌 

고 지도했던 성악인을은 초기에는 당대의 민요 명창이거나 지역에서 나릉대로 

공부한 소리꾼이었다 그들은 창극을 안들고 민족가극올 안을연서 민요용 재창조 

해 나가는 길에 앞장선다 

。}룡당고 용안한 우리의 인요훌 계숭양천 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선죠을이 냥져놓온 우수한 민요올올 다양한 형식파 방법으로 계창조하어 녕리 

보급하는 것이다 

인요용 재장초한다는 것옹 그의 앤앵융 그대로 살리연서도 현대객미강에 맞 

게 형상수엉과 연주형식융 새흉게 하거냐 부분적으호 개작하는 것올 알한다 

북한이 인요를 재창조해 나가는 데는 신민요의 영향이 크다고 용 수 있다 r민족 

옹악의 계숭알전J에서도 신인요률 조선민요의 형식융 직접적으로 계숭한 민족옹 

악으로 정리하고 있다 냥한과는 다르게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주옥되는 부분이다 

" 11춘연 신대정 권도회 성기연 풍저 ，륙한의 선용용악，(서용 서용대학교올딴부 ""η) 

>> ，인록용악의 계숭앵전 - 주껴용악용서 IOJ(영양 운예총영At， 1 99 1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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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요는 1 930년대에 일제식민지용치시기 민족적 량싱올 가진 애국 작곡가등 

에 의하여 창작된 서갱가요로셔 조선인민의 형식올 직갱적으효 계숭한 것이다 

신인요툴옹 우리 민족의 슐기와 유구한 역사， 아용다웅 조국산천과 은연하고 

소악한 민족생환올 귀중히 여기는 인인툴의 애국척 갑갱올 노래하고 있다 밝고 

악천적인 정서로 일싼외어있는 이러한 신인요둥온 초국강토용 사랑하고 인족의 

넋옹 지키재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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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신인요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는 다융과 같은 원칙위에서 이루 

어진다 

민족옹악유산융 계숭 딴전시키는데서 견지해야 앙 씬칙적 요구의 하나는 욕 

고주의와 민족허우주의융 다 같이 정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숭성은 새로운 알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알하연서 민요의 현대화， 

재창조플 주장한다 

민족음악유산의 계숭양션에서 본색올 보존하고 살리는 것안 있고 새로운 것 

의 창죠가 없다연 거기에서는 계숭용 있어도 발전용 잦아블 수 없으여 따라서 

그것옹 진진하는 시대의 호용과 더용어 낡아지게 된다 

민족운화유산온 현대척이강에 맞게 혁신걱으로 양전시켜야 우리 시대 인민대 

중의 구미와 리해에 맞게 되며 대중융 고우하고 교양하는 우기로 필 수 있다 

인족융악유산용 현대적미갑에 맞게 계숭옐전 시키는에서 중요한 것온 인족융악 

의 용악적 갱서용 시대적 미강에 잊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음악유t!올 현대적이감에 양게 계숭엘전 시키는 데셔 중요한 것옹 또한 

옹악의 인축적 형식올 계숭발전 시키는 것이다 

전화자교수의 강의 내용을 흥해 북한 민성의 발성연구룡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70년대에 과학적 양성에 대한 연구훌 진앵시켰다 70년대 이션에는 

진성장엄으로 용렀으냐 이후 신민요와 항께 앙성엉이 바애었다 신인요는 옴역 

도 넓어지고 큰 무대에서 공연해야 했으으로 용량의 문제들융 해경하기 위해 않 

용 연구올해야했다 

소리냉 때 호홉의 양이 영아나 나오는 것이 좋온7f， 생대에 우리응 주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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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호하는 양성용 우엇인가 동올 연구했다 그래서 그 충방료 서양발생융 배웠 

다 그러나 서양방성이 얼리 전달혀F는 읍량척인 문제에 도용이 되었지얀 융찍체 

가 어동게 나오고 가사 전g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콩 두고 10년용 논갱했다 

지금온 효용옹 서양호흉땅식인 복식호용융 주로 쓰고 발성용 진성과 가생용 

함께 쓰는 앙식으로 노해한다 연연이나 북한 사랑를온 탁한 응색옹 싫어한다 

그혜서 딴소리 같용 창영온 성대흩 상한다 6뼈 &지 않았다" 

예술옹 사회주의를 위해 용사해야 한다고 해서 민요의 가사도 현대화샤키고 

맑고 아용다웅 소리용 내는 방성융 구사하게 원다 우리나라 앙은 앞으로 나요 

여 맑온 소리가 나는 욕갱올 가졌으으로 노래힐 때는 이용 상려 노래얘야 한다 

그래야 벨용이 똑똑히 올런다 또한 용역용 넓히기 위해 비강융 홍해 소리가 올 

리도륙 하고 가사 양읍용 똑똑히 하기 외해 웃고 이가 나오게 한다 얘률 을연 

요 일 때는 이가 몇 개 보이나릎 사진으로 획이 놓올 갱도료 구에걱흐포 갱리 

되어 있다 

북한이 민생창업올 성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올 힌 것은 민요융 바탕으토 안틀 

어진 근대음악의 산툴인 신민요였다 냥한에서는 신민요의 천풍이 분단 이후 쇠 

락해 갔지만 용한은 신민요용 계숭해 인성창법의 바탕으로 삼아온 것이다 

북한의 신민요37에 대한 생각은 1966년 1원에 발행된 r조선옵악， (죠션읍악가 

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잡지에도 다응과 같이 씌어져 있다 

〈신인요〉라 함옹 새로운 인요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인요라고 할 때 

새로운 인요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력사적 개녕 록 1930년대부터 얼리 {연리여지 

기 시작한 민요용의 서갱 가요훌 녕두에 두고 양하는 것이다 (중약) 노 

을강연 , ‘급강산타령‘， 녕연가 동옹 조국산천올 노래한 애국주의척 정서가 반 

i 근대。1후 완소리가 전국에 유앵하연서 정냥회， 안기욕， 악용실 퉁 냥쪽의 딴소리 영장을 
이 영확하여 70년대 이전까지 창극공연융 주도 하였다 r용한외 션용융약，(서웅- 서용대학교 

용싼우 2002), 109쪽 창조 그러나 주세갱억에 의한 주체적용악연구가 진앵외연서 딴소리에 

서 나타나는 찍소리 장엉융 지양하요 주로 경기나 서도소리 창냉의 얽옹 용잭융 지향하는 장 

엉으로 영생염융 집중시켜 나간다 조션 사랑용외 민측쩍감성파 갱서에 잊는 용악용 순수하 

고 유순하고 우아하며 소악하고 아용다훈 용악이다 r주에적 융악연구，(영양 용예종8사‘ 

1992), 36쪽 오놓 우리시대 사링동옹 씩소리용 내지도 않융 똥 아니라 좋아하지도 않는다 
딴생에서 ~소리는 경갱척으로 없애야한다 , 앙의 책， 42폭 

>> (신인요〉에 대한 논의는 힌국 근대사얘 대한 찌 고양파 더용어 많용 논의융 영요로 한 

다고 온다 아직 전용용악에서 한국 근대 용악의 앙생과 산용얘 대한 영가와 논의가 우재한 

상항에서 신인요에 대한 가치를 명가한다는 것온 어려운 일이라고 용다 이소영 일제강정기 
신인요의 혼충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운 200기 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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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신인요들이다 신민요 혹성 가운데서 욕이한 갱옹 일부 인요를이 가지고 

있었던 지망척인 성격올 벗어나 당대 인인융의 기호에 맞는 민족가요증셔의 셰 

구릅 완성한 시질이다 신인요는 가극창작에서도 표현되었는바 용악양션의 새로 

운 길용 개척하여 놓았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중략) 신민요 

는 이러한 경은 제반 욕질로 S뼈 혁영가& 인요등파 함껴 우리의 헤중한 옹악 

유산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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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에서 북한의 민성은 민요흉 바탕으로 신인요와 넓게는 서양창법 연 

구흩 통해 현재의 민족성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응을 알 수 있다 38 

온인은 또한 전화자 교수의 제자였던 신광호 교수J9(길링성 연변 조선족 자치 

주에 있는 연길시 ‘중국연변대학교’ 예술학원 교수로 채직 중이다가 현재는 한국 

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중이며 1년간 북한에서 일반학자 방문으로 성악꽁부릉 

했다 Tenor 가수)룡 2008년 8월에 만나 인터뷰힐 기회훌 갖게 되었다 그는 국 

립국악원에서 민요를 배운 전화자 교수가 경서도 민요흩 연연대학에서 지도하고 

가르쳤고 자신도 전화자 교수훌 통해 민요를 애웠다고 말했다 신 교수의 말 또 

한 천 교수와 큰 흘에서는 특별히 다르지 않았는데 현재 인성에 대한 연화와 문 

제정올 들올 수 있어 좋았다 조금은 두서없이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i 민성(民族용벚)은 아래소리인 육성 (1찌용)대용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가갱대 

와 연철용 한다 용성(진성)대와 가성대용 연결하는 환성귀뺏1I않 change 

Voice)‘0용 잘 연융해야 한다 

• 민족성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용 앤소리 즉 앤래 가지고 있는 알소리 

용 버리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8 1992년 용이상 융악연구소얘서 앨앵현 융악장지 r용악세계 용효J흩 보연 경연대회에 
잉상얻 융악전공X흩의 영단이 나와 잉다 성악용 인축성악부용파 양약성악부분으로 나눠 경 

앙용 하는데 인성옹 주호 인요용， 양악용 인쭉정악창작곡과， 토스카의 아리아 퉁융 훌러 입상 

했다고선여 있다 

” 아칭 에이징 융링픽 기녕으로 예슐의 전당 콘서트용애서 용연하는 신왕호 교수의 노래 
용 용융 수 있었다 오쩨스트라 안주얘 잊혀 충국민요풍외 인록기팍융 노해었는에 중궁어라 

알아들융 수는 없었지얀 ofol크 없이도 낼용 전당과 용량이 좋다는 느껑이었다 

에 환성구(change voice)는 옥소리가 신성에서 가성으로 .)애는 용역대용 알하는데 소리 
의 생질 성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련이 성대에서 어흔 성대로 언하는 욕히 연성기얘 

는 자연걱인 성용으로부터 장 다스려 훈련시켜주지 않으연 욕소리가 언하고 융기가 없어지 

연서 성대가 굵어지거나 성대 결정 동의 현상이 일어나 밝옹 소리을 잃어어리고 소리가 학 

뼈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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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성악이라는 말옹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말로 밝고 똑똑한 발옹올 기본 

으포 한다 앙성의 포인트용 앓게 앞에 둔다 

i 창고로 중국에서는 아이를에게 얄하웃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성올 중심으로 

가르치지 민성이니 양성(서양성악)이니 하는 식의 응악교육온 피하는 연이다 

• 현대적 미감이란 옛날식대호 도라지 응 부트지 딸아야하며 군중을이 우용 

수 있게앙 정곤하게 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장직}얘야 한다 

그러연서 민성이 지닌 현재의 문제정을 제기했는데， 민족발성이 해결해야 할 

정은 소리가 너무 여리고 예쁘기안 해서 가날프고 짧다는 정이었다 점차 중국도 

민성파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창법의 연구와 발전올 통해 만틀 

어진 결과로 현재 중국은 앨칸토 창법과 비견월 정도로 민성 생악가들이 잔한다 

고 알했다 41 

정리해보연 북한은 천통민요의 전숭올 바탕으로 근대옹악의 산올인 신민요률 

채영가하여 민족음악형식으로 받아틀이고， 더불어 서양장법의 연구륭 용해 현재 

의 민성(민족성악)올 성링혔다고 불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끄 신 교수의 표현 

올 빌려연 이러한 민성이 가지는 문제정틀올 보완할 필요성이 현재 충분히 나타 

나고 있다는 껑이다 

북한은 여러 부분에서 민요창업에 있어서 장단과 굴링새(시김새)， 발음엄에 표 

현을 강조한다 r읍악세계-옴호J에 실린 민성부분 입상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명가를 보면 이러한 내용올 장 알 수 있다 

민족성악부훈， 여자 1풍 없는 2동， 천인용 

, 앙고 아응다운 소리작성냉융 소유 정양산성가‘ 경상도 아리랑 과 같은 기 

숭적인 장냉옹 요구하는 인요둥의 풍안한 인족적정셔와 장단생융 장 살혀내었 

다 노래형상얘셔 소악하고 방링과 얼굴표정융 비롯하여 자연스렵게 노래 부르 

는 것이 좋았다 

인족성악우분， 여자 2동， 고영희 

기초가 좋고 풍만한 옥소리로 인요둥융 자유자재로 우른 것이 좋았다 욕히 

‘용해타령‘， 제비가’， ‘오란용 용 비롯한 민요의 굴링새용 얘력있께 념기는 욕기 

” 이언 에이갱 용엉찍 에악식에서 세계 3대 성악가인 용라치도 도맹고와 중국의 민요가수 
가 앙깨 노래융 부르는 모슐에서 중국의 인요용 야탕으호 한 인성에 대한 자부싱이 대단항융 

느껄 수 있었다 



냥과 욱의 인요창엉 

즙 보여주었다 

민족성악우분， 1, 2둥이 없는 냥자 3동， 깅효길 

, 낭자고융기수로서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요 회양 넣리리 l 악연혹포 

퉁올 구김새 없이 자연스럽게 잘 형상하였다 호홉의 안앙칭으로 민족장단의 억 

양용 장 살리었으며 2도 4도 홍성융 능란하게 구사하였다 

125 

1 966년과 1967년도에 멜간왼 r조선음악」 장지(조선음악가 동맹중앙위원기판 

지)를 보더라도 성악연주에 있어 민족적 특성에 관한 강조훌 끊입없이 한다 북 

한이 말하는 민족걱 특성이란 인족적 정서를 당고 있는 민요의 고유한 표현옹 노 

래에 반드시 형상화시켜야 한다는 갱이다 

r조선옵악J ， r음악세계j와 같은 북한의 응악장지들에는 실헝중인 민성에 대한 

토흔내용과 경험내용， 민요의 장단， 표현에 관한 교육내용들이 꾸준히 실혀 있다 

1970년에 안을어진 r민족성악교측본J42은 이러한 고민올 해결하기 위한 교재 

로 얀들어졌다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장 싼용된 교재였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얄 수 없었으나 교재흘 통해서 악보를 보고 여러 녹음자 

료"즐 들어 보연서 인성에서 요구하는 창엉척 특성들올 추옥하여 다시 확인해 

용수있었다 

기 민생의 발음 

육성대륜 사용하는 아랫부분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는 발응엉융 사용한다 

해도 창작되는 민요풍의 노래는 한 욕타브 위의 높은 F음 이상을 올라가기 때운 

에 발읍올 정확히 하연서 웃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률 했올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발응엽에 대한 내용은 r조선응악'J 1967년 9월호에 “노래에서 가사를 

똑똑히 발응하자”는 내용에 잘 싱혀 있다 

가사의 정확한 양용 이것은 노혜의 사상예숨켜 내용올 갱중틀에게 갱확하 

게 전당항에 있어서 영수적 조건의 하나다 우리는 인민의 생황강정에 잊고 그 

‘, r인혹성악교육온，(영양 운예응딴사" 197이 자애한 내용응 권요성， 륙한의 인축성악의 
개녕과 실재 ‘ r o]에구 약사 구순기녕 용약학논총j 장￡ 

‘, ，인쪽의 노래 아리랑，(신나라헤코드. 1991), r해외용포 아리랑 중국 러시아 연，(킹에 
.i!.E., 1995). r싹한 아리장 - 인쪽의 노래 아리땅 시리즈，(신나라에코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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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 부르기 휘하여 얄성체계흉 수링하고 가사의 사상 

감갱올 갱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융훈련올 부단히 히F겨 앨옵세계훌 완성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음에 관계왼 내용올 지연판계상 조급안 적어 보기로 하겠다 

• 얄할 때의 말용과 노래용 부용 때의 가사 발옹간에는 공용성도 있지안 일정 

한 차이정도 있다 그러연 노래릎 푸흉 예는 어영게 되는7~? 

구강， 후두， 상하악， 혀 기타 딴용시에 용직이는 모든 기판이 어느 갱도 파 

장외어 작용왼다 

• 7씨양용융 정확하게 하기외해서는 우선 오용과 자용의 욕성을올 알아야 

한다 

，옐융기판의 상태 •• 날숨이 나질 때， 이러저러한 장얘가 생기며 이용 극욕 

항 때 이쭈어지는 조용이 지응이며 오융옹 。l 련 장애가 없다 (2 ， 0 , L , 

。퉁옹 유성자용 기타는 무성자용이다) 

〈오용둥의 방용엉〉 

- 오용0)에 대한 방용， 위턱파 아래 턱용 자유로이 크게 아래 우로 병리여 

혀의 워지는 혀끝용 가영게 아래 이에 대놓고 후두용 영어주어 아치 하용 

율 하는 것과 강이 하연서 숭율 밖으로 내주어야 한다 연구개는 즐어주는 

기용으로 해야 한다 소리용 내는 앙엉용 을숭용 쉰 다옹 성용초철기완융융 

우와 강이 놓고 영격악에 약간 긴장훌 주연서 소리용 잉 앞으로 육박시키 

는 강각에서 내주어야 한다 (중략) 

이밖에도 각 오음들(f ， 11 , 1, -'-, T)의 발옴법과 어옹의 동화 퉁 방옹에 관계 

왼 전문적인내용틀이 정리되어 있다 

전교수의 얘기대로라연 북한에는 이러한 발옴법에 판련왼 내용들을 실온 많은 

책과 잡지， 연구 자료들이 있융 것이라고 본다 。1 러한 발음엉은 발생기관등에 

대한 전문척인 지식도 훨요하고 소리 값과 관련원 음성학 연구， 언어짝 풍 많은 

기본객인 분야들의 경합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함께 동원되지 않으연 체계화 

시킬 수 없는 영역에 해당왼다 

냥한의 전통성악이나 창작용악에서 요구하는 말성융 위한 발옹법(diction)에 

대한 원칙파 교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연구하고 실험 경중한 발옹법에 

관계왼 내용틀은 복한말의 지역성올 고려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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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생각된다 

8) 민족척 욕성올 살리는 표현률에 대하여 

북한온 성악에서 민족적 욕성용 구현하기 위해서 민요의 장단파 굴링에 대한 

구셰객이고 자세한 훈련방식을융 제시하고 있다 그러냐 사실 용안이냐 악보만 

가지고는 구에적인 예험이 없어 자세히 느낄 수 없고 얼영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r인족옹악의 계숭발션J 92쪽에서는 •• 민요창엉의 계숭옐천”이라는 제목아래 옥 

륙한 창엉도 현대적 미강에 맞게 노래해야 한다고 알하고 있다 

죠선인요외 양엉에는 그 어느 냐라 민쪽성악에서도 찾아용 수 없는 혹특얻 

장엉용이 tlt다 미운옴와 굴링외 쳐용에서 톡륙힐 !I'안 아니라 구정엉， 력도영， 

속도엉의 적용에셔도 욕욕한 정이 객지 않다 

이 특욕한 인요창엉용 모르고 용려서는 인요의 생칙융 살링 수 없다 지난날 

의 인요는 용흔 신인요나 오늘의 민요용의 노래용 우용 때에도 안드시 민요장엽 

올 장 앙고 그에 잊게 용러야 한다 인요장법에서 기초기슐껴문찌로 되는 것용 

미용융과 굴링새용 장 넙기는 것이다 

그리끄 굴링에서 중요한 농옴에 대해 언급하는데 암옹 놓용， 갚용 놓융， 느린 

농용， 툴라지는 농용으로 나눠 현대의 이강에 맞게 너무 굴험을 복잡하게도 간소 

화하게도 하지 알 것융 당부한다 여기서 서도창앵의 느린 놓용에 대해 언급하는 

데， 륙히 서도소리용 짚어 농용에 대한 표현올 하는 것으로 봐서 서도민요창업이 

보연화되어 있응용 알 수 잉다 더용어 높이가 다용 용으효 미끄러져 연결되는 

끌소리용 포항해 여러 가지 표현법툴에 대한 자세한 예흩 들어 설명하고 있다 

2()()()년 명양의 〈윤이상 옴악연구소〉 발행의 r용악세계 J 3월호에 실련 “우리나 

라 민요장엉에서 물링에 대하여’‘(차숭진 글)에서는 장식적 굴렴과 선융척 굴링을 

구분해 인요악보와 함깨 앙법에 대한 셜영올 하고 있다 

사실 위의 이러한 셜영은 인요훌 배운 사랑틀이연 구구절철。1 셜영하지 않아 

도 자연스렁게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악보에 장식옹올 굳이 넣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부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용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영하는 。1유는 인요창엄에 대한 이흔적 

인 내용융 채계화하고 갱럽하기 위뼈서일 것이라고 본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창 

엉을 구사하고 전용창법얘서 용역이 높아진 창작인요의 고용올 처리항 예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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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장식음이나 올링음의 지나친 표현은 음악의 전세객인 표현올 더 해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장식적 굴링 

(<I!i!. 5) (조선팔경가)， (새옴올 노래하세〉 

4즈경엉경?‘〉흥억꺼 

에 ... 상‘ • • , 를〔 아 
〈씨 •• 노，，"'.\11)층에셔 

를 - 이 양 예 를이 - '* 
(성명) 션융이 아래로 내허가연서 생기는 물령은 가녕게 챙겨주는 듯한 기용으로 호용용 하 
연서 홍갱융 항 예쳐영 용을어 주어야 하기 때용에 첫 장식용에 힘이 더 가해지게 원다 그 
해야 율셰 장식용융 거의 우시힐 갱도료 스쳐지냐간다 해도 앞에서 받옹 당력에 의해 숭죠융 
계연경왼다 

이러한 장식옹의 악보화나 지나친 설영으로 표현이 인위객이거나 변질되지 않 

옳까하는 우려도 있올 수 있으나， 이런 교재를 바탕으로 실기자들이 가르치기 때 

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왼다 

§션융척 물엉 

(악보 6)(장산꽂타영 )， <능수어률〉 

‘ .. 상톨 ... ‘률에셔 

영 강 >:t .‘- 냉 예 

(설명) 션융척 을링옹 션융옹올 긍영으료 형상화하여 내는 소리훌 일한다 다시 양하여 줄링 

이 형성되는 하나의 션올 융올 영 재로 퉁용하고 거기에 인요적인 장법융 적용하여 굴려내는 

소리융 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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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민족성악교측온j에도 3연음부의 느리고 빠른 굴컵의 시창 연습곡들이 굴링새 

훈련의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다 44 

r인족성악교측본j의 시창 악보흉 보면 처옴에는 3도에서 9도까지 이어지는 선 

융， 스케일(음계 ， sca le)을 연습하는데， 이것은 진성에서 두성(가성)으로 연결하는 

환성구(change)를 얘끄럽게 소리내기위한 음계연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 

지악의 8도 조약(도약)진행은 스케일 연습에 대한 마우리 연습이다 

(악보 7) 

轉흙흥 용 늘
 양
 

홉듣훌훌 I 

(악보 8) 

9도띠.M잉 쇼ì!1 alfit •• !!I .,‘ 

(악보 9) 

85. ~tf]I 1I2! 효. 

‘~ ... '" & 

훌
←
←
 

좋 

“ 권오성‘ 북한의 인촉성악의 개녕과 실제’， ’이혜구 악사 구슬기녕 용악학논총j에 r인족 
성악교혹온J의 시창연습곡{반성용 위한 용계 훈련)를이 모두 싱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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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생구에 대한 연습이 끝나연 환성구륭 포함한 장식용과 3연음 굴링새 

의 훈련이 틀어간다 

(악보 l이 

‘ ........... 

. ‘ .. - .-7 
를훌훌 룡覆훌훌 

(악보 11) 

i. "'1 ‘빼‘ 
흩르프훌 

........ ., ---' 、--누~ 

(악보 12) 

위의 연슐곡에서 일 수 있듯이 처옴에는 낮은 음역대에서 굴엄 연습융 시키다 

가 야지악에는 환성구룡 포항한 융역대에서 굴링새 연습올 시킨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요창엉의 표현틀을 익혀가고 있응을 r민족성악교측본j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연습곡 56연에는 서양성악의 시창 교재 콘E네(Concone)45처렁 반주가 

흩어 있어 음악의 기초적인 연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옹 성악 

도들이 음악의 기온을 다지고 음악성올 함양시키는데 큰 도웅이 되리라 본다 특 

히 13번 연습곡 ‘환성구에서 음색올 통일하기 위한 훈련’과 ‘서도민요의 정서와 

멋올 체득하기 위한 훈련’에서 요성연습은 민성창법에서 주옥항 만하다 

“ Coname는 이태리 작곡가의 이동이자 그가 성악가용 위혜 안든 성악교용이다 안주가 
용어있어 가사 없이 모용안으호 노얘하연서 용악적인 g현과 양성융 엉깨 얘융 수 있어 현재 

까지 성약파용 진학하기 위얘 꽁부하는 성약파 지앙생용외 중요한 시엉 핑수 교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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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보 13) (환성구에서 응색율 홍일하기 위한 훈련)46 

•• ‘’‘ w.w. J __ 

‘ 민요선융의 융계로 되어 있으연서 가사 없이 안주안 g어 있다 이 연슐곡옹 호훌훌 충 
훈히 한 상태얘서 연하고 우드러용 소리로 3도 및 4도의 용진앵용 장 하여야 하며 륙히 환생 

구에서 용씩의 연화 없이 용흩올 순하게 연견하여야 한다고 설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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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서도민요의 갱서와 엇융 체득하기 위한 훈련 )47 

-

‘ <-“ 에- < 예-에 에 

" 정기인요에 속하는 신인요 져영외 노얘용 서도요성을 연습하는 곡으호 강온 것융 효연 

경기민요애 용하는 노혜를。1'<한에서 인기가 잊는 것으로 추용띈다 냥한에서도 악연욕쪼‘ 

강용 유앵하는 인요률온 경기나 서도 션용자흠용 용용 서양성악가융도 자기 죠(~에 잊혀 

자주 ￥용다 교욕용에는 이는 요생융 너우 크깨 혼융지 앙고 가영게 하라고 셜영되어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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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남과 북의 민요에 대한 보면적인 생각옹 같다 그러나 인요흉 바라보는 시각은 

나름대로 다르다 나릅대로의 다른 시각이 민요창엉에 있어서도 다른 차이흩 보 

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밝히려고 이글을 &는 것온 아니라고 본다 55년이라 

는 긴 세월올 사항의 나이로 생각하연 60, 환갑이다 한번쯤은 살아온 인생을 돌 

아보고 어떻게 좋게 아우리 항지률 생각하는 나이라E 본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오래 동안 겉이 살아왔고 고구려， 신라， 액세， 발해， 고려， 

조선 퉁 않은 나라의 이릉으로 수차헤 나누어져도 살아 왔다 그냥 그런 역사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연 그렇게 쇼급하게 서로융 힐난 양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간이 지난 것운 사실이지안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풀어 가연 되지 않올 

까싶다 

이글도 엉킨 실타래 풍 듯， 민요와 관련해 이 얘기 저 얘기로 시작해서 줄줄이 

늘어 놓다보니 어떻게 끝났는지 오르게 늘어가는 때이지 수에 글을 마우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딱히 결혼올 내 힐 알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냥과 북은 인요창영올 선숭함에 있어 원형올 근간으로 출방올 하지만 한쪽응 

전홍의 복원과 전숭에 그 가치율 두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근대음악의 유산(:Mü 

속에서 연화 발전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시대가 바뀌연서 새 

로운 문제정올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납한의 복고(Il!古)적인 전용음악은 나열되 

어있는 다양한 자유주의의 대중문화 앞에서 더 고고(!IJí흠 )해지거나 유션이나 크 

로스오버 동으로 대쩨해나가고 있는 듯하고， 북한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안， 일사 

분란하게 집중된 한가지로 느껴지는 방식에 세계로 향한 변화의 호릅에 탄력척 

이지 뭇한 듯싶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올 때는 누구나 파거플 되툴아 볼 펼요가 있다 그 과거를 

본인은 근대라고 생각한다 근대의 활알하고 혈기왕성했던 좌충우올하며 원가 새 

로운 것이 율끈불끈 솟아오르혀 했던 그 시젤융 다시 되짚어 본다연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도웅을 받고 중 수 있는 힐 땅이 있지 않올까 생각해 온다 

갈은 환경에서 같은 경영올 하고 같은 문화유산올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서로가 무 

엇을 가지고 미래의 음악문화용 꽃피우l 갈지는 이제부터 서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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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ism of Folk Songs of South and North Korea 

Ko, Sangmi (Holder of Gyeonggiminyo) 

This thesis elucidates how South and North Korea have succeeded to 

and developed the traditional vocalism of folk songs up to now 

respectively, and wha 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Chapter 1 makes a definition of traditional folk songs from each point 

of view of the South and the North. Chapter 2 chases the history of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lk songs sin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n 

Chapter 3 covers the current vocalism of folk songs wh ich has got 

changed. 

Both of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the common view on folk songs 

that the songs ground on people's sentiment. However their antagonistic 

ideologies have caused the difference in inheri tance and development of 

folk songs. 

South Korea has put emphasis on characteristics of folk songs which 

contains sentiment from people's daily lives, while North Korea has taken 

a more active attitude toward folk songs. North Korea has viewed folk 

songs as music fu ll of creativity of people and developed them into the 

root of national music of future. Such opponent views have given rise to 

huge difference in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fo lk songs for last 60 

years. 

South Korea introduced a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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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nd has preserved fo lk songs by apprenticeship.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aggregated traditional folk song artists into fields of school 

education and then modernized folk songs so that they could be an 

importan t base of national music. 

Such differences appear in the naming of folk song artists. In the South, 

the artists are called Minyo-ln, Soreekkun, Myung-ln, Myungchang 

following tradition whereas, in the North, they are called folk song 

singers - emphasizing images as popular singers - or national vocalists. 

Vocalization of both is also different. The south uses vocalism of natu ral 

voice, trying to restore old traditional vocalism, while the North created 

its own national vocalism on the foundation of the New-Folk-Song 

voca ljsm which was popular during the period of Korean modern music 

-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fo lk song vocalism of the South has a tendency of husky voices 

under the influence of its southern province, but that of the North has 

clear and high tones affected by its western province - Pyu ngando and 

Hwanghaedo. 

The folk songs of the South are usually accompanied by traditional 

instruments up to now. However, the North play mixed orchestral 

accompaniment, using western instruments and im proved traditional 

instruments together. 

The results of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folk songs in both 

Koreas assume different looks, since they are the outcome of antagonistic 

ideologies and cultures from the long division of Korea in to south and 

north. Although both of the South and the North succeeded to the 

common original fo rm of folk song vocalism, the South focused on 

inheritance and restoration of the tradition, whereas the North has 

modernized folk song vocalism on the base of the New-FOlk-Song, the 

legacy of the modem music.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know their changed cultura l circumstances 

through the analysis of fo lk songs of the South and the North for sixty 

years sin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To recognize and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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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rcumstances forms the fee ling of solidarity which is essential to 

survival and commun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as a single 

nation. 

The age of modem Korea was the period of dissemination and 

collisions of diverse cultu ral circumstances. The New.Folk·Song is also the 

outcome of the progress during the period. The identity of traditional 

music of South Korea has failed to inherit abundant legacies of the 

Korean modem ag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weak points in 

creativity and restoration of traditional music. 

From a point of view that tradition itself deserves preservation, when 

the South absorbs North Korea's national music d~vdupt!d from the 

Modem music legacies and the North learns the creativity of South 

Korea's traditional music, they would complemen t their own current 

problems and get helps for mutual development of fo lk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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