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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단가 <역려과객(逆旅過客)>은 ‘세상은 여관과 같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뜻으로, 1969

년에 지구레코드공사에서 발매한 단가집에 김소희(金素姬, 1917~1995) 창으로 실려 있다. 이 

단가는 1960년  창작된 단가로써 작사자와 작창자는 미상이다. 김소희가 부른 단가 <역려과객>

의 사설 구조와 음악의 표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유추한 작창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 4․4조 운율의 사설을 원박붙임과 엇붙임을 효과적으로 씀으로써 긴장과 이완 주기

가 나타나 규칙적인 사설에서 오는 단조로움이 상쇄되었다.

둘째, <역려과객>의 사설은 여정에 따라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이는 한시의 절구 방식인 “기승

전결”과 유사하 다. 악조가 이를 잘 반 하고 있었다. 단락 A에서는 평조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전반을 내었고, 단락 B에서는 평조를 받아 평조와 우조를 교차 반복함으로써 발전시켰으며, 단락 

C에서는 기존의 평조와 우조에 계면조 선율을 간헐적으로 씀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두었고, 단락 

D에서는 평조로 시작한 후 전반을 우조를 주장하여 부르다가 다시 평조로 담담하게 마무리했다.

셋째, 단가도 판소리와 같이 이면을 중시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의성어나 의태어는 음의 고저

와 장단을 살려 사실감 있게 표현하 고, 댓구 비되는 사설은 선율 또한 댓구 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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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분석에 드러난 악조의 변조와 변청은 전통적으로 실기인들이 근육화 된 소리 기량과 

공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변조나 변청의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전통음

악인들은 구성음의 성격과 기능을 완벽하게 체득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선율 길들을 서로 넘나들

도록 단가 <역려과객>을 완성했다고 하겠다. 

【주제어】김소희 단가 <역려과객>, 작창법, 원박붙임, 엇붙임, 이면, 평조, 우조, 계면조, 기승전결, 변조, 

변청

1. 들어가는 말

단가(短歌)는 판소리 창자들이 전통 판소리 5 가 중심의 본가를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소리로, 허두가(虛頭歌)라고도 불 다. 현전하는 단가의 

사설은 5~60곡 정도이지만, 실제로 즐겨 부르는 단가는 20곡 내외이다. 단가는 

보통 4~5분 정도로 사설의 내용은 인생무상이나 자연예찬에 관련된 것이 부분

이고, 중모리 장단에 평우조 중심의 선율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주제가 한정적이

고 내용이 동소이하여 음악적인 형식이나 성음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본고의 연구 상곡은 김소희(金素姬, 1917~1995)가 부른 <역려과객(逆旅過

客)>이다. <역려과객>은 ‘세상은 여관과 같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뜻으

로, 1969년에 지구레코드공사에서 발매한 단가집에 김소희의 소리로 수록되어 

있다. 이 단가는 1960년  새로 창작된 단가로 알려져 있는데, 작사자와 작창자

는 확인된 바가 없다. 기존 단가가 주로 중국의 지명이나 인물들을 소재로 사설

을 쓴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명 역사 인물 등을 엮어 사설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처럼 중모리 장단에 평우조 선율로 짜여 있다.

필자는 전통 판소리의 작창법과 가창 양상에 관심을 갖고, 몇 편의 논문을 발

표한 바가 있다.1) 이것은 예술음악으로써의 판소리 음악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1) 졸고, ｢범피중류로 본 장월중선 소리 연구｣(제2회 명창 장월중선 학술 회, 2014); ｢천자뒤풀이 작창법 

연구｣, 국악원 논문집 제25집(국립국악원, 2012); ｢판소리 채보와 기호를 통한 창법과 가창 양상 연

구｣, 동양음악 제32집(서울 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0); ｢김세종제 춘향가에 나타난 장단의 운용｣,
판소리의 전승과 재창조(박이정, 2008); ｢중모리 소리 목에 나타난 작창기법 연구－성우향 춘향가

에 한하여｣(판소리학회, 2004); ｢적성가를 통한 우조의 표출성 변화 연구｣, 동양음악 제25집(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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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었다. 판소리는 기원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그 중심에는 

사설과 그에 따른 음악적 진화가 있어 왔다. 그 진화 속에는 당시 판소리 가창자

들이 추구했던 음악적인 가치나 미학들이 있었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작가

적 성향의 명창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의 작창은 기존 판소리 음악에 큰 

변화를 주기도 하 다.2)  

전통 판소리에서는 목별 사설의 내용과 앞뒤 전개의 흐름에 따라, 이면에 

맞는 장단과 악조가 결정된다.3) 예를 들어 슬픈 목에서는 진양조나 중모리 장

단의 계면조를 쓰고, 웅장하고 장엄한 목에서는 진양조 우조를 쓰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목에서는 평조 중모리 중중모리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문학 판

소리의 극적 효과를 위하여 한바탕 안에 장단 전체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완급의 

주기가 있어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낸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단가를 중모리 

장단의 평우조로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면 4~5분 정도의 단가를 가창함에 있어서 사설에 따른 이면이 어떻게 표

출되는지, 이러한 구성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지, 그리고 중모리 한 장단 안에

서의 평조와 우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의 의문점이 남는다. 왜냐하면, 단가는 

판소리 명창들의 주요 레퍼토리로써 단가 또한 작창 능력을 갖춘 명창들에 의해

서 작창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소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시기

가 1964년임을 고려한다면, 단가 <역려과객>이 창작된 1960년 는 근 를 거치

면서 판소리가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 고착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김소희의 <역려과객>은 사설과 그에 따른 음악적 표출이 간결하면서도 뚜렷

하다. 이러한 특징은 김소희의 맑고 곧은 성음에 잘 부합된다 하겠다. 그리고 

김소희가 문화재 지정 1세 임을 고려했을 때, 전승 시에 변화의 폭은 그리 크

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김소희가 부른 <역려과객>을 사설에 따른 붙

임새, 악조와 선율의 운용, 그리고 시김새에 따른 표출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3).
 2) 근  명창 정정렬(1876~1938)에 해서는 ‘정정렬 나고 춘향가 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 다.
 3) 이보형, ｢판소리 사설의 劇的狀況에 따른 長短․調의 구성｣, 예술원 논문집 제1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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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에 따른 작창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단가 <역려과객>의 사설

<역려과객>의 음원은 1969년 10월 17일에 지구레코드공사에서 발매한 [인간

문화재와 명창들에 남도창 <단가집> 기(其) 1, 2]의 마스터 녹음테이프를 1995

년에 지구레코드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Remastering)하여 CD음반 ‘한국전통

음악시리즈 제14집’에 낸 단가이다.4) 김소희의 소리이고, 중모리 장단에 전체 

52각으로 부른다. <역려과객>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여객같은 천지간의 손님같은 광음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웅호걸 문장재사 몇몇이나 다녀갔노

일월산하는 지금에 의구허되 인물사업은 자취를 못볼세라

고인의 그러하니 내 인생이 다를손가

꿈같은 진세 명예 헌신같이 다 버리고 차라리 명산순회 이 회포를 붙이리라 

죽장망혜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찾어가니 

동 륙의 솟은 형세 백두산이 조종이요 마루마루 넘난 걸음 상상봉을 다다르니 

신인하강 박달나무 천지마냥 너울너울 금고역사 반만년에 민족 퍼진 근본이요

백리주헤 용암담으 천파만랑 출 출  남북평야 삼만리의 강토뻗은 혈맥이라

서북으로 바라보니 숙진발해 고국강토 띠끌만 아득함은 고전장이 여겁이요

동남을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건국을 둘 으니 천부금탕이 이 아니냐 

죽장을 다시 짚고 산을 타서 내려가니 두만강이 상류로다 

백두산 큰 바우는 칼을 갈어 다하 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 멕이어 마르도다 

 4) 정창관, <전통음악시리즈> 제14집, 단가집 2, 음반해설서(1995).



단락 사설 어절수 각수

A

여객같은 천지간의 / 손님같은 광음이라 4 2

천지가 조판된 후 웅호걸 / 문장재사 몇몇이나 다녀갔노 6 2

일월산하는 지금에 의구허되 / 인물사업은 자취를 못볼세라 6 2

고인의 그러하니 / 내 인생이 다를손가 4 2

꿈같은 진세 명예 헌신같이 다 버리고 /
차라리 명산순회 이 회포를 붙이리라

8 2

B

죽장망혜 단표자로 / 천리강산을 찾어가니 4 2

동 륙의 솟은 형세 백두산이 / 조종이요 마루마루 넘난 /
걸음 상상봉을 다다르니

8 3

신인하강 박달나무 천지마냥 / 너울너울 금고역사 반만년에 /
민족 퍼진 근본이요

8 3

백리주헤 용암담으 / 천파만랑 출 출 / 4 2

<표 1> 문장별 어절과 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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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남이장군 헛되이 가단 말가

선춘령의 비문 읽고 낭림산을 들어가니

천리장강 압록수야 통군정이 높았난디 백마산성 푸른 솔은 임장군의 뵈옵난 듯 

청천강을 건너서니 백상루가 여기로구나

묻노라 칠불도야 고금사 네 알리라 

청천강이 좔좔 흘러 푸르른데 수병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어라

을지공의 만고 웅 어데매 계시든고

약산동  자지러진 바우의 꽃 꺾어 산을 놓고 술을 무한이 먹은 후어

묘향산을 들어가니 산명수려 깊은 곳에 기화요초 아리따워 

별유천지 비인간으 과연 헛말이 아니로구나 

거드 거리고 지내보자

위의 단가를 결속되는 문장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어절과 각의 수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 다. 어절은 단가의 4 4조 운율을 고려하여 띄어쓰기가 있더라도 

음절수에 포함시켰다.



남북평야 삼만리의 강토뻗은 / 혈맥이라 서북으로 바라보니 / 숙진발해 고국강토 
띠끌만 아득함은 / 고전장이 여겁이요

6
6

2
2

동남을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 건국을 둘 으니 /
천부금탕이 이 아니냐

8 3

C

죽장을 다시 짚고 산을 타서 / 내려가니 두만강이 상류로다 6 2

백두산 큰 바우는 칼을 갈어 다하 고 / 두만강 깊은 물은 말 멕이어 마르도다 8 2

슬프다 남이장군 / 헛되이 가단 말가 선춘령의 비문 / 읽고 낭림산을 들어가니 8 3

천리장강 압록수야 / 통군정이 높았난디 / 4 2

백마산성 푸른 솔은 / 임장군의 뵈옵난 듯 4 2

D

청천강을 건너서니 백상루가 / 여기로구나 묻노라 / 칠불도야 고금사 네 알리라 8 3

청천강이 좔좔 흘러 / 푸르른데 수병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어라 6 2

을지공의 만고 웅 / 어데매 계시든고 4 2

약산동  자지러진 바우의 / 꽃 꺾어 산을 놓고 술을 무한이 먹은 후어 8 2

묘향산을 들어가니 / 산명수려 깊은 곳에 기화요초 아리따워 6 2

별유천지 비인간으 / 과연 헛말이 아니로구나 4 2

거드  거리고 지내보자 2 1

(밑줄: 엇붙임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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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이 주제인 단가 <역려과객>은 백두산을 시작으로 천리강산을 구경하

는 여정을 담고 있다. 각 내용과 여정에 따라 A~D까지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단락 A는 도입부로써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설명하고, 단락 B는 백두

산 상상봉에서 바라본 정경을 구사하며, 단락 C는 두만강과 압록수를 언급하

다. 단락 D는 청천강의 사연과 묘향산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부분

의 단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드  거리고 지내보자’로 마무리 하 다.

중모리의 첫 내드름은 보통 4 4조 운율의 8음절을 1각에 붙여낸다. 제1~4박

에 4음절의 사설이 붙고, 제5~6박은 쉬고, 제7~10박에 4음절의 사설이 붙고, 

제11~12박은 쉬는 유형이다. 이것이 중모리의 전형적인 원박붙임이다.5) 원박붙

임과 상 적인 개념은 ‘엇붙임’이다. 중모리 장단의 소리 목에서는 원박붙임과 

엇붙임이 서로 교차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엇붙임을 씀으로써 원박붙임의 

 5) 본고에서 필자는 붙임새에서 ‘엇붙임’과 상 적인 개념으로 ‘원박붙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원박붙임’은 

기존의 ‘ 마디 장단’을 포함하여 1각 안에 서로 결속력 있는 어구나 어절의 사설이 붙었을 때를 가리

킨다. 중심음 ‘청’에서도 ‘본청’과 ‘엇청’이라는 용어가 쓰이듯이, 붙임새도 ‘원박붙임’과 ‘엇붙임’으로 쓰

는 것이 용어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 다.



◯ ◯  ◯   ◯ ◯ ⨁ ◯ ◯ ◯

3 천 지 가 - 조 판 된후 - 웅 - 호걸 -

4 문 장 재사 몇 몇 이나 다녀 - 갔 노

<표 2> 제3~4각의 장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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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게 된다. 

단가 <역려과객>에서의 제1각 ‘역려같은 천지간의’는 전형적인 원박붙임이고, 

제2각의 어절 ‘손님같은 광음이라’까지 한 문장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이 구성되는 어절의 수와 그에 따른 각의 수를 살펴보면, 제1~2각의 4어절 2각 

유형과는 다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4어절, 6어절, 8어절이 2각 또는 

3각에서 쓰 다. 그리고 4어절 2각은 8회, 6어절 2각은 8회, 8어절 2각은 3회이

고, 8어절 3각은 5회이다. 여기서 엇붙임이 나타난 경우는 6어절 2각에서 4회, 

8어절 3각에서 4회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단가의 사설은 보통 한 문장이 중모리 장단의 2각과 3각안에

서 불렸다. 이 때, 2각안에 구성되는 어절은 4, 6, 8어절로, 4어절은 원박붙임으

로, 6어절은 원박붙임과 엇붙임이 동시에 나타났고, 8어절은 4어절 1각씩 사설

을 매우 촘촘히 붙 고 엇붙임은 없었다. 3각안에 구성되는 어절은 거의 8어절

이 쓰 고, 부분 엇붙임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8어절을 2각에 넣을 때는 

엇붙임을 쓰지 않고, 3각에 넣을 때는 엇붙임을 쓴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단락별 엇붙임 횟수를 살펴보겠다. A단락은 1회, B단락은 4회, C단

락은 2회, D단락은 4회이다. 엇붙임은 부분 중모리 12박 중, 9박 또는 10박에

서 결속력 있는 어구나 어절의 첫음절을 내기 때문에 연결되는 각의 1박은 상

적으로 약박이 된다. 아래의 장단보에서 제3각 ‘ 웅호걸 문장재사’가 1박에 나

오지 않고, 9박에서 시작함으로 고수는 제4각의 1박을 약박으로 치게 된다. 다

시 말해 중모리 12박에서 가장 중요한 박인 1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중모리

가 24박의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13~15각에서는 엇붙임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맺는 박은 제15각의 ‘르’에서만 그 기능을 한다. 이런 경우는 중

모리 12박이 훨씬 확장됨으로써 36박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13 동 - 륙 의 솟은 - 형 세 백 두산 이

14 조종 - 이요 마 - - 루 마루 - 넘 난

15 걸음 - 상 상 봉을 - 다다 - 르 니

<표 3> 제13~15각의 장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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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실기인들은 ‘12박을 달고 간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엇붙임이 자주 

출현할수록 중모리 장단 주기가 불규칙하게 느껴지고, 3박 단위로 보는 기경결

해 즉 밀고 달고 맺고 푸는 정형성이 흐트러져 결과적으로 장단의 긴장감을 주

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단락의 엇붙임 횟수에 의해 <이완－긴장－이

완－긴장>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겠다.    

3. 단가 <역려과객>의 단락별 분석

김소희의 <역려과객>은 중모리 장단의 d♭본청으로 실음채보 하 다. 김소희

는 최저음 A♭부터 최고음 f′ 까지 1옥타브 장6도의 음역에서 소리를 한다. 모

든 출현음을 살펴보면, A♭․B♭․d♭․e♭․f․g♭․a♭․b♭․c′․d′♭․e′

♭․f′ 로 총 12음이다. 평우조 본청 d♭음을 계이름 do로 읽었을 때, 열거된 

출현음의 계이름은 <Sol La do re mi fa sol la si do′ re′ mi′>이다. 이 출현

음들은 서로 인접하는 음들과 주요 선율을 만들며 가창이 되는데, 음정의 상관

관계에 따라 주요 선율선을 넘나들며 가창자는 다양한 성음을 구사하게 된다. 

그러면, 구성음에 따른 선율 유형을 단락별로 살펴보겠다.

1) 단락 A의 출현음과 주요 선율

단락 A는 제1~10각까지이고, 출현음의 계이름은 <Sol La do re mi sol la>이

다. 주요 선율은 “do－re－mi” 중심으로 구사되고, 이것은 서로간의 음정이 장2

도로 크지 않아 평조의 전형적인 화평스러운 느낌을 낸다. 

음정의 상관관계에 따른 각 음의 기능을 살펴보면, ‘Sol’은 가장 저음으로 첫



<예보 1> 단락 A의 출현음과 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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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소리의 호흡을 하성으로 내린 후 한 옥타브 또는 장6도의 위 음으로 깊이 

끌어올리는 성음을 낸다. 둘째, 중심음 do의 완전4도 아래 음으로 음정의 중심 

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계이름 ‘La’는 첫째 ‘do’에서 ‘Sol’로 하행할 때는 “do－La－Sol” 진행으로 경

과음 역할을 하고, 둘째 ‘re’로 상행할 때는 완전4도 음정을 이루어 본청이 일시

적으로 장2도 올라간 변청 효과를 준다. 

계이름 ‘do’는 첫째, 부분 사설 ‘이라’로 마치는 종지어구에 쓰이고, 둘째, 

‘do’에서 ‘re’로 상행할 때 음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계이름 ‘re’는 주요 선율형인 “do－re－mi” 또는 “mi－re－do”의 가운데 음으

로 이웃하는 음끼리 가장 활발하게 수식을 주거나 받는다. 

계이름 ‘mi’는 첫째, ‘sol’의 수식을 받아 음정을 짧게 처리할 때는 구르는 성

음의 시김새를 낸다. 둘째, 어구의 첫음절이 ‘sol－mi’로 될 때는 강조하는 효과

를 준다. 셋째, ‘mi’가 종지음으로 나오면 다음 선율로 연결되는 느낌이 강하다. 

넷째, “mi－re－do”로 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mi’ 다음에는 주로 ‘sol’이나 ‘la’

가 나온다. 이 때, ‘sol－la’ 위주의 선율이 나오게 되면 “do－re－mi”처럼 “fa－

sol－la”의 장2도 음군과 선율 진행이 나오면서, 본청이 완전 4도 위로 변청 되

기도 한다.

계이름 ‘sol’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i’를 수식하거나, ‘mi’ 앞에서 사설의 

첫 음절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계이름 ‘la’는 단락 A의 출현음 중 가장 고음으로, 앞뒤에 완전 4도 간격의 

‘mi’가 있기 때문에 상 적으로 지르는 효과가 난다. 

단락 A의 출현음과 음정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예보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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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락 B의 출현음과 주요 선율

단락 B는 제11~27각까지이고, d♭을 중심음 ‘do’로 읽었을 때, 출현음의 계이

름은 <Sol La do re mi fa sol la si do′ mi′>로 나열된다. 단락 A에 비해서 

옥타브 윗 음이 많아졌고, 평조와 우조의 기본 출현음이 <Sol La do re mi>임을 

고려할 때 계이름 ‘fa’의 출현은 변청 변조를 짐작케 한다. 그러면 단락 A를 기

준으로 단락 B의 출현음과 그에 따른 선율 유형을 살펴보겠다. 

단락 B는 <표 1>과 같이 결속되는 문장별로 구분했을 때, 다섯 개의 소단락으

로 정리된다. 이 다섯 소단락을 ①~⑤로 놓고 선율유형을 살펴보면, ① ③ ⑤는 

거의 음정이 한 옥타브를 넘지 않고 계이름 <do－re－mi> 위주의 선율 진행으

로 평조가 지배적이다. 반면 ②와 ④는 고음 중심의 진행과 다양한 시김새가 출

현하여 음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소단락 ②와 ④는 모두 끌어 올리는 목으로 거의 같은 음정을 낸다. 이 부분에

서 주목할 점은 단락 A에서 한번 출현한 ‘b♭’ 음정이 매우 빈번히 나와 전체적

으로 선율이 올라가 우조의 씩씩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g♭－a♭－b♭’

의 선율진행은 본청 ‘d♭’의 4도 위인 ‘g♭’으로 변청을 이끈다. 이 때 ‘g♭’ 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앞뒤 본청 중심의 선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

에 실기인들이 인지하는 본청은 여전히 ‘d♭’이다. 그래서 필자는 음악 분석상 

‘g♭’ 음을 이면적 변청이라고 하겠다.6) 본청과 변청의 유사 선율은 다음 예보와 

같다. 

 6) 평우조 곡에서 실기인들은 보통, 청이 완전4도 올라가서 선율진행이 되더라도 본청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청된 사설의 소리를 부르면서도 중심음은 본청일 때의 음정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채보상의 출현음과 음군의 선율진행으로 봤을 때 변청이 분명하지만, 실기인들은 처음 잡은 본청만을 

‘청’으로 간주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면적 변청’이라고 표기하

다. 



<예보 2> 본청과 변청의 유사 선율

<예보 3> 한 음을 감아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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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보에서 제6각과 제9각의 네모 안의 소리는 첫 음을 뒷 음보다 단 3도 

높여 낸다. 이 때 음절 ‘자’와 ‘꿈’에는 강세가 들어가 강조하는 효과가 난다. 제

13각의 음절 ‘백’과 ‘두’사이의 음정은 역시 단 3도로 ‘백’자에 강세가 들어간다. 

이것은 음고만 각각 다를 뿐 창법과 선율내의 기능은 같다고 하겠다. 

앞의 예보에서는 동그라미 안의 음절 위에 ‘∽’ 기호가 있다. 이것은 ‘제 음을 

낸 후, 한 음 아래로 감아내려라’는 뜻의 표시로 필자가 붙인 것이다. 이런 기호

가 있는 음은 중심음에서 한 음 윗음이 중심음으로 하행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예보 4> 본청과 변청의 유사 선율

<예보 5> 본청과 변청에 나타난 음의 진행

108   동양음악 제38집

시김새이다. 제12각 제51각 제52각은 같은 음정이고, 제19각은 완전 4도 윗 음

이다. 이것으로 제19각의 이면적 변청은 ‘g♭’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보에서 네모 안의 선율과 동그라미 안의 선율은 음정만 다르고 각각 

같은 유형이다. 앞서 서술한 로 본청과 이면적 변청의 차이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본청 ‘d♭’이 이면적 변청 ‘g♭’과 어떻게 넘나드는지 이웃하는 음들과

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위의 예보는 제13~15각 “동 륙의 솟은 형세 백두산이 조종이요 마루마루 넘

난 걸음 상상봉을 다다르니”의 선율이다. ‘b♭’은 ‘d♭’본청일 때는 계이름 <la>이



<예보 6> ‘d♭’과 ‘e♭’의 완전 4도 진행

<예보 7> ‘g♭’의 완전 4도 하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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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면적 변청 ‘g♭’일 때는 계이름 <mi>가 된다. 이웃하는 음에 따라서 자율

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설 “백두산이~넘난 걸음”은 ‘a♭-b♭’ 장2도 음정이 빈번히 출현하면서 이면

적으로 청이 올라간 효과를 준다. 이런 상청 중심의 선율이 본청으로 내려올 때는 

‘a♭’을 ‘e♭’으로 완전 4도 하행하면서 ‘d♭’본청 중심의 장2도 선율을 구사한다.

반 로 본청 ‘d♭’과 주요 선율선을 구사하는 ‘e♭’은 제14각의 “마－－－”와 

같이 완전 4도 상행하여 ‘a♭’을 연결한 후 ‘b♭’의 진행을 연결했다. 이렇게 완전 

4도 진행으로 변청 효과를 내는 경우는 제20각에서도 나타난다.

위의 예보는 제20각의 “천파만랑 출 출 ”의 선율이다. “ ”의 선율에서 경

과음을 생략한 음들은 ‘e♭-d♭-g♭-a♭-b♭-d′♭’이다. 여기서는 ‘d♭’이 완전 4

도 상행하여  ‘g♭’을 내고 ‘g♭-a♭-b♭’ 선율을 진행시켰다. 

이것으로 ‘d♭’과 ‘e♭’이 완전 4도 상하행 진행함으로써 본청과 이면적 변청을 

넘나듦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예보는 ‘g♭’ 변청에서 ‘d♭’으로 되돌아오는 선율이다.

사설 “여겁이요”와 같이 ‘g♭’이 완전 4도 하행 진행으로 ‘d♭’ 본청으로 돌아왔다.



<예보 8> 계면조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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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락 C의 출현음과 주요 선율

단락 C는 제28~38각까지이고, 이면적 변청 g♭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율이 매

우 활발하게 구사된다. 특히, 단락 C에서는 계면조 선율들이 부분적으로 나오면

서 음악적인 변화를 꾀한다. 단락 B에서 평조 선율과 우조 선율을 소단락별로 

구분하여 교차적으로 냈다라고 한다면, 단락 C에서는 단락 전체를 이면적 변청 

g♭ 위주의 우조와 e♭계면조의 성음 구사로 음악적 변화를 꾀했다 하겠다. g♭변

청의 연속적인 고음 진행은 곡의 긴장감을 유지하지만, 간헐적으로 나오는 계면

조 성음은 이러한 선율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준다. 예보를 통하여 계

면조 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2010년 ｢판소리 채보와 기호를 통한 창법과 가창 양상 연구｣에서 채보

된 악보의 기호를 통하여 각 악조의 특징을 밝힌 바가 있다. 위의 <예보 8>의 

경우, 네모 안의 g♭의 음표 머리가 사선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면조의 

꺾는 목 ‘도-시’를 기호화 한 것이다. <예보 8>의 제31각, 제35각, 제36각은 한 

마디 안에 계면조와 우조가 공존하기 때문에 ‘♭’을 6개를 붙여 꺾는 음의 계이름 

‘도-시’를 맞춰주는 것은 임시표의 잦은 변동으로 오히려 혼동의 여지가 됨으로 

그 로 두었다.



<예보 9> 변청의 진행

<예보 10> ‘e♭’이 본청 ‘d♭’으로 되돌아오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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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g♭’이 계면조의 꺾는 목이라는 것은 청이 ‘e♭’으로 바뀌었음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이면적 변청이 ‘e♭’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변청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지 예보를 통하여 확인하겠다.

위의 예보는 제33각의 소리이다. 사설 “헛되이 가단말가”는 ‘g♭’에서 ‘d♭’본청

으로 진행되는 선율이고, 이어지는 “선춘령의 비문”은 사설 ‘춘령’의 음정이 ‘b♭’에

서 ‘e♭’으로 완전 4도 상행하면서 청이 장2도 올라간 느낌을 준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g♭’음에 꺾는 목을 쓰면 ‘e♭’으로 하행하면서 전형적인 계면조의 기본선율

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계면조에서는 계이름 ‘도-라’, 본 악보상으로 ‘g♭-e♭’의 

단 3도 진행이 매우 빈번히 나오는데, 이 음정은 계면조와 우조를 넘나드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g♭’이 장 2도 윗 음으로 진행하면 우조 선율이, ‘g♭’이 

단 3도 아래 음으로 진행하면 평조 선율이, ‘g♭’이 퇴성 또는 꺾는 목으로 진행하면 

계면조 선율이 용이하고, 계면조에서는 이면적 변청 ‘e♭’도 출현하게 된다. 

그러면, 제38각의 이면적 변청 ‘e♭’이 본청 ‘d♭’으로 되돌아오는 선율을 살펴보겠다.

앞의 예보는 단락 C의 마지막 제38각이다. 앞서 언급한 로 ‘e♭’과 ‘g♭’는 

서로 상하행으로 선율을 만든다. ‘g♭’에서 ‘e♭’의 하행 후, ‘e♭’은 본청 ‘d♭’으로 

진행하여 단락 C를 마무리 짓는다.



<예보 11> 단락 D의 선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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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락 D의 출현음과 주요 선율

단락 D는 제39~51각까지이고, 단락 C의 본청 ‘d♭’을 받아 같은 청으로 소단

락 ①을 부르다가 소단락 ②의 끝소절에서는 ‘g♭’으로 변청한다. 그리고 소단락 

③ ④는 ‘g♭’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시키다 ④의 끝소절에서 다시 ‘d♭’본청으로 

돌아와 “거드  거리고 지내보자”로 마무리한다. 제43각 후반부터 제50각까지 

‘g♭’ 중심의 상행선율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리를 들어서 내는 

꿋꿋한 우조 성음이 강하게 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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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보와 같이 제44~50각까지 ‘g♭－a♭－b♭’ 위주로 선율선이 구사된다. 

이런 구조는 실제로 소리를 할 때 하행하는 선율이 거의 없이 높은 음정으로 

몇 장단 끌고 가기 때문에 소리의 장력이 안배되지 않으면 쉽사리 음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김소희의 소리 공력과 성음 놀음이 발휘된다 하겠다. 

4. 단가 <역려과객>의 음악적 구성 정리

부분의 단가는 사설의 내용상 중모리 장단의 평우조로 짜여 있다. <역려과

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 을 때 단락별로 

선율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소리의 악조에서 평조와 

우조는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한 목에서 거의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를 도식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필자는 실기인의 입장에서 주장하

는 평조와 우조 그리고 계면조의 보편적인 특징 등에 기준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 다. 

평조는 화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선율과 성음, 우조는 꿋꿋하고 

웅장한 느낌의 선율과 성음, 그리고 계면조는 서정성과 애조를 띠는 선율과 성

음으로 나누었다. 평조는 음정의 폭이 크지 않게 장 2도 간격으로 이웃하는 음

들을 넘나드는 특징이 있다. 우조는 본청의 완전 4도 또는 완전 5도로 상행하여 

소리를 내거나 그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시켜 상청을 내도록 유도한다. 계

면조는 단2도로 퇴성하거나 꺾은 후 장2도 아래로 한 번 더 하행하여 그 음이 

중심음이 되게 한다. 평우조와 달리 하행 선율이 많아 전체적으로 쳐지는 느낌

을 준다. 

이러한 기준으로 단가 <역려과객>의 악조를 분석했을 때, 단락 A(제1~10각)

는 평조 위주의 선율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불 다. 단락 B(제11~27각)는 소단

락 ①~⑤가 평조와 우조의 교차진행으로 불리워졌는데, “평조－우조－평조－우

조－평조”로 진행되었다. 단락 C(제28~38각)는 우조 위주로 가되 부분적으로 

계면조 선율을 넣어 변화를 주다 평조로 마무리하 다. 단락 D(제39~52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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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로 시작하여 우조를 유지하다 마무리는 평조로 하 다. 

그리고 악조의 변화에 따라 본청과 변청이 넘나들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변청

을 ‘이면적 변청’이라고 하 다. 왜냐하면 실기인들이 인지하는 ‘청’과 채보된 악

보에서 분석되는 ‘청’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통 실기인들은 ‘본청’을 인

지하면 ‘변청’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본청’을 낸다. 다시 말해, 변청 안에서도 ‘본

청’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소리

목이 ‘본청－변청－본청’을 지향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변청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본청 중심의 채보를 하 다. 다만 청의 변화를 이끄는 음들을 살펴 음정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 다. 

결과적으로 단가 <역려과객>은 평조와 우조 위주로 부르면서 간간히 계면조

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고, 지속적인 본청과 변청의 넘나듦

으로 음악적인 구성을 다채롭게 하 다. 또한 후반부에 우조 중심의 선율만을 

유지함으로써 끝까지 소리의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5. 맺는 말 

 

본고에서는 단가 <역려과객>을 분석하여 작창법을 유추하고자 하 다. 판소

리의 일부에 속하는 단가는 전통판소리와 마찬가지로 구전심수로 전해진 음악

이라는 점과 전문가들에 의해 진화된 음악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전심수라는 특성상 판소리가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

화를 거치면서 판소리는 어느 정도 음악적인 구성과 짜임을 갖춘 모습으로 성

장하 다. 본고의 주제는 단가 <역려과객>을 통하여 판소리의 음악적 측면을 살

펴, 작창의 주체 을 가창자들의 단가 사설의 음악 해독력과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적 지점을 알고자 함이었다. 

단가 <역려과객>의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작창의 지향점을 몇가지로 

정리하겠다. 첫째, 사설의 문장구성에 따른 각의 안배의 균일성과 엇붙임을 통한 

불규칙성이다. 보통 한 문장은 중모리 장단 2각안에 넣어 부르거나 어절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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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각안에 넣어 불 다. 이것은 비교적 규칙적으로 안배가 되었으나, 한 문장

의 어절이 6어절 또는 8어절일 때는 원박붙임에서 벗어난 엇붙임을 씀으로써 

원박붙임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효과를 냈다. 4어절 2각 다음에 연달아 8어절 

2각으로 붙임새를 두어 동일각 안에서 나타나는 붙임새의 확장과 축소를 볼 수 

있었다. 이것으로 사설과 붙임새는 규칙성을 전제로 한 후, 엇붙임과 붙임새의 

비를 통하여 불규칙성을 공존시켜 단조로움을 피하고 긴장과 이완 주기를 만

들고자 한 작가적 의도로 추론된다. 

둘째, 사설에 한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작창법이 적용된 듯하다. 사설의 내

용과 여정에 따라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소단락의 음악적 내

용을 분석하 을 때, 각 단락별로 음악적인 특징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는 한시

의 절구의 구성 방식을 뜻하는 “기승전결”과 유사하 다. “기”에서는 시상을 일

으키고, “승”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며, “전”에서는 장면과 사상을 새

롭게 전환시키고, “결”에서는 전체를 묶어서 여운과 여정이 깃들도록 끝을 맺는

다. 단락 A에서는 평조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전반을 내었고, 단락 B에서는 평조

를 받아 평조와 우조를 교차 반복함으로써 발전시켰으며, 단락 C에서는 기존의 

평조와 우조에 계면조 선율을 간헐적으로 씀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두었고, 단락 

D에서는 평조로 시작한 후 전반을 우조를 주장하여 부르다가 다시 평조로 담담

하게 마무리했다. 

셋째, 앞 본문에 예보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면을 중시하는 판소리 단가이니 

만큼, 의성어나 의태어는 음의 고저와 장단을 살려 사실감 있는 표현하 고, 댓

구 비되는 사설은 선율 또한 댓구 비를 이루었다. 

넷째, 필자가 분석한 악조의 변조와 변청은 전통 실기인들이 음악적 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연습을 통하여 근육화 된 소리의 기량

과 공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변조나 변청의 경계에는 어떤 표시

나 이음새가 드러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역으로 말하자면, 전통음

악인들은 구성음의 성격과 기능을 가장 잘 알아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여러 가지 

선율 길들을 만들어 서로 부딪치지 않게 넘나들도록 단가 <역려과객>을 완성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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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reative Composition on Panaori 
Singing: Based on Danga, “Yeokryeogwagaek” sung 

by Late Master Kim So-hui

Kim, Su-Mi

(Baekseok Arts University)

Being appeared in one of the tracks in the collection of Danga (short song for 

vocal warming) released in 1969 by Jigu Record Co., the Yeokryeogwagaek is sung 

and recorded by late pansori Master, Kim So-hui(1917-1995). The Yeokryeogwagaek 

is about world we live in, metaphorically describing life as a wonderer and his 

or her resting places throughout the life-long journey. The composer of the song 

is unknown, but scholars speculate that it was composed around the 1960s.

In this article I have extensively analyzed the compositional methods, especially 

focusing on musical expressions created by the combination between text structure 

and melodic component. Through my analysis, I have found four unique and 

distinctive features, which are as follow: first, although the text is written in a 

strict four-line structure, the song is set to the text by effective use of the 

combination between wonbakbuchim (each line of the syllabic counts of 4/4 

parallels to one or half jangdan) and utbuchim (syncopated rhythmic and text 

settings), thus for avoiding simplicity and repetitive quality; second, the three 

primary modes in pansori, including pyeongjo, ujo, and gyemyeonj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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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ly used to reflect the text of four-line poem—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giseungjeongyeol). For example, the first line is sung in 

pyeongjo evoking the peaceful and calm mood, while the second line is intersected 

and repeated by using both pyeongjo and ujo, which reflect the development of 

the poem. In the third line the song introduces new mode, gyemyeonjo, sporadically 

appeared between pyeongjo and ujo, representing the turn of the poem. In the last 

line, since the core of pansori (sung drama) singing is heavily relied on expressing 

dramatic plot and situations(imyeon), both onomatopoetic and mimetic sounds are 

effectively delivered by using a wide range of pitches, as well as by manipulation 

of the given jangdan, overall, reflecting the contrasting and elusive meanings of 

the text; fourth the song is composed for professional pansori singers. In pansori 

the free use of modulations(byeonjo) and transpositions(byeoncheong) is essential 

and those can fully achieved by the skilled singers with the years of training. The 

practitioners of pansori fully understand the subtleties of the functions and 

performance techniques for each constituent pitch within a given melodic mode, 

which can freely be shifted to other modes during th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song is the perfect example in reflecting the beauty and style of pansori 

tradition. 

【Keywords】Kim So-hui Danga, Yeokryeogwagaek, Creative Method, Wonbakbuchim, Utbuchim, 

Imyeon, Pyeongjo, Ujo, Gyemyeonjo, Giseungjeongyeol, Byeonjo, Byeoncheong 



◯ ◯  ◯   ◯ ◯ ⨁ ◯ ◯ ◯

1 역 려 같 은 천 지 간 으

2 손 님 같 은 광 음 이 라

3 천 지 가 - 조 판 된후 - 웅 - 호걸 -

4 문 장 재사 몇 몇 이나 다녀 - 갔 노

5 일월 - - 산하 - 는 지금 - 의 의 구 허되

6 인 물 사업 은 자취 를 못 볼 세라 -

7 - - 고인 - 이 - 그러 - 하 니

8 내인 - 생이 - 다를 - 손 가

9 꿈같 은 진 - 세 명 예 헌 신같 - 이 다버 리고

10 차라 리 명 산 순회 - 이회 포를 붙-이 - 리라

11 죽 장 망 - 혜 - - 단 표 자로 -

12 천 - 리 강 산을 - 찾어 - 가 니

13 동 - 륙 의 솟은 - 형 세 백 두산 이

14 조종 - 이요 마 - - 루 마루 - 넘 난

15 걸음 - 상 상 봉을 - 다다 - 르 니

16 신인 - 하 강 박 달 나무 천 지 마냥 -

17 너 울 너울 - 금 - 고 역 사 반 만 년에 -

18 민 족 퍼 - 진 근 본 이 요

19 백 - 리 주헤 - - - - 용왕 - 담 은

20 천 파 만랑 출러 - - - - 엉 출

21 남 북 평야 - 삼 만 리으 - 강 토 뻗은 -

22 혈 맥 이라 서북 - 으로 - 바라 - 보 니

23 숙 진발 해 고국 강 토 띠끌 만 아드 윽 함은 -

24 고 - 전 - 장 이 여 겁 이 요

25 동남 을 바라 - 보니 삼천 - 리 굳-은 - 산하

26 거 - - 언 국-을 - 둘 으 니

27 천 - 부 금 탕 이 이아 - 니 냐

28 죽 장 을 - 다시 - 짚 고 산을 - 타 서

29 내 려 가니 - 두만 - 강이 - 상 류 로다

30 백두 산 큰 바 우는 칼을 - 갈 - 어 다하 고

31 두만 - 강 깊 은 물은 말 멕이 어 마-르 도다

32 슬 프 다 - - - - 남 이 장 군

33 헛 되 - 이 가단 말가 선 춘 령의 - 비문 -

34 읽고 낭 림 산을 들어 - - - 가 니

<역려과객> 장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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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천 리 장 - - - 강 - 압 록 수야 -

36 통 군 정 이 높 았 난 디

37 백 마 산 성 으 - - - 푸른 - 솔은 -

38 임 장 군으 - - 을 뵈옵 - 난 듯

39 청 천 강을 - 건 넜 으니 - 백 상루 가

40 여-기 로 구나 - 묻 노 라 - - - - -

41 칠 불 도야 고 금 사 - 니 알 리라

42 청 천 강 이 - - 좔 - - 좔 흘 러

43 푸르 - 는 - 데 수병 백만 이 고-기 밥이 되었 - 어 라

44 을 지 공 으 만 - - - - 고 웅 -

45 어 데 - - 메 - 계시 - 든 고

46 약 산 동 자 - 지 러 진 바우 - 어

47 꽃꺾 - 어 산 을 놓고 술을 - 무 한이 먹은 후어

48 묘 향 산을 - 들어 - - - - 가 니

49 산명 - 수 - 려 깊은 - 곳에 기화 - 요 - 초 아릿 따 워

50 별유 - 천 - - - 지 비인 - 간 의

51 과 - 연 헛 말이 - 아니 - 로 구 나

52 거 - 드 거 리고 - 지내 - 보 자

120   동양음악 제38집



<역려과객> 오선보

김수미_ 김소희 단가 <역려과객> 분석을 통한 작창법 연구   121



122   동양음악 제38집



김수미_ 김소희 단가 <역려과객> 분석을 통한 작창법 연구   123



124   동양음악 제38집



김수미_ 김소희 단가 <역려과객> 분석을 통한 작창법 연구   125



126   동양음악 제38집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단가 <역려과객>의 사설
	3. 단가 <역려과객>의 단락별 분석
	4. 단가 <역려과객>의 음악적 구성 정리
	5.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역려과객> 장단보, 오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