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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서도소리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불린 노래로, 대개 서도민요, 서도

잡가, 재담소리, 독경소리, 서도식 송서, 서도식 시창 등으로 분류된다.1) 그

중 서도잡가는 용어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 학자 및 창자들마다 다양한 견

해를 보인다.

서도좌창만을 서도잡가로 지칭하는 견해가 있고, 서도좌창과 서도입창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도잡가를 지칭하는 견해가 있으며, 서도좌창

과 서도잡가를 독립된 별개의 장르로 지칭하는 견해가 있다.

서도좌창만을 서도잡가로 지칭하는 견해는 경기음악의 시각에서 서도

음악을 분류한 것으로,2) 장사훈․한만영과 이창배가 해당한다. 장사훈․한

만영은 <공명가>, <배따라기>, <초한가>, <추풍감별곡>, <관산융마>등

의 악곡을 서도좌창으로 분류하고, 이를 서도잡가와 같은 개념으로 지칭하

였다.3) 이창배 역시 서도좌창과 서도잡가를 같은 개념으로 지칭하였는데,

장사훈・한만영이 서도좌창으로 분류한 <추풍감별곡>과 <관산융마>를

서도식 송서와 서도식 시창으로 따로 분류하였다.4)

서도좌창과 서도입창을 모두 포함하여 서도잡가로 지칭하는 견해는 김

인숙・김혜리가 해당한다. 김인숙・김혜리에 의하면, 좌창은 교방에서 기

녀들이 부르는 노래이고 입창은 유랑예인들에 의해 발달된 악곡으로, 각각

의 계통은 다르지만 둘 다 사설이 길고 반복이 없으며 제대로 판을 짜서

하는 소리로, 이를 잡가로 분류하였다.5) 서도좌창과 서도입창은 발생이 다

1) 김인숙, 김혜리, 서도소리(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4쪽; 오복녀, 서도소리
(서울: 광진문화사, 1978); 김정연, 서도소리대전집(서울: 경원각출판사, 1979); 한기

섭, 평안도․황해도 전통서도소리 전집(서울: 은하출판사, 1997).

2) “서도좌창과 서도잡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기좌창을 경기잡가라고 일러 

온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12좌창은 앉아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흔

히 12잡가라고도 한다. 즉, 경기잡가와 경기좌창, 12잡가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분단 이후에 경기음악의 시각에 따라 서도좌창을 서도잡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겼다.” 

김인숙, 국악사전(서울: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3)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206쪽.

4)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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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악곡이지만 일제강점기 평양날탕패가 서도좌창과 서도입창의 레퍼토리

를 모두 연행하였고, 더욱이 이들에 의해 권번의 예기들이 정식 교과목으

로 서도좌창과 서도입창을 모두 배워서 연행하게 되면서 서도좌창과 서도

입창을 합하여 서도잡가로 분류하는 견해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서도좌창과 서도잡가를 독립된 별개의 장르로 지칭하는 견해는 오복녀

와 김정연이 해당한다. 오복녀와 김정연은 <공명가>, <배따라기>, <영변

가>, <초한가> 등의 악곡을 서도좌창으로 지칭하고, <긴난봉가>, <잦은

난봉가>, <병신난봉가>, <사설난봉가>, <개타령>, <양산도>, <개성난봉

가>, <잦은방아타령>을 서도잡가로 지칭하였다.6) 서도잡가에 해당하는

악곡들은 놀이판의 소리를 흥겹게 이끌어가는 악곡으로, 민요보다 격이 낮

은 소리, 즉 말 그대로 잡스러운 소리를 ‘잡가’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된

다.7)

이렇듯 서도잡가의 개념 및 범주는 다양하지만, 오늘날에는 ‘서도입창’

은 ‘서도 선소리’라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따로 분류하고, <난봉가> 등의

악곡 또한 민요로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서도잡가는 서도입창을 제외한 서도좌창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도잡가를 서도좌창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한편, 서도잡가는 ‘수심가조로 종지하는 불규칙적인 장단의 악곡으로,

<엮음수심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악곡이다’8)라고 논의된다. 그러나 위

의 논의는 서도잡가와 <엮음수심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비교를 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재고의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엮음수심가>는 <수심가>를 바탕으로 촘촘히 엮어서 노래한 악곡이기

5) 김인숙・김혜리, 서도소리(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4쪽.

6) 오복녀, 서도소리(서울: 광진문화사, 1978); 김정연, 서도소리대전집(서울: 경원각출

판사, 1979).

7) 예전 소리판에서는 <수심가>→<엮음수심가>→<난봉가> 순으로 불렀는데, <난봉가>로 

넘어가면서 재담과 놀이를 섞어가며 소리를 흥겹게 이끌었다. 김인숙・김혜리, 서도소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42쪽.

8) 이창배는, ‘서도창은 대부분 수심가조로 엮어진 악곡이다’고 주장하였고, 이보형은 그 중 

‘서도좌창(논문에서 서도잡가로 표기)이 <엮음수심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악곡이다’라

고 주창하였다.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이보형, “대한제국시대 

통속민요의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산고 제45권(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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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상관성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이

와는 별개로, 서도잡가 중에는 수심가조로 종지하지 않는 악곡9)도 있다.

때문에 서도잡가 중 수심가로 종지하는 악곡과 수심가로 종지하는 않는

악곡은 음악적 특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수심가로 종지하는

악곡들은 <수심가>, <엮음수심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심가>

로 종지하는 않는 악곡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잡가집과 신문자료, 유성기음반을 통해 서도잡가의 역

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유성기음반과 현행 서도잡가를 대상으로 서도

잡가의 음악적 특징 및 각 악곡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서도잡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문학계와 음악학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문학계 논의는, 전체적인 잡가의 개념이나 범주와 관련된 연구10)

가 편중되었고, 개별악곡들 중에서는 <수심가>와 <배따라기>에 관련된

연구가 대다수이다.

<수심가>에 관련된 연구는 초창기에는 잡가집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이 후 잡가집과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수심가>사설의 변화에 대해 논의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승복은 잡가집의 사설을 중심으로 <수심가>

를 <긴수심가>, <별수심가>, <엮음수심가>로 나누어 수심가 사설의 존

재양상과 유형적 성격에 대해 논의11)하였다. 잡가집과 유성기음반에 수록

된 사설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는 장유정, 이윤선, 전영주가 있다.

장유정은 잡가집에 수록된 <수심가>가 유성기 음반에 실리게 되면서 그

9)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의 3곡은 수심가조로 종지하지 않는다. 

10) 정재호, “잡가고”, 민족문화연구 통권 제6호(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2); 이노형, “잡가의 유형과 그 담당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7; 박애경, “잡가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제13집(서울: 한국시가

학회, 2003); 전계영, “잡가의 범주와 계열별 특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2. 

11) 이승복, “<수심가>의 존재양상과 유형적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서울: 집문당,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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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유성기 음반의 시간제약 때문이라고 주

장12)하였고, 이윤선은 장유정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유성기 음반의 사설이

단순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짧아진 것이 아니라, 유성기음반의 사설은 민

요 <수심가>의 사설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13)하였다. 전영주는 잡가집과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수심가의 노랫말이 문학(잡가집)에서 음악(유성기음

반)으로 변이되면서 보다 단순화되었고, 이는 문학이 음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주장14)하였다. 최은숙은 20세기

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극장 및 음반사가 흥행하는 과정에서 <수심가>가

고향의 소리, 애조를 띠는 처량한 소리로 인식되고 도시 대중들의 감상성

을 자극하면서 그 유행성을 강화하였다고 주장15)하였다. 또한 임은실은

<엮음수심가> 사설의 구성방식과 장르적 특성을 사설시조의 계승적 측면

과 통속민요적 장르성격으로 분석하였다.16)

<배따라기>에 관련된 연구로는 박지애, 김종진이 있다. 박지애는 유성

기음반에 의해 <배따라기>에서 <자진배따라기>로 유행의 판도가 변화하

였다고 주장17)하였고, 김종진은 <자진배따라기>가 민요 봉죽타령에서 나

왔다고 주장18)하였으며, 잡가집에 수록된 <배따라기>가 사설에 따라 서도

12) 장유정, “대중매체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양상 고찰-<수심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0집(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06).

13) 이윤선, “<수심가>사설의 매체별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6집(서울: 한국민

요학회, 2009).

14) 전영주, “<수심가>의 양상과 유성기음반 노랫말 구현”, 국어국문학 제153집(서울: 국

어국문학회, 2009).

15) 최은숙, “20세기 초 수심가의 흥행 양상과 요인, 어문학 제90집(서울: 한국어문학회, 

2005).

16) 임은실, “엮음수심가의 형성방식과 장르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7) 1910년대와 20년대까지는 <배따라기> 중심으로 소통․향유가 이루어지다 1930년대 후

반에 이르러 <자진배따라기>가 인기의 높아지면서 <배따라기>의 유행 판도가 변화하였

으며 그 요인으로는 당시 유성기음반의 시간제약에 있어 <배따라기>보다 <자진배따라

기>가 더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지애, “매체에 따른 <배따라기>의 변모 

양상과 특징”, 한국민요학 제24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8)

18) 민요 <배따라기>, 잡가 <배따라기>, 극 <배따라기>에 대해 살펴보고, 잦은 배따라기는 

긴 배따라기가 아니라, 민요 봉죽타령을 잡가화 하여 부른 악곡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종

진, “<배따라기>의 존재양상과 문학 교육적 의의 : 민요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28집(서울: 우리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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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서울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주장19)하였다.

그러나 국문학계의 연구들은 음악을 배제하고 사설만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경우도 나타나고,20) 또한 몇몇의 단

편적인 곡에 한해 연구되었기 때문에 서도잡가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

는데 무리가 있다.

한편, 음악학계 논의는 개별악곡들의 음악적 특징에 관련된 연구에 편

중되었다. 이보형과 한만영은 서도잡가의 음악적 특징이 서사적인 사설을

일정한 장단 없이 노래하고, 수심가로 종지하며, 해당하는 악곡에는 <공명

가>, <초한가> 등이 있다고 정의21)하였다. 장사훈 또한 서도잡가의 음악

적 특징이 자수(字數)에 따라 장단이 불규칙하고 끝을 여밀 때 수심가로

종지하는 공통성이 있으며, 해당하는 악곡에는 <공명가>, <초한가>, <사

설공명가>, <제전> 등이 있다고 정의22)하고 있다. 그러나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와 같이 수심가로 종지하지 않는 기타 서도잡가에 대한

언급 없이 서도잡가의 특징을 일반화하였으며, 서도잡가에 대한 그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는 전개되지 못했다.

이 후 각 악곡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가

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악곡은 <수심가>로, 최현주, 우해인, 이용식, 오현

주, 오용록이 <수심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현주는 김정

19) 김종진, “雜歌 <배따라기>의 유형과 구성 원리”, 한국시가연구 제28집(서울: 한국시

가연구학회, 2010).

20) 예를 들어 박지애는 <자진배따라기>가 1920년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고 논의하였지만, 

<자진배따라기>는 1912년에 <빈빈주달타령>, <선인유가>의 제목으로 이미 유성기 음반

으로 발매되었다. 또한 장유정은 잡가집의 <수심가> 사설이 유성기음반으로 녹음되면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설의 길이를 대폭 줄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잡가집에 <수심

가>로 기록된 사설을 한 악곡으로 파악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즉 수심가는 3장로 구성

된 악곡으로, 잡가집에는 여러 버전의 사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 버전을 하나의 

악곡으로 파악하여 잡가집의 사설이 훨씬 길게 수록되어있다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윤선은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잡가 <수심가>의 사설은 민요 <수심가>의 사설을 짜깁기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수심가>와 현재 민요로 분류되는 

<수심가>가 같은 악곡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즉 <수심가>는 잡가로도 분류되고, 민

요로도 분류되는 악곡으로, 잡가 <수심가>로 기록된 악곡과 민요 <수심가>로 기록된 악

곡은 동일곡인데, 앞에 기록된 장르명만 보고 잡가 <수심가>와 민요 <수심가>를 각각 

다른 악곡이라고 판단하였다. 

21) 이보형, 한만영, “잡가, 입창, 민요”,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2) 장사훈, 국악총론(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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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오복녀의 <수심가>를 가사, 박자, 선율을 중심으로 비교23)하였고, 우

해인은 <수심가> 141곡을 대상으로 장단, 한배, 사설 붙임새, 선율을 중심

으로 음악적 특징을 논의24)하였고, 이용식은 <수심가>의 공연사와 가창자

를 중심으로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수심가>의 공연문화사를 살펴보

고, 노랫말, 리듬, 음조직을 중심으로 <수심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25)하

였고, 오현주는 김정연의 <수심가-약사몽혼>과 <초한가> 중 <수심가>로

부르는 부분의 발성법, 호흡법, 시김새를 비교하여 <수심가>의 창법에 대

해 논의26)하였으며, 오용록은 <수심가>의 요성이 위아래로 떠는 요성, 아

래로 떠는 요성, 위로 떠는 요성의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중 아래로 떠

는 요성이 가장 수심가 다운 요성이라고 주장27)하였다.

박복희는 <영변가>의 사설이 원래는 후렴구가 있는 5-10절이었으나

현재는 3절로 고정되었고,28)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되며, re-mi-sol-la-do'

의 5음음계로 구성돼있다고 주장29)하였다. 박준길과 최성룡은 서도잡가

<초한가>의 음악적 특징을 논의하였는데, 박준길은 오복녀 음원을 대상으

로 음조직, 장단형, 악곡구조를 논의30)하였고, 최성룡은 오복녀 대상으로

발성 및 발음법, 시김새, 음계와 장단을 논의31)하였다.

리홍관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가 후렴구를 가진 장절형식의

악곡으로, 수심가토리로 구성되고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된다고 주장32)하였

고, 함영희는 <제전>을 대상으로, 사설이 서사․본사․결사의 세 단락으

23) 최현주, “수심가 비교 연구 : 김정연·오복녀·이은관 창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4) 우해인, “수심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5)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연구회, 

2003).

26) 오현주, “수심가의 창법연구–김정연의 창법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27) 오용록, “수심가의 요성”, 동양음악(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9).

28) 그러나 현재 <영변가>가 5절로 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

다.

29) 박복희, “서도소리 영변가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0) 박준길, “서도잡가 초한가 연구”,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1) 최성룡, “서도잡가 초한가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제8집(서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7).

32) 리홍관, “<배따라기>와 <잦은배따라기>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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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고, 시김새, 창법 등에서 서도잡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며, 1930년

대에서 현재로 전승되면서 종지선율이 자유로워졌다고 주장33)하였다. 또

한 이보형은 <봉황곡>을 대상으로, 사설이 4.4조의 가사체로 구성되고, 경

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악절의 단락에서 대박장단으

로 박의 층위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34)하였다. 그러나 위 논의들

은 대부분 한 곡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마저도 현재 연주되는 오복녀

의 음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세기 초반 다양한 창자에 의해 다

양한 버전으로 불리던 악곡들의 특징이 간과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채연, 윤정희, 김문성은 다양한 악곡을 중심으로 서도잡가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한채연은 오복녀, 이은관, 김광숙이 부른 <난봉가>와 <수심

가>를 중심으로 서도소리의 시김새에 대해 논의35)하였다. 윤정희는 <수심

가>, <초한가>, <배따라기>, <공명가>, <영변가>,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의 8곡의 서도잡가가 레음계, 솔음계, 라음계의 3가지 유형으

로 나타난다고 주장36)하였고, 김문성은 서울소리꾼들에 의해 20세기 초반

부터 서도잡가의 경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경제화가 더

욱더 본격화되었다고 주장37)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단편적인 음악적 특징

들만 비교한 연구들로, 서도잡가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였다.

이상 현재까지 진행된 서도잡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도잡가의

전반적인 음악적 특징을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음악적 특징을

바탕으로 악곡간의 연관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33) 함영희, “서도잡가 제전의 음악적 연구-박월정,김정연,전숙희 창을 중심으로”, 용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5.

34) 이보형, “봉황곡에 대한 고찰”, 한국음반학 제19권(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9).

35) 한채연, “수심가와 난봉가의 시김새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6) 윤정희, “서도잡가의 음악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7) 김문성, “서도잡가의 경제화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통권 제5호(서울: 남북문화예술

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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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고의 연구대상은 서도잡가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취

입된 모든 서도잡가의 음악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 초반부터 현

재까지 꾸준히 불리는 악곡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수심가>, <엮음수심

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공명가>, <제전>, <초한

가>, <전쟁가>, <화용도>, <악양루가>, <향산록>, <봉황곡>의 12곡을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서도잡가의 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위

12곡 외에 <맹인덕담경>, <난봉가>, <자진난봉가>, <산염불> 등의 다양

한 악곡들이 모두 서도잡가로 분류되었고,38) 12곡으로 선정한 악곡 중

<수심가>와 <엮음수심가>는 현재 민요로 분류39)되기도 한다.

그러나 <맹인덕담경>, <난봉가>, <자진난봉가> 등은 20세기 중반 이

후 각각 독경소리와 민요로 세분화되었고,40) <수심가>와 <엮음수심가>는

전문예능인에 의해 불리는 점, 유통구조가 다양하고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

난 점41)에서 잡가의 특징을 공유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세분화된 개념의 서도잡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전문예능인에 의해 불리는 <수심가>와 <엮음수심가>도

38)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 중 좌입창잡가부에 <수심가>, <수심가엮음>, <배따라기>, 

<영변가>, <평양수심가>, <원본공명가>, <자진수심가(엮음)>, <산염불>, <난봉가>, <수

심가별조>, <맹인덕담경>, <초한가>, <봉황곡>, <자진난봉가>, <악양루가>, <몽금포타

령>, <신난봉가>, <사설난봉가>, <제전>, <앞산타령> 등이 수록되어있다. 이 중 앞산타

령은 입창에 해당하는 악곡이고 수심가~제전은 좌창에 해당하는 악곡들이다. 다만 현재 

시창으로 분류되는 <관산융마>는 가사부에, 송서로 불리는 <추풍감별곡>은 시조편으로 

수록 위치를 달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에도 2곡은 위 악곡들과는 다른 계통의 

악곡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오복녀, 서도소리(서울: 광진문화사, 1978); 김정연, 서도소리대전집(서울: 경원각출

판사, 1979); 한기섭, 평안도․황해도 전통서도소리 전집(서울: 은하출판사, 1997)

40) 오복녀, 서도소리(서울: 광진문화사, 1978); 김정연, 서도소리대전집(서울: 경원각출

판사, 1979); 한기섭, 평안도․황해도 전통서도소리 전집(서울: 은하출판사, 1997)

41)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학국민요학회, 

2002),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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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잡가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서도잡가에 해

당하는 악곡 중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불린 악곡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기 위해, 단발성으로 녹음된 악곡들은 제외하고 유성기음반과 잡

가집을 포함하여 4번 이상 수록된 악곡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된 음원자료는 일제 강점기에 발매된 유성기 음반과 해

방 이후 장학선, 김정연, 오복녀에 의해 녹음된 음원이고, 사설자료는 잡가

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설42)과 음반을 통해 필자가 채록한 사설이다. 서도

잡가의 음원자료는43) 녹음연대 순으로 정리하였고, 연대가 같은 경우는 곡

명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42) 연구대상 중 잡가집에 수록되어있지 않은 악곡은 음반을 통해 채록한 사설자료만 사용

하였다.

43) 귀중한 음원을 제공해주신 한국고음반연구회 이보형 회장님,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

이브 배연형 소장님, 한국의 유성기 Lp음반 감상실 퐁키(www.ponki.kr) 운영자 김광우․
이준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곡명 음반명 연주자 녹음 비고
평양주달타령44) Nipponophone 6119 문영수․이정화 1912 이보형 자료제공

해상주달타령 Nipponophone 6120
문영수․이정화․

박춘재
1912 이보형 자료제공

빈빈주달타령45) Nipponophone 6121
문영수․이정화․ 

박춘재
1912 이보형 자료제공

평안도
상하창영변가

일축조선소리판 
K 266 (B)

심정순, 박춘재, 
문영수

1912 배연형 자료제공

공명가
일축조선소리판 

K 508 (AB)
최섬홍․손진홍 1925 배연형 자료제공

엮음수심가
일축조선소리판

K569 (A)
최섬홍․이진봉 1927 복각

수심가 Columbia 40024 (A) 백모란․이영산홍 1929 퐁키 음악감상실
엮음수심가 Columbia 40024 (B) 백모란․이영산홍 1929 퐁키 음악감상실

수심가 Victor 49069 (A) 표연월 1930 복각
자진배따라기 Regal C 137 (B) 이진봉․김옥엽 1934 퐁키 음악감상실

제전 Regal C 137 (A) 이진봉 1934 퐁키 음악감상실
영변가 Regal C 170 (B) 이진봉 1934 퐁키 음악감상실

엮음수심가 Regal C 212 (B) 박명화 1934 퐁키 음악감상실
초한가 Columbia 40525 김옥선 1934 퐁키 음악감상실
공명가 Columbia 40564 김하연 1934 퐁키 음악감상실

악양루가 Regal C 322(A) 민형식 1936 퐁키 음악감상실

[표 1-1] 서도잡가의 음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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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1]에서와 같이 유성기음반에 전하는 서도잡가 33곡과 해방 이

후 장학선 오복녀와 김정연 등에 의해 녹음된 18곡을 포함하여, 총 51곡이

44) <평양주달타령(平壤舟達托領)>으로, 주달타령은 <배따라기>의 한자식 표기이다.   

45) <빈빈주달타령>의 빈빈(頻頻)은 급박하다, 빠르다는 뜻으로, 현행 <자진배따라기>의 한

자식 표기이다. 

46) <백오동풍>은 <제전>과 동일한 악곡으로, <제전>의 시작사설인 ‘백오동풍’으로 곡명을 

표기하였다. 이는 당시 유개동이 취입한 <반갑도다>가 <봉황곡>의 시작사설인 ‘반갑도

다’를 곡명으로 붙인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심가 Regal C 345 (A) 한경심․김칠성 1936 퐁키 음악감상실
화용도 Regal C 363 (AB) 김칠성 1936 퐁키 음악감상실

자진배따라기 Columbia 40755 정금도 1937 퐁키 음악감상실
배따라기 Regal C407(A) 김칠성 1938 퐁키 음악감상실

백오동풍46) Regal C 404 (B) 김칠성 1938 퐁키 음악감상실
전쟁가 Regal C 420 김주호 1938 퐁키 음악감상실
수심가 Regal C 423(A) 김주호 1938 퐁키 음악감상실

엮음수심가 Regal C 423(B) 김주호 1938 퐁키 음악감상실
전쟁가 Victor KJ 1198 김종조 1938 복각
화용도 Victor KJ 1213 김종조 1938 복각
공명가 Victor KJ 1315 (AB) 조기탁 1938 복각
공명가 Regal C 450 (B) 김칠성 1938 퐁키 음악감상실
초한가 Columbia C 2019 민칠성 1940 퐁키 음악감상실

배따라기 Columbia 44009 최순경 1942 퐁키 음악감상실
수심가 Okeh 12128 (A) 장학선 1942 복각

엮음수심가 Okeh 12128 (B) 장학선 1942 복각
초한가 조선레코드 ㄱ-60267 김진명 1945 배연형 자료제공
공명가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6

장학선․이정렬․ 
김춘홍

미상
국립문화재 

연구소
배따라기 미상
수심가 미상

엮음수심가 미상
공명가

서도소리대전집
LP 4~6

김정연

1972 성음제작소

배따라기 김정연․오복녀
봉황곡 오복녀
수심가 김정연․오복녀

엮음수심가 김정연․오복녀
영변가 김정연․오복녀

자진배따라기 김정연․오복녀
전쟁가 김정연
제전 오복녀

초한가 김정연
향산록 김정연
수심가 오복녀 서도소리 오복녀 1994 서울음반엮음수심가 오복녀



- 11 -

본 연구의 대상 자료이다.

한편, 서도잡가의 사설자료는 20세기 전반기에 발행된 잡가집을 대상으

로 하였고, 잡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설 및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사설,

현행 사설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서도잡가가 수록된 잡가집47)은 신구잡
가(新舊雜歌), 신구시행잡가(新舊詩行雜歌), 정선조선가곡(精選朝鮮歌
曲), 정정증보신구잡가(訂正增補新舊雜歌), 증보신구잡가(增補新舊雜
歌), 고금잡가편(古今雜歌篇), 무쌍신구잡가(無雙新舊雜歌), 신구유
행잡가(新舊流行雜歌), 신찬고금잡가(新撰古今雜歌), 특별대증보신구
잡가(特別大增補新舊雜歌), 증보신구시행잡가(增補新舊時行雜歌), 조
선잡가집(朝鮮雜歌集), 현행일선잡가(現行日選雜歌), 시행증보해동잡
가(時行增補海東雜歌), 신구현행잡가(新舊現行雜歌), 조선신구잡가(朝
鮮新舊雜歌), 신정증보신구잡가(新訂增補新舊雜歌), 남녀병창유행창가
(男女竝唱流行唱歌), 신구유행창가(新舊流行唱歌), 대증보무쌍유행신
구잡가(大增補無雙流行新舊雜歌)Ⅰ, 가곡보감(歌曲寶鑑), 조선속곡집
(朝鮮俗曲集), 정선조선가요집(精選朝鮮歌謠集), 대증보무쌍유행신구
잡가(大增補無雙流行新舊雜歌)Ⅱ의 총 24종이다. 이상 서도잡가의 문헌자
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47) 잡가집은 정재호, 한국속가전집(서울: 다운샘, 2002)를 참고하였다.

잡가집 발행년도 발행일 편자 발행
신구잡가 1914 6.10 한인석 평양<송기화상점>

신구시행잡가 1914 10.9 지송욱 서울<신구서림>
정선조선가곡 1914 11.7 지송욱 서울<신구서림>

정정증보신구잡가 1915 1 한인석 평양<광문책사>
증보신구잡가 1915 4.5 노익형 서울<박문서관>
고금잡가편 1915 5.20 박영균 평양<동명서관>

무쌍신구잡가 1915 10.13 박승화 서울<오성서관>
신구유행잡가 1915 12.18 강의영 서울<세창서관>
신찬고금잡가 1916 2.5 현공염 서울<대창서관>

특별대증보신구잡가 1916 2.29 남궁설 서울<유일서관>
증보신구시행잡가 1916 3 지송욱 서울<해동서관>

조선잡가집 1916 7.25 이상준 서울<신구서림>
현행일선잡가 1916 12.7 박승화 서울<오성서관>

[표 1-2] 서도잡가의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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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성기 음반에 전

하는 서도잡가와 현재 연주되는 서도잡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파악

하고, 악곡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서도잡가의 파생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제 Ⅱ장에서는 자료의 해석적 방법으로, 문헌자료와 음향자료, 방송자

료를 바탕으로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세

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서도잡가의 연주자, 연행악곡, 연행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다.

제 Ⅲ장에서는 악곡의 분석적 방법으로, 서도잡가의 음악적 특징을 살

펴볼 것이다. 서도잡가에 해당하는 악곡들은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수심가

계통과 배따라기계통으로 분류하였고, 각 계통별 해당 악곡들을 사설, 박

자구조, 선율구조, 악곡구조 순으로 음악적 특징을 논의하겠다.

서도잡가는 장단이 일정치 않은 악곡으로, 박자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의 층위를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편리하다. 박자구조는 각 층위 박자가

계층적으로 집합되는 구조로 박의 층위에 따라 소박, 여느박(보통박), 대박

으로 나뉘며 소박보다 아래 층위는 소소박, 대박보다 위 층위는 대대박까

지 나타나기도 한다. 여느리듬형의 음악적 통사구조에 의해 장단주기를 결

정하였고 한 장단을 기준으로 박자구조를 살펴보겠다.48)박자구조를 파악

시행증보해동잡가 1917 11.28 박건회 서울<신명서림>
신구현행잡가 1918 4.23 류근익 서울<동아서림>
조선신구잡가 1921 8.30 이상준 서울<박문서관>

신정증보신구잡가 1922 12.28 복전정치랑 서울<경성서관>
남녀병창유행창가 1923 12.25 강하형 서울<태화서관>

신구유행창가 1924 1.15 왕세창 서울<세계서림>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Ⅰ) 1925 11.25 강의영 <영창서관>

가곡보감 1928 3.28 김구희 평양<기성권번>
조선속곡집 1929 9.10 이상준 서울<삼성사>

정선조선가요집 1931 11.10 듸제핸드포드 서울<조선가요연구사>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Ⅱ) 1958 10.15 강근형 <영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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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용된 악보는 가로 정간보로, 대박은 굵은선, 보통박은 실선,

소박은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수심가>는 보통박, 나머지 악곡들은 소

박까지 표시하였다.

선율구조는 종지형을 중심으로 악구49)를 구분하였고, 악구보다 큰 단위

는 장(章)50)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배따라기계통과 같이 유절형식으로 구

성된 악곡은 장(章) 대신 절(節)5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악곡간의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다장조로 이조하였고(실음

은 00도 높음/낮음 표기), 본문에서 음정을 설명 시 가온 ‘다’를 do, 한 옥

타브 높은 ‘다’를 do', 한 옥타브 낮은 ‘다’를 Do로 표기하였다. 시김새는 떠

는 목, 퇴성하는 목으로 구분 하여 특정기호를 사용52)하였다.

48) 성악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 자의 사설이 결합하여 리듬소를 이루고 리듬소 둘이 

대비를 이루며 집합하고 대박(대강박)에 1~2음보 사설과 결합하여 소리듬형을 이루고, 

소리듬형 두 개가 대비를 이루고 집합하고 2~4음보 사설과 결합하여 ‘여느리듬형’을 이

룬다. 즉 박, 대박, 대대박이 층위를 이루고, 리듬소, 소리듬형, 여느리듬형이 층위를 이

루는데, 여느리듬형이 장단 주기를 이루면 여느장단, 여느리듬형이 2개 이상 모여 장단 

주기를 이루는 경우는 대박장단으로 장단의 층위가 상층한다.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5); 이보

형, “장단의 여느리듬형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연구”, 국악원논문집 제8집(서

울: 국립국악원, 1996); 이보형, “장단 리듬 심층구조에 의한 표면구조 제어기능”, 한국

음악연구 제31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참조.

49) 악절을 이루는 작은 부분으로, 음악 주제가 비교적 완성된 두 소절에서 네 소절 정도까

지를 악구로 구분한다. 보통 서양음악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동기(動機)’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50) 수심가계통의 악곡들은 악구가 여러 개 모여 단락을 이루는데, 이때 각 단락은 동일한 

선율형에 의해 구분된다. 이에 동일한 선율형에 의해 구분되는 단락을 ‘장(章)’이라는 용

어로 표기하겠다. 

51) 배따라기계통의 악곡들은 유절형식으로, 공통된 후렴구를 기준으로 각 절(節)이 구분된

다.

52)서도소리의 요성에는 끌목, 조름목, 일반적 요성 등으로, 요성의 종류가 여러가지로 구분

되지만, 본고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로 표기하였고, 퇴성하는 목은 ♩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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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

20세기 이전의 가집에는 서도잡가의 악곡명이나 사설이 실려 있지 않

다. 서도잡가의 악곡명이나 사설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10년대

잡가집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19세기 음악사회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음악사회가 만

들어진 시기로,53) 풍류방이나 시정음악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던 음악이 극

장과 음반을 통해 유통되었다.54) 이로써 기층 민중의 음악도 도시의 흥행

예술로 폭넓게 향유되면서55) 대중성을 띤 노래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

가하였고,56) 이러한 노래들은 20세기 초반 잡가집과 유성기음반으로 유통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잡가집에 실린 악곡들을 살펴보면 현행과는 많은 차

이를 보인다. 잡가집에는 현재 잡가로 분류되는 악곡 외에도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단가, 민요 등이 수록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20세기 초반

‘잡가’란 당시 유행하던 노래의 총칭으로, 서도잡가는 잡가의 하위 장르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1920년대는 주로 잡가집이 간행되었고,57) 유성기음반도 종종 발

매되었다. 1930년대는 국악방송의 전성기로, 서도잡가 또한 전성기를 구가

하였다. 당시 서도잡가의 유성기음반이 대거 발매되었고,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방송을 통해 다양한 서도잡가가 방송되었다.58)

53) 권도희, “20세기 전반기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 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3, 57쪽.

54) 권도희,  “20세기 전반기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 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3, 85쪽.

55)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 제11집(서

울: 한국시가학회, 2002), 12쪽.

56) 이민, “1910년대 평양부 간행 잡가집의 지역성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3, 5쪽.

57) 20세기 전반기 간행된 잡가집은 총 26권으로 이 중 정선조선가요집, 조선고전가사

집, 대증보무쌍유향신구잡가(Ⅱ)의 3권을 제외하고는 1910~1920년대 집중적으로 간

행되었다. 더욱이 1958년 간행된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Ⅱ)는 1925년 발행된 대증

보무쌍유행신구잡가(Ⅰ)를 보완한 것이다.

58) 경성방송국이 라디오방송을 개시한 것은 1926년 7월 12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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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이 일어나고 1945년 해방

후 미군정기(美軍政期)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전통음악계는 이전시기

에 비해 위축되었다. 더욱이 서도잡가는 당시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

려 다른 장르의 전통음악보다 더욱 위축되었다.59)

이로써 본 장에서는 1910-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이후의 세 시

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연주자, 연행악곡, 연행형태의 변화를 살펴보

겠다.

1. 1910-1920년대

1910-1920년대는 기층 민중의 음악도 도시의 흥행예술로 폭넓게 향유

되면서 대중성을 띤 노래들이 공연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고, 이러한 노래

들이 잡가집으로 활발히 간행되었다. 이 시기 서도잡가도 서울의 공연장에

서 중요한 레퍼토리로 각광받게 되었다.

가. 연주자

서도잡가는 20세기 초에 서도지역을 벗어나 서울 지역에서 불리기 시

작했다. 당시 서도 출신의 전문예능인들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

하면서 서울의 광무대, 장안사, 단성사 등의 극장무대에 섰다.

1910년대 발매된 유성기 음반의 연주자를 통해 당시 서도잡가의 연주

담당층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9년이이다. 김영운, “일제강점기 국악방송 자료의 성격”,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

록(서울: 민속원, 2000), 7쪽.

59)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도소리를 배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어. 서도소리꾼들도 소리

를 아예 접어버리거나 혹은 밤에 몰래 하거나 했거든, 당시에는 서도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였어.”, 박기종 면담자료, 2012년 9월 10일, 대전 

자택.

악곡명 연주가
수심가 문영수, 박춘재

[표 2-1] 191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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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7월 12일 매일신보 광고에는 긴슈심가60), 라기61), 엮음수
심가62), 평안도상하창영변가63), 1913년 6월 3일 매일신보 광고에는 상
라기64), 자진라기65)가 실려 있는데, 당시 음반에서 문영수, 이정

화, 박춘재 등의 남성 소리꾼이 서도잡가의 주요 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

다.

문영수(1867-1930)는 평양 출생으로, 평양날탕패66)에서 활동하다가 상

경해서 원각사 등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장안에 이름을 날렸다. 1912년 당

시 문영수는 경기명창 박춘재와 더불어 원각사를 중심으로 경기소리, 서도

소리, 재담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시기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문영

수와 박춘재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춘재는 경기명창으

로 주로 경기민요를 불렀기 때문에 서도소리의 경우 문영수가 주도적으로

부른 것으로 추측된다.67)

이정화(1865-1920)는 문영수(文泳洙)와 함께 평양날탕패에서 활동하다

가 서울로 상경 후 문영수, 박춘재와 함께 원각사에서 서도소리로 이름을

날렸다.68) 당시 문영수와 함께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등의 서도잡

가(좌창)를 녹음하였다. 문영수와 이정화는 산타령패이지만, 1925년 신문기

사를 통해, 산타령(입창)뿐만 아니라 서도잡가(좌창)도 연행하였으며, 광교

60) Nippon. 6001 긴슈심가, 창자: 박춘재․문영수.

61) Nippon. 6079 역금슈심가, 창자: 박춘재․문영수.

62) Nippon. 6040 라기, 창자: 김홍도․박춘재.

63) Nippon. 6093 평안도상하창영변가, 창자: 심정순․박춘재․문영수.

64) Nippon. 6120  �상라기, 창자: 이정화․문영수.

65) Nippon. 6121  자진라기, 창자: 이정화․문영수.

66) 평양에서 허득선이 만든 서도 선소리패로 ‘놀량-사거리-중거리-경사거리’가 주요 레퍼

토리였다. 신현남, “산타령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2쪽.

67)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연구회, 

2003), 118쪽.

68) 박황, 판소리사(서울: 신구문화사, 1974), 112쪽; 이보형・한만영, “잡가・입창・민

요”,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85~287쪽. 

엮음수심가 문영수, 박춘재
배따라기 문영수, 이정화, 박춘재, 김홍도

자진배따라기 이정화, 문영수
영변가 문영수, 박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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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기생들에게 서도잡가를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요사이 광교조합 기�들은 평양 날탕을 불러다가 매일 몇 시간씩 수심가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하나 이담에는 타방 기생에게도 수심가를 마음대로 들은 모양
이며...”, (매일신보 1925월 2월 26일).

박춘재(1883-1950)69)는 서울출생의 소리꾼으로 조기준, 박춘경에게 가

사, 시조, 잡가를 배우고, 왕십리 부근의 선소리 산타령패에게 선소리 산타

령을 학습하였다.70) 원각사 시절 대표적으로 활동하던 연주자로 예단일백

인71)을 통해 당시 박춘재의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다.

“금부후동에셔 셩장�야, 유지�시�브터, 신문의 풍류랑을 좃�단이며, 노�와
음률을, 억�넘어로�온 것이 일�월장�여, 그형셰를, 막지능어로다, 십오셰가되
던�에 신한국졍부시�에, 가무별감즁에, 일등르로, 샹총이지극�얏스며,...<중
략>...지금에이르러�, 죠션에뎨일가�, 명챵의일홈을듯고, � �경향에 모르�사
�이업스니, 그럼으로인�야, 류셩긔에죠션악보를누가너엇�고, 모다가명창박츈�
의목쳥으로, 나온소리이니, 죠션가곡의�표쟈라�야도가�리로다, 죠션�에가곡이
라��것은, 못��것이업�고로, 이곳에열거�기에 � 지면이좁아못�겟스나, 위
인이졀등�고�동이단졍�이, 일즉이화류계에셔, 보지못�바이라�겟스며, 지금은
삼십이셰츈광에, 명챵기�연옥이와, 오궁동에셔즐거히지�인다�니, 명창남녀가�
께모히여, 가위엿고틀고, �미가그속에잇스라�노라.” (매일신보 1914년 5월 17
일).

박춘재는 경기소리뿐만 아니라 서도소리 등에 두루 능했으며, 심지어

남도소리도 연행하였다. 광무대에서 홍도․보패등과 함께 경․서도소리

명창으로 이름을 떨쳤고, 원각사, 광무대 시절에는 평양날탕패 문영수와

더불어 재담으로 이름을 날렸으며72), 서도잡가(좌창) 또한 당시 문영수와

69) 박춘재의 사망연도에 대해 문헌에 따라 1947년, 1948년 등으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호

적, 손부 박순자의 증언, 이창배에게 들었나는 고봉설의 증언이 모두 1950년으로 일치한

다. 이로써 박춘재의 사망연도를 195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태도, “경기명창 박

춘재 론”, 한국음반학 제7권(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131-132쪽.

70) 신지대는 박춘재가 왕십리 부근에 살았다는 점과 이보형과의 대담자료를 통해 박춘재가 

서울의 선소리 산타령패에게 선소리 산타령을 배웠다고 논의하였다. 신지대, “박춘재의 

활동상과 재담소리의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0-22쪽.

71) 예단일백인은 1914년 <매일신보>에 당시 예술인 100명을 소개한 기사이다. 

72)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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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행하였다.

이렇듯 1910년대는 평양날탕패를 주축으로 하고, 경기명창 박춘재가 이

들과 함께 연행하였다. 평양날탕패는 사승관계 및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는 가려져있고, 다만 서도 산타령(입창)를 하는 예능집단으로, 이들의 레퍼

토리는 주로 <산천초목>,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

등73)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10-1920년대 이들의 음반취입현황을 살펴보면, 서도소리, 경

기소리74) 및 남도소리75)까지 총 89면의 음원을 취입하였는데, 이 중 서도

소리가 37면으로 가장 많고, 경기소리 33면, 재담소리 15면, 남도소리 3면

을 취입하였다. 이 중 대부분의 음원이 박춘재와 같이 취입하였기 때문에

서도소리 못지않게 경기소리와 재담소리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

다. 또한 서도소리 37면 중 서도잡가(좌창)는 총 20면으로, 서도 산타령(입

창)에 해당하는 악곡은 단 2면이고76), 나머지는 모두 서도잡가(좌창)에 해

당하는 악곡77)이다.

이렇듯 이들의 주요 레퍼토리는 서도 산타령(입창) 이였으나, 오히려

서도잡가(좌창)와 그 뒤를 이어 재담소리, 경기산타령(입창)등이 더 많이

취입되었다. 이로써 당시 서울지역에서 서도 산타령(입창)보다는 서도잡가

(좌창)가 더욱 인기 있는 악곡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자

신들의 주요 장기인 서도 산타령(입창) 대신 서도잡가(좌창)를 주요 레퍼

토리로 연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3), 117-118쪽.

73)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연구회, 

2003), 118쪽.

74) 경기무악, 경기민요, 경기잡가 등 다양한 장르를 취입하였는데, 대부분 박춘재와 함께 

노래하였다. 그리고 경기잡가 중 입창에 속하는 악곡을 총 6면을 취입하였는데, 이는 서

도입창(선소리)가 총 2면만 취입된 점에 비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평양

날탕패의 주요 레퍼토리는 서도입창(선소리)이었지만, 이들은 1910-1920년대 서울에서 

연행하면서, 당시 대중들이 좋아하던 소리를 위주로 연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주요 레퍼토리가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75) 문영수는 박춘재, 심정순과 함께 성주풀이, 춘향가 중 남원사령 술주정가, 흥보가 중 박

타령을 취입하였다. 

76) 뒷산타령, 닛보노홍 K208(B); 놀량, 닛보노홍 K211(B). 

77) <수심가>, <엮음수심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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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양날탕패는 1920년대 들어서는 박춘재와 함께 경기소리 몇 편

만 취입하고, 서도소리는 더 이상 취입하지 않았다.78) 1920년대에는 이들

대신 다양한 경․서도 예기들이 서도잡가의 음원을 취입하였다. 192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 취입자를 각 악곡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9)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20년대 서도잡가를 녹음한 연주자들은 대부

분이 예기들이었다. 당시 서도잡가를 녹음한 예기로는 손진홍, 이진봉, 최

섬홍, 김연옥, 백운선, 박부용, 장금화, 백모란, 김산월, 김일순, 조국향, 김

연연, 김향란, 표연월 등이 있다. 이 중 이진봉, 최섬홍, 백운선, 손진홍, 이

영산홍 등은 조선미인보감에 수록될 정도로 미모와 예능을 갖춘 예기들
이었다.80)

이진봉(1900～?)은 평양 기성권번출신으로 주수봉의 제자로, 조선미인
보감에 시조, 경서잡가, 정재 18종무가 장기로 소개되어있다.81) 1920～

78) 1920년대 평양날탕패에 의해 녹음된 음원이 총 8면 발매되었으나, 이는 모두 1910년

대 발매된 음원을 재판한 것으로, 1920년대 새롭게 녹음된 악곡은 아니다. 

79) 위 자료는 한국유성기음반 아카이브를 통해 정리하였다. http://sparchive.dgu.edu/

80)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연구회, 

2003), 126쪽.

81) 송방송, “조선미인보감 소재 기생열전”, 한국무용사학 제10호(서울: 한국무용사학회, 

2009), 378쪽.

악곡명 연주자
예기 창부

수심가
손진홍, 이진봉, 최섬홍, 김연옥, 장금화, 
백모란, 백운선, 김산월, 김일순, 조국향, 

김연연, 김향란, 박월정

엮음수심가
박월정, 손진홍, 김향란, 장금화, 백모란, 
길진홍, 최섬홍, 이진봉, 김연옥, 김일순, 

조국향, 이유색
배따라기 표연월 양우석

자진배따라기 표연월 양우석
영변가 양우석
공명가 박월정, 최섬홍, 손진홍
제전 양우석

[표 2-2] 192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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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영산홍, 이금옥, 김옥엽 등의 명창과 함께 서도소리 명창으로

활약하였다. 팔도명창대회, 조선명창대회 등 각종 명창대회에 출현하였고,

당시 그녀가 취입한 서도잡가 및 경기잡가는 삼천리(三千里)(1932)에도
소개되었다.

김옥엽(1907～?)은 평양 출신으로 서도잡가 뿐 아니라 경기민요도 잘

불렀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이진봉과 함께 삼천리(三千里)잡지에 당시
쟁쟁한 기생으로 소개되었다.

“이름좋은 옥엽이요, 얼굴 잘난 옥엽이다. 미인의 고을 평양에서 자라난 김옥엽
은 어려서 평양기생학교를 다녔다 . 청류벽에 철쭉 피고 부벽루에 낙엽 질 때 날씬
한 허리에 곱게 단장하고 대동 강변을 오락가락할 때면 패성의 젊은이들 모두 그
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이러한 김옥엽이 평양에서 자취를 감추고 봄바람에 붙여 
서울장안에 날아들자 서도소리 잘하기로 김옥엽의 이름이 단번에 쫙 퍼지고 말았
다. 올해 그의 나이 30. 서울에 올라와 기적에 몸을 둔 지 엊그제 같은 일이었건만 
벌써 8년째 되어간다. 옥엽의 수심가라면 오늘날 장안의 풍류객들의 귀를 기울이
게 하는 명창이다.” (삼천리(三千里), 1936년 8월호).82)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김옥엽은 서울에서 서도소리로 이

름을 떨쳤고, 특히 <수심가>를 잘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이진봉과 함께 연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김옥엽과 이진봉 둘 다 당시

소리판에서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성권번에서 조선소리로 한 달 잡고 그 중 많이 불리는 기생이 누구냐 하면 
옥엽이 아니면 진봉이다. 서로 다정스럽게 앞서고 뒤서고 하는 굉장한 인기를 가
지고 있다.” (삼천리(三千里) 1936년, 8월호).83) 

최섬홍(1890～?)은 평양출신으로, 조선미인보감에 노래, 가사, 시조,

서도잡가, 정재 24종무, 현금, 서양무도, 내지무 등이 장기로 소개되어있다.

1920년대 가사와 서울소리의 여류명창으로 유명했고, 일축음반에 서울소리

와 서도소리를 취입하였다.

표연월은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예기로, 주수봉에게 시조·잡가를 배웠

82) 김은신, 여러분이시여 기쁜소식이 왔습니다(서울: 김영사, 2008), 76쪽 재인용.

83) 김은신, 여러분이시여 기쁜소식이 왔습니다(서울: 김영사, 2008), 7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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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진홍, 김옥심, 묵계월 같은 신진과 함께 활동하였다.84) 1920년대 일

동축음기의 대표명창으로, 일동축음기 주최 연주회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하였으며,85)당시 취입한 음원으로는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가 있

다. 또한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표연월은 서도잡가 뿐만 아니라

만담에도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연월은 서도잡가의 명창으로 셩질이 번화하야 일부풍류랑의 험구가에게 광
신덕이대장이란 설명�지 듯는터이다 그가 논 좌석은 우숨소�가 긋치지 안이하
고 아모리 진즁한 손이라도 배를 안고 웃게하는 것이 소�에 다음가는 특�이라 
한다. 이번에 류셩긔에 취입할�에도 회사의 취입장에셔 �긔특�을 발휘하야 회
사원 일동과 긔관실 긔사�지 허리를 펴지못하게하야 “표련월은 소리보다도 줏거
리를 류성긔에 너엇스면 더욱 자미잇는 레코-드가 되겟다”고 긔사의 탄식을 발
하게 하얏다한다.” (매일신보 1925년 9월16일). 

박월정은 서도출신 명창으로 김칠성(金七星)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서

도소리를 잘 불렀지만 아버지의 영향 밑에 남도소리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86) 당시 <수심가>, <공명가> 등의 서도잡가도 녹음하였지만, 박녹

주, 박정옥 등과 함께 남도단가와 판소리 등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특히 김

칠성이 창작한 <별조공명가>를 전승한 여류명창으로, 1926년 제비표 조선

레코드에 <별조공명가>를 취입하였다.

1920년대 음원을 취입한 서도창부로는 양우석이 유일하다. 양우석은 단

소연주자로 알려져 있으나87) 당시 <제전>,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등의 서도잡가 외에도 서도 산타령, 서도민요 등 다양한 서도소리를 취입

하한 점으로 보아, 1920년대 대표적으로 활동한 서도창부로로 볼 수 있다.

1920년대 활동한 예기들 중 서도잡가를 음원으로 취입한 예기들은 대

부분 평안도 출신의 예기들이었다.88) 평안도 출신 예기들은 19세기 말부터

84)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사전(서울: 보고사, 2009), 536쪽.

85) “축음기와 육성비교회 매일신보 1926년 9월16일; 명창명기 총출해 조선음악대회 매
일신보 1928년 3월18일; 한자리에 노래부를 장안의 명기명창 금일 우미관에서” 매일

신보 1928년 3월25일. 

86)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361-362쪽.

87)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518쪽. 

88) 이진봉, 최섬홍, 김옥엽, 박월정, 백운선, 이영산홍 등 서도잡가를 취입한 예기들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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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기생들보다 서울지역으로 많이 상경하였고89), 1910년대는 오히려

서울지역 출신의 기생들보다 서울에서 더욱 성공하였으며90), 이는 1920년

대에도 이어졌다. 다만 1920년대는 서울에서 활동한 기생 중 서울출신이

297명으로 가장 많고, 평안도 출신이 186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91) 이는 평

안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기생문화가 발전92)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렇듯 평안도 출신 기생들은 19세기 말부터 서울지역에 진출

하였고, 1910년대는 기생 중 가장 성공한 부류로 서울지역의 화류계를 장

악하였고, 1920년대에도 화류계에서 서울출신의 기생들과 함께 여전히 활

발한 활동을 하였다.

나. 연행악곡

1910-1920년대 연행된 서도잡가는 잡가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잡가

집은 20세기 전반기 유행하던 노래의 사설을 적어놓은 가사집으로 1910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당시 잡가집에 수록된 서도잡가를 살

펴보면 아래 [표 2-3]과 같다.

부분이 평양출신의 예기였다. 다만 박부용만이 조선미인보감에 원적이 경상남도 창원

군으로 기재되어있다. 조선미인보감은 송방송, “조선미인보감 소재 기생열전”, 한국무

용사학 제10호(서울: 한국무용사학회, 2009) 참조. 

89) “계사년(1893년)의 진연에는 선천 10명, 평양 23명, 상방 10명, 의녀 44명이 참석하였

다. 평양과 선천은 모두 평안도 기생이고 상방과 의녀는 서울 기생히다. 김종수, “18세기 

이후 내연의 악가무 차비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20호(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8), 

43~88쪽.” 권도희, “20세기 전반기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 사회사적 고찰”,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몬, 2007, 71쪽 재인용. 

90) 1910년대 서울지역에서 성공한 기생의 출신지를 살펴본 결과, 성공한 기생 89명 중 평

안도 기생은 48명, 경상도 23명, 서울 9명으로, 평안도 기생의 성공률이 가장 높다. 권

도희, “20세기 전반기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 사회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몬, 2007, 69쪽. 

91) 권도희, “20세기 전반기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 사회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몬, 2007, 72쪽 <표 5> 발췌. 

92) 평안도는 예로부터 일반 가정에서 딸을 기생으로 보내는 것이 큰 허물은 아닐 정도로 

기생문화가 발달했었다. 이난향, “명월관”, 남기고싶은 이야기들(서울: 중앙일보사・동

양방송, 1977), 556쪽.  

93) 이승복는 <수심가>가 <긴수심가>와 <별수심가>, <엮음수심가>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

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복, “<수심가>의 존재양상과 유형적 성격”, 한국고전시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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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잡가집
수
심
가

엮
음
수
심
가

영
변
가

배
따
라
기

악
양
루
가

봉
황
곡

향
산
록

제
전

자
진
배
다
라
기

공
명
가

초
한
가

비고

1914 신구잡가
〇
93) 〇 〇 〇 〇 긴수심가94)

1914 신구시행잡가 〇 〇 〇 〇 별수심가95)

1914 정선조선가곡 〇 〇

1915
정정증보
신구잡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15 증보신구잡가 〇 〇 〇 〇 〇 별수심가

1915 고금잡가편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15 무쌍신구잡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별수심가

가진영변가96)

1915 신구유행잡가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16 신찬고금잡가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16
특별대증보
신구잡가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16
증보신구
시행잡가

〇 〇 〇 〇 별수심가

1916 조선잡가집 〇 〇 〇 긴수심가

1916 현행일선잡가 〇 〇
긴수심가
별수심가

1917
시행증보
해동잡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별수심가

1918 신구현행잡가 〇 〇 〇 〇

1921 조선신구잡가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표 2-3] 잡가집에 수록된 서도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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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잡가집에 수록된 서도잡가는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악양루가>, <봉황곡>, <향산

록>, <제전>, <자진배따라기>, <공명가>, <초한가>의 총 11곡으로,

1910-1920년대는 위 11곡의 서도잡가가 불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잡가집에 수록된 각 악곡의 수록 빈도수를 살펴보았을 때, <수심가>는

품론 2(서울: 집문당, 1992), 865쪽. 그러나 음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긴수심가>와 

<별수심가>는 모두 <수심가>에 해당하고, <엮음수심가>는 <긴수심가> 앞에 사설을 엮

어주는 부분을 추가한 형태로, 별개의 악곡으로 파악된다. 이에 <수심가>의 종류는 크게 

<긴수심가>와 <별수심가>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고, <엮음수심가>는 이

와는 별개의 악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94) <긴수심가>는 “놉세다 놉세다 젊어서 놉세다”와 같은 사설로 시작하여 “참아~나 못살

겠네”와 같은 후렴구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 외에 잡가집에 <평양수심가>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긴수심가>를 짧게 축약한 형태로 <긴수심가>에 포함된다. 

이윤선, “수심가사설의 매체별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6호(서울: 한국민요학

회, 2009), 162쪽.

95) <별수심가>는 모든 행이 “수심일다”로 끝나는 고정성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윤선, “<수

심가>사설의 매체별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6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9), 162쪽. 

96) 곡명이 <가진영변가>로 기재되어있지만, <영변가>와 동일한 사설로 다만 총 9절로, 기

존 잡가집에 실린 <영변가>보다 많은 절의 사설이 수록되었다. 

97) <원본공명가>로 기재되어있으나 다른 잡가집에 수록된 <공명가>의 사설과 동일하다. 

1922
신정증보
신구잡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23
남녀병창
유행창가

〇 〇 〇 별수심가

1924 신구유행창가 〇

1925 대증보무쌍
유행신구잡가(Ⅰ)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원본공명가97)

1928 가곡보감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1929 조선속곡집 〇

1931
정선조선
가요집

〇 〇 〇 〇

1958
대증보무쌍

유행신구잡가(Ⅱ)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긴수심가
원본공명가

24종 총 수록횟수 19 11 17 17 7 11 11 3 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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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98), <배따라기>와 <영변가>는 17번, <초한가>는 12번, <엮음수심

가>와 <향산록>, <봉황곡>은 11번, <악양루가>는 7번, <공명가>는 6번,

<제전>과 <자진배따라기>는 3번이 수록되었다.

이로써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악곡인 <수심가>는 1910-1920년대

에 가장 대표적인 악곡으로 불렸고, <배따라기>, <영변가>도 <수심가>

만큼 인기 있게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현행에 자주 불리는

악곡인 <제전>, <자진배따라기>는 다른 악곡들에 비해 덜 불렸으며, 반대

로 현행에 자주 불리지 않는 악곡인 <향산록>, <봉황곡>, <악양루가>가

인기 있게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에는 잡가집 외에도 서도잡가의 유성기 음반이 발매되었다.

아래 표는 1910-1920년대 발매된 음원의 발매횟수를 연대별로 정리하였고,

동일 연주자에 의한 재발매는 생략하였다.99)

위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잡가집에 수록된 악곡들 중 <수심

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공명가>,

<제전>의 7곡만이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되었다. 이 중 다른 악곡들에 비해

<엮음수심가>와 <수심가>의 음반 발매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당시 두 곡

98)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버전이 한 잡가집에 수록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수록빈도수를 1번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증보신구잡가에 

<수심가>, <별수심가>의 두 가지 버전의 <수심가>가 수록되었는데, 버전이 다를 뿐 두 

곡 모두 <수심가>이기 때문에 수록빈도수를 2번이 아닌, 1번으로 파악하였다.  

99) 위 자료는 배연형, “서도소리 유성기음반 연구”, 한국고음반연구회 통권 제14호(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전집(서울: 한걸음

더, 201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곡명 1910 1920 총 발매량
수심가 2 19 21

엮음수심가 1 23 24
영변가 1 3 4

배따라기 3 5 8
자진배따라기 2 3 5

공명가 4 4
제전 1 1

[표 2-4] 1910-1920년대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서도잡가의 발매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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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버전으로 불리던 악곡으로, 음원의 발매횟수가 다른 악곡들에

비해 많은 이유도 같은 창자에 의해 다양한 버전으로 불린 음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100)

이상 각 악곡별로 1910-1920년대 간행된 잡가집에 수록된 횟수 및 유

성기 음원의 발매횟수를 합하여 순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이상 1910-1920년대는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

기>, <악양루가>, <봉황곡>, <향산록>, <제전>, <자진배따라기>, <공명

가>, <초한가>의 총 11곡의 서도잡가가 연행되었으며, 그 중 <수심가>,

<엮음수심가>, <배따라기>, <영변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연행된 악곡이

었다.

다. 연행형태

20세기 초반 실내공연장이 생기면서 전통공연의 연행방식에 있어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당시 전통연희에서 실내 공연장이 생겼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전 시기까지는

100) 예를 들어 <엮음수심가>의 경우는 김일순․조국향이 닛보노홍에서 총 7가지 버전의 

<엮음수심가>를 녹음하였고, 이진봉․김옥엽은 총 5가지 버전의 <엮음수심가>를 녹음하였

으며, 김옥엽도 4가지 버전의 <엮음수심가>를 녹음하였다. 

곡명 잡가집 유성기음반 총 횟수 순위
수심가 19 21 40 1

엮음수심가 11 23 34 2
배따라기 17 8 25 3
영변가 17 4 21 4
초한가 12 12 5
향산록 11 11 6
봉황곡 11 11 7
공명가 6 4 10 8

자진배따라기 3 5 8 9
악양루가 7 7 10

제전 3 1 4 11

[표 2-5] 1910-1920년대 연행된 서도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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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이나 판에서 공연이 벌어졌다면 20세기 실내극장이 생기게 되면서, 관

람료와 출현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써 광대나 창우, 날탕패 등 천

대를 당했던 연희패들이 예전과 달리 공식적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101)

1902년 협률사가 건립된 후 단성사, 연흥사, 장안사 등의 공연장이 잇따라

생겨났고, 서도잡가도 실내공연장에서 중요한 레퍼토리로 연행되었다.

저녁을 먹고 나셔니, 갈 데가 잇셔야지, 졍히 심�던 �에, �일신보의, 연극광
고를 본 즉, 강션루의 할인 광고를 도려가지고 가면, 일등 이등에�, 특별히 십분
의 이분을, 감�야 쥰다 �엿기에, 신문을 �노코 그 광고를, 도리 가지고 단셩샤
를 가셔 표갑을 무른 즉, 일등에 오십젼이라 �기로, 시험삼어 돈 오십젼 �고, 신
문광고�고 �쥰즉, �무원의 말이 �일신보의, 강션루 광고온잇가 �며, 오십젼에
셔 십젼은 도로 �쥬고, 이것은, 광고할인됴건이니, 밧으시오 �며 �십젼만 밧데
그려, 표지를 가지고, 일등으로 올너 가셔 본 즉, 구경군은 인��가 나게 되고, 기
�의 가무, 줄풍류, 뎐긔츔, 기�샤진, 금강산환등, 날�� 박츈� 등의 각죵 기에
가, 참 볼만 �던걸...(중략) (매일신보 1912년 5월 12일).

위 인용문은 매일신보에 실린 광고문으로, 1912년 단성사 강선루에서
날탕패가 박춘재와 함께 공연을 했다는 기사이다. 기사에 실린 날탕패는

문영수, 이정화가 이끄는 평양날탕패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평양날탕패가

박춘재와 함께 극장무대에서 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양날탕패는 평양의 선소리패로, 19세기 말～20세

기 초 서울로 상경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연행집단이다. 그들은 최소한

1910년 말까지 극장 공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날탕패는 서

울의 선소리패인 오강의 선소리패에 비해102), 극장무대에서 자주 연행하였

던 것으로 보아 서울의 선소리패보다 오히려 그들의 인기가 더 높았던 것

으로 파악된다.

한편, 박진의 회고록에서도 단성사 외에 장안사에서도 서도잡가가 연행

되었음을 찾을 수 있다.

101) 김은신, 여러분이시여 기쁜소식이 왔습니다(서울: 김영사, 2008), 14-24쪽.

102) 정충권, “20세기 초 극장 무대 공연 잡가 고찰”, 공연문화연구 제9집(서울: 공연문

화연구회, 2004), 184~18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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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낙원동과 익선동 사이, 그 종지가 장안사가 있던 터다....여기서는 꼭두각
시의 흥동지, 박첨지 놀음과 광대 줕타기, 남사당패의 무동지기, 서도잡가, 경기입
창 등 순 민속적인 것만을 상연했다103)

위 인용문은 박진의 회고로 작성된 글로, 20세기 초반 당시 장안사에서

경기입창, 광대줄타기, 남사당패의 무동지기 등과 함께 서도잡가가 연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무대에서도 서도잡가는 중요한 레퍼토리로 연

행되었다. 1913년 매일신보에 실린 공연장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광무
대에서 옥엽, 연옥 등의 기생들에 의해 서도잡가가 연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04) 장안사와 광무대 외에 연흥사에서도 평양날탕패가 공연을 했

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105) 평양날탕패가 정확히 서도잡가를 연행하였

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당시 평양날탕패가 서도 산타령(입창)보다 오

히려 <수심가>, <배따라기> 등의 서도잡가를 음원으로 더 많이 취입한

사실에 비춰 본다면 연흥사에서 평양날탕패가 서도잡가를 연행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한편 매일신보 1914년 1월～7월까지의 기사를 통해 광무대, 장안사,

단성사 등 당시의 극장에서 공연된 서도잡가의 곡목 및 연행횟수를 파악

할 수 있다.106)

103) 박진, 년년세세(서울: 경원각, 1966). 

104) 1913년 매일신보에 실린 공연장의 프로그램 소개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광무대에

서 11월 18일 옥엽의 앉은소리, 3월 12일 옥엽,연향의 앉은소리, 6월 11일 연옥의 잡가, 

수심가가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은신, 여러분이시여 기쁜소식이 왔습니다(서울: 

김영사, 2008), 103-105쪽 표 발췌

105) 연흥사는 1907년 11월 말경에 송지만, 이준동, 이종진 등 3인이 장윤직의 집을 일부 

개조하여 설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중략)...연흥사도 당시의 극장들처럼 자선공연

은 많이 가졌는데 예기창, 평양패, 춘향가, 그리고 각종 기예였다. 연흥사는 특히 판소리 

분창을 시도한 극장으로서 명창들을 전국에서 뽑아오기도 했다. 이해랑, 한국예술사총서

 제4권 연극사편(서울: 예술원, 1985). 

106) [표 2-6]은 정충권, “20세기 초 극장 무대 공연 잡가 고찰”, 공연문화연구 제9집

(서울: 공연문화연구회, 2004), 188~189쪽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곡목
극장 및 연행횟수

경․서도 안진소리 경․서도 잡가 수심가

[표 2-6] 20세기 초반 극장에서 공연된 서도잡가의 연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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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 초반에는 광무대, 장안사, 단성사

에서 경․서도 안진소리, 경․서도 잡가, 수심가 등이 연행되었다. 이 당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는 경․서도를 같은 카테고리로 인식하였고,

또한 안진소리와 잡가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때문에 경․서도

안진소리와 경․서도 잡가가 정확히 어떤 악곡인지 구분할 수는 없으나,

이 둘은 모두 서도잡가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연행횟수에 포함시키겠다.

이로써 1910년대 중반에는 서도잡가가 광무대, 장안사, 단성사의 실내극장

에서 연행되었으며, 특히 단성사에서 평양출신 소리꾼들의 공연이 더 많았

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도잡가 중에서도 <수심가>가 당시 관객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았음

을 알 수 있다.

나� 광무�에 가셔 보면 �나죵판에 검홍이 셩쥬푸리 수심가 �쥬 난봉가가 뎨
일 조와요 나혼�만 그런 줄 알앗더니 구경군이 모다 갈�� 함듸다그려 검홍이만 
나오면 아조 야단이던 걸이오. (매일신보 1914년 12월 3일).

이로써 당시 서도잡가는 단성사, 광무대 등의 실내공연장에서 자주 연

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단성사에서 가장 많이 연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

다. 또한 관객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는 등 서울의 극장무대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시 서도잡가는 실내공연장 외에도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도 연

행되었다.

[운동장의 수천의 관객]
시각이 되기를 기다리더니, 여덜시반이되며 무�에 박츈�, 홍도, 산홍의 일�

이 낫하나셔 만장갈�즁에 노�를 시작�야 두어�례의 가곡이 잇슨 후 광무�의 
리뎡화가 뒤밋쳐와셔 박츈�와 장고를 맛츄�� 박츈�의 지됴� 나올�록 더욱 
신긔�야 그익살, 그몸짓은 만쟝의 손님을 웃치지안이�면...(중략)...(매일신보

광무대 37 4 7
장안사 7 6 6
단성사 16 22 33
총 횟수 60 3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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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10월 4일.)

위 인용문은 1915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로, 당시 가정박람회에서

이정화의 장구에 맞춰 박춘재가 공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정화는 문

영수와 함께 평양 날탕패의 일원으로, 당시 이 둘은 박춘재와 같이 서도잡

가를 연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가 되면 극장보다 오히려 축음기 회사 주최의 공연에서 서도

잡가가 자주 연행되었다.

우천으로 취소된 일축 축음기대회
작십이일에 본사리쳥각에셔 개최할 예뎡이든 일본 츅음긔회사의 됴선가곡 츅음

긔대회는 우텬으로 인하야 금십삼일에 개최하기로 하얏는대 당야의 순셔는 아�와 
갓다더라 . ▲開會의 辭 ▲공명가, 최섬홍․이진봉 ▲가야금독주, 김매선 ▲육자백, 
김추월 ▲심청가, 김창룡...(중략) (매일신보 1925년 9월 13일.)

위 인용문은 1925년 매일신보에서 수록된 기사로, 당시 일본 축음기
회사 주최의 축음기대회에서 가야금독주, 남도잡가, 판소리 등의 장르와

함께 서도잡가가 공연되었고, 더욱이 여러 장르 중에서 서도잡가가 가장

먼저 공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동 축음기회사 주최의 축음기대회에

서 서도잡가가 연행된 것을 다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축음기와 육성비교회
일동츅음긔회사에셔 됴션의 명수를 망라하야 새로히 졔작한 됴선가곡의 유셩긔

판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판에 소리를너흔 �지츌연게하야 레코-드와 육셩의 비
교시연회를 십오일밤에 본사 �쳥각(來靑閣)에서 시내의 명사를 초대하야 개최한
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일동회사에셔는 특히 본지독자를 위하야셔 십륙일밤 하
로를 거듭 개최한후 독자위안을 졈한 흥미잇는 시연주회를 � 열터이대 독자초대
권은 신문에 인쇄코자 하얏스나 형편상 시내에만 십오일밤�지 매달부가 난호와 
드리게 되얏스니 �미잇는 십륙일밤 시연회에 다수히 참셕하시기를 바라는바이다 
◇연주순서 1.제전 양우석 2.노래(계락) 현매홍 3.우조(초수대엽)하규일. (매일신
보 1925년 9월 16일.)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일본 축음기회사의 조선가곡 축음기대회에서 서

도잡가 <공명가>가 첫 곡으로 연행된 것과 같이, 일동축음기 회사 주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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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도 서도잡가 <제전>이 가장 첫 곡으로 연행되었다. 흥미로운 점

은 당시 유성기판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동축음기 회사에서 음반을 녹음한

가창자들을 중심으로, 녹음된 유성기음원의 소리와 실제 육성의 비교시연

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축음기회사 주최의 상업적인 공연 외에도 당시에는 기생들의 후원 연

주회에서도 서도잡가가 연행되었다.

명기총출동으로 고학생 동정연주
기생들의 자발뎍 발긔로 고학생의 동정연주할터
有志 의 同情도 바란다
사회의 동졍이 졈졈 박약하야갈사록 곤난하야지는 시내의 고학�을 위하야 유

수한 기�의 자원발긔로 오는 이십륙칠량일에 본사 리청각에서 연쥬�를 개최하야 
갈들회를 후원한다함은 작일본지에 자세히 보도한 바이어니와 당일의 연주할순
서와 연쥬자의 �명은 아�와 갓치 경셩의 명기가 거의 총츌동하다십히 되얏슴으
로 당일의 장판은 일로써 예긔하게 되엿더라 제1일 제1부 1.(개)회사 2.춘향무 3. 
가야금병창 4. 서도좌창 7. 독창 8. 남도입창 9. 서도입창 제2부 1. 춘향가 제2일 
제1부 춘향가. (매일신보 1927년 2월 24일.)

위 인용문은 1927년 2월 24일 매일신보 기사로, 당시 기생들이 고학
생들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후원 연주회에서 춘향무, 가야금병창, 남

도입창, 서도입창, 춘향가 등 다양한 장르와 함께 서도좌창(서도잡가)가 연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도잡가는 20세기 서울의 극장무대에서

흥행에 성공하였고, 그 외 가정박람회, 축음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도

중요한 장르로 연행되었다.

2. 1930년대

1926년 경성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하고107), 1928년 유성기음반의 녹음방

식이 전기녹음방식으로 바뀌면서 전통음악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

107) 경성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개시한 것은 1927년 2월 16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시험방송을 실시하면서 국악방송을 송출하였는데, 신문의 프로그램 안내를 통하여 확인

되는 최초의 국악방송은 1926년 7월 12일(월요일) 오후 7시이다. 김영운, “일제강점기 

국악방송 자료의 성격”,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서울: 민속원, 200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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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도잡가도 다양한 방송활동 및 다양한 악곡들이 유성기음반으로 대거

발매되었다.

가. 연주자

1930년대는 김종조, 김주호 등의 서도창부들과 경․서도 예기들이 주된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이 중 서도창부들은 기존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악

곡들을 대거 녹음하였고, 경․서도 예기들은 기존에 연행되던 악곡들 위주

로 녹음하였다. 193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 취입자를 각 악곡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108)

108) 위 자료는 한국유성기음반 아카이브를 통해 정리하였다. http://sparchive.dgu.edu/

악곡명 연주자
창부 예기

수심가109) 김진명, 유개동, 

김란향, 김란홍, 김송선, 김옥엽, 
김옥진, 김인숙, 김일순, 김일타홍, 
김추월, 박명화, 박부용, 박월정, 

백목단, 손금홍, 손진홍, 산해중월, 
이영산홍, 이진봉, 장학선, 정금홍

엮음수심가
김주호, 김종조, 

최순경, 조기탁, 김하연 

김옥엽, 김부용, 이진봉, 최섬홍, 
장금화, 백모란, 손진홍, 김향란, 

이영산홍, 김일순, 조국향, 이유색, 
장학선, 김부용, 김춘홍, 표연월, 

백운선, 한경심, 박명화 

배따라기 김칠성, 김진명, 최순경
최섬홍, 이금옥, 이영자, 백모란, 
길진홍, 이진봉, 김산월, 김춘홍, 

고일심, 박월정 

자진배따라기 김칠성, 김진명, 최순경
최섬홍, 박부용, 한경심, 이영산홍, 
이진봉, 백모란, 정금도, 이금옥, 

이영자

영변가 김칠성
이영산홍, 박부용, 이진봉, 백운선, 

홍소월, 이금홍, 장학선,

공명가 조기탁, 김하연, 김칠성
최섬홍, 김순홍, 김일순, 이유색, 
김춘홍, 홍소월, 박부용,이진봉, 

[표 2-7] 193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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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는 악곡별로 연주담당자가 나누어진

다. 1910년대부터 꾸준히 불리던 <수심가>, <엮음수심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공명가>는 예기들이 취입한 음반량이 더

많지만, 1930년대 새롭게 등장한 악곡들은 모두 서도창부들에 의해서만 녹

음되었다.

<봉황곡> 이하 <칠석보>의 15곡은 모두 창부들에 의해서만 녹음되었

는데, 15곡 중 <봉황곡>, <악양루가>, <향산록>을 제외한 12곡은 1930년

대에 그 곡명이 처음 보이는 악곡들로, 당시 서도 창부들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1930년대 서도잡가를 녹음한 예기는 고일심, 길진홍, 김란향, 김란홍, 김

부용, 김송선, 김옥선, 김옥엽, 김옥진, 김산월, 김인숙, 김일순, 김일타홍,

김추월, 김춘홍, 박명화, 박부용, 박월정, 백목단, 백운선, 손금홍, 손진홍,

산해중월, 이금옥, 이영산홍, 이영자, 이유색, 이진봉, 장학선, 장향란, 정금

109)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제13집(서울: 학

국민요학회, 2003), 129쪽 표 7 참조.

김옥엽, 장향란, 이영산홍, 김산월
제전 김종조, 김칠성, 최순경 이진봉, 고일심, 박월정, 김순홍

초한가 민칠성, 김진명 김옥선
악양루가 민형식
봉황곡 유개동

악양루가 민형식
향산록 김주호
전쟁가 김주호, 김종조, 최순경

기성팔경 김주호, 김종조, 최순경
화용도 김주호, 김종조, 김칠성

발림엮음 김주호, 김종조, 최순경
날찾네 김주호, 최순경
장한몽 김종조

평양팔경 김종조
평양승지 김주호
지부가 유경
허무가 유경
감별곡 김주호
칠석보 김주호
온정곡 최순경 장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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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조국향, 최섬홍, 표연월, 한경심, 홍소월 등이 있다. 이 중 2곡 이상 녹

음한 예기들은 이진봉, 이영산홍, 장학선, 한경심, 박월정, 최섬홍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1920～1930년대 꾸준히 활동한 예기들이다.

한편, 1930년대 활동하던 대표적인 창부로는 김주호, 김종조, 김칠성, 민

형식, 유개동, 최순경 등을 들 수 있다.

김주호는 평안도 용강 출신으로110) 1907년쯤 출생한 것으로 보이며, 김

관준에게 서도소리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 일제 강점기 때 <맹꽁

이타령>을 작곡112)하였고, 재담소리에 능했으며, 서도잡가, 서도민요, 재담

독경소리, 회심곡 등 다양한 악곡들을 녹음하였다. 특히 빠른 장단에 해학

적인 사설을 촘촘히 엮어 부르는데 능해서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었

다.113) 유성기음반에 <엮음수심가>, <향산록>, <전쟁가>, <기성팔경>,

<화용도>, <발림엮음>, <날찾네>, <평양승지>, <감별곡>, <칠석보> 등

10곡 이상의 서도잡가를 취입하였는데, 위 악곡들은 모두 김주호만의 독특

한 창법적 특징을 보인다.114)

김종조(1898-1948)는 김관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배워

서도창을 잘했고, 신곡에도 뛰어났다. 특히 김관준이 작곡한 작품 중 <적

벽가>의 한 부분을 발췌하여 <화용도>를 만들었고115), <기성팔경>을 창

110) 노재명은 평양출신이라고 기록하였고, 하룡남은 평안도 용강 출신으로 기록하였다. 노

재명, 배뱅이굿(서울: 아름출판사, 2002), 34쪽; 한국의 종교음악 2 하룡남 불교음악

, 빅터유성기음반시리즈 12(서울: 서울음반, 1993)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스승인 김관준이 평안도 용강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김주호 또한 평안도 용강

출신일 확률이 크다. 

111) 이 역시 주장이 엇갈린다. 김관준에게 배웠다는 기록도 있고, 김종조에게 배웠다는 기

록도 있다. 한국의 종교음악 2 하룡남 불교음악, 빅터유성기음반시리즈 12(서울: 서울

음반, 1993); 김인숙, “서도재담 독경소리 연구”, 한국음반학 제14호 (서울: 한국고음

반연구회, 2004), 21쪽. 그러나 김종조는 김관준의 아들로, 김주호와 같은 시대에 활동

하였다. 더욱이 발매된 음원을 들어본 결과, 같은 악곡이라도 김주호 창과 김종조 창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로 보아 김종조보다는 김관준에게 배웠을 확률이 크다. 

112) 이보형․한만영, “잡가, 민요, 입창”,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88

쪽.

113) 정명주, “국문 뒷풀이의 음악적 연구-김주호와 오복녀 소리 비교를 중심으로”, 용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쪽 국악방송 해설 재인용.

114) 다른 창부들에 비해 유난히 사설을 빠르게 엮어부르고, 수심가 3악절로 종지하는 부분

에서도 각 악절의 첫 부분을 엮어 부르는 등 다른 창부들과 확연한 차이를 들어낸다. 

115) 김인숙, “서도재담 독경소리 연구”, 한국음반학 제14호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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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116)하였다. 유성기음반에 <엮음수심가>, <제전>, <전쟁가>, <기성팔

경>, <화용도>, <발림엮음>, <장한몽>, <평양팔경> 등 다양한 서도잡가

를 취입하였다. 그 중 <장한몽>과 <평양팔경>은 김종조에 의해 녹음된

음원만 발매된 점으로 미루어보아117), 위 두곡은 김종조가 선율을 새롭게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칠성은 평양출신으로 김관준의 제자이며 “두루미 칠성”으로 이름을

날리던 명창118)으로, 김정연도 어려서 그 문하에서 서도소리를 잠깐 배웠

다고 한다.119) 그는 <별조 공명가>를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박월정에게 전승되었다.120) 서도잡가, 서도민요, 서도 산타령 등 다양한 악

곡을 녹음하였고, 고일심의 <수심가> 음원121)에서 가야금반주를 녹음한

것으로 보아 가야금 연주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122)그가 취입한 서

도잡가에는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제전>, <화용도>

등이 있다.

최순경(1905-1948)은 평안남도 순천 출신의 서도명창으로 김관준 문하

에서 공부하였고, 당시 서도명창 가운데 첫 손에 꼽혔다. 그의 장기는 <배

뱅이굿>이였으며,123) <배뱅이굿>외에도 서도민요, 서도잡가, 서도무악(다

리굿) 등 다양한 장르의 서도소리를 녹음하였다. <수심가>, <엮음수심

2004), 21쪽, 이보형․한만영, “잡가, 민요, 입창”,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88쪽 재인용. 

116)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223쪽.

117) 위 두 곡은 당시 방송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김종조에 의해 녹음된 음원이 유일무

이하다. 

118)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253쪽.

119) “김칠성은 김정연 부친의 친구분으로, 김정연은 어렸을 때 김칠성에게 서도소리를 배

웠다고 이은관 선생이 증언했어.” 이보형 대담자료, 2014, 10월 24일 16시 자택.

120) 현재 <별조공명가>의 유성기음반은 박월정이 녹음한 음반이 유일하다. 제비표조선레

코드B84(A,B), 공명가, 박월정; 제비표조선레코드B87(A,B), 공명가, 박월정.

121) columbia C40648(A), 수심가, 고일심, 가야금 김칠성, 대금 김영환, 1935; columbia 

C40648(B) 반갑도다, 유개동, 가야금 김칠성, 장고 민완식; columbia 40641(A), 놀량, 

김태운, 세적 고재덕, 가야금 김칠성, 장구 민완식, columbia 40641(B), 자진방아타령, 

김태운, 세적 고재덕, 가야금 김칠성, 장구 민완식. 

122) 김민지, “서도민요 수심가 가야금 반주 연구 : 일제강점기 김칠성·김우학의 연주를 중

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8~9쪽.

123) 이보형․한만영, “잡가, 민요, 입창”,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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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제전>, <전쟁가>, <기성팔경>, <발

림엮음>, <날찾네>, <온정곡> 등 10여곡의 서도잡가를 녹음하였다.

민형식은 황해도 출신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제자를 양성했으며,124)개성

권번의 사범125)으로, 그의 소리는 김옥선,126) 허영숙,127) 양소운128) 등에게

전해졌다. 현재 불려지는 <초한가>를 창작한 것으로 보이며129), 서도민요,

재담소리 등을 녹음하였는데, 특히 재담소리 <꿩타령>이 그의 장기였던

것으로 보인다.130) 서도잡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양루가>를 녹음하였

다.131)

유개동(1898-1975)은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알려졌지만 1910년대 문영

수에게서 서도소리를 배운 적도 있으며, 경․서도 민요에 두루 능한 창부

였다.132) 장계춘에게 가사, 박춘경에게 잡가, 최경식에게 가사와 시조를 배

웠고 입창에도 능했으며,133) 한성권번에서 경기잡가, 서도잡가, 민요를 가

르쳤다.134) 당시 경기민요, 경기잡가, 서도잡가, 신민요 등 다양한 악곡들을

녹음하였는데, 서도잡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봉황곡>을 녹음하였고,135)

124) ｢봉산탈춤의 미얄할미 양소운｣, 경향신문, 2007년 7월21일.

125)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317쪽.

126) 김옥선은 서도잡가<초한가>의 음원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음원을 녹음한 예기

이며,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서도잡가 <초한가 >로 방송에 많이 출현하였다.

127) 민형식과 함께 경성방송국에서 <악양루가>를 2차례 공연하였다. 1935. 5.21 타령, 

처녀가, 사슬방아, 둥게타령, 악양루, 산염불, 민형식, 허영숙/ 1935. 6.14 악양루가, 
타령, 처녀가, 사슬방아, 갈기보다, 군밤타령, 민형식, 허영숙. 한국정신문화연원편, 경성

방송국 국악방송목록(서울: 민속원, 2000), 237-241 발췌.

128) 황해도 재령군 장수면 양현리 출생으로, 어린시절 김진오(김진명)를 만나 사설초한가 

등 서도 12잡가를 배웠고, 12세부터는 해주 권번에서 양희천에게 서도잡가를, 문창규(文

昌奎)에게 배뱅이굿을, 유정철에게 가야금을 배웠다. 이후 인간문화재 17호(봉산탈춤, 

1967년), 34호(강령탈춤, 1971년)로 지정돼었다. 이규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서울: 현암사, 1995), 78쪽.

129) 김문성, “서도소리의 경제화”,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5호(남북문화예술학회, 

2009), 216쪽.

130) 꿩타령은 현재 민형식에 의해 녹음된 음원만 전하며, 1935년 경성방송국에서 두 차례

에 걸쳐 허영숙과 함께 꿩타령을 방송하였다.

131) <악양루가>는 1910-1920년대 잡가집에 여러 번 수록된 악곡이지만, 현재 민형식에 

의해 녹음된 음원만 전하며, 1935년 경성방송국에서 꿩타령과 함께 두 차례 연행되었다. 

132)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학국민요

학회, 2003), 130쪽.

133) 이보형․한만영, “잡가, 민요, 입창”,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88쪽.

134) 이보형․한만영, “잡가, 민요, 입창”,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 37 -

김주호의 <향산록>에서는 장구반주를 담당하였다136).

김진명(1913-1997)은 황해도 출신의 명창137)으로, 해방 이후에는 북한

에서 활발한 활동을 펄쳤다. 누구에게 서도소리를 배웠는지 정확히 알려지

진 않았지만 김경복에 의하면 최순경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138) 서도

잡가, 서도입창, 서도민요, 재담소리, 경기입창, 경기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유성기음반에 녹음하였으며139), 서도잡가 중에서는 <초한가>(2번), <배따

라기>, <자진배따라기>를 녹음하였다.

1930년대 서도잡가의 연주자는 예기와 창부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예기들은 이진봉, 이영산홍, 장학선, 한경심, 박월정, 최섬홍 등으

로, 이들은 1920년대에 이어 1930년대에도 꾸준히 활동하였다. 이들은 창

부들보다 더 많은 음원을 취입하고, 방송활동도 훨씬 활발히 함으로써140)

서도잡가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김주호, 김종조, 김칠성, 최순경 등의 서도창부들은 대다수가 김관

준의 제자로, 1910-1920년대 평양날탕패의 일원인 문영수, 이정화가 서울

에서 인기가 높았을 때, 같은 시기 평양에서 인기 있게 활동하였다. 이 후

1930년대에 들어 다양한 서도잡가를 창작하여 음원으로 취입하면서 서도

잡가의 중요한 연주자로 대두되었다. 이 중 김칠성은 1913년도에 광교기생

조합에서 기생들을 가르쳤고, 유개동은 한성권번, 민형식은 개성권번의 사

135) columbia40638(A) 반갑도다 유개동, 가야금김칠성, 장구민완식, 1935; <반갑도다>는 

<봉황곡>과 동일한 사설의 악곡으로, 첫 시작사설인 “반갑도다”를 악곡명으로 붙인 것이다.

136) columbia40631(A,B) 향산유람가 김주호, 장구유개동, 1935. 

137) 김문성, “서도소리의 경제화”,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5호(서울: 남북문화예술학

회, 2009), 216쪽.

138)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제13집(서울: 학

국민요학회, 2003), 130쪽, 콜롭비아유성기원반 (12) 최순경 서도소리 해설서, 4쪽 재

인용.

139) <초한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등의 서도잡가와, <놀량>, <앞산타령>의 서도

입창, <금드렁타령>, <야월산유가>, <산염불>등의 서도민요, <뒷산타령>등의 경기입창, 

<도라지타령>, <방아타령>등의 경기민요, <간장타령>등의 재담소리를 녹음하였다.

140) 실제로 당시 경성방송국의 창자별 서도잡가 연주 횟수를 살펴보면, 서도 창부 중에서

는 유개동을 제외하면 김종조는 2회, 최순경은 1회, 민형식은 5회 방송되었다. 반면 경․
서도 예기인 이진봉은 <공명가>만 32회, <배따라기> 15회, <수심가> 39회고, 곡명 없

이 서도잡가만으로 기재된 경우는 87회로 총 173회 방송되었고, 김옥엽, 이영산홍 등의 

예기들도 평균 100회 이상 방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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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예기들을 가르쳤다.

이렇듯 1930년대 음원이나 방송활동은 예기들에 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당시 활동했던 창부들은 대부분 권번에서 남성 소리선생으로 활

동하며 예기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기들에 비해 음악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새롭게 창작된 악곡들은 대부분 남성 창부들

에 의해 취입되었고, 예기들은 권번에서 학습한 대표적인 서도잡가 위주로

연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 연행악곡

1930년대에는 다양한 서도잡가가 유성기 음반으로 대거 발매되었다. 아

래 [표 2-8]은 20세기 초반 유성기음반에 녹음된 서도잡가의 목록으로, 각

곡목별 유성기음반의 발매횟수를 연대별로 정리하였고 동일 연주자에 의

한 재발매는 생략하였다.141)

잡가집수록 곡명 1910 1920 1930 총횟수 순위

잡가집
수록곡

수심가 2 19 56 77 ①
엮음수심가 1 23 48 72 ②

영변가 1 3 21 25 ③
배따라기 3 5 15 23 ④

자진배따라기 2 3 11 16 ⑥
공명가 4 17 21 ⑤
제전 1 10 11 ⑦

초한가 2 2 ⑬
악양루가 1 1 ⑭
봉황곡 1 1 ⑭
향산록 1 1 ⑭

잡가집
비 수록곡

전쟁가 6 6 ⑧
화룡도 4 4 ⑨

기성팔경 3 3 ⑩
발림엮음 3 3 ⑩
날찾네 3 3 ⑩
장한몽 1 1 ⑭

평양팔경 1 1 ⑭
지부가 1 1 ⑭
허무가 1 1 ⑭

[표 2-8] 20세기 전반기 서도잡가 음반의 연대별 발매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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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도잡가의 유성기음반 발매는 1930년대에 집

중되었다. 1910-1920년대 잡가집에 수록되었던 11곡 중 <수심가>, <엮음

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제전>, <자진배따라기>, <공명가>의

7곡은 1930년대에도 꾸준히 연행되었다. 그러나 <봉황곡>, <악양루가>,

<향산록>은 유성기음반으로 1번씩만 발매142)된 점으로 미루어, 1910

-1920년대에 비해 점차적으로 덜 불린 것으로 파악된다.

1930년대에는 잡가집에 수록되어있지 않았던 다양한 서도잡가도 유성

기음반으로 발매되었다. <전쟁가>, <화용도>, <기성팔경>, <발림엮음>,

<날찾네>, <장한몽>, <평양팔경>, <지부가>, <허무가>, <패성가>, <감

별곡>, <온정가>, <칠석보>, <관동팔경>, <평양승지>가 유성기 음반으

로 발매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곡들은 1회성 녹음에 그쳤고, <전쟁

가>, <화룡도> 등이 여러 차례 녹음되었다.

이로써 1930년대는 1910-1920년대에 연행되던 11곡의 서도잡가 외에

15곡 이상의 다양한 서도잡가가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불린 악곡들은 대부분 1회성 녹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1910-1920년대

부터 연행된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제전>,

<공명가>, <자진배따라기>가 인기 있는 악곡으로 꾸준히 연행되었고, 새

롭게 만들어진 악곡들 중에는 <전쟁가>, <화룡도> 등이 그나마 여러 차

141) 위 자료는 배연형, “서도소리 유성기음반 연구”, 한국고음반연구회 통권 제14호(서

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전집(서울: 한

걸음더, 2011)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의 순위는 음원발매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

긴 것으로, 1번만 발매된 음원의 순위는 생략하였다. 

142) 1935년 김주호가 <향산록>, 같은 해 유개동이 <반갑도다>, 1936년 민형식이 <악양

루가>를 발매하였다. 유개동이 발매한 <반갑도다>는 잡가집에 수록된 <봉황곡>의 사설

과 동일한 악곡으로, <봉황곡>의 첫 시작사설인 “반갑도다”를 악곡명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패성가 1 1 ⑭
감별곡 1 1 ⑭
온정가 1 1 ⑭
칠석보 1 1 ⑭

관동팔경 1 1 ⑭
평양승지 1 1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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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연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목록을 통해 1930년대 연행된 악곡들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2-9]는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서도잡가의 곡목별 방송횟

수를 정리한 표이다.

위 [표 2-9]에 의하면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

기>, <공명가>, <초한가>, <자진배따라기>, <제전>, <악양루가>, <전쟁

가>의 10곡만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유성기음반에 다양한 악곡

들이 발매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방송된 10곡 중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322회), <배

따라기>(286회), <공명가>(229회)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당시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던 서도잡가임을 짐작케 하고, 초한가(50회), <자진

배따라기>(65회)도 당시 인기 있게 불리던 악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유성기음반으로 3번만 발매된 <초한가>가 49회 방송된데 반해 유성

기음반으로는 10번 이상 발매된 <제전>이 4번만 방송된 점이 특이하다.

이는 연주 담당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방송에 출

악곡
년도 수심가

엮음
수심가

배따라기
자진

배따라기
영변가 공명가 초한가 악양루가 제전

1926 6 2 1 2 3 1
1927 13 3 3 3
1928 2 5
1929 40 3 6
1930 67 24 33 22
1931 67 22 26 16
1932 63 13 23 21
1933 73 46 4 71 28
1934 75 39 90 70 40
1935 9 65 16 5
1936 3 19 12 9 1 2 1 2
1937 3 3 19 30 12 4 2
1938 2 1 30 8 17 12 1
1939 8 7 19 13 20 15 9 2
1940 18 17 4 21 30 16
1941 3 1 4 16 13
1942 1 8
1943
1944 1
합계 449 151 286 65 322 229 50 2 4

[표 2-9] 1926-1940년 서도잡가의 방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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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했던 연주 담당층은 주로 경․서도 예기였는데 반해, 유성기음반에 <제

전>을 취입한 연주 담당층은 경․서도 예기보다는 서도 창부였기 많았기

때문에143), 유성기음반으로 여러 번 발매된 <제전>이 라디오방송에서는 1

번만 방송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방송과 음반의 연주 담당층이 달랐던

이유로는 당시 방송출현의 교섭단체가 주로 권번이었고, 아울러 예기들이

방송을 하기 용이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44)

1930년대는 유성기음반 및 경성방송국 방송에서 다양한 서도잡가가 연

행되었다. 1910-1920년대 잡가집에 수록되었던 11곡 중 <수심가>, <엮음

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제전>, <자진배따라기>, <공명가>의

7곡은 1930년대에도 꾸준히 연행되었다. 그러나 <봉황곡>, <악양루가>,

<향산록>은 1930년대에는 유성기음반으로 1번씩만 발매145)되어 1910

-1920년대에 비해 점차적으로 덜 불린 것으로 파악된다.

다. 연행형태

1910-1920년대에는 사설극장, 박람회, 축음기회사 주최의 축음기대회에

서 서도잡가가 연행되었다면, 1930년대에는 다양한 주최에 의한 명창대회

에서 서도잡가가 연행되었다.

[명창대회 明夜] -사흘동안 단성사에서-  
예찬회 주최와 본보경긔지국 후원으로 명20일부터 3일간 부내 단성사에서 전조

선 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데...(중략)...평양기생권번 장학선, 한경심, 박창근, 김용
건 (매일신보 1931년 11월 15일). 

143) <제전>을 취입한 연주자는 김종조(2회), 최순경(2회), 김칠성(1회), 양우석(1회), 박월

정, 고일심(2회), 김순홍, 이진봉으로 총 6번이 서도창부에 의해 발매되었다.  

144) 당시에는 전부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출연자를 일일이 방송국 자동차로 제 시간에 대

어서 방송국으로 모시는 것이 큰일이었다. 비상수단으로 자동차 운전수가 생각나는 대로 

기생 한 사람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다...당시 방송 출연자와의 방송교섭은 조선권번, 

한성권번, 조선정악전습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혜구, “1930년대의 국악방송”, 국악원

논문집9 (서울: 국립국악원, 1997), 250~251쪽.

145) 1935년 김주호가 <향산록>, 같은 해 유개동이 <반갑도다>, 1936년 민형식이 <악양

루가>를 발매하였다. 유개동이 발매한 <반갑도다>는 잡가집에 수록된 <봉황곡>의 사설

과 동일한 악곡으로, <봉황곡>의 첫 시작사설인 “반갑도다”를 악곡명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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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1931년 매일신보에 수록된 기사로, 예찬회와 매일신보
경기지국의 후원으로 단성사에서 전 조선 명창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평양

기생권번에서는 장학선, 한경심 등이 명창대회에서 연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來靑閣에서 명창대회
예극동우회 주최 전조선 일류명창대회는 31일 저녁부터 4월4일�지 본사 누상 

래청각에서 개최될터인데 시내 종로 2정목 주단 포목상 해동상회에서 후원하야 동
상점에서 5원의 물품을 매상하는 인사에게는 게상 입장권 한 장식을 증정하기로 
되엿다하며 금번 출연가수는 남북조선의 일류남녀만 모아 공전의 대명창대회를 일
을 모양인데 출연자는 아래와 갓다한다. 산해중월, 정금홍, 서도 이진봉, 김옥엽, 
백목단, 이진홍, 남도 정정렬, 오태석, 박녹주, 김초향 (매일신보 1934년 4월 1
일).

위 인용문도 역시 명창대회에 관련된 것으로, 1934년 포목상인 해동상

회의 후원으로 명창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출연자는 총 10명으로, 그 중 서

도 명창은 이진봉, 김옥엽, 백목단, 이진홍의 4인으로 모두 예기였다는 기

록이다.

명창대회개최-조선음악 연구회의 주최로 장속천전공회당서-
서양음악의 진출로 인하야 점점 쇠퇴하야가는 조선의 고유한 가요를 다시 부흥

식히고자 유지 몃몃치 얼마전에 전조선남녀명창 송만갑, 정정렬, 김창환, 이동백, 
오태석, 김초향, 박녹주, 김옥엽, 이진봉, 주난향 등 삼십여명의 명기명창을 망라하
야 조선성악회를 새로이 조직하야 적극적으로 연구를 거듭하야 그 1회 공연을 개
최하야 다대한 환영을 밧고 이래로 열심히 연구해오든 중 그 내용을 더욱이 충실
히 하는 동시에 그 일흠을 조선음악연구회라고 개정하고 오는 12, 13, 14 3일간 
부내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제 2회 명창음악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입장료는 1원과 
70전이라고 한다. (매일신보 1934년 6월 8일).

위 인용문은 1934년 매일신보의 기사로, 당시 조선음악 연구회 주최
로 명창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남도의 송만갑, 정정렬, 김창환 등의 대표적

인 명창들과 함께 김옥엽, 이진봉이 함께 연행하였다는 기록이다. 신문에

실린 명창 중 송만갑 이하 박녹주의 7명은 모두 남도 명창이고, 이진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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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엽은 경․서도 예기로, 당시 경상도나 타 지역 명창들에 비해 서도지

역의 명창들이 활발히 연행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행가수 호화진용
장안 안 인기를 췹쓸고 잇는 본사 주최의 ｢대중연예의 밤｣은 드듸어 오늘밤부터 

개막을 하게 되엇다. 무사람이 모혀도 ｢대중연예의 밤｣이야기를 하고 길거리를 오
고가는 사람도 오늘밤 이야기를 하야 ｢대중연예의 밤｣은 과연 거리의 중심화제로 
되어잇다 오늘밤의 이야기로 �을 피우고 잇는걱이 무리가 아니니 관현악 무용 창
극조 유행가 만요 촌극 기생가요 신민요 등으로 오색이 영롱한 ｢프로그램｣을 짠�
닭이다...(중략)...그 외에 기생 가곡에 잇어서는 한성권번 으로부터 김옥엽, 장학
선, 김추월의 3양이 출연키로 하얏고 종로권번으로부터는 강매홍, 묵게옥, 조백오
의 ｢추리오｣가 ｢마이크｣ 압헤 스게 되엇다. 그리하야 조선의 향토적정서가 풍부한 
｢조선소리｣로서 이를 밤의 대관중을 흥겨웁게 할것이니 이 ｢조선소리｣에도 만흔 
흥미를 느� 것이다. (매일신보 1938년 12월 22일).

위 인용문은 1938년도 기사로, [대중연예의 밤]에서 인기 있는 명창들이

나와 관현악, 무용, 창극조, 유행가, 만요, 촌극, 기생가요, 신민요 등 다양

한 장르를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옥엽, 장학선이 한성권번의 대

표로 출현함 점으로 미루어 당시 이들이 한성권번에서 인기 있게 활동하

던 예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930년대는 주로 명창대회에서 경․서도 예기들에 의해 서도잡

가가 연행되었으며, 명창대회는 다양한 단체의 후원 및 주최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명창대회는 남도 지역의 명창들과 같이 연행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남도지역에서는 송만갑, 김창룡 등의 남성 창부들이 활발

히 활동한 점에 반해 서도지역에서는 남성 창부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오히려 예기들에 의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3. 1940년대 이후

1940년대 이후는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 해방(1945), 미

군정기(1945-1948), 한국전쟁(1950-1953) 등 급변하는 시대로, 당시 전통음

악계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 시기 서도잡가는 사실상

창작이 단절되었고146), 예전에 불리던 악곡들만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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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주자

1940-1960년대는 명창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난다. 1940년대는 라디오를

통해 장학선, 김릉옥, 임권순, 김옥심, 이창배 등의 경․서도 명창들이 등장

하기 시작했다.147) 1940-196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 취입자를 각 악곡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8)

위 [표 2-10]에서 볼 수 있듯이 1940-1960년대는 서도소리꾼과 서울소

리꾼으로 나눌 수 있다. 서도소리꾼 중에는 장학선, 이은관, 이정렬, 이반도

146) 해방 이후에는 이창배에 의해 <관동팔경>, <적벽부>가 창작되었는데, <적벽부>는 서

도송서에 해당하는 악곡이므로, 사실상 해방이후 창작된 서도잡가는 <관동팔경> 한 곡으

로 볼 수 있다.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71쪽. 

147)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제13집(서울: 학

국민요학회, 2003), 133쪽.

148) 위 자료는 김문성, “서도잡가의 경제화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5호(서울: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207-211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연주자
악곡명

연주자
서도소리꾼 서울소리꾼

수심가
장학선, 백신행, 이은관, 이정렬, 

이반도화
김옥심, 묵계월

엮음수심가
장학선, 백신행, 이은관, 이정렬, 

이반도화
배따라기 이은관, 백신행 안비취, 이은주, 지관팔, 김순태

자진배따라기 이은관, 백신행
영변가 이은관, 백운선 지관팔, 노은화, 고백화

공명가
장학선, 이은관, 이정렬, 

이반도화, 김춘홍
김옥심,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지관팔

제전 장학선, 이은관
김옥심, 묵계월, 안숙정, 이은미, 

지관팔, 지연화
초한가 묵계월, 지관팔, 노은화, 고백화

기성팔경 지관팔
화용도 장학선, 김춘홍, 이정렬

발림엮음 지관팔
장한몽 이은관 지관팔

[표 2-10] 1940-1960년대 서도잡가의 음반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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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김춘홍, 백신행이 서도잡가를 취입하였고, 경기소리꾼 중에서는 김옥

심, 묵계월, 지관팔, 안비취, 이은주, 노은화, 고백화, 안숙정, 지연화, 김순

태 등이 서도잡가를 취입하였다. 이 중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서

도소리꾼으로는 장학선, 이정렬, 이반도화, 이은관을 꼽을 수 있다.

장학선(1906-1970)은 평양 태생으로 10세에 평양의 큰 관우물 소릿방에

입소하여 서도창을 배우기 시작했고, 14세에 평양 기성 권번에 입학하여

김밀화주 선생에게 서도창을 배웠고, 19세에 팔도명창대회에서 <수심가>

로 1등에 입상하였다. 그 후 <수심가>를 비롯해 다양한 서도잡가를 취입

하였고149), 해방 이후에도(1959) 팔도명창대회에서 1등상을 받고, 1969년

<수심가>와 <관산융마>로 제 29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150)

1940-1960년대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한 명창이다.

이정렬(1920-?)은 평양 기성 권번에서 김밀화주, 산호주에게 사사하였

고, 해방이후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였다. 1940-1960년대 장학선,

이반도화와 함께 대표적인 서도명창으로 활동하였다.

이반도화(1920-1973)도 평양출신으로, 김밀화주, 산호주에게 사사하였

으며, 1935년에 평양에서 명창대회에 출연하였고, 1937년에는 경성방송국

에서 서도창을 발표151)하는 등 1930년대부터 서도명창을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이정렬과 함께 연행활동을 하였다.

이은관(1917-2014)은 강원도 이천 출신으로 17세때 무렵 황주권번에서

이인수에게 배뱅이굿을 비롯하여 서도소리를 배웠고, 1940-1945년 신불출

일행에서 활동하면서 배뱅이굿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여 이후 남한에

서 배뱅이굿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하였다.152) 20세기 후반기에는 배뱅이굿

만 중점적으로 연행하였으나, 20세기 중반기에는 <배뱅이굿>외에도 <수

심가>, <장한몽>, <공명가>, <영변가>, <제전>, <배따라기> 등의 다양

한 서도잡가를 녹음하였다.

악곡별로 취입자를 비교하면, <수심가>, <엮음수심가>는 서도소리꾼

149)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73쪽.

150)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773쪽.

151)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638쪽.

152) 김인숙, “배뱅이굿 음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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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취입한 반면, <제전>, <초한가>는 서도소리꾼에 비해 서울소리꾼

들이 많이 취입하였다.

1970년대 초반 장학선과 이정렬이 작고하고, 이반도화도 미국으로 이민

을 가게 되면서153) 창자들의 교체가 일어난다. 또한 1940-1960년대는

‘경․서도 소리’라 하여 경기, 서도 양영역을 아우르던 창자들이 경기소리

와 서도소리로 각각 한쪽 영역만을 담당하게 되면서,154) 서도잡가는 사실

상 김정연과 오복녀의 전유물이 된다.155) 1970년대 이후 서도잡가의 음반

취입 현황은 [표 2-11]과 같다.156)

153)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73쪽.

154) 묵계월 인터뷰, 서울 마포 성산동 주공아파트 자택 : 2000년 10월 5일, “문화재가 된 

후 우리는 12잡가만 해야 했어. 서도 분들은 서도소리만 하고. 그것이 요즘 말로 예의인 

거지.” 김문성, “서도잡가의 경제화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5호(서울: 남북문

화예술학회, 2007), 201쪽 재인용.

155)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제13집(서울: 학

국민요학회, 2003), 134쪽.

156) 1970-1980년대 음원자료목록은 이용식, 위의 논문, 134-135쪽에 수록된 레코드 목

록을 참조하였고, CD목록은 정창관의 국악CD음반세계 http://www.gugakcd.kr를 참조하

여 작성하였다.

연대별 연주자
악곡명

1970 1980 1990

수심가
이정렬, 김춘홍, 장학선, 

이반도화, 오복녀, 김정연
이은관, 김정연, 이정렬, 

이반도화
오복녀, 김광숙

엮음수심가
이정렬, 김춘홍, 장학선, 

이반도화, 오복녀, 김정연
김정연, 이은관, 이정렬, 

이반도화
오복녀, 김광숙

배따라기
이정렬, 김춘홍, 장학선, 

오복녀, 김정연
김정연, 오복녀

자진배따라기 오복녀, 김정연 김정연, 오복녀

영변가
이정렬, 김춘홍, 이반도화, 

김정연, 오복녀
김정연, 이은관 오복녀

공명가
이정렬, 김춘홍, 장학선, 

김정연
이은관 오복녀, 김광숙

제전 장학선, 김정연, 오복녀 김정연, 오복녀, 유지숙
초한가 김정연 김정연,이은관 오복녀, 김광숙
화용도 김정연
장한몽 김정연 오복녀

[표 2-11] 1970년대 이후 서도잡가의 음반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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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11]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이후에는 김정연, 오복녀 두

사람이 서도잡가를 중점적으로 취입한다. 1970년대 초반까지 이정렬, 이반

도화, 김춘홍이 녹음한 음원이 발매되고157),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김

정연, 오복녀가 녹음한 음원이 대거 발매되었다.158)

김정연(1913-1987)은 평양 출신으로 김칠성에게 서도소리를 전수받았

다. 해방 후 서울에서 활발할 활동을 펼치다가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70-1989년대 오복녀와 함께 활

발한 연주활동을 하였고, 1979년 『서도소리대전집』을 출간하였다. 159)이

렇듯 1970년대 이후에는 김정연과 오복녀가 서도잡가의 중요한 가창자로

활동하였다.

오복녀(1913-2001)는 평양 출신으로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리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평양 서문고녀 시절 김밀화주에게 소리를 배운 장금화

로부터 서도소리를 배웠고, 이 후 서울에 상경하여 정학기, 정남희, 하규일,

주수봉, 김상순에게 각각 가곡, 가야금, 정재, 경기12잡가, 양금등을 배웠다.

그러나 화류계를 떠났다가 1967년 김정연은 만나면서 다시금 소리의 길로

접어 들었고,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로 지

정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160) 이렇듯 1970년대 이후에는 김정연과

오복녀가 서도잡가의 중요한 가창자로 활동하였다.

157)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6 서도소리,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3복각; 서도

잡가 제1집, 제2집, 힛트레코드, 1970.

158) 서도소리대전집 2집, 4-6집(서울: 성음제작소, 1972); <수심가>, <엮음수심가>,  

<공명가>, <날찾네>, <초한가>, <제전>, <배따라기>, <자즌배따라기>, <향산록>, <전장

가>, <봉황곡>, <영변가>, <장한몽가>, <초로인생> 수록.

159)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73쪽; 송방송, 한겨례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218쪽.

160)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제13집(서울: 학

국민요학회, 2003), 135-136쪽. 

초로인생 오복녀 오복녀
전쟁가 김정연
봉황곡 오복녀
향산록 김정연
날찾네 김정연 오복녀



- 48 -

나. 연행악곡

1940년대 이후는 국악방송은 현격히 줄어들었고, 서도잡가의 유성기음

반 및 lp161)의 발매량도 전 시대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래 표는

1940년대 이후 발매된 유성기 및 lp의 음반목록이다.162)

위 [표 2-12]에서 볼 수 있듯이 1940년대에는 1930년대에 비해 서도잡

가의 음반 발매량 및 악곡의 종류가 줄어들었다. 잡가집에 수록된 악곡 중

에서는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

161) 1948년 콜롬비아 레코드사에 의해 처음으로 lp가 등장하였다. 김토일, 소리의 문화사

-축음기에서 MP3까지 살림지식총서 204권(서울: 살림출판사, 2005) 그러나 우리나의 

경우 lp의 도입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미국으로부터 이른바 ‘원반’이 들어오면서 가능해졌

고, 본격적인 생산 및 녹음은 1950년대 말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된다. 김태현, “국악음

반 제작 현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950~60년 녹음방식 변화 시기를 중심으로”, 추계

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쪽.

162) 1940-1945년도 발매된 유성기음반 목록은 동국대학교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sparchive .dgu.edu를 통해 발췌하였고, 1945년 이후의 유성기음반 및 lp음원 목록은 

김문성, “서도잡가의 경제화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5호(서울: 남북문화예술

학회, 2007), 207-211쪽, <표1>, <표3>에서 발췌함. 

잡가집 수록여부 곡명 유성기 L.P. 총횟수 순위

수록

수심가 5 10 15 ②
엮음수심가 5 10 15 ②

영변가 5 8 13 ④
배따라기 1 6 7 ⑥

자진배따라기 1 3 4 ⑧
공명가 2 14 16 ①
제전 2 11 13 ④

초한가 1 5 6 ⑦
봉황곡 1 1 ⑪
향산록 1 1 ⑪

비수록 기존에 연행되던 
악곡

전쟁가 1 1 ⑪
화용도 2 2 ⑩

기성팔경 1 1 ⑪
발림엮음 1 1 ⑪
장한몽 4 4 ⑧

처음 보이는 악곡 초로인생 1 1 ⑪

[표 2-12] 1940년대 이후 서도잡가 음반의 발매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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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명가>, <제전>, <초한가>, <봉황곡>, <향산록>의 10곡이 발매

되었고, 1930년대부터 연행되던 악곡 중에는 <전쟁가>, <화용도>, <기성

팔경>, <발림엮음>, <장한몽>가 발매되었고, <초로인생>만이 처음 보이

는 악곡이다. 이렇듯 1940년대 이후 발매된 음원은 <초로인생>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은 기존에 연행되던 악곡이 꾸준히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반 발매량을 살펴보면, <공명가>가 16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제전>, <배따라기>, <초한가>,

<장한몽> 등의 악곡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930년대 <수심가>, <엮음

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공명가>, <자진배따라기>, <제전> 순

으로 음반 발매량을 기록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즉 1940년대에 와서 <공

명가>가 <수심가>, <엮음수심가>와 함께 가장 많이 연행되었고, <제전>,

<초한가>, <장한몽>이 이전 시대에 비해 연행횟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배따라기>는 전 시대에 비해 연행횟수가 감소하였다.

다. 연행형태

1940년대 이후 서도잡가는 라디오, 공개방송, 극장무대 등에서 연행된

다. 1956년 경향신문에 실린 라디오 시간표에 의하면 낭독, 동요, <바하
의 미사>, 연속방송극<운현궁의 봄> 등과 함께 서도잡가 <공명가>가 연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래듸오 27일 일요일 동요 
박준식지도, 일오입체낭독, ｢설날과 용사｣(김인수 작), 명곡감상 <바하의 미사>, 

연속방송극 ｢운현궁의 봄｣(김동인작), 서도잡가 공명가...(중략) (경향신문 1953
년 12월 27일).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서도잡가가 공개방송으로 연행되었던 기사

도 찾을 수 있다.

개국 4周 맞은 동아방송
...(중략) 개국기념 벚꽃놀이 야외 공개방송은 23일 오후 1시 10분부터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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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3부로 나누어 제 1부 ｢민속의 향연｣은 장소팔, 고춘
자 사회로 경기잡가, 서도잡가, 남도창이 국립국악원 연주단 반주로 김소희 등 10
명에 의해 불려진다. (동아일보 1967년 4월 20일).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 후반에는 야외에 특설무대를 설

치하고 공개방송으로 서도잡가가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 시

대까지는 대부분 장구반주로만 연행되었었는데, 이 당시는 악단의 반주에

맞춰 연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와서는 김정연, 오복녀에 의해 서도가무 발표회가 개최된

다.

서도가무 발표회 27일 국립극장
서도가무 발표회가 동아일보, 동아방송 후원으로 27일 오후 3시 반 국립극장 소

극장에서 개최된다. 연출에 김정연, 진행에 오복녀씨가 맡을 이 서도가무 발표회에
서는 서도입창 <경사거리>, <초목이>, <놀량>와 서도좌창 <공명가>, <배따라기>, 
<잦은배따라기>, <초한가> 그리고 서도민요 <수심가>, <난봉가>, <영변가>, <몽금
포타령>, <호미타령>, <산염불>, <방아타령>, <개성난봉가>, <양산도> 등이 공연
된다. (동아일보 1977년 6월 23일).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연 연출, 오복녀 진행에 의해 서도입

창 3곡, 서도좌창 4곡, 서도민요 9곡이 공연되었다. 그 전시기 까지는 다른

장르의 악곡들과 같이 연행이 되었는데 반해 1970년대에 와서는 공연전체

를 서도소리만으로 연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 소결론

본 장에서는 1910-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나

누어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로 나누어 연주

자, 연행악곡, 연행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1920년대는 서도잡가가 서울무대로 진출하여, 인기 있는 장르로

연행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풍류방이나 시정음악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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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20세기에 와서 극장과 음반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음악유통양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각 지역의 음악인들의 서울진출이 이어

졌고, 서도의 음악인들 또한 서울로 진출하게 된다. 이 시기 서도의 음악인

들 중에서는 평양날탕패가 서울로 진출하였다. 평양날탕패는 문영수, 이정

화가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서도 선소리패로, 서도 산타령(입창)을 주요

레퍼토리로 연행하던 집단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서울지역에서 활동

하던 시절에는 서도소리 외에 경기소리와 남도소리 등 다양한 장르를 연

행하였으며, 서도소리 중에서도 서도 산타령보다 오히려 <수심가>, <배따

라기>와 같은 서도잡가(좌창)를 주요 레퍼토리로 연행하였다. 1920년대 들

어 평양날탕패의 활동은 줄어들었고, 대신 이진봉, 김옥엽, 이영산홍, 최섬

홍, 백운선, 손진홍, 표연월 등의 경․서도 예기들과 서도창부 양우석 등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당시 연행된 서도잡가에는 <수심가>, <배따라기>,

<엮음수심가>,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악양루가>, <봉황곡>, <초

한가>, <제전> 등이 있는데, 평양날탕패는 이 중에서 <수심가>, <배따라

기>, <엮음수심가>, <자진배따라기>, <영변가>의 5곡을 주요 레퍼토리

로 연행하였다. 이들은 주로 경기명창 박춘재와 함께 원각사, 광무대, 단성

사 등의 실내극장에서 연행하였다.

1930년대는 새로운 유형의 서도잡가가 유성기음반으로 대거 발매되었

다. 이 시기에는 김종조, 김주호, 김칠성, 최순경 등의 서도창부들과 이진

봉, 김옥엽 등의 경․서도 예기들이 서도잡가의 중요한 연주자로 활동하였

다. 서도창부들은 서도지역을 중심으로 서도잡가, 재담소리, 독경소리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행하던 집단으로, 1930년대 들어 서울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서도잡가를 창작하여 서도잡가의 레퍼토리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경․서도 예기들은 20세기 초반부터 성창되던 <수

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라기>, <공명가>를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연행함으로써, 서도잡가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연

행된 서도잡가에는 이전 시기에 연행되던 악곡들 외에 <전쟁가>, <화용

도>, <기성팔경>, <날찾네>, <패성가>, <장한몽> 등 20여곡의 악곡들이

추가로 연행되었다. 1930년대는 단성사, 광무대 등의 극장 중심의 연행에



- 52 -

서 다양한 주최의 명창대회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라디오 방송이 중

요한 공연 매체로 등장하였다.

1940년대 이후에는 서도잡가의 창작이 사실상 단절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해방, 한국전쟁 등 한국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갔고, 이러한 시대상황

과 맞물려 전통음악은 침체현상을 보였다. 서도잡가 또한 이전 시기에 비

해 연행횟수나 음반 발매량 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전 시기까지 활

발하게 활동했던 김주호, 김종조 등의 서도창부들의 활동이 주춤해졌고,

장학선, 이정렬, 이반도화, 이은관 등의 서도소리꾼들과 김옥심, 묵계월 등

의 서울소리꾼들이 서도잡가의 대표적인 연주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

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소리꾼들은 더 이상 서도잡가를 연

행하지 않게 되었고, 장학선, 이반도화 마저 타계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

는 김정연과 오복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도잡가가 연행되었다. 서도잡가

의 레퍼토리 확장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이전 시대까지 연행된 악곡

들만이 고정적으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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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도잡가의 음악적 특징

앞 장에서는 문헌과 음원자료를 통해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양상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20세기 초반 서도잡가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며

연행되었으며, 특히 <수심가>, <엮음수심가>, <배따라기>, <영변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연행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서도잡가에 해당하는 악곡들은 대다수가 곡의 마지막을 <수심가>로

종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163), <배따라기>, <영변가>는 곡의 마지막

을 <수심가>로 종지하지 않는다. 이에 서도잡가에 해당하는 악곡들을 수

심가 종지 여부에 따라 수심가계통과 배따라기계통으로 나눈 후, 각 계통

별 해당하는 악곡들의 사설구조, 선율구조, 박자구조, 악곡구조 순으로 음

악적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심가계통

서도잡가 중 <수심가>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사설을 노래

하고, <엮음수심가>는 사설을 촘촘히 엮어주다가 <수심가>의 초장, 중장,

종장의 선율로 마친다. 이같이 사설을 촘촘히 엮어주다가 <수심가>로 종

지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은 <엮음수심가> 외에 <공명가>, <초한가>,

<제전> 등이 있다. 이에 <수심가>와 <엮음수심가> 유형의 악곡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겠다.

가. <수심가>

<수심가>는 서도지역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시조와 같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되어있다.164) 20세기 초반 잡가집에는 <긴수심가>,

163)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71쪽.

164)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3), 137쪽. 본고에서는 초장을 1장, 중장을 2장, 종장을 3장으로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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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수심가>, <별수심가> 등 그 형태와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

칭으로 기록되어있다. <긴수심가>, <평양수심가>는 사설의 차이만 보일

뿐 동일한 악곡이고,165) <별수심가>는 끝을 ‘수심일다’로 끝맺는 형태이

다.166) 이렇듯 잡가집에는 총 3종류의 수심가로 기록되어있지만, 기사설의

내용에 따라 크게 <긴수심가>와 <별수심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심가>의 음원은 1907년 빅타에서 쪽판으로 발매된 음원이 현재까

지 밝혀진 최초의 음원이나, 창자에 가객오인으로 기록돼있기 때문에, 가

창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후 1913년 문영수, 이정화에 의해 “각인

독수심가”라는 악곡명으로 녹음되었고, 1920년대는 백모란, 이영산홍 등

예기(藝妓)들이 다양한 종류의 <수심가>를 유성기음반에 취입하였고,

1930년대에는 김옥엽, 한경심 등의 예기와 김주호, 김칠성 등의 서도창부

들이 <수심가>를 유성기음반에 취입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장학선, 김춘

홍 등이 1970년대에는 김정연, 오복녀 등이 음반을 취입하였다.

한편, <수심가>는 노랫말이 수백종류에 달할 만큼 다양한 사설을 가지

고 있으며, 같은 계통의 사설을 노래하더라도 가창자마다 약간 씩 변형된

다.167)

이에 본 항에서는 시대별로 최대한 다양한 창자와 다양한 노랫말로 불

리는 <수심가>를 살펴보기 위해, 1920년대 백모란의 <수심가-무정광음

165) 잡가집에는 <평양수심가>도 나타나는데, 이는 <긴수심가>의 앞 부분만을 짧게 축약한 

형태로, <긴수심가>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윤선, “<수심가>사설의 매체별 

변이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6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9), 162쪽.

166) 이윤선은 “20세기 초반 잡가집에 수록된 <수심가>를 <긴수심가>, <별수심가>, <엮음

수심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엮음수심가>는 변별되는 각각의 노래를 절로 

나누어 엮어 만든 것으로 <긴수심가>, <별수심가>에 비해 그 형식이 상당히 자유롭다”

고 주장하였다. 이윤선, “<수심가> 사설의 매체별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6

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9), 162쪽. 그런데 <수심가>에 관련된 음원을 살펴보면, <수

심가>, <엮음수심가>의 두 가지 종류로 녹음되어있는데, 이 중 <수심가>는 <별수심가>

와 <긴수심가>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음악적 특징에 기해 살펴보면, <긴수심가>와 

<별수심가>는 모두 <수심가>에 해당하고, <엮음수심가>는 이와는 별개의 악곡으로 분류

된다. 

167) <수심가>의 경우는 같은 계통의 사설을 노래하더라도 가장차들마다 종장의 사설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

국민요학회, 2003),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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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영산홍의 <수심가-죽어에>, 1930년대 표연월의 <수심가-노자노

자>, 조기탁의 <수심가-인생이>, 김칠성의 <수심가-약사몽혼으로>, 한경

심의 <수심가-날다려가시오>, 김주호의 <수심가-약사몽혼으로>, 1940년

대 장학선의 <수심가-이몸에둥둥떠>, 1970년대 김정연, 오복녀의 <수심가

-약사몽혼으로>를 대상으로 <수심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

다.

(1) 사설구조

<수심가>의 사설은 잡가집에 수록된 것만 하더라도 수십여 종에 이르

며 유성기음반의 사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양의 사설이 나타난다. 잡가집

에 수록된 <수심가>는 사설의 내용에 따라 <별수심가>, <긴수심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긴수심가>는 ‘놉세다 놉세다 졂어만 놉세

다～’로 시작하여 ‘챰아～나 못살겠네’와 같은 후렴구로 끝을 맺는 유형이

고, <별수심가>는 모든 행이 ‘수심일다’로 끝나는 고정성을 보이는 유형이

다.168)

168) 정정증보신구잡가에 수록된 <긴수심가>의 사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놉세다 놉세다 졀머만 놉세다 나이만하 슈가지면 못놀니라 2. 인번 도라가면 

만슈쟝림에 운무로다 쳥츈홍안을 앗기지말고 대로 놉세다 3. 이몸이 변류여 셜샹

가샹에 화이오 무릉도원에 범나뷔로구나 건건사사로 님그려 못살갓네 4. 약몽혼으

로 유젹이면 문젼셕로가 반셩라 창망 구름밧게 님의쇼식이 망연이로다 5. 우리네 

두사이 연분은 아니오 원슈로구나 맛나기 어렵고 리별이 죵죵 셔 못살갓네 6. 금

슈강산이 하됴타고 지라도 님곳업스면 젹막이로구나 아 가산뎡쥬가 가루막혀 나못살

갓네...(중략)...

   신구시행잡가에 수록된 <별수심가>의 사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쳔츄만 셔리

밤에 일일야야 슈심일다 2. 마음 푸러여 슈심를 부르리라 슯흐다 우리랑군 어듸간

고 슈심일다 3. 번가고 아니오니 이마음 슈심일다 4. 관산이 어메요 바라보니 슈

심일다 5. 란간이 젹막 그려 슈심일다 6. 겨울가고 봄이오니 이시름 슈심일다 

7. 붉은치 희여지니 월모츈 슈심일다 8. 쳥년리별 각니 눈물쇼 슈심일다 9. 

동원도리 편시츈에 쥬야답답 슈심일다 10. 다지고 밤이오니 상불견 슈심일다 11. 명

월이 만뎡 독회 슈심일다 12. 도화갓 귀밋헤 셔리치니 슈심일다 13. 독슈공방 

홀로누어 졈젼반측 슈심일다 14. 셰월이 무졍야 여리박빙 슈심일다 15. 공디남산 송
슈 제작즁슈 슈심일다 16. 츄풍에 지는입히 흣날닐졔 슈심일다 17. 아불너 오슬지어 

관산부숑 슈심일다 18. 외오두고 지은옷슬 못보니 슈심일다 19. 슯흐다 져아야 불식

불면 슈심일다 20. 산고슈심 험곳에 어이갈 슈심일다 21. 창외에 잇는 오동 버히고

져 슈심일다 22. 명월야 긴긴밤에 실솔셩이 슈심일다 23. 쳥텬에 우홍안 지난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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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성기음반에서 보이는 악곡들은 대부분 <긴수심가> 유형의 노

래들로 파악된다. <수심가>의 연구대상으로 제시된 10곡 중 표연월의

<수심가-노자노자>, 조기탁의 <수심가-인생은>, 김칠성, 김주호, 김정연,

오복녀의 <수심가-약사몽혼으로> 6곡은 정정증보신구잡가에 수록된

<긴수심가>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설을 찾을 수 있다.169)

위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김칠성, 김주호, 김정연, 오복녀 창 <약

심일다 24. 어화 이을 귄쥴알고 슈심일다 25. 쇼쇼랑군 질젹에 하마불견 슈심일다 

26. 운산이 쳡쳡 쇼식몰나 슈심일다 27. 슈심슈심 슈심즁에 님리별이 슈심일다. 이

윤선, “<수심가>사설의 매체별 변이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2009), 160-165쪽.

169) <긴수심가>는 최초의 잡가집인 신구잡가에 수록된 <수심가라>가 원형으로 볼 수 

있으나, 신구잡가는 총 5가지 유형의 사설만을 수록하였고, 그 뒤에 발행된 정정증보

신구잡가는 신구잡가에 수록된 5가지 유형의 <수심가> 사설을 포함하여, 총 42가지 

유형의 <수심가> 사설이 수록되어있다. 이에 다양한 사설을 수록한 정정증보신구잡가
에 수록된 <수심가> 사설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장
 창자

1장 2장 3장
정정증보
신구잡가

놉세다 놉세다 
절머만 놉세다

나이만하 �슈가지면 못놀니라

표연월 노자노자 젊어서노자 매앙젊어 맘대로 노자누나
생각을허니 그대얼굴이 그리워
나는 못살이구나

정정증보
신구잡가

인�은 일쟝춘몽이니 아니나 놀지� 못�리로다

조기탁 인생이 일장춘몽이요 세상공명은 망외시로구나
청춘소년을 허송하지를 말구서
맘대로만 노잔다

정정증보
신구잡가

약�몽혼으로 �유젹이면 문젼셕로가 반셩�라
창망� 구름밧게 님의 쇼식이
망연이로다

김칠성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석노가 반성사로구나
창망한 구름밧게 분송적 분이로구
나

김주호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석로 반성사로구나
창망하지 저기 저구름이 부인소식
이로구나

김정연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석노가 반성사로구나
생각을허니 님의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오복녀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석노가 반성사로구나
생각사사로 님의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표 3-1] <수심가>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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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몽혼>의 1～2장의 사설은 잡가집 및 네 창자가 모두 동일하지만, 3장의

사설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정증보신구잡가와 김칠성, 김주호
의 3장이 유사하고, 김정연과 오복녀가 유사하다. <수심가>의 3장은 원래

다양한 노랫말로 불렸었는데, 김칠성과 김주호가 유사한 점은 둘 다 김관

준의 문하에서 서도소리를 배웠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김정연과 오

복녀가 같은 계통의 사설을 노래하는 점 역시 둘이 함께 활동하면서 영향

을 주고받았기 때문170)이다.

한편 표연월 창과 조기탁 창은 잡가집에 수록된 사설에 비해 ‘매양 젊

어 맘대로 노자누나’와 ‘세상공명은 망외시로다’의 새로운 사설이 추가되었

다.171) 두 곡 모두 1장의 사설은 잡가집과 동일한데, 2악장의 사설이 추가

로 수록되었고, 3장의 사설은 확대되었다. 즉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수심

가>가 원형에 가깝게 부르고, 잡가집에 수록된 <수심가>의 사설이 생략

되었음을 알 수 있다.172)

(2) 박자구조

<수심가>는 “장단 없이 노래에 따라 쳐주는 악곡”173)이라고 전해지지

170)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3), 138쪽.

171) 장유정은 잡가집에 수록된 <수심가>가 유성기음반으로 실리면서 악곡의 길이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장유정은 그 근거로 정정증보신구잡가는 총 1627자 56줄의 

<수심가>가 수록되었고, 1932년 이영산홍, 김옥엽이 취입한 “폴리돌 19001(A) <수심

가>”는 총 168자 8줄이 수록되었다고 하였다. 장유정, “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

스트의 변화양상 고찰-<수심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0권(서울: 한국고전

문학회, 2006), 55쪽. 그러나 이는 <수심가>의 음악적 특징을 간과한 채 나온 결과이다. 

<수심가>는 동일한 선율 위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는 악곡으로, 잡가집에는 42가지 유

형의 사설이 실린 것이고, 유성기 음반에는 4가지 유형의 사설이 실린 것이다. 즉 <수심

가> 한 곡의 길이를 잡가집에 실린 전체 사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악장로 구성된 악곡

으로 보고, 잡가집에는 3장으로 구성된 <수심가>가 총 42가지가 수록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172) 잡가집에 수록된 <봉황곡>의 경우 <봉황곡(오복녀)>에 비해 수심가부분의 사설이 생

략되어 있는데, 이때 잡가집에 수록된 사설은 ‘됴히 마지려문’으로 끝을 맺으므로 이는 

종지사설로 볼 수 없다. 때문에 잡가집에 수록된 사설은 수심가부분을 생략하고 수록하

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잡가집에 수록된 <봉황곡>의 사설과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봉황곡>의 사설은 본 논문 [표 3-9]참조.

173)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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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로 가창자들은 3소박 3박자를 내재리듬174)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수심가>의 박자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175) 이에 각 창자별

<수심가>에 등장하는 개별적인 박자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심가>의 보편적인 박자구조를 추론하겠다. <수심가>는 3장 형식으로

이루어진 악곡으로, 각 장(章)별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살펴보겠다.176)

(가) 1장

174) 오복녀, 서도소리(서울: 광진문화사, 1978), 27쪽; 이은관, 가창총보(서울: 제일악

보사, 1999), 57-58쪽, “수심가에는 가창자가 인식하는 내제된 장단인 내재리듬이 있다. 

그것은 3분박 3박자로써 오복녀는 이를 “느린 세마치”로 간주하며 이은관은 “중모리”, 

혹은 “세마치”로 간주한다.”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

집(서울: 한국민요연구회, 2003), 139쪽 재인용.

175) 우해인은 <수심가>의 기본 박자구조를 1장(3.3.3.3), 2장(3.3.3.3.3), 3장(3.3.3.3.3 

.3.3.3)로 1장은 3소박 3박자 4대강, 2장은 3소박 3박자 5대강, 3장은 3소박 3박자 8대

강으로 보았다. 우해인, “수심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쪽; 반면 이용식

은 수심가의 내재된 장단은 3소박 3박자지만, 실제리듬은 3박자가 지켜지지 않고, 가창

자에 따라 2~4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노래의 길이도 가창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고 보았다.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

요연구회, 2003), 139-142쪽.

176) <수심가>는 3장 형식의 악곡으로, 이를 초장, 중장, 종장으로 보기도 하고, 1장, 2장, 

3장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장, 2장, 3장으로 통용하여 표기하겠다.  

이영산홍 죽어 에 영이
별

백모란 무정 광음아 오고가 지 말 아

표연월 노자 노자 젋어 노 자

김칠성 약사 몽혼으 로 행유 적 이면

김주호 약사 몽혼으 로 향 유 적 이면

김정연 약사 몽혼으 로 행유 적 이 면

오복녀 약사 몽혼으 로 행유 적 이 면

한경심 날다려 가시오 하니 부 부

[악보 3-1] <수심가> 1장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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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은 각 창자별 <수심가> 1장의 박자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이영산홍은 ‘죽어에/영이별’의 사설을 3소박 3+3+3+3+3+3+3+3박자로 부르

는데, 이는 3소박이 1대박을 이루고, 8대박이 모여 한 장(章)을 이루는 구

조이다. 백모란은 “무정광음아/오고가지말아”를 3소박 3+3+4박자로 부르

며, 이는 3소박 3박자 두 개와 3소박 4박자 한 개가 모여 한 장(章)을 이루

는 구조이다. 표연월, 한경심, 김주호, 김정연은 3소박 3+3+3+3+3박자, 조

기탁은 3소박 3+4+3+3박자, 김칠성은 3소박 3+3+3+3박자, 장학선과 오복

녀는 3소박 3+3+3+3+3+3박자로 1장을 구성한다.

백모란, 조기탁을 제외하고는 <수심가> 1장을 모두 3소박 3박자 1대박

으로 노래한다. 그러나 백모란의 경우는 마지막 3대박(‘오고가지말아’)에서

3소박 4박자로 1박이 늘어났고, 조기탁은 2대박(‘일장’)에서 1박이 늘어났

다. 그런데 백모란 3대박과 조기탁 2대박이 정확하게는 4박보다 약간 짧게

노래하였고, 나머지 대박은 모두 3소박으로 노래한 점으로 보아 연주자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의도되지 않는 늘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수심가> 1장은 연주자들이 3소박 3박자를 기본박으로 인식하

고, 3소박 3박자 1대박을 이루고, 대게 4～6대박의 길이로 1장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나) 2장

조기탁 인생이 일장 춘몽 이요

장학선 이몸이 둥둥떠 저배 를 타 면

이영산 녀중 군자 도 다 있 것 만 은

백모란 장안 호걸 다늙어 가 누 나

표연월 매앙 젊어 맘 대 로 노 자 누 나

김칠성 문전 석노 가 반성 사 로 구 나

[악보 3-2] <수심가> 2장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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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2]는 각 창자별 <수심가> 2장의 박자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이영산홍은 3소박 4+3+3+3+3+3박자, 장학선은 3소박 3+4+4+4박자로, 제 1

대박이 3소박 3박자 혹은 3소박 4박자로 불규칙하게 불려진다. 두 창자를

제외한 나머지 창자는 1대박을 3소박 3박자로 부르고, 특히 표연월, 조기

탁, 김칠성, 한경심, 김주호, 오복녀는 모두 3소박 3+3+3+3+3박자의 5대박

으로 노래한다. 그런데 이영산홍 역시 제 1대박을 제외한 나머지 제 2～6

대박을 모두 3소박 3박자로 부른 점으로 보아, 제 1대박(‘녀중’)을 4박으로

부른 것은 ‘의도되지 않는 늘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장학선은

제 1대박을 제외하고는 제 2～4대박을 모두 3소박 4박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는 의도적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심가> 2장도 3소박 3박자를 기본박으로 인식하였으며, 3소

박 3박자가 1대박을 이루고, 주로 5대박의 길이로 2장을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3장

한경심 백년 맹서 는 허사 로 나

조기탁 세상 공명 은 망 외 시 로 구 나 아

김주호 문전 석로 반 성 사 로 구 나

장학선 임민나 보기가 하 비난지 사 로 구 우 나

김정연 문전 석노 가 반 성 사 로 구 나

오복녀 문전 성노 가 반 성사 로 구 나

이영산 살아 생 전 생이 별 을 못하
갔 구나

백모란 자나 깨 세월이 가는 게 슬 워 서 나는 못
살 이로 다

[악보 3-3] <수심가> 3장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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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3]은 창자별 <수심가> 3장의 박자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1,

2장이 3소박 3박자 4～6대박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3장은 길어진 형태를

보인다. 이영산홍은 3소박 3+3+2+3+3+3+3+3+3박자, 백모란은 3소박 4+3+3

+3+3+3+3박자, 표연월과 김칠성은 3소박 3+3+3+3+3+3+3박자, 조기탁은 3

소박 3+3+3+3+3+3박자, 한경심은 3소박 3+3+4+3+3+3+3박자, 김주호은 3소

박 3+3+3+2+3+4+3+3박자, 장학선은 3소박 3+3+3+3+4+3박자, 김정연은 3소

박 3+3+3+3+3+3+3+3박자, 오복녀는 3소박 3+3+3+3+3+3+3+3+3박자로 불

렀다.

1장과 2장의 경우 9명의 창자 중 1～2명 정도만 1대박을 3소박 4박자로

노래한 경우가 있는 점에 비해 3장의 경우는 9명의 창자 중 5명이 1대박을

3소박 4박이나 혹은 3소박 2박자로 불렀다. 이는 1장과 2장의 경우는 연주

자의 ‘의도적이지 않은 늘림’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3장의 경우는 1장과

2장에 비해 연주자들이 훨씬 자유롭게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3장을

표연월 생각 을 허 니 그대 얼굴 이 그 리 워 나는 못살 이
구나 아

조기탁 허송 하지 를 말 구 서 맘 대 로 만 노잔 다

김칠성 창망 한 구름 밧 게 분 송적 분 이
로구 나

한경심 어느 날이 나 유정한 사람 만나 서 잘 살드 란
말인 가

김주호 창망 하 지 저기 저구 름 이 부인 소식
이 로 구나

장학선 아니 에 날 그리던 님이 그리 어이백 년 살까

김정연 생각 을 하 니 세월 가는 것 서러 워 나 어
이 할까 요

오복녀 생각 사 사 로 님의 화용 이 그 리 워 나 어이
이 할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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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대박 수에 있어서도 이영산홍과 오복녀는 9대박, 김정연과 김주

호는 8대박, 백모란과 표연월, 김칠성, 한경심은 7대박 조기탁과 장학선은

6대박으로 각각 자유롭게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심가>의 박자구조는 1대박을 구성하는 박의 수

및 한 장(章)을 구성하는 대박의 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1～2장은 기

본적으로 3소박 3박자가 1대박을 이루고, 한 장(章)이 4～6대박으로 구성

되고, 3장은 1～2장에 비해서는 대박을 구성하는 박자수가 2～4박으로 창

자들마다 자유롭게 구성되며, 장(章)을 구성하는 대박 수 또한 1, 2장에 비

해 길어졌다. 즉 1～2장은 병렬구조로 3소박 3박자를 고정적으로 노래하는

데 반해 3장은 1～2장보다 확대된 구조로, 1～2장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노래한다. 이상 창자별 박자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3) 선율구조

<수심가>는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된다. 이 중 re-la-do'

가 주요음으로 완전5도+단3도의 선율골격을 구성하고, re음으로 종지한다.

la음에서 굵게 요성을 하고, do'음에서 la음으로 진행 시 퇴성을 하고 있어,

수심가토리177)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각 창자별 <수심가>의 선율진행을

177) 수심가토리는 re, mi, sol, la, do' 5음으로 되어있으며 do'음은 평균율보다 조금 낮다. 

주요음은 re, la, do'로, 5도+단3도가 선율골격을 이루고, 각 음의 시김새는 do'에서 la

창자 1장 2장 3장
이영산 3 3 3 3 3 3 3 4 3 3 3 3 3 3 3 2 3 3 3 3 3 3
백모란 3 3 4 3 3 3 3 4 3 3 4 3 3 3 3
표연월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조기탁 3 4 3 3 3 3 3 3 3 3 3 3 3 3 3
김칠성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한경심 3 3 3 3 3 3 3 3 3 3 3 3 4 3 3 3 3
김주호 3 3 3 3 3 3 3 3 3 3 3 3 3 2 3 4 3 3
장학선 3 3 3 3 3 3 3 4 4 4 3 3 3 3 4 3
김정연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오복녀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표 3-2] <수심가>의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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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다.

위 [악보 3-4]는 창자별 <수심가> 1장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여섯

창자 모두 re음으로 시작 후 sol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sol에서 la

음을 향하여 미분음적(microtone, 微分音)178) 상행형이 나타나고, la음에서

굵게 요성을 한다. 이를 선율a형으로 분류한다.

로 진행시 ‘흘러내리는 목[退聲]’을 쓰고, la음에서 ‘떠는 목[搖聲]’을 쓰고, re에서는 ‘평

으로 내는 목[平聲]’을 쓴다. 종지 선율형은 la-sol-mi-re로, 종지음이 re가된다. 이보

형, “토리의 개념과 유용론”. 소암 권오성박사 회갑기념논총(서울: 민속원, 2002); 이

보형, “조(調)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51집(서울: 한국국악

학회, 2012), 259쪽 참조.

178) 반음보다도 좁은 음정. 온음을 몇 분할하는가에 따라 3분음, 4분음, 6분음 등으로 불

린다. 동양음악에서는 페르시아나 인도의 음률, 혹은 그 밖에 많은 민족의 음악에서 실용

되어 온 음정이다. 삼호뮤직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서울: 삼호뮤직, 2002)

[악보 3-4] <수심가> 1장 선율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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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영산홍, 백모란, 김칠성, 김주호의 1장은 위의 선율a형과는 다

른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위 [악보 3-5]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창자는 do'음으로 질러서 시작 후

do'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do'-la음으로 하행하여 la음을 요성(搖

聲)한다. 이를 선율b형으로 분류한다. 앞서 살펴본 선율a형이 평으로 내는

유형이라면, 선율b형은 질러서 내는 형에 속한다. 즉 <수심가>의 1장은

평으로 시작하는 선율a형과 질러서 시작하는 선율b형의 두 가지로 분류된

다.

다음으로 각 창자별 2장의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5] <수심가> 1장 선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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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6]은 각 창자별 <수심가> 2장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10

[악보 3-6] <수심가> 2장 선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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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모두 do'음으로 질러서 시작 후 do'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do'-la음으로 하행하여 la음을 중심으로 요성한 후 장의 마지막은 la-mi

-re로 하행하여 re-mi-re로 종지한다. 이는 la-mi-re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점을 제외하면, 앞서 살펴본 이영산홍, 백모란, 김칠성, 김주호 <수심가> 1

장 선율b형과 유사하다. 이에 <수심가> 2장을 선율b'형으로 분류한다. 이

렇듯 <수심가>의 시작선율에는 선율a형과 선율b형의 두 가지 선율형이

존재하지만, 2장은 선율b'형으로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 67 -

위 [악보 3-7]은 창자별 <수심가> 3장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10창자

모두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고, 다시 re-mi-la

로 상행하여 la음을 요성한 후 마지막에는 La음을 거쳐 sol-mi-re로 하행

[악보 3-7] <수심가> 3장 선율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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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한다. 이때 La음은 시가도 짧고, 곡 전반에 걸쳐 음의 비중이 높지 않

기 때문에 장식음으로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즉 3장은 10창자 모두 동일하

게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고 마지막은 sol-mi-re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이를 선율c형으로 분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심가>는 사설도 다르고, 박자도 조금씩 달라지지

만, 선율진행은 2가지 유형으로 고정된다. 하나는 평으로 내는 형으로, 1장

시작을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고, 두 번째는 질러내는 형으로

1장 시작을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그러나 평으로 내는형

과 질러내는 형은 1장에서만 선율이 달라질 뿐 2～3장은 동일한 선율로 진

행된다. 즉 평으로 내는 형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으로 구성되고, 질

러내는 형은 선율b형, 선율b'형, 선율c형으로 구성된다. <수심가>의 선율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심가>는 10창자 모두 3장 형식으로 구성된다.

각 장(章)을 구성하는 악구수를 살펴보면, 1장은 1악구, 2장은 1악구, 3장은

2악구로 동일하게 구성된다. 이상 <수심가>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4]와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심가>는 다양한 노랫말로 불리는 악곡으로, 같은

노랫말일 경우라도 창자마다 다르게 불린다. 그러나 다양한 창자 및 노랫

장 1장 2장 3장
악구 수 1악구 1악구 2악구

[표 3-4] <수심가>의 악곡구조 

선율 유형 1장 2장 3장 해당악곡
평으로 내는형 a b' c 표연월, 조기탁, 한경심, 장학선, 김정연, 오복녀
질러내는 형 b b' c 이영산홍, 백모란, 김칠성, 김주호

[표 3-3] <수심가>의 선율구조 



- 69 -

말로 불려진 <수심가>의 음악특징을 살펴본 결과 보편적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수심가>의 사설구조는 1장, 2장, 3장의 세 단락으로 구성되고, 1장과

2장은 병렬구조, 3장은 확대된 구조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노랫말일

경우에는 1～2장의 사설은 고정되는데 반해 3장의 사설은 변형이 많이 나

타난다.

박자구조는 1대박을 구성하는 박의 수 및 한 장(章)을 구성하는 대박의

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1～2장은 기본적으로 3소박 3박자가 1대박을

이루고 4～6대박이 모여 각 장(章)을 구성된다. 반면에 3장은 3소박 2～4

박이 1대박을 이루고, 6～9대박이 모여 장(章)을 구성한다. 즉 3장은 1～2

장에 비해 1.5배 정도 길어진 박으로 구성된다.

선율구조는 평으로 내는 형과 질러내는 형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평으

로는 내는 형은 1장 시작을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고, 질러내

는 형은 1장 시작을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그러나 평으

로 내는형과 질러내는 형은 1장에서만 선율이 달라질 뿐 2～3장은 동일한

선율로 진행된다.

악곡구조는 3장로 구성되고, 1장과 2장은 1악구, 3장은 2악구로, 1～2장

에 비해 3장이 확대되었다.

요컨대, <수심가>는 서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불리던 악곡으로, 노랫

말이 수백여 종에 이를 만큼 다양하게 불려지고, 같은 노랫말일 경우라도

창자마다 다르게 불리지만, 1～2장은 보편적인 특징 안에서 불리고, 3장에

서는 개인적인 음악적 역량이 발휘된다.

나. <엮음수심가>

<엮음수심가>는 <수심가> 앞에 사설을 촘촘히 엮어주는 엮음부분을

첨가하여 만든 악곡이다. 그런데 <엮음수심가> 외에 서도잡가의 하나인

<공명가>, <제전>, <초한가>, <향산록> 등의 악곡들도 모두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악곡들이다. 이에 <수심가> 앞에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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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악곡들을 <엮음수심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악곡들을 변별되는 특징에 따라 엮음형, 박자구조 변화형, 형식구조 변

화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1) 엮음형

엮음형은 <수심가> 앞에 첨가된 엮음부분이 <엮음수심가>와 동일한

유형으로, <엮음수심가> 유형 중 기본형에 해당한다. 이에 속하는 악곡에

는 <엮음수심가>, <봉황곡>, <향산록(김정연)>, <제전>, <공명가>, <전

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연)>, <화용도>가 있다. 차례대로 그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엮음수심가>

<엮음수심가>는 <수심가> 앞에 사설을 엮어주는 부분을 추가하여 만

든 악곡이다. 추가된 엮음부분은 사설의 길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

다.

<엮음수심가>는 1912년 NIPPONOPHONE에서 문영수․박춘재가 취

입한 음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최초의 음원이나 현재 전승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179). 이 후 <엮음수심가>는 여러 창자에 의해 60편 정도의 유성기

음원이 녹음되었다.

1920년대 최섬홍, 이진봉, 백운선 등 예기들이 다양한 종류의 <엮음수

심가>를 취입하였고, 1930년대에는 백모란, 이진봉, 이영산홍, 박명화 등의

예기와 김주호, 최순경의 서도창부들이 <엮음수심가>를 취입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장학선, 20세기 후반에는 김정연, 오복녀 등이 음반을 취입

하였다.

이에 본 항에서는 1920년대 최섬홍․이진봉의 <엮음수심가-유유창

천>, 1930년대 백모란․이영산홍의 <엮음수심가-서산에 일모하여>, 박명

179)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http://sparchive.dgu.edu/)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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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엮음수심가-불이붙는다>, 김주호의 <엮음수심가-명월로화에>,

1940년대 장학선의 음원, 20세기 후반 오복녀의 <엮음수심가-바람광풍아>

를 대상으로, <엮음수심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사설구조

엮음수심가의 사설은 잡가집에 수록된 것만 하더라도 수십여 종에 이

르며 유성기음반의 사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양의 사설이 나타난다. 사랑,

인생무상, 이별 등, 다양한 사설로 구성되고,180) 사설의 길이도 모두 다르

게 나타난다. 위 6곡의 사설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5]와 같다.

180) 임은실, “엮음수심가 사설의 형성방식과 장르적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7, 62-64쪽. 

곡목 사설

서
산
에

엮음

1 서산에 일모하야 지척이 막막허니 동령에 달이솟아 천지가 명랑이로구나 

2
교교한 저 달빛은 굽이굽이 비쳤으나 운무같은 이내심사 월색은 조차 무광이
로구나 

3 희미한 저 달빛은 언제나 구름 걷혀 밝은 광채를 들어를낼꼬

수심가
1 아서라 답답한 이내심사
2 억천만사를 다 떨쳐버리고 
3 자나깨나 그리던 그 사랑을 다시 찾아보리

유
유
창
천

엮음

1
유유창전은 호생지덕인데 북망산천아 말 물어보자 역대제왕과 영웅열사가 모
두다 네 개로 가드란말가 

2
경리안색을 굽어보니 검든 머리 곱던 양자 어언간에 백발이로구나 인간 칠십
은 고래회인데 팔십 장년 구십춘광 장차백세를 다 살아도 죽기가 싫어 일러를 
왔건만 

3 하물며 아동초목에 돌아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그인들 아니 가련단말가

수심가
1 아서라 풍백에 묻힌 몸이
2 두 번 젊기는 못하리로구나
3 생각을 허니 부모님 생각이 그리워 나 어이허니

불
이
붙
는
다

엮음

1 불이 붙는다 불이 붙는다 의주통군정 붙넌 불은 압록강수로 꺼주련만는

2
용천 철산 선천 정주 가산 박천을 얼른 지나 안주백상루 붙난 불은 향산 동구 
뚝 떨어저 청천강수로 꺼주련마는 

3
순천순안을 얼른 지나 평양모란봉 붙난 불은 삼산반락은 모란봉이요 이수중분
에 능라도로다. 능라도며는 을밀대요 을밀대며는 청류벽이며 청류벽상에 붙난 
불은 대동강수로 꺼주련만은

수심가 1 이내일신에 시시대대루 붙난 불은 

[표 3-5]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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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엮음수심가> 6곡은 사설의 내용 및 길이가

제 각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엮음수심가-서산에 일모하여>의 사설구조를 살펴보면, 앞 서 <수심

가>에서 살펴본 기본 사설구조 앞에 사설을 확장시킨 엮음부분181)이 추가

되었다. 이 중 엮음부분은 내용에 따라 ‘서산에～명랑이로구나’, ‘교교한～

이로구나’, ‘희미한～들어낼꼬’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이는 3장 형식

181) 본 논문에서는 <수심가> 앞에 많은 사설을 촘촘하고 빠르게 엮어 나가는 부분을 엮음

부분으로 지칭한다. 

2 어더메 누구라 다 꺼준단 말이요
3 믿을친구가 없어서 나어이하리

명
월
로
화
에

엮음

1
에-명월로화에 학을 잃고 운심산천에 도사 못보아 이별송하에 문동자허니 그
스승 찾자긴 만무로구나

2
번가지중에 유진수하니 번장군의 머리를 베어 역수가를 할지라도 진시황 찾자
긴 만무로구나

3
옛날옛적에 당명황은 안록산의 난을만나 양귀비를 잃고 앙천지로 총망지중에 
춘종춘유 야전야를 할지라도 양귀비 찾자긴 만무로구나

수심가
1 그러메루 이별친구 정많이들였다 
2 한번이별에 춘설이로구나
3 이별이 잦아 상봉할 날이 없어서 나 어이 할까요｣ 

지
척
동
방

엮음

1
지척동방 천리되야 바라보기가 망연허구나 인적이 끊었으면은 차라리 잊히거
나

2
그곳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어리워있어 잊자하여도 임의 생각은 못잊갔구
나

3
잠을이루면 잊을까하나 몽중에도 임에나생각 글을보면은 잊을까하고 사서삼경
을 다버리고 시전일편을 내여놋코 관시장을 외울적에

수심가
1 관관저군은 재하지주
2 절조숙녀는 군자호구라로구나
3 자나깨나 고향생각이 그리워 어이백년을 할끄나

바
람
광
풍
아

엮음

1
바람광풍아 부지마라 추풍낙엽이 다떨어진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서러워마라 잎진다고 설워마라

2
동삼석달을 꼭 죽었다가 명춘삼월 다시오면 전각에는야 미생양하고 훈풍이 자
남래할제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화간접무난 분분설할제 온갖화초라 하난 것
은 모두다 살아 오건마는

3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는 만무로구나 황천이라 하난곳은 사람사는 인품
예절이 그리도 좋단말가 기공불러 노래시켜 미동시켜서 다리도치며 미색불러
서 술도 먹으며

수심가
1 노류장화가 많은 곳인지 
2 한번 가며는 영결이로구나
3 차마진정코 인생가는 것 서러원서 나 어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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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수심가>의 사설구조가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엮음수심가-유유창전>도 <수심가> 앞에 사설을 확장시킨 엮음부분

이 추가되었다. 위 악곡의 엮음부분은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서산에

일모하여>의 엮음부분과 사설의 내용 및 길이는 다르지만, 3개의 단락(‘유

유창천～가드란말가’, ‘경리안색～왔건만’, ‘하물며～아니 가련단말가’)으로

구분되는 점은 동일하다.

이렇듯 <엮음수심가>의 사설은 내용 및 길이가 제 각각 이지만 구조적

으로 엮음과 수심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수심가와 같이 3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수심가>의 사설에 비해 각 단락의 사설의 길

이가 확장된 형태이다. 즉 <엮음수심가>는 확장구조인 엮음의 사설과 기

본구조인 수심가의 사설로 구성된다.

2) 박자구조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

누어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많은 사설을 2, 3, 4, 5, 6박의 불규칙장단으로 촘촘

히 엮어 부르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와 같이 호흡에 따라 노래한다.182)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파악하

도록 하겠다.

<엮음수심가>의 엮음부분은 불규칙 장단으로 구성되었다183)고 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박자구조가 반복적으로 쓰인다. 이에 <엮음수심가>에 등

장하는 박자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182) 한기섭, 평안도․황해도 전통서도소리 전집(서울: 은하출판사, 1997), 75쪽.

183) 박기종, 서도소리 가사집(대전: 서도소리연구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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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박 2+2박자 유형은 3소박을 기본박으로 하여, 1음보 사설이 3소박 2

박자에 붙고, 1음보가 두 개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박자유형이다. 5곡의

<엮음수심가> 중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엮음수심가-서산에>184)의 1장 1악구와

<엮음수심가-유유창천>185)의 4장 1악구, <엮음수심가-지척동방> 1장 1

악구가 3소박 2+2박자로 시작한다. <서산에> 1장 1악구 ‘서산에/일모하야’

는 3.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보통박(1대박)에186), 제 2음

보가 3소박 2보통박(1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유유창천> 4장 1악구 1장단 ‘지척동방/천리되여’는 4.4음절 2음보의 사설

로, 제 1음보가 2보통박(1대박), 제 2음보가 2보통박(1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지척동방> 1장 1악구 ‘지척동방/천리되야’는

4.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박, 제 2음보가 3소박 2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를 구성한다. 다만 3소박 장단에서 1보통박이 2

분할되는 점이 특징이다.

3소박 2+2박자 유형은 <서산에> 1장 1악구, 3장 1악구와 <유유창전>

4장 1악구, <지척동방> 1장 1악구 등이 해당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184) 이하 본고에서는 <엮음수심가-서산에>로 표기하겠다.

185) 이하 본고에서는 <유유창천>으로 표기하겠다.

186) 3소박 2+2박자는 3소박이 기본박으로, 3소박이 모여 1보통박을 이루고, 보통박 두 

개가 모여 1대박을 이루고, 두 개의 대박이 모여 장단을 구성한다.  

백모란, 이영산홍-서산에
1-1 서 산 에 일 모 하 야

최섬홍․이진봉-유유창천
4-1 팔 십 장 년 구 십 층 랑

장학선-지척동방
1-1 지 척 동 방 천 리 되 야

[악보 3-8] <엮음수심가> 3소박 2+2박자 유형



- 75 -

3소박 2+3박자 유형은 3소박을 기본박으로 하여, 1음보 사설이 3소박 2

박자 1대박에 붙고, 나머지 1음보 사설이 3소박 3박자 1대박에 붙으며, 그

두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박자유형이다. 앞서 살펴본 3소박 2+2박자

가 각 대박이 2박자로 구성된 규칙구조라면, 3소박 2+3박자는 각 대박이 2

박자, 3박자로 구성된 불규칙 구조이다. <엮음수심가> 중 3소박 2+3박자

여느 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산에> 1장 1악구 2장단은 ‘지

척이/막막터니’의 4.4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박자(1대박), 제 2음

보는 3박자(1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명월로화

에> 3장 1악구 1장단은 ‘옛날옛적/당명황은’의 4.4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

음보가 2박자에 붙어 1대박을 이루고, 제 2음보가 3박자에 붙어 1대박을

이루며, 두 개의 대박이 모여, 3소박 2+3박자의 한 장단을 이룬다. <지척동

방> 1장 1악구 3장단과 <바람광풍아> 2장 1악구 1장단 모두 2음보 사설

로, 각 1음보가 각각 3소박 2박자와 3소박 3박자에 붙어, 3소박 2+3박자의

한 장단을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서산에> 1장 1악구 2～3장단, 2장 1악구 1～2

장단, 3장 1악구 2장단과 <명월로화에> 3장 1악구 1장단, 4장 1악구 1장단

과 <지척동방> 1장 1악구 3장단, 2장 1악구 2장단, <바람광풍에> 2장 1악

구 1장단, 3장 1악구 1장단, 4장 1악구 1장단, 5장 1악구 1장단, 6장 1악구

1장단, 7장 1악구 2장단 등이다.

백모란, 이영산홍-서산에
1-1 지 척 이 막 막 터 니

김주호-명월로화에
3-1 옛 날 옛 적 당 명 황 은

장학선-지척동방
1-1 인 적 이 끊 었 으 면 은

오복녀-바람광풍아
2-1 명 사 십 리 해 당 화 야

[악보 3-9] <엮음수심가>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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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3+3박자 유형은 3소박을 기본박으로 하여, 1음보 사설이 3소박 3

박자 1대박에 붙고, 나머지 1음보 사설이 3소박 3박자 1대박에 붙으며, 그

두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박자유형이다. <엮음수심가> 중 3소박

3+3박자 여느 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위 악보에서와 같이 <유유창천> 1장 1악구 1장단은 ‘유유창천은/호생

지덕인데’의 5.6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3박자(1대박), 제 2음

보가 3소박 3박자(1대박)에 사설이 붙고, 대박이 두 개 모여 3소박 3+3박자

한 장단을 구성한다. <서산에> 2장 3악구 1장단은 ‘운무같은/이내심사’의

4.4음절 2음보 사설로, 각 1음보 씩 3소박 3박자에 붙고, 3소박 3박자가 하

나의 대박을 구성하며, 두 개의 대박이 모여 3소박 3+3박자 한 장단을 이

룬다. <불이붙는다>, <명월로화에>, <바람광풍아>의 1장 1악구 1장단과

<지척동방> 1장 1악구 2장단은 모두 3소박 3+3박자 유형에 해당한다. 세

곡 모두 2음보로, 각 1음보씩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1대박을 구성하고, 대

박 두 개가 모여 장단주기를 이룬다. 즉 3소박 3+3박자가 한 장단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유유창천> 1장 1악구 1장단, 2장 1악구 1장단,

3장 1악구 1～2장단, 4장 1악구 1장단, 4장 2악구 1장단과 <서산에> 2장 1

최섬홍․이진봉-유유창천
1-1 유 유 창 천 은 호 생 지 덕 인 데

백모란․이영산홍-서산에
2-3 운 무 같 은 이 내 심 사

박명화-불이붙는다
1-1 불 이 붙 는 다 불 이 붙 는 다

김주호-명월로화에
1-1 명 월 로 화 에 학 을 잃 고

장학선-지척동방
1-1 바 라 보 기 가 망 연 허 구 나

오복녀-바람광풍아
1-1 바 람 광 풍 아 부 지 마 라

[악보 3-10] <엮음수심가> 3소박 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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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 3장단과 <불이붙는다> 1장 1악구 1～2장단, 2장 1악구 1～4장단, 3장

1악구 1～3장단, 4장 1악구 1～2장단과 <명월로화에> 1장 1악구 1～3장단,

2장 1악구 1～3장단, <지척동방> 1장 1악구 2～3장단, 2장 1악구 1장단, 2

장 2악구 1장단, 3장 1악구 1～3장단과 <바람광풍에> 1장 1악구 1장단, 3

장 1악구 2～3장단, 4장 1악구 2～3장단, 4장 2악구 1장단, 7장 1악구 2장

단이다. 이는 <엮음수심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박자유형이다.

(4) 3소박 3+3+3박자 유형

3소박 3+3+3박자는 사설이 2음보로 구성되는 경우와 3음보로 구성되는

경우로 나뉜다. 사설이 2음보로 구성되는 경우는 제 1음보 사설이 3소박 3

박자 1대박에 붙고, 제 2음보 사설이 3소박 3+3박자 2대박에 붙어, 세 개의

대박이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박자유형이다. 사설이 3음보로 구성되는 경

우는 제 1음보 사설이 3소박 3박자 1대박에 붙고, 제 2음보 사설이 3소박 3

박자 1대박, 제 3음보 사설이 3소박 3박자 1대박에 붙으며, 대박이 세 개

모여 한 장단을 이룬다. <엮음수심가> 중 3소박 3+3+3박자 여느 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위 악보에서와 같이 <유유창찬> 1장 2악구 1장단 ‘북망산천아/말물어

보자’는 5.5음절의 2음보로 제 1음보가 3소박 3박자에 붙어 1대박을 이루

최섬홍, 이진봉-유유창천
1-2 북 망 산 천 아 말 물 어

보 자
김주호-명월로화에

4-1 춘 종 춘 유 야 전 야 를
할 지 라 도
장학선-지척동방

1-2 차 라 리 잊 히
거 나
오복녀-바람광풍아

1-2 추 풍 낙 엽 이 다 떨 어
진 다

[악보 3-11] <엮음수심가> 3소박 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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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2음보 중 ‘말물어’의 3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1대박을 이루고,

‘보자’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1대박을 이루며, 세 개의 대박이 모

여 장단주기를 이룬다. 즉 3소박 3+3+3박자가 한 장단이 된다.

<명월로화에> 4장 1악구 2장단은 ‘춘종춘유/야전야를/할지라도’의 3음

보로 구성된다. 대개는 2음보 사설이 한 장단의 주기를 이루지만, 3음보 사

설이 장단 주기를 이루기도 한다.187) 제 1음보가 3소박 3박자에 붙어 1대

박을 이루고,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의 1대박, 제 3음보가 3소박 3박자의

1대박에 붙어 한 장단을 이룬다.

<바람광풍아>의 1장 2악구 1장단은 ‘추풍낙엽이/다떨어진다’의 2음보

사설이 3소박 3+3+3박자를 구성하는 경우로, 앞서 살펴본 <유유창천>의 1

장 2악구 1장단의 사설 붙임과 동일하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유유창천> 1장 2악구 1장단, <명월로화에> 4

장 1악구 2장단, <지척동방> 1장 2악구 1장단, <바람광풍에> 1장 1악구 2

장단, 2장 1악구 2장단이 속한다.

(5) 3소박 (3+3)+(3+3)박자 유형

3소박 (3+3)+(3+3)박자 유형은 3소박을 기본박으로 하여, 3소박 3+3박

자 여느리듬형이 두 개가 합쳐서 장단주기를 구성한다. 이는 대박장단으로

볼 수 있는데,188)앞서 살펴본 여느 장단에서 박의 층위가 상승한 형태로,

장단주기가 3소박 (3+3)+(3+3)박자로 길게 구성된다. <엮음수심가> 중 3

소박 (3+3)+(3+3)박자 대박 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187) 예를 들어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의 경우, ‘아리랑/아리랑’의 2음보 사설이 장단주기

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뒤에 붙은 ‘아라리요’는 1음보로 홀로 장단을 이루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의 3음보 사설이 장단주기를 구성하게 된

다.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1995)참조. 

188) 여느리듬형을 구성하는 리듬소가 어느 박 층위에서 구성되느냐에 따라, 리듬소가 소박

에서 구성되면 소박장단, 리듬소가 여느박에서 구성되면 여느장단, 리듬소가 대박에서 구

성되면 대박장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실제 소박장단에 해당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여느

박장단은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엇모리 등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단이며, 대박

장단은 중모리장단, 함경도 부정청배장단 등이 있다. 이보형, “박, 박자, 장단의 층위와 

변이(變移)유형”, 한국음악연구 제40권(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2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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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와 같이 <유유창천> 2장 3악구 1장단은 ‘모두다에게로/가

르란말가’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 중 ‘모두다’의 3음절이 3소박 3박자,

제 1음보 중 ‘에게로’의 3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소박 3+3박자의 소

리듬형을 이룬다. 그리고 제 2음보 중 ‘가르란’의 3음절이 3소박 3박자, 제

2음보 중 ‘말가’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소박 3+3박자의 소리듬형

을 이룬다. 이 때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루고 여느리듬형

이 한 장단을 이룬다. 즉 ‘모두다에게로/가르란말가’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이룬다.

<서산에> 1장 2악구 1장단 ‘천지가/명랑이로다’의 2음보 사설 역시 제

1음보 중 ‘천지’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 제 1음보 중 ‘가’의 1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소박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고, 제 2음보 중 ‘명랑이’가 3

소박 3박자, 제 2음보 중 ‘로다’가 3소박 3박자에 붙어 3소박 3+3박자 소리

듬형을 이룬다 이 때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루고, 여느리

듬형이 장단 주기가 된다. 즉 ‘천이가/명랑이로다’가 한 장단으로,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이룬다.

최섬홍, 이진봉-유유창천
2-2 모 두 다 에 게 로

가 르 란 말 가
백모란, 이영산홍-서산에

1-2 천 지 가
명 랑 이 로 다
박명화-불이붙는다

1-2 압 록 강 수 로
불 끄 련 만 은
김주호-명월로화에

1-2 그 스 승 찾 자 긴
만 무 로 구 나
장학선-지척동방

2-3 몽 중 에 도
임 에 나 생 각
오복녀-바람광풍에

3-2 전 각 에 는 야
미 생 양 하 고

[악보 3-12] <엮음수심가>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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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붙는다>, <명월로화에> 1장 2악구 1장단, <지척동방> 2장 3악구

, <바람광풍에> 3장 2악구 모두 2음보 사설이 3소박 (3+3)+(3+3)박자로 구

성되는 대박장단이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유유창천> 2장 2악구 1장단, 3장 2악구 1장단,

4장 3악구 1장단과 <서산에> 1장 2악구 1장단, 2장 2악구 1장단, 3장 2악

구 1장단, <불이붙는다> 1장 2악구 1장단, 2장 2악구 1장단, 3장 2악구 1장

단, <지척동방> 2장 3악구 1장단, <명월로화에> 1장 2악구 1장단, 2장 2

악구 1장단, 3장 2악구 1장단, 4장 2악구 1장단, <바람광풍에> 3장 2악구 1

장단, 4장 3악구 1장단, 5장 2악구 1장단, 6장 2악구 1장단이다. 특히 3소박

(3+3)+(3+3)박자 유형으로 이루어진 장단은 모두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

에 배치된다.

이렇듯 <엮음수심가>의 엮음부분은 불규칙 장단으로 되어있지만, 5개

의 박자유형으로 구성된다. 그 중 3소박 2+3박자 유형이 16장단, 3소박

3+3박자 유형이 38장단, 3소박 (3+3)+(3+3)박자 유형이 18장단이 해당하므

로, 위 3개를 대표적인 박자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 장(章)의 마지

막 장단은 3소박 (3+3)+(3+3)박자로 박의 층위가 상승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같이 동일하다.189)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

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 <엮음수심가>의 박자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6]과 같다.

189) 본문 3장 1장 가항 1목 박자구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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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구조

<엮음수심가>의 음구조는 수심가토리를 기본으로, 경토리가 혼재된 양

상을 보인다.

위 [악보 3-13]에서 살펴보듯이 <엮음수심가>의 음구조는 re-mi-sol-

[악보 3-13] <엮음수심가-유유창천> 1～2장

박자유형
곡목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

3소박 
3+3박자

3소박 
3+3+3박자

3소박 
(3+3)+(3+3)박자

<유유창천> 1장단 6장단 1장단 3장단

1대박=
3소박

2~4박자  

 章=
5～8대박

<서산에> 2장단 5장단 1장단 3장단

<불이붙는다> 11장단 3장단

<명월로화에> 2장단 6장단 1장단 4장단

<지척동방> 1장단 3장단 6장단 1장단 1장단

<바람광풍아> 6장단 8장단 2장단 4장단

총 장단 수 4장단 16장단 38장단 5장단 18장단

비고 엮음선율형에 배치 종지선율형에 배치

[표 3-6] <엮음수심가>의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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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고, re-la-do'가 주요음으로 완전5도+단3도의

선율골격을 구성하고, la-mi-re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한다. la음에서

굵게 요성을 하고, do'음에서 la음으로 진행 시 퇴성을 하고 있어, 수심가

토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부분에서는 re-sol의 4도를 중심으로 선율

골격을 이루고 sol음이 주요음으로 사용되고 있어, 경토리가 혼재된 양상

을 나타내기도 한다.190)

<엮음수심가>의 선율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고, 그 중

엮음부분은 공통된 종지 선율형에 의해 장(章)이 구분되고, 수심가부분은

3장로 구분된다. 이에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구조를 살펴

보겠다.

가) 엮음부분

<엮음수심가>의 엮음부분은 공통된 종지 선율형을 기준으로 장(章)이

구분되고, 각 장은 몇 개의 악구로 구성된다. 이에 각 장을 중심으로 선율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0) 통상적으로 수심가토리는 re-mi-sol-la-do', 경토리는 sol-la-do'-re'-mi'로 두 지역

의 음조직의 차이는 la-do'와 re'-mi'의 음정관계로 요약된다. 그러나 실제 연주에 있어 

경토리는 마지막 5음(mi')이 유동적이어서 간혹 do'에 가깝게 연주되기도 하고 수심가토

리는 la-do'의 음정관계가 단 3도보다 음정이 좁아서 두 지역간의 음정간의 뚜렷한 차이

가 없다. 따라서 수심가토리와 경토리는 음정관계보다는 선율골격과 시김새의 차이로 인

해 변별될 수 있다. 즉 수심가토리는 re-la의 5도가 기본 선율골격을 이루고, la음에서 

큰 폭으로 요성을 하고, 경토리는 sol-do'의 4도가 기본 선율골격을 이룬다. 임미선, “경

기민요와 서도민요의 선율구조 비교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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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4]에서 보듯이 <엮음수심가> 4곡의 1장은 sol음으로 시작

후 동음반복 한 후 la-mi-re로 하행하고, 다시 la음으로 5도 상행 후 la음

을 강하게 요성하고, la-mi-re로 하행 후 re-mi-re로 종지한다.

이 중 <서산에> 1장 2악구와 <불이붙는다> 1장 2악구는 각각 ‘천지가/

명랑이로다’와 ‘압록강수로/불끄련만은’으로 사설은 다르지만 선율은 동일

하다. 또한 <유유창천>의 ‘북망산천아/말물어보자’와 <바람광풍아>의 ‘추

풍낙엽이/다떨어진다’도 mi-re로 시작하는 점이 다를 뿐 전체적인 선율진

행은 <서산에> ‘천지가/명랑이로다’와 <불이붙는다> ‘압록강수로/불끄련

만은’의 선율형과 유사한다. 이렇듯 <엮음수심가>는 동일한 선율형이 반

복되는데, 이는 매 장(章)을 종지할 때 등장하는 선율형으로 이를 종지선

율형으로 명명한다.

한편 <유유창천> ‘유유창천～말물어보자’와 <서산에> ‘서산에～달이솟

[악보 3-14] <엮음수심가> 선율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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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불이붙는다> ‘에～붙난불은’과 <바람광풍아> ‘바람광풍아/부지마

라’는 모두 sol음으로 시작 후 동음 반복하는 선율형으로, 이를 엮음선율

형191)으로 명명한다.

이와 같이 4곡 모두 각 장은 sol음으로 시작해서 동음반복 후 악구의

마지막을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la-mi-re로 하행진행 후 re-mi-re로 종지하는 종지선율형192)으로 구성

된다. 이를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선율d형은 <엮음수심가>의 대표 선율형으로 <유유창천> 1장, 2장, 4

장, <서산에> 1장, 2장, 3장, <불이붙는다> 1장, 2장, 3장, <명월로화에> 2

장, 3장, <바람광풍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해당한다.193)

위 [악보 3-15]에서 볼 수 있듯이 <유유창천> 3장과 <명월로화에> 1

장은 동일한 선율형으로 되어있다. 두 곡 모두 제시된 장은 2악구로 구성

되는데, 1악구는 mi'음으로 시작해서 동음반복 후 악구의 마지막을

191) 동음 반복하여 빠른 박자로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주기 때문에 이를 엮음선율형으로 

명명하겠다.

192) 매 장은 공통된 선율형으로 종지하는데, 이 선율형을 종지선율형이라 명명하겠다. 

193) 본문에서 악보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참고악보를 참조 바람. 

[악보 3-15] <엮음수심가>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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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으로 구성되고, 2악구는 la음으로 시작해

서 악구의 마지막을 la-mi-re로 하행진행 후 re-mi-re로 종지하는 종지선

율형으로 구성된다. 이를 선율e형으로 분류한다. 선율e형은 악보로 제시된

두 장만 해당한다.

위 [악보 3-16]에서 보듯이 <불이붙는다> 4장과 <바람광풍에> 7장은

sol음으로 시작해서 선율을 진행 후 sol-la음으로 상행해서 la음을 요성하

는 선율형이다. 이는 선율d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형태로, 주로 수심

가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나오는 선율형이다. 이는 종지선율형 없이 선율d

형의 엮음선율형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이렇듯 <엮음수심가>의 엮음부분은 선율d형과 선율e형의 두 가지 기

본 선율형을 가진 악곡임이 들어났다. 그리고 d형은 변화에 의해 선율d-형

이 나타나는데, 이는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선율형으로, 엮음부분에서 수심

가부분으로 넘어하는 마지막 장(章)에서만 등장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과 동일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엮음수심가>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

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선율d형과 선율e형의 두 가지 기본 선율형과

선율d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선율d-형의 변화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악보 3-16] <엮음수심가> 선율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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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

상 <엮음수심가> 6곡의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7]과 같다.

4) 악곡구조

위의 선율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엮음수심가>는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으로 구성된다. <유유창천>, <불이붙는다>, <명월로화에>는 엮음부

분 4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되고, <서산에>, <지척동방>은 엮음부분 3

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되며, <바람광풍에>는 엮음부분 7장, 수심가부

분 3장로 구성된다.

6곡 모두 수심가부분은 동일하게 3장로 구성되고 엮음부분은 <바람광

풍에>만 제외하고는 모두 3-4장로 구성된다. 그리고 엮음부분의 각 장(章)

은 대개 2악구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1, 2장이 1악구, 3장이 2악구로

구성된다. <엮음수심가> 6곡의 악곡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8]과 같

다.

곡명
부분 <유유창천> <서산에> <불이붙는다> <명월로화에> <지척동방> <바람광풍아>
부분 장

엮음
부분

1 d d d e d d
2 d d d d d d
3 e d d d d d
4 d- d d
5 d
6 d
7 d-

수심가
부분

1 a a a a a a
2 b' b' b' b' b' b'
3 c c c c c c

[표 3-7] <엮음수심가>의 선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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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엮음수심가>는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추가하

여 만든 악곡으로, 사설을 엮는 방법은 노랫말의 길이가 길어지면 엮음부

분의 길이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수심가부분은 항상 고정적이다.

사설구조는 모두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사설

의 내용에 의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수심가부분에 비해 엮음부분의

사설이 훨씬 길지만, 구조에 있어서는 수심가와 같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

성된 형태로, 이는 수심가부분의 사설이 확대된 구조이다.

박자구조는 3소박을 기본박으로, 엮음부분은 2+2박자, 2+3박자, 3+3박

자, 3+3+3박자, (3+3)+(3+3)박자의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3소

박 3+3박자, 2+3박자, (3+3)+(3+3)박자의 유형이 빈번히 사용되며, 특히 3

소박 (3+3)+(3+3)박자 유형은 매 장(章)의 종지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는 매

장(章)의 종지선율형에 해당하는 박자유형으로, 각 장은 사설을 촘촘히 엮

어주다가 마지막 장단에서 사설을 풀어주면서 종지한다. 수심가부분의 박

자구조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선율구조는 엮음부분은 선율d형과 선율e형의 두 가지 기본선율과, 선율

d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선율d-형의 변형선율로 구성된다. 선율d형

과 선율e형은 둘 다 엮음선율형과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져있다. 매 장

(章)의 종지선율형은 공통된 선율형으로, 각 선율형은 엮음선율형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 수심가부분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의 세 가지 선

곡목
부분 <유유창천> <서산에> <불이붙는다> <명월로화에> <지척동방> <바람광풍에>
부분 장

엮음
부분

1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1악구
2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3악구 2악구
3 2악구 2악구 2악구 1악구 2악구 2악구
4 3악구 1악구 2악구 3악구
5 2악구
6 1악구
7 1악구

수심가
부분

1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2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3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표 3-8] <엮음수심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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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유형과

동일하다.

악곡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고, 엮음부분은 3～4장, 수

심가부분은 3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엮음부분의 각 장은 2～3악구로 구성

되고, 수심가부분의 각 장은 1～2악구로 구성된다.

요컨대, <엮음수심가>는 서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불리던 <수심가>

앞에 사설을 촘촘히 엮는 선율을 추가하여 만든 악곡으로, 엮음부분만 변

화시켜서 여러 형태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나) <봉황곡>

<봉황곡>는 조선시대 가사의 하나로 5, 6구의 짧은 형식에 관념적인

상투어로 남녀간의 금슬을 노래194)한 서도잡가이다. 1914년도에 발행된 
정선조선가곡에 처음 수록된 이후 정정증보신구잡가, 고금잡가편 등
총 11권의 잡가집에 수록되어있다.

최초의 음원자료는 1935년 유개동에 의해 녹음195)되었으나 현재 전승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1970년대 오복녀에 의해 녹음된 음원만 전해진다.

이에 본항에서는 <봉황곡(오복녀)>을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

다.

1) 사설구조

<봉황곡>의 사설은 잡가집 중 총 11권에 수록되어있는데, 최초로 수록

된 정선조선가곡과 나머지 잡가집의 사설이 동일하다. 이에 정선조선가
곡와 오복녀의 사설을 중심으로 사설구조를 살펴보겠다.

194)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195) 1935년 유개동, columbia 40638(B) <반갑도다>; 곡명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

설을 살펴보았들 때, <봉황곡>과 동일한 음원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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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9]에서 살펴보듯이, 정선조선가곡과 <봉황곡(오복녀)>의 사
설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다만 정선조선가곡에 비해 <봉황곡(오복

녀)>에서 ‘진진반측～할까요’가 마지막에 첨가되었다. ‘진진반측～할까요’

는 현재 <수심가>의 선율로 불려 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정선조선가곡
의 사설은 ‘됴히 마지려문’으로 끝을 맺는데, 이는 문장이 끝나지 않은 구

조이다. 즉 정선조선가곡에서 수심가부분의 사설이 없는 것은 당시 수심
가부분이 불리지 않았 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선조선가곡에 기록 시 수
심가부분의 사설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봉황곡>의 사설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된다. 엮음부분은 ‘반갑도다～반갑도다’, ‘따르더냐～끝이없다’, ‘다정토다～

맞으려문’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되고, 수심가부분도 ‘전진반측 생각하니’,

‘옛일이～못살이로구나’, ‘차마진정코～할까요’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부분 정선조선가곡(1914) 오복녀(1973)

엮
음

1
반갑도다 반갑도다 홍상미인 반갑도다
팔준마 가��� 요지왕모 반갑도다

반갑도다 반갑도다 홍상미인 반갑도다
팔준마 가는행차 요지왕묘 반갑도다

2

�로나냐 �로나냐 필부필부 �로나냐
리졍에 필마�� 홍불기가 �로나냐
�마상녀 봉구황곡 탁문군이 �로나냐
상졍언약 업건마� 화쵹언약 �치엇다

따르더냐 따르더냐 필부필부 따르더냐
이정에 필마행차요 흥불지기가 따르드냐
사마상녀 봉구황곡 탁문군이 따르드냐
생긴언약 없건만은 화촉연분이 끝이없다

3

다졍토다 다졍토다 월용셩모 다졍�다
진궁도화 만발�� 탐화봉텹 다졍�다
셰류츈풍 가는나뷔 환우황� 다졍�다
룡문산 오동뷔여 단금을 ��듯즌
봉구황곡 희롱�고 원앙금슬 구�더니
뇨됴슉녀 나신후에 군�호구 이아닌가
옥패셩이 ���니 옥패얼골 보리로다
�양수심 무�일고 됴히 마지려문

다정토다 다정토다 월령성모 다정토다
진군도화가 만발한데 탐화봉접이 다정하다
세류춘풍 가는나비 환우황엥 다정하다
용문사 오동비여 단금을 만들뜻은
봉구황곡 희롱하고 원앙금실 구하드니
요조숙녀 나신후에 군자호구 이아니란말가
옥패선이 쟁쟁하니 옥패얼굴을 보리로다
매양수심 무삼일고 조휘조휘 맞으려문

수
심
가

1 진진반측 생각을하니 
2 옛일이 새로워 못살이로구

3
차마진정코 님의화용이 그리워 나어이 할까
요

[표 3-9] <봉황곡>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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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엮음부분의 사설은 수심가부분의 사설구조를 확장시킨 형태로, 앞

서 살펴본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엮음수심가>에

비해 엮음부분에서 사설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봉황곡>의 사설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고,

각 부분은 3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2) 박자구조

<봉황곡>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성

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살

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2+3박자 유형은 3소박을 기본박으로 하여, 1음보 사설이 3소박 2

박자 1대강에 붙고, 나머지 1음보 사설이 3소박 3박자 1대강에 붙으며, 그

두 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박자유형이다. <봉황곡> 중 3소박 2+3박

자 여느 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위 악보에서와 같이 1장 1악구 1장단은 ‘반갑도다/반갑도다’의 4.4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2장 1악구 1장단은 ‘팔준마/가는행사요’

의 2음보 사설로, 역시 3소박 2+3박자를 구성한다. 그런데 2장 1악구의 경

우는 기본박이 2분할이 된다. 이는 <봉황곡>의 전 곡에 걸쳐 자주 나타나

1-1 반 갑 도 다 반 갑 도 다
2-1 팔 준 마 가 는 행 사 요

[악보 3-17] <봉황곡> 3소박 2+3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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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듬 유형으로, 주로 엮음선율형에서 2분할되는 리듬 유형이 자주 등장

한다.196)

이에 해당하는 장단에는 1장 1악구, 2장 1악구, 3장 1악구, 4장 1악구, 6

장 1악구, 9장 1악구, 10장 1악구가 있다.

(2)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장 1악구 1장단 ‘필부필부/따르드

냐’의 4.4음절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3소박 3박, 제 2음보가 3소박 3박

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5장 1악구 1장단 역시 각 1음

보씩 3소박 3박에 붙고, 2음보가 모여 3소박 3+3박자 한 장단을 구성한다.

3장 1악구와 5장 1악구 역시 3소박 기본박이 2분할되는 리듬유형이 나타

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2장 1악구, 3장 1악구, 5장 1악구, 6장 1악구 2장

단, 7장 1악구 1-2장단, 2악구 1장단, 8장 1악구 1-2장단, 2악구 1장단, 9장

2악구 1장단으로, <봉황곡>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박자유형이다.

(3) 3소박 3+3+3박자 유형

3소박 3+3+3박자 유형으로 된 장단은 아래 악보와 같다.

196) 각 장(章)의 종지선율형은 3소박으로 구성되지만, 엮음선율형은 3소박 기본박이 2분할 

되는 리듬이 자주 등장한다. 

3-1 필 부 필 부 따 르 드 냐
5-1 생 긴 언 약 없 건 만 은

[악보 3-18] <봉황곡> 3소박 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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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와 같이 1장의 마지막 장단은 ‘홍상미인이/반갑도다’의 2음

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3박자에 붙고, 제 2음보가 3소박 3+3박자에

사설이 붙고, 이 두 개가 모여 장단주기를 구성한다. 즉 3소박 3+3+3박자

가 한 장단을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1장 마지막 장단, 4장 마지막 장단, 7장 마지막

장단으로, 주로 각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나타난다.

(4) 3소박 (3+3)+(3+3)박자 유형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2장 마지막 장단은 ‘따르드냐/따르드냐’의 2음보 사설로, ‘따르’의 2음절

이 3소박 3박자, ‘드냐’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

을 이루고, ‘따르’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 ‘드냐’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따르드냐/따르드냐’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로 장

단의 층위가 상승한 형태로,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2장 마지막 장단, 3장 마지막 장단, 5장 마지막

장단, 6장 마지막 장단, 8장 마지막 장단, 9장 마지막 장단으로, 주로 각 장

(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자주 나타난다.

나) 수심가부분

2-2 따 르 드 냐
따 르 드 냐

[악보 3-20] <봉황곡> 3소박 (3+3)+(3+3)박자 유형 

1-2 홍 상 미 인 이
반 갑 도 다

[악보 3-19] <봉황곡> 3소박 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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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

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봉황곡>의 박자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이 다

르게 나타난다. 엮음부분은 3소박 기본박으로 3+3박자, 2+3박자, 3+3박자,

3+3+3박자, (3+3)+(3+3)박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이 중 3+3박

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3소

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한다. 한편, <봉황곡>

엮음부분의 리듬에서 중요한 특징은 3소박 기본박이 2분할 되는 리듬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같이 3소

박 기본박으로, 3소박 1보통박이 2～4개 모여 1대박을 이루고, 대박이 5～8

개 모여 한 장을 이룬다. 이상 <봉황곡>의 박자유형 별 장단 수를 정리하

면 아래 [표 3-10]과 같다.

3) 선율구조

<봉황곡>의 선율구조를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선율형을 중심으로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부분
유형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박자
유형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박자 (3+3)+(3+3)박자 2~4박자

장단 수 1장단 7장단 11장단 4장단 3장단 5~8개

비고
엮음선율형에 배치

기본박이 2분할되는 리듬 등장
종지선율형에 배치

[표 3-10] <봉황곡>의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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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21]은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봉황곡> 1장을 비교한 것

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sol음을 중심으로 진행

하는 엮음선율형과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

된다. 그런데 <봉황곡> 1장은 sol음으로 시작해서 동음반복한 후 sol-la로

상행하여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홍상미인이/반갑도다’의 공

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유사한

선율형으로, <봉황곡> 1장을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선율d형는 <봉황곡>

1장 외에 2장, 3장, 4장, 6장, 8장 등으로, 대부분의 장(章)이 선율d형에 해

당한다.

위 [악보 3-22]는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봉황곡> 10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선율d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

략된 형태로 엮음부분의 마지막 장(章)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봉황곡>

엮음부분의 마지막 장(10장)인 ‘조휘조휘/맞으려문’은 sol음을 동음반복 후

[악보 3-21] <봉황곡> 선율d형 

[악보 3-22] <봉황곡> 선율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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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음으로 상행하여 동음반복하여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엮음수심가> 선

율d-형과 유사하다. 이에 <봉황곡> 10장을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한편, <봉황곡> 5장은 위와는 다른 선율형으로 진행된다.

위 [악보 3-23]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봉황곡> 5장의 선율을 비

교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엮음수심가> 선율e형은 mi'음으로 시작

해서 동음반복 후 악구의 마지막에서 do, la음을 거쳐 la-mi-re로 하행하

는 엮음선율형과 ‘어언간에/백발이로구나’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

된다. 그런데 <봉황곡> 5장은 mi-mi'로 시작 후 mi음에서 re', do', la를

거쳐 sol-mi-re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화촉연분이/끝이없다’ 부

분의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 선율e

형과 유사한 형태로, <봉황곡> 5장을 선율e형으로 분류한다.

이렇듯 <봉황곡>의 엮음부분은 선율d형과 선율e형의 두 가지 기본 선

율형과, d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d-형의 변화선율로 이루어진다. 즉

<봉황곡>은 <엮음수심가>에 등장하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이

들어났다.

나) 수심가부분

[악보 3-23] <봉황곡(오복녀)>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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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24]는 <수심가(박부용)> 1장과 <봉황곡(오복녀)> 수심가부

분 1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박부용)> 1장은 <수심가> 중 평으로 내

는 형으로, La-re로 시작한 후 sol음을 거쳐 do'-la음으로 진행 후 la음을

요성하는 선율형으로 <수심가>에서 선율a형으로 분류하였다. <봉황곡(오

복녀)> 수심가부분 1장은 <수심가(박부용)> 1장과 가사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선율형으로, 이를 선율a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 [악보 3-25]는 <수심가(박부용)> 2장과 <봉황곡(오복녀)> 수심가부

분 2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박부용)> 2장은 do'음에서 질러

서 시작 후 do'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re-mi-re로 종지하는

선율로, 선율b'형으로 분류하였다. <봉황곡(오복녀)> 수심가부분 2장 역시

장식음에서 약간 차이를 보일 뿐, <수심가> 선율b'형과 동일하다.

[악보 3-24] <봉황곡(오복녀)> 선율a형

[악보 3-25] <봉황곡(오복녀)> 선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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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26]은 <수심가(박부용)> 3장과 <봉황곡(오복녀)> 수심가부

분 3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박부용)> 3장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 후 다시 re음에서 mi를 거쳐 la음으로 상행 후 마지막

은 re음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앞 서 이를 선율c형으로 분류하였다.

<봉황곡(오복녀)> 수심가부분 3장 역시 la음으로 시작 후 주로 la음을 요

성하고, 마지막은 la-mi-re로 하행 후 re음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사설

만 다를 뿐 <수심가> 3장과 거의 동일한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어, 선율c

형에 해당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봉황곡(오복녀)>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으로 나뉘며, 엮음부분은 선율d형, 선율d-형, 선율e형의 세 가지 선율

형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의 세 가지 선

율형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형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

용한 것이다. 이상 <봉황곡>의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11]과 같

다.

부분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악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선율형 d d d d e d d d d d- a b' c

[표 3-11] <봉황곡(오복녀)>의 선율구조

[악보 3-26] <봉황곡(오복녀)> 선율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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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봉황곡>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며,

엮음부분은 10장, 수심가부분은 3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엮음부분의 매

장(章)은 주로 2악구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의 1～2장은 1악구, 3장은 2악

구로 구성된다. 이는 <엮음수심가>의 악곡구조에서 엮음부분의 장(章) 수

만 늘어난 형태이다. 이상 <봉황곡>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2]와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봉황곡>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사

설구조는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

되고, 박자구조는 엮음부분이 3소박 기본박으로 2+3박자, 3+3박자, 3+3+3

박자, (3+3)+(3+3)박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이 3소박

2～4박자가 1대박을 이루고, 대박이 5～8개가 모여 한 장(章)을 구성한다.

선율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악곡구조 역시 <엮

음수심가>와 동일하다. 그런데 <엮음수심가>가 엮음부분이 3～4장, 수심

가부분이 3장로 구성되는데 반해 <봉황곡>은 엮음부분이 10장, 수심가부

분이 3장로, <엮음수심가>에 비해 엮음부분을 구성하는 장(章) 수가 확대

부분 장(章) 악구 수 사설

엮음부분

1 2 반갑도다~반갑도다
2 2 팔준마~따르드냐
3 2 필부필부~따르드냐
4 2 사마상여~따르드냐
5 2 생긴언약~끝이없다
6 2 다정토다~만발한데
7 3 탐화봉접~만든뜻은
8 2 봉구황곡~아니란말가
9 2 옥패선이~무삼일고
10 1 조휘조휘맞으려문

수심가부분
1 1 전전반측생각을하니
2 1 옛일이~못살이로구나
3 2 차마진정코~나어이할까

[표 3-12] <봉황곡(오복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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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요컨대, 오복녀의 <봉황곡>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과 박자구조, 악

곡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악곡으로, 엮음부분의 길이만 확대하여 만든 악곡

임이 밝혀졌다.

(다) <향산록(김정연)>

<향산록>은 묘향산 승경을 노래한 것으로, 여장(旅裝)을 차려 출발하

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천·사찰·누각·암자 등 여러 유적지를 두루 탐

승하고 귀향하기까지의 노정을 노래한 서도잡가197)이다. 1914년 발행된 
신구잡가에 처음 수록된 이후 정선조선가곡, 정정증보신구잡가 등 총
11권의 잡가집에 수록되어있다.

최초의 음원자료는 1935년 김주호에 의해 녹음된 음원이고 이 후 1973

년 김정연에 의해 녹음된 음원이 전해진다. 그런데 <향산록(김주호)>와

<향산록(김정연)>은 사설만 유사할 뿐, 음악적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향산록(김주호)>은 지금까지 살펴본 엮음형에 속하는 악곡들과

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악곡이므로, 본 항에서는 엮음형에 해당하는 <향산

록(김정연)>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사설구조

<향산록>의 사설은 신구잡가를 비롯해 총 11권의 잡가집에 수록되

어있는데, 잡가집의 사설과 <향산록(김정연)>의 사설은 거의 동일하다. 이

에 <향산록(김정연)>의 사설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97) 박기종, 서도소리 가사집(대전: 서도소리연구회, 1999), 370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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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김정연(1973)

엮음

1
천지가 개벽하고 산천이 생겼으니 오악은 조종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
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에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요 제불
지 대찰이라 평생에 먹은 마음 향산보자 원했드니

2

춘삼월 호시절에 친구 벗과 기약하고 행장을 급히 자려 낙양성 뻗은 길로 청려장 
둘러집고 북향산을 찾아가니 백두산 내린 맥이 청천강 근원이라 원님강을 건너서
서 향산동구를 다다르니 게변에 우는 새는 춘흥을 노래하고 앞산에 있는 꽃은 원
객을 반기는 듯 외사자목 넘어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청송은 울울하고 녹수는 잔
잔하다 심진정 높은 집은 대소행차 영송처라 일행을 재촉하여 내사자목 넘어드니 
좌우에 거령신은 초패왕의 풍신이라 홍살문 구경하고 초계문을 다달으니 좌우에 
금강신은 인사시측 하는데요 영청각 표묘하고. 수적비구 원하도다 명월당 애월당
을 동서로 돌아보며 애달문 넘어들어 문수보살 구경하고 천왕문을 들어가니 사방
천왕 웅장하다 진향전 행화당을 좌우로 살펴보며 만세루 올라앉아 원근을 바라보
니 남산에 웃는 꽃은 춘색을 띄여 있고 청계의 맑은 물은 경광을 알리는 듯 취운
당 백운각에 오작이 쌍비하니 요지는 어디런가 선경이 여기로다 여래탑 십구층과 
다보탑 십이층을 전후로 구경하고 대웅전을 들어가니 의의하련 탑상에 불상이 거
룩하다 이층전 높은 집은 반공에 솟았으니 선인의 조각이요 인간재주 아니로다 백
옥루 광한전을 말로만 들었더니 오늘날 친견할줄 어이하여 알았으리 총희문 넘어
들어 명부턴을 들어가니 지장보살 십대왕이 열좌로다 참혹한 지옥형상 낱낱이 그
려있다 음양각 들어가서 오동향로 구경하고 심겅당 수월당과 관음전 동림현과 미
타전 망월루를 차례차례로 구경하고 유산길 찾아가 안심사 돌아드니 무한한 부도
비는 도승에 유적이라 명월은 교교하고 청풍은 소슬이라 녹수청산 깊은곳에 상원
암 찾어가서 대하폭 구경하니 정신이 쇄락하다 이층철사 더워 잡고 인호대 올라가
니 송풍은 거문고요 두견성은 노래로다 동편에 산주포는 진주를 헤치는 듯 천신폭 
높은 물은 반공에서 나리는 듯 용연포 내린 물은 백룡이 서리운 듯 십주는 어데런
지 삼산은 여리고다 상원암 들어가니 별유천지 여기로다 칭성각 구경하고 용각석 
돌아가니 관찬사 태수평을 면면히 새겼으니 석면에 만조정은 네말이 분명하다 화
발한 산간으로 불경대 올라가니 두견화 만발하고 접동새 슬피운다 빈 비람 점심하
고 단군대 올라가니 단군의 탄생처에 석글만 남아있다 산천을 구경하고 만폭동 돌
아오니 백석층층 천만대에 흐르나니 청계수라 유적대 올라가니 대소유적 분명하다 
강선대 올라가니 신선이 하강처라 금강굴 내려오니 서산대사 수도처라 사리각 들
어가니 팔상탑 구경하고 내천암 들어가니 산중지 복장이라 무릉포 넘어드니 무릉
도원 여기로다 건불암 회봉암과 서봉암 오봉암과 불지암 내봉암을 넉넉히 구경하
고 수충사 들어가니 어서어필 봉안처라 극산굴 보은암을 내릴길에 잠간 보고 어시
문 들어가서 영각에 들어가니 서산대사 서명당에 현상이 거룩하다 검을 집고 일어
서서 국가를 태평이라 금란가사 죽비장삼 유리잔패 열선과 야광주 육환장은 양대

[표 3-13] <향산록(김정연)>의 사설구조



- 101 -

위 [표 3-13]에서 볼 수 있듯이 <향산록(김정연)>은 엮음부분과 수심

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내용상 세 개의 단락으로 구

분되는데, 1단락은 ‘천지가 개벽하고～향산보자 원했드니’로 묘향산을 보기

원한다는 내용이고, 2단락은 ‘춘삼월 호시절에～흉금이 쾌활하다’로 묘향산

의 경치를 서술하는 내용이고, 3단락은 ‘태백산 유발승이～고향으로 어서

가자’로 하산(下山)하는 내용이다.

수심가부분은 ‘평생소원이～하였더니’, ‘오늘에야～하였구나’, ‘생각을하

니～않으리’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향산록(김정연)>의 사설

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분되고,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향산록>은 조선 후기에 쓰인 기행문형식의 가사문학으로, 굉장히 긴

사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와 동일한 구조이

고, 다만 엮음부분의 2단락이 유난히 길어진 형태이다.

2) 박자구조

<향산록(김정연)>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

르게 구성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향산록(김정연)>을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사의 유적이라 극락전 들어가서 낯낯이 구경하고 대장전 들어가니 팔만경판 쌓여 
있다 개조암 백수암을 자세히 돌아보고 남전암 올라가니 묘종이 장연하다 비유봉 
석가봉과 관음봉 개지봉과 향로봉 법왕봉과 미륵봉 칠성봉과 지장봉 십왕봉과 가
섭봉 알안봉과 상비로 수비대와 중비로 백운대와 하비로 울령대와 삼성대 설령대
를 차례로 바라보니 흉금이 쾌활하다

3
태백산 유발승이 뫼고저 하건마는 진토에 걸린 몸이 세연이 미찬하여 두견성 한소
리에 고향생각 절로 난다 산수가 절승하니 명춘에 다시 볼 듯 명산을 하직하고 고
향으로 어서가자

수심가
1 평생소원이 향산보자 하였더니
2 오늘에야 소원성취 하였구나
3 생각을하니 이름좋은경개 못보는맘 어이 애달프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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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엮음부분

(1)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연 창 1장 1악구 1장단 ‘천지

가/개벽하고’는 3.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 3대박

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으로는 1장

1악구 1～3장단, 2장 1악구 2장단, 3장 1악구 1장단, 3장단, 3장 2악구, 4장

1악구 1장단, 3장단, 5장 1악구 1장단, 3장단 등이 있다. 이렇듯 3소박 2+3

박자 유형은 <향산록(김정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박자유형이다.

(2)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주호 창 32악구 7장단 ‘고향으로

/돌아가세’의 4.4음절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김정연 창 3악구 2장단 ‘일국지/명

산이요’는 3.4음절의 2음보 사설로 각각 1음보가 3대박, 3대박에 붙어 3소

3-2 일 국 지 명 산 이 요

[악보 3-28] <향산록(김정연)> 3소박 3+3박자 유형 

1-1 천 지 가 개 벽 하 고

[악보 3-27] <향산록(김정연)>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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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3+3박자를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김주호 창 32악구 7장단과 김정연 창 3장 1악구

2장단, 5장 1악구 2장단, 6장 1악구 2장단, 7장 1악구 3장단이 해당한다. 김

주호 창에서는 전 곡을 통해 1번만 나타나고 김정연 창에서도 4번 정도로

다른 박자 유형에 비해서는 출현 빈도수가 적은 편이다.

(3) 3소박 (3+3)+(3+3)박자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1장 마지막 장단 ‘사해난/근원이라’의 2음보 사설로, ‘사’의 1음절이 3대

박, ‘해난’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근원’의

2음절이 3대박, ‘이라’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

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사해난/근원이라’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향산록(김정

연)>의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은 모두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

으로 되어있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

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향산록(김정연)>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

성된다. 엮음부분을 중심으로 박자구조를 살펴본 결과, 3소박 2+3박자 유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은 3소박 (3+3)+(3+3)박

1-4 사 해 난
근 원 이 라

[악보 3-29] <향산록(김정연)>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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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엮음수심가>가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하는 점과 동일하다. 수심

가부분은 앞서 살펴본 <수심가>와 같이 3소박 1보통박이 2～4개가 모여 1

대박을 이루고, 대박이 5～8개 모여 한 장(章)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상

<향산록(김정연)>의 박자유형 별 장단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3-14]과

같다.

3) 선율구조

<향산록(김정연)>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이 다르게 나

타난다. 이에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엮음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향산록(김정연)>은 불균등한 유절형식에

속하는 악곡으로, 공통된 종지 선율형에 의해 총 22장로 구성된다. 각 장

(章)별로 선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분
유형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박자유형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
3소박 

3+3박자
3소박 

2+2+2박자
3소박 

(3+3)+(3+3)박자
3소박 

2~4박자

장단 수 1장단 61장단 4장단 1장단 22장단 5~8개

[표 3-14] <향산록(김정연)>의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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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30]은 <엮음수심가-불이붙는다> 선율d형과 <향산록(김정

연)> 1장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에 불이 붙는다～붙

난 불은’은 sol음을 동음 반복하여 선율을 진행한 후 sol-la로 상행하여,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압록강수로/불끄련만은’의 공통된 종

지선율형으로 이루어진다.

<향산록(김정연)> 1장 역시 sol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한 후 la음으

로 상행 후,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사해난/근원이라’ 부분에

서는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장(章)을 맺는다. 다만 ‘오악은/조종이요’부분

에서 do'음을 동음반복 후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이 하나 더 추

가되었다. 이렇듯 <향산록(김정연)> 1장은 <엮음수심가> 선율d형을 차용

하였으며, 이는 1장 3～22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대표 선율형이다.

위 [악보 3-31]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향산록(김정연)> 2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e형은 mi'음으로 시작해서 동음

반복 후 do'음, la음을 거쳐 la-mi-re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어언

간에/백발이로구나’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악보 3-30｣ <향산록(김정연)> 선율d형

[악보 3-31] <향산록(김정연)>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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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록(김정연)> 2장 역시 mi'음으로 시작 후 동음반복한 후 do'음과

la음을 거쳐 la-mi-re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묘양산이/되었으니’

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이렇듯 <향산록(김정연)> 2장은 <엮

음수심가> 선율e형을 차용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향산록(김정연)>의 엮음부분은 선율d형과 선율e형

의 두 가지 선율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향산록(김정연)>의 엮음부분

은 <엮음수심가>에 등장하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이 밝혀졌다.

나) 수심가부분

<향산록(김정연)> 수심가부분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위 [악보 3-32]는 <향산록(김정연)> 수심가부분 1～3장을 제시한 것이

다. 1장은 re-sol로 시작 후 sol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2장은 질러

서 시작해서 do'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 종지하고,

3장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마지막을 re음으로 종지한다. 이는 사설만

바뀌었을 뿐 앞서 살펴본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형의 선율과 동일하

다.

이로써 <향산록(김정연)>의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에 등장하는 선

[악보 3-32] <향산록(김정연)> 수심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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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에 등장하는 선율형 중

평으로 내는 형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상 <향산록

(김정연)>의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15]와 같다.

4) 악곡구조

<향산록(김정연)>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며, 엮음부분은

총 22장, 수심가부분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의 각 장(章)은 2～3

악구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의 각 장은 1～2악구로 구성된다.

이렇듯 <향산록(김정연)>은 <엮음수심가>의 악곡구조를 차용하였으

며, <엮음수심가>의 악곡구조에서 엮음부분의 장(章) 수만 늘어난 형태이

다. 이상 <향산록(김정연)>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6]과

같다.

부분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장 1 2 3-22 1 2 3

선율 형 d e d a b' c

[표 3-15] <향산록(김정연)>의 선율구조

부분 장(章) 악구 수 사설

엮음부분

1 3 천지가~근원이라
2 2 백두산~되었느니
3 2 북방에~허닐래니
4 2 춤삼월~뻗은길로
5 2 청려장~근원이라
6 2 원림강을~노래하고
7 2 향산에~살펴볼때
8 2 창송은~영송처라
9 2 이름을~풍신이라
10 2 홍살문~주객이라
11 2 영천각~동서로다
12 2 뒤돌아보면은~들어가니
13 2 사방천왕~올라앉아
14 2 원근을~아련한듯
15 2 취운정~여기로다

[표 3-16] <향산록(김정연)>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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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향산록(김정연)>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

성되고,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한다.

또한 선율구조에 있어, <엮음수심가>의 선율d형과 선율e형을 그대로 차용

하였다.

요컨대, <향산록(김정연)>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과 박자구조, 악곡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악곡으로, 엮음부분의 장(章) 수만 늘려서 만든 악

곡임이 밝혀졌다.

(라) <제전>

<제전>은 죽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서 남편을 그리는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1914년도에 발행된 정정증보신구잡가에 처음 수록된 이후로 고
금잡가편, 신정증보신구잡가등 총 3권에 수록되어있다.
<제전>은 1925년 양우석이 처음 취입한 이후 1934년 이진봉, 1936년

김종조, 1937년 박월정, 1938년 최순경이 음원을 취입하였고, 해방 이후에

는 장학선, 김옥심 등, 1970년대에는 오복녀, 김정연이 음원을 취입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초의 음원인 양우석의 <제전> 및 1930년대 녹음된 김종조,

최순경의 <제전>은 현재 음원의 전승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한편 1938년 김칠성이 녹음한 <백오동풍>이라는 곡이 전해지는데, 음

원을 들어본 결과 <제전>과 같은 곡으로 곡명만 다르게 전해지는 악곡임

이 확인되었다.198) 이에 전승되는 음원 중 가장 최초의 음원인 이진봉의

16 2 여래탑~들어가니
17 2 의의한~솟았느니
18 2 선인의~만들었더니
19 2 오늘날~들어가니
20 2 지장보살~구경하고
21 2 심검당~구경하고
22 2 유산길~유적이라

수심가부분
1 1 평생소원이~하였더니
2 1 오늘에야~생각을하니
3 2 명승경개~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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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과 곡명이 다르게 표기된 김칠성의 <백오동풍>, 해방 이후 발매된

장학선 <제전>과 현행 오복녀 <제전>을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

겠다.

1) 사설구조

<제전>의 사설은 잡가집 중 총 3권에 수록되어있는데, 최초로 수록된

정정증보신구잡가와 나머지 잡가집의 사설이 동일하다.
이진봉, 김칠성, 장학선, 오복녀 창의 사설을 살펴본 결과 이진봉, 김칠

성, 오복녀 창의 사설이 유사하고, 장학선 창은 세 창자에 비해 앞 부분의

사설이 추가된 형태로, 정정증보신구잡가의 사설과 동일하다. 이에 이진
봉, 김칠성, 오복녀 중 가장 긴 사설을 수록한 오보녀 창의 사설과 정정증
보신구잡가의 사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98) <제전>은 첫 시작부분이 ‘백오동풍 절일을 당하여’로, 김칠성의 <백오동풍>은 첫 시작

부분의 사설을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이런 예를 유개동의 <반갑도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개동 역시 <봉황곡>의 첫 시작사설인 “반갑도다”를 음원의 제목으로 사용하

였다. 

부분 정정증보신구잡가(1915) 오복녀(1973)

엮
음

1

셰샹�년 �겨날� 열시왕님 명을빌고
뎨셕님젼 복을빌며 아부님젼 �를빌고
어머님젼 살을빌어 열��서러 이셰샹 �
년�겨나니 우리부모 날기를적에 은�동이
며 금�동이며 오�비단에 ��동이
금을주면 은너를사며 은을주면 너를사랴
쥐면은�질� 불면은날을�라 곱게곱답케
나를기를제 글�호고활쏘아 문무겸젼�여
됴뎡에 립신양명�연후에 어진가쳐구�여
당샹학발 쳔년슈요슬하 �존만셰 영��더
니 우연득병탈난몸이 �약이무효로다
다만부르�니 어머니오찾�니 �슈로다
무녀불너굿슬�들 굿덕인들닙을소냐 장님
불너셩결�들 경덕인들닙을소냐 셩쳔에리

[표 3-17] <제전>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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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 월나라편쟉화타가 다시�소년 �지라
도 이내병곳치기 만무로다 형방�독산이며 
곽향졍긔산 환약탕약이 다부졀업다 인삼록
용으로 집을지며 당�향으로 구둘돌놋코 
우황쳥심환으로 니불덥고 불로초로 불을댄
들 이내병곳치기� 만무로구나 여보마누�
나죽어 북망산쳔 도라갈제 셔양쳥국 비단
오릉 쵹�이며 삼슈갑산 회령죵셩 령�포
도 다 그만두고 님닙든단 속옷버셔 이내일
신 명모악슈를 �시워 륙진장포 열두�기 
아조�� 묵거내여 졋나무 쟝광틀에 구물
네 명샹부군 어헐너헐 발맞추며 연발군아 
불�켜라 묽은명졍은 조종로대 로샹에 표
불�고 남문밧 �십리 보통송� 리별�제 
풍�광야에 지젼비�니 고묘루루 츈초록이
라 당리화영 �양슈� 진시�� 리별쳐라 
망막즁쳔 곡불문에 소소모우 인귀거�제 
이모루 져모루 언는지나고 력골잔뎡에 혹
돗친연후에 홍안박명 쳥츈�쳐가

2

님죽은 분묘를차자갈제 이모루 져모루
다지나가니 님죽은분묘가 여긔로구나
분묘앞헤� ���로다 ���우에다
제셕을펴며 졔셕우헤다 조조반놋코
조조반우헤다 삼간지펴고 삼간지우헤다 금
변지펴고 그우헤다             
           온갖음식을 좌르르르 버릴적에 
념통산젹에 양복기록둣덕 살치짐이며 인삼
록용에 도라지나물 곱이고�리 두릅산�
왕십리메�리며 먹기됴흔 록두나물 ���
� 콩나물이며 신계곡산 무인쳐에 멀구다
�다 �놋코 함죵에약률이며 평양북촌에 
왕밤대조며 젼라도대건시며 연약�쳔에 쳥
실리황실리며 셔슈원감�우 릉라도 썩건너
셰셔 둥굴둥굴 쳥슈박을 �모장도 잘드�
칼 노웃�지를 스르루돌녀 강릉�쳥을 �
우르 부은후에 은동골반 슈복져로 씨만송
송 골나놋코 좌쳥우면에 홍동�셔로 즈르

백오동풍에 장일을 당하여 임에분묘를 찾
어가서 
분묘앞에 황토요 황토위에 제석깔고 제석
위에 조조반놓고 조조반우에다 좌면지깔고 
좌면지위에 상간지페고 차려간음식을 버릴
적에 우병좌면 어동육서 홍동백서에 오기
강길과를 전자후준으로 좌르르르 버릴적에 
념통산적 양복기녹두떡 살치찜이면 인삼녹
용 도라지채면 고비고사리
두릅채면 왕십리 미나리채며 먹기좋은 녹
두나물 쪼개쪼개 콩나물놓고 신계고산 높
은곳에 머루다래 곁들여놓고 함종의 홍률
이면 연안백천 왕밤대추도놓고 경상도풍기
준시 수원에홍시며 능라도를 썩건너서
참모롱이 둥글둥글 청수박을 대모장도
드는칼로 웃꼭지를 스르르르르 돌리어떼고 
강릉생청을 주르르부어 은동글반 수복저로
다 씨만송송 골라내어 



- 111 -

위 [표 3-17]에서 보듯이 엮음부분의 사설은 어려서 금지옥엽으로 자라

다 병에 걸려 여러 약을 쓰는 내용의 1단락, 남편의 분묘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는 내용의 2단락, 무덤 앞에서 애곡을 하는 내용의 3단락으로 세 개

의 단락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의 사설은 ‘심야심경 다 저문날에’, ‘홀

로～말이오’, ‘임죽은～다려가려’의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심야삼경～나를 다려가려’의 수심가로 불리는 부

분이 첨가되었다. 정정증보신구잡가의 사설은 현행 수심가로 불리는 부
분이 생략되었는데, 이는 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불린 사설만으로는

수심가부분이 생략되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나라 나오나라～나 못

살갓네’ 부분이 수심가로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즉 <제전>의 사설구조를 살펴본 결과,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

르버린후에  �그릇�와 �그릇�에       
                      리태�의 포도주
며                    도연명의 국화쥬
며 마고션녀 쳔일쥬 빗됴흔감홍로 맛됴흔
환쇼쥬며 이술져술 다�리고 
쳥명� �쇼쥬를 은잔놋잔 다�리고 노�
쟉�무�에 �잔은부어 퇴잔을�고 두잔은
부어 쳠챡을�고 석잔을부어 삼�쥬드린연
후에 두다리 활신펴고 

                     한그릇에 한구릇은
갱이로구나 술이라하면 이백이기경 포도주
며 뚝떨어졌다 낙화주며 도연명의 국화주
며 마고선여 천일주며 맛좋은감홍로
빛좋은청소주 홍소주를 다르만두고
청명한 약주술로 노자작앵무매에 첫잔부어 
산제하고 두잔부니 첨작이요 석잔부어 분
상묘전에 퇴배연후에 옷은벗어 남게걸고 
그만그자리에 터터터털썩 주저앉아 
오열장탄에 애곡을할뿐이지

3

                 ���줌을 으드득�거 
모진광풍에 휘날닌후에
왜죽엇너니 왜죽엇너니 옷밥이그리워
네죽엇너니 셰샹텬디에 데일보�를놋코
네왜죽엇네 망죵왓든길에 �번불너나보고
가�구나 나오나라 나오나라 귀신이라도 
네나오고 졍령이라도 네나오려무나 시시�
�로 네�각못니져 나못살갓네

뒤따를친구가 전혀없구려 잔디를뜯어
모진광풍에 휘날리고 
왜죽었소 왜죽었고 옥같은 나여기두고
왜죽었단말이요 선영에 풀이긴들 장초할이 
뉘있으며 한식명장이 돌아와도 잔드릴사람
이 전혀없구려 일부황분이 가련하구나 천
지로다 집을삼고 황토로다 포단을삼고 산
천초목으로 옷을삼고 금잔디로다
이불을삼으니 두견접동이 벗이로구나

수
심
가

1 심야삼경 다저문날에 
2 홀로누워있기가 무섭지도않단말이요
3 임죽은 혼백이라도 있거든 나를다려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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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구성되는데, 엮음부분의 사설은 수심가부분의 사설구조를 확장시킨

형태로,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와 동일하다. 사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잡가집에서 후대로 전승되면서 “‘ 야삼경～나를 다려가

려’의 사설이 추가되었다.

2) 박자구조

<제전>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

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성된

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살펴

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 악보

와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는 3소박 2+2박자 유형이다. <제전(이진봉)> 3장 1악

구의 ‘배유지/위에다’는 3.3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

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제전(김칠성)>

3장 3악구의 ‘도연명의/국화주며’는 4.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

대박,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제전

(오복녀)> 2장 1악구 역시 4.3음절의 2음보 사설을 3소박 2+2박자로 구성

이진봉
3-1 배 유 지 위 에 다

김칠성
3-3 도 연 명 의 국 화 주 며

오복녀
2-1 분 묘 앞 에 황 토 요

[악보 3-33] <제전> 3소박 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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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2+3박 유형은 세 창자에게서

모두 나타난다. <제전(이진봉)> 6장 1악구 2장단은 ‘두다리를/훨씬펴고’의

4.4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는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제전(김칠성)> 1장 1악구 1장단 ‘님죽어/돌아

간/연후에’는 3.3.3음절의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2～3음보 3대박

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제전(오복녀)> 7장 1악구 2

장단 ‘미주다래도/곁들여놓고’의 5.5음절 2음보 사설 역시 2대박과 3대박에

각각 1음보의 사설이 붙는 형태로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로는 김칠성 창 3장 1악구, 4장 1악구, 5장 1악구, 5

장 2악구 등이 해당하고, 오복녀 창은 8장 1악구 4장단, 8장 2악구 등이 해

당한다.

(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이진봉
6-1 두 다 리 를 훨 씬 펴 고

김칠성
1-1 님 죽 어 돌 아 간 연 후 에

<오복녀>
7-1 미 주 다 래 도 곁 들 여 놓 고

[악보 3-34] <제전> 3소박 2+3박자 유형 



- 114 -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3+3박자 유형은 세 창자 모

두에게 나타난다. 이진봉 창 1장 1악구 1장단 ‘백오동풍에/저리를만나여’의

5.5음절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김칠성 창 2장 1악구 1장단 ‘분묘앞에다/황토

깔고’는 4.5음절의 2음보 사설로 각각 1음보가 3대박, 3대박에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장학선 창 12장 1악구, 오복녀 창 2장 1악구 2장단 역

시 2음보 사설을 각 1음보씩 3소박 3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

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이진봉 창 2장 1악구 1～2장단, 3장 3악구 1장단,

3장 4악구 1장단 등이 해당하고, 김칠성 창 1장 1악구 2장단, 3장 1악구 1

장단, 4장 1악구 2장단 등이 해당하고, 오복녀 창 1장 1악구 1장단, 3장 1악

구 1-2장단 등이 해당한다.

(4) 3소박 3+3+3박자 유형

3소박 9박자 여느장단으로 3+3+3박자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이진봉
1-1 백 오 동 풍 에 저 리 를 만 나 여

김칠성
2-1 분 묘 앞 에 다 황 토 깔 고

장학선
12-1 백 오 동 풍 에 절 일 을 당 하 여

오복녀
2-2 황 토 위 에 다 제 석 깔 고

[악보 3-35] <제전> 3소박 3+3박자 유형 

이진봉
1-2 님 의 분 묘 를 찾 아 를

가 서
김칠성

2-2 황 토 위 에 다 제 석 을
펴 고

[악보 3-36] <제전> 3소박 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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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3+3+3박자 유형에는 이진봉

1장 1악구 2장단, 김칠성 2장 1악구 2장단, 오복녀 3장 2악구 1장단이 해당

한다. 이진봉 창 ‘님의분묘를/찾아를가서’는 2음보로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 중 ‘찾아를’이 3대박, ‘가서’가 3대박에 붙어 3소박 3+3+3박자로 구성

된다. 김칠성 창 ‘황토위에다/제석을깔고’는 5.5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

보가 3대박, 제 2음보 중 ‘제석을’의 3음절이 3대박, ‘펴고’의 2음절이 3대박

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3박자로 구성된다. 장학선 창 17장 2악구, 오복

녀 창 3장 3악구 모두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3+3박자, 제 2음보

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3박자를 구성한다.

즉 여느장단이 3소박 3+3+3박자로 구성되는 유형은 2음보 사설이 3개

의 대박으로 구성되는 유형으로 제 1음보 사설이 3대박에 배치되고 제 2

음보 사설이 3+3대박에 배치되고 세 개의 대박이 모여 한 장단을 구성한

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이진봉 창 3장과 6장의 마지막 장단, 김칠성 창

1장 1악구 2장단, 오복녀 창 1장, 6장, 7장의 마지막 장단이 해당한다.

(5) 3소박 (3+3)+(3+3)박자 유형

대박 장단은 여느 장단에서 장단의 층위가 상승(上層)한 것으로 대부분

(3+3)+(3+3)박자 유형으로 구성된다. 3소박 12박자 대박장단으로 (3+3)+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선
17-2 강 릉 백 청 을 부 워

놓 고
오복녀

3-3 차 려 간 음 식 을 버 릴
적 에

이진봉
1-3 제 석 위 에 다

배 유 지 폐 고

[악보 3-37] <제전>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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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이진봉)> 1장 마지막 장단은 ‘제석위에다/배유지폐고’의 2음보

사설로, ‘제석’의 2음절이 3대박, ‘위에다’의 3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

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배유지’의 3음절이 3대박, ‘폐고’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제석위에다/배유지폐고’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

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제전(김철성)> 3장 마지막 장단 ‘백상그중인/대장주로다’의 2음보 사

설 역시 ‘백상그’의 3음절이 3대박, ‘중인’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 소리듬

형을 이루고, ‘대장주’가 3대박, ‘로다’가 3대박에 붙어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며 이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구성한

다.

<제전(장학선)> 12장과 <제전(오복녀)> 4장 마지막 장단은 2음보 사

설을 각각 1음보씩 3소박 3+3박자에 사설이 붙고, 2음보 사설이 한 장단

주기를 이루어,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을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이진봉 창 4～6장의 마지막 장단, 김칠성 창 4장

과 8장의 마지막 장단 등, 오복녀 창 2장과 9장의 마지막 장단 등이 해당

한다.

(6) 기타 유형

위에서 살펴본 5가지 유형 외에 <제전>은 다양한 박자구조를 사용한

다.

김칠성
3-5 백 상 그 중 인

대 장 주 로 다
장학선

12-1 임 의 분 묘 를
찾 아 를 가 서
오복녀

4-3 전 라 우 준 으 로
버 티 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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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악보는 오복녀 8장 1악구로 ‘경상도/풍기준시/수원홍시며’

의 3음보 사설을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3대박, 제 3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3박자의 혼합박자로 구성된다.

위에 제시된 악보는 3소박 3+2+2박자 유형이다. 이진봉과 오복녀 창은

3음보 사설을 3소박 3+2+2박자로 노래하고, 김칠성은 2음보 사설로, 제 1

음보가 3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2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2+2박자의 혼합박자로 구성한다.

위에 제시된 악보는 3소박 2+3+3박자 유형이다. 이진봉 창 ‘차려온/음

<오복녀>
8-1 경 상 도 풍 기 준 시 수 원

홍 시 며

[악보 3-38] <제전> 3소박 2+3+3박자 유형

이진봉
3-2 한 그 릇 끼 며 한 그 릇 메

여
김칠성

4-1 녜 로 부 터 닐 러 내 려 오 는 말 이

오복녀
5-1 염 통 산 적 양 복 끼 녹 두

며

[악보 3-39] <제전> 3소박 3+2+2박자 유형 

이진봉
3-2 차 려 온 음 식 을 버 릴 적

에
김칠성

3-2 술 이 라 이 태 백 이 포 도 주
며
오복녀

8-2 참 모 퉁 이 둥 글 둥 글 청 수 박
을

[악보 3-40] <제전> 3소박 2+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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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버릴적에’는 3음보로 제 1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

자, 제 3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3박자로 구성된다.

김칠성과 오복녀 창도 3음보 사설로 각 1음보다 3소박 2박자, 3소박 2박자,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3박자의 혼합박자로 구성된다.

위 [악보 3-41]은 장학선 창 16장 1악구 첫 장단으로, 3소박 3+2+2박자

의 혼합박자 유형이다. ‘한그릇매며/한그릇/갱이며’의 3음보 사설로, 제 1음

보가 3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3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

설이 붙어 3소박 3+2+2박자로 구성된다. 3소박 3+2+2박자 유형은 <제전

(장학선)>에서만 나타나는 박자유형이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네 창자 모두 3소박을 기본박으

로, 3소박 1보통박이 2～4개 모여 1대박으로 이루고, 대박이 3～9개 모여

한 장(章)을 이룬다. 네 창자 중에서는 <제전(오복녀)>의 수심가부분 3장

이 가장 긴 대박으로 구성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전>의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다

르게 나타난다. 엮음부분은 3소박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박자,

(3+3)+(3+3)박자의 다섯 가지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3음보로 사설

이 길어질 경우는 종종 3소박 3+2+2박자, 2+3+3박자, 2+2+3박자의 혼합박

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세 창자 모두 3소박 3+3박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이고, 장의 마지

막 장단에서는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한

다. 다만 이진봉 창은 3소박 3+3박자 유형 위주로 단순하게 구성되는데 반

장학선
16-1 한 그 릇 매 며 한 그 릇 갱 이

며

[악보 3-41] <제전> 3소박 3+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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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칠성과 오복녀 창은 5가지 유형이 골고루 나타난다. 수심가부분은 3

소박 2～4박자가 1대박을 이루고, 대박이 3～9개 모여 한 장(章)을 구성한

다. 이상 <제전> 의 박자유형 별 장단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선율구조

<제전>은 수심가토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위 [악보 3-42]에서 살

펴보듯이 (가)부분에서는 la음보다 sol음의 출현빈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

고, sol-(mi)-re로 4도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경토리로 볼 수 있고, (나)부분

에서는 la음의 출현 빈도수가 높고, la음에서 요성을 하고, la-mi-re로 하행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수심가토리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제전>은 수심가

토리를 근간으로 하지만, 한 곡 안에서 경토리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제전>의 선율진행을 살

펴보겠다.

부분 박자유형 이진봉 김칠성 장학선 오복녀
총 

장단 수

엮음부분

3소박 2+2박자 1 5 5 6 17
3소박 2+3박자 2 7 9 12 28
3소박 3+3박자 15 8 23 18 54

3소박 3+3+3박자 3 3 7 5 18
3소박 (3+3)+(3+3)박자 5 6 14 8 33

3소박 3+2+2박자 1 2 0 2 5
3소박 2+3+3박자 가 가 0 3 3
3소박 2+2+3박자 1 1 0 4 6

수심가부분 1대박=3소박 2~4박 / 한 장(章)= 3-9대박

[표 3-18] <제전>의 박자구조

[악보 3-42] <제전(이진봉)> 2장



- 120 -

가) 엮음부분

위 [악보 3-43]은 <엮음수심가>의 선율d형과 창자별 <제전>의 시작부

분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sol음을 동음 반복

한 후 mi음을 거쳐 re음으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형(‘유유창천/호생지

덕인데’)과 장(章)을 맺는 공통된 종지선율형(북망산천/말물어보자)으로 구

성된다. <제전(이진봉)>, <제전(김칠성)>, <제전(오복녀)>의 1장은 sol음

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한 후 마지막에 re음으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님의분묘를/찾아를가서’에서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동일하다. 이에 <제전> 1장의 선율형을 선율d형

으로 분류한다. 선율d형는 <제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으로, 대

표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3-43] <제전> 선율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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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44]는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이진봉 <제전> 7장, 오복녀

<제전> 4장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은 mi'음으로 시작

해서 동음반복 후 do'음과 la음을 거쳐 re음으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

형(‘경리안색을～곱던양자’)과 la음으로 시작해서 선율을 진행 후 re음으로

종지하는 종지 선율형(‘어언간에/백발이로구나’)으로 구성되는데, <제전(이

진봉)> 7장도 mi'음으로 시작해서 동음 반복하여 엮어주다가 ‘황토로/포단

을삼아’에서 종지선율형으로 장(章)을 맺는다. <제전(장학선)> 14장과 <제

전(오복녀)> 4장 역시 mi'음에서 시작해서 동음반복 후 la음을 거쳐 re음

으로 하행하는 엮음 선율형과 ‘전라우준으로/버티울제’의 공통된 종지 선

율형으로 구성된다. <제전(오복녀)> 4장은 다양한 장식음이 많이 첨가되

었지만, 기본 선율진행이 mi'음으로 질러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la-mi-re로

하행하기 때문에 선율e형으로 볼 수 있다. 선율e형은 <제전(김칠성)>을

지외하고, 나머지 세 창자에게서 모두 나타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네 창자 모두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

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선율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대상 중

[악보 3-44] <제전> 선율e형



- 122 -

가장 오래된 음원인 <제전(이진봉)>을 중심으로 수심가부분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위 [악보 3-45]는 <제전(이진봉)> 수심가부분 1～3장까지를 제시한 것

이다. 1장은 La-re로 시작 후 sol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do'-la로 진행 후

la음을 요성하고, 2장은 re'-do'로 질러서 시작 후 do'음과 la음을 중심으

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하고, 3장은 sol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do'-la를 처려 la음을 요성 후 마지막은 re음으로 종지한

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과 동일한 선율형

으로,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에서 사설만 바꿔서 부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전>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

뉜다. 엮음부분은 선율d형, 선율e형의 두 가지 기본 선율형로 구성되고, 수

심가부분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의 세 가지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선율d형과 선율e형은 모두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차용한 것이고 선율

a형, 선율b'형, 선율c형은 모두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상 <제전>의 창자별 선율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

19]와 같다.

[악보 3-45] <제전(이진봉)> 수심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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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곡구조

<제전>의 악곡구조는 네 창자 모두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뉜

다. <제전(이진봉)>은 엮음부분 8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되고, <제전

(김칠성)>은 엮음부분 9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되며, <제전(장학선)>은

엮음부분 23장, 수심가부분 3장, <제전(오복녀)>는 엮음부분 15장, 수심가

부분 3장로 구성된다. 네 창자 모두 수심가부분은 동일하게 3장로 구성되

고, 엮음부분에서는 <제전(장학선)>이 가장 긴 장(章)으로 구성되고, <제

전(이진봉)>이 가장 짧은 장으로 구성된다. 네 창자 모두 각 장(章)을 구성

부분 장 이진봉 김칠성 장학선 오복녀

엮음부분

1 d d d d
2 d d d d
3 d d d d
4 d f e e
5 d d d d
6 d d d e
7 e f e d
8 d d d d
9 f e f
10 d d
11 d d
12 d d
13 d d
14 e d
15 d e
16 d
17 d
18 d
19 e
20 d
21 d
22 d
23 e

수심가
부분

1 a a a a
2 b' b' b' b'
3 c c c c

[표 3-19] <제전>의 선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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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악구 수는 보통 2～3악구로 유사하다.

이상 <제전>의 악곡구조는 <엮음수심가>에 비해 엮음부분을 구성하

는 장(章) 수만 확대한 형태이다. <제전>의 악곡구조를 창자별로 정리하

면 아래 [표 3-20]과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전>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설

구조는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

고, 박자구조는 엮음부분이 3소박 기본박의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박자, (3+3)+(3+3)박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의

부분 장 이진봉 김칠성 장학선 오복녀

엮음부분

악구 수
1 2 2 3 2
2 2 1 2 2
3 3 2 2 2
4 2 2 2 2
5 2 3 2 1
6 3 3 2 2
7 2 2 2 2
8 3 2 2 4
9 3 2 2
10 2 2
11 2 2
12 2 3
13 2 2
14 2 2
15 2 3
16 2
17 2
18 2
19 2
20 2
21 2
22 2
23 2

수심가부분
1 1 1 1 1
2 1 1 1 1
3 2 2 2 2

[표 3-20] <제전>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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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3소박 2～4박자 1대박이 5～9개 모여 한 장(章)을 구성한다. 선율

은 <엮음수심가>와 <수심가>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악곡구조

역시 <엮음수심가>와 동일한데 다만 엮음부분을 구성하는 장(章) 수가 확

대되었다.

요컨대, <제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과 박자구조, 악곡구조를 그

대로 차용한 악곡으로, 엮음부분을 구성하는 장(章) 수만 확대하여 만든

악곡임이 밝혀졌다.

(마) <공명가>

<공명가>는 중국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한 대목을 서사시적(敍事

詩的)으로 엮어서 부른 곡으로 서도잡가 중 <초한가>와 함께 가장 많이

불리는 악곡이다.199) 제갈공명이 남병산에 올라가서 동남풍을 빌고 하구로

무사히 돌아오는 장면까지를 엮어 부른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노래하는 <사설공명가>와 <별조공명가>도 함

께 전해진다. <사설공명가>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비는 장면만을 따로 떼

어서 촘촘히 엮어서 노래한 것이고, <별조공명가>는 공명이 노숙(魯肅)과

함께 남병산(南屏山)에 올라가 지세(地勢)를 상탁(相度)하고 칠성단(七星

壇)을 쌓는 장면을 서사적으로 엮어서 노래한 것200)이다. 이 중 <별조공명

가>는 김칠성에 의해 만들어진 후 박월정에 의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공명가>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1923년 발행된 신구유행창가
로, 이 후 발행된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Ⅰ)과 가곡보감 등 총 6권
의 잡가집에 수록되었고, 유성기 음반에는 총 23회가 녹음될 만큼 자주 불

리던 악곡이었다.

<공명가>는 1925년 최섬홍․손진홍이 일축조선소리판에 취입한 음원

이 지금까지 밝혀진 최초의 음원이다.201) 이 후 1930년대에는 최섬홍, 김순

홍, 김일순, 이유색, 김춘홍, 홍소월, 박부용,이진봉, 김옥엽, 장향란, 이영산

199) 한기섭, 평안도․황해도 전통서도소리전집(서울: 은하출판사, 1997), 19쪽.

200)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284쪽.

201)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sparchive.dgu.edu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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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김산월 등의 예기와 김칠성, 조기탁, 김하연의 서도창부들이 <공명가>

를 유성기음반을 취입하였고, 1940～1960년대에는 장학선, 이은관, 이정렬,

이반도화 등의 서도명창과 김옥심,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지관팔 등의 서

울명창들이 음원을 취입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김정연, 오복녀 등이

음원을 취입하였다.

이에 본 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음원인 <공명가(최섬홍․손

진홍)>과 1930년대 녹음된 <공명가(김하연)>, <공명가(조기탁)>, <공명

가(김칠성)>202)와 1960년대 녹음된 <공명가(장학선․이정렬․이반도화)>,

1970년대 녹음된 <공명가(오복녀)>를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사설구조

<공명가>의 사설은 잡가집 중 총 6종의 잡가집에 수록되어있는데, 최

초로 수록된 신구유행창가와 나머지 잡가집의 사설이 동일하다.
신구유행창가, 최섬홍․손진홍, 김칠성, 장학선․이정렬, 오복녀의 사

설이 유사하고, 김하연과 조기탁의 사설이 유사하다.

우선 신구유행창가, 장학선․이정렬, 오복녀는 사설 전체를 수록하였
고, 최섬홍․손진홍은 서성정봉이 공명을 추격하는 부분까지만 수록하였

고, 김칠성은 앞 부분의 사설이 생략되고 공명이 서성정봉에게 호통 치는

장면부터 사설이 시작한다. 특히 최섬홍․손진홍 <공명가>는 수심가부분

의 사설이 생략되었다.

다음으로 김하연과 조기탁 <공명가>는 남병산에 올라가서 오방기치를

꽃는 부분을 <사설공명가>의 사설로 노래하고 있어 잡가집 및 다른 창자

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전체를 수록한 오복녀의 사설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김하연의 사설을 중심으로203) 사설구조를 살펴보겠다.

202) 1930년대 예기들에 의해 녹음된 음원은 1920년대 최섬홍․손진홍이 취입한 <공명가>

와 거의 동일한 선율로 진행되는 반면, 창부들에 의해 녹음된 음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1930년대 다양한 형태로 불린 <공명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창부들의 음원을 대상

으로 한다.  

203) 조기탁 창보다 김하연 창이 좀 더 긴 사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김하연 창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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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설구조를 살펴보겠다. 

김하연(1934) 오복녀(1993)

엮
음

1

공명이 갈건야북으로 남병산에 올라가 단높
이묻고 동남풍빌제 (가) 동방칠면에면 각향
제방 심미기를 응하여 청룡기를 길면에다꽂
고 도강칠면엔 분여허위 실벽으로 응하여 백
호기를 길면에다펴고 남에는구룡이 높이떠이
삼으로 응하여 주작을향하고 북에는 평괴류
성 장익진을 응하여 현무기를꽂고 중앙에는 
황기를표하고 공명이전도 단발하고 신영백목
하며 좌수에는 쳥룡을들고 우수로 황룡기를 
받들어 하날이우루렁 돈수재배하고 종군에 
전년하되 일영자여든 군법으로 시행허리라 
공명선생이 백백여풍에 동남풍 빌러세워 단
하를 구버보비 강상에 두우둥 떠가는배 서성
정봉의 밴지알았더니 자룡의배가 분명하구나 

공명이 갈건야북으로 남병산올라 단높이묻고 동남
풍빌제 동에는 쳥룡이요 북에는 현무기요 남에는 
주작이요 서에는 백기로다 중앙에는 황기를꽂고 
오방기치를 동서사방으로 좌르르 버리워꽂고 발벗
고 머리풀고 학창혁대끼고 단에올라 동남풍 빌은
후에 단하를 굽어보니 강상에 둥둥둥 떠오는배 서
성정봉의 밴줄로만 알았더니 자룡의배가 분명하다 

2

불시단하를 내려가니 자룡선척을 대하였다가
선생을모시고 하구를 돌아를갈제 이때여주유 노
숙다려 하는말이 공명이 제아무리 상통천문
하달지리 육도삼락 무불능통한들 갑자년갑자월 
갑자일갑자시 동남풍빌길이 막연하도다 말을맺
지못하여 모든구름이 뭉게뭉게 뇌성병력이 우루
루 바람이 지동치듯 빗방울이 뚝뚝뚝 남병산사 
깃발이펄펄 날닐적에 주유깜짝놀래
북창이얼고 남병산을 바라를보니 (가) 칠성단상
에 오방기치 휴양하고나 그가운데 황신깃발은 
풍세를못익어 서북으로펄펄 휘날릴적에 주유깜
짝놀라 서성정봉 양장불러 분부하되 공명은 천
신이라 살렸단 봉오의 화근이요 일후에 후환이
로구나 너희두장사는 불문곡직하고 남병산에올
라가 공명의머리를 베어를오라 서성정봉 양장이 
청령후에 서성은백기를 거느리고 서로가고 정봉
은 말에올아 창을높이들고 남병산에 올라가니 
공명선생은 간곳없고 다만좌우 단지키는 군사뿐
이라 군사다려 묻는말이 공명이 어델향하더뇨 
군사대답허되 선생이 인제발벗고 머리풀고 할창

즉시단하로 내려오니 자룡선척을 등대하였다가
선생을뵈이고 하는말이 (나) 선생은 태후일향 하
옵시며 동남풍 무사히 빌어계시니까 동남풍은 무
사히 빌었으나 뒤에추병이 올듯하니 어서배를 띄
어 행선을하소서 자룡이 여짜오되 소장하나 잇사
오니 무삼염려가 있사오리가 즉시배를타고 하구로 
돌아갈제 주유 노숙다려 하는말이 공명은 제아무
리 상통천문 하달지리 육도삼락을 무불능통 할지
라도 갑자년갑자월 갑자일갑자시 동남풍빌기는 만
무로구나 말이맺지못하여 풍운이 대작하며 동남풍 
일어날제 검정구름은 뭉게뭉게 뇌성병력은 우루루
루루 바람은 지동치듯 번개는번쩍 빗방울은 뚝뚝
뚝뚝 떨어질제 주유깜짝놀라 북창을열고 남병산 
바라를보니 검정깃발은 펄펄펄펄 나붓기여 서북을 
가리였을제 이때에 서성정봉 양장불러 분부하되 
공명은 천신같은 모사니
저런모사를 두었다가는 뒤에 후환이 미칠듯하니
너의 두장사는 불문곡직하고 남병산을 나가 공명
의 머리를 뵈여를오라 만일 비여오지 못하면은 군
법시행을 하리로다 서성정봉 분부듣고 필마단귀로 

[표 3-21] <공명가>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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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에올라 가시고 (A)앙축하였더니만 해신왈
하시고 오강변으로 행하더이다 정봉이 그말듣고 
오강변 당도허니 십리장강 푸른물결뿐이오 양양
강수 맑은물에 왕래하는 병사뿐이라 공명은 간
곳없고 다만좌우 강지키는 순장졸뿐이라 순장졸
불러 묻는말이 선생이어데로 향하더뇨 순장이 
여짜오대 (가) 작야일모시에 강상으로 둥둥떠오
는배 초지양에있는 양양강수 맑은물에 고기잡는 
낙시밴가 십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는 거륙밴줄 
알았더니만 선즁에 장즁대장이 얼굴드니 형상백
옥이요 한번보고 다시보기 어려운장사 선생을 
모시고 강상으로 향하더이다 올타저것이 공명이
라 선척을 재촉허여 순풍에 돛을달고 따르더니 
선두에 성큼나셔 모양바라보니 저기가는배 공명
선생 타셨거든 잠깐닷주고 돗놋코 그배 머무르
소서 

장창을 높이들고 서성일랑 수로로가고 정봉일랑 
육로로가며 남병산 올라가니 공명선생은
간곳없고 다만 남은 것은 저 단지키는 군사뿐이라
군사다려 묻는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느냐
군사여자오되 발벗고 머리풀고 단에올라 (A')동남
풍 빌은후에 단하로 내려가시더니 어데로 가신종
적을 알지못하나이다 서성이 그말듣고 대경하여 
산으로 층층 내려가 강두로점점 당도하니 강도에
인적은 고요하나 다만남은 것 좌우강지킨 사공 뿐
이라 사공다려 묻넌말이 선생이어데로 가시더냐 
사공이 엿자오되 이젠 웬한사람 발벗고 머리풀고 
구절죽장 짚고 예와 섰더니 강상으로 웬한편주 둥
둥둥 더오더니 웬한장수 선두에 성큼나서 양손을 
읍하고서 선생을 맞아보시고 강상으로 행하더이다 
서성이 그말듣고 선척을 재촉하야 순풍에 돛을달
구 따를적에 앞에가는배 돛없음을 보고 점점점 따
르다가 선두에 성큼나서 하넌말이 앞에가넌배에 
공명선생이 타셨거던 게잠깐노놓고 닻주고 배머물
러주소서 (다) 우리 도독전에 신신부탁이오니 말
한마디만 들읍시고 행선을하소서

3

공명의뱃머리 성큼나서 하넌말이 서성아 말듣거라 
내가 너의나라에 은혜도 많이베풀고 동남풍까지 
빌어주었거던 무삼혐의로 날채코자하느냐
너의두장사넌 부질없는길을 따르지말고 빨리돌아
가 내말갖다 도독전에 전하고 너의군사나
도우려무나 서성이들은체 아니허고 따를저에
자룡의뱃머리 성큼나서 하넌말이 서성아 말들어라 
내너를 죽일것이로되 양국의 의의가 상할듯싶어 
죽이지는 아니하고 살려보내거니와 잠깐이내수단
이나 비양하노라 철궁에 왜전먹여 각지손 기여들
고 좌궁우거질가 우궁이 잦아질까 줌앞날가 줌뒤
날가 각지손 지긋떼니 강상으로 번개같이 빨은살
이 서성돛대맞아 물에 텀벙떨어지니
돛은좌르르 용총끊어져 뱃머리피빙빙 돌아를갈제 
재삼연하여 철궁에 왜전먹여 각지손 지긋떼니 강
상으로 수루루건너가 서성쓴 투구맞아 물에 텀벙
떨어지니 서성이 혼비백산하여 계우인사차려 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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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명가(김하연)>과 <공명가(오복녀)>의 사

설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공명가(김하연)>은 엮음부분 중 제 1단락

에서 오방기치를 꽃는 장면, 제 2단락에서 공명의 배가 오는 장면의 사설

이 추가되어 자세하게 묘사되었고(가), 엮음부분 중 제 3단락과 수심가부

분이 생략되었다. 반면 <공명가(오복녀)>의 사설은 엮음부분 중 제 2단락

에서 공명이 자룡에게 행선을 서두르는 장면의 사설이 추가되었고(나), 엮

음부분 제 3단락의 사설(서성정봉이 공명과 주유를 만나는 장면)과 수심가

부분(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공명가(김하연)>가 엮음부분 제 3단락과 수심가부분(다)이 생

략된 점은, 당시 유성기음반의 짧은 녹음시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유성기음반의 녹음시간이 3분 남짓이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시간 상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단 <공명가(김하연)> 뿐만 아니라

1920년대 녹음된 <공명가(최섬홍․손진홍)>, 1930년대 <공명가(조기탁)>,

<공명가(김칠성)>에서도 나타난다.204)

<공명가(김하연)>은 엮음부분의 사설만 수록하였고, 엮음부분은 공명

이 남병산 올라가서 동남풍을 비는 장면, 공명이 주유와 함께 하구로 돌아

204) 당시 녹음된 음원을 살펴보면, 최섬홍․손진홍의 <공명가>는 (상),(하)로 나늬어져 각각 

3분씩 녹음되었고, 조기탁 <공명가>도 (상), (하)로 나뉘어져 각각 3분씩 녹음되었으며, 

김칠성 <공명가>는 3분짜리 한 장으로 녹음되었다. 이렇듯 당시 유성기음반은 한 장당 

녹음시간이 3분 남짓이었기 때문에 뒷부분의 생략은 녹음시간의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더욱이 최섬홍․손진홍의 <공명가>음원은 노래 중간에 한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음원이 끊긴 점으로 보아 시간제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려 묻넌말이 저기저장사난 어떠한 장사더냐 사
공이 엿자오되 전일장판교 큰싸움에 아두를 품에
안고 순식간에 억만대병을 제쳐머리고 장판교로 
돌아와두 아두잠들고 깨우지 않았다하시던 상산땅
의 조자룡이로소이다 서성이 그말듣고 할 일없어 
빈뱃머리를 본국으로 돌리며 자탄하넌말이

수
심
가

1
(다)한종실 유황숙은 덕이두터온지 저런 모사명장
을 두엇것만 

2 오왕손권은 다만인자할 뿐이라
3 천의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나는돌아만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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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장면의 2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했듯이, 뒷부분

이 녹음시간 상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사설의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

렵다.

<공명가(오복녀)>는 엮음과 수심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

은 공명이 남병산 올라가서 동남풍을 비는 장면, 공명이 주유와 함께 하구

로 돌아가는 장면, 서성정봉이 공명과 주유를 만나는 장면의 3개의 단락으

로 구분되고, 수심가부분도 ‘한종실 유황숙은～두었것만’, ‘오왕손관은 뿐이

라’, ‘천의를～가노라’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엮음부분의 사설

은 수심가부분의 사설구조를 확장시킨 형태로,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

의 사설구조와 동일하다.

2) 박자구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명가(최섬홍․손진홍)>, <공명가(장학선․이

정렬)>, <공명가(오복녀)>의 사설이 유사하고, <공명가(김하연)>, <공명

가(조기탁)>의 사설이 유사하다. 선율진행에 있어서도, 최섬홍․손진홍, 장

학선․이정렬, 오복녀가 유사하고, 김하연, 조기탁이 유사하다. 이에 최섬

홍․손진홍/장학선․이정렬/오복녀, 김하연/조기탁, 김칠성의 3곡으로 분

류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고, 여섯 창자에

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박자구조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

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 악보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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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창자 모두 2+2박자 유형이 나타난다.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1장 2악구의 ‘북에는/현무기

요’는 3.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김하연과 조기탁 창 2장

1악구 2장단 ‘심미기를/응하여’, 김칠성 창 2장 1악구 3장단 ‘장비난시/외여

갈오대’도 각각 제 1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를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은 8

장 3악구 1장단, 11장 1악구 1장단, 15장 1악구 3장단 등과 김하연, 조기탁

창 3장 1악구 2장단, 7장 1악구 2～3장단, 8장 1악구 3장단, 10장 1악구 1～

장단 등과 김칠성 창은 2장 1악구 3장단 등이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의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

단은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1-2 북 에 는 현 무 기 요

김하연/ 조기탁 
2-1 심 미 기 를 응 하 여

김칠성
2-1 장 비 난 시 외 여 갈 오 대

[악보 3-46] <공명가> 3소박 2+2박자 유형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1-2 동 에 는 청 룡 기 요

김하연/ 조기탁
5-1 좌 수 에 는 청 룡 을 들 고

김칠성
3-1 너 를 쏘 아 죽 일 것 이 로 되

[악보 3-47] <공명가>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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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악구 4장단은 ‘동에는/청룡기요’의 3.4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3소박 2박자, 제 2음보는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

성된다. 김하연/ 조기탁 창 5장 1악구 3장단은 ‘좌수에는/청룡을들고’, 김칠

성 3장 1악구 1장단 ‘너를쏘아/죽일것이로되’도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 창, 김하연 창, 조기탁 창, 장학선 창,

오복녀 창의 1장 1악구 2장단은 모두 3소박 3+3박자로 구성된다. 다섯 창

자는 1장 1악구 2장단 ‘남병산올라/단높이묻고’의 2음보 사설을 각 1음보당

3소박 3박자에 사설을 붙여, 3소박 3+3박자로 구성한다. 김칠성 창 3악구 2

장단은 ‘양국에화기가/상할듯하여’의 2음보 사설을 3소박 3+3박자로 구성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1장

1악구 2장단, 2장 1악구 1장단, 3장 1악구 3장단, 4장 1악구 1～2장단 등과

, 김하연/ 조기탁 창 1장 1악구 2장단, 6장 1악구 2장단, 7장 1악구 1장단

등과 김칠성 창 3장 1악구 2장단 등이다.

(4) 3소박 2+2+2박자 유형

3소박 2+2+2박자는 3소박 3+3박자와 같이 한 장단이 6박자인 점은 같

으나, 장단을 구성하는 대박이 2, 2, 2의 세 개로 나누어지는 장단으로, 완

자걸이에 해당한다. 3소박 2+2+2박자 유형에 해당하는 장단은 다음과 같

다.

최섬홍․손진홍/ 김하연/ 조기탁/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1-1 남 병 산 올 라 단 높 이 묻 고

김칠성
3-1 양 국 에 화 기 가 상 할 듯 하 여

[악보 3-48] <공명가> 3소박 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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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11장 1악구 3장단은 ‘공명은/천신같은/모사니’의 3음보 사설을 각 1음보씩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2박자로 구성된다. 김하연/ 조기탁

5장 1악구 1장단과 김칠성 5장 1악구 2장단 역시 자수율은 다르지만 모두

3음보의 사설로, 각 1음보씩 3소박 2박자에 붙어 3소박 2+2+2박자를 구성

한다.

(5) 3소박 2+2+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2+2+3의 혼합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11장 1악구 3장단 ‘선생은/체우일향/하옵시며’는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3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11-1 선 생 은 체 우 일 향 하 옵 시

며
김하연/조기탁

14-1 서 성 정 봉 양 장 이 청 령 후
에
김칠성

3-4 강 상 으 로 번 개 같 이 가 는 살 이

[악보 3-50] <공명가> 3소박 2+2+3박자 유형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11-1 공 명 은 천 신 같 은 모 사 니

김하연/ 조기탁
5-1 중 앙 에 는 황 기 를 표 하 고

김칠성
5-1 아 두 잠 들 고 깨 지 않 았 다 더 니

[악보 3-49] <공명가> 3소박 2+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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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 3소박 2+2+3박자를 구성한다. 김하연/ 조기탁 창 14장 1악구 1장단

‘서성정봉/양장이/청령후에’의 3음보사설과 김칠성 3장 4악구 2장단 “강상

으로/번개같이/가는살이”의 3음보 사설도 각각 1음보당 3소박 2박자, 3소

박 2소박,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3박자를 구성한다. 이렇

듯 3소박 2+2+3박자는 주로 3음보 사설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6장

1악구 1장단, 15저 악구 2장단 등과 김하연/ 조기탁 창 9장 1악구 1장단,

14장 1악구 1장단, 17장 1악구 2장단 등과 김칠성 창 3장 4악구 2장단, 4장

2악구 1장단이 속한다.

(6) 3소박 3+3+3박자 유형

3소박 3+3+3박자 유형으로 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9장 3악구 마지막 장단은 ‘남병산/바라를 보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

‘남병산’이 3소박 3박자에 붙고 제 2음보가 3소박 3+3박자에 사설이 붙어,

한 장단이 3소박 3+3+3박자로 구성된다. 김하연 창 1장 1악구 마지막 장단

‘동남풍/빌으실적에’와 김칠성 창 1장 3악구 마지막 장단 ‘호호이영/탕이로

구나’의 2음보 사설도 제 1음보가 3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3박자

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3박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최섬

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9～11장의 마지막 장단 등과 김하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9-3 남 병 산

바 라 를 보 니
김하연/ 조기탁

1-1 동 남 풍
빌 으 실 적 에
김칠성

1-3 호 호 이 영
탕 이 로 구 나

[악보 3-51] <공명가> 3소박 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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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조기탁 창 2～3장 마지막 장단, 5～6장 마지막 장단 등과 김칠성 창

1～2장 마지막 장단으로, 악구의 마지막에 배치된다.

(7) 3소박 (3+3)+(3+3)박자 유형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1장 3악구 ‘중앙에는/황기를꽂고’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 중 ‘중앙’의 2

음절이 3소박 3박자, ‘에는’의 2음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3박자의 소리

듬형을 이루고, 제 2음보 중 ‘황기를’의 3음절이 3소박 3박자, ‘꽂고’의 2음

절이 3소박 3박자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중앙에는/황기를꽂고’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김하연/ 조기탁 창 7장 3악구 ‘자룡의배가/분명하구나’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3+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3박자에 붙어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을 이루고, 김칠성 창 3장 6악구 ‘뱃머리/빙빙빙/

돌아를갈제’의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

박자, 제 3음보가 3소박 3+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3+3)박자 대

박장단을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9～

11장을 제외한 모든 장(章)의 마지막 장단이 해당하고, 김하연/조기탁 창은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1-3 중 앙 에 는

황 기 를 꽃 고
김하연/ 조기탁

7-3 자 룡 의 배 가
분 명 하 구 나
김칠성

3-6 뱃 머 리 빙 빙 빙
돌 아 를 갈 제

[악보 3-52] <공명가>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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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9장, 10장의 마지막 장단, 김칠성 창은 3장과 5장의 마지막 장단이 해

당한다.

(8) 기타유형

<공명가>는 이 외에도 3소박 3박자, 3소박 3+2+3박자, 3소박 3+2+2박

자, 3소박 4+6박자, 3소박 2+3+4박자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한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칠성 창 3장 1악구는 ‘살려보내/거니와’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1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박자를 구성한다. 4장 1악구도 ‘서성이/황급하여’의 2음보 사

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1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

박 3박자를 구성한다. 3소박 3박자는 <공명가(김칠성)>에서만 보이는 박

자유형이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창

8장 1악구 1장단은 ‘즉시배를타고/하구로/돌아갈제’의 3음보로,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가 2대박, 제 3음보가 3대박에 붙어 3소박 3+2+3의 혼합박

자로 구성된다. 김하연 창 11장 1악구 1장단도 3음보 사설을 3소박 3+2+3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
8-1 즉 시 배 를 타 고 하 구 로 돌 아

갈 제
김하연/ 조기탁

11-1 칠 성 단 상 에 오 방 기 치 휴 양
하 구 나

[악보 3-54] <공명가> 3소박 3+2+3박자 유형 

김칠성
3-1 살 려 보 내 거 니 와
3-5 서 성 의 돛 대 지 끈
4-1 서 성 이 황 급 하 여
6-1 서 성 이 할 일 없 이

[악보 3-53] <공명가> 3소박 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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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합박자로 노래한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칠성 창 4장 3악구 1장단은 3음보 사설을

각 1음보 씩 3소박 3박자, 3소박 2박자,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2+2의 혼합박자로 구성한다. 이 외에도 <공명가>는 3소박 4+6박자, 3소

박 5+6박자, 3소박 2+3+4박자 등 다양한 박자유형이 나타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

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명가>의 박자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뉜다. 엮음부분은 다양한 박자유형이 나타나는데, 그 중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 3소박 3+3박자, 3소박 (3+3)+(3+3)박자가가 주를 이루고, 3

음보 사설이 한 장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3소박 2+2+2박자, 2+2+3박자,

3+2+3박자 등 다양한 박자유형으로 구성된다. 수심가부분은 3소박 1보통

박이 2～4개 모여 1대박으로 이루고, 대박이 5～8개 모여 한 장을 이루는

구조로,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상 <공명가>에 사용되는 박

자유형 별 장단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3-22]와 같다.

김칠성
4-3 하 구 중 에 천 만 대 병 즉 칠

제

[악보 3-55] <공명가> 3소박 3+2+2박자 유형

박자유형 최섬홍 장학선 오복녀 김하연 조기탁 김칠성
총 장단 

수
3소박 2+2박자 10 15 15 3 3 7 53
3소박 2+3박자 19 24 24 20 20 6 113
3소박 3+3박자 25 32 32 25 25 5 144

3소박 2+2+2박자 3 4 4 2 2 2 17
3소박 2+2+3박자 3 5 5 2 2 0 17
3소박 3+3+3박자 1 2 2 3 2 2 12

[표 3-22] <공명가>의 박자구조



- 138 -

3) 선율구조

<공명가>는 전체적으로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며, re,

la, do'가 주요음이고, re음으로 종지, la음에서 굵게 요성, do'에서 la음으

로 진행 시 퇴성을 하는 시김새로, 수심가토리에 해당한다.

한편 여섯 창자의 선율은 각각 길이에 차이만 있을 뿐 최섬홍․손진홍/

장학선․이정렬/ 오복녀의 선율이 유사하고, 김하연과 조기탁의 선율이 유

사하다. 이에 최섬홍, 김하연, 김칠성의 3창자를 중심으로 엮음부분과 수심

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3소박 (3+3)+(3+3)박자 10 19 22 15 15 2 83

[악보 3-56] <공명가>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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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56]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최섬홍과 김하연<공명가>

1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e형은 mi'음으로 질러서

시작하여 동음 반복 후 re', do', la를 거쳐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

형과 ‘어언간에/백발이로구나’의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다. <공명가(김하

연)> 1장 역시 ‘공명이～높이묻고’에서 mi'음에서 시작하여 동음반복 한

후 do', la로 진행하는 선율형과 ‘동남풍/빌으실적에’는 <엮음수심가-유유

창천>의 종지선율형인 ‘어언간에/백발이로구나’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한편, <공명가(최섬홍)> 1장은 총 3악구로, 1악구 ‘공명이～동남풍빌제’

에서 mi'음으로 시작하여 동음반복 후 do', la로 진행하는 선율형, 2악구

‘동에는～백기로다’에서는 la-do'로 시작하여 선율 진행 후 la-mi-re로 하

행하는 선율형과, 3악구 ‘중앙에는/황기를꽂고’에서 la음으로 시작 후 마지

막에 re음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총 3개의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이 중

3악구는 <엮음수심가-유유창천>의 ‘어언간에/백발이로구나’와 동일한 선

율형으로, 장(章)을 맺는 종지선율형에 해당한다.

이렇듯 <공명가(최섬홍․손진홍)> 1장의 1～2악구는 엮음선율형, 3악

구는 종지선율형으로, 두 개의 엮음선율형과 한 개의 종지선율형으로 구성

된다.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은 대게 엮음선율형 1악구, 종지선율형 1악

구로 구성되는데 반해 엮음선율형이 2개로 확대된 형태이다.

즉 ‘공명이～동남풍빌제’는 선율e형의 엮음선율형과 유사한데, ‘동에

는～서에는 백기로다’ 부분에서는 <엮음수심가>에서 보이지 않던 선율이

추가되었다. 이에 <공명가(최섬홍․손진홍)> 1장 2악구는 추가된 선율이

기 때문에, 1장 1악구의 시작선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를 선율e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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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57]은 <엮음수심가>의 선율d형과 김하연 <공명가> 2악구

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sol음을 중심으로 선

율을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북망산천아/말물어보자’

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진다. <공명가(김하연)> 2장은 la음을 중

심으로 선율을 진행한 후 마지막에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청

룡기를/길면에다꽂고’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엮음수심

가> 선율d형의 sol음 중심에서 la음 중심으로 한 음 높아졌 뿐 전체적인

선율진행은 <엮음수심가>의 선율d형과 동일하다. 이에 <공명가(김하연)>

2악구의 선율을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선율d형은 <공명가(최섬홍)>, <공

명가(김칠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선율형으로, <공명가(김하연)> 2장, 3

장, 8장 이 해당한다.

한편, <공명가>는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변화시켜 진행하기도 한다.

[악보 3-57] <공명가> 선율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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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58]에서 볼 수 있듯이 <공명가(최섬홍․손진홍)> 2장과

<공명가(김하연)> 4장은 mi음으로 시작하는 엮음선율형과 공통된 종지선

율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내

려 진행한 선율로, 이를 선율f형으로 분류한다.

한편, <공명가(김칠성)> 2장 1악구에서는 mi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형, 2장 2～3악구는 각각 do'음과 sol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

음선율형으로 진행 후 2장 4악구에서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장(章)을 맺

는다. 즉 선율f형을 기본으로 2장 2～3악구의 선율이 추가된 형태이다. 역

시 장(章)의 시작선율을 기준으로 보면, 선율f형에 해당한다.

[악보 3-58] <공명가> 선율f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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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f형은 <공명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율형으로, 최섬홍․손진홍

창 2장, 4장, 8장, 9장, 12장, 13장, 15장 등과, 김하연 창 4장, 14장, 15장, 16

장 등과 김칠성 창 2장, 4장에서 나타난다.

위 [악보 3-59]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섬홍 창 10장 1악구는 do'음을 중

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10장 2악구의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다. 김

하연 창 17-1악구도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17장 2악구

의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되고, 김칠성 창 1장도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이렇듯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

는 엮음선율형으로 시작하여, 장(章)의 마지막을 종지 선율형으로 마치는

선율을 선율g형으로 분류하겠다. 선율g형은 최섬홍․손진홍 창 10장과 김

하연 창 6장, 17장, 19장, 김칠성 창 3장이 해당한다.

[악보 3-59] <공명가> 선율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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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심가부분

<공명가> 수심가부분은 김칠성, 장학선, 오복녀가 동일한 선율로 진행

한다. 이에 <공명가(오복녀)> 수심가부분을 중심으로 선율진행을 살펴보

겠다.

위 [악보 3-60]은 <공명가(오복녀)> 수심가부분 1～3장을 제시한 것이

다. 1장은 La-re로 시작 후 sol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고, 2장

은 do'음으로 질러서 시작 후 do'음과 la음, sol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진행 후 re음으로 종지하고, 3장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sol-mi-re로 종지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 선율a형, 선율b'형, 선

율c형과 동일한 선율형으로,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에 사설만

바꿔서 부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명가>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엮음부분은 선율d형, 선율e형, 선율f형, 선율g형의 네 가지 기

본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그 중 선율d형과 선율e형은 <엮음수심가>의 선

율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선율g형과 선율f형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

을 바탕으로, 시작부분의 선율형만 변화시킨 형태이다.

이 중 최섬홍․손진홍 창은 선율e형과 선율f형을 중심으로 두 선율형이

[악보 3-60] <공명가(오복녀)> 수심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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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배치되어 대비를 이루고, 김하연 창은 선율d형과 선율e형을 중심으

로 진행하고, 김칠성은 선율g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수심가부분은 김칠성, 장학선, 오복녀 창에만 배치되는 부분으로, 세 창

자 모두 1장은 <수심가> 선율a형, 2장은 선율b'형, 3장은 선율c형의 세 가

지 선율형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에 사

설만 바꿔서 노래한 것이다. 이상 <공명가>의 창자별 선율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3-23]과 같다.205)

205) 장학선․이정렬/오복녀 창은 18-25장이 추가되었을 뿐, 최섬홍 창과 동일한 선율로 구

성되고, 조기탁 창은 김하연 창과 동일한 선율로 구성되므로, 앞의 표에서는 3창자만 살

펴보았으나, 표는 여섯 창자의 선율형을 정리한 것이다. 

부분 장
최섬홍․
손진홍

장학선․
이정렬

오복녀 김하연 조기탁 김칠성

엮음
부분

1 e e e e e g
2 f f f d d f
3 e e e d d g
4 f f f f f f
5 e e e e e f
6 f f f d d f
7 b b b d d
8 f f f d d
9 f f f d d
10 g g g e e
11 g g g d d
12 f f f d d
13 f f f f f
14 e e e f f
15 f f f f f
16 b b b f f
17 g g g f f
18 e e d d
19 g g
20 f f
21 d d
22 f f
23 f f
24 f f
25 d d

수심가 1 a a a

[표 3-23] <공명가>의 선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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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곡 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명가>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공명가(최섬홍․손진홍)>, <공명가(김하연)>, <공명가(조기탁)>은

수심가부분이 생략된 형태로, <공명가(최섬홍․손진홍)>은 엮음부분이 17

장, <공명가(김하연)>과 <공명가(조기탁)>은 엮음부분이 18장으로 구성

된다.

김칠성과 장학선․이정렬과 오복녀 창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김칠성은 엮음부분이 6장, 수심가부분이 3장으로 구성되고, 장

학선․이정렬 창과 오복녀 창은 엮음부분이 25장, 수심가부분이 3장으로

구성되어, 여섯 창자 중 곡의 길이가 가장 길다.

각 장(章)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창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짧게는 1

악구에서 길게는 9악구로 구성된다. 장학선․이정렬과 오복녀 창 23～24장

이 각각 8악구, 9악구, 김하연과 조기탁 창 17장이 7악구로 길게 구성되는

데, 장(章)을 구성하는 악구 수가 길어지는 경우는 주로 엮음부분의 후반

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상 <공명가>의 악곡구조를 창자별로 정리하

면 아래 [표 3-24]와 같다.

부분 장
최섬홍․
손진홍

장학선․
이정렬

오복녀 김하연 조기탁 김칠성

엮음
부분

악구 수
1 3 3 3 1 1 3
2 1 1 1 2 2 4
3 3 3 3 2 2 6
4 2 2 2 2 2 3
5 1 1 1 2 2 3
6 2 2 2 2 2 1
7 2 2 2 3 3
8 4 4 4 2 2

[표 3-24] <공명가>의 악곡구조

부분 2 b' b' b'
3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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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공명가>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사

설구조는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

된다. 박자구조는 엮음부분은 3소박 기본박으로 2+2박자, 2+3박자, 3+3박

자, 2+2+2박자, 2+2+3박자, 3+3+3박자, (3+3)+(3+3)박자의 일곱 가지 유형

으로 <엮음수심가>보다 다양한 박자유형이 사용되고, 수심가부분은 각 장

(章)마다 3소박 2～4박자 1대박이 5～8개로 구성되며, 이는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선율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차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엮음선율형만 변화시킨 변화선율형을 추가하였다. 악곡구조는

<엮음수심가>와 같이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며, 다만 엮음부분

을 구성하는 장(章) 수 및 장(章)을 구성하는 악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요컨대, <공명가>는 <엮음수심가>의 선율형과 박자구조, 악곡구조를

기본으로 곡의 길이를 확대시켜 만든 악곡으로, 엮음부분의 장(章) 수 및

장(章)을 구성하는 악구 수도 동시에 확대하여 만든 악곡이다. 또한 엮음

부분에서 늘어난 장(章) 수 만큼 다양한 선율형이 추가되었다.

9 3 3 3 3 3
10 2 2 2 2 2
11 3 3 3 2 2
12 2 2 2 2 2
13 1 1 1 2 2
14 3 3 3 2 2
15 3 3 3 4 4
16 3 3 3 4 4
17 2 4 4 7 7
18 1 1 4 4
19 3 3
20 1 1
21 3 3
22 3 3
23 8 8
24 9 9
25 2 2

수심가
부분

1 1 1 1
2 1 1 1
3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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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전쟁가>는 삼국지 중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사의 패전 장면을 노래한

서도잡가로 김관준에 의해 창작된 악곡이다.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를

전후하여 김관준이 작곡한 노래 중 <안중근의사가>와 <전쟁가>는 일제

의 탄압으로 전승되지 못했다는 기록206)으로 보아 1910년 전에 창작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10-1920년대 잡가집 및 유성기음반에서는 그 기록을 찾을 수

가 없고,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음원자료는 1934년 김종조에 의해 녹음

된 것이다. 이후 1938년 김주호, 1939년 김종조에 의해 녹음되었고, 1970년

대 이후 김정연의 의해 녹음되었다.

그런데 <전쟁가(김주호)>는 <전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연)>과

사설만 유사할 뿐, 음악적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쟁가(김주

호)>는 엮음형에 속하는 악곡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악곡이다. 이에

<전쟁가(김주호)>는 형식구조 변화형에서 따로 살펴보고, 이번 항에서는

엮음형에 해당하는 <전쟁가(김종조)>207)와 <전쟁가(김정연)>만을 중심으

로 살펴보겠다.

1) 사설구조

<전쟁가>는 1910～1920년대 간행된 잡가집에는 수록되어있지 않다. 이

에 김종조가 녹음한 <전쟁가>의 사설 그리고 김정연이 녹음한 <전쟁가>

의 사설을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206) 송방송,『한겨례음악인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207) 김종조의 음원자료는 1939년에 녹음된 음원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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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장 김종조 (1939) 김정연 (현행)

엮
음
부
분

1  
적벽강의 패전군사 이곳저곳 모여앉으니 신
세자탄이 울음우니 목불인견을 못보갔구나 
어떤군사 내달으며 여봐라 동무들
세상팔자 기박하야 초일곱살에 아바지죽고 
여덟살에 오마니잃고 사고무친 혈혈단신 의
탁할곳 바이없어 외삼촌네 집에를 갔더니만 
첫해에는 애기뵈이구 이듬해에는 소끌리며 
짤뚝하면 호령이요 아차하면 매질이라 이세
상에 돈없고보면 일가친척도 다쓸데없지 남
의집에다 머슴살아 첫해에는 두냥받고 이듬
해에는 석냥닷돈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고
봉이 되게되니 착실하게 비췄던지 거동중에 
어떤분이 무남독녀 딸하나를 애지중지 길러
내어 아무개집 아무개는 남의집머슴을 살지
라도 근실하고 착실하다고 데릴사위를 맡는
다고 목항마다 쑥떡쑥떡 하더니만 길일택하
여 신부집으로 나갈적에 홍영자공 산호편 
옥안금천에 황금록 청홍사 고운굴레 상모물
려서 덥벅달고 층층다래 은엽등자 호피돋음
이 앱시난다 우로백보 판서사는 공중에다가 
훨씬받구 신부집으로 당도를허여 초례청에 
들어서니 감구지례가 절로난다 오늘같이 좋
은날에 우리부모 생전했으면 얼마나 귀엽다
고 하시련만 우유구안에 영이별을 하신부모 
다시뵙자일 만무로구나 일락서산에 해떨어
지고 월출동령 달솟는다 신방에가 들어가니 
신부가 드르런헌다 녹의홍상에다 명월패를 
늘여차고 앵무같은 시녀들은 좌우에가 영의
하여 앙삼 살짝 들어설적에 나의춘흥을 섬
섬옥수 덤석잡고 만단설화 다못하야 

이헤 초취이취 삼취 끝에 적벽강산 패전군
사 여기저리 모여앉아 신세자탄 울음울고
못불견 못보겠네 어떤군사 내달으며 여봐라 
동지들아 이내사정을 들어보소
이내팔자 기박하야 초일곱살에 아버지죽고 
여덟살에 어마니잃고 사고무친 혈열단신 의
탁할곳 바이없어 외삼촌집에 갔더니만 
첫해에는 애보이고 그이듬해에는 소끌리며 
짤뚝하면 호령이요 아차하면 매질하니 이세
상에 돈없고보면 일가친척도 다쓸데없구나 
남의집에다 머슴살이 첫해에는 두냥닷돈 그
이듬해는 석냥닷돈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
고봉이 되게되니 착실하게 비췄던지 거동중
에 어떤분이 무남독녀 외딸하나를 애지중지 
곱게길러 아무계집 아무개는 남의집 머슴을 
살지라도 성실하고도 착실하다고 데릴사위
로 삼는다고 목항목항 모여앉아 쑥떡쑥떡 
하더니만 길일택하여서 신부집으로 나갈적
에 홍엽자공 산호편 옥안금천에 황금록 청
홍사 고운굴게 상모물려 덤벅달고 층층다래 
은엽등사 호피돋음이 맵시난다 우로백보 판
서사는 공중에다가 훨씬받구 신부집으로 당
도하여 초례청에 들어서니 감구지례가 절로
나 오늘같이 좋은날에 우리부모 생전했으면 
얼마나 귀엽다구 하시련만은 우유구안에 영
이별하신부모 다시뵙자일 만무로구나 일락
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령 달솟는데 신방
에가 들어가니 신부가 드르런헌다 녹의홍상
에 명월패를 늘여차고 앵무같은 시녀들은 
좌우에가 영의하여 앙삼 들어설적에 나의춘
흥 못이기여 섬섬옥수를 덥썩잡고 말단설화
도 다못하야 

2 앞뒤문으로 우르르르 달려들어 고두리상투
를 와드드드 부여잡더니 군사뽑혔다고 재촉

앞뒷문으로 우르르르 달려들어 고두리상투
를 부여잡고 군사뽑혔다고 재촉하니 뉘라고 

[표 3-25]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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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 뉘라고 이념을할까 신부님의 거동보소 
샛별같은 두눈에서 진주같은 눈물방울이 핑
그르르 돌더니만
                    여보시오 군자님아 
당신은 대장부라 부디 아녀자를 사렴치마시
고 만리전장을 나갔더니
백전백승 하거들랑 개가부르며 돌아와서 우
리들에 끊어졌던 거문고줄 다시이어 둥기둥
둥당 시르르르 놀게되면 어찌아니 기쁘단 
말씀이오 잘가시오 잘있으소
이럭저럭 떠날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귀국하기를 바랐더니 패군
지장이 되었으니 고국갈길은 막연하구나 어
떤군사 나오는데 떨어진 전복에다가 부러진
창대 옆에끼고 울음울며 내달으니 

이내사정 들어보소 만군지중 나올적에 당상
학발 늙은부모 못가리라 울음울고 청춘애처 
장손오마니 우르르르르르 내닫더니 군복자
락을 
와드드드득 부여잡더니 못가거라 울음울고 
초일곱살 먹은놈은 서당갔다 오더니만은 천
자문을 보기좋게 내던지고 아구아버지 

   
       나두가요 아버지가는곳 나도갑세다 
못간단다 못간단다 산이높아 못간단다 물이
깊어 못간단다 

   너두가고 나도나가 속절없이 죽게되면 

이념을할까 신부님네 거동보소 샛별같은 두
눈에서 진주갚은 눈물방울이 핑그르르 돌더
니만 나삼소매로 낯을가리고 말못하고 돌아
앉아 흐둑흐둑 느껴울다가 여보시오 낭군님 
당신은 대장부라 부디 아녀자를 생각지마시
고 만리전장에 나갔다가
백전백승 하거들랑 개가부르며 돌아와서 우
리들의 끊어졌던 거문고줄을 다시이어 둥기
둥당실 줄거웁게 놀게되면 그아니 기쁘리요 
잘가시오 잘있으소
이럭저럭 떠날적에 보통문안 송객수야
이별아껴 설워말아 인간이별 남녀중에
나같은이 또있으랴 만군지중에 나갈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귀국할까 바랬더니 패군지
장이 되었으니 고국갈길이 막연하구나
어떤군사 나오는데 다떨어진 전복에다 부러
진 창대를 옆에끼고 울음울며 나오면서
여봐라 동지들아 그까짓 설움을 서러말고
이내사정을 들어보소 만궁지중에 나올적에
당상학발 늙은양친 못가리라고 울음울고
청춘애처 장손오마니는 시부모가 계시니까
그케울지는 못하여도 치맛자락을 입에물고
와드드드득 뜯으면서 같이가자 달려들고
어린 남섬이는 서당갔다가 오더니만 천자백
수문을 와드득 던지더니 아버지 군복자락을 
꽉부여잡고 에고아버지 에고아버지
오날이 무삼날이길래 전에없던 철창창대가 
왠말이며 군복자락이 또왠말이요 아버지가
는길 나도가요 아버지가는길 소자도가요
못간단다 못간단다  못간단다 물이깊어 못
간단다 길이멀어 못간단다 산이높아 못간단
다 산이깊어 그늘이라 뿌리에 싹이나고
두둘기에 회차리차고 아버지계시니 나생겨
났죠 부자일신이라 하였으니 아버지따라서 
소자도가요 못갈내력을 네듣거라 만약에 
너도가도 나도가고 우리부자가 다나간담에
한번아차 실수하여 전장검혼이 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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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25]에서 보듯이 엮음부분의 사설은 부모 없이 태어나서 힘들

누개봉사를 잃게된테니 만능의사 먹지말구 

       부디평안이 너잘있거라 

                        백번이나 위로하
고 만궁진중 나올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고
국갈까 바랬더니 패군지장이 되얐으니 고국
갈일은 만무로구나 모쪼록 승첩하여 가거든 
아무날 아무시 아무싸움에 이겼다고 이말마
디나 전하면은 죽은날 기념이라도 잊지말고 
밥한그릇 국한술이라도 은근히떠놔 

누대봉사를 뉘게다할꼬 너만은 만능의사를 
먹지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너의오마니 모시
고서 부디편안히 너잘있거라 청춘애처 당손
오마니는 새옷지어 넣어두고 창문길 썩나서
서 나가던길을 바라보며 긴한숨 크게쉴제 
어린당손이는 서당갔다가 오더니만
벌써부터 제아버지 생각하느냐고 구슬픈 목
소리로 에고오마니 아무개집 아무개아버지
는 오셨는데 우리아버지는 어느날이나 오시
나요 청춘애처 당손오마니는 구슬피우는 당
손이를 위로하고 너의아버지는 내일온단다 
모래온단다 하다가서 나중에는 
두설울이 한설움되어 모자간에 얼굴을 마주
하고 흐득흐득 느껴우는양은 내눈으로 보는
듯하고 눈에암암 귀에잼잼 백번이나 위로하
고 만군지중에 나올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고국갈까 바랬더니 패군지장이 되었으니 고
국갈길은 만무하구나 꼭들어 승첩하여가거
든 우리당손 오마니를 보거들랑
아무날 아무시 아무싸움에 죽었다고 이말만
이라도 전하여주소 죽은날 기념이라도 
잊지말고 밥한그릇 국한술이라도 근근히 떠
놓아

3 만군진중 나올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고국갈
까 바랬더니 패군지장이 되얐으니 고국갈일
은 만무로구나 모쪼록 승첩하여 가거든 
아무날 아무시 아무싸움에 이겼다고 이말마
디나 전하면은 죽은날 기념이라도 
잊지말고 밥한그릇 국한술이라도 은근히떠
놔 

만군지중에 나올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고국
갈까 바랬더니 패군지장이 되었으니 고국갈
길은 만무하구나 꼭들어 승첩하여가거든 우
리당손 오마니를 보거들랑 
아무날 아무시 아무싸움에 죽었다고 이말만
이라도 전하여주소 죽은날 기념이라도 
잊지말고 밥한그릇 국한술이라도 근근히 떠
놓아

수
심
가
부
분

1 전쟁객귀나 면케하렴 전장객귀나이 면케해주렴
2 이세상에 났다가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객

사전쟁 피던말가
이세상에났다가 이름을 알리지못하고 객사
전장이 되더란말이냐

3 생각사록 구슬픈 이사정은
어쩌면 좋단말이냐

생각사록 구슬픈 이사정은
어쩌면 좋단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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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살다 좋은 부인을 만나 결혼하는 내용의 1단락, 전쟁에 징집(徵集)되는

내용의 2단락, 전쟁에 나가 패군지장이 되는 내용의 3단락으로 세 개의 단

락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의 사설도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즉 <전쟁가(김종조, 김정연)>의 사설구조를 살펴본 결과,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엮음부분의 사설은 수심가부분의

사설구조를 확장시킨 형태로,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와 동

일하다. 다만 <전쟁가(김종조)>에 비해 <전쟁가(김정연)>가 엮음부분 중

2단락에서 사설이 첨가되었다.

2) 박자구조

<전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연)>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

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성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

와 같다.

위 악보에서와 같이 두 창자 모두 2+2박자 유형이 나타난다. <전쟁가

(김종조)> 1장 1악구 1장단 ‘적벽강의/패군지장’은 4.4음절 2음보로 제 1음

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를 구성한다.

<김종조>
1-1 적 벽 강 의 패 군 지 장

<김정연>
4-1 짤 뚝 하 면 호 령 이 요

[악보 3-61]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3소박 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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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쟁가(김정연)>에서는 모두 여느박이 3소박으로 나뉘는 점에

반해 <전쟁가(김종조)>는 종지선율형은 1대박이 3소박으로 나뉘지만 곡의

중간에 여느박이 2분할되는 리듬이 자주 등장한다.

<전쟁가(김정연)> 4장 1악구 ‘짤뚝하면/호령이요’ 역시 4.4음절 2음보

로 각 1음보씩이 1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를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김종조 창은 1장 1악구 1장단을 포함하여 2장 1

악구 1～2장단, 2장 2악구 1～6장단 등이 속하고, 김정연 창은 4장 1악구

1～2장단, 5장 2악구 1장단 등이 속한다. <전쟁가>의 박자구조 중 가장 많

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특히 김종조 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2+3박 유형은 두 창자 모두

에서 나타난다. 김종조 창 1장 1악구 2장단 ‘이곳저곳/모여앉으니’는 4.5음

장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

박 2+3박자로 구성된다. 김정연 창 2장 1악구 1장단 ‘신세자탄/울음울고’의

4.4음절 2음보 사설 역시 2대박과 3대박에 각각 1음보의 사설이 붙는 형태

로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두 창자 모두 3소박 2+3박자로 노래하지만,

<전쟁가(김종조)> 1장 1악구 2장단은 여느박이 2분할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으로는 김종조 창은 3장 1악구 3장단, 5장 1악구

3～4장단 등이 해당하고, 김정연 창 1장 1악구 1장단, 2장 1악구 2장단, 2

장 2악구 1장단 등이 해당한다.

<김종조>
1-1 이 곳 저 곳 모 여 앉 으 니

<김정연>
2-1 신 세 자 탄 울 음 울 고

[악보 3-62]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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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3+3박자 유형은 두 창자 모

두에게 나타난다. 김종조 창 7장 3악구 1장단 ‘만리전장을/나갔더니’는 5.4

음절의 2음보 사설로 각각 1음보가 3대박, 3대박에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김정연 창 1장 1악구 2장단 ‘적벽강산/패전군사’는 4.4음절의 2음

보 사설로 역시 각각 1음보의 사설이 3대박에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

한다. 다만 김정연 창이 3소박으로 부르는데 반해 김종조 창은 여느박이 2

분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김정연 창 2장 3악구 1장단, 5장 4악구 1장단 등

이 해당한다.

(4) 3소박 2+2+2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2+2+2박자의 완자걸이로 구성된 장단은 다

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2+2+2박자 유형은 두 창자

<김종조>
7-3 만 -리 전 장 을 나 갔 더 니

<김정연>
1-1 적 벽 강 산 패 전 군 사

[악보 3-63]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3소박 3+3박자 유형 

<김종조>
7-4 어 찌 아 니 기 쁘 단 말 씀 이 요

<김정연>
2-2 여 봐 라 동 지 들 아

2 + 2 + 2

[악보 3-64]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3소박 2+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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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나타난다. 김종조 창 7장 4악구 5장단 ‘어찌아니/기쁘단/말씀이

요’는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 제 3음보가 2대

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2박자를 구성한다. 김정연 창 2장 2악구 2장

단 ‘여봐라/동지들아’는 3.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

보가 2대박에 붙고 2대박은 사설 없이 쉬는 박으로 3소박 2+2+2박자를 구

성한다. 두 창자 모두 3소박 2+2+2박자로 노래하지만, 김종조 창은 여느박

이 2분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김종조 창 4장 3악구 3장단, 8장 3악구 4장단 등

과 김정연 창 6장 3악구 1장단, 8장 4악구 3장단이 해당한다.

(5) 3소박 (2+3)+(2+3)박자 유형

3소박 (2+3)+(2+3)박자로 이는 3소박 2+3박자 여느장단이 두 개가 모여

한 장단주기를 형성하는 구조로, 장단의 층위가 상승한 대박장단이다. 3소

박 (2+3)+(2+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가(김종조)> 1장 2악구 1장단 ‘목불인

견을/못보갔구나’의 2음보는 ‘목불인’의 3음절이 3대박, ‘견을’의 2음절이 2

대박에 붙어 3+2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못보갔’의 3음절이 3대박, ‘구

나’의 2음절이 2대박에 붙어 3+2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이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목불인견을/못보갔구나’가 장단주기로

3소박 10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김종조 창 2～6장 마지막 장단으로, 이는 주로

김종조 창 중 각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나타난다.

(6) 3소박 (3+3)+(3+3)박자 유형

<김종조>
1-2 목 불 인 견 을

못 보 갔 구 나

[악보 3-65] <전쟁가(김종조)> 3소박 (2+3)+(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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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박 (3+3)+(3+3)박자로, 이는 3소박 3+3박자 여느장단이 두 개가 모

여 한 장단주기를 형성하는 박자구조로, 장단의 층위가 상승한 대박장단이

다.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가(김정연)> 1장 2악구 1장단 ‘여기저

기/모여앉아’의 2음보 사설 역시 ‘여기’의 2음절이 3대박, ‘저기’가 3대박에

붙어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고, ‘모여’가 3대박, ‘앉아’가 3대박에 붙어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며 이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김정연 창 2～5장의 마지막

장단으로, 주로 김정연 창 중 각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나타난다.

나) 수심가부분

김종조와 김정연 두 창자 모두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의 박자구조도 사설구조와 같이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엮음부분에서는 3소박 2+2박자, 2+3박자,

3+3박자, 2+2+2박자, (2+3)+(2+3)박자, (3+3)+(3+3)박자의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소박 2+2박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악곡들에서는 3소박 2+3박자나 3+3박자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점에 비해

2+2박자로 좀 더 촘촘하게 엮어 부름을 알 수 있다. 또한 3소박 (2+3)+

(2+3)박자,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주로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 배

치하는 점은 <엮음수심가>와 유사하다.

<김정연>
1-2 여 기 저 기

모 여 앉 아

[악보 3-66] <전쟁가(김정연)>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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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가부분은 두 창자 모두 3소박이 모여 1보통박을 이루고, 보통박이

2～4개 모여 대박을 이루고, 대박이 5개 내지 8개 모여 한 장(章)을 구성한

다. <전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연)>의 박자구조는 약간의 차이만 있

을 뿐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3) 선율구조

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의 선율구조는 둘 다 엮음부분과 수심가부

분의 두 부분으로 나뉘지만 선율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전

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연)>의 선율구조를 각각 살펴보겠다.

가) <전쟁가(김종조)>

<전쟁가(김종조)>는 전체적으로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

며 곡의 전반에 걸쳐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는 구조로, 수심가

토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

을 장(章) 단위로 살펴보겠다.

(1) 엮음부분

위 [악보 3-67]은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전쟁가(김종조)> 1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sol음을 중심으로 진행하

[악보 3-67]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전쟁가(김종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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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엮음선율형과 ‘압록강수로/불끄련만은’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

어져있다. <전쟁가(김종조)> 1장도 ‘목불인견을/못보갔구나’에서는 <엮음

수심가>의 종지선율형과 동일한데, ‘적벽강의/패전군사/이곳저것/모여앉으

니’부분에서의 엮음선율형을 <엮음수심가>와 차이를 보인다.

김종조는 이 부분에서 동음반복으로 선율을 엮어 주는게 아니라 sol, la,

do', re'를 골고루 써서 진행한다. 이는 <엮음수심가>에서는 볼 수 없는

선율형으로, 김종조만의 독특한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위 선율형은 2장,

3장, 7장에서도 반복된다.

위 [악보 3-68]은 <전쟁가(김종조)> 2장, 3장, 7장의 시작부분이다. 모

두 la-do'-re'-mi'로 시작하고, 동음반복이 아니라 sol, la, do', re', mi'를

골고루 사용하여 엮어주는 선율형으로 <전쟁가(김종조)> 1장의 시작부분

과 유사하다. 이렇게 la-do'-re'-mi'로 상행하여 시작하고, 5음을 골고루

사용하여 엮어주는 엮음선율형과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 선율을

선율h형으로 분류한다.

[악보 3-68] <전쟁가(김종조)> 선율h형의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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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69]는 <전쟁가(김종조)> 4장, 5장, 6장의 시작부분이다. 모

두 sol음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do'-re의 7도 아래의 선율진행이 등장한다.

위에 제시된 엮음선율형과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진 장을 선율i형

으로 분류하겠다. <전쟁가(김종조)> 4장, 5장, 6장은 5개 이상의 악구로 길

게 구성되지만, 시작 선율을 기준으로 선율i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3-70]은 <전쟁가(김종조)> 8장, 9장, 10장의 시작부분이다. 모두

sol'-mi'로 시작 후 고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하는데, sol, la, do', re', mi'가

골고루 쓰인다. 위에 제시된 엮음선율형과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

진 장을 선율j형으로 분류하겠다. <전쟁가(김종조)> 8장, 9장, 10장 역시 5

개 이상의 악구로 길게 구성되지만, 시작 선율을 기준으로 선율j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3-69] <전쟁가(김종조)> 선율i형

[악보 3-70] 전쟁가(김종조)> 선율j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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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전쟁가(김종조)>는 <엮음수심가>와 동일한 종지선율형이 사

용되지만, 매 장의 시작부분은 다른 패턴의 엮음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즉

<엮음수심가> 및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서도잡가가 동음반복을 중심으로

선율을 엮어주는데 반해 sol, la, do', re', mi'의 5음을 골고루 사용하여 선

율을 엮어주고, 특히 do'-re의 7도 혹은 re'-re의 도약진행이 자주 등장한

다. 이는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김종조에 의해 다

양한 변형선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심가부분

위 [악보 3-71]은 <수심가(박부용)> 1장과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

분 1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박부용)> 1장은 La-re로 시작 후 sol음

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형이

이에 속한다. 김종조는 수심가부분의 1장을 sol음으로 시작 후 sol음과 la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이는 <수심가> 중 평으로 시작하는 선율

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악보 3-71]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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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72]는 <수심가(박부용)> 2장과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

분 2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박부용)> 2장은 do'음으로 시작 후 do'

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re음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수

심가> 2악구는 모두 위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

분의 2장 역시 do'음으로 시작 후 do'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re음으로 종지한다.

다만 <전쟁가(김종조)>의 수심가부분은 <수심가(박부용)>에 비해 선

율을 촘촘하게 엮어서 부른 것이 다르다. 즉 ‘객사전장/피던말가’의 수심가

선율형 앞에 ‘이세상에/났다가/이름을/알리지못하고’의 do'음을 촘촘하게

엮어주는 선율형이 첨가된 형태이다.

위 [악보 3-73]은 <수심가(박부용)> 3장과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

분 3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박부용)> 3장은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후 la-mi-re로 하행 후 La-re를 거쳐 마지막에는 sol-mi-re로 하행 종

지한다. 김종조 수심가부분 3장 역시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악보 3-72]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분 2장 

[악보 3-73]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분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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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후 La-re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sol-mi-re가 생략됐을 뿐 <수심가

(박부용)> 3장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김종조)>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이 쓰이지 않고

<전쟁가(김종조)>만의 독특한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수심가부분은 <수심

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사설을 촘촘히 엮어서

진행한다. 이상 <전쟁가(김종조)>의 선율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26]과 같다.

나) <전쟁가(김정연)>

<전쟁가(김정연)>는 전체적으로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

며 곡의 전반에 걸쳐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는 구조로, 수심가

토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

을 장 단위로 살펴보겠다.

(1) 엮음부분

부분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장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선율형 h h h i i i i j j j j a b' c

[표 3-26] <전쟁가(김종조)> 선율구조 

[악보 3-74] <전쟁가(김정연)> 선율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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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74]는 <공명가(김하연)> 선율g형과 <전쟁가(김정연)> 1장

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공명가(김하연)> 선율g형은 la-do'로 시작해

서 do'음을 동음 반복하는 엮음선율형과 ‘다만좌우/강지키는/군장졸뿐이라’

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진다. <전쟁가(김정연)> 1장 역시 la-do'

로 시작하여 do'음을 동음 반복하고, ‘여기저기/모여앉아’는 <공명가(김하

연)>의 ‘다만좌우/강지키는/군장졸뿐이라’의 종지선율형과 유사하다. 즉

<전쟁가(김정연)>의 1장은 선율g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 [악보 3-75]는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전쟁가(김정연)> 4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e형은 mi'음으로 시작해서 동음

반복 후 la로 하행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어언간에/

백발이로구나’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어진다. <전쟁가(김정연)> 4

장 역시 mi'음으로 시작 후 동음반복 후 do'음을 동음반복하고, la-mi-re

로 하행하고, ‘일가친척도/다쓸데없구나’는 <엮음수심가> ‘어언간에/백발

이로구나’의 종지선율형과 동일하다. 이에 <전쟁가(김정연)> 4장을 선율e

형으로 분류한다.

[악보 3-75] <전쟁가(김정연)> 선율e형 

[악보 3-76] <전쟁가(김정연)> 선율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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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76]은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전쟁가(김정연)> 17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d형은 sol음을 중심으로 진행하

는 엮음선율형과 ‘북망산천아/말물어보자’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이루

어진다. <전쟁가(김정연)> 17장 역시 sol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아

버지따라서/소자도가요’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장(章)을 맺는다. 이에

<전쟁가(김정연)> 17장을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2) 수심가부분

<전쟁가(김정연)> 수심가부분은 <전쟁가(김종조)> 수심가부분과 사설

및 선율형이 동일하다. 즉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

용하였다. 이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김정연)>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d형과 선율e형을 그

대로 차용하였고, <공명가>의 선율g형과 <전쟁가(김종조)>의 선율h형도

같이 차용하여 총 4가지의 기본 선율형으로 구성하였다. 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상 <전쟁가(김

정연)>의 선율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는 엮음부

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뉜다. 김종조 창은 엮음부분 11장, 수심가부분 3장

엮음
부분

1 2 3 4 5 6 7 8 9 10 11
g g g e d d e d d g d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h d d e d d d d d e g

수심가
부분

1 2 3
a b' c

[표 3-27] <전쟁가(김정연)>의 선율구조 



- 164 -

로 구성되며, 김정연 창은 엮음부분 22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에서는 김정연이 가장 긴 장(章)으로 구성하고, 장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보통 5-6악구로, 장의 길이가 <엮음수심가>에 비해 훨씬 길어

진 형태이다. 이상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는 <엮음수심

가>의 악곡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장(章) 수 및 장을 구성하는 악구

수가 증가하였다. 이상 두 창자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

28]과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되고, 엮음부분은 22장으로 늘어나고, 각 장은 2-6악

부분 장 김종조 김정연

엮음부분

1 2 2
2 3 4
3 2 2
4 5 2
5 3 6
6 5 4
7 8 6
8 4 5
9 3 3
10 3 3
11 1 2
12 5
13 3
14 2
15 2
16 2
17 3
18 2
19 5
20 4
21 3
22 2

수심가
부분

1 1 1
2 1 1
3 2 2

[표 3-28] <전쟁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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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장의 길이가 확장되었다. 박자구조와 악곡구조는 엮음수심가와 동일

하고, 선율구조에 있어서는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과, 이를

바탕으로 변화시킨 변형 선율형이 같이 등장하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즉 <전쟁가>는 <엮음수심

가>의 엮음부분의 장(章) 수 및 장을 구성하는 악구수를 늘리고, 선율을

추가시켜 만들어진 악곡임이 들어났다.

요컨대 <전쟁가(김종조, 김정연)>는 <엮음수심가>를 기본으로, 엮음부

분의 장 수 및 장을 구성하는 악구수를 늘리고, 선율형을 추가하여 만든

악곡임이 밝혀졌다.

(사) <화용도>

<화용도>는 삼국지 중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사의 패전 장면을 노래한

서도잡가로 1910～1920년대 잡가집에는 수록되어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판

소리로 불리던 사설을 바탕으로 김종조가 서도잡가로 창작한 악곡으로 처

음 녹음도 김종조에 의해 이루어졌다.208)

1934년 김종조에 의해 최초로 녹음된 이후 1935년 김주호, 1936년 김칠

성, 1938년 김종조에, 1970년대 김정연에 의해 녹음되었으나, 김주호가 취

입한 음원은 현재 전승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김종조가

녹음한<화용도>와 김칠성이 녹음한 <화용도>, 그리고 현재 김정연이 녹

음한<화용도>의 음원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사설구조

<화용도>는 잡가집에는 사설이 수록되어있지 않으므로, 김종조, 김칠

성, 김정연 음원의 사설을 바탕으로 사설구조를 살펴보겠다.

208) 송방송,『한겨례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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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장 김칠성(1935) 김종조(1938), 김정연(현행)

엮
음

1

한수정후 관훈상이 군령판에 다짐두고 화룡
도 좁은길에 의왕조조를 기다릴적에 이때여 
조조 적벽에 패하여 백만대병을 수중에넣고 
명을 도망하여 점점이 행군할제에 밤은장차 
사오경에 청천에 울고가는 기러기 옹성으로 
짝을불러 한수로 떼떼떼 울고를갈제 조조 
삼산위에올라 적벽강을 바라보니 어찌한군
사는 돗대에올라 고향을 바라보고 자탄하는 
말이 우리고향 저기것만 나는무삼일로 전장
에 수중고혼이 되더란말이냐 할일없이 물에
텀벙 화전맞아 와지끈 불에타서 죽는군사가 
부지기수라 목불인견이라 할일없이 정진이 
행군허여 한곳을 당도하니 동방이 훤이 밝
아를온다 여러 지장군졸이 기갈이 지상하여 
혼돈중에 행치못할제 정은군복벗어 솔남게
걸고 정든말다리고 뛰어볼적에 조조조우를 
살펴보며 하하대소의 우슴우슬제 제장이즉
왈 대왕이 백만대병을 적벽에패하고 어이그
다지 대소십니까 

조조대답하되 제갈공명께 웃음을웃노라 

                 
이곳일시 군병매복 하였으면 우리가장차 어
디로 행하리요

조조군사 대패하야 지향없이 다라날적에 이
리로가면 어더메요 이리로가면은 어더메드
냐 지장군졸이 여짜오되 이리로가면 장판교
오 이리로가면은 화룡돕니다 조조가 하는말
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하야 
화룡도로 행할적 불쌍하구나 군사장졸 여러
달 여러날을 군중에가 피곤하니 배는고파 
등이붙고 발은부어 천보도 움직이지 못할진
적에 부러진창대 거꾸로집고 고국산천 바라
보구 정신없이두 불피울적에 솥을묻고 밥을
지어 요기시키려 할적에 탐라보아도 큰일났
소 퇴병합시다 저산상에 연기가 모록모록 
나거드니 어서바삐 퇴병합시다 조조가 하는
말이 내몰랐다 내몰랐다 병법이가 일렀으되 
실즉하여 허즉실이랬으니 잔말말고 밥지어
라 
조조가 마상에서 앙칼대서 웃음웃으니
지장군졸이 황급하여 또죽었구나 또죽었구
나 
우리승상이 한번웃으면 일천군사가 사라를
지니 또죽었다 또죽었다 좌우모사 여짜오되 
승상이웃난곡절 좀압시다 기쁜웃음이요 슬
픈웃움이요 먼저번 해빙국에서 웃더니만은 
적자같은 영지들은 화중건이 되게하더니 바
로웃음을 무슨웃음이요 조조가 하는말이 웃
난곡절 들어보아라 제갈공명을 천신같은모
사로 알았드니 오늘보니 소인이로다 어째그
러냐 하구보면 화룡도라고 하는곳은 병목처
럼 된곳이야 일찍군사를 매복했던들 우리는
병각도 살아돌아가지 못했을 것을 제몰랐으
니 소인이로다 

2

말을 맺지 못하여 좌우산중으로 방포일성에 
화광이 충천하여 일월대장이 정창을 빗겨들
고 칼받으란소리 살펴보니 이는 상산땅에 

[표 3-29] <화용도>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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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이라 조조황급하여 제장에 말을하고 
명을 도망하여 직전이하구로 당도하니 산천
이 험악하여 밤에울새 낮에울고 두견접동은 
스슬피울제 좌우산중으로 방포일성에 일월
대장이 장창을 놉히들고 칼바드라는소리 살
펴보니 이는 장익독이라 장판사모를 빗겨들
고 고안입성 땅을뛰어 조조 황급하야 조한
당도로 막으라하고 명을도망하여 점점이 화
룡도에 당도를하니 때는마침 일락서산 황혼
때요 잘새는것을물어 무리무리 돌아들제 적
벽에 패한군사 총대를 걱구루집고 방성통곡
으로 울음을울제 조조마상에서 하하대소 웃
음웃을 때 제장이 깜짝놀래 서로 하는말이 
조조웃을 때 필연 무슨일이 있나이다 말을
맺지못하여 좌우산중으로 방포일성에 일월
대장이 엄신갑옷에 봉투구 제대 쓰고 적토
마상에 봉안을 부릅뜨고 당갑줄을 거사리시
고 청룡도를 빗겨들고 칼받으란소리 살펴보
니 이는 한수정후에 관훈장이라 할 일없이 
말께나려 복지주왈 소장이 장군이별한지 수
년에 전내무양 하시나이까  공손히 예를 받
은후에 오늘날 군령판 다짐두고 기다린지 
오래스니 잔말을말고서                    
칼받으란소래 

                              그말을 맺
지못하여 난데없는 방포일성에 일월대장이 
업신갑옷에 봉투구를 지켜쓰고 팔십근이나 
청룡도는 주누에선뜻 적토마상이 뚜렷이앉
아 호통하여 하는말이 

간사한 조조야 우리선생 명령받아 
                           예와기다린지 
오래됐거든 어찌거행이 더디단말가 목늘여
서 칼받아라 

3

조조가 기가막혀 애걸복걸 비난말이 전일은
공 잊었습니까 상마인은 천금이요 하마인은 
백금이요 삼일소연 오일대연 극진우대를 하
였더니 전일은공을 생각하야 소장의잔명을 
살려줍소서 관광은 본대 후덕하신 양반이라 
호통하여 하는말이 간사한 조조야 네은혜를 
갚느라구 백마강싸움에 범같은장사 안량을 
한칼에 썩 베인후 인병북으로 동문사다리 
끄라피 거년후에 독행천리 하였으니 이만했
으면 네은공을 갚았거든 무슨은공을 또갚는
단말가 이번올적에 군령장에다 다짐둬서 네
모가지를 못벼가면 네목으로 대신코저 군령
장에다 다짐뒀으니 잔말말고 칼받아라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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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화용도>의 사설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의 엮음

부분은 1단락 조조군사가 대패하고 돌아가며 제갈공명을 비웃는 부분, 2단

락 조조가 도망가다 관공을 만나는 대목, 3단락은 목숨을 구걸하는 대목

목숨을 구걸하는 부분의 세 단락으로 구분되고, 수심가부분은 관공의 후덕

함을 노래한 부분으로 역시 세 단락으로 구성된다.

반면 <화용도(김칠성)>는 <화용도(김종조, 김정연)> 엮음부분 제 1～2

단락의 사설을 엮음부분으로 부르고, <화용도(김종조, 김정연)> 엮음부분

제 3단락 사설의 내용을 축소하여 수심가부분으로 불렀다. <화용도(김칠

성)>는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의 사설에 비해 축소된 형태

로 구성되지만, 다만 제 2단락에서 조자룡, 장비, 관우를 차례대로 만나는

사설을 첨가되었다. 즉 1930년대 다양한 버전으로 불리던 사설에서 <화용

도(김종조)>의 사설이 현행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박자구조

<화용도>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성

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박

가 기가막혀 애걸복걸 비난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아무리 군령장
에다 다짐웠으나 장군님명은 하날에달린 천
명이요 소장의잔명은 금일장군 수중에든 청
룡도에 달렸�니 소장의 잔명을 살려줍소서 
관공은 본데 후덕하신 양반이라 봉목에 논
물이 글썽글썽 하더니만 팔백도부수를 좌우
익편으로 치우며는 생문방을 열어주니     

수
심
가

1 민요충군 하였으니 요때에 조조가 다시살아
2 소장의 잔명을 한때는 살려주시오 무사히 허도로 돌아를 가누나

3
차마인정이 전인을 보아서 못하리로구나 아무리 적국이나 관공의 후덕은 년년불망 

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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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 악보

와 같다.

위 악보에서와 같이 세 창자 모두 3소박 2+2박자 유형이 나타난다. 김

종조 창 1장 1악구 1장단의 ‘조조군사/대패하야’는 4.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

성된다. 김칠성 창 1장 1악구 2장단의 ‘군련판에/다짐두고’는 4.4음절 2음보

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

박자로 구성된다. 김정연 창 1장 1악구 2장단 ‘지향없이/다라날적에’ 역시

3소박 2+2박자로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김종조 창 2장 1악구 1장단, 3장 1악구 2～4장단,

3장 2악구 1～4장단 등과 김칠성 창 1장 1악구 2장단, 3장 1악구 1장단, 3

장 2악구 2장단 등과 김정연 창 1장 1악구 1장단, 2장 1악구 1장단, 3장 1

악구 2장단 등이다. <화용도>의 박자구조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

로 특히 김종조 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김종조>
1-1 조 조 군 사 대 패 하 야

<김칠성>
1-1 군 련 판 에 다 짐 두 고

<김정연>
1-2 지 향 없 이 다 라 날 적 에

[악보 3-77] <화용도> 3소박 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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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 [악보 3-78]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2+3박 유형은 세 창자 모두에

게서 나타난다. 김종조 창 1장 1악구 2장단은 ‘지향없이/다라날적에’의 4.5

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는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

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김칠성 창 1장 1악구 3장단 ‘화룡도/좁은길에’는

3.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김정연 창 1장 2악구 ‘아리로가면/어드메요’의

5.4음절 2음보 사설 역시 2대박과 3대박에 각각 1음보의 사설이 붙는 형태

로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3소박 3+3박자 유형은 세 창자 모

두에게 나타난다. 김종조 창 6장 2악구 2장단 ‘실즉하여허즉/실이랬으니’의

<김종조>
1-1 지 향 없 이 다 라 날 적 에

<김칠성>
1-1 화 룡 도 좁 은 길 에

<김정연>
1-2 이 리 로 가 면 어 드 메 요

[악보 3-78] <화용도> 3소박 2+3박자 유형 

<김종조>
6-2 실 즉 하 여 허 즉 실 이 랬 으 니

<김칠성>
1-1 한 수 정 후 관 훈 상 이

<김정연>
5-2 또 죽 었 구 나 또 죽 었 구 나

[악보 3-79] <화용도> 3소박 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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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김칠성 창 1장 1악구 1장단 ‘한수정후/관훈상이’는 4.4

음절의 2음보 사설로 각각 1음보가 3대박, 3대박에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김정연 창 5장 2악구 4장단 ‘또죽었구나/또죽었구나’는 5.5음절의

2음보 사설로 역시 각각 1음보의 사설이 3대박에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

성한다.

(4) 3소박 2+2+2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2+2+2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조 창 7장 1악구 ‘승상이/웃는곡절/좀압

시다’는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 제 3음보가 2

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2박자의 완자걸이로 되어있다. 김칠성 창 3

장 1악구 ‘청천에/울고가는/기러기’는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

음보가 2대박, 제 3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2박자를 구성한

다. 김정연 창 5장 1악구 ‘잔말말고/밥지어라’는 4.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에 붙고 2대박은 사설 없이 쉬는 박으로

3소박 2+2+2박자를 구성한다.

(5) 3소박 3+3+3박자 유형

3소박 9박자 여느장단으로 3+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조>
7-1 승 상 이 웃 는 곡 절 좀 압 시 다

<김칠성>
3-1 청 천 에 울 고 가 는 기 러 기

<김정연>
5-1 잔 말 말 고 밥 지 어 라

[악보 3-80] <화용도> 3소박 2+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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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칠성 창 1장 2악구 ‘위왕조조를/기다릴적

에’는 2음보로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 중 ‘기다릴’이 3대박, ‘적에’가 3

대박에 붙어 3소박 3+3+3박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김칠성

창 1～2장, 4장, 7장, 9장의 마지막 장단으로, <화용도(김칠성)> 각 장(章)

의 마지막 장단에서 자주 나타난다.

(6) 3소박 (2+3)+(2+3)박자 유형

3소박 10박자 대박장단으로 (2+3)+(2+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조 창 1장 2악구 ‘이리로가면은/어더메드냐’의 2음보는 ‘이리로’의 3

음절이 2대박, ‘가면은’의 3음절이 3대박에 붙어 3+2박자의 소리듬형을 이

루고 ‘어더메’의 3음절이 3대박, ‘느냐’의 2음절이 2대박에 붙어 3+2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이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이

리로가면은/어더메드냐’가 장단주기로 3소박 10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

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김종조 창 2～5장의 마직장단으로, 김종조 창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이 해당한다.

(7) 3소박 5+6박자 유형

<김종조>
1-2 이 리 로 가 면 은

어 더 메 드 냐

[악보 3-82] <화용도> 3소박 (2+3)+(2+3)박자 유형

<김칠성>
1-2 위 왕 조 조 를 기 다 릴

적 에

[악보 3-81] <화용도> 3소박 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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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박 11박자 대박장단으로 5+6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연 창 4장 2악구는 ‘정신없이/불을피울

적’의 2음보 사설로, ‘정신’의 2음절이 2대박, ‘없이’의 2음절이 3대박에 붙

어 2+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불을피’의 3음절이 3대박, ‘울적’의 2음

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정신없이/불을피울적’이 장단주기로, 3소박 5+6

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김정연 창 5～6장, 8장의 마지막 장단으로, 주로

김정연 창의 각 장(章)의 마지막 장단이 해당된다.

(8) 3소박 (3+3)+(3+3)박자 유형

3소박 12박자 대박장단으로 (3+3)+(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김칠성 3장 3악구는 ‘한수로떼떼데/울고를갈제’의 2음보 사설로, ‘한수

로’의 3음절이 3대박, ‘떼떼떼’의 3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

형을 이루고, ‘울고를’의 3음절이 3대박, ‘갈제’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

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한수로떼떼떼/울고를갈제’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의 대

<김정연>
4-2 정 신 없 이

불 을 피 울 적

[악보 3-83] <화용도> 3소박 5+6박자 유형

<김칠성>
3-3 한 수 로 떼 떼 떼

울 고 를 갈 제

[악보 3-84] <화용도>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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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단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김칠성 창 5～6장의 마지막 장

단이 속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

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화용도>의 박자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뉜다. 엮음부분은 다양한 박자유형이 나타나는데, 그 중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 3소박 3+3박자, 3소박 2+2+2박자, 3소박 3+3+3박자, 3소박

(2+3)+(2+3)박자, 3소박 5+6박자, 3소박 (3+3)+(3+3)박자의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수심가부분은 3소박 1보통박이 2～4개 모여 1대박으로 이루고,

대박이 5～8개 모여 한 장을 이루는 구조로,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

하다. 이상 <화용도>에 사용되는 박자유형 별 장단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3-30]과 같다.

3) 선율구조

<화용도>는 전체적으로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며, re-

la-do'가 주요 선율골격으로 이루고, re음으로 종지, la음에서 굵게 요성하

고 있어, 수심가토리에 해당한다. 선율진행에 있어 <화용도(김종조)>와

부분 박자유형 김종조 김칠성 김정연 총 장단 수

엮음
부분

3소박 2+2박자 43 24 43 110
3소박 2+3박자 20 33 20 73
3소박 3+3박자 10 7 10 27

3소박 2+2+2박자 2 2 2 6
3소박 2+2+3박자 4 3 4 11
3소박 3+3+3박자 1 10 1 12

3소박 (2+3)+(2+3)박자 10 10 20
3소박 (3+3)+(3+3)박자 9 9

수심가부분 3소박 2~4박 5～7개 5～7개 6～7개

[표 3-30] <화용도>의 박자구조



- 175 -

<화용도(김정연)>는 동일한 선율로 진행되고, <화용도(김칠성)>만 차이

를 보인다. 이에 각 창자별로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

을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위 [악보 3-85]는 <공명가>의 선율g형과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

(김정연)> 1장, <화용도(김칠성)> 12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제시한

<공명가> 악보는 <공명가(김하연)> 17장으로, la-do'로 시작 후 do'음을

동음반복 후 la, sol을 거쳐 sol-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 1악구(왕래

하는～간곳없고)와 공통된 종지선율형 1악구(다만좌우～군장졸뿐이라)로

구성되는 선율형으로, 앞 서 이를 선율g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화용

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 1장과 <화용도(김칠성)> 12장 역시 la-

do'로 시작 후 do'음을 동음반복 후 la-mi-re로 하행 진행하고, ‘이리로가

면은/어더메드냐’와 ‘두견접동은/스슬피울제’의 선율형은 <공명가>의 ‘다

만좌우강지키는/군장졸뿐이라’의 종지선율형과 유사하다. 즉 <화용도(김종

조)>, <화용도(김정연)> 1장과 <화용도(김칠성)> 12장은 <공명가>의 선

율g형과 유사하다. 선율d형은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 1장,

4장, <화용도(김칠성)> 7장, 12장, 16장이 해당한다.

[악보 3-85] <화용도> 선율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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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86]은 <엮음수심가> 선율d형과 <화용도(김종조)>, <화용

도(김정연)>, <화용도(김칠성)> 2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

가> 선율d형은 sol로 시작하여 동음반복 후 sol-mi-re로 하행하는 엮음선

율형 1악구와 공통된 종지선율형 1악구(‘북망산천아/말물어보자’)로 구성된

다.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 <화용도(김칠성)> 2장 역시 sol

음을 동음반복 후 re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형 1악구와 공통된 종지선

율형 1악구로 구성된다. 이에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 <화

용도(김칠성)> 2장을 선율d형으로 분류한다. 선율d형은 <화용도(김종

조)>, <화용도(김정연)> 2장, 6장, 8장, 11장, <화용도(김칠성)> 2장, 4장,

8장이 해당한다.

[악보 3-86] <화용도> 선율d형

[악보 3-87] <화용도>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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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87]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화용도(김칠성)> 1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e형은 mi'음으로 시작하여 동음

반복한 후 re', la를 거쳐 sol-mi-re로 하행 진행하는 엮음선율형과 공통된

종지선율형(‘어언간에/백발이로구나’)으로 구성된다. <화용도(김칠성)> 1

장 역시 mi'음으로 시작하여 동음반복 후 re', do', la를 거쳐 la-mi-re로

하행진행하고, ‘위왕조조를/기다릴적에’는 <엮음수심가> ‘어언간에/백발이

로구나’의 종지선율형과 유사하다. 즉 <화용도(김칠성)> 1장은 mi'중심으

로 진행하는 엮음선율형 1악구와 공통된 종지선율형 1악구로 구성되며, 이

는 선율e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율e형은 <화용도(김칠성)> 1장, 13장이

해당한다.

위 [악보 3-88]은 <공명가> 선율f형과 <화용도(김칠성)> 3장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공명가> 선율f형은 mi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

형과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 선율형으로, 선율e형에서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간 선율형이다. <화용도(김칠성)> 3장 역시 mi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불에타서/죽는군사가/부지기수라’에서는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장(章)을 맺는다. 이에 <화용도(김칠성)> 3장을 선율f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선율f형은 <화용도(김칠성)>의 가장 대표적인 선율형으로, <화용도(김

칠성)> 3장, 5장, 9장, 10장, 11장, 15장, 17장, 19장, 19장이 해당한다.

[악보 3-88] <화용도> 선율f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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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89]는 <전쟁가(김종조)> 선율h형과 <화용도(김종조)>, <화

용도(김정연)> 3장을 시작부분은 비교한 것이다. <전쟁가(김종조)> 선율h

형은 <엮음수심가>에는 등장하지 않는 선율형으로, 화용도(김종조)>, <화

용도(김정연)> 3장이 선율h형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화용도(김종조)과

<화용도(김정연)> 3장을 선율h형으로 분류한다. 선율h형은 <화용도(김종

조)>, <화용도(김정연)> 3장, 5장, 7장, 10장, 12장, 13장, 14장이 해당한다.

나) 수심가부분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는 수심가부분의 선율이 동일하

게 진행되고, <화용도(김칠성)>만 차이를 보인다. 이에 김종조/김정연과

김칠성으로 나누어 <화용도> 수심가부분의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90]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 수심가부분 1-3장 

[악보 3-89] <화용도> 선율h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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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90]은 <화용도(김종조), <화용도(김정연)> 수심가부분 1～3

장까지를 제시한 것이다. 1장은 La-re로 시작 후 sol음과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고, 2장은 do'음으로 질러서 시작 후 do'음과 la음을 중심으

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 종지하고, 3장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마

지막에 la-mi-re로 하행 후 La를 거쳐 re음으로 종지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수심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과 동일한 선율형으로,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사설만 바꿔서 부른 것이다.

한편, <화용도(김칠성)>의 수심가부분 중 1장의 선율은 앞서 살펴본

<화용도(김종조)>과, <화용도(김정연)>과 다르게 진행한다.

위 [악보 3-91]은 <화용도(김칠성)> 수심가부분 1장을 제시한 것이다.

<화용도(김종조, 김정연)>가 수심가부분 1장을 선율a형으로 노래한 점에

반해 <화용도(김칠성)>는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b형에 해당한

다. 즉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는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을 차용하였고, <화용도(김칠성)>는 <수심가> 중 질러내는 선율형

을 차용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 <화용도(김칠

성)>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엮음부분은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는 선율d형, 선율e형, 선율h형의 세

가지 기본 선율형으로 구성되고, <화용도(김칠성)>은 선율d형, 선율e형,

선율f형, 선율g형으로 구성된다. 그 중 선율d형과 선율e형은 <엮음수심

가>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선율f형, 선율g형, 선율h형은 엮음

수심가의 선율형을 바탕으로, 앞부분의 엮음선율형만 변화시킨 형태로, 선

율f형과 선율g형은 <공명가>의 선율형, 선율h형은 <전쟁가(김종조)>에서

나타나는 선율형이다.

[악보 3-91] <화용도(김칠성)> 수심가부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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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가부분은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 1장이 선율a형, 2

장이 선율b'형, 3장이 선율c형으로, <수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에 사

설만 바꿔서 노래한 것이고, <화용도(김칠성)>은 1장이 선율b형, 2장이 선

율b'형, 3장이 선율c형으로, <수심가> 중 질러내는 선율형을 차용하였다.

이상 <화용도>의 창자별 선율형을 정리하면 [표 3-31]과 같다.

4) 악곡 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용도>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엮음부분은 공통된 종지선율형에 의해 장(章)이 구분되는 불균등한

유절형식이고, 수심가부분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로 구성된다.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은 엮음부분 14장, 수심가부분 3

장으로 구성되고, <화용도(김칠성)>은 엮음부분 19장, 수심가부분 3장으

부분 장 김종조/김정연 김칠성

엮음부분

1 g e
2 d d
3 h f
4 g d
5 h f
6 d f
7 h g
8 d d
9 g f
10 h f
11 d f
12 h g
13 h e
14 h d
15 f
16 g
17 f
18 f
19 f

수심가
부분

1 a b
2 b' b'
3 c c

[표 3-31] <화용도>의 선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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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용도(김칠성)>이 두 창자에 비해 엮음부분이 더 확대되었다.

각 장(章)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창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화용도

(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은 짧게는 1악구에서 길게는 6악구로 장

(章)이 구성되고, <화용도(김칠성)>도 길게는 6악구로 구성되지만 대게

2-3악구로 <화용도(김종조)>와 <화용도(김정연)>에 비해 장(章)이 짧게

구성되는 편이다. 이상 <화용도>의 악곡구조를 창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32]와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화용도>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사

설구조는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

된다. 박자구조는 엮음부분은 3소박 기본박으로 2+2박자, 2+3박자, 3+3박

자, 2+2+2박자, 3+3+3박자, (2+3)+(2+3)박자, 5+6박자, (3+3)+(3+3)박자의

부분 장 김종조/김정연 김칠성

엮음
부분

1 2 2
2 2 2
3 3 3
4 2 4
5 3 2
6 4 2
7 3 3
8 4 1
9 6 2
10 4 4
11 5 2
12 2 2
13 4 2
14 1 2
15 1
16 4
17 1
18 6
19 4

수심가
부분

1 1 1
2 1 1
3 2 2

[표 3-32] <화용도>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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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가지 유형으로 <엮음수심가>보다 다양한 박자유형이 사용되고, 특히

대박장단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같이 한 장(章)이 3소박 2～4박자 5～8개로 구성된다. 선율은 <엮음수심

가>의 선율형을 차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엮음선율형만 변화시킨 변화

선율형을 추가하였다. 악곡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는 점

은 <엮음수심가>와 동일하지만, 엮음부분을 구성하는 장(章)의 수가 확대

되었고, 장을 구성하는 악구의 수도 확대되었다.

요컨대, <화용도>는 <엮음수심가>의 선율형과 박자구조, 악곡구조를

기본으로 곡의 길이를 확대시켜 만든 악곡으로, 엮음부분에서 <엮음수심

가>의 선율형 외에 변화 선율형이 추가되었고, 장(章) 수 및 장을 구성하

는 악구 수도 확대하여 만든 악곡이다.

(2) 박자구조 변화형

박자구조 변화형은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첨가한 점은 엮음형과

동일하지만, 첨가된 엮음부분의 박자구조가 복잡하게 변화된 유형이다. 이

에 속하는 악곡에는 <초한가>, <악양루가>가 있다. 차례대로 그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한가>

<초한가>는 삼국지 중 초한전쟁의 내용을 노래한 악곡으로 단가와 서

도잡가의 두 가지 버전으로 불린다. 그 중 서도잡가 <초한가>는 1934년

경성방송국에서 민형식과 김진명이 <초한가>를 방송하였다. 1934년 즈음

에 <초한가>를 부른 명창들은 모두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명

창으로 <초한가>는 개성이나 해주 지역 권번의 사범들 중에 한 사람이 창

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민형식이 창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209)

209) 민형식이 1937년 경성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신초한가>를 방송하였으며 김옥선이 녹

음한 서도좌창 <초한가>의 가장 최초 음반에 장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김진명 보다는 민

형식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 김문성, “서도잡가의 경제화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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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한가>는 1914년 발행된 신구잡가에 수록된 이 후 총 12권
의 잡가집에 그 사설이 전해진다.210)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음원은 1934

년 김옥선에 의해 녹음된 음원이고, 이 후 1940년 민칠성, 1945년 김진명에

의해 녹음되었고, 1940～1960년대는 지관팔, 김옥심 등의 서울소리꾼, 1970

년대 이후에는 오복녀에 의해 녹음되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서도소리꾼의

음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김옥선, 민칠성, 김진명, 오복녀의 음원을

대상으로 <초한가>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1) 사설구조

잡가집의 사설을 살펴보면, <초한가>는 두 가지 유형의 사설이 존재한

다. ‘영웅 호걸들아’로 시작하는 사설과 ‘원문에 월흑니’로 시작하는

사설로, 전자는 평양에서 발행된 잡가집에 수록되었고, 후자는 서울에서

발행된 잡가집에 주로 수록되었다.211) 이로써 1910～1920년대는 서울지역

과 평양지역에서 불리던 <초한가>가 각각 달랐으며,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그 중 평양에서 자주 불리던 ‘영웅 호걸들아’로 시작하는 사설로 고정

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웅 호걸들아’의 사설은 신구잡가에 최초로 수록되었고, ‘원문

에 월흑니’는 신구시행잡가에 최초로 수록되었다. 우선 잡가집과 창자
들의 사설을 비교하면, 신구잡가, <초한가(김옥선)>, <초한가(김진명)>,
<초한가(오복녀)>의 사설이 유사하고, 신구시행잡가와 <초한가(민칠

성)>의 사설이 유사하다.

신구잡가, <초한가(김옥선)>, <초한가(김진명)>, <초한가(오복녀)>
의 사설은 “백대영웅 호걸들아”로 시작하는 사설로, <초한가(오복녀)>가

(서울: 남북문화예술학회, 2009), 216쪽 참조.

210) 단가로 따로 분류되어 잡가집에 수록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211) 평양에서 간행된 잡가집은 모두 “백대영웅 호걸들아”의 사설을 수록하였고, 서울지역

에서 간행된 잡가집 중 신구현행잡가와 정선조선가요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문에 

월흑하니”로 시작하는 사설을 수록하고 있다. “백대영웅 호걸들아”로 시작하는 사설이 

최초로 수록된 잡가집은 신구잡가이고, “원문에 월흑하니”로 시작하는 사설이 최초로 

수록된 잡가짐은 신구시행잡가이다. 이에 두 잡가집에 수록된 <초한가>의 사설을 중심

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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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긴 사설을 수록하였고, <초한가(김옥선)>, 신구잡가, <초한가(김진
명)> 순으로 짧은 사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신구시행잡가가 <초한가
(민칠성)>의 사설보다 좀 더 길게 수록하였다. 이에 신구시행잡가와
<초한가(오복녀)>의 사설을 중심으로 <초한가>의 사설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표 3-33]과 같다.

부
분

장 신구시행잡가(1914) 오복녀(현행)

엮
음

1

원문에 월흑�니 수운이 젹막�다 초�왕은
포를장� 일탈말가 력발산도 쓸�업고 긔�셰
도 �릴업다 칼집고 이러하니 사면이 쵸가로다 
우헤우헤 �약�오 �들너를 어이�리 
삼보에 쥬져�고 오보에 체읍�니 삼군이 
흣터지고 마음이 산��다 평�에 원�기를
금고를 울리면셔 강동으로 가�더니 불의에 
�망�니 엇지다시 낯츨들고 부모님을 다시보
며 쵸강�� 어이보나 

2

��영웅 호걸들아 쵸한승부 들어보소 졀인지
용 부질업고 슌민심이 읏듬이라 ��공의 
�만�병 구리산에 십년�복 진을치구 초패왕
을 잡으랄졔 병마장군 도원슈는 걸식표모 
한신이라 �장단에 높이안� 쳔�졔장 호령�
졔               �셩도 오�리에 거리거리 
복병이오 골마다 �복이라 모게만은 리좌거는 
쵸�왕을 인도�고 슈잘두는 장�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옥통소를 슬피부러 팔쳔졔� 흣틀젹
에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절인지
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한패공의 백만
대병 구리산 십면매복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
을 잡으랼제 천하병마 도원수는 표모걸식 
한신이라 장대에 높이앉어 천병만마 호령할제 
오강은 일천리요 팽성은 오백이라 거리거리 복
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산잘놓는 장자방은 계명산 추
야월에 옥통소를 슬피불어 팔천제자 해산할제 

3

그노�에 �얏스되 구추산 김흔밤에 ��놉고 
달�은� 쳥텬에 울고가� 져기러기 �의슈심 
도도�고 변방�리 사디즁의 졍변�� 져군사
야 너의�왕 셰곤�니 젼��면 쥭을�라 

쳘갑을 구지집고 날�칼를 �혀들고 쳔금갓치 
즁한몸을 젼장금혼 되리로다
 

때는마츰 어느때뇨 구추삼경 깊은밤에 하날이
높고 달밝은데 외기러기 슬피울어 객의수심 돋
와주고 변방만리 사지중에 장중에 잠못드는 저
군사야 너의패왕이 역진하야 장중에서 죽을테
라 호생호사 허는마음 사람마다 있건마는 너희
는 무삼일로 죽기를 저리즐기느냐 
철갑을 고쳐입고 날랜창을 빼어드니 천금같이 
중한몸이 전장검혼 되겠구나 오읍하여 나오면
서 신세자탄 허는말이 내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표 3-33] <초한가>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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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너희쳐� 소년들은 한산낙엽 찬바람에 핫옷
지어 너허두고 오날이나 소식올가 �일이나 
편지올가 옥갓치 고운얼골 망부하난 깁흔간장 
석은눈물 밤낫으로 흐으면셔 이마우에 손을언
고 나가든길 바라보며 망부셕이 되단말가 
남산하에 장찬밧은 어�장부 갈아쥬며 
�호졍에 죠흔슐은 뉘로�야 맛을뵈며 
어린자식 어미불너 어미간장 다녹인다 우리랑
군 �날젹에 중문에셔 손길잡고 눈물짓고 
닐은말이 쳥츈홍안 두고가니 명년구월 도라오
마 금셕갓치 �진언약 방촌간에 깁히삭여 잇지
마� �건마는 원앙금 �무침에 젼젼반측 �각
일셰 팔년충진 다지�고 쥭어�가 
사라�가 젹막사창 빈방안에 너히부모 장탄식
을 누로�야 화답�리 부모갓치 즁�니�
텬디간에 업건마� 랑군 셜운마음 참아진졍 
못�네라 오작교상 견우직녀 일년일도 보것마
� 우리� 무�죄로 죠흔년분 그리�고 
초진중 장죨들아 너희엇지 됴흔졍을 팔년충진 
사지즁에 져�도록 이졋�냐 텬멍귀어 
한왕이라 가련�다 초�왕은 어데로 갈까나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쟀더니 불행이 패망허니 
어이 낯을들고 부모님을 다시뵈며 초강백성 어
이보리 전전반측 생각하니 팔년풍진 다지내고 
적막사창 빈방안에 너의부모 장탄식을 어느누
가 알아주리 

은하수 오작교는 일년일차 보건마는 너희는 어
이하야 좋은연분을 못보느냐 
초진중 장졸들아 고향소식 들어보소 남곡녹초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은 의문하여 바라보
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가)한산낙목  찬바람에 새옷지어 여어두고 날
마다 기다릴제 허구헌날 긴긴밤에 이마위에다 
손을얹고 뫼에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
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자식 젓달라 짖어울
고 철든자식 애비불러 밤낮없이 슬피우니 어미
간장을 다녹인다 남산하에 장찬밭을 어느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에 빚은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
할손가 
첨전고후 바라보니 구리산이 매복이라

수
심

1 판년풍진 �공업이 한왕이 관대�니

2 속졀업시 되리로다 불살항군 �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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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가>는 고대 중국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천하를 가지고 다투던

역사적 사실을 노래한 것으로, 사설의 내용에 따라 세 단락으로 나뉜다. 1

단락은 항우가 한나라 군사에게 쫓겨 오강(烏江)에 이르러 신세를 한탄하

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2단락은 제왕의 덕목 중 순민심(順民心)이 최고라

고 강조한 다음 초군(楚軍)을 폐퇴시키기 위해 여러 장수들이 꾀를 내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3단락은 초패왕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다.

위 [표 3-33]에서 볼 수 있듯이 신구시행잡가와 <초한가(오복녀)>의
사설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내용상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제 1단락은 ‘원문이 월흑하니～초강사람 어이보리’로

항우가 한나라 군사에게 쫓겨 오강(烏江)에 이르러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

이고, 제 2단락은 ‘백대영웅～팔천제자 해산할제’로 초군(楚軍)을 폐퇴시키

기 위해 여러 장수들이 꾀를 내는 내용, 제 3단락은 ‘때는 마침～매복이라

(가단말가)’로 군사들의 설움을 노래한 내용이다.212) 신구시행잡가는 엮
음부분이 2단락, 수심가부분 2단락으로 구성되고, <초한가(오복녀)>는 엮

음부분이 3단락, 수심가부분이 3단락으로 구성된다. 즉 신구시행잡가에
비해

<초한가>는 두 가지 유형의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백대영웅 호걸들아～’로 시작하는 사설은 ‘원문에 월흑하니～’로

시작하는 사설에서 엮음부분 1단락이 생략된 형태이다. <엮음수심가>와

같이 엮음부분 3단락, 수심가부분 3단락으로 구성되고, 다만 엮음부분에서

제 3단락의 사설이 유난히 길어진 형태이다.

2) 박자구조

212) 정한기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작품내적 특징과 역사적 전개”, 배달말 통권 제

36호(서울: 배달말학회, 2005).

가 3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데로 갈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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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가>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성

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박

자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 악보

와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창자는 모두 3소박 2+2박자 유

형이 나타난다. <초한가(김옥선)> 1장 1악구 1장단의 ‘만고영웅/호걸들아’

의 4.4음절 2음보는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2+2박자로 균등하게 구성된다. <초한가(민칠성)> 2악구 1장단 ‘칼집고/이

어나니’ 는 3.4음절 2음보로 역시 각각 1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초한가(김진명)> 3장 1악구 1장단 ‘거리거리/복병이

요’의 2음보 사설 역시 각각 1음보씩이 2대박에 균등하게 사설이 붙어 3소

박 2+2박자를 구성한다. <초한가(오복녀)> 1장 1악구 1장단은 사설 및 박

자 구조가 김옥선 창 1악구 1장단과 동일하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초한가(김옥선)> 2장 1악구 3장단, 4장 1악구 1

장단이 해당하고 <초한가(민칠성)> 1장 1악구 1～2장단, 2장 1악구 2장단

<김옥선>
1-1 만 고 영 웅 호 걸 들 아

<민칠성>
2-1 칼 집 고 이 어 나 니

<김진명>
3-1 거 리 거 리 복 병 이 요

<오복녀>
1-1 만 고 영 웅 호 걸 들 아

[악보 3-92] <초한가> 3소박 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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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초한가(김진명)>은 3장 1악구 2～3장단 등이 해당하고, <초한가(오복

녀)> 1장 1악구 1장단만 해당한다. 3소박 2+2박자 유형은 네 창자 중 <초

한가(민칠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초한가(김옥선)> 1장 1악구 2악

구 ‘초한승부/들어보소’는 4.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

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하다. <초한가(민칠

성)> 3장 1악구 2장단 ‘오보에/체음하니’ 역시 3.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하

다. <초한가(김진명)> 3장 1악구 4장단 ‘패왕을/이겨날제’는 3.4음절의 2음

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는 3대박에 사설이 붙는 2+3박자 유

형이다. <초한가(오복녀)> 2장 1악구 3장단 ‘대진을/둘러치고’의 3.4음절 2

음보 사설은 각 1음보 씩이 2대박, 3대박에 사설이 붙는 3소박 2+3박자이

다. 이 유형은 네 창자에서 골고루 나타나는데, 특히 <초한가(오복녀)>의

경우는 각 장의 첫 장단에서 자주 나타난다.

(3) 3소박 3+3박자 유형

<김옥선>
1-1 초 한 승 부 들 어 보 소

<민칠성>
3-1 오 보 에 체 음 하 니

<김진명>
3-1 패 왕 을 이 겨 날 제

<오복녀>
2-1 대 진 을 둘 러 치 고

[악보 3-93] <초한가>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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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창자 모두 2음보 사설을 3소박

3+3박자로 구성한다. <초한가(김옥선)> 6장 1악구 4장단 ‘외기러기/슬피울

어’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는 3대박, 제 2음보도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3박자의 균등박자로 구성된다. <초한가(민칠성)> 2장 1악구 3장단 ‘우헤

우헤/내약하오’의 2음보 역시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도 3대박으로 3+3

박자의 균등박으로 구성된다. <초한가(김진명)> 2장 2악구 ‘오강은/일천리

요’의 2음보 사설도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3박자의 균등박으로 구성된다. <초한가(오복녀)> 2장 2악구 1장단 역시

4.4음절의 2음보 사설을 3소박 3+3박자로 구성한다. 3소박 3+3박자 유형은

네 창자 중 민칠성 창에서 많이 나타난다.

(4) 3소박 (3+3)+(3+3)박자 유형

3소박 12박자 대박장단으로 (3+3)+(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김옥선>
6-1 외 기 러 기 슬 피 울 어

<민칠성>
2-1 우 헤 우 헤 내 약 하 오

<김진명>
2-2 오 강 은 일 천 리 요

<오복녀>
2-2 천 하 병 마 도 원 수 는

[악보 3-94] <초한가> 3소박 3+3박자 유형 

<김옥선>
1-2 순 민 심 이

웃 돔 이 라
<민칠성>

1-2 긔 계 세 도

[악보 3-95] <초한가>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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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초한가(김옥선)> 1장 2악구 ‘순민심이/웃돔

이라’의 2음보 사설로, ‘순민’의 2음절이 3대박, ‘심이’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웃돔’의 2음절이 3대박, ‘이라’의 2음

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순민심이/웃돔이라’가 하나의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초한가(민칠성)> 1장 2악구 마지막 장단 ‘긔계세도/할일없다’의 2음보

사설 역시 ‘긔계’가 3대박, ‘세도’가 3대박에 붙어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

고, ‘할일’이 3대박, ‘없다’가 3대박에 붙어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며 이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3+3)+(3+3)박자의 대박장단을 구성한다.

<초한가(김진명)> 2장 3악구 마지막 장단과 <초한가(오복녀)> 2장 2

악구 마지막 장단도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3박자 소리듬형, 제 2음보

가 3+3박자 소리듬형을 이루고 소리듬형 두 개가 하나의 장단주기를 형성

하는 3소박 12박자 대박장단이다. 네 창자 모두 각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

서 주로 나타난다.

(5) 혼소박 3+3박자 유형

혼소박 3+3박자 유형은 2소박과 3소박이 결합된 형태로, 2소박 3박자+3

소박 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김옥선>
3-1 오 강 은 일 천 리 요

<민칠성>

[악보 3-96] <초한가> 혼소박 3+3박자 유형 

할 일 없 다
<김진명>

2-3 패 성 은
오 백 리 라
<오복녀>

2-2 표 걸 식
한 신 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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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가(김옥선)> 3장 1악구 3장단 ‘오강은/일천리요’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2소박 3

박자+3소박 3박자로 구성된 혼소박 6박자 구조이다. <초한가(민칠성)> 4

장 1악구 1장단 ‘평생에/원하기를’의 2음보 사설 역시 제 1음보가 2소박 3

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6박자로 구성된다.

<초한가(김진명)> 3장 2악구 2장단 ‘계명산/추야월에’의 2음보 역시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6박

자를 구성하고, <초한가(오복녀)> 2장 1악구 1장단 ‘한패공에/백만대병’역

시 각 1음보씩이 2소박 3박자와 3소박 3박자에 붙는 혼소박 6박자 구조이

다. 혼소박 3+3박자 유형은 <초한가(김진명)>을 제외한 세 창자의 창에서

두루 나타난다.

(6) 혼소박 2+2+3박자 유형

혼소박 2+2+3박자 유형은 2소박과 3소박이 결합된 형태로, 2소박 2박자

+혼소박 2박자+3소박 3박자로 구성된 유형이다.

<초한가(김옥선)> 3장 1악구 2장단 ‘천병만마/호령할제’의 4.4음절의 2

4-1 평 생 에 원 하 기 를
<김진명>

3-2 계 명 산 추 야 월 에
<오복녀>

2-1 한 패 공 에 백 만 대 병

<김옥선>
3-1 천 병 만 마 호 령 할 제

<민칠성>
7-1 천 하 제 후 호 령 할 제

<김진명>
4-1 구 추 삼 경 깊 은 밤 에

<오복녀>
4-2 간 계 많 은 이 좌 거 는

[악보 3-97] <초한가> 혼소박 2+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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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 사설은 제 1음보 중 ‘천병’의 2음절을 2소박 2박자, ‘만마’의 2음절을

혼소박 2박자, 제 2음보 ‘호령할제’의 4음절이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2+2+3박자를 구성한다.

<초한가(민칠성)> 7장 1악구 2장단 ‘천하제후/호령할제’의 4.4음절의 2

음보 사설은 제 1음보 중 ‘천하’의 2음절을 2소박 2박자, ‘제후’의 2음절을

혼소박 2박자, 제 2음보 ‘호령할제’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2+2+3박자를 구성한다.

<초한가(김진명)> 4장 1악구 2장단 ‘구추삼경/깊은밤에’의 4.4음절의 2

음보 사설 역시 제 1음보가 2소박 2박자+혼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2+2+3박자를 구성한다.

<초한가(오복녀)> 4장 2악구 1장단 ‘간계많은/이좌거는’의 4.4음절의 2

음보 사설도 제 1음보가 2소박 2박자+혼소박 2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

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2+2+3박자를 구성한다. 혼소박 2+2+3박자 유형

은 네 창자 중 <초한가(오복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7) 기타 유형

앞서 살펴본 대표적인 박자유형 외에도 <초한가>는 다양한 박자유형

이 사용된다. 아래 [악보 3-98]은 2소박 3박자와 3소박 3박자의 혼소박 3+2

박자 유형이다.

<초한가(김옥선)> 5장 1악구 2장단과 <초한가(민칠성)> 창 10장 1악

구 1장단은 2소박 3박자+3소박 2박의 혼소박 5박자로 구성된다. <초한가

(김옥선)> 5장 1악구 2장단 ‘계명산/추야월에’의 2음보는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3+2박자를 구성한

<김옥선>
5-1 계 명 산 추 야 월 에

<민칠성>
10-1 변 방 만 리 사 지 중 에

[악보 3-98] <초한가> 혼소박 3+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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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한가(민칠성)> 10장 1악구 1장단 ‘변방만리/사지중에’의 2음보 사설

도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붙어 혼소박 3+2박

자를 구성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

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초한가>의 박자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분된다. 엮음부분은 기준박이 3소박과 혼소박의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

다. 3소박 기준박에는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3)박자 유형이

주로 나타나고, 혼소박 기준박에는 3+3박자, 2+2+3박자 유형이 주로 나타

난다. 이 외에도 3소박 2+2+3박자, 혼소박 3+2박자, 3+2+3박자 유형이 등

장한다.

특히 혼소박 유형은 <엮음수심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박자유형으로,

<엮음수심가>에 비해 <초한가>의 박자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3) 선율구조

아래 [악보 3-99]에서 볼 수 있듯이 <초한가>는 전체적으로 re-mi-sol

-la- do'의 5음음계로 구성되며, re-la-do'가 주요음이고, re음으로 종지,

la음에서 굵게 요성하고 있어, 수심가토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네 창자의 선율진행을 살

펴보겠다.

[악보 3-99] <초한가(김옥선)>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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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엮음부분

위 [악보 3-100]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초한가(김옥선)>, <초한

가(오복녀)>, <초한가(민칠성)> 1장 및 <초한가(김진명)> 5장을 비교한

것이다.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은 mi'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

형 1악구와 종지선율형 1악구로 구성되는데, 네 창자 모두 사설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선율로 진행한다.

[악보 3-100] <초한가>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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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한가>는 mi'음에서 선율이 진행될 때 <엮음수심가>처럼 동

음반복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mi'-re'를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위 [악보 3-101]에서 볼 수 있듯이 <초한가(김옥선)> 2장 1악구는 mi'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지만, 동음반복을 줄이고, re'음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쓰인다. <초한가(민칠성)> 3장 1악구, <초한가(김진명)> 4장 1

악구 역시 mi'음으로 시작하지만, 동음반복 대신 mi'-re'-do'-re'처럼 순

차진행을 하고, mi'음과 re'음이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된다. <초한가(오복

녀)> 2장 1악구는 세 창자에 비해 선율의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 우선 첫

시작을 re'음을 중심으로 하고, ‘구리산하’ 부분에서 상행하여 mi'음을 중

심으로 진행한다. 이렇듯 <초한가(김옥선)>과 <초한가(오복녀)> 2장 1악

구와 <초한가(민칠성)> 3장 1악구, <초한가(김진명)> 4장 1악구는 <엮음

수심가>의 선율e형에 장식음이 첨가하여 변형시킨 선율형으로, 이를 선율

e'형으로 분류한다.

<초한가>의 모든 장은 선율e형, 선율e'형으로 구성되는데, 예외적으로

<초한가(김옥선)>과 <초한가(오복녀)> 4장에서만 옥타브 아래에서 선율

이 진행된다.

[악보 3-101] <초한가>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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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02]에서 보듯이 <초한가(김옥선)>과 <초한가(오복녀)> 4

장은 mi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엮음선율형(4장 1악구), 장을 종지

하는 공통된 종지선율형(4장 2악구)로 구성되어, 선율f형에 해당한다.

나) 수심가부분

네 창자 모두 수심가부분은 동일한 선율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초한

가>의 음원 중 가장 오래된 음원인 <초한가(김옥선)>을 중심으로 수심가

부분의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102] <초한가> 선율f형

[악보 3-103] <초한가(김옥선)> 선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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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03]은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과 <초한가(김옥선)> 수

심가부분 1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은 re'음으로 질

러서 시작한 후 do'#, do'음으로 진행 후 la음을 요성하는 선율형이다. <초

한가(김옥선)> 수심가부분 1장은 질러서 시작 후 do'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음을 요성한다. <수심가(백운선)>는 re'음으로, <초한가(김옥선)>보

다 한 음 높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re'음에서 do'#을 거쳐 do'음으로 미분

음적 하행진행을 한다. 즉 <초한가(김옥선)> 수심가부분 1장은 <수심가

(백운선)> 1장과 유사한 선율형으로, 선율b형에 해당한다.

위 [악보 3-104는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과 <초한가(김옥선)> 수

심가부분 2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백운선)> 2장 앞부분은 앞서 살

펴본 <수심가(백운선)>의 1장과 유사하지만 마지막에서 la음을 요성하는

대신 la음에서 re음으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점이 다르다. 이는 선율b형을

변화시킨 선율형으로, 선율b'형에 해당한다. <초한가(김옥선)> 2장 역시

앞 부분은 <초한가(김옥선)> 1장과 유사하고, 마지막을 la음에서 re음으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하는 점이 다르다. 즉 <초한가(김옥선)> 수심가부

분 2장 역시 <수심가(백운선)> 2장의 선율형과 동일한 선율형으로, 이는

선율b'형에 해당한다.

[악보 3-104] <초한가(김옥선)> 선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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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05]는 <수심가(백운선)> 선율c형과 <초한가(김옥선)> 수

심가부분 3장을 비교한 것이다. 선율c형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악구

의 마지막은 la음에서 re음으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수심가>의 3장이 모두 선율c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초한가(김옥선)>

수심가부분 La-re(할까)가 추가되었을 뿐,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마지

막을 re음으로 종지하는 등 전체적인 선율진행은 <수심가>의 선율c형과

유사하다. 즉 <초한가(김옥선)> 수심가부분 3장은 선율c형에 해당한다.

이렇듯 <초한가>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분되고,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차용하였고, 수심가부분은 <수심

가> 중 질러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초한가

(김옥선)>, <초한가(오복녀)>, <초한가(민칠성)>, <초한가(김진명> 4곡

모두 선율e형과 선율e형에 장식음을 첨가시켜 변화시킨 선율e'형을 중심으

로 진행된다. 다만 <초한가(김옥선)>과 <초한가(오복녀)>에서는 선율f형

이 한번 등장한다. 즉 <초한가>는 <엮음수심가>에 등장하는 선율형에 장

식음을 첨가하여 변형시켰다. 이상 <초한가>의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34]와 같다.

부분 장 김옥선 김진명 오복녀 민칠성

엮음
부분

1 e' e' e' e'
2 e' e' e' e'
3 e' e' e' e'
4 f e' f e'
5 e' e' e' e'

[표 3-34] <초한가>의 선율구조 

[악보 3-105] <초한가(김옥선)> 선율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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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초한가> 역시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

어진다. <초한가(김옥선)>은 엮음부분 15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되고,

<초한가(김진명)>은 엮음부분 7장, 수심가부분 3장로 구성되고, <초한가

(오복녀)>는 엮음부분 17장, 수심가부분 3장으로 구성되고, <초한가(민칠

성)>은 엮음부분 19장, 수심가부분 3장으로 구성된다. 네 창자 모두 수심

가부분은 동일하게 3장으로 구성되고, 엮음부분에서는 <초한가(민칠성)>

이 가장 길게 구성되고, <초한가(김진명)>이 가장 짧게 구성된다. 각 장

(章)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보통 2～3악구로 구성된다.

이상 <초한가>는 <엮음수심가>에 비해 엮음부분을 구성하는 장(章)

수만 확대한 형태이다. <초한가>의 악곡구조를 창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35]와 같다.

6 e' e' e' e'
7 e' e' e' e'
8 e' e' e'
9 e' e' e'
10 e' e' e'
11 e' e' e'
12 e' e' e'
13 e' e' e'
14 e' e' e'
15 f e' e'
16 e' e'
17 f e'
18 e'
19 e'

수심가
부분

1 b b b b
2 b' b' b' b'
3 c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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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초한가>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사

설구조는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

된다. 박자구조는 엮음부분은 3소박 기본박 외에 혼소박 기본박이 추가되

었다. 3소박 기본박은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3)박자의 네 가

지 유형과 혼소박 기본박은 3+3박자, 2+3+3박자의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

으로 나타난다. 이는 <엮음수심가>가 3소박 기본박으로 구성된 점에 비해

박자구조가 일견 복잡해진 형태를 보인다. 수심가부분은 한 장(章)이 3소

박 2～4박자 5개 내지 8개로 구성되어,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선율구조는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을 차용하여 장식음을 추

가하였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질러서내는 형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악곡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고, 엮음부분을

부분 장 김옥선 김진명 오복녀 민칠성

엮음
부분

악구 수
1 2 2 2 2
2 2 2 2 2
3 2 3 2 2
4 2 2 2 2
5 2 2 2 2
6 2 2 2 2
7 3 2 3 2
8 3 2 3
9 3 2 2
10 2 2 2
11 2 2 2
12 2 2 2
13 2 2 2
14 2 3 2
15 1 2 2
16 2 2
17 1 2
18 2
19 2

수심가
부분

1 1 1 1 1
2 1 1 1 1
3 2 2 2 2

[표 3-35] <초한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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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장(章)의 수가 확대되었다.

요컨대, <초한가>는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을 중심으로, 장(章) 수를

늘려서 곡의 길이를 확대시키고, 수심가의 질러서 내는 형을 그대로 사용

한 악곡으로, 엮음형에 비해 박자구조를 복잡하게 변화시켜 만든 악곡임이

밝혀졌다.

(나) <악양루가>

<악양루가>는 악양루(岳陽樓)213)의 빼어난 경치를 노래한 서도잡가이

다.214) 1914년 발매된 신구시행잡가에 처음 수록된 이후 증보신구잡가
, 무쌍신구잡가, 증보신구시행잡가, 시행증보해동잡가, 대증보무쌍
유행신구잡가(Ⅰ)에 수록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초의 음원자료는 1936년 민형식에 의해 녹음된 음

원으로, 현재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런데 <악양루가>는 1930년대 당시 민

형식에 의해 1번 녹음되었고,215) 경성방송국 방송자료에서도 1930년대에

민형식에 의해서만 2번 방송된 점216)으로 미루어 보아, <초한가>와 함께

민형식이 즐겨 부르던 악곡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항에서는 <악양루가>가 최초로 수록된 신구시행잡가와 민형식이
취입한 <악양루가>를 대상으로 사설구조 및 변화를 살펴보고 민형식 <악

양루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213) 중국 후난성 동정호구 악주부(岳州府)에 있는 부성(府城)의 서쪽문 누각으로, 동정호의 

동안에 위치하여 호수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고 풍광이 아름다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 

214) 작가, 연대미상의 조선후기 가사로, 우현기(禹玄基)가 엮은 『가사집』과 『가사문학전

집』에 실려 있다. 총 35행으로 율조는 3·4, 4·4조가 주가 되어 있다. 김성배,『가사문학

전집(서울: 집문당, 1981).

215) regal c 322 A면

2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서울: 민속원, 2000).

① 1935. 5.21(화) 21:30 방송곡목 : 꿩타령, 處女歌, 사슬방아, 둥게타령, 岳陽樓, 산염불 / 

민형식, 허영숙.

② 1935. 6.14(금) 21:00 방송곡목 : 岳陽樓歌, 꿩타령, 處女歌, 사슬방아, 갈가보다, 군밤타

령 / 민형식, 허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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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구조

신구시행잡가와 <악양루가(민형식)>의 사설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부
분

장 신구시행잡가(1914) 민형식(1936)

엮
음

1

어화벗님네야 악양루를 구경가자
악양루를 놉흔집을 뉘라서 지엇는고
채셕강상 리태백과 아미산월 쇼자쳠이
백옥경에 신션들노 향안젼에 근시라가
황졍경을 그릇닑고 인간에 뎍강하야
파릉승상 경됴흔대 수류정을 지으랴고

어화청춘 벗님네야 악양루 구경가자
악양루 높은집은 그 누구라 지었는고
채석강이 태백봉함이 아미산월로다 소자담이
백옥경 신선들과 황정경 그릇읽고
긴강으로 적강허니
파릉승상 경좋은데 수유정을 지으랴고

2

광한뎐을짓든 양공을 불너다가
옥독긔 둘너메고 월궁에 급히올나
산태의심은 단계슈를 버혀내여
됴룡편 비려다가 옥셕을 채질하야
신공긔뎍으로 불일셩지 한연후에
오도자와 고개지를 화공으로 불녀다가
셔촉빗난 단쳥으로 그려내여
련화방장 그려놋코 운두병풍 둘넛스니
리장자와 왕자운의 상량문을 지어놋코
확연�치 버리�제 수운이 어련곳에
풍악도 됴흘시고 왕자젼에 봉필이며
통옥에 옥통소며 장려화의 물장고와
셕뎐자의 가야금과 곽쳐사에 채련곡과
탁문군에 봉구황을 좌우일시 질쥬하니
오초동남 만리텬에 채운이 어렷는 듯
무산십이봉에 선악이 배희하고
동졍호 칠백리에 어룡이 출몰하니
응장분대 미인들은 좌우에 라열하야
청가묘무 질탕하니 춘추졀에 오창녀며
양태산에 무산선녀 락포에 능파션과
요지에 션녀이며 춤잘추는 됴비연과
쳔태산에 운영이라 셤셤옥슈로
금츈을 어로만저 로자작과 양무배로

한난정 짓던 양상공 불러다가
옥도께 둘러메고 월궁에 급히올라
산태에 심은 단기수를 비어내어
초동편 빌어다가 호석을 채질허니
신봉기억으로 불일성지 한 연후에
허도자화 고개지를 화공으로 불러내어

현화방장 그려다가 훈문병풍 둘러치니
휘장자화 왕자운데 가양궁을 지어놓구
확연잔치 벌리날제 수국이 어리난 듯

무산십이 높은 봉은 선악의 배희하고

                 춘추절의 오장열녀
양태산의 무산선녀 낙포의 능파선과
요지의 선녀이며 춤 잘추는 조비연과
천태산의 운연인 
                  노자작 앵무배에

[표 3-36] <악양루가>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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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36]에서 살펴보듯이, 신구시행잡가의 사설은 엮음부분으로

만 구성되고, <악양루가(민형식)>의 사설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봉황곡>, <공명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신구시행잡가에서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수심가부분의 사설이 첨
가되었다. 사설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민형식 <악양루가>의 엮음부분 사

설이 신구시행잡가의 엮음부분의 사설보다 중간 중간 생략되어 축소된
형태를 보인다.

<악양루가>의 사설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악양루의 절승 풍경을 노래한 내용, 악양루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노래한 내용, 초당에 들어와 잠이 든다는 내용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되고, 수심가부분도 ‘이윽고 잠을깨니’, ‘모든 것이 다 허사로구나’, ‘인

생일장～무엇허리’의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엮음부분의 사설은 수심가부분의 사설구조를 확장시킨 형태로,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의 사설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엮음수심가>에

비해 엮음부분에서 사설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 특징이다.

2) 박자구조

<악양루가>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

어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르게 구

성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장생주 가득부어 압마다 권할적에
권쥬가 장진쥬 술노래에 취홍이 도도하다

장생주 가득부어 제앞마다 벗날적에
권주가 장진주에 취흥이도 동동허나

3

셔산락됴 일모하고 강상명월 소사하니
파연곡 한마대에 빈객이 흣단말가 귀취차 
도라와서 쵸당한참 잠을드러 
남가일몽 꾼단말가

서산낙조 일모허니 

        초당에 들어가 덕침베고 누웠으니
난간일몽에 꿈몽자라

수
심
가

1 이윽고 잠을깨니 
2 모든 것이 다 허사로구나
3 인생일장 춘몽에 아니놀구 무엇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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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 악보

와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1장 1악구 1장단의 ‘어화청춘/벗님

네야’는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

에 사설이 붙어 2+2박자의 균등하다. 4장 2악구 3장단 ‘산봉/기억으로’는

2.4음절의 2음보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

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1장 1악구 4장단 ‘그누구가/지었는

고’는 4.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

이 붙어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하다. 4장 1악구 2장단 ‘단기수를/비어내어’

는 4.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1-1 어 화 청 춘 벗 님 네 야
4-2 산 봉 기 억 으 로

[악보 3-106] <악양루가> 3소박 2+2박자 유형

1-1 그 누 구 가 지 었 는 고
4-1 단 기 수 를 비 어 내 어

[악보 3-107] <악양루가>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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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하다.

(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2장 1악구 2장단 ‘파릉승상/경좋은

데’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는 3대박, 제 2음보도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3박자의 균등박자로 구성된다.

(4) 3소박 (2+3)+(2+3)박자 유형

3소박 (2+3)+(2+3)박자는 장단의 층위가 상승한 대박장단이다. 3소박

(2+3)+(2+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2장 2악구 1장단은 ‘수유정을/지으라고’의 2음보 사설로, ‘수유’의 2음절

이 2대박, ‘정을’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2+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지으’의 2음절이 3대박, ‘라고’의 2음절이 2대박에 붙어 3+2박자의 소리듬

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서방에는/백

호기요’가 장단주기로, 3소박 (2+3)+(2+3)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4장 4악구 1장단은 ‘화공으로/불러내어’의 2음보 사설로, ‘화공’의 2음절

이 2대박, ‘으로’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2+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불러’의 2음절이 3대박, ‘내여’의 2음절이 2대박에 붙어 3+2박자의 소리듬

2-1 파 릉 승 상 경 좋 은 데

[악보 3-108] <악양루가> 3소박 3+3박자 유형

2-2 수 유 정 을
지 으 라 고

4-4 화 공 으 로
불 러 내 어

[악보 3-109] <악양루가> 3소박 (2+3)+(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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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화공으로/불

러내어’가 장단주기로, 3소박 (2+3)+(2+3)박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이

에 해당하는 장단은 5～9장의 마지막 장단이 해당한다.

(5) 혼소박 3+2박자 유형

혼소박 3+2박자 유형은 2소박과 3소박이 결합된 형태로, 2소박 3박자+

3소박 2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1장 1악구 2장단 ‘악양루/구경가자’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2소박 3

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2소박 3박자+3소박 3박자로

구성된 혼소박 5박자 유형으로 구성된다. 1장 1악구 3장단 ‘악양루/높은집

은’의 2음보 사설역시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2소박 3박자+3소박 3박자로 구성된 혼소박 5박자 유형으로

구성된다.

(6) 혼소박 3+3박자 유형

혼소박 3+3박자 유형은 2소박과 3소박이 결합된 형태로, 2소박 3박자+3

소박 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 3-111]과 같다.

2장 1악구 1장단 ‘긴장으로/적강하니’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2소

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2소박 3박자+3소박 3박

1-1 악 양 루 구 경 가 자
1-1 악 양 루 높 은 집 은

[악보 3-110] <악양루가> 혼소박 3+2박자 유형 

2-1 긴 강 으 로 적 강 하 니
3-1 옥 도 께 둘 러 메 고
4-2 초 등 편 빌 어 다 가

[악보 3-111] <악양루가> 혼소박 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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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구성된 혼소박 6박자 구조이다. 3장 1악구 2장단 ‘옥도께/둘러메고’도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붙어 2소박 3박자+3소

박 3박자 구조의 혼소박 3+3박자 유형으로 구성된다. 4장 2악구 1장단 ‘초

등편/빌어다가’의 2음보 사설 역시 각 1음보씩이 2소박 3박자, 3소박 3박자

에 사설이 붙어 혼소박 3+3박자로 구성된다. 혼소박 3+3박자 유형은 <악

양루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7) 혼소박 3+2+2박자 유형

혼소박 3+2+2박자 유형은 2소박과 3소박이 결합된 형태로, 2소박 3박자

+2소박 2박자+혼소박 2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아래 [악보 3-112]와 같다.

같다.

7장 1악구 1장단 ‘춘추절에/오장열녀’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 중 ‘오장’의 2음절은 2소박 2박자, ‘열녀’의 2음절은 혼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2소박 3박자+2소박 2박자+혼소박 2박자의 구조인 혼

소박 3+2+2박자로 구성된다. 7장 1악구 3장단 ‘낙포에/능파선과’의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2소박 3박자, 제 2음보 중 ‘능파’의 2음절은 2소박 2박

자, ‘선과’의 2음절은 혼소박 2박자에 사설이 붙어 2소박 3박자+2소박 2박

자+혼소박 2박자의 구조인 혼소박 3+2+2박자로 구성된다. 8장 1악구 1장

단 ‘권주가/장진주에’ 역시 제 1음보는 3소박 3박자, 제 2음보는 2소박 2박

자+혼소박 2박자 구조의 혼소박 3+2+2박자 유형이다.

(8) 기타유형

앞서 살펴본 박자유형 외에 혼소박 2+2박자 유형의 박자구조도 나타난

7-1 춘 춘 절 에 오 장 열 녀
7-1 낙 포 에 능 파 선 과
8-1 권 주 가 장 진 주 에

[악보 3-112] <악양루가> 혼소박 3+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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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장 1악구 1장단 ‘산태에/심은’은 3.2음절의 2음보 사설로 ‘산태’의 2음

절이 2소박 2박자, ‘에심은’이 혼소박 2박자에 붙어 2소박 2박자+혼소박 2

박자 구조의 혼소박 2+2박자 유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악양루가> 엮음부분은 기준박이 3소박과 혼소박의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 3소박 기준박에는 주로 2+2박자, 2+3박자, 3+3박

자, (2+3)+(2+3)박자 유형이 나타나고, 혼소박 기본박은 3+2박자, 3+3박자,

3+2+2박자 유형이 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혼소박 2+2박자 유형이 등장

한다.

특히 혼소박 유형은 <엮음수심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박자유형으로,

<엮음수심가>에 비해 <악양루가>의 박자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

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악양루가>의 박자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

로 구분된다. 엮음부분은 기준박이 3소박과 혼소박의 두 가지 종류로 나타

난다. 3소박 기준박에는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3)박자 유형

이 주로 나타나고, 혼소박 기준박에는 3+3박자, 2+2+3박자 유형이 주로 나

타난다. 이 외에도 3소박 2+2+3박자, 혼소박 3+2박자, 3+2+3박자 유형이

등장한다.

특히 혼소박 유형은 <엮음수심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박자유형으로,

<엮음수심가>에 비해 <악양루가>의 박자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음을 알

4-1 산 태 에 심 은

[악보 3-113] <악양루가> 혼소박 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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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3) 선율구조

<악양루가>는 전체적으로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며,

re-la-do'가 주요음이고, re음으로 종지, la음에서 굵게 요성하고 있어, 수

심가토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악양루가>를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

로 나누어, 동일한 선율형을 중심으로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위 [악보 3-114]에서 보듯이 <악양루가(민형식)> 1장은 <엮음수심가>

의 선율e형과 유사하다.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은 mi'음을 중심으로 진

행하는 엮음선율형(3장 1악구)와 종지선율형(3장 2악구)로 구성되는데,

<악양루가>는 엮음선율형이 악구 두 개(1장 1악구, 2악구), 종지선율형이

악구 한 개(1장 3악구)로, 엮음선율형의 악구수가 늘어났 뿐 <엮음수심

[악보 3-114] <악양루가>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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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율e형과 유사하다.

한편, <악양루가>는 선율이 진행될 때 <엮음수심가>처럼 동음반복으

로만 진행하지 않고, <초한가>처럼 mi'-re'를 번갈아가며 진행되고, 오히

려 re'음이 더욱 비중있게 쓰인다.

위 [악보 3-115]에서 볼 수 있듯이 <엮음수심가> 선율e형이 mi'음을

동음반복하여 선율을 진행하는데 반해, <악양루가(민형식)> 2장 1악구는

re'음과 mi'음이 같이 사용되고, 오히려 re'음이 더 비중 있게 사용된다. 이

는 <엮음수심가> 선율e형에서 한 음 낮아지고 장식음이 첨가된 형태이다.

이렇듯 <악양루가(민형식)> 2장은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을 변화시킨

선율형으로, 선율e'형에 해당한다.

나) 수심가부분

[악보 3-115] <악양루가> 선율e'형

[악보 3-116] <악양루가> 수심가부분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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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16]에서 볼 수 있듯이 <악양루가> 수심가부분은 사설만

바뀌었을 뿐, <수심가> 중 질러내는 형의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악양루가(민형식)>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

가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을 차용하였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질러내는 선율형을 차용하였다. 다만 <악양루

가>는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에 비해 한 음 낮아지고, 장식음이 많이 첨

가된 형태인 선율e'형이 같이 사용되었다. 즉 <악양루가>는 <엮음수심

가>에 등장하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는데, <엮음수심가>의 선율형

에 장식음을 첨가하여 변형시켰다. 이상 <악양루가>의 선율구조를 정리하

면 아래 [표 3-37]과 같다.

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악양루가(민형식)>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

로 나뉘며, 엮음부분은 8장, 수심가부분은 3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엮음부

분은 각 장(章)이 주로 2악구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각 장(章)이 1～2

악구로 구성된다. 이는 <엮음수심가>의 악곡구조에서 엮음부분의 장(章)

수 만 늘어난 형태이다. 이상 <악양루가(민형식)>의 악곡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38]과 같다.

부분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장 1 2 3 4 5 6 7 8 9 10 11

선율형 e e' e' e' e' e' e' e' b b' c

[표 3-37] <악양루가>의 선율구조

부분 장(章) 악구 수 사설

엮음부분

1 3 어화청춘~글을읽고
2 2 긴강으로~지으라고
3 2 한난정~급히올라
4 4 산태에~불러내어

[표 3-38] <악양루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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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악양루가>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설구조는 엮음부분이 세 개의 단락, 수심가부분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

성된다. 박자구조는 엮음부분은 3소박 기본박 외에 혼소박 기본박이 추가

되었다. 3소박 기본박은 2+2박자, 2+3박자, 3+3박자, (2+3)+(2+3)박자의 네

가지 유형과 혼소박 기본박은 3+2박자, 3+3박자, 3+2+2박자의 세 가지 유

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엮음수심가>가 3소박 기본박으로 구성

된 점에 비해 박자구조가 일견 복잡해진 형태를 보인다. 수심가부분은 한

장이 3소박 2～4박자 5개 내지 8개로 구성되어,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선율구조는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 및 선율e형을

중심으로 장식음을 첨가한 선율형의 두 가지 선율형으로 구성되고, 수심가

부분은 <수심가> 중 질러서 내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악곡구조

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고, 엮음부분을 구성하는 장(章)수가

확대되었다.

요컨대, <악양루가>는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을 중심으로, 장(章) 수

를 늘려서 곡의 길이를 확대시키고, 수심가의 질러서 내는 형을 그대로 사

용한 악곡으로, 엮음형에 비해 박자구조를 복잡하게 변화시켜 만든 악곡임

이 밝혀졌다.

(3) 형식구조 변화형

형식구조 변화형은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첨가한 점은 엮음형과

동일하지만, 첨가된 엮음부분에서 종지선율이 생략되고, 수심가부분에서도

마지막 3장이 생략되어 전체적인 형식구조가 변화한 유형이다. 이에 속하

5 2 헌화방장~지어놓구
6 2 확연잔치~배희하고
7 4 춘추절에~벗날적에
8 2 권주가~동동허다
9 2 서산낙조~꿈몽자라

수심가부분
10 1 이윽고 잠깨니
11 1 모든 것이다 허사로구나
12 2 인생일장~하드라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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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곡에는 <향산록(김주호)>와 <전쟁가(김주호)>가 있다. 차례대로 그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향산록(김주호)>

1) 사설구조

<향산록(김주호)>의 사설구조는 앞서 살펴본 <향산록(김정연)>의 사

설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향산록(김정연)>이 수심가부분이 3단락으로 구

성된데 비해 <향산록(김주호)>은 수심가부분이 2단락으로 축소되었다. 세

부적인 사설내용은 <향산록(김정연)>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부
분

장 김주호(1935)

엮음

1
천지개벽 한후에 산천이 생겻스니 오악은 조종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
이 동으로 흘려내려 묘향산이 되엿스니 북방의 명승이라 평생에 먹은마음 향산구경 
원일딘디

2

행장을 급히차려 낙양성 뻗은 길로 청려장 둘러집고 북향산을 찾아가니 백두산 내
린 맥이 청천강 근원이라 원님강을 건너서서 향산동구를 다다르니 게변에 우는 새
는 춘흥을 노래하고 앞산에 있는 꽃은 원객을 반기는 듯 외사자목 넘어 들어 좌우
를 살펴보니 청송은 울울하고 녹수는 잔잔하다 심진정 높은 집은 대소행차 영송처
라 내사자목 넘어드니 좌우에 거령신은 초패왕의 풍신이라 홍살문 구경하고 초계문
을 다달으니 좌우에 금강신은 인사시측 하는데요 영청각 표묘하고 수적비구 원하도
다 명월당 애월당을 동서로 돌아보며 애달문 넘어들어 문수보살 구경하고 천왕문을 
들어가니 사방천왕 웅장하다 진향전 행화당을 좌우로 살펴보며 만세루 올라앉아 원
근을 바라보니 남산에 웃는꽃은 춘색을 띄여있고 청계의 맑은물은 경광을 알리는 
듯 취운당 백운각에 오작이 쌍비하니 요지는 어디런가 선경이 여기로다 여래탑 십
구층과 다보탑 십이층을 전후로 구경하고 대웅전을 들어가니 의의하련 탑상에 불상
이 거룩하다 이층전 높은집은 반공에 솟았으니 선인의 조각이요 인간재주 아니로다 
백옥루 광한전을 말로만 들었더니 오늘날 친견할줄 어이하여 알았으리 통해문 넘어
들어 명부젼 드러가니 지장보살 수좌하고 십대왕이 렬좌로다 음양각 드러가서 오동
향로 구경하고 심졍당 수원당 관음젼 동림현과 미타젼 망월루를 차레로 구경하고 
유산길 차저가서 안심사 도라드니 무수한 부도비는 도승의 유젹이라 명월은 교교하
고 쳥풍은 소슬하다 록수청산 깁흔곳에 상원암 차저가서 대해포 구경하고 이층철사 

[표 3-39] <향산록(김주호)>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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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자구조

<향산록(김주호)>의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다만 앞서 살펴본 악

곡들이 모두 공통된 종지선율형에 의해 구분되는 불균등한 유절형식인데

반해, <향산록(김주호)>는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형태로, 통절형식의 악곡

이다. 이에 각 악구별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 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 악보

와 같다.

더위잠고 인히태를 나가니 송풍은 검은고요 두견성은 노래로다 동편의 산주포는 진
주를 헷치난 듯 쳔진포 놉흔물은 반공에서 나리는 듯 룡언폭 나린물은 밝룡이 서러
운 듯 십주난 어데런지 삼산은 여게로다 상원암 차저가니 별유쳔지 여게로다 칠성
각 구경하고 룡자셕 도라드니 관찰사 대수명은 면면이 색엿스니 석면의 반조졍은 
녯말이 분명하고 화제한 산간으로 불영대 올나가니 두견화 만발하고 졉동새 슬피운
다 빈바람 점생하고 단군대 올나가니 단군에 탄생처의 석굴만 남아잇다 산천을 구
경하고 만폭동 도라드니 백석층층 천만대의 흘으나니 청게수라 유적대 올나가니 대
소유적 분명하다 강선대 올나가니 신선이 하강처 금강굴 내려오니 서산대사 수도처
라 사리각 드러가서 팔상탕 구경하고 내원암 드러가니 산즁지 복장이라 무릉포 넘
어드니 무릉도원 여기로다 견불암 해불암과 사봉암 오봉암과 불지암 내봉암을 넉넉
히 구경하고 수통사 드러가니 어서어필 봉안처라 극잔굴 보은암을 내리는길에 잠간
보고 영각에 드러가니 서산대사 사명당에 형상이 거륵하다 검을집고 이려서서 국사
에 진취햇네

3
태백산 유발승이 뫼고저 하건마는 진토에 걸린 몸이 세연이 미찬하여 두견성 한소
리에 고향생각 절로 난다 산수가 절승하니 명춘에 다시 볼 듯 명산을 하직하고 고
향으로 돌아가세

수심가 1 평생소원 향산보자 하였더니
2 오늘에야 소원성취 하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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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록(김주호)> 1악구 1장단의 ‘천지개벽/한연후에’는 4.4음절 2음보

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1악구 1장단, 2악구 1～2장단,

3악구 1장단, 4악구 1～4장단, 5악구 1장단, 6악구 1～2장단, 7악구 1～6장

단, 8악구 1～2장단, 9악구 1～2장단, 10장단 1～2장단, 11장단 1～2장단,

12장단 1～2장단, 4장단, 13장단 1～2장단, 5장단, 14악구 1장단, 3장단, 15

악구 1～2장단, 16악구 1장단, 3장단, 17악구 1～2장단, 18악구 1장단, 3～5

장단, 19악구 1～2장단, 4～5장단, 20악구 2장단, 21악구 1장단, 3장단 등이

다. 이렇듯 3소박 2+2박자 유형은 <향산록(김주호)>에서 가장 많이 나타

나는 유형이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과 같다.

<향산록(김주호)> 1악구 2장단은 ‘산천이/생겼으니’의 3.4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는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

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으로는 1악구 2장단, 4악구 마지막 장단,

5악구 마지막 장단, 6악구 3～4장단, 7악구 7～8악구, 8악구 3장단, 9악구

3～4장단, 10악구 마지막 장단, 11악구 3～4장단, 13악구 3～4장단 등이다.

1-1 천 지 개 벽 한 연 후 에

[악보 3-117] <향산록(김주호)> 3소박 2+2박자 유형 

1-2 산 천 이 생 겼 으 니

[악보 3-118] <향산록(김주호)>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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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소박 2+2+2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2+2+2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향산록(김주호)> 12악구 5장단

‘남산의/운난꽃은’는 3.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에 붙고 마지막 2대박은 사설 없이 쉬는 박으로 3소박 2+2+2박자를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12악구 마지막 장단, 13악구 마지막 장단,

15악구 마지막 장단, 16악구 마지막 장단, 19악구 마지막 장단, 25악구 마

지막 장단, 28악구 마지막 장단이다. 3소박 2+2+2박자 유형은 악구를 종지

하는 마지막 장단에서 3소박 2+3박자 유형과 더불어 자주 사용된다.

나) 수심가부분

수심가부분은 수심가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

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향산록(김주호)>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

성된다. 엮음부분을 중심으로 박자구조를 살펴본 결과, 3소박 2+2박자 유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악구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3소박 2+2+2박자 유

형이 자주 사용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엮음수심가>는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3

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하는데 반해, <향산

록(김주호)>은 매 악구의 종지 시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하지 않

아, <엮음수심가>의 박자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 <향산록(김주호)>

의 박자유형 별 장단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3-40]과 같다.

12-5 남 산 의 운 난 꽃 은

[악보 3-119] <향산록(김주호)> 3소박 2+2+2박자 유형 



- 217 -

3) 선율구조

<향산록(김주호)>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에 엮음

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구조를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향산록(김주호)>는 앞서 살펴본 다른 서도잡가가 공통된 종지선율형

에 의해 장(章)이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공통된 종지선율형이 없으므로,

통절형식에 해당한다. 이에 종지형를 기준으로 악구를 구분하면 총 30악구

로 구분되다. 각 악구별로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악보 3-120]은 <공명가(김하연)> 선율f형과 <향산록(김주호)> 1악

구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공명가(김하연)> 선율f형은 do'을 동음반복

부분 엮음부분 수심가부분

박자유형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
3소박 

3+3박자
3소박 

2+2+2박자
3소박 2~4박자

장단 수 84장단 50장단 1장단 7장단 5~8개

[표 3-40] <향산록(김주호)>의 박자구조

[악보 3-120] <향산록(김주호)> 선율f-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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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행하는 엮음선율형(‘왕래하는～간곳없고)과 종지선율형(다만좌우～

군장졸뿐이라’)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김주호(향산록)> 1악구는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형으로만 구성된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엮

음수심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도잡가가 엮음선율형과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향산록(김주호)> 1악구는 종지선율형 없이 엮음선율형

으로만 구성된다. 이에 <향산록(김주호)> 1악구를 선율f-형으로 분류한다.

선율f-형은 1～3악구, 8～9악구, 17악구, 20악구, 26악구, 28악구가 해당한

다.

위 [악보 3-121]은 <엮음수심가> 선율e형과 <향산록(김주호)> 4악구

를 제시한 것이다. <엮음수심가> 선율e형은 mi'음을 동음반복하는 엮음선

율형(‘경리안색～곱던양자’)과 종지선율형(‘어언간에 백발이로구나’)로 구성

되는데 반해 <향산록(김주호)> 4악구는 mi'음을 동음 반복하는 엮음선율

형으로만 구성되므로, 이를 선율e-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엮음수심

가>가 re음으로 하행 시 주로 si음(혹은 do'), la음, mi음을 거쳐 re음으로

하행하는데 반해 <향산록(김주호)>는 mi'음에서 re음으로 9도 아래로 도

약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선율e-형은 4～7악구, 11～16악구, 18～19악구, 21～25악구, 27악구, 29

악구, 30악구가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향산록(김주호)>은 선율f-형과 선율e-형의 두 가지 선율

형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선율형은 모두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형태로, 특

히 선율e-형은 <엮음수심가>의 선율e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선율이

[악보 3-121] <향산록(김주호)>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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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수심가부분

<향산록(김주호)> 수심가부분은 2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수심가>

중 질러내는 형의 선율을 차용하였다. 이상 <향산록(김주호)>의 선율구조

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앗듯이 <향산록(김주호)>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엮음부분은 통절형식의 악곡으로 종지형에 의해 총

30개의 악구로 나누어지고, 수심가부분은 총 2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렇듯

<향산록(김주호)>은 불균등한 유절형식으로 구성된 <엮음수심가>의 악

곡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수심가부분도 2장으로 축소되었다. 이상 <향산

록(김주호)>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엮음
부분

악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선율 f- f- f- e- e- e- e- f- f- e- e- e- e- e- e-

악구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선율 e- f- e- e- f- e- e- e- e- e- f- e- f- e- e-

수심가 장 1 2
선율 나 나'

[표 3-41] <향산록(김주호)>의 선율구조 

부분 장(章) 악구 사설

엮음
부분

통절형식

1 천지개벽~생겼으니
2 오악은~일지맥이
3 동으로~되었으니
4 북방에~둘러짓고

[표 3-42] <향산록(김주호)>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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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향산록(김주호)>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

분으로 구성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엮음수심가>와 같지만, 엮음부분은

통절형식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3장이 생략된 형태로 2장으로만 구

성된다. 또한 박자구조도 거의 3소박 2+2박자로 구성되고, 대박장단을 배

치되지 않는다. 이는 엮음부분이 불균등한 유절형식으로 구성되고, 수심가

부분이 3장으로 구성되는 <엮음수심가>의 형식구조와는 많은 차이를 보

이는 악곡으로, <엮음수심가>의 형식구조를 변화시켜서 만든 악곡임이 밝

혀졌다.

5 북향산~노래하고
6 향산에~영송처라
7 매사자문~보묘하고
8 수적비~돌아보며
9 애달문~웅장하다
10 진행전행~운난꽃은
11 춘색을~어데련가
12 삼선이~구경하고
13 대웅전~조화인가
14 인간재구~넘어들어
15 명부전~열좌로다
16 음양각~구경하고
17 유산길~소스리다
18 녹두청산~구경하고
19 이층절사~노래로다
20 동편에~높은물로
21 반공에~여기로다
22 상원암~돌아드니
23 관찰사~산간으로
24 부련대~남아있다
25 산천을~올라가니
26 신선이~들어가서
27 팔성탑~북장이라
28 무릉포~오봉암과
29 불지암~봉안처라
30 극장굴~진취했네
31 금난가사~돌아가세

수심가
부분

1 1 평생소원이~하였더니
2 1 오늘에야~생각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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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쟁가(김주호)>

1) 사설구조

<전쟁가(김주호)>의 사설구조는 앞서 살펴본 <전쟁가(김종조)>와 <전

쟁가(김정연)>의 사설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전쟁가(김종조)>와 <전쟁

가(김정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이 각각 3단락으로 구성된데 비해

<전쟁가(김주호)>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이 각각 2단락으로 축소되었

다.

[표 3-4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가(김주호)>의 사설구조는 엮음부분

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엮음부분은 부모 없이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 좋은 부인을 만나 결혼하는 내용, 전쟁에 나가 패군지장이 되

는 내용으로 총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의 사설도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

연)> 엮음부분에서 전쟁에 징집(徵集)되는 내용의 2단락과 수심가부분에

서 ‘생각사록 구슬픈 이사정은 어쩌면 좋단말이냐’의 마지막 3단락이 생략

된 형태이다.

부분 장 김주호 (1938)

엮음부분

1 초취이취 삼취�헤 적벽강장 패군지장졸 여기져기 모여안드니 신세자탄 하는말이
2 만군진중에 나아가서 백젼백승 승접하야 개가부르며 도라와서 우흐로님군이 요

순에이르게하고 아레로 도탄에든 백성을건져 강구연월에 격양가를 부르난 것이 
산자인자의 도리라고 천만번 부탁하고 만군진중 나왓다가 불행이 패군지장이되
여 고국갈길이 망연하니 여보시오 승상님은 천행으로 승전하야 고국으로 도라가
면 부대 우리집에 차자가서 아모날 아모시에 아모개는 죽엇다고 이말한마듸나 
전해주면 물한그릇 밥한그릇 죽은기념으로 

수심가부분
1 물한그릇 밥한그릇
2 죽은기념으로 전쟁객귀나 면케 하렴으나

[표 3-43] <전쟁가(김주호)>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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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자구조

<전쟁가(김주호)>의 사설구조가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박자구조도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이 다

르게 구성된다. 이에 본 항에서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박자구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1)3소박 2+2박자 유형

3소박 4박자 여느장단으로 2+2박자 유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다음 악보

와 같다.

<전쟁가(김주호)> 2악구 1장단의 ‘행여나/승전하여’는 3.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

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3악구 2장단, 4장단, 11장단, 4악구 2

장단 등이 속한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가(김주호)> 1악구 3장단은

2 행 여 나 승 전 하 야

[악보 3-122] <전쟁가(김주호)> 3소박 2+2박자 유형 

1 여 기 저 기 모 여 앉 으 니

[악보 3-123] <전쟁가(김주호)>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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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모여앉으니’의 4.5음절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

보는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단

으로는 1악구 2장단, 3장단, 4장단, 2악구 1장단, 3장단, 3악구 1장단, 3장

단, 6장단, 7장단, 12장단, 4악구 1장단, 3장단, 4장단, 7장단, 9장단, 11장단,

13장단 등이 속한다.

(3) 3소박 3+3박자 유형

3소박 6박자 여느장단으로 3+3박자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가(김주호)> 1악구 4장단 ‘신

세자탄이/하는말이’의 5.4음절 2음보 사설은 제 1음보가 3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3+3박자를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악구는 2

악구 5장단, 3악구 5장단, 8장단, 9장단, 10장단, 5악구 1장단, 7악구 2장단

등이 해당한다.

(4) 3소박 (3+3)+(3+3)박자 유형

3소박 (3+3)+(3+3)박자로, 이는 3소박 3+3박자 여느장단이 두 개가 모

여 한 장단주기를 형성하는 박자구조로, 장단의 층위가 상승한 대박장단이

다. 3소박 (3+3)+(3+3)박자 대박장단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전쟁가(김주호)> 6악구 2장단 ‘줄거리없는데/회초리나며’의 2음보 사

1 신 세 자 탄 이 하 는 말 이

[악보 3-124] <전쟁가(김주호)> 3소박 3+3박자 유형 

6 줄 거 리 없 는 데
회 초 리 나 며

[악보 3-125] <전쟁가(김주호)> 3소박 (3+3)+(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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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줄거리’의 3음절이 3대박, ‘없는데’의 3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

의 소리듬형을 이루고, ‘회초리’의 3음절이 3대박, ‘나며’의 2음절이 3대박에

붙어 3+3박자의 소리듬형을 이루며 소리듬형 두 개가 모여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즉 ‘줄거리없는데/회초리나며’가 장단주기로, 3소박 (3+3)+(3+3)박

자의 대박장단에 해당한다.

(5) 기타 유형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유형 외에 김주호<전쟁가>에서는 3소박 2+3+3박

자 유형도 등장한다.

위에 제시된 악보는 <전쟁가(김주호)> 2악구 4장단으로 ‘불행히/패군

지장이/되었으니’의 3음보 사설을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 제

3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3박자로 구성된다.

나) 수심가부분

<전쟁가(김주호)>의 수심가부분은 2장으로, 앞서 살펴본 <수심가>

1～2장의 선율에 사설만 바꿔서 노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심가>

의 박자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수심가부분의 박자구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김주호)>의 박자구조도 사설구조와 같이 엮

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엮음부분에서는 3소박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3)박자의 4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소박 2+2박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악곡들에서는 3소박 2+3박자나 3+3박자가 제일 많이 나타나

는 점에 비해 2+2박자로 좀 더 촘촘하게 엮어 부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주호>
2 불 행 히 패 군 지 장 이 되 었 으 니

[악보 3-126] <전쟁가(김주호)> 3소박 2+3+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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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가 매 장(章)의 마지막

장단에서 대박장단으로 박의 층위가 상승하는데 반해, <향산록(김주호)>

은 악구의 마지막장단이 여느장단으로만 구성되고, 박의 층위가 상승하는

대박장단은 전 곡을 통해 딱 한번 등장한다. 이는 <향산록(김주호)>이 다

른 두 창자에 비해 사설을 더욱 촘촘히 엮어 부르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수심가부분은 3소박이 모여 1보통박을 이루고, 보통박이 2～4개 모여

대박을 이루고, 대박이 다섯 개 내지 여덟 개 모여 한 장을 구성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에 비해 가장 짧은 박

으로 구성된다. 수심가는 가창자의 음악적 성향에 따라 리듬을 신축성 있

게 확대․축소하면서 자신의 음악성을 발휘한다.217) 동시대에 활동했던 김

주호와 김종조는 모두 당시 대표적인 서도창부로, 여러 악곡들을 창작하며

자신의 음악성을 들어냈다. 김주호는 김종조에 비해 박을 축소하여 엮어

부르는 성향이 강했고, 이는 재담독경소리를 즐겨 불렀던218) 그의 음악적

성향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쟁가(김주호)>는 <전쟁가(김

종조)>와 <전쟁가(김정연)>에 비해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을 모두 촘촘

하게 엮어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3) 선율구조

<전쟁가(김주호)>는 전체적으로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구성되

며 곡의 전반에 걸쳐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는 구조로, 수심가

토리로 구성되지만, 곡의 중간에 경토리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217) 이용식, “수심가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3), 142-143쪽.

218) 김인숙, “서도 재담 독경소리”, 한국음반학 제14호(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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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2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가(김주호)>는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지만, ‘신세자탄하는말이’, ‘고국갈길이/망연하구나’에서

do'-la-sol로 종지하고 있어, 경토리 종지형을 보인다. <전쟁가(김주호)>

는 곡의 전반에 걸쳐 do'-la-sol의 경토리 종지형을 자주 사용하고, la음에

서의 요성도 좁게 떨어주고, 아울러 요성의 횟수 또한 적게 나타난다. 이렇

듯 <전쟁가(김주호)>는 수심가토리와 경토리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다

음으로 <전쟁가(김주호)>를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

을 살펴보겠다.

가) 엮음부분

[악보 3-128]은 <향산록(김주호)> 선율f-형과 <전쟁가(김주호)> 1악구

의 선율진행을 비교한 것이다. <향산록(김주호)> 선율f-형은 <엮음수심

[악보 3-127] <전쟁가(김주호)> 1～2악구 

[악보 3-128] <전쟁가(김주호)> 선율f-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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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율f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선율형이다. 그런데 <전쟁가(김주

호)> 1악구는 ‘적벽강산/패군지장/여기저기/모여앉으니’의 선율진행이 첨

가되었을 뿐 <향산록(김주호)>의 선율f-형과 같이 do'음을 중심으로 엮어

준 후 종지선율형이 생략되었다.

이에 <전쟁가(김주호)> 1악구를 선율f-형으로 분류한다. 선율f-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1악구, 5악구, 7악구, 9～10악구가 해당한다.

[악보 3-129]는 <향산록(김주호)> 선율e-형과 <전쟁가(김주호)> 2악

구의 선율진행을 비교한 것이다. <향산록(김주호)> 선율e-형은 <엮음수

심가> 선율e형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된 형태로, mi'음을 중심으로 선율

을 진행 후 종지선율형이 생략되었다. 그런데 <전쟁가(김주호)> 2악구의

선율진행은 <향산록(김주호)>의 선율e-형과 같이 mi'음을 중심으로 엮어

준 후 종지선율형이 생략되었다.

이에 <전쟁가(김주호)> 2악구를 선율e-형으로 분류한다. 선율e-형으로

구성된 악구는 2악구, 4～5악구, 7악구 11～13악구가 해당한다.

한편, <전쟁가(김주호)>는 <공명가>의 선율g형과 유사한 선율형도 일

부 사용된다.

[악보 3-129] <전쟁가(김주호)> 선율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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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30]은 <공명가> 선율g형과 <전쟁가(김주호)> 14악구를

비교한 것이다. <공명가> 선율g형은 do'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엮음선율

형과 ’다만좌우/강지키는/군장졸뿐이라’의 공통된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된

다. 이는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에서 엮음선율형만 변화된 형태로, <엮음

수심가>의 선율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쟁가(김주호)> 14악구는 do'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

-re로 하행하는 엮음선율형과 ‘이말한마디만/전해주면’의 공통된 종지선율

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전쟁가(김주호)> 14악구를 선율g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율g형은 6악구, 14악구의 두 악구에서 나타난다.

이렇듯 <전쟁가(김주호)>의 엮음부분은 <엮음수심가>의 선율형을 기

본으로 변형시킨 선율d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향산록(김주

호)>의 선율진행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향산록(김주호)>의 엮음부분은

종지선율형 없이 엮음선율형으로만 구성되는데, <전쟁가(김주호)> 역시

비슷한 선율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김주호는 독경재담소리를 잘 불렀던 명

창으로, 다른 창자들에 비해 개인의 독특한 창법을 악곡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수심가부분

[악보 3-130] <전쟁가(김주호)> 선율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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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31]은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과 <전쟁가(김주호)> 수

심가부분 1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은 질러서 시작

후 do'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심가 중 질러서 시작하는

형이 이에 속한다. 김주호 역시 수심가부분의 1장을 do'음으로 질러서 시

작하는 선율형으로 <수심가> 중 질러서 시작하는 선율형을 그대로 차용

하였다.

위 [악보 3-132]는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과 <전쟁가김주호)> 수

심가부분 2장을 비교한 것이다. <수심가(백운선)> 선율b'형은 앞서 살펴

본 선율b형에서 종지선율만 변형된 형태로, <전쟁가(김주호)> 수심가부분

의 2장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수심가(백운선)>은 3장의 선율을 진행한 후 종지하는데 반해

<전쟁가(김종조)>는 2장의 선율을 진행 후 종지한다. 즉 <전쟁가(김종

조)>의 수심가부분의 선율은 <수심가> 중 질러서 시작하는 유형의 선율

형을 그대로 차용한 후 3장의 선율은 생략한 형태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김주호)>의 선율구조는 엮음부분과 수심가

[악보 3-131] <전쟁가(김주호)> 선율b형

[악보 3-132] <전쟁가(김주호)> 선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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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엮음부분은 선율f-형과 선율e-형, 선율g형의 세 가

지 선율형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수심가> 중 질러서 내는 유형 중

1～2장의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엮음부분의 선율형은 종지선율형이

생략되었고, 수심가부분은 3장의 선율이 생략된 형태로, 앞서 살펴본 <향

산록(김주호)>의 선율구조와 유사하다. 이상 <전쟁가(김주호)>의 선율구

조를 표로 정리하면 [표3-44]와 같다.

4) 악곡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쟁가(김주호)>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나뉘고 각각은 엮음부분 14악구, 수심가부분 2장으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본 <전쟁가(김종조)>와 <전쟁가(김정연)>가 공통된 종지선

율형에 의해 불균등한 유절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반해, <전쟁가(김주호)>

는 통절형식의 악곡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부분의 서도잡가는 수심가부분

이 모두 3장으로 고정되는데 반해, <전쟁가(김주호)>의 수심가부분은 마

지막 3장이 생략된 형태로, 2장으로만 구성된다. 이렇듯 <전쟁가(김주호)>

는 불균등한 유절형식으로 구성된 <엮음수심가>의 악곡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 <전쟁가(김주호)>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

45]와 같다.

엮음
부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f- e- e- e- f- g e- f- f- f- e- e- e- g

수심가
부분

1 2
b b'

[표 3-44] <전쟁가(김주호)>의 선율구조 

부분 엮음부분 수심가
장 통절형식(장(章) 구분 없음) 1 2

악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표 3-45] <전쟁가(김주호)>의 악곡구조 



- 231 -

이상에서와 같이 <전쟁가(김주호)>는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의 두 부

분으로 구성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역음수심가>와 같지만, 엮음부분은

통절형식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3장이 생략된 형태로 2장으로만 구

성된다. 또한 박자구조도 거의 3소박 2+2박자의 여느장단으로만 구성된다.

이는 엮음부분이 불균등한 유절형식으로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이 3장으로

구성되는 <엮음수심가>의 형식구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악곡으로,

<엮음수심가>의 형식구조를 변화시켜서 만든 악곡임이 밝혀졌다.

다. 변작방법

수심가계통에 속한 악곡들은 모두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첨가하

여 만들어진 것으로, 엮음부분은 <수심가>를 ‘엮음’의 방식으로 변화시킨

선율이다. ‘엮음’이란 성악곡에서 사설을 길게 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으

로219), 악곡 또는 장르에 따라 엮음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220) 이에

이번 항에서는 김주호가 녹음한 <수심가>와 <엮음수심가>를 바탕으로,

<엮음수심가>에서 사용된 ‘엮음’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9) 같은 곡의 사설을 길게 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곡의 ‘편(編)’과 시조의 ‘엮음’ 등

이 이에 속한다.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34쪽.

220) 엮음의 방식에 따라 변화된 악곡에는 가곡의 편, 사설시조, 휘모리잡가, 엮음아리랑 등

이 있다. 가곡의 편은 16점 10박 한 장단을 10점 10박의 장단으로 바꾸고, 각 점을 등

시가로 연주하는 것으로, 현행 가곡에서는 16박 장단을 1분당 20~40박의 빠르기에서 

편장단은 1분당 75~80박의 정도의 빠르기로, 곡의 템포도 변화된다. 김영운, “가곡 연창

형식의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00쪽; 사설시조는 

평시조와 박자 수는 같으나 사설의 글자수가 평시조의 2배, 3배에 이르고, 이를 초, 중, 

종 3장에 나란히 배치한다.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151~152쪽; 김세종, 정간보로 읽는 옛노래(서울: 도서출판 예솔, 2005), 236~240쪽; 

휘모리잡가는 사설의 길이에 따라 장단(각)을 계속해서 늘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설을 엮

어준다. 송은도, “휘모리잡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67~168

쪽; 엮음아리랑은 사설의 길이를 늘리고, 늘어난 사설을 동일한 시가와 음고로 빠르게 반

복한다. 김혜정, “정선아리랑의 음악적 구조와 특성”, 한국민요학 제29집(서울: 한국민

요학회, 2010), 105~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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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46]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음절 수

를 살펴보면, <수심가>는 1장이 11자, 2장이 11자, 3장이 18자로 곡 전체

가 총 40자로 구성되고, <엮음수심가>는 1장 41자, 2장 38자, 3장 56자로,

곡 전체가 총 135자로 구성된다. 즉 <수심가>의 음절 수에 비해 <엮음수

심가>의 음절 수가 약 3～4배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3～4배로 늘어난 사설

은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였는지, 실제 김주호가 노래한 <수심가>와 <엮

음수심가>의 악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수심가 엮음수심가

사설
음절 
수

사설
음절 
수

1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11 명월로화에 학을잃고 운심산천에 도사못보아 이
별송하에 문동자허니 그스승 찾자긴 만무로구나

41

2 문전석로가 반성사로구나 11 번가지중에 유진수하니 번장군의 머리를베어 역
수가를 할지라도 진시황찾자긴 만무로구나 38

3
창망하지 저기 저구름이 
부인소식 이로구나

18
옛날옛적에 당명황은 안록산의 난을만나 양귀비
를 잃고 앙천지로 총망지중에 춘종춘유 야전야를 
할지라도 양귀비 찾자긴 만무로구나

56

총 40 135

[표 3-46]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음절 수 비교 

[악보 3-133] <수심가(김주호)>와 <엮음수심가(김주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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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33]은 <수심가(김주호)>와 <엮음수심가(김주호)>의 1장

을 제시한 것이다. <수심가(김주호)> 1장은 3소박 15박자(3소박 3박자 5장

단)로 구성되고, <엮음수심가(김주호)> 1장은 3소박 30박자로 구성된다.

<수심가> 1장은 3소박 15박자 안에 음절 수가 총 11자가 들어가고,

<엮음수심가> 1장은 3소박 30박 안에 음절 수가 총 41자로, 사설의 음절

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이는 전체적인 박자 수도 늘어난 형태로, 동

일한 박을 기준으로 보자면 사설이 두 배 이상 늘어난 형태로 볼 수 있다.

두 악곡은 곡의 템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수심가>는 ♩.를 1분당 8

0～83정도로 연주하기 때문에 1장의 연주시간은 약 11초이고, <엮음수심

가>는 ♩.를 1분당 95～100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1장의 연주시간은 약 19

초이다. 이때 양자 간의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 곡 모두 11초 동안

의 음절 수를 비교하면, <수심가>는 11초 동안 11자의 사설을 노래하고,

<엮음수심가>는 11초 동안 “명월로화에～문동자허니”의 총 28자의 사설

을 노래한다. 즉 동일한 시간 동안 <수심가> 1장에 비해 <엮음수심가> 1

장의 음절 수가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2장과 3장의 음절 수를 살

펴보면, <수심가> 2장은 11초 동안 11자, <엮음수심가> 2장은 11초 동안

28자를 노래하고, <수심가> 3장은 11초 동안 14자, <엮음수심가> 3장은

11초 동안 19자를 노래한다. 즉 같은 시간동안 <수심가> 2장에 비해 <엮

음수심가> 2장의 음절 수가 약 3배가량 증가하였고, <수심가> 3장에 비해

<엮음수심가> 3장의 음절 수가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렇듯 <엮음수

심가>는 같은 시간동안 <수심가>의 음절 수를 2～3배가량 증가시켜 촘촘

하게 엮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곡
장

수심가 엮음수심가
연주시간 당 음절 수

1장 11초/ 11자 11초/ 28자
2장 11초/ 11자 11초/ 28자
3장 11초/ 14자 11초/ 19자
비교 동일한 연주시간 안에 노래하는 음절 수가 2～3배가량 늘어남.

[표 3-47]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연주시간 당 음절 수



- 234 -

한편 <수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두 악곡 간

선율진행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위 [악보 3-134]는 <수심가(김주호)>와 <엮음수심가(김주호)>의 1장

의 구조선율을 비교한 것으로, 3소박 3박자 한 장단에서 가장 긴 시가의

음을 추출함으로써, 3소박 15박으로 구성된 <수심가>는 5음, 3소박 30박

으로 구성된 <엮음수심가>는 10음으로 각각 구조선율을 만들었다. 그 결

과 <수심가(김주호)>는 전반부(‘약사몽혼으로’)에 높게 질러서 진행하고,

후반부(‘행유적이면’)는 la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엮음수심가(김주

호)> 또한 전반부(‘명월로화에～이별성화에’)는 질러서 진행하고, 후반부

(‘동자허니～구나’)는 la음으로 선율을 진행 후 re음으로 종지한다. 즉 <수

심가>와 <엮음수심가>의 선율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율임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심가계통은 모두 <수심가>의 선율을 ‘엮음’의 방식

으로 변화시켜서 만든 악곡으로, 수심가계통에서 사용된 ‘엮음’의 방식은

동일한 시간 동안 노래하는 음절 수를 약 2～3배가량 증가시켜 빠르게 엮

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2. 배따라기계통

서도잡가 중 <수심가>로 곡을 종지하지 않고, 공통된 후렴구를 갖으며,

사설과 악곡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악곡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

기>, <영변가>이다. 차례대로 그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4] <수심가(김주호)>와 <엮음수심가(김주호)>의 구조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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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따라기>

<배따라기>는 서도잡가 중 문헌과 음원자료에서 비교적 먼저 나타나

는 악곡이다. <배따라기>는 ‘배 떠나는 노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어업노동

요 가운데 특히 서도지역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된 노래로 민요, 잡가,

대악부(극)221)에서 모두 보인다.222)

잡가 <배따라기>는 1914년도에 발행된 신구잡가에 처음 수록된 후

신구시행잡가, 정정증보신구잡가 등 다양한 잡가집에 수록되었다. 현

재까지 발견된 최고(最古)의 음원은 1912년 이정화․문영수가 취입한 <평

양주달타령(平壤舟達托領)>과 <해상주달타령(海上舟達托領)>이다. 이는

각각 현행 <배따라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해당하는 곡이다.

1920년대에는 양우석, 표연월, 이진봉, 김산월, 백모란, 길진홍에 의해

<배따라기>가 녹음되었다. 특히나 백모란․길진홍(조창)은 <배따라기>

전곡을 총 7면으로,223) 가장 긴 버전의 <배따라기>를 취입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음원은 현재 전승여부를 알 수 없다.

1930년대에는 최순경, 박월정, 김칠성, 이진봉, 김산월, 이금옥, 최섬홍,

장금화, 김진명 등 다양한 경․서도 명창들에 의해 <배따라기>가 녹음되

었고, 해방이후에는 장학선․이정렬․김춘홍에 의해 녹음되었고, 이 후

1970년대에는 오복녀에 의해 녹음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10년대 이정화․문영수가 녹음한 <평양주달타

령>, <해상주달타령>과 1930년대 최순경이 녹음한 <배따라기>, 1960년대

장학선의 <배따라기>와 현행 오복녀의 <배따라기>를 비교 분석하여 악

221) 대악부(극)이란 조선시대에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공연되었던 종합예술적 성격의 극인 

船遊樂을 일컫는다.

222) 김종진, “배따라기의 존재 양상과 문학 교육적 의미”, 우리문학연구28집, (서울: 우

리문학회, 2009), 303-306쪽. 

223) 양우석, 제비표조선레코드 B임11 (A)(B)/ 표연월, 제비표조선레코드 B임26 (A)/    

이진봉, 김산월(조창), 일축조선소리판 K581 (A)(B)/ 일축조선소리판 K582 (A)(B)/, 일

축조선소리판 K583 (A)/ 일축조선소리판 K825 (B)/ 백모란, 길진홍(조창), 일축조선소

리판 K58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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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음악적 특징 및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설구조

<배따라기>의 사설은 잡가집 및 음원에서 많은 양이 전해진다. <배따

라기>는 1914년 신구잡가에 수록된 이후, 신구시행잡가, 정정증보신
구잡가 등 총 17권에 수록되었다.
<배따라기>는 모진 풍파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평양 대동강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하고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잡가집에는 두 가지 버전의 사설이 보인다. 이 중 하나는 모진 풍파를 만

난 후 여러 명이 살아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혼자 살아나는 내용으로,224)

전자는 평양부에서 간행된 잡가집에 수록되었고, 후자는 경성부에서 간행

된 잡가집에 수록되었다. 이로써 혼자 살아나는 내용의 사설은 서울지역에

서 불려진 <배따라기>이고, 여러 명이 살아나는 내용은 서도지역의 <배

따라기>로 파악된다.225)

이에 평양부에서 간행된 최초의 잡가집인 신구잡가와 경성부에서 간
행된 최초의 잡가집인 신구시행잡가의 사설과, 이정화․문영수가 취입

한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 최순경, 장학선, 오복녀의 <배따

라기>의 사설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다만 최순경, 장학선, 오복녀의 <배따

라기>는 거의 동일한 구성되므로, 이 중 시대가 가장 빠른 최순경의 사설

을 중심으로 비교하겠다.226)

224) “(중략)...십명동무를 물에너코 나혼라나셔 널을 칩더타고 무변로 려를

갈졔 초록갓�물에 아옥�니 갈길이 쳔린지 만린지 지향무쳐로구나...(후략)”

225) 잡가집에 수록된 <배따라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서울형은 배가 파선한 후 홀로 생존

하고, 발견한 배가 몰인정하게 가버리는 서사인데 반해 서도형은 파선 후 동무와 함께 

생존하며 고향배를 만나 도움을 받는 서사이다. 또한 서울형은 많은 지명이 생략된 채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명만 나와있는데 반해 서도형은 바다에서 대동강에 이르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김종진, “잡가 배따라기의 존재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28집(서울: 한국시가학회, 2010), 353-354쪽. 

226)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의 경우 음원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사설채록이 어

려운 부분은 o로 표기하였고, 사설 비교시 양자의 사설이 전혀 다른 부분은 밑줄로 표시

하였고, 중간에 사설이 첨가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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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신구잡가 평양주달타령(1912) 해상주달타령(1912) 최순경(1936)

1

.요내춘색은 다지나가
고 황국단풍이 돌아를
왔구나 지화됴타

천생만사는 필수직업
이라 버러먹� 골시달
나 우리는구타야 션인
이되야 
       타고단이거슨 
칠셩판이오 먹고단이
는거 슨�자밥이라 입
고단이�거 �장포로
다 오내일신을 생각�
면 불상코가련치 안탄
말이냐 지화�됴타

윤하윤색은 다지나가
고 황국단풍이 돌아간
다 에허야에 지화자에
조타 찰흙같이 푸른물
은 주막강산에 찾아들
때도 얼른나서 oo강
산은 oo ooooo 망자
는 뱃사공 산자는 
oooo ooooooo oo 
ooo ooo oooo 
ooooo 돌아간다 에허
야에 지화자에조타 
천생만민은 필수직업
이 각각다른데 무려무
탈을가는달아 ooooo 
o ooooo oooooo 
ooo 요타고다닌는건 
칠성판이라니 더가는
구나 갔더니

요내춘색은 다지나가
고
황국단풍이 다시돌아
오누나 에지화자좋다

천생만민은 필수집업
이 다각각달라 우니난
구태여 선인이되야 

 
           먼난밥이 
사자밥이요 자는잠이 
칠성판이라 옛날노인 
하시던말삼을 속담으
로 알았더니 금월금일 
당도하야 우리도백년
이 다진토록 내가어이
사나 에지화자좋다

2

이션�야 배를타고 만
경창파로 떠나려갈제 
금년신슈 불행�야 몹
쓸�풍광풍 결풍을만
나
수로창파 ��즁에 쳔
만리를 불녀를갈졔 

이번길에 여러친구 불
려가니 안개는 좌욱 
동서남북 보이지않아 

           영좌님아 
쇠놓아보아라 평양의 
대동강 어데로 붓텃나 
에지화자좋다

연파만리 
불리워갈제 

이렁저렁 행설하야 나
아가다가 좌우산수를 
바라보니 운무는 자욱
하여 동서사방을 알수
없다누나 영좌님 쇠노
아보아라 평양의 대동
강이 어데로붙었나 에
지화자좋다
연파만이 수로창파
불려갈제 뱃전은 너울
너울 물결은 출렁출렁 
해도즁에 당도하니 바
다에

[표 3-48] <배따라기>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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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 직근부러져 
삼동강에나고 

�머리� 핑핑 졍신은 
아득�야 �혼칠�이 
춧터질졔 
�십명동무는 슈즁에
너코 나혼� �라나셔 
�넔족을 칩더타고 무
변�로 �려를갈졔 초
록가�물에 안��옥
�니 갈길이 쳔린지만
린지 지향무쳐 로구나 
난�업� �풍이 이러
나 파도소�� 텬디를 
뒤집는� 동셔남북이 
어�로 쿠넛스며
평양 �동강은 어듸로 
간단말이냐 지화�죠
타 젼젼휘여 나려를갈
졔 닥치�니 셤즁이로
구나 이곳을 바라보니 
별유텬디 비인간 이로
구나 지화자됴타 
도로위여 나려를갈졔
이쥬야십여시 향방을
못차지며 하나를 우러
러 탄식을할제

상어란놈은 발목을 잡
아다리고 갈마귀� �
를지여 등어리릀 발라
먹을졔 요�이신 �각
�니 엇지아니 불상코 
가련치 안탄말이냐 지

안개는자국 돛대부러
녀 삼등나고 깃발은찟
어져 환고향할제
용총끊어져 닻줄끊어
져 oooo oooo oooo 
oooooo oooo
사십여명 나갔다가 단
세사람 남았구나 돛대
차고 물에 띄어서 들
어가보니 

갈매기란놈은 잔등을
파 고 o에 지화에 어
에좋다 이에에헤에에 
지화자 에헤좋다
검은머리 흐물흐물하
고

제라하난 것은 로로구
나
취라하는 것은 돌이로
구나 만났던뱃밑 갈라
지고
뱃전떠러저 뱃머리비
비빙 도라갈제 룡종끊
어지고 돛대는부러저 
삼동에나고 빗발은떠
러저 환고양할제 

검은머리 오물조몰하
야 죽는자는부지기수
더라 할수없이 돛대달
고 한강에 뛰여드니 
갈맥이란놈은 오내들
을빠고 

상어란놈은 발을물고
지근지근 당길적에 세
상에 인생으로 생겨났
다가 상어의어복중 장
사를 내가어미녕할가 
에지화자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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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됴타 

3

졈졈휘여 나려를갈졔
텬�으로 비�� �를
만낫구나 ��살니쇼
�고 달녀를드니 무지
� 션인들은 상앗�로 
밀치면셔 �는말이 션
즁에 무인졍이라 도로
나가라 ��소�에 일
쵼�장이 봄눈스듯 �
느냐 지화자됴타
졈졈휘여 나려를갈졔
올타인제는 �랏구나
가아여 흘깃슬지나 부
벽루모란봉 도라를들
제 연광뎡 바라보니 
회심�울�데 팔다리
는 느러지고 ��곱 
하시진�데 고셩�독 
��소�에 �중이 뒤
놈는 듯 집에셔 풍편
에 넌짓듯고 자�장손
아 이러나나 가를보아
라 져긔져 장즁으로셔 
너의아버지 음성이 나
나보다 네나 가보아라 
지화�조타
강에다닥치니 부모동
�
일가친쳑 치�권쇽이 
다나오면셔 에그여보 
이게웬일이란 말이오 
밤은깁허 �경시에 져
모양으로 오니 웬일이
란 말이오 지화�됴타 
여보 급급�말노 요�
말� 드러를 보쇼셔 
인졜낭은 밥을비러다 
쥭을�어먹고 삼슌구
식을 못�망뎡 다실낭
은 슈상장� 닷감아둡
시다 

뱃길끊어져 물이살짝
들어돌 때 

아들생각은 아니나고 
동정식하고 동정숙하
시든 동무의생각이 나
누나

이리한참 불려가다가 
요행으로 고향배를만
나 건져주어 사라를나
서 고향으로 도라올제 
원포귀범에 돛을달고 
애내일성에 북을두리
둥둥 울리면서 고향산
천을 바라를보니 산도 
보던산이요 물도 보던
물리아 때는마참 어느
때던가 중추팔월 십오
야에 광명좋은달은 동
두렷이 밝아를있고 황
릉묘상에 두견이울고
창파록림에 갈맥이울
고 원정객사에 잔나비
휫바람소리에 가뜩이
나 심란한중에 저기가
는 외기럭이난 온성으
로 짝을불러 한수로 
떼떼울며 감도라들제 
다른생각은 다아니나
고 동정식 동정숙하던 
동무의 생각이 절로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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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따라기>의 사설은 생업으로 배를 타는 주인공이 바다에 나갔다가

모진 풍파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평양 대동강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

봉하고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뱃사람인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는 내용이며, 세

번째 단락은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하고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는 내

용227)이다.

잡가집과 오복녀의 사설은 세 단락의 사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나

머지 세 곡은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평양주달타령>은 세 단락 중 첫 번

째 단락만 수록하였고, <해상주달타령>은 두 번째 단락, 최순경은 첫 번째

와 두 번째 단락까지를 노래하였다.

주목할 점은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이 1912년에 같은 창

자에 의해 녹음되었으며 음반의 일련번호도 바로 붙어있다228)는 점이다.

이로써 1910년대에는 <배따라기>가 현행 <배따라기>의 전반부인 <평양

주달타령>과 후반부인 <해상주달타령>의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불렸

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최순경에 의해 녹음된 사설은 잡가집 및 오복

녀 사설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사설과 거의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따라기>는 1910년대에 <평양주달타

령>, <해상주달타령>의 2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불리다가 1930년대 와서

두 가지 버전이 합해진 후 현행으로 전승되었다.

(2) 박자구조

227) 김종진, “배따라기의 존재 양상과 문학 교육적 의미”, 우리문학연구28집, (서울: 우

리문학회, 2009).

228) <평양주달타령>은 NIPPONOPHONE 6119, <해상주달타령>은 NIPPONOPHONE 

6120으로 발매되었다. 원래 한 곡이 연속되는 경우는 상, 하로 분류하였는데, 위 악곡은 

서로 다른 곡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곡으로 인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현행 <배따라기>는 독립적으로 불리던 2개의 악곡을 합쳐서 새롭게 구성한 악곡이다.

지화�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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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따라기>의 박자구조는 세마치장단을 기본으로 하지만, 곡의 중간에

불규칙 장단도 나타난다. 이에 불규칙 장단이 나타나는 부분과 세마치장단

으로 구성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불규칙장단

1) 3소박 2+2박자 유형

<해상주달타령>, <배따라기(최순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라

기(오복녀)>는 3소박 2+2박자 유형이 나타난다. <해상주달타령> 1절 1악

구의 ‘돛대부러져/삼등나고’는 5.4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에,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배따라기

(최순경)>과 <배따라기(장학선)> 3절 2악구의 ‘해도중에/당도허니’는 4.4

음절 2음보의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음보가 2대박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2박자로 구성된다. <배따라기(오복녀)> 1절 3악구 ‘오늘날/수로창

파’ 역시 3소박 2+2박자로 구성한다. 특히 네 곡 여느박이 2분할 되는 리듬

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 3소박 2+3박자 유형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단은 다음과 같다.

<해상주달타령>
1-1 돛 대 부러 져 삼 등 나 고

최순경/ 장학선
3-2 해 도 중 에 당 도 허 니

오복녀 
1-3 오 늘 날 수 로 창 파

[악보 3-135] <배따라기> 3소박 2+2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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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곡 모두에서 3소박 2+3박자 유형이 나타난다. <평양주달타령> 1절

2악구 ‘망자는/뱃사공’은 3.3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2대박, 제 2

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하다. <해상주달타령>

2절 1악구 ‘검은머리/흐물흐물하고’ 역시 4.6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

가 2대박, 제 2음보가 3대박에 사설이 붙어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하다.

<배따라기(최순경)>과 <배따라기(장학선)> 1절 4악구 ‘금월금일/당도하

니’는 4.4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는 2대박, 제 2음보는 3대박에 사설

이 붙는 2+3박자 유형이다. <배따라기(오복녀)> 1절 4악구 ‘운무는/자욱하

야’의 3.4음절 2음보 사설은 각 1음보씩이 2대박, 3대박에 사설이 붙는 3소

박 2+3박자이다. 3소박 2+3박자 유형 역시 <배따라기(오복녀)>를 제외하

고는 모두 헤미올라 리듬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3소박 2+3박자, 3소박 2+2박자의 불규칙 장단은 주로 매 절(節)

의 시작부분에서 나타난다.

(나)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은 여느리듬형을 갖추지 못하는 장단으로 세마치장단 두

개 내지 네 개가 모여 여느 리듬형을 이루는 小장단이다.229)

229) 세마치장단은 소장단으로, 세마치 한 장단은 소리듬형밖에 이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진육자백이> 중 “상사가/났네-/---//상-사/가--/났-네/”는 ‘상사가났네’는 2음보 사

설로, 제 1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 ‘상사가났네’의 제 2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에 배치된

다. 이때 세마치 한 장단은 소리듬형 밖에 이루지 못하고, 두 장단에 걸쳐 여느리듬형을 

이루니 이 때 세마치장단 2개가 모여 하나의 여느장단을 이룬다고 봐야한다.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서울: 한국국

<평양주달타령>
1-2 망 자 는 뱃 사 공

<해상주달타령>
2-1 검 은 머 리 흐 물 흐 물 하 고

최순경 / 장학선
1-4 금 월 금 일 당 도 하 니

오복녀 
1-4 운 무 는 자 욱 하 야

[악보 3-136] <배따라기>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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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따라기>는 세마치장단 두 개 내지 세 개가 모여 이루는 여느장단과

세마치장단 다섯 개가 모여 이루는 대박장단, 세마치장단 일곱 개가 모여

이루는 대대박 장단으로 구분된다.

위 악보는 <배따라기>의 내드름 장단으로, 세마치장단 두 개가 모여

하나의 여느장단을 이룬다. <평양주달타령>, <배따라기(최순경)>, <배따

라기(오복녀)> 내드름 장단 ‘윤하/윤색은’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세

마치 한 장단, 제 2음보가 세 마치 한 장단에 배치되는데, 이때 세마치 한

장단은 소리듬형밖에 이루지 못하고 두 장단에 걸쳐 여느리듬형을 이루니

세 마치 두 장단이 하나의 여느장단을 구성한다. <해상주달타령>은 ‘연파/

만리’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 제 2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에 배치되며, 세마치 두 장단이 여느장단을 구성한다.

위 악보는 <배따라기(최순경)>과 <배따라기(오복녀)>의 후렴부분으

로 세마치장단 다섯 개가 모여 하나의 대박장단을 이룬다. 두 창자 모두

‘(이)에/지화자/좋다’의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 제 2음보

가 세 마치 두 장단, 제 3음보가 세마치 두 장단에 사설이 붙는다. 이때

악학회, 1995), 75쪽 참조.

<평양주달타령>
도입 윤 하 윤 색 은

<해상주달타령>
도입 연 파 만 리

최순경/장학선 <배따라기>
도입 윤 하 윤 색 은

오복녀 <배따라기>
도입 윤 하 윤 색 은

[악보 3-137] <배따라기> 세마치장단 두 개 

최순경/장학선/오복녀 <배따라기>
후렴 이 에 지 화

자 좋
다

[악보 3-138] <배따라기> 세마치장단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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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지화자/좋다’의 3음보가 장단주기로, 세마치 다섯 장단이 모여 대박

장단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위 악보는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의 후렴부분으로 3소박

세마치장단 일곱 개가 모여 하나의 대대박장단을 이룬다. 두 악곡 모두 ‘이

에/지화자/좋다’의 3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 제 2음보가

세 마치 네 장단, 제 3음보가 세마치 두 장단에 사설이 붙는다. 이때 ‘이에/

지화자/좋다’의 3음보가 장단주기로, 세마치 일곱 장단이 모여 대대박장단

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요컨대, <배따라기>의 박자구조는 3소박 세마치장단을 기본으로 하지

만 각 절의 시작부분에서 3소박 2+2박자와 3소박 2+3박자 유형으로 구성

되고, 이 부분에서는 헤미올라 리듬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3소박

세마치장단은 단독으로 여느리듬형을 이루지 못하는 小장단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모여 장단주기를 이루는데, 대부분 세마치장단 두 개가 모여

여느장단을 구성하지만, 후렴구 부분에서는 박의 층위가 상승하여, 세마치

장단 다섯 개가 모여 대박장단을 구성하거나 세마치 일곱 개가 모여 대대

박 장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3-49]와 같다.

(3) 선율구조

<평양주달타령>, <해상주달타령>
후렴 이 에 지 화

자
좋

다

[악보 3-139] <배따라기> 세마치장단 일곱 개

불규칙 장단 세마치장단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

절 두 개
후렴구 다섯 개~일곱 개

[표 3-49] <배따라기>의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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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따라기>는 공통된 후렴구에 의해 절이 구분되는 유절형식의 악곡

으로, 도입-후렴-절로 구성되는데, 후렴구와 절은 유사한 선율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에 도입, 후렴, 절의 3부분으로 나누어 선율진행을 살펴보겠

다.

[악보 3-140]은 <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해상주달타

령>이 re-mi를 거쳐 la음으로 시작하는 점만 제외하면 도입부분의 선율형

은 모두 동일하다. 다섯 곡 모두 re-mi-sol-la-do'의 음계로 구성되고,

re-la-do'가 주요선율골격을 이루고 있어, 수심가토리에 해당한다. 도입부

분의 선율은 다섯 곡 모두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여

re-mi-re로 종지한다.

[악보 3-140] <배따라기> 도입부분

[악보 3-141] <배따라기>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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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41]은 각 창자별 <배따라기>의 1절을 제시한 것이다. <평양

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은 do'음으로 시작해서 동음반복 후 la음을

거쳐 la-mi-re로 하행 진행 후 re음으로 종지하고, <배따라기(최순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라기(오복녀)>는 la음으로 시작해서 동음반복

후 la-mi-re로 하행하고, 다시 la로 상행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는 선

율진행을 여러번 반복 후 마지막에는 la-mi-re로 하행하여 re-mi-re로 종

지한다.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은 각 절을 보통 do'음에서 질

러서 시작하는데 반해 <배따라기(최순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라

기(오복녀)>는 이보다 단 3도 낮은 la음으로 시작하고, 두 곡에 비해 장식

음이 많이 첨가되었다.

[악보 3-142]는 다섯 곡의 후렴구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다섯 곡 모두

(la-)do'음으로 시작 후 la음으로 진행하여 장식음을 넣어 선율을 진행 후

마지막에는 la-mi-re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한다. 다만 <평양주달타

[악보 3-142] <배따라기> 후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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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해상주달타령>은 세 창자에 비해 ‘이에에헤/지화자좋다’의 한 악

구가 더 추가되었다. 즉 <배따라기(최순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

라기(오복녀)>의 후렴구는 1악구로 구성하는데 반해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은 선율을 추가하여 2악구로 구성한다. 또한 <평양주달타

령>과 <해상주달타령>은 악곡의 속도가 동일한데 반해 <배따라기(최순

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라기(오복녀)>는 후렴구에서 갑자기 박

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듯 <배따라기>의 선율구조는 도입선율과 후렴구선율, 각 절로 구

성된다. 도입부분의 선율은 다섯 곡 모두 동일하고, 후렴구 선율은 다섯 곡

모두 유사하지만 세 창자가 1악구로 후렴구를 구성하는데 반해 <평양주달

타령>과 <해상주달타령>는 1악구 선율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2악구로 길

게 부른다. 각 절의 시작은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은 높은 음

에서 질러서 시작하는데 반해 <배따라기(최순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라기(오복녀)>는 평으로 시작하고 장식음이 첨가되었다. 즉 현재로

전승되면서 후렴구의 선율을 짧아지고, 각 절의 시작선율은 질러내는 형에

서 평으로 내는 형으로 음역대가 낮아졌으며 선율이 더욱 화려해졌음을

알 수 있다.

(4) 악곡구조

<배따라기>는 ‘에 지화자 좋다’의 공통된 후렴구를 기준으로 절이 구분

되는 불균등한 유절형식의 악곡이다. 다섯 곡 모두 도입부분(‘윤하윤색이/

다지나가고’)을 노래한 후 후렴과 절을 반복한다. <평양주달타령>은 ‘도입

부분-후렴-1절-후렴-2절-후렴’으로 구성되고, <해상주달타령>은 ‘도입부

분-1절-후렴-2절-후렴’, <배따라기(최순경)>과 <배따라기(장학선)>은 ‘도

입부분-후렴-1절-후렴-2절-후렴-3절-후렴-4절-후렴’, <배따라기(오복녀)

>는 ‘도입부분-후렴-1절-후렴-2절-후렴-3절-후렴’으로 구성된다. 도입부

분은 다섯 곡 모두 1악구로 구성하고, 후렴구는 <평양주달타령>과 <해상

주달타령>은 2악구, <배따라기(최순경)>, <배따라기(장학선)>, <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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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복녀)>는 1악구로 구성한다. 각 절은 2개 내지 8개의 악구로 구분되

는데, <평양주달타령>이 2-3악구로 짧게 구성하는데 반해 현행으로 오면

서 8악구까지 확대된다. 즉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은 후렴구

를 길게 구성하고, 절을 짧게 구성하는데 반해,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후렴

구는 짧아지고 절의 길이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다섯 창자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표 3-50]과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배따라기>는 후렴구에 의해 절이 구분되는 유절형

식의 악곡으로, 앞서 살펴본 수심가계통의 악곡들과는 음악 구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수심가계통의 악곡들이 주로 다양한 박자유형을 가지고 있

고, 엮음부분과 수심가부분으로 악곡의 구조가 이루어진 점에 반해 <배따

라기>는 세마치장단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박자구조를 가지고 있고, 악곡

의 구조에 있어서도 도입부분, 후렴구, 절로 악곡이 구성되고 후렴구와 절

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배따라기>는 20세기 초반에는 서도식과 서울식의 두 가지 버전

의 사설로 불렸고, 악곡의 형태도 현행<배따라기>의 전반부는 <평양주달

타령>, 후반부는 <해상주달타령>으로, 각각 별개의 악곡으로 나늬어 불렸

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두 가지 버전의 사설 중 서도식 사설로 정착되

었고, 악곡의 형태도 <평양주달타령>과 <해상주달타령>이 합하여 한 곡

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초반에 높은 음역대에서 질러내는 선율

평양주달타령 해상주달타령 최순경 장학선 오복녀
도입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후렴 2악구 가 1악구 1악구 1악구
1절 2악구 4악구 4악구 4악구 4악구
후렴 2악구 2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2절 3악구 4악구 2악구 2악구 6악구
후렴 1악구 2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3절 6악구 6악구 8악구
후렴 1악구 1악구 1악구
4절 7악구 7악구
후렴 1악구 1악구

[표 3-50] <배따라기>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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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많이 사용했으나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평으로 내는 형의 선율이 많

이 사용되고 장식음이 첨가되었다.

나. <자진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는 <배따라기> 다음에 부르는 짝 노래230)로 만선의 기

쁨을 노래한 서도잡가이다. <자진배따라기>는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

설로, 근대 극장공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따라기>의 짝 노래로 새롭

게 만들어진 악곡으로 그 근원을 민요 <봉죽타령>으로 보는 견해231)가 있

다. <봉죽타령>은 황해도 민요로, 1940년 민칠성이 취입한 음원에는 <여

민락>으로도 표기232)되어있는데, 첫 사설이 ‘뱃주인네 아주머니’로 시작하

며, 이는 현행 오복녀 <자진배따라기>의 5절 가사와 시작부분이233)유사하

다. 즉 <자진배따라기>는 전체적인 사설내용으로 보아 민요<봉죽타령>과

유사한 점이 나타나지만, 선율진행에 있어서는 <봉죽타령>과는 다른 부분

도 많이 발견된다..

한편, 지금까지 <자진배따라기>가 연행된 시기를 1920년대 이후로 보

고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가 1920년대 이후 부터 짝을 이뤄 불렸

다234)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12년도에 이미 <빈빈주달타령(頻頻舟達托

230) 짝 노래란 <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 <육자백이>-<자진육자백이>처럼 두 곡이 짝

을 지어서 연행하는 곡을 말한다. 19세기～20세기에 불리던 <짝타령>이란 악곡이 있는

데, 이는 두 명의 인물을 말의 양 쪽에 한 짝씩 짓고 거기에 한 사람을 웃짐치고 한 사

람을 말 몰리게 하여 총 4명의 등장인물을 모아 한 묶음을 만드는 노래로 본고에서 지칭

하는 짝노래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성기련, “짝타령의 가창방식과 전승양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52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12), 83쪽.

231) <자진배따라기>는 <봉죽타령>을 잡가화하여 부르는 노래로 <봉죽타령>은 만선의 표

시로 봉죽을 매단 채 귀향할 대 항구에서 불렸던 흥겨운 민요였다. 그런데 이를 <자진배

따라기>라고 해서 근대의 극장공연에서 잡가 <배따라기>의 짝 노래로서 활용하였다. 김

종진, “배따라기의 존재양상과 문학, 교육적 의의”, 우리문학연구 제28집(서울: 우리문

학회, 2009).

232) columbia c2030 (A)

233) 오복녀 <자진배따라기>의 사설은 오복녀, 서도소리(서울: 광진문화사, 1978), 71쪽 

사설을 참조함.

234)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가 노래판에서 공존하기 시작하던 시기는 1920년대 후

반이므로 두 노래가 짝을 이뤄 함께 불리기 시작한 시기 또한 1920년대 이후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진배따라기>가 언제부터 불렸는지 정확한 시기를 확언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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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과 <선인유가(船人遊歌)>라는 제목으로 <자진배따라기>의 음원이

녹음되었기 때문에 <자진배따라기>의 연행시기를 1920년대가 아닌 1910

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13년 녹음된 <빈빈주달타령>은 음원의 일련번호가 <평양주달타령>,

<해상주달타령> 다음으로 붙어있고,235) 곡의 첫 구절에 ‘망하는배/망했구

나/달덨네/돈실러가자’의 연결구가 첨가되어있다. 이는 1910년대에 이미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가 짝 노래로 같이 연행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음반은 이정화․문영수가 연주한 음반으로, 1910년대 평양 날

탕패에 의해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가 짝 노래로 같이 불리기 시

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자진배따라기>는 1920년대 후반이 아닌

1910년대 초반에 이미 서울의 극장에서 <배따라기>의 짝 노래로 연행되

었으며, 이는 평양 날탕패에 의해서 불렸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진배따라기>의 최초의 음원은 1913년 녹음

된 <빈빈주달타령>이고, 1920년대에는 표연월과 백모란․길진홍에 의해

녹음되었고, 1930년대 한경심․김칠성, 정금도, 이진봉 등 다양한 명창들에

의해 녹음되었고, 해방이후에는 이은관, 김정연, 오복녀 등에 의해 녹음되

었다. 그러나 1920년대 녹음된 음원은 현재 전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잡

가집에는 1928년 발행된 가곡보감과 1929년 발행된 조선속곡집, 1931
년 발행된 정선조선자요집에서 사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잡가집과 음원을 중심으로 사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1910년대

음원인 <빈빈주달타령(이정화․문영수)>, 1930년대 음원인 <자진배따라

기(이진봉․김옥엽)>과 <자진배따라기(정금도)>, 1970년대 오복녀에 의해

녹음된 <자진배따라기(오복녀)> 음원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사설구조

으나 <배따라기>의 흥행에 힘입어 20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노래일 가능성이 크다. 박

지애, “매체에 다른 <배따라기>의 변모양상과 특징, 한국민요학 제24집(서울: 한국민

요학회, 2008), 120쪽. 

235) 세 곡 모두 1913년에 녹음된 악곡으로, <평양주달타령>, <해상주달타령>, <빈빈주달

타령>의 음반레이블이 NIPPONOPHONE 6119, 6120, 6121로 일련번호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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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발행된 잡가집인 가곡보감의 사설과 <빈빈주달타령(이정화․
문영수)>, <자진배따라기(이진봉․김옥엽)>, <자진배따라기(정금도)>,

<자진배따라기(오복녀)>의 사설을 비교하겠다. 다만 <자진배따라기(이진

봉․김옥엽)>, <자진배따라기(정금도)>, <자진배따라기(오복녀)>는 사설

의 길이만 다를 뿐 전체적인 사설은 유사하므로, 표에는 가장 긴 사설을

수록한 <자진배따라기(오복녀)>의 사설만 제시하겠다.

부
분

가곡보감 빈빈주달타령(1913) 오복녀(현행)

도입
              
              망한는배 망했
구나 달떳네 돈실러가자

여보시오 동무님네 금년신수 
불행하야 망한배는 망했거니
와

1절
+

후렴

봉쥭을 바닷단다 봉쥭을 바덧
단다 오만칠쳔냥 보봉쥭 바닷
단다 지화자좃타 이에어그야
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에헤
에 어그야 더그야 지화자자좃
타

봉죽을받은배 떠들어옵니다 
지화자자좋다 이에어그야더그
야 지화자자좋다
봉죽을 받았단다 봉죽을 받았
단다 오만칠천냥을 대봉죽을
받았단다 지화자자좋다 이에
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좋다

2절
+

후렴

돈실너가잔다 돈실너가잔다 
영평바다에 돈실너가자누나 
지화자좃타 이에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에헤에 어그
야 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연평바다로 돈실러라자 지화
자좃타 이에어기여이여라 지
화자조타

3절
+

후렴

얼마나실엇나 얼마나실었나 
오만칠쳔냥 눅갑졀 실엇단다 
지화자좃타 이에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에헤에 어그
야 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얼마나실었슴나 얼마나실었음
나 오만칠천냥 여덟갑접실엇
다 지화자좃타 이에어기여이
여라 지화자조타

얼마나실었음나 얼마나실었음
나 오만칠천냥 여섯갑절 실었
다누나 지화자자좋다 이에어
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좋다

4절
+

후렴

돈은만텬지 적던지간에 �한
편 니물이쳐철 넘누나 지화자
좃타 이에어그야더그야 지화
자자좃타 이에헤에 어그야 더
그야 지화자자좃타

지구나돌려라 지구돌아온다 
소당공이을 지구만돌려라 지
화자좃타 이에어기여이여라 
지화자조타

5절
+

�주인집 아주머니 치마폭 벌
니소돈 드러감니다 지화자좃

얼마나실었는지 얼마나 실었
는지 소당공이가 처절철철친

[표 3-51] <자진배따라기>의 사설구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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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배따라기>는 ‘여보시오 동무님네～’로 시작해서 ‘지화자 좃타’의

후렴구를 노래한 다음 각 절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의 악곡이다. 각 창자별

로 다양한 절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가곡보감은 총 9절의 사설로 구성되며 각 절의 마지막에 ‘지화자좃

타’의 후렴구로 종지한다. <빈빈주달타령>은 ‘망하는배 망했거니와’의 도

후렴
타 이에어그야더그야 지화자
자좃타 이에헤에 어그야 더그
야 지화자자좃타

다 지화자좃타 이에어기여이
여라 지화자조타

6절
+

후렴

�주인집 아주마니 돈담아 나
를�기 왼편궁둥이 자귀바람 
니럿단다 지화자좃타 이에어
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
에헤에 어그야 더그야 지화자
자좃타

월명사창 달밝은밤에 안팎밀
물이 지즉근했다 지화자좃타 
이에어기여이여라 지화자조타

7절
+

후렴

�주인집 아주머니 인심이조
화셔 금가락지파라셔 술바다
오누나 지화자좃타 이에어그
야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에
헤에 어그야 더그야 지화자자
좃타

강화월곳이 하어렵다하니 밀
물을받아서 지구만돈다 지화
자좃타 이에어기여이여라 지
화자조타

뱃주인집 아주머니 인심이좋
아 비녀가락지 다팔아가지고 
술많이 받아온다누나 지화자
자좋다 이에어그야더그야 지
화자자좋다

8절
+

후렴

십니박게셔 북소리나더니 동
표루션창으로 �디리�누나 
지화자좃타 이에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에헤에 어그
야 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십리밖에서 북소리둥둥나더니 
선창머리에 배띄어나섰다누나 
지화자자좋다 이에어그야더그
야 지화자자좋다

9절
+

후렴

쳥남쳥북에 널닌�물며 수상
수하에 오루내리는�물은 �
주인집으로 다실어디러라 지
화자좃타 이에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이에헤에 어그
야 더그야 지화자자좃타

청남청북에 드나드는재물 수
상수하에 와�가�하는 재물 
죽음긔회상 샤로다실어온다 
지화자좃타 이에어기여이여라 
지화자조타

청남청북을 오고가는돈과 수
상수하로 넘나드는 재물은 모
두다 이댁 가중으로 몽떵쓸어 
드리라누나 지화자자좋다 이
에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좋다

노
젓
는
소
리

어야디야 아아 어그야디야 아
아
어그야디야 에야에야 야 돛달
아라 에야 어그야디야 에야 
청남청북에 아아 오가는재물 
아아 어그야디야 에야 간다간
다 아아 배떠나간다 아아 어
그냐디야 아 에야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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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분을 노래한 후 1～7절 가사를 노래하였고, 1930년대 <자진배따라기

(이진봉․김옥엽)>, <자진배따라기(정금도)>는 두 곡 모두 ‘망한배는 망했

거니와’의 도입부분을 노래한 후 1～4절의 사설을 노래하였고, 현행 <자진

배따라기(오복녀)>는 ‘금년신수～망했거니와’의 도입부분을 노래한 후 총

5절의 사설을 노래하고 노젓는 소리를 하고 마친다. 이렇듯 <자진배따라

기>는 도입부분, 절, 후렴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현행으로 전승되면

서 후렴구 뒤에 노젓는 소리가 첨가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52]

와 같다.

(2) 박자구조

<자진배따라기>의 박자구조도 <배따라기>와 같이 세마치장단을 기본

으로 하지만, 곡의 중간에 불규칙 장단도 나타난다. 이에 불규칙 장단이 나

타나는 부분과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불규칙장단

1) 3소박 2+3박자 유형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진배따라기>는 도입부분-절-후렴구-노젓는 소

리의 4부분으로 나뉜다.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은 “망한배는/망했거

니와”의 사설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네 곡 모두 3소박 5박자 여느장단으로

2박과 3박으로 불균등한 유형으로 구성된다.

창자 도입부분 절+후렴구 노젓는 소리
가곡보감 X 9절 X

이정화․문영수 ○ 7절 X
이진봉․김옥엽 ○ 4절 X

정금도 ○ 4절 X
오복녀 ○ 5절 ○

[표 3-52] <자진배따라기>의 사설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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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주달타령>, <배따라기(이진봉․김옥엽)>, <배따라기(정금도)>,

<배따라기(오복녀)>의 도입부분은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를 사

설의 내용상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다섯 곡 모두 ‘망한배는/망했거니와’의

사설로 시작한다. 선창부분은 4.5음절의 2음보 사설로, 제 1음보가 3소박 2

박자, 제 2음보가 3소박 3박자에 사설이 붙어, 3소박 2+3박자를 구성한다.

이는 도입부분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박자유형이다.

(나) 세마치장단

<자진배따라기>는 도입부분은 제외하고는 모두 세마치장단을 중심으

로 규칙적힌 박자구조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마치장단은 2개

이상이 모여 장단의 주기를 구성하는 소장단으로,236) <자진배따라기>의

후렴구와 절(節) 부분에서 세마치장단의 집합이 다르게 나타난다.

[악보 3-144]는 세마치장단 두 개가 모여 하나의 여느장단을 이루는 부

분이다. <빈빈주달타령> 2절 2악구 ‘안팎/밀물이’의 제 1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 제 2음보가 세마치 한 장단에 배치되는데, 이때 세마치 한 장단은 소

리듬형밖에 이루지 못하고 두 장단에 걸쳐 여느리듬형을 이루니 세 마치

두 장단이 하나의 여느장단을 구성한다. <자진배따라기(이진봉․김옥엽)>

236) 김인숙, “배뱅이굿 음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5쪽.

<빈빈주달타령>
2절 안 팎 밀 물 이

<이진봉․김옥엽>
4절 만 고 은 행 딱 지 를

<오복녀>
2절 봉 죽 을 받 았 단 다

[악보 3-144] <자진배따라기> 세마치장단 두 개 

빈빈주달/이진봉․김옥엽/정금도/오복녀
도입 망 한 배 는 망 했 거 니 와

[악보 3-143] <자진배따라기> 3소박 2+3박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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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구와 <자진배따라기(오복녀)> 2악구 역시 2음보 사설이 세마치 두 장

단에 걸쳐 배치되고, 세마치 두 장단이 여느장단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악보 3-145]는 각 창자별 후렴구 부분으로, 세 창자 모두 ‘지화자/좋다’

의 2음보 사설을 부른 부분이다. 세 창자 모두 제 1음보 중 ‘지화’가 세마치

한 장단, 제 1음보 중 ‘자’의 1음절이 세 마치 한 장단, 제 2음보 중 ‘좋다’

의 ‘좋’가 세마치 한 장단, ‘다’가 세마치 한 장단에 배치된다. 이때 ‘지화자/

좋다’의 2음보가 장단주기로, 세마치 네 장단이 모여 대박장단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요컨대, <자진배따라기>의 박자구조는 도입부분에서 3소박 2+3박자가

등장하는 것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세마치장단을 중심으로 한다. 세마치

장단은 小장단으로 세마치장단 몇 개가 모여 하나의 장단주기를 구성한다.

대부분은 세마치장단 두 개가 모여 여느장단을 구성하지만, 후렴구에서는

박의 층위가 층위가 상승하여, 세마치장단 네 개가 모여 대박장단을 구성

하기도 한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3-53]과 다음과 같다.

<빈빈주달타령>
후렴 지 화 자

좋 다
<이진봉․김옥엽>

후렴 지 화 자
좋 다
<오복녀>

후렴 지 화 자 자 자
좋 다

[악보 3-145] <자진배따라기> 세마치장단 네 개

불규칙 장단 세마치장단

3소박 2+3박자 절 두 개
후렴구 네 개

[표 3-53] <자진배따라기>의 박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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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구조

도입부분, 후렴구, 절, 노젓는 소리의 4부분으로 나누어 <자진배따라

기>의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146]은 각 창자별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과 <평양주달타

령>의 도입부분을 비교한 것이다. <평양주달타령>는 <배따라기>의 원형

으로, 도입부분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하행하여 re음으로

종지한다. 그런데 <빈빈주달타령(이정화․문영수)>과 <자진배따라기(이

진봉․김옥엽)>, <자진배따라기(정금도)>, <자진배따라기(오복녀)>의 도

입부분 역시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마지막에 la-mi-re로 하행하여 re음

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평양주달타령> 도입부분의 선율진행이 유사

하다. 다만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이 <평양주달타령>에 비해 앞에

두 장단(“금년신수～ 망했거니와)가 첨가되었고, 박의 빠르기가 ♩.=100에

서 ♩.=130으로 30정도 빨라졌다. 즉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은 <배따

라기>의 도입부분 선율을 차용하여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146] <자진배따라기> 도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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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후렴구의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147]은 <평양주달타령>의 후렴구와 각 창자별 <자진배따라

기>의 후렴구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평양주달타령>의 후렴구의 선율진

행은 <자진배따라기>의 후렴구의 선율진행과 동일하다. 5곡 모두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지화’에서 la에서 re음으로 하행하고, 다시 la음을 상행

후 악구의 마지막은 la-mi-re로 종지한다. 다만 박의 빠르기가 ♩.=100에

서 ♩.=130으로 30정도 빨라졌다. 즉 <자진배따라기>의 후렴구는 <배따라

기>의 후렴구를 차용하여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창자별 1절의 시작 부분을 중심으로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147] <자진배따라기> 후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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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48]은 각 창자별 <자진배따라기>의 1절의 시작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빈빈주달타령>과 <자진배따라기(이진봉․김옥엽)>은 mi음을 중

심으로 4마디 선율진행 후 한 옥타브 위로 상행하여 mi'음을 중심으로 선

율을 진행하고, <자진배따라기(정금도)>, <자진배따라기(오복녀)>는 처음

부터 mi'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이렇듯 <자진배따라기>는 옥타

브의 차이만 있을 뿐 매 절의 시작을 mi음이나 혹은 mi'음을 중심으로 선

율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자진배따라기(오복녀)> 노젓는 소리의 선율진행을 살펴보

겠다.

[악보 3-149]는 <자진배따라기(오복녀)> 노젓는 소리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노젓는 소리는 <자진배따라기(오복녀)>에만 있는 부분으로, la음

[악보 3-148] <자진배따라기> 1절 시작부분 

[악보 3-149] <자진배따라기> 노젓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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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 후 la, do'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위 선율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이다.

요컨대, <자진배따라기>의 선율구조는 도입부분, 후렴구, 절, 노젓는

소리의 4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노젓는 소리는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추

가된 부분으로 원래는 도입-후렴-절의 구조로 구성된다. <자진배따라기>

의 도입과 후렴구의 선율은 앞서 살펴본 <배따라기>의 도입과 후렴구의

선율과 유사하고 다만 곡의 템포만 빠르게 변화하였다. 매 절(節)은 유사

한 선율이 반복되는 구조이고, 노젓는 소리 또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하나의 선율형이 계속 반복된다. 즉 <자진배따라기>는 <배따라기>의 도

입부분과 후렴구 선율형을 차용하여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켜 만든

악곡임을 알 수 있다.

(4) 악곡구조

<자진배따라기>는 공통된 후렴구를 기준으로 절이 구분되는 유절형식

의 악곡이다. 네 곡 모두 “망한배는/망했거니와/잘된배/돈실러가자”를 도

입부분을 노래한 후 절과 후렴구를 노래한다. <빈빈주달타령>은 도입, 7

절, 후렴으로 구성되고, <자진배따라기(이진봉․김옥엽)>과 <자진배따라

기(정금도)>는 도입, 4절, 후렴으로 구성되고, <자진배따라기(오복녀)>는

도입, 5절, 후렴, 노젓는 소리로 구성된다.

각 부분을 구성하는 악구수를 살펴보면, 도입부분은 네 곡 모두 1악구

로 구성하고, 절 부분은 1-2악구, 후렴구 부분은 1악구로 구성된다. <자진

배따라기>는 <배따라기>와 같이 [도입-절-후렴]의 구조로 불렸으나 현행

으로 전승되면서 노젓는 소리가 추가되어 [도입-절-후렴-노젓는 소리]의

구조로 불렸다. 그리고 각 부분을 구성하는 악구수는 <배따라기>에 축소

된 형태를 보인다. 이상 네 곡의 악곡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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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자진배따라기>는 후렴구에 의해 절이 구분되는 유

절형식의 악곡으로, [도입-절-후렴]의 구조로, 앞서 살펴본 <배따라기>의

구조와 유사하다. 박자구조도 <배따라기>와 같이 도입부분을 제외하고는

세마치장단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구성되고, 선율구조에 있어서도 <배따

라기>의 도입 선율과 후렴구 선율이 유사하게 반복된다. 다만 <배따라

기>에 비해 곡의 템포가 30정도 빨라졌다.

요컨대, <자진배따라기>는 민요<봉죽타령>의 사설과 유사하지만 음악

적 특징에 있어서는 <배따라기>의 박자구조, 선율구조, 악곡구조와 유사

한 특징을 보이는 악곡이다. 즉 <자진배따라기>는 음악적 특징에 있어서

는 <배따라기>의 선율을 차용하여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켜 만든 악

곡이다.

다. <영변가>

<영변가>는 약산동대(藥山東臺)의 유명한 진달래가 만발한 경치를 노

        창자
 부분

빈빈주달타령 이진봉․김옥엽 정금도 오복녀

도입 1악구 1악구 2악구 1악구
1절 1악구 2악구 1악구 1악구
후렴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2절 1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후렴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3절 2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후렴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4절 2악구 2악구 2악구 2악구
후렴 1악구 1악구 1악구 1악구
5절 2악구 1악구
후렴 1악구
6절 2악구
후렴 1악구
7절 2악구
후렴

노젓는소리 3악구

[표 3-54] <자진배따라기>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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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 것으로 1900년대 초기부터 불린 서도잡가237)이다. 1915년 발행된 정
정증보신구잡가에 처음 수록된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Ⅱ)에 이르기

까지 총 17권의 잡가집에 실려 있는데, 각 잡가집에 수록된 사설은 길이나

형식에 있어 약간 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가장 처음에 수록된 정정증보신구잡가는 절(節)의 구분은 표시
되어 있지 않지만, 공통된 후렴구 사설238)에 의해 유절형식임을 알 수 있

으며 총 6절의 사설을 수록하였다.

반면에 무쌍신구잡가에는 <가진영변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는
데, 공통된 사설의 후렴구가 없어, 9절의 가사를 수록하고 있어 언뜻 유절

형식의 악곡인지 구분하기 힘들고,239) 10절의 <영변가>를 수록한 증보신
구시행잡가 역시 공통된 후렴구 없이 통절형식의 악곡처럼 수록되어있다.
한편, <영변가>의 음원자료는 1912년 이정화, 심정순, 박춘재에 의해

처음 녹음된 이후 1920년대는 양우석에 의해 녹음되었고, 1930년대에는 여

러 명창들에 의해 30면에 이를 만큼 많은 양의 음반이 발매되었고, 해방이

후에는 장학선, 1970년대에는 오복녀, 김정연에 의해 녹음되었으나, 현재

1920년대 음원은 전승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1912년 이정화, 심정순, 박춘재가 녹음한 음원, 1930년대 이진봉이

취입한 음원240)과 해방이후 장학선의 음원, 1970년대 오복녀의 음원을 대

상으로 <영변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울러 위 음원들과

잡가집 중 가장 긴 사설을 수록한 증보신구시행잡가의 사설을 비교하여
사설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37) 이창배, 한국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313쪽.

238) ‘아라 말녀무나 네가그리 이말아 사에에 인졍의 괄셰를 네그리말아’의 공통된 후

렴구가 매 절의 시작에 배치되어 절을 구분해준다.  ①영변의 약산 동대야 ②오동에 복

판이로다 ③달아달아 ④지척이 남북이로다 ⑤자규아 울지마라 ⑥남산을 바라보니 

239) 잡가집에는 절 구분 없이 통절형식으로 수록되어있으나 내용에 따라 총 9절로 나눌 

수 있다. ①영변의 약산 동대야 ②라라 밋치라 ③달아달아 ④죽장망혜 단표자로 ⑤금

잔디 자르륵 ⑥우리임 계신곳에 ⑦갈까보다 ⑧다려가면 ⑨노자노자

240) 1930년대발매된 <영변가> 음원 중 이진봉은 6번 이상 취입할 만큼 단일창자로서는 

가장 많은 양의 음원을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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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구조

증보신구시행잡가의 사설과 <영변가(이정화․박춘재․심정순)>과

<영변가(이진봉)>, <영변가(장학선)>, <영변가(오복녀)>의 사설을 차례

로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다만 <영변가(이진봉)>과 <영변가(오복녀)>는

사설의 길이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사설로 노래하기 때문에 긴 사설을

수록한 오복녀의 음원을 기준으로 사설을 살펴보겠다.

부
분

증보신구시행잡가 심정순․박춘재․문영수 이진봉(1934) 오복녀(1973)

1

녕변에 약산 동대야 에헤이에
이 네부디평안히 잘있거라 �
도명년양츈은 �졀라 �다시
만�보잔다 남산을 바라보아
라 진달화초난 만발�얏난�
등�고 아�등느려진 �람아 
날달려가거라

아�라말녀무나 네가그리이말
아 사�에에 인졍의괄세를 네
그리말아 녕변에약산은 동�
동�야 네부�편안이 히이에
어히 네잘잇가라 �명년양춘
은 가졀노 �다시보�

노자에노자노자 젊어서노잔다 
나도많아 병이나들며는 못노
리로다 영변의약산의 동대로
가 부디편안히 너잘있거라 나
도명년양춘은 가절이로다 또
다시보자

2

�라라 밋쳐라 날만졸졸 리화
졍속으 러만오나라 에헤이 
네부�평안잘잇거라 �르고십
은마�이야 영평바다에 조긔
미듯�것마난 시부모원당�그
리워�못�르겟구나 

오동에 복판이로다 이에에에 
거문고로다 살가당지루당실 
소리가 저절누난다 �아에이 
�아�아 허공즁텬에 에히에
헤루 두둥실걸닌�아 님의도 
창젼이로오오구나 걸니신�아

오동의 복판이로다 거문고로
구나 둥당실슬기덩 소리라 저
절로난다 달아에달아달아 허
공중천에 둥덩신걸리신달아 
님에나 창천이로구나 빛이신
달아

3

에헤이헤이 달아달아 님의동
창에 빗�신달아 허공즁텬에 
걸이신달아 님의집 창젼에 빗
친달아 에헤이헤이 네부� 평
안니 네잘잇거라

지척이 남북이로다 �라다보
기가 망연이로구나 나삼산은
반락이요 이에에에히 이슈
개겅즁�여 �라못시라 남산
을�라보니 진달화초� 다만
발�엿는데 웃동달고아레 아
렛동팡파짐� �희야 날살녀
라

아서라말려무나 네그리말려무
나 사람의 인정의괄세를 네그
리마라 남산을바라다보니 진
달화초는 다만발하였는데 웃
동짧고아래 아랫똥팡파짐한 
아희들아 날살려주렴

4

쥭장망혜 단표�로 쳔리강산
에 이에이헤 드러�니 폭포도 
됴컨와 여산이 여긔로다 영변
에 동�야 네부�평안니 네잘
잇거라 에헤이헤 명년양츈은 

[표 3-55] <영변가>의 사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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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라

5

금잔듸 �르륵날� �다시 만
나보잔다 갈가부다 에헤이헤 
이너를 �라갈�부� 가�니 
가기난실코 에헤이헤 이아니
가기난 더어려워라

6

우리님 계신곳에 에헤이헤 이
몇천리나 된다나냐 한번가셔 
어��어�시에만 나만 단졍
회를 �야볼가 나난됴���
에헤이헤이 �면십리가 �난
�됴터라 슈아모야 에헤이헤
이 모인곳에 �랑하난곳은 산
곳이라

7

갈가보� 갈가보다 에헤이헤
이 하양에 졍든친구가 �다려
가거라 �려다면은 에헤이헤
이 연분니되겟고 아�려가면
은 상사병난�네 이팔쳥츈에 
놀고�보세

8

무졍광음이 �을위� 지쳬할 
리가 만무로구� 건곤은 불로
월장�이라 인�은 부득항소
년니라 작일쳥츈니 금일�발
이니 후회막급을 �각�고 근
�션심 학문을 �와문명의 지
식을 확츙가게

9

일보이보 삼보라도 말지안으
면 만리가네 졍신일졍니르난
곳에 금셕이라도 가투로� 학
문 지식이부셤 고명�면 만리
젼졍이 무궁일셰 우리도 쳥춘
에랑도를 마러라

10

�슈당년 쾌락일셰 �슈쾌락
은 졔한몸이니 장�쳥츈을 지
도�오 우리�살면 �년��
사라�젼에 허숑을마셰 옥지
�사공유젹이면 명젼쳔츄에 
광명이라 무졍광음이 약유파
난 우리위�야 지쳬안네 ��
누�요난니 난실�요��지�
에 루산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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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에서 볼 수 있듯이 창자들끼를 비슷한 사설구조로 구성된다.

<영변가(오복녀)> 3절의 ‘아서라～네그리마라’의 사설이 <영변가(문영

수․빅춘재․심정순)>은 1절의 앞 부분에 배치되었을 뿐 <영변가(문영

수․박춘재․심정순)>과 <영변가(이진봉)>, <영변가(오복녀)>의 사설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증보신구시행잡가은 총 10절의 사설을 수
록하였는데, 그 중 1절의 사설은 <영변가(문영수․빅춘재․심정순)>, <영

변가(이진봉)>, <영변가(오복녀)>의 1절, 3절에 나눠서 수록되었고, 3절의

사설이 2절 후반에 수록되었고, 나머지 사설은 위 창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다.

한편 증보신구시행잡가에 수록된 <영변가>의 사설은 ‘난실요
지에 루산에올’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는 문장구조 상 끝나지 않은 형

태로, 뒤에 다른 사설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영변가>는

1910년대 당시 10절보다 더 긴 사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당시

유성기음반으로 녹음할 때 이 중 2～3절만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박자구조

<영변가>의 장단은 세마치장단으로 되어있다. <영변가>는 세마치장단

세 개가 모여 이루는 여느장단, 세마치장단 네 개 내지 다섯 개가 한 장단

을 이루는 대박장단, 세마치장단 여섯 개가 모여서 한 장단을 이루는 대대

박장단으로 구성된다.

<영변가>의 9악구 ‘나도/명년’의 2음보 사설은 ‘나도명’의 3음절이 세마

치 한 장단, ‘년’의 1음절이 세마치 두 장단에 배치되는데, 이 때 세마치 세

장단이 모여 하나의 여느장단을 이룬다.

<평안도상하창 영변가>, <영변가(이진봉)>, <영변가(오복녀)>
9 나 도 명 년

[악보 3-150] <영변가> 세마치장단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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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가>의 1악구는 ‘노자/에’의 2음보 사설을 부른 부분이다. 세 창

자 모두 제 1음보의 ‘노자’가 세마치 한 장단, 제 2음보의 ‘에’가 세 마치 세

장단에 배치된다. 이때 ‘노자/에’의 2음보가 장단주기로, 세마치장단 네 개

가 대박장단을 구성한다.

위 악보는 세마치장단 다섯 개가 장단주기를 이루는 부분이다. ‘노자/노

자’의 2음보 사설로, ‘노자노’의 3음절이 세마치 한 장단, ‘자’의 1음절이 세

마치 네장단에 배치되는데, 이 때 ‘노자/노자’의 2음보가 장단주기로 세마

치장단 다섯 개가 모여 대박장단을 이룬다.

<영변가> 3악구 ‘젋어서/노자아’의 2음보 사설은 1음보가 세마치장단

세 개, 2음보가 세마치장단 세 개에 배치되고, 이때 ‘젊어서/노자아’의 2음

보가 장단주기로 세마치장단 여섯 개가 모여 대대박장단을 이룬다.

요컨대, <영변가>도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와 같이 세마치장단

의 규칙적인 박자구조로 이루어진 악곡이다. 다만 세마치장단은 단독으로

여느리듬형을 이루지 못하는 小장단이기 때문에 두 개 내지 여섯 개가 모

<평안도상하창 영변가>, <영변가(이진봉)>, <영변가(오복녀)>
1 노 자 에

[악보 3-151] <영변가> 세마치장단 네 개

<평안도상하창 영변가>, <영변가(이진봉)>, <영변가(오복녀)>
2 노 자 노 자

[악보 3-152] <영변가> 세마치장단 다섯 개

<평안도상하창 영변가>, <영변가(이진봉)>, <영변가(오복녀)>
3 젊 어 서

노
자 아

[악보 3-153] <영변가> 세마치장단 여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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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의 장단주기를 이룬다.

(3) 선율구조

<영변가>는 유절형식의 악곡으로, 각 절은 총 11악구로 구성된다. 이에

악구를 중심으로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다만 <영변가>는 세 창자 모두

동일한 선율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의 음원인 문영수․박춘

재․심정순의 음원을 중심으로 선율 진행을 살펴보겠다.

[악보 3-154]는 <영변가> 1～5악구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영변

가> 제 1악구는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 후 la음을 요성하면서 종지

하는 선율형으로, 별다른 장식음 없이 선율진행이 단조롭다. 제 2악구 역시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제 1악구에 비해 re, sol의 장식음이

추가되었다. 제 3악구 역시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제 1악구

[악보 3-154] <영변가> 1～5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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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do'음과 la-mi-re로 종지하는 선율이 추가되었고, 제 4악구는 re,

sol, re'등 다양한 장식음이 추가되었고, 역시 la-mi-re로 종지하고, 제 5악

구는 la-mi-re로 종지할 뿐 1악구의 선율진행을 다시 반복한다. 이렇듯 제

1～5악구는 제 1악구의 선율을 기본으로, 장식음과 종지형을 바꿔 선율형

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진행한 후 마지막 제 5악구는 다시 제 1악구의 선율

형을 반복하며 종지한다. 그런데 <영변가> 제 5악구의 선율형은 <배따라

기>,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악보 3-155]는 <평양주달타령>, <빈빈주달타령>의 도입부분과 <영변

가> 제 5악구의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평양주달

타령>과 <빈빈주달타령>의 도입부분은 la음을 중심으로 진행 후

la-mi-re로 종지하는 선율형으로, re, la, do'의 3음을 중심으로 단순한 선

율진행을 보인다. 그런데 <영변가> 제 5악구도 이와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인다. 이렇듯 <영변가>의 1-5악구는 <평양주달타령>, <빈빈주달타령>

의 도입부분의 선율형을 중심으로, 장식음을 넣어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제 6악구에서 다른 선율형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악보 3-155] <평양주달타령>,<빈빈주달타령>도입부분과 <영변가>5악구 



- 268 -

[악보 3-156]은 <영변가> 제 1악구와 제 6악구의 선율을 제시한 것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 1-5악구는 la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으

로 진행하는데 반해, 제 6악구는 완전 5도 위의 mi'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이는 제 1악구의 선율을 그대로 완전 5도 위로 이조한 형태이다.

[악보 3-157]에서와 같이 제 7～11악구는 모두 mi'음을 중심으로 선율

을 진행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제 6악구의 선율에 장식음을 넣어 변화

[악보 3-156] <영변가> 1악구, 6악구 선율

[악보 3-157] <영변가> 7～11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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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선율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 11악구의 선율진행은 앞서 살펴

본 제 5악구의 선율진행과 유사하다.

이렇듯 <영변가>는 제 1～5악구, 제 6～11악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제 1～5악구는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고, 제 6～11악구는

mi'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구조로, 이는 제 1～5악구를 완전 5도

위로 이조한 형태이다. 또한 제 5악구와 제 11악구는 <배따라기>의 도입

부분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즉 <영변가>는 <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의 선

율을 차용하여 장식음을 첨가하여 만든 악곡이다.

(4) 악곡구조

현행 <영변가>는 공통된 후렴구가 없으나 <영변가>가 처음 수록된 
정정증보신구잡의 경우는 ‘아서라～말려무나’의 공통된 사설에 후렴구가

있었고, 후렴구에 의해 절이 구분되었다.241) 현재 불리는 <영변가>는 공통

된 후렴구는 없으나, 3절로 구성된 악곡으로, 각 절(節)마다 동일한 선율형

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의 악곡이다.

<영변가(문영수․박춘재․심정순)>과 <영변가(오복녀)>은 3절, <영변

가(이진봉)>은 2절로 구성되는데, <영변가(문영수․박춘재․심정순)>의 1

절이 <영변가(오복녀)>의 3절, <영변가(문영수․박춘재․심정순)>의 3절

이 <영변가(오복녀)>의 1절로 가사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고, <영

변가(이진봉)>은 <영변가(오복녀)>의 3절이 생략된 형태이다. <영변가>

는 각 절이 11악구로 구성되고, 3각 절은 동일하게 불리는 유절형식이다.

이상 세 창자의 악곡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1) 본고 245쪽 각주 266 참조.

문영수 이진봉 오복녀
1절 11악구 11악구 11악구
2절 11악구 11악구 11악구
3절 11악구 X 11악구

[표 3-56] <영변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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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영변가>는 유절형식의 악곡으로, 원래는 각 절마다

동일한 후렴구 사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일한 후렴구 사설은 생략되었다.

하지만 각 절이 동일한 선율로 반복되는 구조로 <배따라기>, <자진배따

라기>와 같이 유절형식의 악곡이다.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되고, <배따라

기>,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의 선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상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배따라기 계통에 해당하는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의 공통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박자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세마치장단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세마치장단 두 개가 모여 여느장단을 구성지만, 네 개 내지 일곱 개가 모

여 대박장단, 대대박장단으로 층위가 상승하기도 하며, 특히 후렴구에서

장단의 층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선율구조를 살펴보면, 세 곡 간에 유사한 선율형이 계속 등장한다. <배

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의 도입부분과 후렴구 선율이 유사하고, 두 악

곡의 도입부분의 선율형이 <영변가> 5악구, 11악구에서 유사하게 반복된

다.

악곡구조를 살펴보면, 비교적 절(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유절형식의

악곡으로, 특히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는 [도입부분-절-후렴]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 다만 <배따라기>에 비해 <자진배따라기>는 곡

의 템포가 빠르게 변화하였고, <영변가>는 장식음이 첨가되어 선율이 화

려하게 구성되었다.

이렇듯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 <영변가>는 앞서 살펴본 수심

가계통과는 다른 악곡들로, <자진배따라기>는 <배따라기>의 선율을 차용

하여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켰고, <영변가>는 <배따라기>의 선율에

장식음을 첨가하여 화려하게 구성하였다.

라. 변작방법

배따라기계통에 속한 악곡들은 <배따라기>를 ‘자진’의 방식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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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자진’이란 원래 느린 곡과 빠른 곡이 짝을 이루는 형식242)으로, 주

로 민요에서는 느린 장단의 악곡을 부른 후 빠른 장단의 악곡을 잇대어 부

른다.243) 그러나 자진형식으로 구성된 타 악곡들과는 다르게 <자진배따라

기>는 <배따라기>와 동일한 세마치장단으로 노래한다. 이에 이번 항에서

는 <배따라기(오복녀)>와 <자진배따라기(오복녀)>를 바탕으로, 배따라기

계통에서 사용된 ‘자진’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 [표 3-57]에서 볼 수 있듯이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 후렴부

분의 음절 수를 살펴보면, <배따라기>는 총 18자로 구성되고, <자진배따

라기>는 총 14자로, 오히려 <배따라기>보다 음절의 수가 짧게 구성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심가계통에 속한 악곡들이 ‘엮음’에서 같은 시간동안

음절 수가 약 2～3배가량 늘어난 점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줄

어든 사설을 어떻게 ‘자진’의 방식으로 노래하였는지, 실제 오복녀가 노래

한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의 악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42)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34쪽.

243) 자진 형식에 속하는 악곡에는 자진육자백이와 자진강강술래 등이 있다. 자진육자백이

는 진양조로 노래하는 긴 육자백이를 자진모리로 빠르게 노래하고, 자진강강술래 역시 

느린 장단으로 부르던 강강술래를 자진모리 장단으로 빠르게 노래하였다.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사설 음절 수 사설 음절 수

황국단풍이 다시돌아오누나 에지화자좋
다 18 이에 어그야더그야 지화자자 좋

다 14

[표 3-57]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 후렴부분의 음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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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158]은 <배따라기(오복녀)>와 <자진배따라기(오복녀)>의

후렴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배따라기(오복녀)>과 <자진배따라기(오복

녀)>의 후렴부분은 두 곡 모두 3소박 27박자(3소박 3박자 9장단)로 구성된

다. 이 중 <배따라기> 후렴부분은 3소박 27박자 안에 음절 수가 총 18자

가 들어가고, <자진배따라기> 후렴부분은 같은 박 수 안에 음절 수가 총

14자로, 오히려 <자진배따라기>의 음절 수가 축소되었다.

두 악곡은 곡의 템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배따라기>는 ♩.를 1분당

55로 연주하기 때문에 후렴구의 연주시간은 약 30초이고, <자진배따라기>

는 ♩.를 1분당 95로 연주하기 때문에 후렴구의 연주시간은 약 17초이다.

즉 <배따라기>는 30초 동안 총 18자의 사설을 노래하고, 자진배따라기는

17초 동안 14자의 사설을 노래한다.

양자 간의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 곡 모두 11자의 사설을 몇 초

동안 부르는지 비교하면, <배따라기>는 11자의 사설을 약 18초 동안 노래

하고, <자진배따라기>는 11자의 사설을 약 13초 동안 노래한다. 즉 <자진

배따라기>는 <배따라기>에 비해 동일한 음절 수를 약 1.4배가량 빠르게

노래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악보 3-158] <배따라기(오복녀)>와 <자진배따라기(오복녀)> 후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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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의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두 악곡

간 선율진행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위 [악보 3-159]는 <배따라기(오복녀)>와 <자진배따라기(오복녀)>의

후렴부분의 구조선율을 비교한 것으로, 3소박 3박자 한 장단에서 가장 긴

시가의 음을 추출하여, 3소박 27박인 두 악곡 모두 9음으로 구조선율을 만

들었다. 그 결과 <배따라기(오복녀)>와 <자진배따라기(오복녀)>는 모두

do'음에서 시작 후 l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한 후 re음으로 종지하는

동일한 선율진행을 보인다. 즉 <엮음수심가>와 <수심가>와 구조선율이

동일한 것과 같이 <자진배따라기>와 <배따라기>의 구조선율도 동일하다.

이렇듯 <자진배따라기>는 <배따라기>의 선율을 ‘자진’의 방식으로 변화

시켜서 만든 악곡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배따라기계통에서 사용된 ‘자진’의 방식은,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켜, 동일한 음절 수를 약 1.4배가량 빠르게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159] <배따라기>와 <자진배따라기>의 후렴부분의 구조선율   

악곡
장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음절 수 당 연주시간

1장 11자 / 18초 11자 / 13초 
비교 동일한 음절 수를 약 1.4배가량 빨리 연주함.

[표 3-58]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의 음절 수 당 연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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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본 장에서는 서도잡가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바, 서도잡가의 악곡들

은 <수심가>계통과 <배따라기>계통으로 나눌 수 있었다. <수심가>계통

에 속한 악곡들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심가>계통에 속하는 악곡들은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첨가하

여 만든 악곡들로, 엮음형, 박자구조 변화형, 형식구조 변화형의 3가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엮음형은 <엮음수심가>, <봉황곡>, <향산록(김정연)>, <제전>, <공

명가>, <전쟁가(김종조)>, <전쟁가(김정연)>, <화용도>가 해당한다. 이는

<수심가> 앞에 긴 사설을 촘촘히 엮어주는 엮음부분을 추가한 유형으로,

[엮음+수심가]의 구조를 가진다. 수심가부분은 3장으로 고정되고, 엮음부

분은 악곡에 따라 짧게는 3장에서 길게는 30장까지 유동적이다. 엮음부분

의 각 장(章)은 엮음선율형과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되는데, 종지선율형은

반복되는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율형으로, 엮음선율형만 달라질 뿐

종지선율형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한다. 박자구조는 3소박을 기본박으로

2+2박자, 2+3박자, 3+3박자, 3+3+3박자, (3+3)+(3+3)박자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데, 각 장(章)의 시작부분은 3소박 2+2박자, 2+3박자 등 여느장단

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장단은 3소박 (3+3)+ (3+3)박자 대박장단으로, 박

의 층위가 상승한다. 선율구조는 대부분 re-mi-sol-la-do'의 5음음계로,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고, la음에서 요성하고, do'에서 퇴성을

하는 수심가토리로 되어있지만, 간혹 곡의 중간에 경토리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엮음부분은 선율d형과 선율e형의 두 가지가 기본 선율형

이고, 수심가부분은 선율a형, 선율b'형, 선율c형의 세 가지 선율형으로 <수

심가> 중 평으로 내는 선율형과 동일하다. 다만 <공명가>, <전쟁가(김종

조, 김정연)>, <화용도>의 경우는 엮음부분에서 선율d형과 선율e형 외에

선율f형, 선율g형, 선율h형, 선율i형 등이 추가되었다. 선율f형, 선율g형, 선

율h형, 선율i형은 선율d형과 선율e형과 종지선율형은 동일하고, 엮음선율

형만 변화된 선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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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구조 변화형은 <초한가>, <악양루가>가 해당한다. 위 악곡들도

역시 [엮음+수심가]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엮음형에 비해 엮음부분의 박자

구조가 복잡해졌다. 엮음형이 3소박 기본박의 장단으로 구성하는데 반해

박자구조 변화형은 혼소박 3+2박자, 3+3박자, 3+2+2박자, 2+3+3박자 등이

추가되었다. 즉 기본박이 3소박과 혼소박의 두 가지로 복잡화 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박자구조 변화형은 엮음형에서 박자구조만 변화시켜서

노래한다는 점이다.

형식구조 변화형은 <향산록(김주호)>, <전쟁가(김주호)>가 해당한다.

위 악곡들도 역시 [엮음+수심가]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엮음형에 비해 엮

음부분과 수심가부분에서 종지선율이 생략되었다. 엮음형은 엮음부분(엮음

선율형+종지선율형), 수심가부분(3장)로 구성되는데 반해 형식구조 변화형

은 엮음부분에서 종지선율형이 생략되고, 수심가부분에서 마지막 3장이 생

략되었다. 즉 <향산록(김주호)>, <전쟁가(김주호)>의 엮음부분은 엮음선

율형으로만 구성되고, 수심가부분은 2장으로 축소되어, 형식구조에서 변화

가 나타난다. 따라서 형식구조 변화형은 엮음형에서 종지 선율을 생략해서

노래한다는 점이다. 또한 형식구조 변화형에 해당하는 악곡들은 모두 김주

호가 부른 악곡들로, 김주호는 박을 축소하여 엮어 부르는 성향이 강했고,

이는 재담독경소리를 즐겨 불렀던 그의 음악적 성향과도 관련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즉 형식구조 변화형은 김주호만의 독특한 창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 수심가계통은 모두 ‘엮음’의 방식으로 변화한 악곡들로, 위 악곡들

에서 사용된 ‘엮음’의 방식은 동일한 시간 동안 노래하는 음절수를 약 2～3

배가량 증가시켜 빠르게 엮어 부르는 것이다.

한편, <배따라기>계통에 속한 악곡들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의 3곡으로, <자진배따라기>와 <영변가>는 <배따라기>를 변화

시켜 만든 악곡이다.

<배따라기>는 [도입+후렴+절]로, [후렴+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

이다. 1910년대에는 도입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개, 후렴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2-3개, 절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3-4개였는데,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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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2개로 축소되고, 절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5-6개로 확대되었다. 박자구조는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가 등장하

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되고, 선율구조는 re-mi-sol

-la-do'의 5음 음계로,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고, la음에서 요성

하고, do'에서 퇴성을 하는 수심가토리로 구성된다.

<자진배따라기>는 [도입+후렴+절]로, [후렴+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였으며,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도입-후렴-절]의 뒷부분에 노젓는 소리

가 추가되었다. 도입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개, 후렴을 구성하는 악구 수

는 1개, 절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2개로, <배따라기>에 비해 후렴과 절

을 구성하는 악구 수가 축소되었다. 박자구조 역시 <배따라기>와 동일하

게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되는데, 다만 <배따라기>가 ♩.=45인데 반해 <자

진배따라기>는 ♩.=95로, 곡의 템포가 빨라졌다. 선율구조 역시 <배따라

기>의 도입부분과 후렴부분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한다. 즉 <자진배따라

기>는 <배따라기>의 도입부분과 후렴부분의 선율형을 차용하여, 곡의 템

포를 빠르게 변화시킨 악곡이다.

<영변가>는 도입, 후렴, 절의 구분 없이 절로만 구성되었는데, 각 절은

총 11악구로 구성되며, 선율에 따라 1-5악구, 6-11악구의 두 부분으로 나

뉜다. 1-5악구는 기본 선율진행이 유사한데, 2악구, 3악구로 진행할수록 장

식음을 첨가하였고, 5악구에서 다시 원래의 선율로 돌아온다. 6-11악구의

선율은 1-5악구의 선율을 완전 5도 위로 이조한 형태로, 1-5악구의 선율진

행방식과 동일하다. 그런데 5악구와 11악구는 <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의

선율과 동일하다. 박자구조는 앞서 살펴본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와 같이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된다. 즉 <영변가>는 <배따라기>의 도입부

분의 선율을 차용하여, 장식음을 첨가하여 변화시킨 악곡이다.

이상 배따라기계통은 ‘자진’의 방식으로 변화한 악곡들로, 위 악곡들에

서 사용된 ‘자진’의 방식은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켜, 동일한 음절수를 약

1.4배가량 빠르게 연주한 것이다.

요컨대 서도잡가는 수심가계통과 배따라기계통으로 나뉘며, 수심가계

통에 속한 악곡들은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설의 음절수를 늘려서 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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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히 엮어주는 ‘엮음’의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배따라기계통에 속한 악곡들

은 동일한 음절 수를 기준으로,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자진”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3-59], [표 3-59],

[표 3-60]와 같다.



- 278 -

엮음선율형 종지선율형 추가 생략

악곡구조
비고 악곡 유형엮음부분 수심가부분

3～30장(유동적) 1장 2장 3장

a b' c 수심가 기본형

d e f e a b' c
엮음수심가, 봉황곡, 제전 향산록(김정연), 
공명가, 화용도,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엮음형

e e e e b b' c
박자
변화

초한가, 악양루가 박자구조 변화형

e- f- e- f- b b' 향산록(김주호) 전쟁가(김주호) 형식구조 변화형

[표 3-59] 수심가계통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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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악곡구조

박자구조 비고도입 후렴 절 후렴 절 후렴 노젓는소리

배따라기 a b c b b 세마치장단 절+후렴=4-5악구 구성

자진배따라기 a b c b c b d 세마치장단 절+후렴=2-3악구 구성

1절 2절 3절

영변가 e a e' a e a e' a e a e' a 세마치장단 절=11악구 구성

[표 3-60] 배따라기계통의 음악적 특징 

a 도입선율 b 후렴구선율 c 절 선율 d 노젓는소리 선율 e, e' <영변가>1-4/5-10악구 선율

엮음과 자진
시가

엮음 자진
긴 엮음 긴 자진

음절 수 11자 28자 11자 11자
연주시간 11초 11초 18초 13초

특징
사설의 음절 수를 늘려서 
리듬을 빠르게 하는 방식

기준박의 템포를 빠르게 하여 
리듬을 빠르게 하는 방식

[표 3-61] 엮음과 자진의 음악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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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서도잡가는 20세기 전반기에 발매된 잡가집 및 유성기 음반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당시 서울에서는 예술성이 높고 인기 있었던 음악이었다.

그러나 판소리가 현재 활발히 전승․연구되는 것에 반해 서도잡가는 연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음원자료를 통해 서도잡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서도잡가의 음악적 특징과 각 악곡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0-1920년대는 서도잡가가 서울무대로 진출하여, 서울지역에서 인기 있게

연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음악유통양상에 변화가 생겼고, 아울러 각 지

역 음악인들의 서울진출이 이어졌으며, 서도의 음악인들 중에서는 평양날탕패가

서울로 진출하였다. 평양날탕패는 문영수, 이정화가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서도

선소리패로, 서도 산타령(입창)을 주요 레퍼토리로 연행하던 집단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서도소리 외에 경기소리와 남도소

리 등 다양한 장르를 연행하였으며, 서도소리 중에서도 서도 산타령보다 오히려

<수심가>, <배따라기>와 같은 서도잡가(좌창)를 주요 레퍼토리로 연행하였다.

1920년대 들어 평양날탕패의 활동은 줄어들었고, 대신 이진봉, 김옥엽, 이영산홍,

최섬홍, 백운선, 손진홍, 표연월 등의 경․서도 예기들과 서도창부 양우석 등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당시 연행된 서도잡가에는 <수심가>, <배따라기>, <엮음수

심가>, <자진배따라기>, <영변가>, <악양루가>, <봉황곡>, <초한가>, <제전>

등이 었는데, 평양날탕패는 이 중에서 <수심가>, <배따라기>, <엮음수심가>,

<자진배따라기>, <영변가>의 5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연행하였다. 이들은 주로

경기명창 박춘재와 함께 원각사, 광무대, 단성사 등의 실내극장에서 연행하였다.

1930년대는 새로운 유형의 서도잡가가 유성기음반으로 대거 발매되었다. 이

시기에는 김종조, 김주호, 김칠성, 최순경 등의 서도창부들과 이진봉, 김옥엽 등

의 경․서도 예기들이 서도잡가의 중요한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서도창부들은

서도지역을 중심으로 서도잡가, 재담소리, 독경소리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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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집단으로, 1930년대 들어 서울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서도잡

가를 창작하여 서도잡가의 레퍼토리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경․서도 예

기들은 20세기 초반부터 성창되던 <수심가>, <엮음수심가>, <영변가>, <배따

라기>, <공명가>를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연행함으로써, 서도잡가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연행된 서도잡가에는 이전시대에 연행되던 악곡 들 외에

<전쟁가>, <화용도>, <기성팔경>, <날찾네>, <패성가>, <장한몽> 등 20여곡

의 악곡들이 추가로 연행되었다. 1930년대에도 여전히 실내공연의 형태로 연행

되었으나, 단성사, 광무대 등의 극장 중심의 연행에서 다양한 주최의 명창대회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 공연 매체로 등장하였다.

1940년대 이후에는 서도잡가의 창작이 사실상 단절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해방, 한국전쟁 등 한국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갔고, 시대상황과 맞물려 전통음악

은 침체현상을 보였다. 서도잡가 또한 이전시대에 비해 연행횟수나 음반 발매량

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전 시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주호, 김종조 등

의 서도창부들의 활동이 주춤해졌고, 장학선, 이정렬, 이반도화, 이은관 등의 서

도소리꾼들과 김옥심, 묵계월 등의 서울소리꾼들이 서도잡가의 대표적인 연주자

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로 인해 서울소리꾼들은 더 이

상 서도잡가를 연행하지 않게 되었고, 장학선, 이반도화 마저 타계하면서 1970년

대 이후는 김정연과 오복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도잡가가 연행되었다. 서도잡

가의 레퍼토리 확장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이전 시대까지 연행된 악곡들만

이 고정적으로 연행되었다.

한편, 서도잡가는 사설구조, 박자구조, 선율구조, 악곡구조 등의 음악적 특징

에 따라 수심가계통과 배따라기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심가계통에 속하는 악곡들은 <수심가> 앞에 엮음부분을 첨가하여 만

든 악곡들로, 엮음형, 박자구조 변화형, 형식구조 변화형으로 변화되었다.

엮음형은 <엮음수심가>, <봉황곡>, <향산록(김정연)>, <제전>, <공명가>,

<전쟁가(김종조, 김정연)>, <화용도>가 해당한다. 이는 <수심가> 앞에 긴 사설

을 촘촘히 엮어주는 엮음부분을 추가한 유형으로, [엮음+수심가]의 구조를 가진

다. 수심가부분은 3장으로 고정되고, 엮음부분은 악곡에 따라 짧게는 3장에서 길

게는 30장까지 유동적이다. 엮음부분의 각 장은 엮음선율형과 종지선율형으로

구성되는데, 종지선율형은 반복되는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율형이며,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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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율형만 달라질 뿐 종지선율형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한다. 박자구조는 3소박

을 기본박으로 하고, 2+2박자, 2+3박자 등 다양한 유형의 박자구조로 나타나고,

선율구조는 re-mi-sol -la-do'의 5음 음계로, re-la-do'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

고, la음에서 요성하고, do'에서 퇴성을 하는 수심가토리로 구성된다.

박자구조 변화형은 <초한가>, <악양루가>이다. 위 악곡들도 역시 [엮음+수

심가]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엮음형에 비해 엮음부분의 박자구조가 복잡해졌다.

엮음형이 3소박 기본박의 장단으로 구성하는데 반해 박자구조 변화형은 3소박과

혼소박(2소박+3소박)을 기본박으로 하고, 2+2박자, 2+3박자 등 다양한 유형의 박

자구조로 나타난다. 즉 기본박이 3소박과 혼소박의 두 가지로 복잡화 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박자구조 변화형은 엮음부분에서 혼소박의 박자구조를 변화시

켜서 노래한다는 점이다.

형식구조 변화형은 <향산록(김주호)>, <전쟁가(김주호)>가 해당한다. 위 악

곡들도 역시 [엮음+수심가]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엮음형에 비해 엮음부분과 수

심가부분에서 종지선율이 생략되었다. 엮음형은 엮음부분(엮음선율형+종지선율

형), 수심가부분(3장)로 구성되는데 반해 형식구조 변화형은 엮음부분에서 종지

선율형이 생략되고, 수심가부분에서 마지막 3장이 생략되었다. 즉 <향산록(김주

호)>, <전쟁가(김주호)>의 엮음부분은 엮음선율형으로만 구성되고, 수심가부분

은 2장으로 축소되어, 형식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형식구조 변화형은

엮음형에서 종지 선율을 생략해서 노래한다는 점이다.

이상 수심가계통은 모두 ‘엮음’의 방식으로 변화한 악곡들로, 위 악곡들에서

사용된 ‘엮음’의 방식은 사설의 길이를 늘리고, 늘어난 사설을 각 장마다 고르게

분포하여, 사설 한 자당 평균 시가를 반 이상으로 줄여서 촘촘히 엮어 부르는 것

이다.

다음으로 배따라기계통에 속한 악곡들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

변가>의 3곡으로, <자진배따라기>와 <영변가>는 <배따라기>를 변화시켜 만든

악곡이다.

<배따라기>는 [도입+후렴+절]로, [후렴+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이다.

1910년대에는 도입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개, 후렴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2-3

개, 절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3-4개였는데,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후렴을 구성하

는 악구 수는 1-2개로 축소되고, 절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5-6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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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구조는 3소박 2+2박자, 3소박 2+3박자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

마치장단으로 구성되고, 선율구조는 re-mi-sol -la-do'의 5음 음계로, re-la-do'

가 주요 선율골격을 이루고, la음에서 요성하고, do'에서 퇴성을 하는 수심가토리

로 구성된다.

<자진배따라기>는 [도입+후렴+절]로, [후렴+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였

으며, 현행으로 전승되면서 [도입-후렴-절]의 뒷부분에 노젓는 소리가 추가되었

다. 도입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개, 후렴을 구성하는 악구 수는 1개, 절을 구성

하는 악구 수는 1-2개로, <배따라기>에 비해 후렴과 절을 구성하는 악구 수가

축소되었다. 박자구조는 <배따라기>와 동일하게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되는데, 곡

의 템포가 빨라졌다. 선율구조 역시 <배따라기>의 도입부분과 후렴부분의 선율

과 유사하게 진행한다. 즉 <자진배따라기>는 <배따라기>의 도입부분과 후렴부

분의 선율형을 차용하여, 곡의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킨 악곡이다.

<영변가>는 도입, 후렴, 절의 구분 없이 절로만 구성되었는데, 각 절은 총 11

악구로 구성되며, 선율에 따라 1-5악구, 6-11악구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1-5악

구는 기본 선율진행이 유사한데, 2악구, 3악구로 진행할수록 장식음을 첨가하였

고, 5악구에서 다시 원래의 선율로 돌아온다. 6-11악구의 선율은 1-5악구의 선율

을 완전 5도 위로 이조한 형태로, 1-5악구의 선율진행방식과 동일하다. 그런데 5

악구와 11악구는 <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의 선율과 동일하다. 박자구조는 앞서

살펴본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와 같이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된다. 즉 <영

변가>는 <배따라기>의 도입부분의 선율을 차용하여, 장식음을 첨가하여 변화시

킨 악곡이다.

이상 배따라기계통은 ‘자진’의 방식으로 변화시킨 악곡들로, 위 악곡들에서 사

용된 ‘자진’의 방식은 사용된 장단과 사설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곡의 템포만 빠

르게 하여, 실제로 사설 한 자당 물리적인 시간을 줄여서 노래한 것이다.

이처럼 서도잡가는 수심가계통과 배따라기계통으로 나뉘며, 수심가계통에 속

한 악곡들은 ‘엮음’의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배따라기계통에 속한 악곡들은 “자

진”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이상의 연구결과로서, 20세기 초반 서도창부들이 서울무대로 진출하여, 기존

의 음악을 발전시켜 여러 유형의 서도잡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 규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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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통해 서도잡가의 특징을 밝히는데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고, 서도

소리라고 분류되는 다른 장르의 고찰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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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odo-japga

Lee, Sung-Ch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do songs were sung in Pyongando Hwanghaedo. They are generally

classified as Seodo folk songs, Seodo-japga, jaeda-sori,

dokgyeong-sori(Buddhist chant), Seodo style Songseo, Seodo style sichang

and etc. Among them, though the concept and category of Seodo-japga are

revealed various, Seodo-jwachang(as Seodosongs by sitting and singing, such

as gongmyeongga, chohanga, jejeon, Baettaragi, etc) belongs to them except

Seodo-ipchang(as Seodo ipchang, such as nolryang, apsan-taryeong, duisan-

taryeong, gyeongballim and etc).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Seodo-japga through literature materials and

sound recordings and consider the relation with its musical characteristic. The

summary and conclusion discussed in this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Music distributed as the center of Pungryubang(a place where singers and

poets gathered and enjoyed art activities) in 19th century and town musical

circle(市井音樂界-which was differently distributed from intellectuals’ musical

circles) started to be circulated through theater and recordings in 20th century.

According to the change of music distribution condition at that time,

musicians of Seodo area moved in Seoul just as musicians of other reg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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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10’s to 1920’s, Pyongyang-naltangpae moved in Seoul among musicians

in Seodo region. Pyongyang-naltangpae was Seodo-ipchang group led by

Mun Yeongsu and Yi Jeonhwa.

The group usually performed Seodo-ipchang as their main repertory.

However in early 20th century in Seoul, they performed various genres of

Gyeonggi songs and Namdo songs as well as Seodo songs. They had rather

performed Seodo-japga(西道坐唱; Seodo-jwachang) like <susimga(愁心歌)>

and <Baettaragi> as their main repertory than Seodo-ipchang(西道立唱) out

of Seodo songs. Seodo-ipchangs performed at that time were <susimga>,

<Baettaragi>, <yukkeumsusimga>, <JajinBaettaragi>, <Yeongbyeonga(寧邊

歌)>, <Akyangluga(岳陽樓歌)>, <bonghwanggok(鳳凰曲)>, <chohanga(楚漢

歌)>, <jejeon(祭典)>, etc. Pyongyang-naltangpae usually performed 5 songs

of <susimga>, <Baettaragi>, <yukeumsusimga>, <JajinBaettaragi>, and

<Yeongbyeonga> among them. They had their performances at indoor

theaters like Wongaksa(圓覺社), Gwangmudae(光武臺), and Dansungsa(團成

社) along with Gyeonggi mastersinger, Park Chunjae.

In the 1930’s main performers of Seodo-japga were Seodo-changbu(or

singing men) like Kim Jongjo, Kim Juho, Kim Chilseong, and Choe

Sungkyeong and art gisaeng of Gyeonggi and Seodo like Yi Jinbong and Kim

Okyeop. Seodo-changbu(male singing masters in Seodo region) was

aperformance group of various repertories of Seodo-japga, jaedam-sori((才談),

dokgyeong-sori(讀經-song performed by blind fortuneteller’s sutra chanting

and blind man’s blessing sutra chanting belonged to it) mainly in Seodo

region. As the beginning of the 1930’s, they moved in Seoul. They created

varied styles of Seodo-japga and played a big role to expand the repertory of

Seodo-japga. On the other hands, art gisaengs(妓生) of Gyeonggi and Seodo

played a big role for popularization of Seodo-japga by performing the

repertory of Seodo-japga through radio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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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do-japga performed at that time were diverse songs including

<jeonjangga(or warsong)>, <Hwayongdo(華容道)>, <giseungpalgyeong(箕城

八景-8 beautiful sceneries in Pyongyang)>, <nalchanne(or looking for me)>,

<Paeseungga(浿城歌)>, <janghanmong(長恨夢)> etc. as well as song handed

over from previous age. Though there were still indoor performance at

Gwangmudae(光武臺), and Dansungsa(團成社) in the 1930’s, various

mastersinger contests were hosted and radio became a major performance

media. In the 1940’s Seodo singers like Jang Haksun and Yibandohwa and

Seoul singers like Kim Yoksim and Muk Gyeoyeul emerged as the

representative singers. However, because of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Seoul singers took in charge of Gyeonggi songs. After Jang Haksun

and Yibandohwa died in the 1970’s, Kim Jeonyun and Oh Boknyeu performed

Seodo-japga. Because of World War 2, independence, and the Korean War,

Stagnation phenomenon at that time dominated over Korean traditional music.

Seodo-japga were drastically less performed and recorded than before. The

expansion of Seodo-japga repertory was stopped and the fixed songs handed

over were performed.

On the other hands, Seodo-japga could be categorized into susimga(愁心

歌) line and Baettaragi line according to musical characteristics like explaining

part structure, beat structure, melodic structure, performance structure, etc.

Music belonging to susimga line added yukeum parts before <susimga>

and changed in 3 ways of ‘yukeum style’·‘Beat structure changing style’·‘Form

structure changing style’.

<yukeum susimga>, <bonghwanggok>, <Hyangsallok(Kim Jeongyeon)>,

<jejeon>, <gongmyeongga>, <jeonjangga(Kim Jongjo, Kim Jeongyeon)>,

<Hwayongdo> belonged to yukeum style, which had [yukeum+susimga]

structure by adding Recitativo of explaining parts in front of <susimga>.

Yukeum parts were changeable depending on the length of explaining parts at

each performance. Its beat structure was composed of 3 small beats as a basic



- 294 -

beat. Though its melodic structure was composed of Recitativo melodic style,

melodic style, and finishing melodic style, only Recitativo melodic style

changed and finishing melodic style repeated.

<chohanga(楚漢歌)> and <Akyangluga(岳陽樓歌)> belonged to Beat

structure changing style. They were composed of [yukeum+susimga]

structure. Compared with Recitativo style, Recitativo parts became more

complicated as complex small beats were added to 3 small beat as a basic

beat.

<Hyangsanrok(香山錄)> by Kim Juho and <jeonjangga(戰爭歌)> by Kim

Juho belonged to Form structure changing style. Though they were composed

of [yukeum+susimga] structure, finishing melodic style was skipped compared

with Recitativo style. Form structure was changed as 3 strophes were skipped

at susimga part.

As described before, music belonging to susimga line changed into various

‘yukeum’ style. ‘yukeum’ was to sing tight weaved explaining parts as its

physical time was shortened by increasing syllables in a measure compared

with common explaining parts.

3 songs of <Baettaragi>, <Jajin Baettaragi>, and <Yeongbyeonga(寧邊

歌)> belonged to Baettaragi line. <Jajin Baettaragi> and <Yeongbyeonga>

were modified songs of <Baettaragi>.

<Baettaragi> was composed of [introduction+ refrain +measure] and

[refrain +measure] was repeated several times. In the 1910’s there were 1

introduction phrase, 2-3 refrain phrases, and 3-4 measure phrases. As it has

passed down, refrain shortened to 1-2 phrases and measure lengthened to 5-6

phrases. Beat structure was basically composed of semachi rhythm.

<Jajin Baettaragi> was also composed of [introduction+refrain+measure]

and [refrain+measure] was repeated several times. As it has passed down,

<Baettaragi> was added. Melodic structure was as similar as the melody of

introduction and refrain. Beat structure was composed of semachi rhythm like

<Baettaragi> though the tempo became faster. That meaned <J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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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ttaragi> borrowed melody style of introduction and refrain of

<Baettaragi> and made the tempo faster.

<Yeongbyeonga> belonged to a strophic music style and was divieded into

2 parts depending on melody flows. The first part borrowed the introduction

part of <Baettaragi> and added a grace note. The second part was a

transposition of the first part upto 5 diapentes. The beat structure was

composed of semachi rhythm like <Baettaragi> and <Jajin Baettaragi>. That

is, <Yeongbyeon song> was a modified music by borrowing the introduction

part of <Baettaragi> and adding a grace note.

Music belonging to Baettaragi line was modified in a ‘Jajin’ way. ‘Jajin’

was a way how the physical time a syllable was shortened by changing the

music’s tempo faster though it had the same length of explaining part, the

same number of syllables in a measure, and the same tempo.

Like this, music belonging to susimga line was changed in a way of

‘yukeum’ with a basis of <susimga>. Music belonging to Baettaragi line was

changed in a way of ‘Jajin’ as a basis of <Baettaragi>.

As on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disclosed that Seodo-japga was music

modified and remade in various ways of existing <susimga> and

<Baettaragi>.

                                                                

keywords : seodo-japga, susimga, Baettaragi, yukeum, jajin, 
naltangpae, changbu
Student Number : 2009-3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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