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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의 연구목적은 토속민요 음조직에 나타난 변이현상을 고찰하여 이

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그 특성을 구명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변이 유형은 그 요소에 따라 구성음변이 핵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김

새변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구성음변이가 가장 많고, 핵음변이가 그

다음으로 많다. 변이를 유형별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음변이는 구성음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곡 일부

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와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로 나뉜

다.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며, 구성음이 거의 같은 메나리토리

와 육자배기토리 간에는 구성음변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탕 음조직의

구성음이 변이 음조직의 구성음으로 대체될 때, 두 음조직에서 핵음은

가급적 일치시키고, 그 외의 구성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이 주로 관찰된다.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이 변화되는 예는 드물다. ‘곡 전반에서 나타나

는 구성음변이’는 곡의 전반에서 특정 구성음이 변화됨으로써 음조직이

변형된다. 모두 경토리 또는 반경토리와의 결합이며, 이 중 핵음을 일치

시키는 유형은 통속민요에도 수용될 만큼 정형화되어있다.

둘째, 핵음변이는 핵음이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두 핵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 핵음

이 도치된 관계인 음조직 간에는 핵음변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되는

핵음이 있을 경우 그 핵음은 고정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동하며, 두 핵음

이 병행 이동할 때에는 급격한 도약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아

래 핵음만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 선율진행변이는 선율진행의 차이가 뚜렷한 음조직 간의 변이이

다. 따라서 특정음을 생략하는 경향을 가진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서만 관찰된다. 선율진행변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탕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로 경토리와 수심가

토리, 또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 일어난다. 바탕 음조직의 선

율진행이 변이 음조직의 선율진행으로 대체될 때, 순차진행 위주의 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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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는 특정 구성음의 생략으로,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에서는 순

차진행으로 나타난다. 선율진행변이로 인하여 핵음이 생략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넷째, 시김새변이는 시김새 특성이 다른 음조직 간에 일어나며, 따라서

시김새 특성이 뚜렷한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

서만 관찰된다.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시김새가 적용되는 방식은,

수심가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위 핵음의 깊은 요성으로, 육자배기토

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음의 깊은 요성 또는 do의 퇴성으로

나타난다.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모두 변이 음조직일 때는 두 핵

음의 깊은 요성으로, 경토리 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

음의 얕은 요성으로 나타난다. 시김새변이가 독자적으로 일어날 때는 바

탕 음조직의 핵음에 요성이 적용되나, 핵음변이에 동반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날 때는 변이 음조직의 핵음에 요성이 적용된다.

핵음(특히 아래 핵음)은 모든 변이 유형에서 중요시되며, 각 유형의 변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변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

토리는 음조직의 모든 요소가 다르고, 각각의 특성이 강하며, 집중 분포

지역이 먼 이유로 어떠한 변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변이현상은 한반도 서남쪽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평야가 많고 지대가

비교적 평탄한 편이어서, 지역 간 인적 산업적 상업적 문화적 교류가 활

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서해의 조기잡이 뱃길을

따라 뱃사람들의 교류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각 음조직 권의

접경지대에서는 변이현상이 더욱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반면 한반도 동

북쪽은 산간지대가 많고, 백두대간이 세로로 놓여있어, 그러한 지형적 장

애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변이현상이

많지 않다.

한반도는 농업이 주요 생산수단이며, 작업의 종류나 양에 있어 농업과

관련된 노래가 가장 많다. 이러한 갈래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농요에서

가장 많은 변이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각 유형의 변이가 고루 관찰되었다.

유흥요에는 경토리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흥요에서 경토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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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또한 많이 관찰된다. 또 사당패소리 계열과 통속민요 계열의 곡들

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음조

직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음조직이 상호 영향을 끼치게 하는 요인이 된

다.

어로요 중 조기잡이소리는 서해안 일대에서 공유되어왔으며, 이로 인

해 이 갈래에 쓰이는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은 서해안 일대에서 광범

위하게 관찰된다. 한탄요 중 나무꾼신세타령은 경북에 집중되어있으며,

이 곡에는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이 많다. 장례요에는 메나리토리가

많으나, 장례요에서 관찰된 변이현상에는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가장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지역적 환경과 갈래의 특성이 모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유형은 구성

음변이와 핵음변이이며, 선율진행변이와 시김새변이는 지역적 환경이 주

된 요인이다. 그 외 음조직적 공통성, 특정 악곡의 양식, 특정 악곡의 변

주, 특정 갈래의 관용적 선율형 및 특정 지역의 관용적 종지구의 사용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요어: 민요, 토속민요, 음조직, 변이, 구성음, 핵음, 선율, 시김새, 음계,

선법, 토리, 전이, 접변, 변용

학 번: 2012-3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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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토속민요1)는 한 민족의 음악적 모국어이자 기층의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 갈래로, 그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해왔다.

그러므로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작업은 그 민족의 음악적 정체성

을 구명(究明)하는 일이기도 하다.

리듬 선율 형식 노랫말 등 민요의 여러 요소들은 지역이나 기능과 밀

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음조직은 노랫말과 함께 지역별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지역성과 토속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민요의 음조직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되어왔

으며, 기본적인 음조직 유형과 특성에 관해 큰 틀에서는 거의 의견이 모

아지고 있다.2)

민요 음조직은 대체로 지역별 분포를 보이나, 한 지역에 여러 음조직

이 분포하기도 하고, 한 곡에 여러 음조직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요인에 의해 이처럼 서로 다른 음조직의 특성이 뒤섞이는 현

상3)은, 음악적 의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타 음조직을 쓰는 전조와는 구

1) 이하 ‘민요’로 줄여 씀.

2) 김영운은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에서 장사훈 한만영 서한범 이보형 황준연 김영운 이성천 백

대웅 권오성 등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그간 학계의 민요 음조직론을 지역별로 총정리하고, 대

표적인 선법을 살펴본 후 선법 간의 영향과 변종 선법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0), 제28집, 15-45쪽.
3)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이 변이 접변 변용’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왔는데, ‘전이’는 이보형과 김

영운이, ‘변이’는 김인숙 김익두가, ‘접변’은 김영운이, ‘변용’은 김영운 김혜정 신은주 등이 사용

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서울: 문화재연구소, 1992), 63-82쪽 / 김
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28집, 34-44쪽; 국악개론(파주: 음악세계,
2015), 47-50쪽 / 김익두, “전북민요의 ‘소용돌이 미학’: 노동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한국
민요학회, 2008), 제22집, 28-30쪽 / 김혜정, “전남지역 가창유희요에 나타난 음악적 변용,” 한
국민요학(1996), 제4집, 177-209쪽; “女性民謠의 音樂的 存在 樣相과 傳承 原理: 全南 地域을

中心으로”(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민요에 나타난 새로

운 음악의 수용과 변용: 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의 남사당노래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001) 제29집, 345-61쪽 / 신은주,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2002), 제11집, 126-133쪽 / 김인숙, “충북 농요 <아라리>·<아라성>·<정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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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여태까지 주로 지역별 갈래별 한계 내에서 개

별적 사안으로 고찰되어왔다. 특히 북한지역의 자료가 부족했고,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남한에 치우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

러한 상황에서는 국지적 고찰에 따른 한계와, 이로 인한 분석에서의 오

류 가능성이 뒤따를 수 있으며,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

게 된다.

다행히 북한 현지에서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채집된 다량의 음원이

북한민요전집 북녘 땅 우리소리4)에 수록되어 2004년에 출시되었고, 충

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국적 고찰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속민요 음조직 간의 상

호 영향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그 특성을 구명하여 체계화하고자 한다.5) 이러한 작업은 민

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전통에 기반한 창작 풍토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개관 및 선행연구 검토

본항에서는 음악적 관점에서 진행된 민요 연구사에 대해 간략히 개관

한 후, 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 교섭과 변이,” 한국음악연구(한국국악학회, 2011), 제50집, 81-82쪽 참조.
4) MBC 방송문화진흥회 YBM서울음반 국악춘추사, 북녘 땅 우리소리(서울: YBM 서울음반,

2004).

5) 생활이나 산업, 문화적 관련성 등은 필요한 경우 논할 것이나 그 자체가 연구목적은 아니며, 분

포도나 통계를 논할 경우에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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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 개관

(1) 초기의 민요연구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초기 민요연구는 국문학자와 민속학자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주된 관심사는 가사채록이었다. 이 시기의 민요연구물은

대부분 가사를 수록한 자료집으로, 최초의 동요집으로 알려진 엄필진의

朝鮮童謠集6)과, 김소운의 일어판 朝鮮民謠集7) 및 국문판 언문 朝

鮮口傳民謠集8), 조윤제의 民謠集,9) 임화의 朝鮮民謠選10) 등이 있

다.11) 그리고 한 일 학자들의 논문집으로 이치야마 모리오(市山盛雄)가

편찬한 朝鮮民謠の硏究12)가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김관, 계정식(1904~1974), 안기영(1900~1980), 구왕삼

등의 서양음악가들이 평론을 통해 민요의 중요성 및 창작과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다.13) 이들의 민요에 대한 인식은 대의명분에

입각해 있되, 민요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서양음악적 관점에서

서양음악과의 결합 및 활용의 측면에 맞춰져있다. 본격적 연구가 아닌

평론의 형태이기는 하나, 일찌감치 민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6) 嚴弼鎭 著. 朝鮮童謠集(京城[서울]: 彰文社, 大正13[1924]). 전국의 전래동요를 수집하여 가사

를 수록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임.

7) 金素雲 譯著; 北原白秋(기타하라 하쿠슈, 일본 시인) 閱, 朝鮮民謠集, 東京: 泰文館, 昭和
4[1929]. 조선민요를 일본어로 번역한 가사집. 민요가사 외 “경기아리랑”, “서도아리랑”, “강원아

리랑”, “영남아리랑”의 오선보가 부록되었다.

8) 金素雲 編著, 언문 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昭和8(1933)(서울: 영창서관, 단기
4283[1950]). 총 2,375편의 민요사설을 수록한 가사자료집으로, 우리나라의 민요를 일본에 소개

한 최초의 민요집이다. 그 외 김소운의 저서로 일어판 朝鮮童謠選(東京: 岩波書店, 昭和8年
[1933])과 언문 朝鮮口傳民謠集에서 발췌하여 스스로 일본어로 번역 후 일본에서 출간한 朝
鮮民謠選(東京: 岩波書店, 昭和16[1941]) 등이 있다.

9) 趙潤濟 編, 民謠集(경성조선어문학회, 1935).
10) 林和 編; 李在郁 解題, 朝鮮民謠選(京城: 學藝社, 1939).
11) 그 외 김지연의 朝鮮民謠アリうソ(京城: 文海書館, 昭和10[1935]), 저자미상의 (朝鮮)民謠集
(京城: 中央印書館, 1948) 등이 있다.

12) 市山盛雄 編. 朝鮮民謠の硏究, 東京: 坂本書店, 昭和2[1927]. 최남선 이광수 이은상 등 한국인
3명과 이치야마 모리오 등 일본인 11명의 민요 관련 논문을 실은 논문집이다. 자세한 내용은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1681쪽 참조.
13)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지영, “일제강점기 비평가들의 민요인식,” 국악교육(서울: 한국국
악교육학회, 2008), 제26집, 73-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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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직후에는 연구서의 출간이 두드러지는데, 최초의 민요연구서로

알려진 주왕산의 朝鮮民謠槪論14), 고정옥의 민요이론서 朝鮮民謠硏究
15) 등이 대표적 저작물이다. 자료집으로는 김사엽 등이 펴낸 朝鮮 民

謠集成16)이 있다. 즉 해방 전후의 초기 민요연구는 가사자료집이 주를

이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개론서 성격의 기초적 연구가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요의 중요성은 일찌감치 부각되었으나, 민요의 음악

적 본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민요연구는 학자의 개별적 조사와 연구에 의한 것으로, 아직

까지 기관에 의한 조사나 연구는 시작되기 전이다. 이후 국문학적, 민속

학적 관점의 민요연구는 임석재, 임동권, 김영돈, 조동일, 김선풍 등에 의

해 이어진다.17)

(2) 음악적 연구의 단초

해방 직후 함화진 장사훈의 朝鮮音樂小考: 民謠와 鄕土樂器18)와 성

경린 장사훈의 朝鮮의 民謠19)등이 출간되면서 한국음악계에서도 민요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전자는 조선의 민요와 향토악기에 관한 일종

14) 주왕산, 朝鮮民謠槪論(서울: 寶庫社, 檀紀4280[1947]). 필사본임.
15) 고정옥, 朝鮮民謠硏究: 原始藝術로서의 民謠一般과 庶民文學으로서의 朝鮮民謠(서울: 通文館,
1949).

16) 金思燁 崔常壽 方鐘鉉 共編, 朝鮮 民謠集成(서울: 正音社, 1948). 편자들이 1930년대부터 각각
수집했던 자료를 모아 분류 후 체계적으로 편찬한 저서로, 특히 300편에 달하는 제주도 민요를

포함하고 있다.

17) 김선풍, 韓國民謠資料叢書(서울: 啓明文化社: 1991), 1-8권에 초기 민요 관련 저작물들이 다
수 수록되어있다. 제1권, 朝鮮童謠集/嚴弼鎭 著 世界一週童謠集/文秉讚 編. 제2권, 童謠集/鄭昌

元 編著. 제3권, 朝鮮民謠集/金素雲 編 朝鮮民謠集成/金思燁; 崔常壽; 方鍾鉉 共編. 제4권, 朝鮮

口傳民謠集/金素雲 編著. 제5권, 朝鮮風土歌集/市山盛雄 編. 제6권, 新撰俗曲集/李尙俊 著 朝鮮

民謠選/林和 編; 李在郁 解題. 朝鮮童謠選/金素雲 編 朝鮮民謠集/金素雲 編. 제7권, 朝鮮의 民謠

/成慶麟; 張師勛 共編 濟州島民謠/金永三 編. 제8권, 朝鮮の鄕土娛樂/ 朝鮮總督府 編. b

18) 함화진 장사훈 공저, 朝鮮音樂小考: 民謠와 鄕土樂器, 경성: 尙文堂, 檀紀4280년(1947)(서울:
보고사, 1990).

19) 성경린 장사훈 공저(金善豊 編), 朝鮮의 民謠, 서울: 國際音樂文化社, 1949(서울: 海東文化社,
1988; 서울: 계명문화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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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론서이며, 부분적으로 민요에 대해 다루고 있다. 후자는 통속민요

위주로 각 곡의 유래나 종류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인 가사집이다. 그로

부터 19년 후에는 성경린(총지휘) 이창배(구성) 김기수(편곡, 지휘)가 공

동으로 韓國民俗 樂典 民謠 三千里20)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성경린이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음사에서 발간한 레코드 선집 民
謠 三千里를 바탕으로 하여 악보와 가사, 해설을 수록한 본격적인 민요

집이다. 그러나 당시 학계의 관심은 통속민요에 머물러있다.

한편 서양음악가들에 의한 음악학적 연구도 시작되어, 계정식

(1904-1974)과 김진균(1925-1986)은 유럽에서 민요를 포함한 한국음악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며,21) 김진균은 귀국 이후에도 민요 관

련 논문을 몇 편 더 발표한다. 이 시기의 연구물 또한 통속민요 중심의

논의이다.

한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22)가
1968~1982년에 걸쳐 간행되는데, 이 보고서에 각 지역의 토속민요가 포

함된다. 본격적 민요자료집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시기의 조사 작업

이 학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면, 이 보고서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23)

20) 성경린 이창배 김기수 공저, 韓國民俗 樂典 民謠 三千里(서울: 省音社, 1968).
21) 계정식(桂貞植 / Keh, CH. S.). “Die koreanische Musik: Einführung und Besprechung von

17 zum ersten Mal in die europäische Notenschrift übertragenen Kompositionen: Mit 17

Notenbeilagen." Baden-Baden: Valentin Koerner, 1972. 계정식은 1935년 스위스 바젤대학

(Basel大學)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위 논문은 계정식의 1935년 학위논문을 1972년에 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이트 관련 항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김진균, “MUSIKETHNOLOGISCHE STUDIEN ÜBER DAS KOREANISCHE VOLKSLIED"(한국

민요의 비교음악학적 고찰), Wien: Wien Universität, 1964.

2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편,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第1冊 全羅南道 篇(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第2冊 全羅北道 篇(1971), 第3冊 慶尙南道 篇(1972), 第4冊 慶尙北道 篇,

第5冊 濟州道 篇(1974), 第6冊 忠淸南道 篇(1975), 第7冊 忠淸北道 篇(1976), 第8冊 江原道 篇

(1977), 第9冊 京畿道 篇(1978), 第10冊 서울篇(1979), 第11冊 黃海·平安南北 篇(1980), 第12冊 咸

鏡南·北道 篇(1981), 第13冊 農樂 豊漁祭 民謠 篇(1982).

23) 1960년대부터는 임석재의 전국 민요 채집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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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속민요 음조직론의 대두와 갈래별 연구의 시작

1970년대에 들어오면, 민요 분석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을 창작에서 구

현하고자 하는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시도가 이 시기에 다수 있었다. 먼

저 김진균은 민요의 유형을 고찰하고, 한민족의 음악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한국민요의 특징을 창작에 응용하고자 하였다.24) 윤양석은

<수심가>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는데,25) 모두 작곡가의 관점에 의한

통속민요 중심의 고찰이며, 민족음악학(ethnomusicology)적 관점의 분석

이다.

토속민요를 작곡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나운영에 의해 시작

된다.26)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토속민요연구는 김순제에 의해 이어진다.

그는 1975년부터 시작하여 1978년까지 매년 우리나라 각지의 뱃노래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경기도 연천지방을 시작

으로 지역별 연구에 돌입하여 갈래별, 지역별 연속 연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양진모 박준교 김순제가 공동으로 조사한 구

전동요에 대한 자료도 두 편 발표된다.

한국음악학계에서도 토속민요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다. 이보형이

“메나리조(山有花제)”를 발표하면서 민요 음조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가 시작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27) 이 논문은 나중에 ‘조’와 ‘토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다. 한만영은 동부지방의 민요선법에 대한 연

구결과를 발표하며,28) 장사훈도 민요 분석을 포함하여 계면조를 중심으

24) 김진균, “韓國 音樂民謠의 類型的 考察,” 東西文化(대구: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0),
제4집, 343-65쪽; “民族的 特性의 音樂創作에의 應用,” 東西文化(대구: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
구소, 1976), 제9집, 45-101쪽.

25) 윤양석, “西道民謠 ‘愁心歌’가락의 이디엄: 音樂創作을 위한 韓國民謠硏究 2,” 淑明女子大學校
論文集(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74), 제14집, 185-218쪽.

26) 나운영, “濟州道 民謠의 作曲學的 硏究(Ⅰ): 音樂構造를 中心으로,” 延世論叢(서울: 연세대학
교 대학원, 1972), 제9집 제1호, 103-34쪽.

27) 이보형, “메나리조(山有花제),”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72), 제2집, 111-31쪽.
통속민요 위주의 연구 및 교육적 목적이 주가 되는 연구, 그리고 전승양상 및 활용양상 위주

의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러한 민요연구 성과물 및 갈래별 연구사에 대해서는 손인애, “향토민

요의 음악적 연구 현황 분석.” 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회, 2014), 제42집, 57-95쪽 참조.
28) 한만영, “태백산맥 이동지방의 민요선법,” 예술논문집(대한민국 예술원, 1973), 121-147쪽. 
한국전통음악연구, 17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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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음악의 특징을 찾는 작업을 시도한다.29) 민요를 비롯한 경기도의

민속음악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도 발표되며,30) 권오성은 상여소리의 선

율을 분석하였다.31)

민요를 비롯한 민속음악을 조사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보고서

가 출간되었으며,32) 권오성의 전국적 민요 채집과 함께, 1979년부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주도로 구비문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토속민요에 대한 관심 및 음조직 논의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또 민요연구를 창작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서양음악작

곡가들의 노력이 일찍 시작된 점과, 갈래별, 지역별 연속 연구가 시작된

점도 주목된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 조사로 진행

되었으며, 민족음악학적 관점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4) 지역별, 갈래별 연구의 확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자료집으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韓國의 民俗音樂,
그리고 韓國口碑文學大系가 발간된다. 임동권 김영돈 이소라가 공동으

로 집필한 자료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농업노동요33)를 조사한 이소

라의 단행본 韓國의 農謠도 출간된다. 1989년부터 시작된 MBC의 전

29) 장사훈, “한국음악(韓國音樂)의 특징을 찾기 위한 방법론: 특히 계면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
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74), 제3집, 57-87쪽.

30) 장사훈 한만영 이보형 황준연. “경기도의 민속음악,”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77), 제6 7집, 1-67쪽.

31) 권오성, “鄕土調 旋律의 骨格－晩歌旋聿을中心으로－,” 藝術論文集(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77), 제2�16집 / 상여소리의 음악적 특징: 선율골격을 중심으로,” 국악교육(한국국악교육학
회, 1979), 제3집, 30-42쪽;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제5집, 7-23쪽. 1979년부터는 권오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식이 KBS FM(93.1MHz)에

서 <민요의 고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토속민요를 방송하기 시작한다.

3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편. 한국민속 종합조사 보고서: 농악 풍어제 민요 편., 제13권. 서울:
형설출판사, 1977.

33) 이하 ‘농요’로 줄여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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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민요조사가 1991-1996년 사이에 한국민요대전으로 발간되는데,

음원과 해설집 형태의 이 자료는 이후 민요연구에서 매우 큰 자산이 된

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음악학적 관점에서 민요를 연구한 학위논문들이 본

격적으로 발표된다.34) 또한 지역별, 갈래별 연구가 조금씩 확산되면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학자들도 많아진다.35) 한편 이보형에 의해 촉발된

민요 음조직에 관한 논의는 계속하여 후속연구로 이어진다.

1980년대 후반에는 권오성, 김순제, 장대성, 홍덕기, 오승식, 이소라, 이

해식 등에 의해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별, 갈래별 연구가 이어지면서 연

구의 범위와 관점이 더욱 다양해진다. 1988년에는 북한 관련 자료에 대

한 대대적인 해금조치로 인해 민요 관련 북한 서적의 출간이 시작되면서

북한민요 연구의 길이 열린다. 이 시기에 임미선이 학위논문으로 “황해

도 민요 연구”36)를 발표하면서 북한토속민요에 대한 연구도 처음으로 시

작된다.

민요연구 초기에 서양음악작곡가들이 창작과 관련하여 민요에 관심을

두었던 이후, 김순제 김진균 윤양석 등 서양음악작곡가들의 민요연구가

이어진다. 이해식 김대성 등 국악작곡가들에 의한 민요연구도 시작되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보형 김영운 김순제 조영배 김혜정 이용식

등이 특정 지역 민요연구를 이어간다.37) 한편 음조직론은 이보형 백대

웅 김영운 최헌 등이 후속연구를 이어간다.

이 시기에는 갈래별, 지역별 연구가 좀 더 세분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된다. 韓國口碑文學

34) 노동은(영아 음악), 장귀오(남도농요), 조영배(제주도 노동요), 박진(충북 농요), 홍승란(경북 민

요), 백인옥(제주도 민요) 등의 논문이 그것이다.

35) 김영운의 오독떼기를 비롯한 영동지방 민요 분석, 이상규의 강원도 민요 분석과 권오성의 민

족음악학적 민요 연구도 이어졌으며, 최종민의 영호남에 걸친 민속음악 연구도 발표되었다. 김

순제는 계속하여 경기도 민요에 대한 연구를 이어간다.

36) 임미선, “황해도 민요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37) 이 시기에 홍양자 김경혜 등은 전래동요와 일본의 와라베우타에 관한 비교 논문을 발표하는

데, 민요연구가 주변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한국근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관점의 논의가 부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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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系, 한국민요대전을 비롯한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들의 출간은 민요

연구에 활력을 더한다. 기존의 민요음원들이 학자들의 직접조사에 의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 시기의 연구는 기관이나 방송국 등이 조사한 대

량의 음원이 일반에 제공됨에 따라 직접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토속민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이 학위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결과물로 발표된 점이다.

기관에 의한 자료의 조사와 공유가 점차 확대되나, 학자 개인의 현장조

사(fieldwork)를 강조하는 민족음악학적 경향 또한 여전히 지속된다.

(5) 토속민요 연구의 비약적 성장

1990년대 후반 이후 민요연구의 성장은 가속화되어,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는 이전까지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지역별, 갈래별 연구가 더욱 세분화되는 동시에 연계 연구

로 이어지며, 개별 악곡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해진다.

특히 민요 음조직 간의 관계나 변이와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

며, 음악적 성과물들을 토대로 한 문화적 시각의 분석도 시도된다. 2000

년대 이후에는 권오성 이소라 김영운 박소현 등에 의해 외국 민요와의

비교 연구로도 확대된다.38)

한 분야에 집중하는 학자들의 연구도 더 다양화되고 많아진다. 1973년

부터 시작된 김순제의 어업노동요와 경기도 민요 연구는 2007년까지 이

어지며,39) 이소라의 농요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그 외 조영배의 제주도

민요 연구, 김혜정의 여성민요와 전라도 민요 연구, 손인애의 사당패소리

와 경기민요 연구, 배인교의 충청도 민요 연구, 이윤정의 경기도 농요 연

38) 한국민요와 자국민요를 비교한 외국인의 논문도 발표된다. 야나가와 히데토시. “아마미군도와

전라도 민요의 연관성(全羅道の民謡は奄美群島にその兄弟を持つか),” 한국무용사학회 심포지

엄(한국무용사학회, 2012), 83-112쪽.
39) 김순제는 2010년 6월 17일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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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이 그 예이다. 민요가 창작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김영

운 오용록에 의해 제기되며,40) 민요를 창작의 관점에서 논한 연구가 김

정희에 의해 이어진다.41)

한편 2004년 출시된 MBC의 북한민요전집 북녘 땅 우리소리는 북한

민요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음원자

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해 음원에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며, 이러한 자

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도 시도된다.42) 음조직론과 관련해서는 이보형 황

준연 김영운 최헌 등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며, 그동안 민요연구의 결과

물을 정리하고 현황을 분석한 논문도 발표된다.43)

2000년대 이후 토속민요 연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

적인 일이나, 몇 가지 문제점도 보인다. 우선 기존 연구가 경기도 전라도

에 치우쳐있어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44) 갈래별 연

구는 농요 어로요 등의 노동요에 치우쳐있으며, 의례요 중에서는 장례요,

특히 상여소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노동요 중 광업 토건 벌채 운수

수공 가사 등과 관련된 노동요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며, 의례

요 중 세시의례요나 농업 어업 건축 운수 벽사 등과 관련된 의례요도 연

구가 많지 않다. 유흥요에 대한 연구도 동요에 치우쳐 있는 편이다. 그리

고 세분화된 지역별, 갈래별 연구의 주제별 통합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

도되고 있지 못하다.

음조직론에서는 크게 토리론45) 선법론46) 음계론47) 음군론48) 등 몇 가

40) 오용록. “민요와 창작.” 한국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2002), 제10집, 193-207쪽; 김영운,
“기존 용재의 관점에서 바라본 창작국악의 허와 실,” 창작국악 workshop ‘창작국악의 비판적
검토’(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4, 2).

41) 졸고, “향토민요에 나타난 전조유형 연구.” 2007 문화관광부 선정-전통예술 우수 논문집(서
울: 문화관광부 한국국악학회, 2007), 167-249쪽; “민요의 시김새 유형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
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9), 제46집, 49-80쪽.

42) 김혜정. “민요의 정보화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음악학적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한국
민요학회, 2004), 제14집, 89-110쪽; 박정경. “사이버 공간에서 민요자료의 존재양상과 학술적

활용 시각.” 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회, 2006), 제19집, 163-206쪽.
43) 손인애, “향토민요의 음악적 연구 현황 분석.” 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회, 2014), 제42집,
57-95쪽.

44) 앞의 논문 66-71쪽 참조.

45) 이보형, “京西토리圈의 巫歌 民謠,” 羅運榮博士 回甲記念, 173-86쪽; “메나리토리 巫歌 民謠

圈의 音樂文化,” 韓國文化人類學(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제15집, 233-49쪽; 경서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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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론에 의거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이후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

되거나, 기존 이론 간의 견해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 미흡한 분야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 아

울러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제별 통합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본고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출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토속민요 음조직 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갈래별로 꾸

준히 진행되어왔다. 먼저 이보형은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에서 수심가토리권과 경토리권을 하나의 음악권으로 보고, 한반도 서부

지역의 음조직을 경서토리라 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이를 분류하였다. 또

한 지역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서토리 유형들에 대해 음악적

전이현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종지음 및 미분음 여부에 따라 경서토리를

제1-9형과, 기타(其他)형 제주토리형을 더하여 모두 11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음조직의 분포를 정리하고, 전이된 곡들을

집계하였다.49)

“토리의 槪念과 有用論”에서는 ‘토리’를 전이 형태를 지시하는 개념으

로 썼는데, 경토리의 남부 전이는 성주푸리토리 또는 남부경토리, 서도의

경토리는 북부경토리, 남도의 메나리토리는 남부메나리토리, 서도의 메나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서울: 문화재연구소, 1992); “토리의 槪念과 有用論.” 音樂學論叢
(서울: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2000), 511-34쪽; “동남토리 음구조 유형 생

성과 변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8), 제44집, 115-42쪽.

46)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旣存 硏究 成果의 再解析을 中心으로,” 한국음악연구, 제28
집, 15-45쪽.

47) 백대웅,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구조(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2008), 211-226쪽 참조.
48) 오용록, “상여소리를 통해본 노래의 형성,” 한국음악연구(한국국악학회, 2001), 제30집,
241-61쪽; “수제천의 음군(音群),” 동양음악(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5), 제27집,
159-73쪽; “가야금산조의 音群,” 한국음악연구(2006), 제39집, 169-87쪽.

49) 임미선은 “황해도 민요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에서 황해도 민요의 다양성을 밝

히며, 이 지역 민요가 ‘수심가토리’와 ‘경서토리’로 한정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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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리는 서도메나리토리 등이 그것이다. 남부경토리는 음구조가 경토리

이고 시김새가 남도토리이며, 북부경토리는 음구조는 경토리가 아니고,

음비중과 시김새가 경토리이다. 남부메나리토리는 음구조가 육자배기에

가까우며, 서도메나리토리는 음구조가 메나리토리에 가깝고, 시김새는 수

심가토리이다.

또 “동남토리 음구조 유형 생성과 변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50)에서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공통된 음악특성을 가지

며, 메나리토리의 전승지역은 넓고 육자배기토리의 전승지역은 좁기 때

문에 육자배기토리는 메나리토리에서 파생된 국부토리라고 보았다. 그리

고 지역에 따른 음고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중

간적 성격의 음조직에 대해서는 ‘메나리 육자배기 중간 토리’또는 ‘메나

리 육자배기 섞인 토리’라는 말로 변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운은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51)에서 그간 학계의 민요 음조직론

을 지역별로 총정리하고, 대표적인 선법을 살펴본 후 선법간의 영향과

변종 선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수심가토리와 반경토리가 혼합되

어 나타난 변종선법이 난봉가토리며, 남도경토리는 이보형과 마찬가지로

경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변종선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경토리와 메나리

토리의 변종선법은 어사용토리라고 보았다.52)

신은주는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를 중심으로”53)에

서 경기도지역의 어로요에 나타난 토리의 양상을 고찰하고, 메나리토리

반수심가토리 수심가토리 경토리를 ‘기본 토리’로, 그 외의 변화된 구조

들을 ‘변용 토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변용 토리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타 지역의 토리가 그 지역에 정착하여 변화할 때 주로 시김새와 선율진

50) 이보형, “동남토리 음구조 유형 생성과 변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연구, 제44집, 115-42쪽.

51)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15-45쪽.
52) 이에 대해 최헌은 같은 선율에서도 경우에 따라 Mi의 높이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현상이

있고, 동일한 선율을 정확히 Mi로 노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별개의 음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최헌, “경상도 민요 음고조직론,” 한국학논집(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원, 2012), 제46집, 188쪽 및 192쪽 참조.

53) 신은주,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서울: 한국민요
학회, 2002), 제11집, 11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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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지역 토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손인애는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54)에서 사당패소리 계

열 향토민요를 검토하며, 그 음악적 특징과 사당패의 활동상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를 선소리계통, 민요계통, 꽃 및 동물과 관련된 사설을 가진 곡

들, 길소리계통, 사랑타령계통으로 나누며, 각각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사당패소리 계열 민요들이 각지에 전파되면서 일어나는 다

양한 변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사당패 중심음악권인 경기도

의 음악어법, 즉 경토리계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선소리계통은 불규칙

박자가 많으며, 대체로 경쾌하고 빠른 특성을 가졌음을 밝혔다.

김익두는 “전북민요의 ‘소용돌이 미학’: 노동요를 중심으로”55)에서 전

북지역에 전국의 여러 민요 전통과 어법들이 들어와 일종의 음악적 ‘소

용돌이’를 형성하며, 그러한 소용돌이들에 의해 강력한 융합적 변이가 발

생하고, 융합적 변이들이 상호작용하여 ‘판소리’와 같은 성악구조로 발전

해 나아간 것으로 추측하였다.

임미선은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적 음악현상”56)에서

경기민요와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이 어떻게 혼재되어 나타나는가를 고찰

하였다. 그 결과 경기민요 선법+남도계면조의 혼합형, 경기 동부민요 선

법의 혼합형, 동부민요+남도계면조의 혼합형, 동부민요 선법+서도민요

창법, 그리고 경기 동부민요의 선법에 남도 서도민요의 창법이 섞여있는

복합적 형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남도계면조가 우세하면서

도 경기도 및 경상도와 인접한 영향으로 인해 경기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성이 전북민요에 적잖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

전북민요에서 동부민요의 선법이 전이된 형태가 경기민요에 비해 훨씬

많고, 특히 들노래에서 그 양상이 강함을 밝혔다.57)

54)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5) 김익두, “전북민요의 ‘소용돌이 미학’: 노동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22집, 17-37쪽.
56) 임미선,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적 음악현상,” 정신문화연구(성남: 한국학중
앙연구원, 2011), 제34집, 2권, 247-274쪽.

57) 그 밖에 황혜령의 “民謠旋律의 變移樣相에 대한 一考察: 제주 성읍 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는 제주도의 유흥요 7곡에 대해

육지부 민요와 리듬형태, 선율형, 사설 등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했다. 한국음악연구(서울: 한
국국악학회, 2011), 제50집, 67-84쪽에 실린 김인숙의 “충북 농요 <아라리>·<아라성>·<정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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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음조직 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갈래별로 꾸

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전국적 범위의 고찰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으

며, 따라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이 다르거나, 지역적 특성과

전국적 양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조직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

겠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 연구할 범위는 MBC의 한국민요대전58)과 북녘 땅 우리소

리,59)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60)의 CD5와 KBS문화사업단에서 출

시한 북한지역의 토속민요61),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의 지리산 자락

의 민요Ⅱ62)에 수록된 곡들이다.
리>의 교섭과 변이”는 이 곡들이 강원도 경상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교섭되고 변이

되는지를 기능과 분포 및 리듬 가창방식 사설 선율 등 음악적 요소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한
국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2014), 169-96쪽에 실린 정진의 “<아라리>와 <정자소리>의 지
리적 변모 양상”은 모심는소리가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변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유지 또는

변형되었는지에 대해 가창방식 등 음악구조, 형식, 박자, 리듬, 선율형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58) MBC, 한국민요대전(서울: MBC, 1991-1995). 제주도편 1991, 전라남도편 1993, 경상남도편

1994,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편 1995년 출간. CD 103장과 9권의

해설집으로 구성되어있다. 수록곡은 총 2,255곡이다.

59) 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 YBM서울음반 국악춘추사, 북한민요전집-북녘 땅 우리소리(서울:
YBM 서울음반, 2004). 토속민요 CD 8장 및 전문가소리 CD 2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토속민요

수록곡은 총 305곡이다.

60)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서울: 서울음반, 1995). CD1-4는 남한의 민요, CD5는 북한의 민
요를 담았다. 북한지역의 음원이 부족하므로 본고에서는 이 중 CD5를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CD5의 수록곡은 총16곡이다.

61) KBS문화사업단, 21세기를 위한 KBS-FM의 한국의 전통음악 시리즈 17 북한지역의 토속민
요(서울: 해동물산, 1994). 수록곡은 총18곡이다.

62) 국립민속국악원,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9). 지리산은 전북 전남 경
남 3개의 도가 만나는 곳으로, 변이현상을 관찰하기 적합한 곳이다. 그런데 지리산 자락의 민
요Ⅰ의 수록곡은 모두 전북 남원군의 음원이고, 지리산 자락의 민요Ⅲ의 수록곡은 모두 경
남 산청군의 음원이며,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는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그리고 경남 하
동군의 음원이 골고루 들어있어, 본고에서는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만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
다. 수록곡은 총25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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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출간되어 음원에

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있으며, 비교적 음질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특

히 임석재와 KBS의 음원은 북한민요의 음원이 남한민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므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국립민속국악원의 음원은 변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음원들이므로 포함하였다. 이 중 MBC의

자료들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검색해서 음원을 들을 수 있으

며, 해설이나 해제도 첨부되어있다63). 나머지 자료들은 주요대학 및 공

공도서관, 관련기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음조직 간의 상호 영향으로 서로 다른 음조직의 특성이 뒤

섞이는 현상에 대해 ‘음악적 특성이 변화하고 옮겨간다’는 의미에서 ‘변

이(變移)’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음

조직적 요소의 변이이며, 노랫말이나 리듬적 요소, 형식 가창방식, 문화

현상과의 연관성 등은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변이는 하나의 곡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음조직의 특성이 동시에 나

타나는 현상으로, 그 곡의 바탕을 이루는 음조직과 변이로 인해 나타난

음조직을 판별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때 곡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조직을 ‘바탕 음조직’으로, 나머지 부분의 음조

직을 ‘변이 음조직’으로 보고자 한다. 두 음조직의 비중이 비등한 경우는

음조직적 특성이 더 강한 쪽을 바탕 음조직으로 볼 것이다.64)

간혹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음조직으로 불리던 노래가 타 지역에서 타

음조직으로 불릴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상사소리>는 육자배

기토리가 원형이지만, 지역이나 가창자에 따라 경토리로 불릴 때가 있으

며, 경상도의 <모노래>는 메나리토리가 원형이나, 전라도에서는 육자배

기토리로 불릴 때가 있다. 이는 원형이 타 지역에 전파되어 그 지역의

음조직으로 변주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변주도 넓은 의미에서는

63)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http://urisori.co.kr/dokuwiki-cd/doku.php,

64) 예를 들어 반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간의 변이에서, 구성음은 반경토리와 같고, 선율진행과 시김

새는 수심가토리와 같다면, 바탕 음조직은 수심가토리가 된다. 두 음조직 간 구성음의 차이는

제2음이 반음 차이 나는 것이나, 이 음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 선율진행에서 제3음

이 생략되고, 시김새에서 위 핵음을 깊게 떠는 음조직적 특성은 수심가토리에 유일한 것으로,

강하게 인식된다. 이런 경우 바탕 음조직은 수심가토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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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곡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조직 간의 상호 영향이므로, 이처럼 곡

전체가 변주된 경우의, 넓은 의미에서의 변이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도

록 하겠다.

특정 곡에서 다른 음조직으로 변주된 곡의 바탕 음조직은 본고에서는

‘원형의 음조직’이 아닌 ‘변주된 상태의 지배적 음조직’이 된다. 즉 변주

된 <상사소리>는 경토리가, 변주된 <모노래>는 육자배기토리가 바탕

음조직이다. 이와 같이 변주된 곡의 바탕 음조직은 원형의 음조직과는

다르다. ‘원형(the origin)’은 음조직 변주나 변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이며, ‘바탕(base)'은 변주나 변이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 곡의 지배적 음

조직을 말한다.

선곡에 있어 연구범위 내의 곡들 중 음조직을 분명히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창자의 음정이 불안한 경우는 제외할 것이다. 나머지 곡들에

대해서는 한 곡씩 검토하면서 변이현상이 두드러지는 곡을 선곡할 것이

다. 그리고 선곡된 곡들을 실음 기준으로 오선보에 채보 후, 채보악보를

토대로 분석해나갈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음조직 분석의 요소를 살펴본 후 각 지역에 집중 분포하

는 음조직 유형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이때 분석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은 구성음 핵음 선율진행 시김새이다.

제3장에서는 변이현상을 변이 요소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

이다. 이 장에서 분석의 핵심적 기준은 ‘각 곡의 바탕 음조직에서 어떤

특성이 변화했는가’이다.

제4장에서는 변이 발생의 요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적 환경

이나 갈래적 특성이 변이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채보65)에 있어 솔미제이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음에

65) 채보시 Sony Sound Forge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음고의 세밀한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Process-Time Stretch 기능을 사용하였다. 이는 음고는 그대로 둔 채

시간축만을 늘일 수 있는 기능으로, 짧은 음의 경우에도 파형의 시간축을 부분적으로 늘여서

음고의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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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i)나 Fa(fa)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대음고보다 상대

음정을 중요시할 것이다. 우연적인 음고나 key의 이동은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보와 분석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key가 뚜렷한

경계 없이 점차로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는 key가 유지되는 것으로 채

보하겠다. 메기고받는형식이나 유절형식에서 도입부의 선율이 다소 불안

정한 경우는 반복되는 선율 중 가장 안정된 부분을 선택하여 채보하겠

다.

기보에 있어 변이 부분은 임시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 한해 조표를 바꾸도록 하겠다. 의도가

불명확한 반음 이내의 음고 변화는 음표머리 위에 ↑↓ 등으로 다소 높

고 낮음을 표시하겠다. 그리고 리듬구조를 잘 드러내기 위해 음절이 분

리되더라도 1박 내의 음표들은 꼬리를 잇겠으며, 3분박 구조의 곡에서

헤미올라리듬이 쓰이는 경우는 4분음표 단위로 꼬리를 잇겠다. 받는소리

와 메기는소리가 1마디씩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박자 변화가 빈번할 때

는 겹세로줄과 박자표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표기하겠다.

한국민요대전 수록곡은 ‘경기0620’과 같이 지역명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북녘 땅 우리소리의 경우, 전집1(평안도)의 CD 1 2 3은 01 02

03으로 시작하고, 전집2(황해도)의 CD 1 2 3은 04 05 06으로 시작하며,

전집3(함경도 자강도 량강도 강원도 경기도)의 CD 1 2는 07 08로 시작

한다. 예를 들어 북한0517은 전집 2의 CD 2 중 17번째 곡이라는 의미이

다.66) 음원 검색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파일번호를

그대로 곡 번호로 쓰겠다. 그 외 ‘임석재0501’은 임석재음원 CD 5의 첫

번째 곡, ‘KBS02’는 KBS음원의 두 번째 곡, ‘지리산Ⅱ05’는 국립민속국

악원 음원의 다섯 번째 곡이라는 의미이다.

분류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만선풍장소리’와 같이 표기하겠으며,

구체적 곡명은 <만선풍장소리>와 같이 세모꺾쇠표로 표기하고 파일명을

병기하겠다.

구성음 표기 시 높낮이의 구분을 위해 do를 기준으로 그 아래는 대문

66)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에서 ‘경기0620’, ‘북한0517’ 등과 같이 검색하면 해당곡을 바

로 들을 수 있고, 가사와 해설서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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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이상은 소문자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보다 옥타브 낮거나 높을

경우 계명 뒤에 ′로 표시하겠다. 예를 들어 진경토리의 기본구성음은

Sol La do re mi, 메나리토리는 Mi Sol La do 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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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속민요의 음조직

이 장에서는 음조직 분석의 요소와 각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음조직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조직’이란 음이 갖는 여러 가지 성격 중 음고와 관련하여 음향적 재

료를 체계화한 것이다.67) 또 음조직은 어떤 국민(민족)의 양식 내지는

어떤 시대의 양식 중에서 특징적으로 쓰이고 있는 음운동(音運動)의 조

직적인 구조68)를 가리킨다. 즉 음조직은 어떤 음악에서 선율의 음고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본고에서 사용할 ‘음조직’의 개념에는 노랫말의 의미나 음운학적 요구,

혹은 박자나 리듬패턴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선율적 요소들은 배제되며,

음색도 배제된다. 또한 규칙적 경향성을 갖고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배제된다. 즉

본고에서 ‘음조직’이란 일단의 음악유형에서 리듬이나 노랫말, 음색 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적 요소들을 총칭한다.69)

민요에 쓰이는 음조직들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해 서로 구별되며, 그러

한 요소들의 양상은 음조직 자체의 특성을 이룬다. 먼저 이 요소들에 대

해 살펴본 후, 그에 의거하여 각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음조직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67) 홍정수 조선우 편역(Ulrich Michels 저), 음악은이(dtv-Atlas Music)(서울: 음악춘추사, 2005)
87쪽 참조.

68) 삼호출판사 편집부 역(Curt Sachs 저), 음악의 기원(The rise of the music in acient word
east and west)(서울: 삼호출판사, 1993) 1권, 88쪽 참조.

69) 최헌은 음조직에 음장 음고 음색의 요소가 포함되어야한다고 보고, 이 중 음고의 요소만을 추

려낸 것을 ‘음고조직’이라고 구별한 바 있다. 그러나 음장은 리듬적 요소이고, 음색은 토속민요

에 있어서는 개인차는 있되 지역이나 갈래의 차이는 정형화되어있지 않다. ‘음’에는 음고와 음

장, 음색이 모두 포함되나, 음조직에는 음고만이 관련된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음조직 또

한 음고적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음고조직’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최헌, “경상도 민요 음고조

직론,” 한국학논집, 제46집, 1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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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조직 분석의 요소

본고에서 민요 음조직을 분석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요소는 다음과 같

다.

1) 구성음

본고에서 사용할 ‘구성음’의 개념은 ‘음조직에서 독자성을 가진 음’이다.

일반적으로 음조직 분류에서 가장 상위 범주는 음계이며, 음계는 구성음

의 배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구성음은 음조직을 분석하는데 있어 첫

번째 요소에 해당한다. 구성음은 대부분의 경우 변화하지 않는 고정적 요

소이며, 구성음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음조직이 된다.

자주 쓰이거나 길게 쓰일지라도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특정음에

서 유도되거나 특정음에 종속된다면, 그 음은 구성음으로 보기 어렵다.70)

반면 생략되는 경향이 강하고 가끔 쓰이더라도 독자성을 가진 음은 구성

음으로 보고자 한다.

2) 핵음

본고에서 사용할 ‘핵음’의 개념은 ‘주변음들에 대해 흡인력을 가지며, 주

변음들의 지향점이 되는 안정된 음’이다.71) 민요는 보편적으로 2개의 음

70) 예를 들어 장조에서 sol에 종속되는 fa♯은 아무리 자주, 길게 쓰여도 구성음이 될 수 없다.

fa♯이 자주 쓰인 곡을 8음계로 간주하지 않는 것도 그 음이 sol에 종속되는 사이음이며, 원음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71) ‘핵음’의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 학자는 Curt Sachs와 Robert Lachmann이다. (Curt Sachs.

1881. 베를린～1959. 뉴욕. 악기 연구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저명한 독일의 음악학자·음

악교수. Daum 백과사전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8j2665a / Robert

Lachmann. 1892. 베를린～1939. 예루살렘. 저명한 독일의 민족음악학자 언어학자 동양학자. 동

양음악의 전문가이며, Berlin School of Comparative Musicology의 일원이자 창시자 중 한 명.

영어 위키백과사전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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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음들에 대해 구심점 역할을 하며, 종지음

또한 이 두 음 중 하나이다.72) 또 두 음은 대개 완전4도나 완전5도를 이

루며, 그 음정관계에 따라 음조직의 근간이 형성된다. 아래 핵음은 구성

음 배열시 최저음이 되며, 두 핵음을 둘러싼 다른 음들의 배열에 따라 음

조직의 성격이 결정된다.73)

Curt Sachs는 동양음악을 분석함에 있어 ‘핵(核, Nucleus)’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음악을 언

어기원적 음악, 감정기원적 음악, 그리고 선율기원적 음악으로 나누고, 최초의 음악형태를 언어

기원적 음악으로 보았다.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가장 초기적인 선율은 2음의 것으로

보고, 이 2음에 다른 음이 추가되면서 3음 이상의 음악으로 발전해나갔다고 보았다. 이 최초의 2

음을 그는 ‘핵’이라 부르고, 음이 추가될 때에도 핵의 흡인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순한 구조의 언어기원적 음악과 달리 음역이 확장된 음악은 옥타브, 완전5도, 완전4도 등의 음정

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Sachs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완전4도라

고 하며, 이러한 흡인력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로, 2개의 음이 완전4도나 완전5

도와 가까운 간격을 갖고 있다면, 이 2개의 음은 저절로 스스로를 완전4도나 완전5도로 조정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매한 2도 음정으로 연속되는 4개의 음정은 이에 따라 테트라코드를

형성하게 되며, 3도가 2개 겹쳐서 이루어진 선율은 바깥쪽의 2음이 완전5도를 이루는 펜타코드

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여러 개의 부가음은 끊임없이 핵음에 흡인되려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언어기원적 음악에서의 진화는 2개의 핵음에 다른 음이 부가되는 ‘부가적’인 것인 반면, 감

정기원적 음악에서의 진화는 ‘분할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옥타브가 나타나고, 이어서 5도와 4도

가 쓰이게 되면, 이들 음정이 핵 대신에 확고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율기원적 양

식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양식을 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서로 다른 종족 간의 다양

한 교류와 합성을 통해 점차 발전해간 것으로 보았다. 삼호출판사 편집부 역(Curt Sachs 저), 
음악의 기원(The rise of the music in acient word east and west) 1권, 34-57쪽, 72-74쪽 참
조.

Robert Lachmann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동양음악에서 세부적으로는 민족에 따라, 또

장르에 따라 주요음(Hauptton)이 1개인 단순한 음악도 있고, 복잡한 음악은 3개 이상인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2개라고 보았다. 그리고 주요음이 2개인 경우에도 그 음들이 완전4 5도가 아

닌 단3도나 장3도를 이루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2개의 주요음이 골조를 만

들며, 그것은 보통 4도나 5도를 이룬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른 인접음들이 주요음에 종속되는 것

과는 달리, 그 주요음들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

다고 보았다. 국민음악연구회 역(Robert Lachmann 저), 東洋의 音樂(Musik des Orients)(서
울: 국민음악연구회, 1976), 11-19쪽 참조. 이 두 학자의 견해는 우리민요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72) 가곡 연구에서도 ‘핵음’과 유사한 개념이 쓰인 바 있다. 오용록은 <우조초수대엽>에서 중심음

의 역할을 하는 음이 태주와 탁임종이며, 이 두 음이 ‘이중 중심음’이 된다고 보았다. 태주와

탁임종은 각각 La와 Re에 해당하며, 각 단락의 종지음이기도 하다. 오용록, “우조 초수대엽의

궁,” 한국음악형성론, 349-50쪽 참조.
73) 민요의 음조직분석에서 ‘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전례로, 윤양석의 논문 “西道民謠 ‘愁心歌’

가락의 이디엄”이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C. Sachs와 R. Lachmann의 이론을 응용하여 분석

을 전개하면서, 연속적인 선율진행에 있어 선율구조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음에 대해 중핵음(中

核音) 또는 핵음(核音)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양석, “西道民

謠 ‘愁心歌’가락의 이디엄: 音樂創作을 위한 韓國民謠硏究 2,” 淑明女子大學校 論文集(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74), 제14집, 192쪽 참조. 그리고 조영배도 그의 논문에서 두 학자의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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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직에서 핵음은 근간이며, 고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구성음이 같

은 경우에도 핵음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음조직이 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민요 <오돌또기>와 경기소리74) <베틀가>는 모두 La do re mi sol의

구성음을 갖는다. 그러나 <오돌또기>는 완전4도를 이루는 La re가 핵음

이며, <베틀가>는 완전5도를 이루는 La mi가 핵음으로, 두 곡은 서로

다른 음조직이다.

3) 선율진행

선율진행에서 기본을 이루는 진행은 순차진행과 도약진행으로, 순차진

행은 이웃한 구성음으로의 진행이며, 도약진행은 이웃 구성음을 건너 뛴

진행이다. 전통음악이 보편적으로 무반음 5음 음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75) 순차진행은 장2도 또는 단3도의 진행이 된다. 그런데 민요 음조직

중에는 규칙적으로 장3도 이상의 선율진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이를 순차진행으로 볼 것인지, 도약진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해석

이 달라질 수 있다.76)

바탕으로 제주도의 민요를 분석하며 이 용어를 사용했다. 조영배, “濟州道 勞動謠의 音組織과

旋律構造에 關한 硏究: C. Sachs와 R. Lachmann의 理論을 中心으로”(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석사학위논문, 1984)와 濟州道 民謠의 音樂樣式 硏究(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이 그것이다.

74) 토속민요와의 구별을 위하여 통속민요는 경기소리 서도소리 남도소리로 부르겠다.

75) “우리의 전통음악은 어느 장르나 5음음계의 음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율진행을 특징으로

한다. ....(중략).... ‘문묘제례악’과 같은 7음음계의 외래음악도 유입되었으나 현재 궁중 의식음악

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고 민간 세상의 음악에는 7음음계의 음악이 단 한 곡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5음음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2012), 33쪽.

“우리나라 전통음악은 대부분 5음음계로 구성되었다. 5음음계 중에는 반음이 없이 단3도와 장2도

만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남도음악에는 반음이 있는 5음음계가 쓰이기도 한다. 그러

나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던 전래동요나 어른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 등에는 5음음계

중에서 한두 음이 생략되어 3음음계나 4음음계로 구성된 노래도 있다.” 김영운, 국악개론, 31
쪽.

76) 일반에 잘 알려진 곡들 중 서도소리 <긴난봉가>의 선율은 대부분 La do mi sol의 4음을 중심

으로 전개되며, re는 잘 쓰이지 않는다. 남도소리 <육자배기>의 선율은 대부분 Mi La do-Si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Sol과 re는 잘 쓰이지 않는다.(<육자배기>의 do는 대개 Si로 꺾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꺾지 않는 do와 구별하기 위하여 ‘do-Si’로 표기하였다.) 이 경우 각각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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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차진행에 대해 지역마다 다른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 범

위에서의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선율진행의 특

성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순차진행에 관해 통일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 지역의 음계 구성에서

인접음이라 할지라도 장3도 이상은 ‘도약진행’으로 보겠다. 즉 5음음계라

는 전통음악의 보편적 틀 위에서 순차와 도약을 논하도록 하겠다.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인 경우와 특정음을 생략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

우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선율진행은 또 갈래나 악곡의 빠르기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77) 선율진행은 앞서 살펴본 핵음과

구성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4) 시김새

보통 시김새는 요성, 퇴성, 추성, 전성, 꾸밈음 등을 뜻하며, 더 나아가

성음이나 목구성, 그리고 악기연주법 상의 특수주법까지 포괄적으로 의

미하기도 한다.78)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김새는 음조직적 시

를 ‘서도’와 ‘남도’로 정한다면 <난봉가>의 do-mi와 <육자배기>의 Mi-La, do-mi는 순차진행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베틀가>는 La do re mi sol의 5음을 고루 쓰므로, 이 경우

에 Mi-La, do-mi는 도약진행이 된다. 즉 같은 진행이라도 범주에 따라 순차진행이 되기도 하

고, 도약진행이 되기도 한다.

77) 예를 들어 메나리토리는 하행 시 re do La Sol Mi와 같이 순차진행 위주의 선율전개를 보이

지만, 어로요나 목도소리, 논매는소리의 잦은소리 등과 같이 빠르고 단순한 구성을 가진 곡에

서는 가락이 단순화되어 Sol이 생략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논매는소리’ ‘노젓는소리’ ‘아이

어르는소리’ 등과 같은 분류명과, ‘긴소리’ ‘잦은소리’ ‘메기고받는형식’ 등의 용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겠다.)

78) 이보형은 시김새가 ‘시김’ 또는 ‘시금’이라는 말과 ‘새’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형상이나 형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았다. 또한 시김새가 일정한 음고나 시가를 가지는 음들이 일정한 질서로

구성되는 음악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장식적인 음들이 생성하는 음악성을 지

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특성은 성음과 목구성을 지니는 특성들이라 보았다. 이보형, “한국

음악의 '시김새' 연구방법 시론: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音樂論壇(서울: 한양대학교음악연구
소, 1999), 제13집, 6-7쪽 참조.

서한범은 시김새가 ‘시김’에 ‘새’라는 접미어가 붙은 합성어이며, ‘시김’은 ‘시금’의 변화형이고, ‘시

금’은 ‘식음’의 연음화된 명사형으로 보았다. ‘식음’은 ‘飾音’이며, 장식음(裝飾音)에서 ‘장’을 생략

하여 ‘식음’으로, 그것이 다시 ‘시금’에서 ‘시김’으로 바뀐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시김새의 1

차적 의미를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장식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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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이며, 구체적으로는 음조직적으로 나타나는 요성과 퇴성이다. 본고에

서 쓸 ‘시김새’의 개념은 이 두 가지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서의

개념이다.

특정음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시김새는 그 음조직의 성격을

이루는 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서도소리 <수심가>에서는 위의 핵음 La

를 아래로 깊게 떠는 현상이 보이며, 남도소리 <육자배기>에서는 아래

핵음 Mi를 깊게 떠는 현상이 보인다. 또 <육자배기>에서는 do를 퇴성하

거나 Si로 반음 꺾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김새들은 해당 곡의 음조직을

타 음조직과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의 일부이다.79)

시김새는 선율진행과 마찬가지로 갈래나 악곡의 빠르기 등에 따라 다

소 차이를 보인다. 빠른 곡들에서는 대체로 잔가락이 덜어지는 현상과

아울러 시김새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80) 즉 시김새는 선율진행과 함

께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요소이다.81)

같은 음조직이라도 선율진행과 시김새는 갈래나 빠르기에 따라 약간의

는 음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율선이나 절주의 자연스

런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농

현 전성 추성 퇴성 등과 같은 표현기능들을 포함시키며, 더 나아가 악기연주법 상의 특수주법

까지도 시김새의 범주에 넣는다. 서한범, “시김새론,” 韓國民俗學(서울: 민속학회, 1998), 제30
집, 74-75쪽 참조.

홍정수는 시김새를 전통음악에서 일정한 가락이 변주적, 장식적, 즉흥적 방식으로 연주될 때에 원

가락의 대강을 유지하면서도 다르게 변형되는 부분으로 보았다. 장식하고, 끌어올리고, 미끄러

지고, 떠는 음들은 여러 음들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결합된 음무더기들을 각각 떼

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시김새라는

개념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홍정수. “시김새.” 음악과 민족(서울: 민족음악학회,
1996), 339-341쪽.

79) 음조직의 특정 구성음에 나타나는 요성에 대해서 황준연은 ‘구성음적 요성’이라고 하였다. 이

는 선율진행상의 필요에 의해 장식으로 쓰이는 ‘선율적 요성’과 구분된다. 황준연, 한국전통음
악의 樂調, 108-11쪽 참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요성에 대해 ‘음조직적 시김새’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민요의 시김새 유형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6집,
54-64쪽 참조.

80) “수심가와 육자배기는 선법 이외에 시김새로도 기술되었지만, 그보다 템포가 빠른 엮음 수심

가와 자진 육자배기에는 시김새가 없다.” 이혜구 임미선, 韓國音樂理論(서울: 민속원, 2005),
151쪽.

81) ‘시김새’의 개념을 ‘본음의 장식을 위한 분리되지 않는 연속적인 음고의 변화’라 정의한 바 있

다. 졸고, “민요의 시김새 유형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악연구(한국국악학회, 2009), 제46집,
52-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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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있으며, 음악적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보이지만, 때로는 구성음보

다 더 중요해질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소리 <베틀가>와 서도소리

<긴난봉가>는 구성음과 핵음이 같지만, 선율진행과 시김새의 차이가 워

낙 선명해서, <긴난봉가>는 <베틀가>보다 오히려 서도소리 <수심가>와

더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된다.82) <긴난봉가>와 <수심가>는 제3음을 생략

하는 선율진행 경향과 위의 핵음을 아래로 깊게 떠는 시김새가 공통된

요소이다.

대체로 공통되는 요소가 많을수록 유사한 음조직이 될 확률이 높다. 그

런데 <창부타령>과 <메나리>는 둘 다 핵음이 완전4도 구조이고,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시김새도 유사하다. 즉 음조직 분석의 네 가

지 요소 중 세 가지가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곡은 구성음의 차이가 매

우 뚜렷해서 정반대의 성질을 갖는 음조직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단순

히 몇 가지 요소가 같은지를 두고 음조직의 유사성을 논하는 것은 위험

할 수 있다.

음조직의 네 가지 요소 중 핵음과 구성음은 고정적 요소이고, 선율진행

과 시김새는 가변적 요소라 할 수 있으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없다. 따라서 음조직을 분석할 때에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두루 살펴서 어떤 요소가 더욱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82) 서양음악에서 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선율단음계도 구성음이 각각 La Si do re mi fa sol la,

La Si do re mi fa sol♯ la, La Si do re mi fa♯ sol♯ la로 차이가 있으나, Tonic과

Dominant가 같으며, 으뜸화음이 La do mi의 단화음이다. 이 세 음조직 또한 구성음에서 차이

를 보이지만, 같은 뿌리에서 파생한 동종의 음계이다. 반대로 장조와 이오니아 선법은 구성음

이 같으나, 장조는 기능화성을 바탕으로 한 화성적 선율진행을 하며, 이오니아 선법은 기능화

성과 무관한 선법적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 장조는 Ⅴ-Ⅰ 또는 Ⅴ7-Ⅰ로 종지하며, 따라서

Sol-Si-do, re-Si-do, fa-re-do 등의 선율형으로 종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오니안 선법은 기능

화성적 선율진행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화성적 종지를 쓰지 않는다. 이오니안 선법은 일명

Landini종지로 불리는 Si-La-do, 또는 mi-re-do와 같은 선율형으로 종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단조와 에올리아 선법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음조직이다. “이오니아 선법은 음열에 있어서는

장조와 같지만 음조직으로서의 성격은 다르다.” 윤해중 역(하세가와 요시오 저), 對位法 順解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88),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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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지역의 음조직 유형

한반도 각 지역의 방언이 서로 다르듯 민요의 음조직 또한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리적 요인이나 인적, 산

업적, 문화적 교류 등으로 인해 타 지역의 음조직이 발견되기도 하고, 더

러는 여러 음조직의 특성이 섞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그 지역에 가

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음조직이 있기 마련이며, 특정 음조직은 특정 지

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는 음조직들은 그 특성이 정형화

되어있으며, 따라서 음조직 간의 상호 영향을 논할 때 기준이 된다. 본항

에서는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민요 음조직 중 지역별로 뚜렷이 정형

화된 유형들에 대해 정리하여, 향후 변이 유형을 논할 때 준거로 삼고자

한다.83)

1) 진경토리 및 신경토리

경토리84)는 구성음에 따라 진경토리와 반경토리로 나뉘며, 진경토리와

83) 민요 음조직에 대한 분석과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운은 구성음과 음의 기능 성질, 선율형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장사훈 한만영 서한범 이

보형 황준연 김영운 이성천 백대웅 권오성 등 여러 학자들의 음조직 분류를 소개하고, 지역별

민요 선법을 재해석한 바 있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15-45쪽. 본항의 음조직 유형은 민요 음조직 논의에 대해 집대성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 논문

과, 이 논문의 내용을 승계한 김영운, 국악개론의 내용에 따랐다.
84) ‘음조직’은 일단의 음악유형에서 리듬이나 노랫말, 음색 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적 요소들을 총칭한 일반적 개념이며, ‘토리’는 민요에서 지역적 특성을 지칭하는 특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음악학계에서 민요 음조직명으로 ‘토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경토리’나 ‘제주토

리’와 같이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어떤 경우는 ‘수심가토리’나 ‘메나리토리’와 같이 곡명을 앞에

붙인다. 그리고 토리는 음악 양식 유형, 전이 형태, 층위와 범주라는 서로 다른 내용을 동시에

지칭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토리’라는 하나의 ‘토리’ 안에 메나리토리 육자백이토리 성주풀

이토리 등 여러 개의 ‘토리’가 존재하며, ‘성주풀이토리’라는 하나의 음조직이 남도토리 남부경

토리 동남토리 등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전이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남부경토리는 음구조가 경토리와 같은데, 북부경토리는 음구조가 아닌 음비중과 시김새가 경토

리와 같다. 또 남부메나리토리는 음구조가 육자백이토리와 비슷하고, 서도메나리토리는 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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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이 같으나 do로 종지하는 경우는 신경토리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구성음 핵음 선율진행 시김새가 같은 진경토리와 신경토리를

하나로 묶고, 구성음 핵음이 다른 반경토리는 따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먼저 <악보 1>85)에서 진경토리의 곡을 살펴보겠다.

는 메나리토리와 비슷하나 시김새는 수심가토리와 비슷하다. 어떤 경우는 음구조가 명칭의 기

준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경우는 음구조가 명칭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토리’라는 용어가 이처

럼 다의적이고 복잡하며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 학계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토리’를 음조직명으로 쓰도록 하겠다. ‘토리’의 개

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보형, “토리의 槪念과 有用論,” 音樂學論叢 511-33쪽 참조.
85)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면서 하던 소리. 돌이나 통나무에 줄을 매어 사방 팔방에서 당겼다

놓으면서 주춧돌 자리를 다진다. 노랫말에는 집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많다.” MBC 방

송문화진흥회 YBM서울음반 국악춘추사,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64쪽. 졸고, “평안
도민요의 음조직 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학위논문, 2007), 56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곡은 김영운 김혜정 이진원 공저, 북녘 땅 우리소리(악보자료집)(서울, 민
속원, 2007), 42쪽에 경토리로 분류되어있다. 이 책은 북녘 땅 우리소리의 수록곡을 모두 채보
하고 해제를 붙여 엮은 악보자료집이다.

이 곡은 독창으로 녹음되어있으나, 곡의 구조로 보아 메기고받는형식을 혼자 부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받는소리는 처음 한 번만 부르고 이후는 생략되어있다. 북녘 땅 우리소리에는 이
처럼 독창으로 불렀으나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보이는 곡들이 많다. “녹음된 민요는 대부분 혼자

부른 것인데, 이는 원래 독창 형식이어서가 아니라 후렴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거나 진행자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 또한 민요의 녹음이 녹음자료 그 자체보

다는 악보의 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혼자 부른 노래도

채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사자가 굳이 여럿이 부르도록 유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다.” 최상일, “<북한민요전집> 음반 발간 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한국음반학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14권, 83쪽.

가창자명 앞의 숫자는 녹음연도이며, 가창자명 뒤 괄호 안의 숫자는 생년 또는 녹음 당시의 나이

이다. (받)은 받는소리이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잔물결선은 얕

은 요성이다. 분류명으로 쓸 때는 ‘집터다지는소리’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쓰고, 개별곡

명으로 쓸 때는 ‘<집터다지는소리>’와 같이 세모괄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다.

‘북한0238’이라는 파일명은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CD2의 38번째 곡이라는 뜻이다. 북녘 땅 우
리소리의 파일명은 전집1(평안도)의 곡들은 01, 02, 03으로 시작되고, 전집2(황해도)는 04, 05,

06, 전집3(함경도, 기타)은 07, 08로 시작된다. 동일 파일명으로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

트>에서 음원과 해설을 검색할 수 있다. 이하 ‘북한0’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모두 북녘 땅 우
리소리의 수록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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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평남 문덕군의 <집터다지는소리>(북한0238)  

이 곡의 구성음은 Sol La do re mi이다. 제1마디에서 mi와 re는 do를

향하며, do는 La를 거쳐 Sol을 향한다. 제1마디의 끝음 Sol은 제2마디의

첫음 do를 향하며, 제2마디의 모든 음들은 최종적으로 Sol로 집결된다.

즉 이 곡에서 핵음은 Sol do이며, 종지음은 Sol이다.

선율진행은 생략하는 음 없이 5음을 고루 쓰며 순차 위주의 진행을 보

이고, 제1-2마디의 경계 ‘나달’에서는 Sol-do로의 완전4도 진행이 보인

다. 제2마디 종지음 앞의 La에서 보이는 퇴성은 핵음으로의 지향을 드러

내며, do를 얕게 떠는 시김새 특성을 보인다.86)

다음은 신경토리의 곡을 <악보 2>87)에서 살펴보겠다.

86) 한 개 또는 두 개의 핵음을 얕게 떠는 것은 북한의 경토리 곡들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

이다. 경토리의 종지음과 요성, 퇴성 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

직 연구,” 16-56쪽 참조.(이 논문에서 경토리에 해당하는 음조직명은 ‘창부타령조’임.)

87) “풀무질을 하면서 하던 소리. 혼자 메고 다닐 정도의 작은 풀무로 짐작된다.” 북녘 땅 우리소
리, 전집1 해설집 51쪽.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34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독창으로
불렀다. 이 곡은 김영운 김혜정 이진원 공저, 북녘 땅 우리소리, 43쪽에 경토리로 분류되어있
다.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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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평북 삭주군의 <풍구소리>(북한0203) 

<악보 2> 또한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이며 핵음은 Sol do이나, 종

지음은 앞의 곡과 달리 do이다. 선율진행에서는 앞의 곡보다 도약진행이

많으나,88) 규칙적으로 생략되는 음은 없으며, 대체적으로는 순차 위주의

진행을 보인다.89) 그리고 이 곡에서도 do를 얕게 떠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두 곡과 같이 진경토리와 신경토리는 음조직을 구성하는 네 가

지 요소가 같으며, 종지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진경토리와 신경토리의

88) 제1-2마디 사이의 ‘라불’에서는 Sol-re의 완전5도 진행이, 제4마디 제2-3박 사이의 ‘불불’과 제

6마디 제2-3박 사이의 ‘찍나’, 그리고 제7마디 제2-3박의 ‘불불’에서는 Sol-do의 완전4도 진행

이, 제6마디 제1박의 ‘땀만’에서는 re-sol의 완전4도 진행이 보인다. 그리고 제4마디 제2박의

‘불’에서는 re-La, 제7마디 제2박의 ‘불’에서는 do-Sol의 완전4도 진행이 보이고, 제6마디 제2박

‘찍찍’에서는 re-Sol의 완전5도 진행이 보인다. 하행도약보다는 상행도약이 더 많으며, 완전5도

보다는 완전4도 도약진행이 더 많다.

89) 이 곡에서 앞의 곡보다 도약진행이 많은 것은 한배가 빨라짐에 따라 경과음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토리는 하행선율에서 대부분 do-La-Sol과 같이 두 핵음 사이에 경과음 La

를 쓰나, 더러는 그다지 빠르지 않은 곡에서 경과음 La가 생략되기도 한다. 한국민요대전 수
록곡인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의 <밭가는소리>(강원1105)가 그 경우로, 곡 전체에서 La가 생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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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는 지역과 갈래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며, 핵음을 얕게 떠

는 경향이 있으나, 요성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진경토리는 아래 핵음으로 종지하는 정격선법90)에 해당하므로 순차하

행의 선율진행이 많으며, 평조에 해당하는 음조직이다. 널리 알려진 통속

민요 중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곡에는 <창부타령>, <도라지타령> 등이

있다.

신경토리는 <아리랑>, <노들강변> 등 신민요에 주로 보이며, do로 종

지하는 특성이 서양음악의 5음음계(Pentatonic Scale)나 일본의 요나누끼

장음계와 유사점을 가진다.91)

정리하자면 진경토리와 신경토리는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이고, 핵

음이 Sol do이며,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고, 핵음을 얕게 떠는 경

향이 있다.92) 진경토리는 Sol로 종지하고 신경토리는 do로 종지한다. 진

경토리와 신경토리의 음조직은 <악보 3>과 같다.

<악보 3> 진경토리와 신경토리의 음조직 

이 음조직은 경기지역의 대표적 음조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경기

90) 서양의 중세 교회선법에서 정격선법은 종지음이 음계의 최저음이며, dominant는 종지음보다

완전5도 위의 음이다. 변격선법은 정격선법보다 음역이 완전4도 낮고, 종지음이 음계의 가운데

에 있으며, 변격선법의 dominant는 정격선법의 그것보다 3도 아래 음이 된다. 어떤 선법에서

dominant가 Si가 될 경우, 그것은 do로 대체된다. 교회선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우석

전지호 공역(D.J. 그라우트 저), 서양음악사 1(서울: 심설당, 1997), 92-96쪽 참조.
91) 진경토리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8쪽 참조, 신경토리는
41-43쪽 참조. 경토리 전반에 대해서는 김영운, 국악개론, 42-44쪽 참조.

92) 통속민요에서는 대개 Sol을 떠나, 토속민요는 요성의 양상이 다양하다. 진경토리와 신경토리의

곡들은 Sol을 떨거나, Sol과 do를 모두 떨거나, 또는 떠는 음이 없는 등 요성의 경향이 일정치

않으나, 규칙적으로 떠는 음은 대부분 핵음이다. 경토리는 대개 Sol을 떤다고 알려져 있으나,

do를 떠는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더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요대전의 경기0803 050
3 0423, 강원0808 0814, 경북1114, 경남0806 0523 0602 등이 do를 떠는 곡이다. 북한의 경토리

시김새에 관해서는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16-56쪽 참조. 남한의 토속 통속민요 중

경토리의 음조직적 시김새에 대해서는 졸고, “민요의 시김새 유형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악연
구, 제46집, 55-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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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해있으며, 특히 평안도에서 그 분포도

가 높다.93) 예를 들어 전북의 순창 임실과 전남의 고흥 장흥 장성 여천

해남, 경남의 남해 함양 산청 등지에도 상당수 분포해있다. 그리고 평안

도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노동요보다 유흥요에 많은 편이다.94)

2) 반경토리

반경토리의 곡을 <악보 4>95)에서 살펴보겠다.96)

<악보 4> 황남 배천군의 <상여소리>(북한0620)   

93)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122-26쪽 참조. 이보형은

“토리의 槪念과 有用論,” 音樂學論叢, 524쪽에서 “흔히 창부타령토리로 대표되는 진경토리가
경기도 전지역에 전승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도 각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

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서북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메나리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진경토리

는 경기도 서북부와 황해도 남부에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경토리는 경기도

에 특히 많이 분포한 것이 아니다.

94) 유흥요는 놀 때 부르는 노래이므로 밝은 느낌의 경토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든 지역

들에서 유흥요가 많이 채집되었는데, 노동요 중에서도 사당패소리의 영향을 받은 곡들에는 경

토리가 많이 보인다. 손인애는 사당패소리에 사당패 중심음악권인 경기도의 음악어법, 즉 경토

리계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214쪽

참조.

95) “전통 장례식에서 상여가 집을 떠나기 전에 하는 발인(發靷)소리이다. 발인소리는 대개 상여를

메고 행진하면서 하는 소리보다 장중하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2 해설집 69쪽. 독창으로
불렀으나 곡의 구조상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보인다. 북녘 땅 우리소리에는 이런 곡들이 많다.
황해도의 상여소리 중 발인소리는 대개 이처럼 받는소리를 긴 구음으로 한다. 이 곡은 김영운

김혜정 이진원 공저, 북녘 땅 우리소리(악보자료집), 44쪽에 반경토리로 분류되어있다.
96) (메)는 메기는소리, (받)은 받는소리이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꺾쇠표 안의 검은 음표은 구성음 외의 음,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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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의 구성음은 La do re mi sol이며, 핵음은 Mi La이고, 두 핵

음 사이를 다른 음들이 오르내리는 구조이다. 모든 악구는 La로 종지하

며,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위주의 선율전개를 보인다. 그리고 La를 얕

게 떠는 경향이 있다.

반경토리는 La로 종지하는 정격선법에 해당하나, 드물게 위의 핵음 mi

로 종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보 5>97)가 그 예이다.98)

<악보 5> 천안시의 <물푸는소리>(충남1022)의 도입부와 종지구  

<악보 5>은 이 곡의 도입부와 종지구로, 앞의 곡과 마찬가지로 구성

음은 La do re mi sol이며, 핵음은 Mi La이다.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위주의 선율전개를 보이며,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다. 이 곡은 제1-2마

디의 선율형이 계속 반복 변주되는 구조로, 메기는소리 대부분의 악구가

mi로 종지한다. 반경토리에서 이처럼 mi로 종지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대부분 아래 핵음인 La로 종지한다.

97) “날이 가물거나 마른갈이하는 논에 맞두레로 물을 퍼 올리면서 하는 소리. 이 지역은 물이 귀

해서 물 풀 일이 많았다. 둘이 마주 잡고 물을 푸는 맞두레로 밤새워 물을 푸기도 했다. 단순

하고 지루한 일에 소리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단조로움을 피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98) ‘충남1022’는 한국민요대전 충남 편 CD10의 22번째 곡이라는 의미이다. <한국민요대전 자료
음반 사이트>에서 이 파일명으로 음원과 해설을 검색할 수 있다. 이하 한국민요대전의 파일
명은 모두 이와 같이 ‘지역+4자리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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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반경토리는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이고, 핵음이 La mi

이며, 종지음은 La이다.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간혹 아래 핵음

을 떨기도 하나, 요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잘 알려진 곡들 중 <베틀

가>, <오봉산타령> 등이 반경토리에 해당한다.99)

반경토리의 음조직은 <악보 6>과 같다.

<악보 6> 반경토리의 음조직 

반경토리는 진경토리 및 신경토리와 함께 경기지역에서 주로 쓰는 음

조직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경기도에도 그 수가 많지 않다.100) 그

리고 곡수는 많지 않으나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101) 또한 진경토리는

평조에, 반경토리는 계면조에 해당하는 음조직이다.102)

이상 살펴본 반경토리와 진경토리는 둘 다 아래 핵음으로 종지하며,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고,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다. 그것은 전

99) 그 외 반경토리에 대해서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7-38
쪽 및 국악개론, 43-44쪽 참조.

100) 이보형은 경기도에는 메나리토리가 주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보형, “토리의 槪念과 有用論,” 
音樂學論叢, 524쪽 참조. 경토리(진경토리)와 반경토리(반경토리)를 총칭한 ‘경토리’라는 음조

직명은 통속민요에는 합당하나, 토속민요의 실제와는 이처럼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다. ‘경토리’

라는 개념에 대해, 전지영은 경기지역 향토민요는 경토리 양식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다양한 음

악적 양상을 보이며, 또 ‘경’이 의미하는 서울지역에는 향토민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

적하며, ‘경토리’에 대한 논의가 통속민요를 중심으로 되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경성의 좌창 또는 가요나 속요 등의 경성소리가 경기민요와 혼동되고 있다고 하며 경토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재고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 전지영, “경토리의 개념과 범주 재고(再考),”

국악교육(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3), 제36집, 145-157쪽 참조.
101) 한국민요대전의 충남1022, 전남1003 1004 1509, 전북0411, 경북0219 0819, 경남0310 0516

0613 0821, 제주0808, 그리고 북녘 땅 우리소리의 북한0422 0423 0438 0620 0733 0805 0809

등이 반경토리의 곡이다.

102) 계면조에 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보형은 경서토리 가운데 진경토리(경토리)가

평조, 메나리토리가 계면조와 구조가 같다고 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

구,” 92-93쪽 참조. 황준연도 경토리가 향악 평조와, 메나리토리가 향악 계면조와 부합한다고

보았다.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樂調 18-22 및 180-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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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5음을 고루 쓰며 순차진행 경향을 보이는 음조직에서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다.103)

3) 메나리토리

메나리토리의 곡 중 강원도의 <자진아라리>를 <악보 7>104)에서 살펴

보겠다.

<악보 7> 강원 명주군의 <모심는소리-자진아라리>(강원0207) 

103) 선율진행과 요성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영운, 국악개론, 43-45쪽 및 53쪽 참조.
104) “앞소리는 서로 돌아가며 메기고 뒷소리는 모두 함께 받는다. 자진아라리를 부르면 모심는

손이 빨라진다고 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명주군은 1995년에 강릉시

와 통합됨. 일반적인 메기고받는형식에서는 선소리를 1명이 하나, 이 곡에서는 선소리를 돌아

가면서 한다. 이 곡이 채록된 1994년에는 ‘명주군’이었으나, 현재는 강릉시이다.(1995년에 강릉

시와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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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은 구성음이 Mi Sol La do re이며, 핵음은 각 악구의 종지음

인 Mi La이고,105) 최종적으로는 La로 종지한다.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

의 앞단락에 해당하는 제2 6마디의 끝음 Mi는 반종지의 역할을 하며, 뒷

단락에 해당하는 제4 8마디의 끝음 La는 완전종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생략되는 음은 없으며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고, Mi와 La를 얕게

떤다.

<악보 8>106)은 Mi로 종지하는 경상도의 모심는소리이다.

<악보 8> 경북 대구시의 <모심는소리>(경북0102) 

105) 제4마디 메기는소리의 종지는 La로 종지 후 Sol로 내려서 마무리하는데, 토속민요에는 이처

럼 종지음을 한 음 아래로 내리거나 퇴성하여 맺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반대로 한 음 위로 들

거나 추성해서 맺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 곡에서 ‘마치는 기능을 하는 음’으로서의

음조직적 종지음은 La이다. 음조직적 종지음을 김영운은 ‘선법적 종지음’이라 하여, 선율적 필

요에 의한 ‘선율적 종지음’과 구분하였다. 두 가지 종지음에 대해서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

의 特徵: 旣存 硏究 成果의 再解析을 中心으로,”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3-34쪽 참조.
106) “현지 명칭은 ‘모노래’ 또는 ‘모심기소리’이다. 이 마을에서는 모를 심을 때 품앗이로 보통

15-30명 정도, 남녀가 섞여서 했다고 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유사한

선율에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유절형식에 해당하며, 독창과 합창을 교대로 부른다. 독창과

합창의 노랫말은 문답형식으로 댓구를 이루고 있다. 이 곡이 채록된 1994년에는 ‘대구시’였으나,

현재는 대구광역시이다.(1995년에 시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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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또한 구성음이 Mi Sol La do re이고, 각 악구가 Mi 또는

La로 마치나, 앞의 곡과 달리 최종종지는 Mi이다. 하행선율들은 모두 순

차진행하는 반면 상행 시에는 Mi-La의 도약진행이 주가 된다.107) 그리

고 이 곡에서는 La를 얕게 떤다.

<악보 8>의 제2마디에서 re를 do로 속히 꺾는 꾸밈음이 연달아 보이

는데, <악보 7>의 제1-3마디와 제7-8마디에서도 동일한 음형이 관찰된

다. 이상의 두 곡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re를 do로 속히 꺾는 현상은 모

두 같은 음이 반복될 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상도의 나무꾼

신세타령(일명 ‘어사용’)과 모심는소리(일명 ‘모노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황해도의 모찌는소리나 모심는소리에서도 do의 동음 반복 시 흔

히 나타난다.108)

이처럼 do로 꺾는 re의 패턴으로 인하여 메나리토리의 re는 do에 종속

되는 음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109) do-Si와 동일

107) 제3 4 7마디의 장식적인 La-Sol-Mi-La 음형과 제10-11마디 사이의 ‘복손’ 및 제14마디의 ‘방

에’에서 Mi-La의 완전4도 진행이 빈번히 쓰였다.

108) 황해도의 수심가토리 곡에서 re-do를 연속적으로 꺾는 시김새가 보이는 예는 북녘 땅 우리
소리, 전집2 황해도편의 수록곡 중 북한0401 0402 0403 0409 0424 0504 0505 0515 0532 0602
0604 등으로, 이는 이 지역 수심가토리 중 1/3에 해당한다. 즉 re-do를 꺾는 시김새는 메나리토

리만의 음조직적 특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래는 황남 해주시의 <모찌는소리>(북한0515)로,

그 한 예이다.

109) do-Si를 빠른 속도로 내는 것을 ‘꺾는청’ ‘꺾는목’ ‘꺾는음’ 등으로 부르는데, 본고에서는 ‘꺾는

음’으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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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급되기도 했다.110) 그러나 메나리토리에는 re-do의 하행진행뿐

아니라, do-re-mi와 같은 상행진행도 쓰이므로, re가 do에 종속되는 음

으로 보기는 어렵다.111) 이처럼 re가 do의 꾸밈음으로 빈번하게 쓰이는

것은 음조직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선율형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강

원도와 경상도 일대의 모심는소리와 나무꾼신세타령 등 특정 갈래의 곡

들은 고음에서 질러내어 동음을 반복하는 관용적인 선율형을 보이는데,

이때 동음반복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선율을 장식하기 위해 이러한 꾸밈

음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메나리토리는 구성음이 Mi Sol La do re이고, 핵음은 Mi

La이며, 종지음은 La 또는 Mi이다. 상행 시에는 Mi-La의 완전4도 도약

이 많으나, 하행 시에는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두 핵음을 얕게

떠는 경향이 있다. 잘 알려진 곡 중 <강원도아리랑>, <어랑타령> 등은

La로 종지하며, <정선아리랑>, <상주모심기> 등은 Mi로 종지한다.

메나리토리의 음조직은 <악보 9>와 같다.

<악보 9> 메나리토리의 음조직

메나리토리는 경토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해있으며, 함경도

110) “즉 두 토리에서는 모두 下二에서 요성(떠는목)을, 宮에서 평으로 내는 목을, 上二에서 上一

로 미분하행하며 퇴성하거나 꺾는 목을 쓰는 점에서 같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보형,

“동남(東南)토리 음구조 유형 생성과 변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한국음악
연구(한국국악학회, 2008), 제44집, 139쪽.

111) 메나리토리의 re가 do에 종속되는 음이 아니라는 점은 김영운에 의해서도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최종민 한만영 이보형님은 모두 mi, la, do′가 주요음이라고 하였으나, 최종민 한만영님

은 re′음이 do′에 귀착되는 장식음으로 보고, 이를 비독립적인 음으로 해석한듯 하다. 필자도

주요음을 mi, la, do′의 3음으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나, re′를 do′에 귀착하는 음으로 보

는 견해는 수긍키 어렵다. 필자 채보의 여러 오독떼기 악보에서 re′가 do′에 귀착되는 것으

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견되는바 이는 re′가 do′에 종속되는 음이 아니라, 오독떼기

선율형의 특성상 re′가 do′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리라 본다.” 김영운, “강릉농요 오독떼기의 음악적 고찰” 한국음악연구(한국국악학회,
1992), 제20집,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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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상도 등 한반도 동부지역의 대표적 음조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한국민요대전 충청북도편의 경우 동요 몇 곡을 제

외하면 수록곡이 거의 대부분 메나리토리일 정도로 분포도가 높다. 또

전라북도에도 경상도와 인접한 지대에 메나리토리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

는데, 특히 무주에 많다. 토속민요의 음조직 분포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112)

특정 갈래에서 메나리토리가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상여소리와

목도소리, 그리고 어업노동요(이하 어로요)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갈래

에서는 메나리토리 집중 분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메나리토리의

비중이 높다.

4) 수심가토리

수심가토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구성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진경토리에 버금가는 평조계열의 음조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

면, 계면조계열로 보는 견해도 있다.113) 그러나 해석은 다를지라도 구성

112) 메나리토리 분포지역이 넓은 이유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견해가 있다. “그 분포범위가 비교

적 넓은 메나리토리는 옛 신라시대 전성기의 강역(疆域) 안에 널리 퍼져서 존재하고 있다.” 김

영운, 국악개론, 51쪽. 그 외 메나리토리에 대해서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
음악연구, 제28집, 39쪽 및 국악개론, 46-47쪽 참조.

113) 이보형은 진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음조직을 ‘경서토리’

로 함께 분류한 바 있다. 이보형, 서도민요와 경기민요의 선율구조 연구(서울: 문화재연구소,
1992), 19-21쪽 참조. 또 무가나 민요에서 진경토리와 수심가토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보형, “京西토리圈의 巫歌·民謠,” 韓國音樂論叢(서울: 世光出版社, 1982), 186쪽 참

조.

황준연 또한 두 음조직을 음계 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토리에 버금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만

수심가토리의 음계에 대한 논의는 중심음인 宮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그리고 수심가토리에서 宮은 上一에 의해 흡수되어 숨어버린 예(숨은宮)로 보았으며, 이러한

음을 과연 宮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악조를 여전히 평조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

언이 필요하다 하며, 결과적으로는 수심가토리를 宮이 잘 안 쓰이는 형태의 변형된 평조로 보

았다. 또한 <우조이수대엽>에서 흔히 보이는 ‘太-(黃)-㑲-㑣’의 진행과, 가사 <매화가>의 ‘南-

姑-太’, 잡가 <유산가>의 La-Mi-Re의 선율진행이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

해 上一에서 宮을 건너뛰고 下一과 下二로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

에 이러한 곡들은 듣기에 따라 上一을 중심음으로 하는 계면조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황

준연, 한국전통음악의 樂調 18-20, 14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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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선율진행, 시김새 등 수심가토리의 음조직적 특성에 대해서는 의견

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114)

우선 수심가토리의 곡을 <악보 10>115)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10> 평남 남포시의 <물푸는소리>(북한0331) 

이혜구는 수심가의 do가 퇴성하는 것에 대해 “남도음악(계면조)의 꺾는 목(정확히 말해서 퇴성)과

비슷한 전타음처럼 반음(fe-d)이 처리됐다는 말은 주목할 만하다. 남도 계면조와 수심가의 흘

러내리는 반음이 서로 비슷하듯 그 두 소리의 애수성도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

다. 이혜구 임미선 韓國音樂理論 148쪽 참조.
오용록은 황준연과 마찬가지로 우조 가곡과 <수심가>의 유사성에 주목했는데, 음렬뿐 아니라 최

저음에서 완전5도 위의 요성도 공통점으로 파악하였다. 오용록, “수심가의 요성,” 한국음악형
성론, 460-61쪽 참조. 또 <우조초수대엽>의 황종이 태주의 수식음 종속음 경과음, 또는 단락
을 일으키는 음 등으로 쓰였을 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종지음으로도 쓰이지 않으므로 宮으

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제 <우조초수대엽>에서 중심음의 역할을 하는 음은 태주

와 탁임종이며, 이 두 음이 ‘이중 중심음’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태주와 탁임종은 수심가토

리에서 La와 Re에 해당한다. 오용록, “우조 초수대엽의 궁,” 한국음악형성론, 349-50쪽 참조.
114)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21-23쪽 참조.
115) “논에 물을 퍼넣으면서 두레박 수를 세는 소리. 혼자 흥얼거리는 것으로 보아 용두레질소리

로 생각된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87쪽.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57쪽
에서 악보 수정 인용. 독창으로 불렀다. 남포시는 녹음될 당시에는 남포직할시였으며, 현재는

남포특별시이다.(1979년에 직할시, 2004년에 특급시, 2010년에 특별시로 승격됨) 그러나 북한에

서 자료를 넘겨받을 때 기록이 ‘남포시’였기에 그대로 기록하였다고 한다.(2015. 10. 7. MBC 최

상일 민요전문PD에게 확인한 내용임.) 본고에서는 북녘 땅 우리 소리에 수록된 기록을 따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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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의 구성음은 Re Mi (Sol) La do이며,116) 핵음은 Re La이다.

모든 악구의 종지음은 Re이며, 곡 전반에서 Re와 La를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고 있다. 제3-5마디에서 보이듯 선율전개에서 Sol은 생략된다. 제3

마디 종지음 앞의 Mi에서 보이는 퇴성은 핵음 Re로의 지향을 드러내며,

La를 아래로 깊게 떤다.

수심가토리에서 다른 패턴의 요성을 보이는 곡을 <악보 11>에서 살펴

보겠다.117)

<악보 11> 경기 개풍군의 <논매는소리>(북한0825)   

<악보 11> 또한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이고, 핵음이 Re La인 수

심가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이 곡은 전반에서 La를 아래로 깊게 떠는 시

116) 각 곡에서 규칙적으로 생략되는 경향이 뚜렷한 음은 ‘(Sol)’과 같이 괄호에 넣어 표시하겠다.

117) “북한지역에서 상사소리 계통의 모심는소리는 황해남도와 개성지역에서 발견된다. 상사소리

는 충청도, 전라도에서 모심는소리로, 경상도, 강원도 등에서는 논매는소리로 많이 부르던 노래

다.”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3 해설집 54쪽. 독창으로 불었으나 곡의 구조상 메기고받는형식으
로 추정된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 대괄호 안의 음은 구성음 외의 음이다. 개풍군은 2003년에 황해북도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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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와 함께, 제3마디 ‘이배’와 제4마디 ‘넘’에서는 Sol을 위로 깊게 떠는

시김새도 보인다. La를 아래로 떠는 것이 수심가토리의 보편적인 시김새

이나, 이처럼 Sol을 위로 떠는 요성 또한 수심가토리에서 간혹 보인

다.118) La를 아래로 떠는 것과 Sol을 위로 떠는 것은 파형 상으로는 동

일한 패턴을 보이며, 다만 무게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

된다. 즉 이 두 요성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성의 폭이 깊어질 경우, 요성음의 인접음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119) La를 아래로 깊게 떨기 위

해서는 Sol을 생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수심가토리에서 Sol이 생략되

는 경향은 이러한 시김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성

은 <악보 11>에서와 같이 떠는 방향과 중심을 바꾸어서 Sol을 위로 깊

게 떠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20) Sol은 수심가토리의 선율진행에서

생략될 때가 많으나, 이처럼 위로 떠는 요성을 수반하여 쓰이기도 하며,

하행 시에 경과적,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21)

이 곡의 받는소리는 Mi로 끝나나, 음조직적 종지음은 La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22) 수심가토리의 종지음은 Re가 많지만, 이 곡과 같이

La로 종지하는 곡도 더러 있다.123)

118) 북녘 땅 우리소리의 북한0229는 곡 전체에서 이와 같이 Sol을 위로 떤다. 그 외 북한0133,
KBS04 등에서도 위로 떠는 Sol이 쓰인다. 이하 KBS음원은 ‘KBS04’와 같이 트랙수를 붙여 표

시하겠다.

119) “요성음: 우리 민요의 토리에서 주음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는 지배음(dominant), 즉 경

서토리에서는 주음의 5도 위의 음, 동남토리에서는 주음의 4도 아래 음이 요성음이다. 요성음

은 시가가 길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떠는 성질을 지닌 음을 가리키는데, 실제 선율 속에서 요성

음을 충분히 떨기 위하여 인접음이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성음과 주음 사이의 음 중에

서 요성음에 가까운 음이 주로 생략되는 현상이 강하다. 만약 이 음을 생략하지 않을 경우는

요성음의 떠는 정도가 극히 약화된다.” 김영운, 국악개론, 53쪽.
120) 북한0229 0521은 La는 별로 떨지 않고, Sol을 위로 깊게 떨며, 북한0133 0825는 La는 아래로

떨고, Sol은 위로 떤다.

121) 변이와 무관하게 하행 시 Sol을 쓰는 곡으로는 북한0133 0139 0214 0229 0315 0318 0328

0334 0401 0402 0411 0521 0523 0531 0532 0623 0626 0630 0826 0831 등이 있다. 이 중 짙은

글씨는 유흥요로, 여러 갈래 중 유흥요에서 Sol을 많이 씀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경토리가 많

은 유흥요의 갈래적 특성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122) La는 선법적 종지음, Mi는 선율적 종지음이라 할 수 있다.

123) 북녘 땅 우리소리 수록곡 중 북한0334 0411 0432 0440 0504 0505 0516 0520 0524(잦은)

0609 0610 0619 0725 0735 등이 La로 종지하는 수심가토리의 곡들이다.



- 42 -

정리하자면 수심가토리는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이고, 핵음이

Re La이며, 종지음은 대개 Re이나, La로 할 때도 있다. 제3음 Sol을 생

략하는 선율진행을 보인다. 위의 핵음 La를 아래로 깊게 떨며, 간혹 Sol

을 위로 깊게 떨기도 한다. 잘 알려진 곡 중 <수심가>, <용강타령> 등

이 수심가토리에 해당한다.124)

수심가토리의 음조직은 <악보 12>125)와 같다.

<악보 12> 수심가토리의 음조직 

수심가토리는 평안도 황해도지역의 대표적 음조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평안도에는 진경토리 및 신경토리의 분포도가 더

높고, 황해도에는 수심가토리가 더 많이 분포해있다.126) 그밖에 함경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서북부지역에도 일부 분포해있다.

5) 육자배기토리

육자배기토리는 ‘남도계면조’라고도 하는데, 학자에 따라 구성음을 Mi

La do-Si re 또는 Mi La Si do의 4음으로 보기도 하고, Mi La Si do re

또는 Mi Sol La do-Si re 또는 Mi Sol La do re의 5음으로 보기도 하

124) 그 외 수심가토리에 대해서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6
쪽 및 국악개론, 44-45쪽 참조.

125)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괄호 안의 음표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음, 굵은 물결선은 깊은 요성, 물결선 위의 ♭은 아래로 떤다는 표시이다.

126) 김영운 김혜정 이진원 공저, 북녘 땅 우리소리(악보자료집)에서 수심가토리로 분류된 악곡
은 평안도지역(평양시 남포시 자강도 포함)에 14곡(전체 136곡), 황해도지역에 26곡(전체 103

곡)이다. 반면 평안도에서 경토리와 신경토리로 분류된 악곡은 70곡이나 된다. 북녘 땅 우리소
리에 수록된 평안도의 곡은 총 136곡, 황해도의 곡은 총 103곡이므로, 평안도에서는 경토리의
비중이 반이 넘고, 수심가토리는 10%정도인 셈이며, 황해도에서는 수심가토리가 1/4 정도인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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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Mi Sol La do Si re의 6음으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

다.127)

‘꺾는음’ ‘꺾는목’ ‘꺾는청’ 등으로 불리는 do-Si에 대해서도, do를 본음

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Si를 본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두 음

을 분리할 수 없는 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꺾는음 do-Si를 do#-Si

로 내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128) 이처럼 견해는 서로 다르나, 육자배기

토리의 음조직적 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129)

육자배기토리의 곡을 <악보 13>130)에서 살펴보겠다.

127) Mi La do-Si re는 서한범, 윤양석이, Mi La Si do re는 장사훈, 김진균이, Mi Sol La do-Si

re는 한만영이, Mi Sol La do re는 황준연이, Mi Sol La Si do re는 백대웅이 본 견해이다. 이

보형은 단순형은 Mi La Si do, 복합형은 Mi Sol La Si do re로 보았으며, 단순형은 자연태 음

악에 많다고 보았다.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音組織 硏究,” 한국음악연구(한국국악학회, 1996),
제24집, 12쪽 및 26쪽 참조. “자연태란 동요나 부녀요와 같이 흔히 일정한 리듬형의 반복, 한

옥타브 이내 음역, 비슷한 선율의 반복으로 된 음악특성을 지니는 자연 음악 형태를 지시하는

용어이며 이것은 한편 판소리 산조와 같은 변형태 음악의 상대 개념이기도 하다.” 이보형, “自

然態 음악의 구조적 특성,” 국립민속국악원논문집(남원: 국립민속국악원, 2002), 제2집, 117쪽
의 각주 3).

128) 한만영은 do를 Si의 장식음으로 보았고, 황준연은 Si를 do의 퇴성으로 보았으며, 장사훈과 이

보형 등은 do-Si를 do#-Si로 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앞의 논문 13쪽 참조. “평으로내는목

(La)보다 약 단3도 위의 음으로부터 아래로 퇴성하는 음” 장사훈 한만영, 國樂槪論(서울: 사
단법인 한국국악학회, 1975) 18쪽 참조. “이 음(b)은 본래 宮보다 단3도 위의 음(c′)에 종속된

것으로 본다. b는 예외 없이 먼저 c′를 거쳐서 소리나며, c′ 없이는 출현할 수도 없다. 더욱

이 c′는 흔히 긴 싯가로 쓰이지만 b는 긴 싯가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황준연, 한국전통
음악의 樂調, 21-22쪽, 각주 47) 참조. 백대웅은 do-Si가 불가분의 음인 경우도 있고, do가 더
강조되거나 do만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do Si 두 음에 각각 음절이 붙은 경우는

별개의 구성음으로 보았다. 백대웅,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 131-38쪽 참조.
129)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23-26쪽 참조.
130) “이 마을 논매는소리는 논매기 벌수에 관계없이 느리고 빠른 곡으로 구성된 일련의 논매는소

리를 부른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최상일, 남도들노래(서울: 도서출판
피아, 2005), 184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책에는 악보 중 앞의 두 줄이 누락되어있다. 메기고

받는형식이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화살표 아래 검은 음표는

꺾는음의 Si, 괄호 안의 음표는 생략된 음이다. do를 Si로 꺾거나 흘리는 것은 육자배기토리 고

유의 특성으로, 꺾지 않는 do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음조직에서는 화살표와 검은 온음

표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본문에서는 do-Si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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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전남 진도군의 <논매는소리-절로소리(중간소리)>(전남1506)  

<악보 13>은 곡 전체가 Mi La do-Si만으로 전개되며, 핵음은 Mi La,

종지음은 La이다. 선율진행에서 Sol과 re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며, Mi

와 mi를 깊게 떤다. Si는 반드시 do에 이어서 출현하며, Si-do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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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음 상행 진행은 쓰지 않는다.131) 그러므로 Si는 do의 퇴성과 속성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22마디에서 보이듯 do는 Si로 꺾지 않고 다

른 음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육자배기토리에서 sol과 re가 쓰인 예를 <악보 14>132)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14> 전남 고흥군 <논매는소리-방아타령>(전남0202) 

<악보 14>의 제4마디는 앞서 살펴본 곡과 같이 Mi La do-Si를 중심

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이러한 패턴이 육자배기토리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3) 다만 이 곡은 앞의 곡과 달리 Mi로 종지한다.134)

131) 꺾는음이 La로 진행할 때 do-Si-do-La와 같이 do를 한 번 더 거쳐 가거나, do-Si-do-Si와

같이 연거푸 꺾으면 일시적으로 Si-do 진행이 생기나, 이것은 꺾는음이 핵음으로 진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경과적 현상이며, 본질적인 선율진행이라 할 수 없다.

132) 이 곡은 ‘구성음변이’ 항에서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133) 이보형은 육자배기토리의 단순형은 Mi La Si do 또는 Mi Fa-Sol(두 음의 중간) La Si do의

5음 또는 6음 체계로 보았으며, 구성음에 re가 포함되는 경우는 복합형으로 보았다. “즉 육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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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5마디 ‘웃짐을’에서는 do-mi-do-mi와 같이 do를 꺾지 않고

mi로 장3도 진행하며, ‘을(허헐)’에서는 mi-sol-mi의 진행이 보인다. ‘엱

고’에서는 re-mi-re-re-do-Si 진행도 보인다. 이 곡에서 sol은 mi와 mi

사이의 보조음으로 쓰였으며, re는 mi 사이의 보조음 또는 mi-re-do와

같이 경과음으로 쓰였다.135) 제7마디에서는 Sol이 상하행 선율에서 쓰였

다. 이처럼 re와 Sol은 간혹 쓰이지만 특정음에서 유도되거나 종속되는

음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육자배기토리의 re와 Sol을 생략되는

경향을 가진 구성음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육자배기토리의 Mi-La 또는 La-Mi 진행에서 Sol을 경과적으로

쓰는 경우는 변이현상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 즉 육자배기토리의 선

율진행에서는 제2음의 생략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두 곡에서 보이듯 육자배기토리에서 Si는 비록 길게, 자주 쓰일

기토리 음구조에서 mi, sol*, la, si*, do*로 된 단순형이 원형태이고 이것은 본디 다른 소리토

리처럼 5음구조로 된 것인데 sol*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4음체계처럼 보일뿐이라고

할 수 있고 re mi sol la si do re로 된 복합형은 mi, sol*, la, si*, do로 된 육자배기토리 단순

형에 sol la do re mi로 된 경토리나 또는 mi sol la do re로 된 메나리토리와 같은 다른 소리

토리가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소리꾼의 소리에서는 육자백이토리 자체에서 청의

전치현상 일어나 다른 구성음이 나오는데 이는 복합형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이보

형, “육자백이토리 音組織 硏究,” 한국음악연구, 제24집, 14-20쪽 참조.
이보형은 이상과 같이 re를 다른 소리토리와의 복합 내지는 전문가소리의 청의 전치현상(일종의

전조현상)으로 판단하였다. Mi La do-Si가 육자배기토리의 기본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본

고에서 ‘구성음’의 기준은 ‘독자성’이며, 육자배기토리에서 re는 독자성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re를 구성음으로 보고자 한다.

134) 토속민요의 육자배기토리 곡에는 mi로 종지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의 대표적

인 신세타령인 <흥글소리>는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편에 총 6곡이 수록되어있는데, 모두

mi로 종지한다. 전남0218, 전남0219, 전남0421, 전남0919, 전남1501 등이 그것이다. 통속민요에

도 유성기음반에는 mi로 종지한 경우가 있는데, Okeh레코드에서 1934년에 출시한 김소희(주

창), 오태석 오비취(조창)의 <진도아리랑>이 그 예이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기획전시 시리

즈 13 아리랑(서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2013) 44-45쪽 악보와 해설 참조.
135) 토속민요에서는 mi-sol-la의 진행을 보기 어려우나, 전문가소리에서는 간혹 쓰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육자배기>에서 다음과 같은 진행이 보인다.

    
김미숙, 악보와 뜻풀이가 있는 해설 남도민요(서울: 민속원, 2009), 155-67쪽의 악보 참조. 이
와 같은 mi-sol-la의 경과적 진행은 같은 곡의 제40 100 114마디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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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늘 do에서 유도되어 쓰이며, 다른 음에서 Si로 진행하거나, Si에

서 do로 상행하는 일은 없다.136) 반면 <악보 14>의 제5마디에서와 같이

do는 Si로 꺾거나 퇴성하지 않고 다른 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

다. 그리고 음절이 do와 Si에 각각 붙었다고 해서 Si가 구성음으로서의

독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137)

육자배기토리에서 음가가 긴 do는 끝을 흘리는 퇴성의 형태로도 자주

쓰이는데, 퇴성을 빨리하면 급속히 꺾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Si는 do의 퇴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며, 퇴성의 음고가 do와

분리되어 생성된 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38)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에서 본음을 do로 보고자 한다.139)

꺾는음 do-Si를 do#-Si로 내기도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140) 본고에서

136) Si-do의 상행진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꺾는음의 유형을 연구

한 임니나의 “시나위권 무가(巫歌)의 꺾는목 유형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

술원 전문사 학위논문, 2008)에는 ‘꺾는목’의 유형을 급속형 분리형 완만형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유형은 do-Si의 순서이고, 그 반대는 고찰되지 않는다.

Si가 La와 La 사이에서 보조적으로 짧게 쓰이거나, La 앞에서 수식음으로 쓰일 때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Si는 독자적인 구성음이 아니라 do의 음고가 덜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그리고 do-Si-do-Si와 같이 꺾는음이 반복될 때, 또는 do-Si-do-La와 같이 꺾는음 다음

에 다시 do를 거쳐서 La로 진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Si-do진행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꺾는

음의 반복에 의해 결과적으로 발생된 것이지, 선율진행에서 Si-do 자체가 쓰인 것은 아니다.

137) 예를 들어 장조로 된 악곡에서 Fa♯은 상당히 자주 쓰이고, 또 Fa♯에도 음절을 붙일 수 있

다. 그러나 Fa♯은 언제나 Sol로 종속되며, 다른 음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장조에서 Fa♯을 아무리 자주, 길게, 음절을 붙여 쓰더라도 이 음을 구성음으로

볼 수는 없다. Fa♯을 그렇게 쓴 경우에도 장조는 여전히 8음음계가 아닌 7음음계이다. 육자배

기토리의 Si 또한 음절이 붙은 경우에도 구성음으로서의 독자성은 없다.

138) 시김새의 음고분리에 대해서는 오용록이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빠르기가 매우 느려져서 선율

이 확대되면 추성이나 퇴성을 가진 음의 움직임에서 음고가 분리되는데, 이를 오용록은 ‘음 억

양의 선율화’라 명명하였다. 본음이 연속적으로 움직여 생성된 시김새가, 특정 조건 하에서 음

고가 분리되어 불연속적인 하나의 음정으로 바뀐 경우이다. 오용록, “한국 기존음악 음관계론

(1): 우조 초수대엽을 중심으로,” 民族音樂學(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2), 제14

집, 97-98쪽, 한국음악형성론, 311-12쪽 참조.
139) 이보형은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을 메나리토리의 re-do에서 전이된 것으로 보아, do와 Si를

모두 구성음으로 해석하였다.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音組織 硏究,” 한국음악연구, 제24집, 26
쪽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 구성음의 기준은 ‘독자성을 가진 음’이므로 본고에서는 Si를 육자배

기토리의 구성음으로 보지 않겠다.

140) 장사훈과 이보형의 견해가 그러한데, 이보형은 앞의 논문에서 음정을 1/4음 단위까지 구분하

였다. 그러나 우리음악에는 온음을 4등분하는 개념이 없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전통적

인 조율법은 삼분손익법이며, 이는 옥타브를 12율로 나눈다. 서양의 피타고라스율도 삼분손익

법과 같으며, 순정율이나 평균율도 옥타브를 12음으로 나눈다. 옥타브를 22 내지 24음으로 분

할하는 경우는 인도음악이나 아랍음악과 같은 특수한 경우이다. 즉 우리음악에서 3/4음 1/4음



- 48 -

는 그처럼 do의 음고가 높아지는 현상은 변이의 결과로 보고, 추후 해당

항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141)

정리하자면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은 Mi (Sol) La do-Si (re)이고, 핵

음은 Mi La이며, 종지음은 대개 La이나, Mi로 하는 경우도 있다. 선율진

행에서 Sol re(특히 Sol)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며, 꺾는음 do-Si는 하

행 시에만 나타난다. do를 Si로 꺾거나 퇴성하는 시김새와 함께, Mi를

깊게 떨며, mi를 떨기도 한다.142) 육자배기토리에서도 요성이 깊으므로

요성음 Mi의 인접음인 Sol이 생략된다. 잘 알려진 곡 중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등이 이에 해당한다.143)

육자배기토리의 음조직은 <악보 15>144)와 같다.

과 같은 음정들은 온음이나 반음이 다소 넓게, 또는 좁게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인도음악에서는 옥타브가 22슈루티로 분할된다. 슈루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음악용어로, 귀로 식

별할 수 있는 최소 음정. 그러나 이 분할은 균등 분할이 아니며 이들 미분음 단위들, 즉 슈루

티는 서양음악에서 옥타브를 1/4음 단위(즉 반음을 다시 반으로 나눈 크기)로 분할했을 때 얻

을 수 있는 24개의 음 단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슈루티라는 용어는 특정음을 지칭

하기도 하며, 두 음 사이의 음정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8a1059b

“서양음악에서는 1/2음이 가장 좁은 음이지만, 아랍음악은 1/4음이 가장 좁은 음이다.” 전인평, “아

랍음악의 이해,” 음악과 문화(서울: 세계음악학회, 1999), 99쪽.
141) 육자배기토리의 Sol-Mi 진행에서 Sol이 퇴성하거나 Fa♯이 경과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광

주직할시 광산구의 <상여소리>(전남 0410)에서는 Sol-Fa♯이 쓰인다.

이 때의 Fa♯도 언제나 Sol에 뒤따라 나오며, 그 반대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Fa♯

은 Sol의 퇴성과 속성이 같다고 할 수 있으며, do-Si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제2의 꺾는음’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Fa♯ 또한 Si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구성음은 아니다. 그 외

전북1018, 전남0410, 전남2013 등의 관암소리에서 Sol-Fa♯-Mi의 진행이 보인다.

142) Mi를 깊게 떠는 시김새는 전문가소리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나, 토속민요에서는 나타나지 않

을 때도 있다. 그러나 아래 핵음을 깊게 떠는 시김새는 다른 민요 음조직에서는 보기 힘든 반

면, 육자배기토리에서는 본고에서 예를 든 경우들과 같이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즉 육자배기

토리의 토속민요에서 Mi를 깊게 떠는 시김새가 전문가소리에서와 같이 엄격히 정형화 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시김새가 육자배기토리 고유의 특성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143) 그 외 육자배기토리에 대해서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8-39쪽 및 국악개론, 45쪽 참조.

144)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괄호 안의 음표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음, 화살표 끝의 검은 음표는 꺾는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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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육자배기토리의 음조직 

육자배기토리는 전라도의 대표적 음조직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외 경

남의 남해안지역 및 전라도 접변지역,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부에도 분포

해있다.

6) 오돌또기토리

오돌또기토리는 육지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제주도에서 주로 관

찰되며, 그 특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145) 제

주도에서 밭매는소리 무덤가래질소리 통나무끌어내리는소리 연자맷돌끌

어내리는소리 등으로 널리 불리는 대부분의 <홍애기>와 유흥요로 불리

는 <오돌또기>가 오돌또기토리로 되어있다.146)

전라도에서 육자배기토리나, 강원도 경상도에서 메나리토리와 같이 제

주도에서 오돌또기토리의 분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며,147) 곡

수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주도의 대표적 음조

직이라고 하거나, 앞서 고찰한 다른 음조직들과 동등한 비중이라 하기

145) 이보형은 제주도의 <오돌또기>는 구성음이 La do re mi sol la do′이며, 주요음이 La do re

이고, re로 종지하는 반경토리로 보았다. 이보형, “오독도기소리 연구” 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
회, 1995), 제3집, 172-74쪽 참조. 또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33-34쪽에서 구성음

이 D-E-S-L-c이고, 종지음이 D이며, c에서 퇴성하고, A에서 요성하는 음조직을 ‘제주토리형’

으로 분류하며, <이야홍타령> <말모는소리> 등을 예로 들었다. 김영운은 <오돌또기>에 한하

여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이고, re로 종지한다고 보았다. 김영운, 앞의 논문 30쪽 참조. 백대

웅은 구성음이 re mi sol la do′라고 보았으며, 서도의 레음계와 유사하나 선법에서 차이가 있

다고 보았다. 즉 서도의 레음계는 최저음이 Re이고, 제주도의 레음계는 최저음이 La라는 것이

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 164쪽 참조.
146)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에 수록된 <홍애기> 중 제주0105 0214 0318 0402 0417 0510 0513
0612 0713 1006과 제주0113 0920의 <오돌또기>, <진사데> 중 제주0910 등이 오돌또기토리의

곡들이다.

147) “제주도 민요에는 Re선법, Sol선법, Do선법, La선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영배, 濟州道
民謠의 音樂樣式 硏究,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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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독특한 음조직이라는 점에서 오돌또기토리는 제주도 고유의 음조직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음조직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비중이 낮다 해도 오돌또기토리를 독립적인 하나의 음조직으

로 다루고자 한다.

<악보 16>은 오돌또기토리의 대표적 악곡인 <홍애기>이다.148)

<악보 16> 남제주군의 <밭매는소리-홍애기>(제주0417)  

148) “후렴 끝부분이 ‘홍~’으로 길게 끝나는 홍애기류의 밭매는소리.”(제주0402 해설), “성읍2리 구

렁팟은 밭매는소리-홍애기의 북쪽 한계선이다. 남원읍 신흥리의 홍애기에 비하여 빠른 편이

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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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의 구성음은 La do re mi sol이며, 핵음은 La re이다. 각 악

구의 종지음 또한 re와 La이며, 다른 음들은 모두 re와 La로 집결된다.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다.

오돌또기토리의 구성음은 반경토리와 같으며, 핵음은 경토리나 메나리

토리와 같은 완전4도 구조이다.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이나 강하지 않은

시김새 또한 이들 세 음조직과 유사하다.149) 핵음이 La re라는 점에 있

어서는 핵음이 Re La인 수심가토리와도 연관이 있다.150)

149) 이러한 점은 김영운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제주 민요에는 도선법 레선법 솔선법

라선법이 모두 존재하며, 5음이 고루 사용되는 순차진행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서울 경기지방

민요와 유사성이 있다. 다만 각 음정이 비교적 좁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는 제

주도가 지역적인 고립에 의하여 옛 음악을 많이 간직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고려 조선시대 중

앙정부가 있던 경기지방의 음악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9쪽.
150) 백대웅은 “제주도는 전라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나 민요에 나타나는 특징은 전라도 민

요와 다르다. 제주도 민요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이북(서도)지방의 민요에 나타나는 ‘레

음계’가 많이 보인다는 사실인데, 이 레음계는 이남의 어느 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다.”

라고 하면서 두 지역의 레음계는 서도에서는 최저음이 re이고, 제주도에서는 최저음이 La라는

선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 164쪽 참
조. 수심가토리는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이고, 핵음이 Re La이며, 종지음이 대체로 Re이

다. 오돌또기토리는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이고, 핵음이 La re이며, 종지음이 대체로 re이다.

종지음이 같고 구성음과 핵음이 완전4(5)도 차이난다는 점에서 오돌또기토리는 수심가토리의

변격과 같다. 아래는 두 음조직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평안도의 <콩조밭김매는소리>(KBS05)와

제주도 민요 <오돌또기>(제주0113)의 후렴구이다. 두 곡의 대괄호 부분에서 음조직적 특성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음반에는 곡명이 <콩조밭김매는소리>로 나와 있으나, 노랫말과 곡의 양

식을 볼 때 평안도에서 김매는소리로 즐겨 부르는 ‘호미소리’의 한 종류이다. 구체적인 지역명

은 나와 있지 않다.)

<콩조밭김매는소리>(KB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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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오돌또기토리의 구성음은 La do re mi sol이고, 핵음은

La re이며, 종지음은 대개 re이나, 간혹 La로 할 때도 있다.151) 순차 위

주의 선율진행을 보인다. 잘 알려진 곡 중 <오돌또기>가 오돌또기토리

에 해당한다.152)

오돌또기토리의 음조직은 <악보 17>과 같다.

<악보 17> 오돌또기토리의 음조직 

이상 각 지역 민요 음조직의 요소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오돌또기>(제주0113) 후렴구

 
선율진행과 시김새에서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지만 구성음과 핵음에서는 두 음조직이 상당한 연

관성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심가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인 평안도 황해도 일대와 오돌또

기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인 제주도가 상당히 먼 지역임을 감안하면, 두 음조직의 연관성은 지리

적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151) 한국민요대전 수록곡 중 제주0910 0919 1001 1011 1012 등이 그 예이다.
152) 앞서 ‘음조직 분석의 요소’ 항에서 고찰한 <오돌또기>(제주0113)가 그 예이다. 그 외 오돌또

기토리 및 제주도 민요에 대해서는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0-31쪽 및 국악개론,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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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직 핵음 종지음 선율진행 시김새
진경토리
신경토리 Sol･La･do･re･mi Sol･

do
Sol
do 순차 위주 두 핵음 얕게 떪

반경토리 La･do･re･mi･sol La･mi La(mi) 순차 위주 간혹 La 떪
메나리토리 (상행)Mi･(Sol)･La･do･re

(하행)re･do･La･Sol･Mi Mi･La La(mi) 순차 위주 두 핵음 얕게 떪
수심가토리 Re･Mi･(Sol)･La･do Re･La Re(La) Sol 생략 La 깊게 떪
육자배기

토리
(상행)Mi･(Sol)･La･do･(re)

(하행)(re)･do-Si･La･(Sol)･Mi Mi･La La(mi) Sol･re 
생략

Mi 깊게 떪
do꺾음, 흘림

오돌또기
토리 La･do･re･mi･sol La･re re(La) 순차 위주

<표 1> 민요 음조직의 각 요소 

<표 1>에서 보이듯 민요의 두 핵음은 완전4도 또는 완전5도의 틀을

갖고 있다. 대체로 진경토리 반경토리 수심가토리는 주로 아래 핵음으로

종지하고, 신경토리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오돌또기토리는 주로 위의

핵음으로 종지한다.153) 종지음에서 괄호 안의 음은 예외적인 경우들인데,

두 핵음 중 하나가 보편적인 종지음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예외적인 종

지음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종지음은 두 핵음 중 하나이다.154)

153) 이보형은 민요를 ‘경서토리’와 ‘동남토리’로 분류한 바 있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동남토리 음구조 유형 생성과 변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한
국음악연구, 제44집, 115-42쪽. 김영운은 경서토리를 ‘정격선법’으로, 동남토리를 ‘변격선법’으

로 보았다. 김영운, 국악개론, 42-47쪽 참조.
154) 민요, 특히 노동요는 그 기능으로 인하여 종지에서 열려있을 때가 많다. 작업이 계속 이어지

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메기고 받으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종지음의 사용도

그러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요는 그 지역 고유의 언어와 음조직으로

불린다. “말이 길어지면 노래가 된다”는 서경(書經) 순전(舜典) 의 말과 같이 민요와 방언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방언학과 민요 음조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영운은 음악이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며, 민요 음조직의

분포지역과 방언권을 연계시켰다. 북방계 한어(부여어)를 계승한 고구려어 분포지역이 경서토

리 분포지역과 일치하며, 남방계 한어(삼한어)를 계승한 백제 신라어의 분포지역은 동남토리

분포지역과 일치한다는 견해이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35-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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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유형

이 장에서는 민요 음조직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다른 음조직

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변이’의 여러 유형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변이는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유형이나 현

상에 대해 일일이 독자적인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앞 장에서 살펴본 지

역별 음조직에 기초하여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155)

선율이 변이를 일으킬 때는 음조직의 특정 요소가 변화하는데, 이를

변이 요소에 따라 구성음변이, 핵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김새변이로 나

누어 볼 것이다. 하나의 곡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음조직의 특성이 동

시에 나타날 때, 그 곡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음조직은 ‘바탕 음조직’으로,

나머지 부분의 음조직은 ‘변이 음조직’으로 보고자 한다.156)

1. 구성음변이

하나의 곡에서 구성음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 타 음조직의 특성을 보

이는 곡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본고에서는 ‘구성음변이’라 부르겠다.

구성음변이는 구성음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대개 악곡의 일

부에서 일어나나, 간혹 곡 전반에서 특정 구성음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

를 ‘곡 일부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와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

변이’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다.157)

155) 사설 리듬형 선율형 갈래 형식 가창방식 등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나, 본고에

서는 음조직적 변이에 국한하여 고찰하겠다.

156) 특정곡의 원형에서 음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주된 경우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본

고의 고찰 대상은 하나의 곡 내에서 일어나는 변이현상이며, 이때 바탕음조직은 ‘원형의 음조

직’이 아닌, 해당 곡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음조직이다.

157) 이하 진경토리와 신경토리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경토리’로 묶어

논하도록 하겠다. 이 두 음조직은 종지음 외 음조직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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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음변이(곡 일부)

‘곡 일부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는 어떤 곡의 일부분에서 타 음조직

의 구성음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이때 구성음변이 부분은 음악적 의도가

뚜렷치 않고, 독자적인 단락을 형성하지 않는다.158) <표 2>는 본고의 범

위 내에서 관찰된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유형과 분포이다.159)

<표 2>에서 보이듯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경토리이다.160)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변이는 모두 경토

리에 의한 것으로 관찰된다. 즉 구성음변이(곡 일부)는 경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웃

한 구성음이 장2도 또는 단3도를 이루는 우리음악의 구조에서, 특정 구

성음이 반음 변화할 경우 음조직의 성격이 반대로 변하기 쉬우며, 따라

서 변화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양식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161) 그리고

경토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해있어 어느 음조직과도 결합할 수 있는 조건

이 된다. 또 5음을 고루 쓰고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이며, 요성이 두드러

지지 않아, 특징이 강한 다른 음조직들을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점도 관

련이 있을 것이다.162) 각 유형의 대표적 예를 상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158) 곡의 일부에서 타 음조직의 구성음을 쓴다는 점에서 구성음변이(곡 일부)는 ‘전조’와 유사한

면이 있다. 전조는 가창자가 각 음조직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적 의도가

뚜렷하다. 따라서 대개 전조 전후의 경계가 뚜렷하며, 단락이 분명히 나뉜다. 그러나 변이는 여

러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현상으로, 음악적 의도나 단락 형성이 뚜렷하지 않다. 본

고에서는 음악적 의도와 단락 형성을 기준으로 전조와 변이를 구분하겠다.

159)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경-경토리,

반-반경토리, 메-메나리토리, 수-수심가토리, 육-육자배기토리, 긴-긴소리, 잦-잦은소리, 뒤-뒷

부분. 파일명 중 짙은 글씨는 뒤에 상세히 고찰할 곡들이다. 중복되는 파일명은 한 곡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변이 유형이나 두 가지 이상의 변이 음조직이 보이는 경우로, 이를 ‘복합변이’

라 부르겠다. 복합변이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중복 집계된다. MBC 음원은 북→남 순으로 나열

했으며, 그 다음으로 임석재 음원, KBS 음원, 국립민속국악원 음원 순으로 나열하였다.

160) 13곡 이외의 모든 곡이 경토리와 관련된 구성음변이이며, 그 비중이 90% 정도이다.

161) 두 핵음과 그 위의 음이 모두 장2도인 음조직은 경토리가 유일하며, 경토리에서 핵음 외의

구성음이 반음 변화하면 곧 다른 음조직의 특성을 띠게 되고, 경토리 외의 음조직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곧 경토리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162) 경토리가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은 공연양식이 일찍이 개발된 통속민요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유된 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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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메 수 육 오 계

(경) 0422

0419･
0420･0730,
강원0624,
경북1103･
1428･1431,
경 남 0 1 0 5 ･
0502･0512･
0611･0718･
0719,KBS07
(뒤),지리산Ⅱ
05

북한0120･
0213･0318･
0437(잦)･
0513･
0524(긴)･
0530･
0609,
경기0203, 
임석재0501･
0512,
KBS04

충남0416･0519･
1205,경남0102･
0208･0209･0210,
전북0112･0618･
0824･1012･1018･
1106･1122･1204,
전남0202･0216･
0220･0404･0413･
0414･0705･0711･
0717･0718･1323･
1609,지리산Ⅱ11･
15･16･19･20(뒤)･
21 

제주
0415 62

1 15 12 33 1

(반) 전남1101

북한0133(뒤
)･0229･
0524(잦)･
0618･0619,
경기0204,
임석재0507,
KBS14

9

1 8

(메)

북한0 21 6･
0217･0240･
0 7 1 9 , 경 기
0107･0803,
충북0333,충
남0803

북한0332･
0408･0601 11

8 3

(수) 북한0512
1 1

(육)

충남0612･08
04･0914･12
05,전북0320
･0707･1110(
뒤)･1118･12
21,전남0109
･0116･0120
･0510･0610
･1401･1411
･1507  

전남1101 18

17 1
계 26 1 17 23 33 1 101

<표 2>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유형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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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토리의 구성음변이(메/수/육)

먼저 변이 음조직이 메나리토리인 경우를 <악보 18>163)을 통해 살펴

보겠다.

<악보 18> 평남 숙천군 <쇠스랑질소리>(북한0217)의 구성음변이  

163) “모내기 전에 쇠스랑으로 논을 고르면서 하던 소리. 민요가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

다는 것을 노랫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57쪽. 독창으로 불렀
으나 곡의 구조상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보인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

성음, 꺾쇠표 안의 검은 음표는 구성음 외의 음, 가는 물결선은 얕은 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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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대괄호부분에서는 La 자리에 Si♭을, re 자리에 mi♭

을 쓰고 있다.164) 이처럼 한 악구에서 두 개의 구성음이 변화하면 음조

직의 정체성에 변화가 오게 된다. 이 부분의 do-Si♭-Sol은 핵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의 관용구 La-Sol-Mi와 음정배열이 같으며, 이 부분은 일시

적으로 <악보 19>와 같이 메나리토리로 읽힐 수 있다.

<악보 19> 숙천군 <쇠스랑질소리>(북한0217)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19>의 대괄호 부분에서 보이듯 상 하행 선율 모두에서 구성음

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 부분의 출현음은 메나리토리의 요소이다.

이 곡의 변이 부분은 두 음조직의 비중이 비등하고 시작과 끝을 서로

다른 음조직으로 하고 있어, 바탕 음조직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다만 전

반적으로는 경토리 부분이 좀 더 많고, 특히 제3 5 9마디에서 보이듯 악

구의 정점에서 경토리가 뚜렷이 나타나므로 경토리를 바탕 음조직으로

보고자 한다. 평안도 일대에 분포하는 쇠스랑질소리가 대부분 경토리로

164) La보다 반음 높은 음을 La♯으로 표기하게 되면 do와의 음정이 감3도가 되는데, 전통음악에

서 증감음정은 쓰지 않으므로, 이를 장2도의 Si♭-do로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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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고, 긴소리는 경토리, 잦은소리는 메나리토리로 구성된 곡이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165) 이 곡의 바탕 음조직을 경토리로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166)

이 곡에서 구성음변이가 일어나는 방식은 바탕 음조직(경토리)과 변이

음조직(메나리토리)의 두 핵음은 일치시키고, 그 나머지 음(제2 4 5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이가 일어난 부분은 대부분 각 단락의

종지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위치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경

우를 ‘악구변이’라 부르겠다.

이 곡이 채집된 숙천군은 평남 서쪽 해안의 평북 접경지대에 위치해있

어 평안도 이외의 지역과는 모두 상당히 떨어져있으므로, 변이에 특별한

지리적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토리와 메나리토리가 모두 전국적

으로 분포한 음조직이며, 두 음조직에 음악양식적 공통점이 많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엿보인다. 경토리와 메나리토리는 모두 핵음이 완전

4도 구조이며,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이고, 두 핵음을 얕게 떠는 경향이

있는 등, 음조직의 네 가지 요소에서 구성음 이외의 요소들이 모두 공통

되기 때문이다.167)

비슷한 예를 <악보 20>168)에서 한 곡 더 살펴보겠다.

165) 평북의 쇠스랑질소리 5곡 중 북한0103 0104 0106 0107은 경토리이며, 북한0105는 긴소리는

경토리, 잦은소리는 메나리토리이다. 평남에서는 쇠스랑질소리가 이 1곡만 보인다.

166) 비슷한 예로,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편에 수록된 포천군의 <논매는소리-메나리>(경기0803)
는 전체적으로 경토리의 곡이나, 받는소리에서 메나리토리의 영향을 받아 구성음변이가 일어난

다.

167)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의 모심는소리에서도 경토리의 구성음변이(메나리토리)가 정서은

에 의해 고찰된 바 있는데, 경토리로 진행되던 곡의 종지구에서 메나리토리의 구성음변이가 일

어난다. 이 경우는 경남이 메나리토리권이라는 지역적 환경을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서은, “경상도지역 민요에 나타나는 경토리의 변화양상 연구,” 民俗硏究, 제28집,
234-235쪽 참조.

168) “옛날에는 볏단을 ‘벳뭇’이라고 했다. 벼 낟가리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벳뭇을 내렸는데 그

때 수를 세던 소리다. 벳뭇은 관님이 보는 데서 내리는데 묶어서 셀 때와 내릴 때 개수가 같아

야 한다고 한다. 만일 한 뭇이라도 틀리게 세면 소작이 떨어진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

이트> 해당 면.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이 곡의 종지음은 낭송조로 불러 그 음고가

뚜렷치 않으나 곡 전반으로 볼 때 Sol로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악구가 Sol로 시작하여 순차상

행 후 다시 내려오는 산 모양의 선율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율형에서는 일반적으

로 Sol이 종지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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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강화군 <볏단내리는소리>(경기0107)의 구성음변이 

 

<악보 20>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의 출현음은 Sol Si♭ Do mi♭ fa로, 이는

메나리토리의 Mi Sol La do re와 같은 배열이다. 즉 이 부분은 메나리

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 또한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두 핵음은 일치시키고, 변화는 그 외의 음(제2 4 5음)에서 일

어난다.

이 곡의 채집지는 경기도 강화군으로, 변이에 특별한 지리적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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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며, 앞의 곡과 마찬가지로 경토리와 메나리토리의 전국적 분

포, 그리고 음조직적 공통성이 요인으로 판단된다.

<악보 21>169)은 도입부에서 구성음변이를 일으킨 경우이다.

<악보 21> 음성군 <방구타령>(충북0333)의 구성음변이 

<악보 21>의 제3-4마디는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제1-2마디에서는 경토리의 제2음과 제4음이 반음 높아진다.170)

총 01′17″에 이르는 이 곡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경토리이므로, 바탕 음조직은 경토리로 볼 수 있다. 제1-2마디에서 관찰

되는 Si♭과 Mi♭은 핵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으로, 이 부분은

메나리토리에 의한 도입부의 구성음변이(악구변이)에 해당한다.

앞의 두 곡과 마찬가지로 이 곡의 구성음변이도 두 핵음은 일치하고,

제2 4음이 대체되는 방식이다.171)

169)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심심풀이로 불렀던 노래.” 경남 통영군의 <방구타령>(경남0715)에 첨

부된 해설이다. 충북0333에는 해설이 첨부되어있지 않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

당 면.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170) 제3마디의 ‘는’에서 보이는 fa는 mi 대신 쓰인 유동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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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서 이처럼 구성음변이가 일어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곡의 도입부는 불안정하기 쉬우며, 따라서 바탕

음조직이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뒤로 갈수록 음

조직이 안정되므로 도입부에만 타 음조직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172)

둘째로 곡의 시작은 메나리토리로 다소 어둡고 차분하게 하였으나, 곧

흥이 더해지고 이에 따라 밝은 분위기의 경토리로 부르게 된 경우이다.

이 곡이 유흥요라는 점은 두 번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곡의 채집지인 충북은 메나리토리가 집중 분포한 지역으로, 그러한

지역적 환경이 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

<악보 22>173)는 변이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인 경우이다.

<악보 22> 나주군 <물푸는소리>(전남0510)의 구성음변이  

171) 이 곡과 같이 뚜렷이 메나리토리의 특성을 보이는 부분이 하나의 악구를 이룰 때는 이 부분

을 전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전조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전조로 보기에는 음악적

효과가 명료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단락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변이

로 보고자 한다.

172) 도입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구성음변이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가창자의 ‘실수’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실수라 하더라도 가창자를 둘러싼 지리적, 문화적 환경과 전혀 무관한 형태의

실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실수에 의한 현상도 그 배경에 어떤 필연성을 가진 요인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변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173) “두레질소리는 원래 단순하나 앞소리꾼의 사설전개 능력과 함께 뒷소리꾼의 받는 소리가 분

위기를 좌우한다. 김두형씨의 뒷소리는 흥겹고 익살맞으며 변화가 많다.” <한국민요대전 자료

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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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는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인 경토리의 곡이다.174) 그런

데 제11마디의 do-mi♭-re는 경토리의 요소가 아니다. 이는 핵음이 같은

육자배기토리의 La-do-Si와 같은 배열로, 따라서 이 부분은 육자배기토

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토리의 구성음이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으로 대체되는 구성

음변이는 경토리의 구조상 위 핵음 이상의 음역에서만 관찰된다. 이와

같이 특정 음역에서 일어나는 변이를 본고에서는 ‘음역변이’라 부르겠다.

변이가 위 핵음 이상의 음역에서만 나타날 때를 ‘고음역변이’, 반대로 위

핵음 이하의 음역에서만 나타날 때를 ‘저음역변이’라 부르겠다.175) 이 곡

174) 제5마디의 sol-si-sol-mi 진행은 do-mi-do-La와 같은 배열이다. 구성음의 음고가 변하기는

했으나 다소 불안정하며, 특정 음조직의 영향으로 인한 변이로 보기는 어렵다. 변이는 음조직

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으며, 그러한 공통의 요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어

들 듯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탕 음조직과 일치하는 요소가 없으며, 이 음이 곡 전체

의 최고음이므로, 여기서 si는 do′의 음고가 덜 올라간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 이 곡에서는

제2음 La가 생략된다. 이러한 유형의 경토리를 학계에서는 ‘남부경토리’ 또는 ‘남도경토리’라 칭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율진행변이’ 항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175) 본고에서 논하는 ‘고음역’과 ‘저음역’은 음조직 상의 음역이며, 곡 전체의 음역을 기준으로 나

눈 개념이 아니다. ‘고음역’은 위 핵음 이상, ‘저음역’은 위 핵음 이하의 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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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음변이는 고음역변이에 해당한다.

남한의 물푸는소리에는 메나리토리가 많고, 전라도지역의 물푸는소리

는 대부분 육자배기토리이며, 이 곡과 같은 경토리는 드물다.176) 이 곡에

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가 일어난 주된 요인은 채집지가 전

남이라는 지역적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구성음변이의 방식이 앞의 곡들과는 다른 예를 <악보 23>177)

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23> 진도군 <논매고오는소리-질꼬내기>(전남1507)의 구성음변이 

176) 한국민요대전 수록 물푸는소리 중 메나리토리는 8곡(충남0522 0803 1023, 경북0424 0713

0720 0801, 전북1109), 육자배기토리는 3곡(전북1103 1223, 전남0509)이며, 경토리(전남0510) 수

심가토리(경기0420) 반경토리(충남1022)가 각 1곡씩이다. 그리고 수심가토리의 제2음이 반음 높

아진 일명 ‘난봉가토리’가 1곡(경기0110)이다.

177) “세벌 논매기가 다 끝난 후 그 해 농사 잘된 집을 ‘농사장원’으로 뽑아, 그 집 상일꾼을 소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굿'을 벌인다. 이 때 부르는 소리를 <질꼬내기>(길군악)라 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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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은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인 경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제7-8마디의 출현음은 Re Sol Si♭-La re로, 이는 육자배기토리의 Mi

La do-Si mi와 같은 배열이다. 즉 이 부분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

음변이에 해당한다.178)

앞의 곡들에서 구성음변이의 방식은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두

핵음을 모두 일치시키고 나머지 음을 대체시키는 방식이었으나, 이 곡에

서는 경토리의 아래 핵음(Sol)과 육자배기토리의 위 핵음(La)을 일치시

킨다. 따라서 앞의 곡들은 두 음조직의 기본음역179)이 겹치는 반면, 이

곡에서는 변이 음조직의 기본음역이 바탕 음조직보다 완전4도 낮게 된

다.

이 곡은 사당패소리 계열의 곡으로, 사당패소리에는 이 곡과 같은 경

토리가 많다.180) 이 곡의 채집지는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이며, 그

러한 지역적 환경의 영향으로 육자배기토리의 관용적 종지구가 경토리의

곡에 배어든 것으로 보인다.

(2) 반경토리의 구성음변이(경)

반경토리의 구성음변이를 <악보 24>181)에서 살펴보겠다.

178) 이 곡의 제15-17마디에서는 일시적으로 핵음이 바뀌는데, 이는 ‘핵음변이’ 항에서 살펴볼 것

이다. 또 이 곡 전반에서 아래 핵음 Sol을 깊게 떠는데, 이는 ‘시김새변이’ 항에서 살펴볼 것이

다.

179) 음조직에서 기본이 되는 음역으로, 5개의 구성음이 출현하는 Sol-mi(경토리) 또는 Mi-re(육

자배기토리)의 음역을 말한다.

180) 손인애는 사당패소리에 사당패 중심음악권인 경기도의 음악어법, 즉 경토리계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2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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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황북 신평군 <나무베는소리>(북한0422)의 구성음변이 

  
<악보 24>는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인 반경토리의 곡이다.182) 그

181)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면서 하던 소리. 여럿이 품앗이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
녘 땅 우리소리, 전집2 해설집 30쪽.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
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괄호 안의 흰 음표는 생략된 음,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 꺾쇠표 안의 검은 음표는 구성음 외의 음이다.

182) 이 곡에는 구성음 외의 음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음들은 음조직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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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제1마디 제5박 ‘간’에서 보이는 mi-re-Si-La와 제5마디의 Si-mi-fa♯

-mi는 반경토리의 요소가 아니며,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악보 25>와

같이 경토리의 선율로 읽힐 수 있다.183)

<악보 25> 신평군 <나무베는소리>(북한0422)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25>에서 원 안의 음표들은 반경토리와 아래 핵음이 같은 경토

리의 구성음으로, 이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로 볼 수 있다. 변

이로 인해 출현한 음 Si는 제5마디 ‘간’의 끝음에서도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 5음을 대

체시키는 방식이며, 주로 도입부에서 일어났으므로 악구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이 채집된 황북 신평군은 황북 동북쪽 끝에 위치해있으며, 여기

서도 변이를 일으킬만한 지역적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반경토리와

경토리는 순차위주의 선율진행과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다는 음조직적

공통성이 있다. 그러한 공통점이 구성음변이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추

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1마디 제1박 ‘간’과 제2마디 제2박 ‘여’의 re♯은 수식 기능의 반음이며,

제3마디 제1박 ‘심’의 fa♯과 제4박의 fa는 짧은 꾸밈음, 제4마디 제1박의 ‘뭇‘과 제6마디 제2 5

박의 fa 등은 보조적, 수식적으로 쓰인 짧은 음이다. 제3마디 ‘간’의 Si는 그 앞의 음 do의 퇴성

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반음이다. 제5마디의 ‘간’과 제6마디의 ‘구’, 제7마디의 ‘보’ 등 각 마디의

종지구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Si는 do를 대신해 쓰였으며, 제7마디의 끝음으로 쓰인 Si는 La의

추성과 같은 속성으로, 역시 음조직의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183) sol이 반음 낮아진 경우를 sol♭으로 표기하면 그 아래 구성음 mi와의 음정관계가 감3도가

된다. 우리음악에서 증 감음정은 쓰지 않으므로, 이처럼 sol이 반음 낮아진 경우를 fa♯으로 표

기하겠다.

이 부분은 구성음만 보자면 수심가토리의 La-Sol-Mi-Re 진행과도 일치한다. 수심가토리의 하행선

율에서는 제3음을 생략하지 않고 순차진행 할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시김새가 보이지 않으며, 아래 핵음을 얕게 떪므로 이를

수심가토리의 진행이 아닌 경토리의 진행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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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3) 메나리토리의 구성음변이(경/반/육)

이번에는 메나리토리의 구성음변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먼저 <악보

26>184)은 변이 음조직이 경토리인 곡이다.

<악보 26> 황북 신계군 <나무베는소리>(북한0420)의 구성음변이  

184) “여럿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면서 하던 소리. 논매기가 끝나 잠깐 한가한 8월 하순에 품

앗이로 땔나무를 하는 풍습이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지방에 있었다고 한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2 해설집 30쪽.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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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은 구성음이 Mi Sol La do re인 메나리토리의 곡이다. 원

안의 음들은 메나리토리 구성음에서 벗어난 음들로,185) 이처럼 하나의

악구에 두 개 이상의 구성음이 변화하면 음조직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이 부분은 <악보 27>과 같이 경토리의 선율로 읽힐 수 있다.

<악보 27> 신계군 <나무베는소리>(북한0420)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27>에서 대괄호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로 볼 수 있

다. 대괄호 안의 변이 부분을 일시적인 경토리로 본다면 제2마디 제2박

에는 경토리의 fa에 해당하는 음(e♭′)이 꾸밈음 내지는 짧은 음가()
로 쓰이는데, 이 음은 바탕 음조직인 메나리토리의 구성음 re에 해당한

다. 그리고 제5마디에서는 메나리토리의 do 대신 Si가 반복해서 쓰이는

185) 제3마디 제3박의 fa는 경과적으로 쓰인 반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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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음은 변이 음조직인 경토리의 re에 해당한다. 즉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이 서로의 구성음을 빌려 쓴 셈이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

식은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그 외의 음(제2 4 5음)을 변화시키는 방식

이다. 또 도입부에서 두드러지는 악구변이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황북 신평군의 <나무베는소리>(북한0422)도 이 곡과 구

성음변이 부분이 흡사하며, 특히 제2마디 종지구의 하행선율은 거의 같

다. 신평군과 이 곡의 채집지인 신계군은 모두 강원도와 접경을 이루는

황북 동쪽에 위치해있어, 지역적으로는 특별히 구성음변이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다. 두 곡이 모두 ‘나무베는소리’라는 점으로 미루어 갈래의 특

성이 변이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항

에서 다시 고찰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때로는 하나의 곡에 두 가지 이상의 변이 유형이나 변이 음조직이 나

타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본고에서는 ‘복합변이’라 부르겠다. <악

보 28>186)은 복합변이가 일어난 메나리토리의 곡이다.

<악보 28> 진주시 <줄다리기노래>(경남0611)의 구성음변이 

186) “가창자가 어릴 때 여름에 가뭄이 들면 진주성 안과 성 밖이 편을 갈라 줄싸움(줄다리기)을

하여 비를 빌었다고 한다. 현재는 개천예술제에서 줄다리기 시연을 할 때 소리를 한다. 줄싸움

은 각 마을에서 줄을 만들어 줄을 메고 진주 시내로 가서 줄을 서로 연결시켜 큰 줄을 만들고

는 보름 동안이나 풍물을 치면서 줄싸움을 하였다고 한다. 이 노래는 줄을 옮기면서 하는소리

와 당기면서 하는소리, 이긴 편이 흥겨워 하는소리가 이어져 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이 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느리게 부르는

‘우야 어허’와 줄당기는소리 ‘우여차’, 그리고 <칭칭이소리>이다. ‘우야 어허’ 메기는소리에서는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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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은 경상도 일대와 그 인접지역에서 불리는 <칭칭이소리>

로, 원형은 메나리토리의 곡이다. 이 곡에서 원형이 유지되는 부분은 제

1 4 7 10마디로, 바탕 음조직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변이가

일어난 부분보다는 원형을 유지한 부분의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바

탕 음조직을 메나리토리로 보았다.187)

대괄호 부분에는 do♯이 꾸밈음 내지는 경과음으로 쓰였는데, 이 부분

은 <악보 29>와 같이 경토리의 선율로 읽힐 수 있다.

187) 이 곡은 곡 전반에서 제2음 Sol이 생략된다. 메나리토리는 일반적으로 하행 시 re do La

Sol Mi와 같은 순차진행 위주의 선율전개를 보이지만, 닻올리는소리 등의 어로요나 목도소리,

논매는소리의 잦은소리 등 한배가 빠른 곡에서는 가락이 단순화되어 Sol이 생략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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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진주시 <줄다리기노래>(경남0611)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29>의 제3마디에 꾸밈음으로 쓰인 do♯은 육자배기토리의 꺾는

음과 그 양상이 비슷하며, 제6마디 ‘강산’의 do♯-Si-La 진행은 제5마디

‘는간’의 do-Si-La 진행과 닮았다. 이 곡의 제2 5마디에는 일시적으로 육

자배기토리의 꺾는음 do-Si가 쓰였는데,188) 그 양상이 <악보 29>에서

보인 구성음변이 부분과 유사하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는 이처럼 선율진

행변이를 초래한 육자배기토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고찰을 이어가도록 하겠

다. 경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동시에 변이 음조직으로 작용하면서,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뿐 아니라 변이 음조직 상호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

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그 외의 음(제4 5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189)

이 곡은 세시명절에 줄다리기를 하며 부르는 세시놀이노래로, 유흥요

의 일종이다. 유흥요는 흥겹게 놀 때 부르는 노래로, 그 특성상 밝고 경

쾌한 느낌을 주는 경토리가 많다. 이러한 갈래의 특성이 이 곡에서 일어

난 구성음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190)

<악보 30>191)에서 비슷한 예를 한 곡 더 살펴보겠다.

188) 이 부분은 추후 선율진행변이 항에서 다시 고찰할 예정이다.

189) 제2음은 곡 전반에서 생략되므로 구성음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190) 이처럼 do가 반음 높아지는 현상은 같은 세시놀이노래인 경북1428 1431 등의 <월워리청청>

에도 종종 보인다.

191) 졸저,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 31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책의 30-33쪽에는 이 곡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이 곡은 경상도 일대의 모심는소리(모노래) 중 한 곡이다. 독창으로

불렀으나 곡의 구조상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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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하동군 <모심는소리>(지리산Ⅱ05)의 구성음변이 

<악보 30>은 경상도 일대에서 불리는 모심는소리(모노래)로, 구성음이

Mi Sol La do re인 메나리토리이다. 그런데 제1-2마디 대괄호 부분의

출현음 Mi Fa♯ La Si는 경토리의 Sol La do re와 같은 배열이다. 즉

이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에 해당하며, 도입부에만 보이는 악

구변이이기도 하다.192) 2절이 반복될 때에도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변

이가 관찰된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그 나

머지 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하동 일대의 모심는소리에서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의 변이현

192) 제9마디의 ‘야’에서는 do의 퇴성이 보이는데, 이는 육자배기토리의 요소이며, 이 부분은 육자

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이다. 이 부분의 퇴성은 꺾는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퇴성이 Si

로 분리되어 쓰이지 않았으므로 선율진행변이가 아닌 시김새변이로 보고자 한다. 이 점은 ‘시

김새변이’ 항에서 다시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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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드물지 않게 발견되나,193) <악보 30>과 같이 도입부에서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함께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반도 남단의 농업

노동요 중 경토리로 된 곡들은 주로 사당패소리 계열의 민요들이며,194)

모노래처럼 경상도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불려온 농업노동요에는 경토리

의 곡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동군과 접해있는 전남 일대에는 경토리로

된 사당패소리 계열의 곡이 많으며, 그러한 지역적 환경은 이 곡의 구성

음변이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메나리토리에서 복잡한 구성음변이를 보이는 곡을 <악보

31>195)을 통해 살펴보겠다.

193) 뒤에 살펴볼 ‘메나리토리의 선율진행변이’ 항의 <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지리산Ⅱ06), 하동

군에서 채집된 경남0718 등이 모두 <모노래> 계열로, 육자배기토리 관련 변이를 보이는 곡이

다. 하동군 민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졸저,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 하동군 민요 부분 참
조.

194) <방아타령> <오독도기> <양승백이> <양산도> <매화타령> 등이 주요한 사당패소리 계열

의 농업노동요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

구,” 10-50쪽 참조.

195) “이 마을에서는 초벌, 두벌, 만드리로 세차례 논을 맨다. 만드리 때에는 마을 공동노동 관행

인 ‘상두지심’을 내곤 했는데, 초, 두벌 때에는 <무삼벗기기>-<문여가>-<진소리>-<외임싸는

소리> 로 노래 종류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나, ‘상두지심’때에는 <무삼벗기기>-<문여가>-<재

넹기소리>-<도돌이굿>-<아리싸저리싸>-<도돌이굿>-<만들이손가>-<진소리>-<외임싸는소

리> 순으로 다채로운 노래를 부른다. 이 중 <도돌이굿>, <아리싸저리싸>, <만들이손가>는 따

로 ‘풍장소리’라 부른다. 여기에 실린 노래는 ‘상두지심’때의 부르는 순서대로 녹음한 것인데 이

가운데 <도돌이굿>은 잘 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무삼벗기는 소리>는 맨 처음 부르는 노래

이다. ‘상두지심’ 때에는 <무삼벗기는 소리> 전에 풍물굿의 한 대목인 <허허굿>이 먼저 서곡

(序曲)으로 연주된다. <문여가>는 <무삼벗기는소리>에 이어지는 노래로, <무삼벗기는소리>와

선율이 같다. 다른 지역의 “아리씨구나～마뒤요”와 같은 류의 곡이다. <재넹기소리>는 다른 곡

으로 바꿀 때 하는 넘기는 소리다. <아리싸저리싸>, <도돌이굿>, <만드리손가>는 논에서 풍

장굿을 치며 부르는 ‘풍장소리’로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풍장소리>(장원례소리)와는 구별되며

풍장꾼들이 앞소리를 주도한다. <진소리>는 논에서 나오기 전에 부르는 소리로 곡조는 <문여

가>와 비슷하다. <위염소리>는 <쌈싸는소리>, 또는 <매듭짓는소리>라고도 하는데, <진소리>

다음에 논에서 나오기 직전에 일을 마무리 하면서 부른다. <풍장소리-애롱대롱>은 만드리 끝

에 그 해 가장 농사가 잘 된 집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길군악이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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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영광군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의 구성음변이  

<악보 31>은 변이가 빈번히 일어나서 바탕 음조직의 비중이 높지 않

다. 그리고 제1마디는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인 a′와 반경토리의 구성음

인 g′가 함께 쓰여서, 구성음만 본다면 메나리토리로도, 반경토리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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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핵음은 f′와 c′로, 완전4

도의 구조이다. 따라서 완전5도의 핵음 구조인 반경토리로 보기는 어렵

다. 그리고 받는소리 앞부분인 제8마디에서도 메나리토리의 핵음이 뚜렷

이 드러나며, 메나리토리의 구성음 a′가 매우 뚜렷이 쓰인 반면, 반경토

리의 구성음 g′는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곡의 바탕 음조직은 메나

리토리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제3마디에서는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이 아닌 g′가 선율골격으

로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악보 32>와 같이 반경토리로

읽힐 수 있다.

<악보 32>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의 구성음변이 부분1 

<악보 32>에서 c′와 g′는 반경토리의 핵음 La와 mi에 해당하며, 따

라서 이 부분은 반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바탕 음조직(메나리토리)과 변이 음조직(반경토리)의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4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편 제7마디의 ‘그도노’에서는 Re-Fa-Mi-La-Re-La′-Re 진행이 보

인다. 여기서 La′ Re는 메나리토리의 기본음역을 벗어난 음이며, Fa는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악보 33>과 같이 육자배기

토리의 선율로 읽힐 수 있다.

<악보 33>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의 구성음변이 부분2  

<악보 33>의 대괄호 부분에서 육자배기토리의 요소는 특유의 꺾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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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과 저음역의 완전4도 진행(b♭-f)이다. 즉 이 부분은 메나리

토리의 음역을 아래로 벗어나면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가 일

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바탕 음조직(메

나리토리)의 위 핵음(f′)을 옥타브 내려서(f) 변이 음조직(육자배기토리)

의 아래 핵음으로 삼는 방식이다. 구성음변이에서 두 핵음 또는 아래 핵

음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자주 보인 반면, 이와 같은 경우는 드물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변이과정에서 경과구로 쓰인 제4마디이다.

<악보 34>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의 경과구 

<악보 34>의 제4-5마디 대괄호 부분의 출현음은 La′ Re Mi로, La′

Re는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을 옥타브 내린 음이다. 이 부분의 음역은 메

나리토리의 기본음역을 벗어나서 제7마디의 구성음변이 부분과 겹친다.

즉 이 부분은 바탕 음조직의 기본음역에서 벗어났으되, 아직 변이 음조

직의 구성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으로, 변이과정에서 경과구의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 이 곡은 메나리토리로 시작하여 제2-3마디에서 반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보인 후, 제4-5마디에서 메나리토리의 음역을 아래로

벗어나고, 제6마디에서 다시 메나리토리의 선율을 거쳐, 제7마디에서는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보인다. 받는소리 뒷부분인 제9마디

에서도 메나리토리의 음역을 벗어난 Re가 쓰이는데, 이 역시 육자배기토

리에 의한 구성음변이 부분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곡은 <무삼 벗기는 소리>, <문여가>, <아리싸 저리싸>, <만들이

손가>, <매듭짓는소리>, <애롱대롱>의 연곡으로 구성되어있다. 채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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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남은 육자배기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이나, 이 곡 전반은 주로 메나

리토리와 경토리로 구성되어있으며, <문여가> 외의 부분에서도 변이가

다양하게 관찰된다. 이 곡의 복잡한 구성음변이는 여러 지역의 음조직을

섞어 쓰는 사당패소리의 특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96)

(4)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경/반/메)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에 대해, 먼저 변이 음조직이 경토리인 경우

를 <악보 35>197)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35> 황남 용연군 <벼베는소리>(북한0530)의 구성음변이  

196) 이 곡의 일부인 <아리싸 저리싸>, <애롱대롱> 등은 사당패소리 중 길군악 계통에 관용적으

로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길군악 계통의 사설에 관해서는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

당패소리 연구,” 146-165쪽 참조.

197) “낫으로 벼를 베어내면서 하던 소리. 황해도와 특유의 벼베는소리다. 남한에서는 황해도와 가

까운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에서 같은 벼베는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2
해설집 54쪽.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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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인

수심가토리이다. 이 곡은 변이 부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도입부에서

수심가토리의 제5음이 뚜렷이 제시되고, 제3마디 앞부분을 제외한 곡 전

반에서 완전5도의 틀이 지배적이므로 바탕 음조직을 수심가토리로 보고

자 한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에서는 do 대신 Si가 쓰였으며, 제3마디 대괄호 부

분에서는 상행선율에도 Sol이 비중 있게 쓰여서 일시적으로는 핵음의 역

할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대괄호 안의 선율들은 <악보 36>과 같이 경

토리로 읽힐 수 있다.

<악보 36> 용연군 <벼베는소리>(북한0530)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36>에서 원 안의 음은 아래 핵음이 같은 경토리의 구성음이며,

제3마디에서는 선율진행과 핵음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토리의 요소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위로 깊게 떠는 Sol과 아래로 깊게 떠는 La가 동시에

보이는데, 특히 변이 부분에서 Sol의 요성이 두드러지고, La의 요성은

제3마디 끝부분에 가서 뚜렷해진다. 대괄호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구성

음변이로 볼 수 있으며,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을 일치시

키고 제5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곡의 변이 요인은 갈래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산간지역에는 벼베는소리 풀베는소리 억새베는소리 낫소리 등 무언가를

벨 때 부르는 소리가 넓게 분포되어있는데, 이들 소리에는 경토리가 많

기 때문이다.198) 또한 아래 핵음이 같은 수심가토리와 경토리는 제5음

198) 그 점에 대해서는 본항의 소결론 부분에서 다시 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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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모든 구성음이 일치한다는 음조직적 공통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악보 37>199)은 또 다른 방식을 보이는 구성음변이의 예이다.

<악보 37> 평남 증산군 <닐리리타령>(북한0213)의 구성음변이 

199) “잔칫집 등에서 흥겹게 춤을 추면서 하던 소리. 장단이나 구음이 탈춤 반주를 연상케 한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55쪽.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전집의 곡 정보와
해설집 48쪽에는 이 곡이 평남 철산군 신정리의 전용세씨가 부른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에 의해 이 정보가 잘못되었고, 실제 이 곡은 평남 증산군 풍정리의 장성룡씨가 부른 것

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에는 정보가 수정되

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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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은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인 수심가토리의 곡이다. 그

런데 대괄호 부분에서는 수심가토리의 고음역에 Si와 do♯이 보인다. 이

음들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 아니며, 이 부분의 La-Si-do♯는 <악보

38>과 같이 경토리로 읽힐 수 있다.

<악보 38> 평남 증산군 <닐리리타령>(북한0213)의 구성음변이 부분  

앞서 살펴본 곡들에서 수심가토리와 경토리 간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아래 핵음은 일치시키고, 제5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이 곡은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위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5음과

그 위의 음(아래 핵음의 옥타브 위 음)을 변화시킨 드문 경우이다. 구성

음변이 부분에서 제2음이 생략됨으로 인해 경토리의 구성음은 이처럼 고

음역에서만 드러나며, 따라서 고음역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의 채집지인 평남은 경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이며, 그러한 지역적

환경을 변이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곡이 유흥요이며, 유흥요에는

경토리가 많다는 갈래의 특성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드물게 민요에 기악반주가 들어간 곡을 <악보 39>200)에서 살

200) “애원성은 함경도에만 있는 가락으로 함경북도 산수갑산 두만강 가까이까지 퍼져있는 노래입

니다. 유흥요이지만 곡조가 아주 슬픕니다. 그래서인지 평안도 수심가를 본따서 함경도 수심가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곡조는 전혀 틀립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애원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1미터가 넘는 긴 퉁소를 붑니다. 그 소리가 아주 애처롭지요. 처음 본 것은 60

년 초쯤인데 어찌 길던지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퉁소를 좀 불 줄 아는 내가 불어도 아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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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악보 39> 함남 북청군 <애원성>(임석재0501)의 구성음변이  

가 안나요. 그만큼 불기에 힘든 악기입니다. 요즘엔 그 때문인지 많이 짧아졌습니다.” 임석재

채록, 韓國 口演 民謠(서울: 서울음반, 1995), 해설집 125쪽. 임석재 음원은 모두 5장으로 구
성되어있는데, 그 중 CD5는 북한의 민요이다. ‘임석재0501’은 임석재 음원 CD5의 첫 번째 트랙

수록곡이라는 의미이다. 이 곡은 퉁소가락이 먼저 나온 후 노래가 이어지나, 음원에서 앞부분

의 퉁소가락이 조금 잘린 관계로 부득이 1절 이후 이어서 나오는 퉁소가락을 채보하였다. 그러

나 원곡에서 퉁소가락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악보에는 이 부분을 먼저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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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는 퉁소부분과 노래로 나뉘는데, 퉁소부분은 경토리, 노래는

수심가토리이다. 그런데 노래에 해당하는 제11 14마디 대괄호 부분에서

는 수심가토리의 제5음 대신 Si가 쓰이고, 제14마디에서는 기본음역 아

래로 음역이 확장되면서 Mi-Re-Si′-La′-Re-Mi-Re의 진행이 보인다.

이 부분은 <악보 40>과 같이 경토리로 읽힐 수 있다.

<악보 40> 북청군 <애원성>(임석재0501)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40>의 제14마디 대괄호 부분은 음역이 아래로 확장된 경토리와

같으며, 바탕 음조직에서 생략되었던 Sol(b♭)은 이 부분에서 경토리의

위 핵음인 do의 역할을 한다. 또 아래 핵음 f에서 얕은 요성이 보이므로,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와 시김새변이가 함께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5음을 변화시

키는 방식이다. 총 10절 중 <악보 40>의 4절뿐 아니라 6절 이후 모든

종지구에서 동일한 변이를 보이므로, 악구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에서 변이의 요인은 퉁소가락으로 판단된다. 노래가 진행되는 동

안에도 퉁소가락은 계속 같은 선율을 반주하며,201) 한 절을 마치고 다음

절을 부르기 전까지는 퉁소가락이 간주로 쓰인다. 이때 이 구성음변이

부분으로 인하여 수심가토리로 진행되던 노래가 경토리의 퉁소가락과 자

연스럽게 이어진다. 즉 이 곡의 구성음변이는 노래와 반주에서 두 개의

음조직이 병행되는 이 곡의 양식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곡이

201) 노래가 시작되는 제5마디 이후의 반주에도 간주의 가락을 그대로 쓰는데, 음조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래와 반주가 서로 어긋나게 들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두 음조직이 구성음에서 유사

하고, 반주가락에서 제3음이 긴 음가로 쓰이지 않으며, 퉁소가락을 잔가락 위주로 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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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요이며, 유흥요에 경토리가 많다는 갈래적 특성과, 구성음이 유사하

다는 음조직적 공통성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악보 41>202)은 수심가토리에서 구성음이 대체된 또 다른 예이다.

<악보 41> 고양시 <모심는소리>(경기0204)의 구성음변이 

202) “녹음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받는 소리를 불렀지만 원래는 한 사람이 선소리를 메기고 여러

사람이 받는 노래이다. 막모를 심을 때는 물론이고 줄모를 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일했다. 지금부터 10～15년 전쯤 이 마을에 이양기가 들어온 이후 모심는 소리

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 위의 사설기록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각 숫자를 여러 음으로 나누어

길게 늘여 부른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둘이서 자유롭게 한 소절씩 교

대로 부른다. 뚜렷이 반복되는 선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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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은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인 수심가토리이다. 그런데

제3-5마디 원 안의 Fa는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 아니며, 이 부분의

Sol-La-do-La / do-La-Sol-Fa-Re / La-Sol-Fa-Re는 수심가토리에서

쓰이지 않는 악구이다. 특히 제3마디의 첫음은 Sol로 시작하는데, 수심가

토리에서 Sol은 대체로 생략되며, 간혹 하행 시에 경과적으로 쓰이는 비

중이 낮은 음으로, 이처럼 악구의 첫음으로 길게 쓰는 것은 수심가토리

의 특성이 아니다. 이 부분의 선율은 <악보 42>와 같이 반경토리로 읽

힐 수 있다.

<악보 42> 고양시 <모심는소리>(경기0204)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42>의 구성음변이 부분은 요성도 깊지 않다. 이 곡에서 수심가

토리의 특성은 제10마디에서 Sol을 위로 깊게 떠는 시김새가 나오면서부

터 뚜렷해진다. 제13 17 20마디는 거의 같은 선율형으로, 제17마디에서는

La를 아래로 깊게 떨고, 제13 20마디에서는 Sol을 위로 깊게 떤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요성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203) 이 곡의 구성음변

이 방식은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음을

203) 앞서 ‘토속민요의 음조직’ 항의 <논매는소리>(북한0825)에서 아래로 깊게 떠는 La와 위로 깊

게 떠는 Sol이 같은 맥락임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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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곡에서 변이 부분은 곡의 도입부에만 나타나고,

그 뒷부분은 모두 수심가토리로 부르며, 뒤로 갈수록 수심가토리의 특성

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도입부에서 일어난 악구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이 채집된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해있으며, 황해

도와 인접한 곳이다. 그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이 일대의 민요에는 수심

가토리의 곡이 상당수 분포한다. 그러나 반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가

일어난 요인은 지역적 환경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반경토리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한 음조직이며, 이 지역에 특히

반경토리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심가토리와 반경토리는

핵음 구조가 같으며, 제2음 외의 구성음이 모두 일치한다는 음조직적 공

통성이 변이의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이상 살펴본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는 모두 곡 일부에서 경토리 또

는 반경토리의 구성음이 쓰인 것이었는데, 이는 구성음이 유사하다는 음

조직적 공통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악보 43>은 이 세 음조직의 구성

음을 비교한 것이다.

<악보 43> 수심가토리와 경토리･반경토리의 구성음 비교

<악보 43>에서 보이듯 경토리와 수심가토리는 제5음, 반경토리와 수

심가토리는 제2음이 반음 차이 나고, 그 나머지 구성음은 같다. 이러한

구성음의 유사성이 수심가토리 구성음변이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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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변이 음조직이 메나리토리인 구성음변이의 예를 <악보 44>204)

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44> 남포시 <물푸는소리>(북한0332)의 구성음변이  

<악보 44>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인

수심가토리이다.205) 그런데 제2마디 대괄호 부분에서는 제2음의 음고가

반음 높아지고, 아래로 La′까지 음역이 확대되었다. 이 부분의 출현음 L

a′ Re Fa Sol은 메나리토리의 Mi-Sol-La-do와 같은 배열이 되며, <악

보 45>와 같이 메나리토리로 읽힐 수 있다.

204) “논에 물을 퍼넣으면서 하던 소리. 용두레질소리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88쪽.
남포시는 현재는 남포특별시이다. 독창으로 부른 유절형식의 곡이다.

205) 이 곡에서는 제3음 Sol이 생략되지 않고, La를 떠는 시김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음

이 Re Mi Sol La do이고, 종지음이 La이므로 바탕음조직을 수심가토리로 보고자 한다. 이 곡

의 선율진행과 시김새에서 수심가토리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경토리에 의한 변이 때문으

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항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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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남포시 <물푸는소리>(북한0332)의 구성음변이 부분

이 부분은 메나리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로 볼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바탕 음조직(수심가토리)의 아래 핵음을 변이 음조직(메나리토리)의 위

핵음으로 삼고, 제4 5음은 옥타브 내려서 변이 음조직의 제1 2음으로 삼

으며, 바탕 음조직의 제2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옥타브 아

래로 내린 바탕 음조직의 위 핵음은 결과적으로 변이 음조직의 아래 핵

음이 된다. 총 11절이 되풀이되는 동안 구성음변이는 같은 악구에서 규

칙적으로 반복되며, 저음역변이에 해당한다.206)

이 곡이 채집된 남포시는 평남 서남단 해안가에 위치하며, 황남과 접

해있다. 북한의 물푸는소리는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에 분포해있는데, 수

심가토리가 많고, 경토리가 간혹 있다.207) 이 일대에 수심가토리와 경토

리가 많이 분포해있다는 지역적 환경이 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

좀 더 복잡한 변이를 보이는 <물푸는소리>가 1곡 더 있는데, <악보

46>208)에서 살펴보겠다.

206) 제1마디 ‘둘이’ 이후로는 경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가 보이는데, 이는 해당 항에서 다시 고

찰할 것이다.

207) 북녘 땅 우리소리에 수록된 물푸는소리 중 수심가토리는 북한0221 0331 0332 0408 0601

0602 0828 등이며, 뒤에 살펴볼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인 일명 ‘난봉가토리’는 북한0407, 경

토리는 북한0222이다. 이 중 북한0408 0601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합변이가 보인다. 황남 해주

시의 <물푸는소리>(북한0601)도 이와 선율이 비슷하며, 이 곡과 같이 경토리에 의한 선율진행

변이와 메나리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보인다. 인접한 지역에 유사한 형태의 변이를 가진 선

율이 공유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208) “논에 물을 퍼넣으면서 하던 소리. 열 개의 숫자를 같은 구조로 반복해 부르는 가운데 숫자

아닌 의미 있는 노랫말이 한 구절씩 들어간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2 해설집 25쪽. 독창
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메나리토리 부분이 상당히 긴 관계로 조표를 바꾸어 기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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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인산군 <물푸는소리>(북한0408)의 구성음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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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의 제1-8마디는 구성음이 Mi Sol La do re인 메나리토리로

전개되며, 제9-12마디는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를 보인다.209) 그러나 제

13마디 이후는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인 수심가토리로 바뀐다. 도입

부의 메나리토리 비중이 높은 편이나, 총 04′04″에 이르는 곡 전체에

서 이 부분은 30″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수심가토리

로 진행된다.210) 그러므로 전반적으로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심가토리를

이 곡의 바탕 음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선율형으로 곡이 전개되며, 도입부를

별개의 단락으로 보기에는 다른 부분과의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도입부

를 뚜렷한 의도를 가진 전조로 보기 어려우며, 구성음변이로 보고자 한

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 4음을 변화

시키는 방식이며, 도입부의 악구변이이다.

이 곡의 채집지가 속한 황해도 일대는 수심가토리 경토리 메나리토리

가 골고루 분포하는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적 환경이 이 곡의 변이 요인

으로 보인다.

(5)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변이(경)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 do-Si에서 do의 음고가 높아지는 경우가 학계

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211) 이에 대해 <악보 47>212)에서 살펴보겠다.

209) 이는 ‘핵음변이’ 항에서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210)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또한 01′26″ 지점 이후에는 소멸된다.

211) 이보형은 꺾는음이 반드시 반음인 것은 아니라고 하며, 꺾는음의 음정에 대해 3/4음 1/4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音組織 硏究,” 한국음악연구, 제24
집, 14쪽 및 20-24쪽 참조. 장사훈 한만영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인다. “ 꺾는목 에 있어 그

전타음(前打音)은 특정한 음정이 없고 대개 b음보다 위로 단2도와 장2도 사이에 걸치게 되는

데, 이때의 음정 결정은 연주자의 즉흥성에 달려있다.” 장사훈 한만영, 國樂總論(서울: 사단법
인 한국국악학회, 1975), 20쪽. 김혜정은 <흥글소리>에서 do-Si의 음정이 149센트라고 밝혔다.

김혜정, “흥글소리의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2000), 제28집, 259쪽 참조.
212) “김매기가 한참 무르익은 오후부터 일손을 재촉하고 흥을 돋구기 위해 부른다.” <한국민요대

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제5마디의 ‘엱고’는 ‘얹고’의 뜻이다. 메기고받는형식이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괄호 안의 음표는 생략된 음, 화살표 아래 검은

음표는 꺾는음의 Si, 검은 음표는 옥타브 위의 구성음, 대괄호 안의 음표는 구성음 외의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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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고흥군 <논매는소리-방아타령>(전남0202)의 구성음변이  

<악보 47>은 구성음이 Mi Sol La do-Si re인213) 육자배기토리이다.

제7마디 ‘다니’에서 do♯-Si-do♯-La의 진행이 보이는데, 이는 <악보 48>

과 같이 경토리로 읽힐 수 있다.

213) 육자배기토리의 do는 대개 Si로 꺾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꺾지 않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

하여 ‘Mi Sol La do-Si re’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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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고흥군 <논매는소리-방아타령>(전남0202)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48>에서 대괄호 부분 외의 꺾는음은 모두 do-Si이다. 이처럼

do의 음고가 변이로 인해 높아지는 현상은 do를 짧게 꺾을 때만 보인다.

제1마디 ‘헤’와 제2마디 ‘나’에서 보이듯 음가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는 모

두 do로 낸다. do보다 do♯이 자주 쓰이는 곡에서도 긴 음은 do로 내는

데,214) 만일 긴 음을 do♯으로 내게 되면 그 부분은 경토리로 전조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곡에서도 제7마디 제1박 외의 다른 부분에

서는 꺾는음을 모두 do-Si로 내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꺾는음 do의 음고를 반음 높이는 방식이다. 제2음은

육자배기토리 선율진행의 특성상 생략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방아타령>은 사당패소리 계열의 논매는소리로, 전국적으로 분포해있

으며 특히 전남에 많다.215) 그리고 사당패소리 계열의 민요에는 경토리

가 많은데, 그러한 갈래의 특성이 구성음변이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

다.

<악보 49>216)는 육자배기토리에서 do♯이 쓰인 또 다른 예이다.

214) 예를 들어 한국민요대전 수록곡 중 <산아지타령>(전북0824)은 do♯이 do보다 더욱 많이

쓰인다. 그러나 do♯은 모두 짧은 꾸밈음에서만 나타나며, 길게 뚜렷이 쓰일 때는 do로 쓴다.

이 곡의 받는소리는 숙여내는 것과 질러내는 것 2종인데, 질러내는 받는소리에서 긴 음가의 do

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215) 한국민요대전에는 충북0411 충남0306 경북0825 강원0634 전북0414와 전남0202 1004 1428

1812 등이 있고, 북녘 땅 우리소리에는 북한0434 등이 있다. <방아타령>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66-85쪽 참조, 사당패소리의 토리 분포에

관해서는 이 논문 188-90쪽 참조.

216) “<상부소리>라고도 한다. 상여를 메기 전에 <오장소리>, 상여를 메고 출발하여 <늦은 관음

보살>과 <어노소리>, 산비탈을 올라 갈 때나 좁은 다리를 건널 때 <잦은 관음보살>을 부른

다. 장경덕씨는 도덕면에 사는 신공우(남, 작고)씨에게 이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한국민요대

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제23마디의 ‘(준박)’은 기보된 박보다 다소

줄어든 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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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고흥군 <상여소리>(전남0220)의 구성음변이 

<악보 49>는 구성음이 Mi Sol La do-Si re인 육자배기토리이다.217)

217) 제1마디에서는 Sol을 Mi와 Mi 사이의 보조음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메나리토리의 특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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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마디 ‘나를’에서 do♯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짧은 음가에만 쓰이며,

제10마디 ‘(허)’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음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이 부

분의 do♯-Si-do♯-Si-La는 핵음이 같은 경토리의 mi-re-mi-re-do와

같으며,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

또한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꺾는음 do의 음고를 반음 높이는 것이다.

이 곡에서도 제2음은 생략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do의 음고가 반음 높아

지는 이와 같은 구성음변이는 고음역에서만 일어나는 음역변이이기도 하

다.

앞서 ‘메나리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줄다리기노래>(경남

0611)는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

가 동시에 일어난 곡이었는데, 그 곡에서 변이 음조직인 경토리와 육자

배기토리 상호 간의 양상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했다. 육자배기토

리와 경토리 간의 상호 작용이 상당히 정형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저음역의 구성음변이를 <악보 50>218)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50> 정읍군 <상여소리>(전북1018)의 구성음변이 

경과적 Sol과 달리, 육자배기토리에서도 종종 보이는 진행이다. <관음보살>과 <어노소리>는

Sol을 생략하는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이 지배적이다. 제26마디 이후 <잦은 관음보살>에서

는 각 마디 끝음을 Sol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메나리토리의 종지에서 자주 보이는 진행이다. 그

리고 각 마디의 종지음이 다음 마디의 첫음과 계속 이어지므로, 각 마디의 끝 구절인 ‘보살’과

그 다음 마디 첫 구절인 ‘관음’ 사이에 결과적으로 La-Sol-Mi의 진행이 발생한다. 따라서 <잦

은 관음보살>은 메나리토리로 볼 수 있으며, 상여소리에 메나리토리가 많다는 갈래적 특성으

로 인해 잦은소리는 메나리토리로 불린 듯하다. 음조직에서 꺾쇠표 안의 음들은 육자배기토리

구성음에서 벗어난 음들이다. 제18마디 ‘구’의 fa와 제20마디 ‘가’의 mi♭는 수식적 기능의 반음

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8) “‘관암소리’는 상여를 처음 메는 발인소리, ‘어노소리’는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면서 하는 소

리다. ‘8마디소리’는 빨리 가야할 때 하는 소리로, 일정한 후렴만 반복한다.” <한국민요대전 자

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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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은 구성음이 Mi Sol La do-Si re인 육자배기토리이다.219)

그런데 도입부의 대괄호 부분에서는 Mi-Fa♯-La-Fa♯-Mi의 진행이 보

이는데, 이 부분은 <악보 51>과 같이 핵음이 같은 경토리로 읽힐 수 있

다.

<악보 51> 정읍군 <상여소리>(전북1018)의 구성음변이 부분 

육자배기토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음이 생략되나, <악보 51>의 구성

음변이 부분에서는 제2음이 반음 높게 출현하며, 경토리의 Sol La do에

해당하는 배열이 된다. 즉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이며, 도입부의 악구

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

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곡과 같이 육자배기토리로 불리는 전라도의 상여소리 <관음

219) 제8마디 종지구에서는 짧은 겹꾸밈음으로 La-Sol-Mi의 진행이 잠깐 나오는데, 이 역시 이는

이 곡이 상여소리이고, 상여소리에 메나리토리가 많다는 갈래적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7마디에서 보이듯 나머지 부분에는 Sol을 생략하는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이 보인

다. 이 곡에서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경과적 Sol의 사용이 늘어나서 메나리토리의 선율진행변이

가 자주 보인다. 즉 이 곡은 도입부에서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 후반부에서 메나리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를 보이는 복합변이에 해당한다. 제5마디의 do♯은 수식적 기능의 반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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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에서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 요인을 특정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상여소리는 사당패소리 계열의 민요나 유흥요와

같이 경토리가 많은 갈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전라도 일대의 육자배기토리 곡들 중에서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

변이나 경토리로의 전조를 보이는 곡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

의 특성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판소리가 발생하고 집중 보급된 지역이

라는 점과, 판소리에서 계면길(Mi음계, 육자배기토리에 해당)과 우조길

(Sol음계, 경토리에 해당)을 종종 섞어 쓰는 점을 감안하면, 민요에서 그

러한 현상이 더러 보이는 것도 같은 문화적 맥락이지 않을까 추측된

다.220)

<악보 52>221) 또한 저음역의 구성음변이를 보이는 곡이다.

<악보 52> 하동군 <치마노래>(지리산Ⅱ11)의 구성음변이 

220) 판소리의 계면길과 우조길에 대해서는 백대웅,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 46-60쪽 참조.
221) 졸저,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 56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책의 55-59쪽에는 이 곡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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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는 구성음이 Mi Sol La do-Si re인 육자배기토리이다.222)

그런데 제6 8마디 대괄호 부분에는 La-Mi-Fa♯-Mi의 진행이 보이며,

이 부분은 <악보 53>과 같이 핵음이 같은 경토리로 읽힐 수 있다.

<악보 53> 하동군 <치마노래>(지리산Ⅱ11)의 구성음변이 부분 

<악보 53>에서 각 악구의 종지구에 쓰인 선율형은 경토리에서 관용적

으로 쓰이는 종지구이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도 앞의 곡들과 마찬

가지로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대괄호 부

분의 음형은 <악보 52> 제2마디 ‘열녀치매’의 La-Mi-Fa-Mi, 제11마디

‘이치매가’의 Fa♯-Mi-Fa-Mi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Fa는 변이

222) 음조직에서 꺾쇠표 안의 음들은 육자배기토리 구성음에서 벗어난 음들이다. 제2마디 ‘치’와

제11마디의 ‘매’에서 쓰인 Fa는 수식 기능의 반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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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영향에 의해 생성된 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곡의 채집지인 하동군은 경남의 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접경지대로,

이 일대에는 이 곡의 바탕 음조직인 육자배기토리의 곡들이 널리 분포되

어있다. 또 이 곡은 유흥요로, 경토리가 많은 갈래의 특성이 변이의 요인

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변이에서 변이 음조직은 모두 경토

리이다. 두 음조직의 변이는 양식적인 규칙성을 보인다. 앞서 ‘경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의 <물푸는소리>(전남0510)에서 경토리의 mi♭-re 진행

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는 육자배기토리에서 보이는 do♯-Si 진행과 맥

락이 같다. 핵음이 같은 경토리와 육자배기토리에서 보이는 두 변이는

<악보 54>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악보 54> 경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상호 변이 관계  

경토리의 mi-re-do에서 mi를 반음 낮추면 do-Si-La와 같은 배열이

되며, 육자배기토리의 do-Si-La에서 do를 반음 높이면 mi-re-do와 같은

배열이 된다. 경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의 고음역변이는 이와 같이 정형

화된 것으로 보이며,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이 반음 높아질 때가 있다는

기존 학계의 지적은 바로 이와 같은 구성음변이를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음조직 간 저음역의 구성음변이는 바탕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일

때만 관찰되었다. 바탕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이고 변이 음조직이 경토

리일 때, 변이 부분의 선율진행은 경토리의 순차진행이 적용되어 제2음

이 높아져서 드러난다. 반면 바탕 음조직이 경토리인 경우는 변이 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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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이 적용되어 제2음이 생략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즉 구성음변이 부분에는 변이 음조직의 선율진행이 적용되며, 구

성음변이에 선율진행변이가 부수적으로 동반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핵음이 같은 육자배기토리와 경토리 간의 상호작용은 판소리나

산조에서 빈번히 쓰이는 계면길(Mi음계)과 우조길(Sol음계)의 전조기법

과도 흡사하다. 전라도는 판소리의 고장답게 민요에도 타 지역보다 전조

기법이 발달되어있으며, 경토리로 된 사당패소리 계열의 민요 및 유흥요

도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이 지역의 그러한 문화적 특성이 두 음조직 간

의 구성음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기저 요인으로 보인다. 전문음악인들의

음악기법이 그 지역의 민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육자배기권의 민

요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이 두 음조직의 전조나 변이는 그러한 해당지

역의 문화적 맥락이 요인인 것으로 추측된다.223)

구성음변이 현상을 갈래의 특성과 관련하여서 좀 더 살펴보겠다. 앞서

살펴본 ‘반경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의 <나무베는소리>(북한0422), ‘메나

리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의 <나무베는소리>(북한0420), 그리고 ‘수심가토

리의 구성음변이’ 항의 <벼베는소리>(북한0530)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이 곡들의 채집지인 황해도 일대와 평안도 함경도에는 벼베는소리

풀베는소리 억새베는소리 낫소리 등이 넓게 분포되어있는데,224) 이러한

소리들을 ‘베는소리’라 할 때, 북한의 베는소리에는 경토리가 많고, 그 외

수심가토리 메나리토리 반경토리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비슷한 선율골

격을 가지고 있는데, <악보 55>에서 이를 살펴보겠다.225)

223) 이러한 구성음변이를 보이는 곡 중 황해도 이주민들이 부른 KBS 음원의 <가래질하는 소

리>(KBS12)가 있다. ‘어낭청 가래로다’의 후렴구를 가진 이 곡은 황해도 이주민들이 불렀으나

원래 황해도 민요가 아니며, 주로 충남과 전북에서 고기푸는소리 또는 무덤가래질소리 등으로

불리는 곡이다. 황해도 이주민들이 이주 후 이 곡을 학습하여 부른 결과로 추측되며, 따라서

이 곡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224) 베는소리 유형의 민요는 북한에 주로 분포하고, 남한에는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

도 등지의 산간지대에 소수 분포한다.

225) 비교의 편의를 위해 세 곡을 같은 조로 통일하였다. 변이된 부분의 솔미제이션은 변이음조직

에 맞추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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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베는소리’의 선율 비교 

<악보 55>의 세 선율형은 모두 최저구성음에서 완전5도 위의 음을

반복적으로 길게 내다가 순차하행하여 최저구성음으로 종지한다. 세 곡

의 선율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베는소리는 대부분 이와 같이 완전5도의 골격으로 선율이 전개

된다. 최저구성음에서 완전5도 위의 음을 질러낸 후, 경토리 메나리토리

와 같은 완전4도 핵음 구조의 곡들은 장2도 하행하여 완전4도의 골격으

로 바뀌고, 수심가토리 반경토리 등 완전5도 핵음 구조의 곡들은 대개

곡 전체에서 완전5도의 골격을 유지한다.

메나리토리의 <나무베는소리>(북한0420)에서 각 악구의 시작음으로

Si를 길게 끄는 선율형이 많이 쓰인 것도 바로 이런 ‘베는소리’의 공통된

5도 골격 선율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갈래의 곡들에서

공유되는 선율형이 구성음변이의 요인이 된 예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 세 곡이 각각 반경토리 메나리토리 수

심가토리로 구성되었지만, <악보 55>에서 보이듯 각 악구의 종지구 선

율이 거의 같으며, 바로 이 부분에서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가 일어

난다는 사실이다. 그 요인으로는 나무베는소리에 많이 쓰이는 음조직이

경토리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226) 이 세 곡의 베는소리에 나타난

226) 북한의 베는소리 중 경토리는 북한0144 0145 0146 0147 0148 0201 0421 0530 등이고, 수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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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변이는 베는소리에 경토리가 많다는 갈래의 특성과 특정 선율형을

공유하는 점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조건과 양상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227)

조건 변이 양상 유형 곡명

두 핵음 
일치

외 구성음 
변화

경(메)/
메(경)

쇠스랑질소리(북한0217)･볏단내리는소리(경기010
7)･방구타령(충북0333)/나무베는소리(북한0420)･
줄다리기노래(경남0611)･모심는소리(지리산Ⅱ05)

경(육)/
육(경)

물푸는소리(전남0510)/논매는소리-방아타령(전남
0202)･상여소리(전남0220)･상여소리(전북1018)･
치마노래(지리산Ⅱ11)

제2음 변화 수(반) 모심는소리(경기0204)
제2･5음 변화 오(경) 영변가(제주0415)

아래 핵음 
일치

제2･5음 변화 반(경) 나무베는소리(북한0422)
제5음 변화 경(수)/

수(경)
벼베는소리(북한0530)/
애원성(임석재0501)

제4음 변화 메(반)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
제2･4음 변화 수(메) 물푸는소리(북한0408)

위 핵음 
일치

제2･4･5음 변화 경(수) 꿩타령(북한0512)
제1･3･5음 변화 수(경) 닐리리타령(북한0213)

아래→위 
핵음

제2･5음 변화 경(육) 논매고오는소리-질꼬내기(전남1507)
제2음 변화

제4･5음(8vb)
→제1･2음

수(메) 물푸는소리(북한0332)

위(8vb)→
아래 핵음

제1음 변화
제3･4･5음(8vb)

→제1･2･3음
메(육)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

<표 3>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조건과 양상 

‘곡 일부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는 구성음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구성음이 유사하고 두 핵음

토리는 북한0226 0411 0531 0826 0827 등이며, 메나리토리는 북한0419 0420, 반경토리는 북한

0423 0422 등이다.

227)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경-경토리,

반-반경토리, 메-메나리토리, 수-수심가토리, 육-육자배기토리. 제4 5음(8vb)→제1 2음: 바탕
음조직의 제4 5음을 옥타브 내려서 변이 음조직의 제1 2음으로 삼음.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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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는 구성음변이가 성립하지 않는

다. 다만 핵음을 달리한 경우는 드물게 보인다.228) <표 3>과 같이 음조

직 간 구성음변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나,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

의 구성음이 대체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① 핵음 구조가 같을 경우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나머지 구성음을 변

화시킨다.

② 핵음 구조가 다를 경우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나머지 구성음을

변화시킨다.(핵음 구조가 완전4도와 완전5도로 서로 다른 경/반,229) 경/

수, 메/반, 메/수 간의 변이는 대부분 아래 핵음의 일치로 나타난다.)

③ 핵음 구조가 다를 경우 위 핵음을 일치키고 나머지 구성음을 변화

시킨다.

④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을 변이 음조직의 위 핵음으로 삼고, 나머

지 구성음을 변화시킨다.

⑤ 바탕 음조직의 위 핵음을 옥타브 내려서 변이 음조직의 아래 핵음

으로 삼고, 나머지 구성음을 변화시킨다.

이 중 두 핵음이 일치하거나 아래 핵음이 일치하는 방식이 자주 나타

나며, 나머지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

을 변이 음조직의 위 핵음으로 삼거나, 바탕 음조직의 위 핵음을 옥타브

내려서 변이 음조직의 아래 핵음으로 삼는 경우는 변이 부분의 음역이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보다 더 아래로 확장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메(육) 유형230)과 수(메) 유형에서 관찰되었다.

드물게 보이는 방식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핵음은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아(옥타브를 이동하여서라도), 핵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

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이 바뀌는 예가

드물다는 점으로 보아, 토속민요 음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음

228) <논매는소리-풍장소리>(전남1101)가 그 예이다.

229) 경/반: 경토리와 반경토리. 이하 같음.

230) 메(육) 유형: 바탕 음조직이 메나리토리이고 변이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인 유형.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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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 핵음임을 알 수 있다. 구성음변이에는 핵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김새변이가 동반되기도 한다.

2) 구성음변이(곡 전반)

앞서 살펴본 구성음변이는 곡의 일부에서 타 음조직의 구성음이 대체

되어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혹 곡

전체에서 특정 구성음이 모두 변화하여 두 음조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지적되어온 ‘어사용토리’231) 및 ‘난봉

가토리’232)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항에서는 음조직 전체에서 구성음이

바뀌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경)

메나리토리에서 아래 핵음 Mi의 음고가 반음 정도 높아지는, 일명 ‘어

사용토리’라 불리는 현상은 주로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보인다.233) <표 4>

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메나리토리 곡들 중 이러한 변이를 보이는 사례의

유형과 분포이다.234)

231) 김영운은 어사용토리를 경토리와 메나리토리의 변종선법으로 보았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

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43-44쪽 참조. 또 모든 변이를 ‘토리의 접변 현상’으로 설
명한 바 있다. 김영운, 국악개론, 47-50쪽 참조.

232) 수심가토리의 제2음과 제5음이 변화된 예는 일찌기 이보형에 의해 지적된 바 있고, 특히 제2

음이 반음 높아진 경우를 이보형은 ‘반수심가토리’, 김영운은 ‘난봉가토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보형은 수심가토리의 제5음이 반음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25-56쪽 및 “京西토리圈의 巫歌 民謠,” 羅運榮博士 回甲記念, 178
쪽 참조.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41쪽 참조.

233) 드물게 강원도 김화군에서 이 유형 한 곡이 관찰되었는데(북한0812), 이 유형의 집중 분포지

역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가창자 개인의 특성으로 보인다.

234) 파일명 중 짙은 글씨는 뒤에 상세히 고찰할 곡들이다. 경북0105는 입으로 풀피리를 흉내낸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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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충북 충남 계
Mi･Fa 혼용 0106･1431 0615

･0616 충북0210･0214･0215 7
Mi･Fa 중간

(애매)
경북0507･
0520･1003 경남0617 충북0116･0201･0206

･0412･0413･0419
충남0219･0906･
1011･1013･1202 15

Fa 뚜렷 경북0105･0404･
0420･0712･0731

충북0115･0318･0330･
0419･0514 충남0814 11

계 10 3 14 6 33

<표 4>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의 유형과 분포  

<표 4>에서 보이듯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은 경남 충남보다 경북

충북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그리고 Fa가 뚜렷한 곡은 전체의 1/3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이처럼 변이양상이 불규칙하고 다양하며 가

변적이므로, 최저구성음을 한 음으로 규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유형은 <어사용>뿐 아니라 논농사소리나 유흥요에도 더러 보이며, 경상

도 충청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해있는데, 그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235)

<악보 56>236)은 Mi Fa를 혼용한 예이다.

<악보 56> 창녕군 <나무꾼신세타령-어산영>(경남0615)의 구성음변이 

235) 음고가 애매한 경우는 기보에 곤란함이 있어 채보하지 않았다.

236) “나무꾼들의 신세타령인 어산영. 길게 늘여서 부르는 곡조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소리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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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은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어사용’ 등으로 불리는 나무

꾼신세타령으로, 원형은 메나리토리이다. 이 곡도 제3마디까지는 구성음

이 Mi Sol La do re인 메나리토리이다. 그런데 제4마디 ‘라’에서는 Mi의

음고가 약간 높아지고, 그 이후는 원 안의 음에서 보이듯 Mi 자리가 Fa

를 얕게 떠는 것으로 바뀐다.

이처럼 Mi와 Fa를 섞어쓰는 경우는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곡 일

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형은 아래 핵음의 음고가 변화

한다는 점에서, 핵음 이외의 음들이 변화하는 다른 구성음변이 유형들과

는 명료하게 구분된다. 또한 두 음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Mi

보다 Fa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메나리토리에서 아래 핵음의 음

고가 변화하는 경우는 모두 ‘메나리토리의 제1음 변이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곡의 가창자는 동종의 곡을 세 곡 불렀는데,237) 이 곡에서는 Mi와

Fa를 섞어 부르고, 또 한 곡은 Fa로 부르며, 나머지 1곡은 애매한 음정으

로 부른다. 이처럼 동일한 가창자가 부른 곡에서도 두 음이 유동적으로 쓰

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변이 유형은 그 양상이 가변적임을 알 수 있다.

<악보 57>238)은 최저구성음을 뚜렷이 반음 높인 예이다.

<악보 57> 중원군 <뒷동산에 할미꽃은>(충북0419)의 구성음변이 

  

237) 경남0615 0616 0617이 동일 가창자가 부른 <어산영>이다.

238) “나물 뜯으러 가서 불렀다고 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독창으로 부

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음조직에서 꺾쇠표 안의 음들은 구성음 외의 수식적 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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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은 곡 전반에서 최저음과 제2음, 제3음이 분명하게 장2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의 핵음으로 종지한다.239) 이 곡에서 바탕 음

조직인 메나리토리의 요소 중 남아있는 것은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이며,

변형된 요소는 아래 핵음의 음고가 반음 높아진 점, 이에 따라 핵음 구

조가 장3도로 바뀐 점이다.240)

아래 핵음의 음고가 메나리토리보다 분명히 반음 높아질 때는 음조직

의 구조가 <악보 58>과 같이 변형된다.

<악보 58> 메나리토리의 제1음 변이형 

<악보 58>에서 아랫단은 구성음이 Do Re Mi Sol La로, 이는 경토리

고음역의 배열과 같다. 즉 아래 핵음이 생략된 경토리의 구조이다. 메나

239) 김영운은 이러한 변이를 보이는 곡들이 최저음으로 종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사용토리’를

최저음으로 종지하는 정격선법으로 보았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제28집, 43-44쪽 참조. 그런데 그러한 곡들 중에도 위의 핵음으로 종지하는 예가 더러 있다. 경

북0105(종지흘림) 0106 0507, 경남0617(종지흘림), 충북0330 0419 등이 그 예이다.

240) 이 곡은 re♭ re♯ fa와 같은 다양한 수식적 반음을 쓰고 있으나, 이 음들은 핵음의 위 아래

에서 핵음을 수식하는 역할을 할 뿐,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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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리의 구조는 저음역은 Mi Sol La, 고음역은 La do re로, La를 축으

로 위아래가 모두 단3도 장2도의 테트라코드로 구성되며, 이 둘이 연접

된 구조이다.241) 그런데 메나리토리에서 최저음이 반음 높아지면 저음역

은 Do Re Mi의 장2도 장2도로 경토리의 성격을 띠고, 고음역은 Mi Sol

La의 단3도 장2도로 메나리토리의 성격을 띠어, 음조직의 상하구조가 서

로 이질적인 성격이 된다.

또 핵음이 Do Mi의 장3도 구조가 되면서 완전4도라는 바탕 음조직의

틀이 일그러지게 되며,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핵음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두 음조직의 아래 핵음은 음고가 서로 다르며, 위 핵음은 음

고는 일치하나 경토리에서 Mi는 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 적어도 하나의 핵음은 일치시키는 구성음변이의 기본 방식에

서도 어긋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두 핵음이 완전4 5도를 이루는 민요 음

조직의 보편성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음악적 성격이 모호하게 된다. 이

음조직이 정형화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점에 있지 않나 추측된다.242)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은 아래 핵음의 음고 변화로 인해 음조직의

고정적 요소인 구성음과 핵음이 변형된 반면, 가변적 요소인 선율진행과

시김새에는 메나리토리의 요소가 남아있다. 특히 핵음의 음고가 변형된

점은 다른 변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그 요인을 특정하

기 어렵다. 다만 이 유형이 경남 충남보다 경북 충북에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보아, 경토리의 영향과 지역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241) 완전4도의 틀로 구성된 2개의 테트라코드가 맞물려 연결된 구조를 연접배열(conjunct)이라

한다. 민요 음조직의 테트라코드와 연접배열 등에 관해서는 김영운, “강릉농요 오독떼기의 음악

적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20집, 14-16쪽; 조영배, “濟州道 勞動謠의 音組織과 旋律構造에 관
한 硏究: C. Sachs와 R. Lachmann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한국민요
의 음악학적 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제5집, 571-582쪽; 리창구, 조선
민요의 조식체계(서울: 민속원, 2002.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0), 63-64쪽 참조.

242) 이 유형은 하나의 곡에 Mi Fa를 같이 쓰는 경우, Mi와 Fa의 중간 정도로 음정이 애매한 경

우, 동일인이 어떤 곡은 Mi로, 다른 곡은 Fa로 부는 경우, 옥타브 아래는 Mi로 옥타브 위는 fa

로 부르는 경우, 메기는소리는 Fa로 부르고 받는소리는 Mi로 부르는 경우 등 그 양상이 가변

적이다. 최헌은 어사용토리에 대해 같은 선율에서도 경우에 따라 Mi의 높이가 유동적인 경우

가 있고, 동일한 선율을 정확히 Mi로 노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별개의 음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헌, “경상도 민요 음고조직론,” 한국학논집, 제46집, 188쪽 및 192쪽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변이를 보이는 예가 상당히 많으며, 분포지역 또한 넓다는 점에서, 메나리토

리 구성음변이의 하나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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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심가토리 제5음 제2음 변이형(경/반)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곡 전반)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경토리의 영향으로 인한 제5음의 변화와 반경토리의 영향으로 인한 제2

음의 변화가 그것이다. 전자를 수심가토리의 ‘제5음 변이형’, 후자를 ‘제2

음 변이형’이라 부르겠다.

<표 5>는 수심가토리의 곡들 중 이러한 변이를 보이는 사례의 유형과

분포이다.243)

황해도 기타 계
제5음 
변이형

0110 0120
･0242･0247

북한0608(잦)･0629, 
임석재0506･0514 8

제2음 
변이형

북한0223(잦)･0228･
0230･0802(자강도) 북한0407･0605, KBS01

경기0606(오러리･방아), 
충남0313･0702･1110, 
전남1513(09′16＂이후) 

12

계 8 7 5 20

<표 5> 수심가토리 제5음･제2음 변이형의 분포  

<표 5>에서 보이듯 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은 모두 평안도와 황해도

에서 관찰되었다. 제2음 변이형은 두 지역 외 서해안의 어로요에서도 관

찰되었는데, 북한0228 0230 0605, 충남0313 0702 1110, 전남1513은 모두

조기잡이배에서 만선으로 돌아올 때 풍장을 치며 부르는 만선풍장소리이

다. 이는 봄에 흑산바다에서 시작된 조기잡이가 칠산바다를 거쳐 연평바

다까지 이어지면서244) 만선풍장소리가 뱃길을 따라 전파된 결과이다. 즉

이 유형은 지역적으로는 황해도 평안도 및 서해안, 갈래로는 조기잡이

관련 어로요에 많다.

먼저 수심가토리의 제5음 변이형을 <악보 59>245)를 통해 살펴보겠다.

243) 잦-잦은소리, 오러리 방아-오러리타령 방아타령. 파일명 중 짙은 글씨는 뒤에 상세히 고찰할

곡들이다. 자강도는 옛 평북 지역이므로 평안도로 집계하였다.

244)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서울: 돌베게, 2002), 241쪽 참조.
245) “절구에 방아를 찧으면서 숫자를 헤아리는 소리. 절구질은 집집마다 하던 일이었으나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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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평남 평원군 <방아찧는소리(절구질)>(북한0242)의 구성음변이 

<악보 59>에서 수심가토리의 요소는 완전5도의 핵음 구조와 제3음이

생략되는 선율진행이다. 시김새에서는 위의 핵음(제4음)을 아래로 깊이

떠는 수심가토리 특유의 요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제1마디 ‘이’와 제9

마디 ‘한’에서처럼 위의 핵음을 수식하는 가위표머리 음표나, 제2마디 ‘서

이’에서와 같이 휘어내는 시김새에서 요성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요소는 구성음으로, 이 곡의 제5음은 수심가토

리의 제5음보다 반음 낮다. 이는 앞서 ‘구성음변이(곡 일부)’ 항의 <벼베

는소리>(북한0530)에서 살펴본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경토리) 부분의

양상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 곡은 일부분이 아니라 제5음을 모두 반음

드문 편이다. 남자 노래로는 매우 드물다. 절구질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리는 노랫말 또한 흔치

않다.” 전집1 해설집 66쪽. 메기고받는형식이며, 받는소리는 괄호 안의 ‘치’로, 낭송조의 짧은 음

절이다.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64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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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 부르므로 음조직 자체의 구조가 변형되어 구성음이 Re Mi Sol

La Si가 되고, 이는 Sol La do re mi와 같은 배열이다. 즉 이 곡에서 구

성음은 경토리의 요소이다.

그러나 경토리의 위의 핵음인 제3음이 이 곡에서는 생략되며, 이로 인

해 경토리의 주요 특성인 완전4도 구조의 핵음 및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

이 이 곡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구성음을 제외한 다른 요소에서는

수심가토리의 특성이 대체로 유지되므로, 전반적으로는 수심가토리의 변

이로 볼 수 있다. 즉 핵음과 선율진행은 바탕 음조직인 수심가토리의 특

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음은 경토리와 같이 변형된 구성음변이(곡 전반)에

해당한다. 이 곡의 구성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5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악보 60>246)은 이 유형에서 경토리의 특성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곡이다.

<악보 60> 평북 태천군 <논매는소리-호미소리>(북한0110)의 구성음변이  

246) “호미소리 계통의 논매는소리. 혼자 불렀으나 원래는 받는 소리가 메기는 소리를 그대로 반

복하는 방식인 듯하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32쪽. 독창으로 불렀으나 곡의 구조
상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보인다.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68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괄호 안의 검은 음표는 꾸밈음으로 짧게 쓰인, 확장된 음역의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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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에서 수심가토리의 요소는 완전5도의 핵음 구조와 위의 핵

음을 아래로 깊게 떠는 수심가토리의 시김새이다. 반면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요소는 구성음으로, 이 곡의 제5음 또한 수심가토리보다 반음이

낮다. 그런데 앞의 곡과 달리 이 곡에서는 제3음을 생략하지 않는다. 수

심가토리에서는 하행 시에 제3음을 경과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지

만, 상행 시에는 제3음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하행

뿐 아니라 상행 시에도 제3음을 종종 쓰고 있다(제1 10 11마디). 즉 이

곡에서 구성음과 선율진행은 경토리의 요소이다.

그러나 음조직의 근간인 두 핵음의 구조가 완전5도이며,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수심가토리 특유의 시김새가 뚜렷하므로, 이 곡 또한 수심가

토리의 변이로 보고자 한다. 즉 이 곡은 핵음과 시김새는 수심가토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음과 선율진행은 경토리와 같이 변형된, 수심가

토리의 구성음변이(곡 전반)에 해당한다.247)

247) 이 곡에서 끝음으로 쓰인 La는 음조직의 종지음이 아니다. 제1마디와 같이 받는소리의 시작

음이 메기는소리의 종지음 Sol과 같은 음일 때는 동음반복의 단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또 제

11마디와 같이 메기는소리의 종지음 Sol보다 완전5도 위의 음일 때는 도약을 부드럽게 연결하

기 위해 덧붙인 ‘준비음’, 즉 다음 선율을 열기 위해 준비한 음이다. 준비음 Sol은 선법적 종지

음, La는 선율적 종지음에 해당한다.

준비음을 쓴 대표적인 예가 경상도 일대에서 부르는 <칭칭이소리>이다. <칭칭이소리>는 전형적

인 메기고받는형식의 소리로, 한 명이 메기면 여러 명이 받는다. 이 때 받는소리 “칭이나칭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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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두 곡의 공통된 변화 요소는 구성음으로, 수심가토리의 제5음이

반음 낮아졌다. 그리고 차이점은, <방아찧는소리(절구질)>(북한0242)는

선율진행에서 제3음을 생략하는 수심가토리의 특성이 뚜렷한 반면 시김

새는 약하게 나타났고, <논매는소리-호미소리>(북한0110)는 시김새에서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수심가토리의 특성이 뚜렷한 반면 선율진행에는

경토리의 특성이 좀 더 드러난 점이다. 즉 구성음에서는 두 곡 모두 공

통된 변화를 보이나, 가변적 요소인 선율진행과 시김새에서는 다소 차이

를 보인다.

<악보 61>은 수심가토리와 제5음 변이형 및 경토리를 비교한 것이다.

<악보 61> 수심가토리와 제5음 변이형 및 경토리  

<악보 61>에서 보이듯 제5음 변이형은 핵음과 시김새가 수심가토리와

같으며, 구성음은 경토리와 같다. 그런데 수심가토리와 경토리의 제5음은

유동성을 가진 음으로, 두 음조직에서 구성음의 차이는 크지 않다.248) 두

네”는 ‘Mi-Mi-Mi/Mi-La/La--/La-do(La-do-re-do)’로, 종지음 La를 do로 들어서 마무리한다.

그 이유는 메기는소리가 받는소리의 종지음 La보다 4 5도 높은 re나 mi에서 질러내거나, 또는

받는소리 종지음과 같은 음인 La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편(서울:
MBC, 1994)에 수록된 경남 진양군 수곡면 원외리의 <칭칭이소리>(경남0608)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참조.

‘준비음’에 대한 용어설명은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11쪽 참조. 준비음을 쓴 곡들의 예

는 <논매는소리-호미소리>(북한0110) 68-72쪽,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230) 79-83쪽,

<운재소리>(북한0805) 90-94쪽, <무덤다지는소리(긴소리)>(북한0246) 95-101쪽, <아르래기>

(북한0304) 105-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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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핵음 구조이며, 그 다음은 선율

진행과 시김새이다. 제5음 변이형은 핵음이 수심가토리와 같으며, 선율진

행이나 시김새에서도 수심가토리의 특성이 일부 나타나므로, 경토리보다

수심가토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제5음 변이형은 경토리의 영

향으로 수심가토리의 제5음이 반음 낮아지며 형성된 음조직이다.249)

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은 구성음이 Sol La do re mi이고 핵음은

Sol re이며, 종지음은 대부분 Sol이다. 선율진행은 곡에 따라 편차가 있

으나, 제3음 do는 주로 하행 시에 쓰며, 대체로 수심가토리보다는 제3음

을 많이 쓰고 경토리보다는 적게 쓰는 편이다. 위의 핵음 re를 아래로

떠는 경향이 있으나, 그 정도가 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의 요인은 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의

유사성과 함께, 집중 분포지역이 인접해있다는 지역적 환경도 연관이 있

어 보인다. 이 유형은 함경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함경도가

한반도 동북쪽 끝에 위치해있으며, 산간지대가 많아 타 지역과의 산업

적, 문화적 교류가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타 지역의 토리와 결합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수심가토리의 제2음 변이형을 <악보 62>250)에서 살펴보겠다.

248) 장사훈 한만영은 시조 민요 판소리 산조 등의 음악에서 평조의 제5음(mi)이 반음 높아지기도

함을 지적했다. 장사훈 한만영, 國樂槪論, 19쪽 참조. 황준연 또한 경토리의 5음이 때로 반음
높아지며, 창부타령에서 mi와 fa가 교대로 쓰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준연, 한국전통음
악의 樂調, 19-20쪽 및 139쪽 참조. 이보형은 진경토리의 제5음이 mi 또는 fa라고 보았고, 반
경토리의 제2음은 Si 또는 do, 제5음은 fa fa♯ 또는 sol로 보았다. 또 수심가토리의 제5음이

반음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다른 수심가토리의 곡들과 달리 제3음이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25-56쪽 및 “京西토리圈의 巫
歌 民謠,” 羅運榮博士 回甲記念, 178쪽 참조.

249) 이 유형을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에서 ‘평수심가조’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논문

63-78쪽 참조. 백대웅은 서도지역 민요의 음조직에 Sol La do re mi를 추가하면서 이를 솔음

계라 한 바 있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 162쪽 참조. 신은주는 “경기 지
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를 중심으로”에서 이와 비슷한 예들을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의 변용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 127-28쪽 참조.

250) “조기잡잇배가 조기를 많이 잡아 돈을 많이 벌어 마을로 들어올 때 하던 소리. 돈을 많이 벌

었다는 표시로 배에 종이꽃 등으로 장식한 봉죽을 꽂고 들어오며 풍물에 맞춰 소리를 했다,”

“조기를 많이 잡아 돈을 많이 번 조기잡잇배가 포구로 들어오면서 풍물 치며 부르는 노래. 충

청, 경기도 서해안 일대의 배치기소리와 같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61쪽. 독창으
로 불렀으나 곡의 구조상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보인다. 북녘 땅 우리소리에는 이런 곡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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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평남 증산군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230)의 구성음변이  

<악보 62>에서 수심가토리의 요소는 완전5도의 핵음 구조와 제3음이

생략되는 선율진행, 그리고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시김새이다.251) 구성

음은 제2음이 수심가토리보다 반음 높아서 Re Fa Sol La do가 되고, 이

는 La do re mi sol과 같은 배열이다. 즉 이 곡에서 구성음은 반경토리

의 요소이다.

수심가토리와 반경토리는 핵음 구조가 완전5도로 같다. 그러나 반경토

리는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이며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은 반면, 수심가

토리는 제3음이 생략되고 위의 핵음을 깊게 떤다. 이 곡은 선율진행과

시김새에서 그러한 수심가토리의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므로, 수심가토리

다.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79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음조직에서 제2음 위의 기호

는 pralltriller로, 전성(轉聲)에 해당된다.

251) 제3마디 제3박에서 아래로 깊게 떠는 mi는 듣기에 따라서 위로 깊게 떠는 re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의 요성을 Sound Forge 프로그램의 process-time stretch 기능을 이용하여 길게

늘여서 들어보면 re와 mi를 거의 같은 세기와 길이로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민요대전의 <만선풍장소리-배치기>(충남0702)에서도 mi 대신 re를

위로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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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음변이(곡 전반)로 볼 수 있다. 즉 이 곡은 핵음 선율진행 시김

새에서 수심가토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음은 반경토리와 같이 변

형된,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곡 전반)에 해당한다. 이 곡의 구성음변

이 방식은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2음 변이형에서는 제2음의 음고뿐 아니라 그 비중도 높아진다. 수심

가토리에서는 제2음을 선율골격으로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문 반면,252) 이

유형에서는 변화된 제2음의 비중이 수심가토리의 그것보다 높다. 즉 두

음조직의 차이점은 제2음의 음고 차이뿐 아니라 비중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긴난봉가>와 <잦은난봉가>에서는 제2음의 비중이 낮고

선율골격으로 쓰이지 않아서 수심가토리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으

며, 실제로 이 두 곡을 수심가토리로 부르는 소리꾼들도 상당수 있다. 그

러나 <사설난봉가>에서는 <악보 63>과 같이 제2음이 바로 ‘사설’을 얹

어 부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53)

252) <배치기소리>(북한0604)는 수심가토리에서 제2음(Mi)을 선율골격에 쓴 특수한 경우인데, 조

기잡이소리 중 만선풍장소리로 불리는 <배치기소리>의 원형은 ‘난봉가토리’로 불리는 수심가토

리의 제2음 변이형이다. 이 곡에서 제2음을 비중 있게 쓴 것은 선율의 원형이 유지된 결과이

지, 수심가토리의 원래 특성이 아니다. 즉 <배치기소리>의 원형이 수심가토리로 불린 결과 그

렇게 된 특수한 예이며, 다른 수심가토리의 곡에서는 제2음의 비중이 높은 경우를 찾기 어렵

다.

253) 이 점에 대해 전영화는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두 번째 구성음의 비중

에 있으며, 따라서 난봉가토리의 특성은 <사설난봉가>에서 비로소 두드러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전영화, “난봉가 연구”(전북: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83-97쪽 참조. 이 논문 84쪽에서

<사설난봉가> 악보 수정 인용. 장재천 노래, 전영화 채보. 비교의 편의를 위해 <사설난봉가>

를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과 같은 조로 옮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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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사설난봉가>에서 제2음의 용례

 

<악보 63>에서 보이듯 두 곡 모두 제2음 do를 반복하며 선율골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점은 이 유형의 곡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수심가토리와 마찬가지로 제3음이 거의 생략되며, 간혹

쓰일 때도 짧은 경과음이나 수식음 정도로 그 비중이 낮다. 그런데 드물

게 제3음이 악구의 정점에 쓰인 경우가 있는데, <악보 64>254)가 그것이

다.

<악보 64> 황북 봉산군 <물푸는소리>(북한0407)의 구성음변이  

 

254) “논에 물을 퍼넣으면서 두레박 숫자를 헤아리는 소리. 다른 물푸는 소리에 비해 숫자 외에

다른 노랫말이 거의 없다." 전집2 해설집 25쪽. 유절형식이며, 독창으로 불렀다. 제4마디에는 fa

♯이 보이는데, 이는 sol 대신 쓰인 유동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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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의 제3 5마디 대괄호 부분에서는 제3음 re가 악구의 정점에

쓰이고 있다. 이 곡에서 이 음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쓰인 이유는 제

2 7마디 네모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네모 부분의 선율은

mi-sol-la-sol-mi이며, 대괄호 부분은 La-do-re-do-La로, 두 선율형은

동형진행(sequence)이다. 이 곡은 모두 5절이며, 각 절이 반복되는 부분

은 제2-8마디이다.255) 즉 각 절의 시작은 제2마디이고, 이 부분의 선율

mi-sol-la-sol-mi는 제3 5마디에서 동형진행인 La-do-re-do-La로 변주

되었다.

이 곡에서 산 모양의 음형은 곡을 이끌어가는 동기(motive)이며, 제3음

re가 악구의 정점에 쓰인 이유는 이러한 선율전개상의 음악적 필요에 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율진행은 음악적 필요에 따라 음조직의 특

성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제2 4 6마디의 하행

선율에도 경과적으로 re가 쓰였는데, 이 점 또한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

을 가진 반경토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시김새에서 mi 대신 re를 뚜렷하게 떠는 경우도 있는데, <악보 65>256)

255) 이 곡은 음원의 앞부분이 잘려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제1마디는 8마디의 종지구와 같은 선율

로, 그 전에도 절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1절이 ‘열에하나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아

마 악보상의 제1마디는 ‘하나’부터 시작되는 절의 종지구일 것으로 추측된다.

256) “조기잡잇배가 조기를 많이 잡아 돈을 많이 벌어 마을로 들어올 때 하던 소리. 돈을 많이 벌

었다는 표시로 배에 종이꽃 등으로 장식한 봉죽을 꽂고 들어오며 풍물에 맞춰 소리를 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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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예이다.

<악보 65> 평남 증산군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228)의 구성음변이 

<악보 65>의 제1 3마디에서는 mi가 아닌 re를 위로 떤다. 수심가토리

에서 아래로 떠는 La와 위로 떠는 Sol이 같은 맥락이었던 것처럼, 제2음

변이형에서 아래로 떠는 mi와 위로 떠는 re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즉 위의 핵음인 제4음을 아래로 떠는 시김새와, 제3음을 위로 떠는

시김새는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 관찰된 제2음 변이형 중에서도 re를 위로 떠는 경우가 있는

데, <악보 66>257)이 그 예이다.

257)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 고사를 지낼 때, 노저어 나가면서 신명이 날 때, 고기를 잡아 만선하

여 돌아오면서 부른다. ‘붕기타령’이라고도 한다. 조기를 잡으러 주로 칠산바다와 연평바다로

간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이 곡은 추후 ‘시김새변

이’ 항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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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태안군 <만선풍장소리-배치기소리>(충남1110)의 구성음변이  

 

<악보 66> 전반에서 re를 위로 깊게 떨고 있는데, 그 양상이 앞의 곡

과 같다. 두 곡의 채집지는 각각 평남 증산군과 충남 태안군인데, 모두

만선풍장소리이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린 동종의 곡에 동일한

구성음변이와 시김새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악보 67>은 수심가토리와 제2음 변이형 및 반경토리를 비교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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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수심가토리와 제2음 변이형 및 반경토리  

 

<악보 67>에서 보이듯 제2음 변이형은 제3음을 생략하는 선율진행과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시김새가 수심가토리와 같으며, 구성음은 반경토

리와 같다. 그리고 두 핵음이 완전5도를 이루는 점은 세 음조직이 공통

된다. 그런데 선율진행과 시김새의 차이가 구성음의 차이보다 워낙 두드

러지기 때문에 변이된 음조직은 반경토리보다 수심가토리에 더 가깝다.

즉 제2음 변이형은 반경토리의 영향으로 수심가토리의 제2음이 반음 높

아져서 형성된 음조직이라 할 수 있다.258)

이 유형은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이고 핵음은 La mi이며, 종지음은

대부분 La이다. 선율진행은 곡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제2음 do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더러 제3음을 생략하지 않고 쓰기도 한다. 위의

핵음 mi를 아래로 깊게 떠는 경향이 있으며, 간혹 re를 위로 떠는 경우

도 있다.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의 요인도 반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의 유사성과 함께, 반경토리가 전국적으로 분포한 음조직이라는

점으로 보인다.

258) 제2음이 반음 높아진 경우를 이보형은 ‘반수심가토리’, 김영운은 ‘난봉가토리’로 분류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25-56쪽 및 “京西토리圈의 巫歌 民謠,” 羅運榮
博士 回甲記念, 178쪽 참조. 김영운은 “수심가토리와 반경토리가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 사회적 교류에 의하여 상호 혼합되면서 음계 구성음의 구조는 반경토리를 유지한 채, 수

심가토리의 특징인 제3음 생략과 제4음 요성을 받아들여 난봉가토리라는 새로운 선법을 형성”

한 것으로 보았다. 김영운, “韓國 民謠 旋法의 特徵,” 한국음악연구, 41쪽 참조. 이 유형을 졸
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에서 ‘난봉가조’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논문 79-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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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곡 전반)에는 경토리의 영향으

로 제5음의 음고가 반음 낮아진 유형(제5음 변이형)과, 반경토리의 영향

으로 제2음의 음고가 반음 높아진 유형(제2음 변이형)이 있다. 이 유형

들에서 수심가토리의 요소는 완전5도의 핵음 구조와 위의 핵음을 아래로

떠는 시김새, 그리고 제3음을 생략하는 경향 등이다. 선율진행이나 시김

새는 곡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변화된 요소는 구성음으로, 이 유형의 구성음은 경토리 또는 반경토리

의 구성음과 같게 된다.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가진 경토리 반경토리

의 영향으로 선율진행에서도 제3음의 생략이 수심가토리보다는 덜한 편

이다. 또 제2음 변이형은 제2음의 비중도 수심가토리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음 변이형은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고찰되며,

제2음 변이형은 평안도 황해도를 비롯하여 서해안 일대의 조기잡이소리

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이상 살펴본 구성음변이(곡 전반)의 조건과 양상을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조건 변이 양상 유형 곡명
두 핵음 

일치 2음 변화 수(반)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230)･물푸는소리(북한0407)･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228)･
만선풍장소리-배치기소리(충남1110)

아래 핵음 
일치 제5음 변화 수(경) 방아찧는소리(절구질)(북한0242)･

논매는소리-호미소리(북한0110)
핵음 

불일치 제1음 변화 메(경) 나무꾼신세타령-어산영(경남0615)･
뒷동산에 할미꽃은(충북0419)

<표 6> 구성음변이(곡 전반)의 조건과 양상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는 곡의 일부가 아니라 전반에서 특

정 구성음이 바뀜으로써 음조직이 변형되며, 그 방식은 <표 6>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핵음 구조가 같을 경우 두 핵음을 일치시키고, 제2음을 변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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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

② 핵음 구조가 다를 경우 아래 핵음은 일치시키고, 제5음을 변화시킨

다.(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

③ 핵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

이 중 두 핵음 또는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는 방식은 ‘곡 일부에서 나

타나는 구성음변이’에서 자주 보였던 방식으로, 이 두 방식의 유형은 통

속민요에도 수용될 만큼 정형화되어있다.259)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는 모두 경토리 또는 반경토리와의

결합이며, 부분적 변화가 아닌 곡 전반의 변화이기 때문에 악구변이는

없다. 다만 음조직의 구조상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은 저음역변이에

해당하고, 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은 고음역, 제2음 변이형은 저음역변

이에 해당한다.

이상 구성음변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구성음변이가 일어나는 방식에

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음임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하나의 핵음은

일치시키는 것이 구성음변이의 기본 방식이며, 두 핵음 또는 아래 핵음

을 일치시키는 것이 자주 보이는 방식이다. 구성음의 변화는 그 나머지

음에서 일어난다.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이 바뀌는 예는 드물며, 토속

민요 음조직에서 아래 핵음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음이다. 곡 전반

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 중 핵음을 일치시키는 유형은 정형화되어있

다. 구성음변이는 구성음이 거의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

는 성립되지 않는다.260)

구성음변이에는 핵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김새변이가 동반될 때가 있

으며, 지역적 환경과 갈래의 특성, 그리고 음조직적 공통성이 고루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259) 수심가토리의 제5음 변이형은 서도민요 중 <개타령>, <금다래꿍> 등에서, 제2음 변이형은

<사설난봉가>, <몽금포타령>, <풍구소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핵음이 불일치하는 유

일한 유형인 메나리토리의 제1음 변이형은 정형화되지 못하였다.

260) 핵음이 같을 경우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변별은 선율진행과 시김새에서만 가능하다.

즉 핵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는 선율진행변이와 시김새변이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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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음변이

하나의 곡에서 핵음이 일시적으로 타 음조직의 핵음으로 대체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핵음변이’라 부르겠다. 핵음변이는 핵음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하나의 핵음만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표 7>은 본고의 범위 내에서 관찰된 핵음변이의 유형과 분포이다.261)

반 메 수 육 계

(경)
0805

1914(긴),
제주
0413 [3] 

북한0519
･0525,
경기0119
경북0730
･1121･
0230, [6]

북한0120･0403･
0408･0622･0623,
강원0213,
경기0116･0117･
0504･0606262)(오
러리),임석재0512
･0516,KBS02･03
･04･05･06 [17]

충남0706
전남0117
･1612･18
06(중간)･
1812 [5]

31

(반)

북한0510,강원0202,
경기0108･0423,전북0405
(배꽃),전남1509(잦은),
제주0409･0413･0418, 
임석재0511 [10]

10

(메) 경남0306 [1] 1

(수)
북한0319,경기0202(긴)･
0606(방아,새쫓,복), 
임석재0512･0515 [5]

KBS11･
13 [2] 7

(육)
전북0401(배꽃)･1017(배
꽃),전남0913(배꽃)･1507･
2004･2001,제주0416 [7]

7

(오)

전북0310(배꽃)･0405(배
꽃)･0406(연계)･0506(배꽃
),전남0204･1914(긴,복),
제주0107･0202･0307･
0319･0401･0405･0501･
0502･0708･0711 [16]

경기
0808
[1]

제주0212
･0506 
[2]

19

계 39 4 10 17 5 75

<표 7> 핵음변이의 유형과 분포 

261)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긴-긴소리,

중간-중간소리, 방아-방아타령, 배꽃-배꽃타령, 오러리-오러리타령, 새쫓-새쫓는소리. 파일명

중 짙은 글씨는 뒤에 상세히 고찰할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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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보이듯 핵음변이는 구성음변이와 마찬가지로 경토리 와

타 음조직의 결합이 대부분이다. 핵음이 Sol do인 음조직은 경토리밖에

없으며, 나머지 음조직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핵음이 공통되기 때문이

다. 두 핵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는 핵음변이가 성립

하지 않는다. 또 핵음이 도치된 관계인 메나리토리와 반경토리, 수심가토

리와 오돌또기토리 간에도 핵음변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토속민요 음조

직에서는 아래 핵음의 옥타브 위 음도 핵음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263) 각 유형의 대표적 예를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1) 경토리의 핵음변이

경토리에는 다양한 핵음변이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

보겠다.

(1)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악보 68>264)은 아래 핵음 Sol이 생략된 경토리의 곡이다.

262) <논매는소리>(경기0606)는 <양산도> <방아타령> <오러라타령> <개성난봉가> <오돌똑>

<상사소리> <몸돌소리> <새쫓는소리>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오러라타령>과 <개성난봉

가>는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인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이고, 이 중 <오러라타령>의 메

기는소리에서 mi-re-do가 반복되며 do가 일시적인 핵음이 된다.

263) 예컨대 메나리토리에서 Mi La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선율이 La mi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경우를 본고에서는 메

나리토리의 고음역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264) “베어낸 통나무를 끌어내리면서 하는 소리(CD 1-7 고성 운재소리 해설 참조). 야외에서 시늉

만 하고 녹음했는데 나무를 찍는소리가 실제와 다르게 되었다. 실제로 통나무를 찍어 내릴 때

는 노래에서처럼 후렴을 시작하면서 나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앞소리꾼이 소리를 메길 때 제

각기 미리 찍는다. 예전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 부를 때는 훨씬 느렸고 뒷소리를 ‘어야세’로 받

기도 했다고 한다. 이 동네 사람들은 괘석산 핏골에서 5-6년 정도 산판일을 한 적이 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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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명주군 <운재소리>(강원0202)의 핵음변이 

<악보 68>에서 경토리의 요소는 받는소리의 종지음인 do가 핵음이라

는 점과 순차 위주의 선율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곡 전체에서 do

는 핵음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do가 핵음인 음조직은 경토리

뿐이다. 다만 아래 핵음 Sol은 출현하지 않고 생략되어, 제2마디 ‘이놈’에

서 보이듯 이 곡에서는 아래 핵음의 옥타브 위 음인 sol이 그 역할을 대

신하고 있다. 이처럼 아래 핵음이 생략되는 곡에서 음역이 sol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대체로 생략된 Sol 대신 sol이 핵음의 역할을 대신한다.265)

이러한 경우를 ‘핵음의 도치’라 부르겠다.

그런데 제3마디의 대괄호 부분 ‘당기누나’는 La로 시작하여 mi로 끝난

다. 즉 핵음이 일시적으로 La mi로 바뀌었으며, 이는 반경토리의 요소이

다. 제2마디 ‘다려보자’의 do-do-re-re-mi에서 앞의 세 음을 한 음씩 낮

265) 단순한 구성과 좁은 음역을 가진 곡에서는 이와 같이 아래 핵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더러 있

는데, 안동군 안동문화원의 <놋다리밟기노래>(경북0809), 평남 숙천군의 <물푸는소리>(북한

0222)와 <가래질소리>(북한0233), 평북 염주군 삼개리의 <가래질소리>(북한0136), 황북 곡산군

의 <널뛰는소리>(북한0441)와 <달두 달두 밝다>(북한0510), 황남 배천군 정촌리의 <논매는소

리>(북한0525), 함남 단천시 양천동의 <그물당기는소리>(북한0727)와 <고기푸는소리>(북한

0729), 자강도 고풍군의 <밭매는소리-호미소리>(북한0803) 등이 경토리에서 Sol이 생략된 예이

다.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을 ‘창부타령변조’라 명명한 바 있다. 이

논문 49-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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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변주하면 제3마디의 La-La-do-re-mi가 된다. 그 결과 do는 핵음이

아닌 경과음으로 쓰이게 되며, 이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La와 mi가 핵

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원래 핵음이었던 do의 역할이 변주로 인해 la로

옮겨간 것이다. 즉 이 부분은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도치된 핵음 do sol에서 La mi로의 하향 병행 이동

이다.

비슷한 예를 <악보 69>266)의 동요에서 고찰해보겠다.

<악보 69> 황북 곡산군 <달두 달두 밝다>(북한0510)의 핵음변이 

<악보 69>에서 경토리의 요소는 각 마디 종지음인 do가 핵음이라는

266) “‘아이들 놀음 노래‘로 기록된 동요. 대개 ’다리세기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다리세기

는 두 사람 이상이 마주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려 끼우고 다리를 세다가 노래가 끝나는 순간에

짚히는 다리를 빼내기를 반복하여 끝에 다리가 남은 사람이 술래가 되는 놀이이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47쪽. 독창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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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순차 위주의 선율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핵음 Sol은

생략되어, 이 곡은 핵음이 1개인 경토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267)

그러나 제3 4마디의 대괄호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핵음이 La mi로 바

뀌는데, 이는 반경토리의 요소이다.

제1 2 5마디의 re-(do)-re-mi-re-do 진행에서 첫음을 la로 변주하면

제3 4마디의 la-do-re-mi-re-do가 된다. 변주된 음형의 대괄호 부분에서

do는 핵음이 아닌 경과음으로, 이 부분은 변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핵음

의 역할이 La와 mi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의 또 다른 예이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경토리의 (Sol) d

o268)에서 La mi로의 병행 이동이다.

이상 살펴본 두 곡의 채집지는 강원도 명주군과 황북 곡산군이다. 강

원도 명주군은 현재의 강릉시로269) 강원도지역 동해안 중간쯤에 위치하

고 있으며, 황북 곡산군은 강원도와의 접경지역으로 황북 동북쪽에 위치

하고 있다. 두 채집지가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며, 이런 유형의 변이가

집중된 지역도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운재소리나 동요에 특별히 반경

토리가 많은 것도 아니며, 두 지역이 경토리나 반경토리의 집중 분포지

역도 아니다. 따라서 이 두 곡에서 일어난 핵음변이는 지리적 요인이나

갈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태까지 변이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접지역이나 전파지역 등 지

리적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상의 두 곡을 비

롯하여 앞서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몇 곡에서도 지리적 요인이 크

지 않았으며, 따라서 변이요인에 대한 다른 각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 두 곡의 변이요인을 음조직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토리와 반경토리는 구성음이 다르지만, 선율진행이 순차위주라는 점

과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경토리의 선율을 같

267) 이 곡은 Sol이 생략되고 음역이 좁아 Sol과 sol이 모두 보이지 않으므로, 핵음이 1개인 경토

리에 해당한다.

268) Sol이 생략되어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Sol)’로 표기하겠다.

269) 1995년에 강릉시와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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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표에서 한 음씩 낮추거나 높여 동형진행으로 변주하면 곧바로 반경

토리의 선율이 된다.270) 위에서 살펴본 두 곡 모두 음역이 좁고 구성이

단순한데, 좁은 음역에서 변주가 이루어지면서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

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두 곡에서 핵음변이가 일어난 것은

음조직적 공통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2) 메나리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악보 70>은 경토리에서 메나리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관찰된 보기

드문 예이다.

<악보 70> 남해군 <은실타령>(경남0306)의 핵음변이  

270) 예를 들어 경토리의 do-re-mi-sol 진행을 한 음씩 낮추거나 Sol-La-do-re 진행을 한 음씩

높이면 La-do-re-mi가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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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은 핵음이 Sol do인 경토리의 곡으로, 아래 핵음 Sol은 종

지구에만 1회 출현하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핵음이 도치되어 Sol 대신

sol이 핵음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에서는 핵음의 역할이 mi

la로 이동하며, 하행시 la-sol-mi의 진행이 보이는데, 이는 메나리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 부분은 메나리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도치된 핵음 do sol에서 mi la로의 병행 이

동이다. 이는 앞서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운재소

리>(강원0202)의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이 곡에서는 핵음이 do sol에서

상향 이동하여 mi la가 핵음인 메나리토리의 특성을 띠게 되었고, <운재

소리>(강원0202)에서는 하향 이동하여 La mi가 핵음인 반경토리의 특성

을 띠게 된 점이 다르다.

이 곡의 채집지는 메나리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인 경남으로, 그러한 지

역적 환경과 함께, 구성음 외의 모든 요소가 비슷한 경토리와 메나리토

리의 음조직적 공통성이 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

(3)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이번에는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를 <악보 71>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71> 김포군 <상여소리(긴소리)>(경기0202)의 핵음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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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은 핵음이 Sol do인 경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메기는소리

제5-8마디에서 핵음의 역할은 do에서 re로 옮겨가며, 이 부분에서 do는

생략되거나 경과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 부분의 핵음은 일시적으로

Sol re의 완전5도 구조가 되며, 제3음이 생략되고, re를 아래로 깊게 떠

는데, 이는 수심가토리의 요소이다. 이 곡은 받는소리를 비롯하여 전체적

으로는 경토리로 볼 수 있는 곡이나, 메기는소리 종지구는 대부분 <악보

71>과 같은 변이를 보이고 있다.

경토리에서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어날 때는 이와 같이 re

가 일시적 핵음이 되는 것 외에도, 대개는 제5 7마디에서 보이듯 re를

아래로 깊게 떠는 시김새변이와 제4 6 8마디에서 보이듯 제3음 생략이라

는 선율진행변이를 동반할 때가 많다.271) 제5 7마디 제1박의 fa 또한 변

이 음조직인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다.

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제5음은 유동성을 보이며,272) 시김새에서 re를

271) 경토리에서 수심가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가 일어날 때는 대개 경토리의 위 핵음인 do를 깊

게 떠는 현상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이 곡에서와 같이 핵음변이가 주요한 변이일 때는 수심가

토리의 핵음에 해당하는 제4음에서 깊은 요성이 관찰된다. 시김새변이는 이처럼 원래 핵음이

유지될 때와 핵음변이에 동반될 때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데, 추후 관련 항에서 다시 살펴볼 예

정이다.

272) 장사훈 한만영은 시조 민요 판소리 산조 등의 음악에서 평조의 제5음(mi)이 반음 높아지기도

한다고 보았다. 황준연은 경토리의 5음이 때로 반음 높아지며, 창부타령에서 mi와 fa가 교대로

쓰인다고 보았다. 이보형은 진경토리의 제5음이 mi 또는 fa라고 보았고, 또 수심가토리의 제5음

이 반음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다른 수심가토리의 곡들과 달리 제3음이 많

이 쓰인다고 하였다. 장사훈 한만영, 國樂槪論, 19쪽;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樂調, 19-20
쪽 및 139쪽;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25-56쪽 및 “京西토리圈의 巫歌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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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깊게 떠는 것은 완전5도 핵음 구조의 수심가토리에서 위의 핵음

을 아래로 깊게 떠는 시김새가 반영된 것이다. 또 선율진행에서 제3음을

생략하는 것 또한 일시적 핵음인 re의 요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

석된다. 결국 핵음의 변화가 나머지 변이들(구성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

김새변이)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앞서 살펴

본 예들과 달리,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do에서 re로 이동하

는 방식이다.

이 곡의 채집지는 경기도 서북쪽에 위치한 김포군으로,273) 수심가토리

집중 분포지역인 황해도와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러한 지역적 환경이 변

이의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경토리 곡의 종지구에서 핵음변이를 일으킨 경우를 <악보

72>274)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72> 평남 문덕군 <제전>(북한0319)의 핵음변이 

謠,” 羅運榮博士 回甲記念, 178쪽 참조.
273) 1998년에 김포시로 승격됨.

274) “서도잡가의 하나. 임의 무덤 앞에서 신세타령을 하는 내용이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82쪽.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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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에서 제15마디 이외의 부분은 핵음이 Sol do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제10마디 느려지는 부분부터는 서도소리 <수심가>의 선율이 차

용되면서, 제15마디 ‘어이해원이’에서는 상행선율에서 경토리의 핵음이

사라진다. 제13마디에서 위로 얕게 떨던 do의 요성 또한 제15마디에서는

아래로 깊게 떠는 re로 바뀐다. 이 부분의 제3음이 생략된 완전5도 도약

진행과, 최저구성음의 완전5도 위 음을 아래로 깊게 떠는 시김새는 수심

가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 부분은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및 선율

진행변이에 해당하며, 종지구에서 일어난 악구변이이다. 이 곡의 핵음변

이 방식 또한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do에서 re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곡은 서도소리 <제전>이 토속민요에 수용된 예로서, <수심가>의

곡조로 끝을 맺는 <제전>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즉 이 곡의

악구변이는 특정 통속민요의 양식이 그 요인이 된다.275)

275) 서도소리는 대부분 이처럼 경토리와 수심가토리를 섞어서 부른다. 발성과 창법, 시김새에서

서도소리의 것을 쓰기 때문에 이 곡의 앞부분과 같이 핵음이 완전4도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수

심가토리와 큰 차별성이 없게 들리기는 하지만, 음조직적 측면에서는 완전4도 핵음 구조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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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악보 73>276)은 경토리 곡의 종지에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가 일어난 예이다.

<악보 73> 해남군 <질꼬내기>(전남2001)의 핵음변이  

<악보 73>의 대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핵음이 Sol do인

심가토리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속민요의 수심가토리에는 그런 변이현상이 주되게 나타나지

는 않는다. 전문가가 부르는 서도소리에서 그러한 변이가 많은 것은 경기소리와 레퍼토리를 공

유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기잡가에 수심가토리가 많은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도소리의 수심가토리 곡에 보이는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유형들은 그

러한 문화적 배경을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76) “상여꾼들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특이한 기능의 노래다. 세벌 논매기인

‘맘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질꼬내기>와 같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

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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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토리이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의 선율에서는 핵음의 역할이 Mi La로

이동되며, Mi와 La 사이의 선율진행에서 경과음 Sol이 생략되고, 이 부

분의 Mi에서는 깊은 요성이 관찰된다.277) 이는 육자배기토리의 요소이

며, 대괄호 부분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Sol do에서 Mi La로의 하향 병행 이동이며, 따라서 이

부분의 음역은 바탕 음조직인 경토리의 기본음역보다 아래로 확장된다.

이 곡은 사당패소리 계열의 민요로, 바탕 음조직은 다수의 이 계열 소

리와 같은 경토리이나, 채집지가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이라는 지

역적 환경으로 인하여 육자배기토리의 관용적 종지구가 이 곡에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악보 74>에서 한 곡 더 살펴보겠다.

<악보 74> 진도군 <질꼬내기>(전남1507)의 핵음변이 

277) 경토리에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가 일어날 때는 대개 경토리의 아래 핵음인 Sol

을 깊게 떠는 현상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이 곡에서와 같이 핵음변이가 주요한 변이일 때는 육

자배기토리의 핵음에 해당하는 Mi에서 깊은 요성이 관찰된다. 앞서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

이에서도 변이 음조직의 위 핵음에 해당하는 음에서 깊은 요성이 관찰된 바 있는데, 원래 핵음

이 유지될 때와 핵음변이에 동반될 때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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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Sol do가 핵음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제13-16마디에서는 Mi La가 일시적인 핵음 역할을 하며, Mi와

La 사이에서 경과음 Sol이 생략되고, 메기는소리의 종지음도 La이다. 즉

이 부분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에 해당하며, Mi를 깊게 떠는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도 동반된다.278)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 또한 Sol

do에서 Mi La로의 하향 병행 이동이며, 변이부분의 음역은 경토리의 기

본음역보다 아래로 확장된다.

이 곡은 앞서 ‘경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제7-8

마디의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와 제13-16마디의 핵음변이가

모두 각 단락의 종지구에서 일어난 악구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곡

의 채집지는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이며, 따라서 그 영향으로 육자

배기토리의 관용적 종지구가 서로 다른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질꼬내기>(전남2001)와 이 곡은 특정 지역의 특정 토

리에서 자주 쓰는 관용적 종지구가 악구변이의 요인인 셈이다. 또 여러

지역의 음조직을 섞어 쓰는 사당패소리 계열의 갈래적 특성도 한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5)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다음은 앞의 곡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예를 <악보 75>279)에서 살

278) 이 곡은 바탕 음조직인 경토리의 핵음 Sol에서도 깊은 요성이 관찰된다. 그리고 제6마디의

la, 제11 13마디의 re에서도 깊은 요성이 보이는데, 이 가창자가 부른 모든 곡에서 이처럼 요성

의 확산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핵음 외 다른 음의 요성은 장식적 요성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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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악보 75> 북제주군의 <꼴베는소리>(제주0107)

<악보 75>는 핵음이 Sol do인 경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제2마디에서

는 경토리의 위 핵음인 do가 매우 짧은 음가의 보조음으로만 쓰이고, 대

신 re가 일시적 핵음 역할을 한다. 총 5절을 부르는 동안 이 부분은 시

종일관 re로 마치고 있으며, 그 다음 악구에서 경토리의 핵음 do로 진행

하지 않고 다시 mi-sol의 높은 음역으로 상행한다. 경토리에서 간혹 악

구의 끝을 re로 마치는 경우도 그 다음 악구에서 곧바로 경토리의 핵음

인 do나 Sol(sol)로 진행하여 음조직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이와 같은 진행은 경토리의 본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280)

279) “중산간 지대의 목초지에서 꼴을 베어내면서 하는 소리.”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독창으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280) 경토리에서 저음역이 확장되어 Re로 마치는 경우는 전북 순창군의 <논매는소리-꺼끄렁염

불>(전북0412)과 <논매는소리-흥글타령>(전북0508), 경기 포천군의 <논매는소리-메나리>(경

기0803)의 메기는소리 등 음역이 넓은 경토리 곡에서 간혹 볼 수 있다. 이는 경토리의 음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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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음에 re(Re)가 포함된 음조직은 수심가토리와 오돌또기토리인데, 수

심가토리는 제3음(Sol)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순차진

행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2마디의 핵음 re를 오돌또기토리의 요소로 보

고자 한다. 즉 이 부분은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Sol do에서 La re로의 병행 이동이다.

이 곡의 채집지는 북제주군으로, 제주도에는 오돌또기토리가 아니면서

도 이처럼 re가 강조되는 곡들이 많은데, 그것은 re가 핵음인 오돌또기토

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오돌또기토리는 제주도 특유의 음조직으로, 제주

도의 일노래나 유흥요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적 환경이

이 곡에서 핵음변이를 일으킨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토리와

오돌또기토리가 구성음 외의 모든 요소에서 유사하다는 음조직적 공통성

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다음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곡을 <악보 76>281)에서 살펴보겠다.

넓어져서 완전4도 간격의 Re Sol do 세 음이 핵음이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악구의 종지에 re

가 규칙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또 하나의 예로, 장조로 된 서양악곡에서 re로 종

지하는 현상은 Ⅴ화음(Sol Si re)으로 반종지하는 기능화성적 현상, 즉 장조의 본래 특성이지

만, 화성을 쓰지 않으며 핵음이 Sol do인 경토리 악곡에서 이처럼 반종지를 규칙적으로 re로

하는 것은 경토리의 본래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핵음변이의 한 유

형으로 보고자 한다.

281) “이 곡은 주로 초벌에 호미질을 하며 부르는데, 논매기가 어느 정도 되어갈 때나 논매기를

좀 더 빨리 할 때 부른다고 한다. 두벌 맬 때는 주로 ‘사랑가’를 부른다고 한다. 가창자들은 이

곡을 ‘방아타령’이라 하나 곡조로 보아 실은 이 일대에서 논매는소리로 많이 부르는 ‘배꽃타령’

이다. 두 패로 나누어 번갈아 한 절씩 부른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두

패가 교대로 부른 통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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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임실군 <논매는소리-배꽃타령>(전북0405)의 핵음변이 

<악보 76>의 제1마디에서는 sol이 핵음의 역할을 하며, 제4마디 유절

의 종지음은 do이므로, 핵음이 도치된 경토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2-3

마디의 대괄호 부분과 후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제5마디 ‘에헤에헐싸’에

서는 La mi가 일시적으로 핵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la도 고음역에서

핵음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반경토리의 요소로, 이 부분은 반경

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후렴 제6마디의 선율은 La와 re를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종지도

re로 하는데, 이는 오돌또기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 곡은 경토리 음조직

에 반경토리와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동시에 일어난 예이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도치된 핵음 do sol에서 La mi, 또는 (Sol) do

에서 La re로의 병행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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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채집지인 전북 임실군 근방에는 이 곡과 같이 후렴에서

La-re의 종지구를 가진 곡들이 여러 곡 있다.282) 전북이 제주도와 인접

지역이 아닌데도 이런 변이가 전북 특정지역에서 주로 보인다는 것은 지

리적 요인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 곡은 서도소리 중 <배꽃타령>

이 널리 전파된 것이라는 설과, 사당패소리가 토속민요에 수용된 경우라

는 두 가지 설이 있으며, 전북 임실군 정읍군 남원군 순창군 일대와 전

남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일대, 그리고 경남 남해군 등지에 분포되어있

다.283)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여러 지역에서 불

리게 되면 다양한 결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사당패는 조선후기에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노래를 주요종목으로 연예활동을 한 대표적인

유랑연예집단이기에,284) 사당패소리에는 여러 지역의 음악적 특성이 섞

인 경우가 많다. 이 곡에서 반경토리와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를

보이는 것은 사당패소리 계열이라는 갈래의 특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이상 살펴본 경토리의 핵음변이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관찰된다. 하

나는 바탕 음조직인 경토리와 변이 음조직의 구성음이 다를 때 두 핵음

이 병행 이동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수심가토리와 같이 변이 음조

직의 구성음이 유사할 때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을 이동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하나는 아래 핵음이 생략되거나 고음역을 확장한 경토

리의 곡에서 도치된 핵음 do sol이 병행 이동하는 방식이다.

2) 반경토리의 핵음변이(경/오)

이번에는 반대로 반경토리에서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어난 경우

282) 임실군의 <논매는소리-연계타령>(전북0406), 순창군의 <논매는소리-꽃방타령(꽃방아타령)>

(전북0506) 등이 그 예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예들은 임미선,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적 음악현상,” 정신문화연구, 제34집, 2권, 249-258쪽 참조.
283) <배꽃타령>의 사당패소리 관련 내용은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36-39

쪽 및 146-59쪽 참조.

284) 사당패 등 유랑연예집단에 대해서는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5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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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겠는데, <악보 77>285)이 그 예이다.

<악보 77> 자강도 강계시 <운재소리>(북한0805)의 핵음변이 

285) “산판(산의 대규모 벌목장)에서 통나무를 산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하던 소리. 너댓명의 일꾼

들이 한 조가 되어 긴 자루 끝에 갈고리가 달린 ‘깍장쇠’로 통나무를 찍어 아래로 끌어 내리는

작업이다. 앞소리꾼이 통나무가 놓인 형태를 보아 일꾼들에게 이런저런 동작을 노래로 지시한

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3 해설집 48쪽. 졸고,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91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곡은 앞서 <악보 114>에서 본 운재소리보다 좀 더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독창으로 불렀지만 구조를 보았을 때 여느 운재소리가 그렇듯 메기고받는형식으로 판단된다.

이 곡에서 구음으로 구성된 받는소리가 계속 변주하고 있는 것은 독창으로 불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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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은 핵음이 La mi인 반경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제7마디 네

모 안의 ‘라차’에서는 핵음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Sol do로 옮겨갔으며,

이는 경토리의 요소이다. 제5-6마디와 제9 12마디에서도 do와 sol을 중

심으로 선율이 전개되는데, 이 또한 경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 부분들은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La mi

에서 Sol do 또는 do sol로의 병행 이동이다. 핵음이 Sol do로 이동하는

부분의 음역은 반경토리의 기본음역보다 아래로 확장된다.

이 곡이 채집된 자강도 강계시는 옛 평북지역에 속하며, 중국과 인접

한 곳으로, 변이가 일어날만한 지리적 요인은 크지 않다. 앞서 살펴본 곡

들을 포함하여 경토리와 반경토리 간의 핵음변이는 음조직적 공통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두 음조직은 <악보 78>에서 보이듯 같은 조표에

서 바로 이웃한 구성음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둘 다 선율진행이 순차 위

주이고, 시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보 78> 같은 조표의 경토리와 반경토리   

이번에는 반경토리에서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어난 예를

살펴보겠는데, <악보 79>286)가 그 예이다.

286) “애벌 매기는 호미로 하고, 나중에 손으로 논을 훔치는 일을 통털어 ‘면생이’라고 하는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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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화성군의 <논매는소리-면생이>(경기0808)의 핵음변이 

에 따라서는 두 번까지 하기도 하고 그 이상 하기도 한다. 2, 30명이 한꺼번에 논에 들어가 논

을 훔치는데 손을 저을 때 철벅거리는 물소리가 매우 듣기 좋다고 한다. 이때 하는 소리를 ‘면

생이 농요’라고 하는데 면생이 농요는 ‘두울레타령’, ‘면생이’, ‘긴방아’, ‘상사디야’, ‘먼들소리’를

차례로 부른다. 두 번째 곡인 ‘면생이’는 길고 우렁차게 나오는 소리라 하여 ‘암면생이’라고 하

고 세 번째 곡인 ‘긴방아소리’는 ‘숫면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울레타령’과 ‘면생이‘까지만

실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두울레소리>와 <면

생이>로 구성된 이 곡은 12′31″에 이르는 길고 느린 곡이다. <면생이>의 메기는소리가 나

오는 9′43″지점 전까지는 계속 같은 선율의 제창으로 진행된다. 많은 인원이 긴 시간동안 같

은 선율을 반복하다보면 key가 이동할 때가 있는데, 이 곡은 시작보다 끝의 key가 완전4도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조금씩 연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의도적 전조는 아니다. 따라서 종지

구의 key를 기준으로 앞부분도 채보하였다.(강원도 양양군의 “논매는소리-미나리”(강원0407)도

곡의 시작보다 끝이 거의 완전4도나 높다.) 토속민요 중 이처럼 기악반주가 동반되지 않고 길

게 반복되는 노래에서는 key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더러 보인다. 이는 오

랜 시간 계속되는 작업의 특성상, 긴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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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는 핵음이 La mi인 반경토리의 곡이다.287) 제5-6마디 종지

구에서 보이듯 받는소리와 메기는소리 모두 반경토리의 핵음 mi-La로

마치고 있다. 그런데 받는소리의 첫 악구인 제4마디는 re로 마치며, 받는

소리 전반에서 re가 골격으로 쓰이고 있다. 즉 이 부분에서는 mi가 아닌

re가 핵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오돌또기토리의 요소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보고자 한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 La는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mi에

서 re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서 경토리에서 관찰된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방식과 동일하다. 반경토리와 오돌또기토리는 구성음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곡의 채집지인 경기도 화성군은 제주도와 멀리 떨어져있으므로 지

역적 환경은 변이의 요인이 아니다. 그런데 반경토리와 오돌또기토리는

모두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이고,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시

김새 특성이 강하지 않아서, 핵음 이외의 모든 요소가 공통된다. 그러므

로 음악양식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이며, 이 곡의 핵음변이는

그러한 음조직적 공통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반경토리의 핵음변이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탕음

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이 서로 다른 경우로, 반경토리의 핵

음 La mi가 경토리의 핵음 Sol do 또는 do sol로 병행 이동하는 방식이

다. 다른 하나는 구성음이 같고 핵음 구조가 다른 경우로,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mi에서 re로 이동하는 방식이다.288)

287) 제7마디의 Si는 do 대신 쓰인 유동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8) 정서은은 경남 항양군 수동면 원평리의 베짜는소리에서 반경토리의 핵음변이(메나리토리)에

해당되는 현상을 고찰한 바 있다. 반경토리로 진행되던 곡의 종지구의 선율이 la-sol-mi인데,

종지음이 La가 아닌 mi인 점을 정서은은 ‘반경토리와 메나리토리의 혼용’이며, 경기민요가 메

나리토리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정서은, “경상도지역 민요에 나

타나는 경토리의 변화양상 연구,” 民俗硏究(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4), 제28집,

235-237쪽 참조. 본고에서는 핵음이 도치된 관계의 반경토리와 메나리토리 사이의 핵음변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경우는 메나리토리의 고음역에서만 진행되던 선율이

종지구에 가서 저음역까지 전개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실제 메나리토리의 고음역에서 진행되

는 선율은 반경토리와 차별성이 없다.



- 144 -

3) 메나리토리의 핵음변이(경/수/오)

이번에는 메나리토리의 핵음변이를 <악보 80>289)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80> 강화군 <논매는소리>(경기0119)의 핵음변이   

<악보 80>은 핵음이 Mi La인 메나리토리의 곡으로,290) 순차 위주의

선율전개와 두 핵음을 얕게 떠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

에서는 핵음의 역할이 Sol do로 옮겨갔으며, 이는 경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 부분들은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Mi La에서 Sol do로의 상향 병행 이동이다.291)

289) “황해도 연백지방의 논매는소리. 실제로 방아를 찧으면서 하는 방아찧는소리가 아니다.” <한

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방아소리’는 후렴구에 ‘방아’가 들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방아를 찧을 때가 아니라 주로 논을 맬 때 부른다. 간혹 논매고오는소리 또는 모심

는소리로 부르기도 한다. 이 사이트에서 ‘대표악곡명: 방아소리’로 검색하면 분포와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90) 제8마디의 Sol은 다음 선율을 열기 위한 준비음이다. 즉 Mi는 선법적 종지음, Sol은 선율적

종지음이다.

291) 황남 배천군에 이 곡과 선율은 같고 메기는소리의 노랫말만 좀 다른 노래가 두 곡 있는데,

강호리의 <모심는소리>(북한0519)와 정촌리의 <논매는소리>(북한0525)가 그것이다. 강화군은

경기도 서해안 북단에, 배천군은 황남 남단에 위치해있어, 두 지역은 좁은 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현재는 분단으로 왕래가 불가능하나, 인접지역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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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채집지인 강화군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292)

황해도와 인접해있으며, 따라서 수심가토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다. 그런데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아니라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

이가 일어났다는 점은 지리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이에 더 영향

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방아타령 계통의 논매는소리 모심는소리에는 긴소리와 자진소리가 있

는데, 이 곡은 그 중 자진소리에 해당한다. 앞서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

변이’ 항에서 살펴본 고흥군의 <논매는소리-방아타령>(전남0202)과 마

찬가지로 이 곡 또한 사당패소리 계열의 논매는소리에 해당한다. <방아

타령>은 전남 여천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과, 제주도 남제주군 등지에

넓게 분포되어있으며,293) 그 중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의 <논매는소리-방

아타령>(전남1004)은 이 곡과 종지구가 비슷하다.294) <방아타령>이 전

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사당패의 활동에 의한 결과이며, 전남의

이 일대는 사당패소리 계열의 민요가 집중 분포한 지역이기도 하다. 사

당패소리 계열의 민요에 경토리가 많다는 갈래의 특성이 변이의 한 요인

으로 추측된다. 또 한 가지, 메나리토리와 경토리는 둘 다 전국적으로 분

포하며, 구성음 이외의 요소가 공통된다. 이러한 점들은 두 음조직이 자

연스럽게 서로 침투할 수 있게 하며, 사당패소리 계열이라는 갈래의 특

성과 함께 변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악보 81>295)은 앞의 곡과는 다른 방식을 보이는 핵음변이의 예이다.

일한 노래가 불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평남 온천군(북한0219), 황남 옹진군(북한

0526)과 삼천군(북한0529) 등지의 논매는소리도 방아타령이나, 이 곡과는 선율이 다르다.

292) 1995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됨.

293) <방아타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66-85쪽

참조.

294) 이 곡은 뒤에 ‘시김새변이’ 항에서 살펴볼 <논매는소리-허령타령>의 가창자가 부른 곡이다.

295) “나무꾼 신세타령.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병이 든 가창자의 감정이 묻어난다. 가창자는 이

곡을 ‘신세타령’ 또는 ‘슬픈 소리’라고 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독창으

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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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울진군 <나무꾼신세타령>(경북1121)의 핵음변이 

<악보 81>은 핵음이 Mi La인 메나리토리의 곡으로, 고음역에서 질러

내어 Mi 이상에서 선율이 전개되는 제4마디까지는 메나리토리의 보편적

인 선율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5마디 ‘하네’에서는 저음역을 확대하여

Do로 내려서 종지하며, 이 곡의 다른 절에서도 규칙적으로 Mi-Do 또는

Mi-Re-Do로 종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Do Sol이 일시적으로 핵음

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핵음이 도치된 경토리와 같다.296) 따라서

이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앞서 ‘경토리의 핵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은

실타령>(경남0306)과 같다. 다만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이 바뀌었을

뿐이다. 결국 경토리와 메나리토리 간의 핵음변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셈이다.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의 병행 이동(Sol do↔Mi La)이며, 다른 하

나는 경토리에서 핵음이 도치된 경우의 병행 이동(Do Sol↔Mi La)이다.

이 곡의 종지구는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과 같은 구조이다. 이는 메

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이 메나리토리의 저음역 확장으로도 생성될 수 있

296) 핵음이 도치된 경토리는 Do Sol이 핵음 역할을 하며, 대개 Do로 종지한다. 졸고, “평안도민

요의 음조직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을 ‘창부타령변조’라 명명한 바 있다. 이 논문 49-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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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297) 그러나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은 곡 전체에서 제1

음(아래 핵음)이 반음 높아진 구성음변이 유형이고, 이 곡은 메나리토리

의 구성음이 유지되다가, 일시적 핵음 이동으로 저음역이 확장된 핵음변

이의 유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악보 82>298)는 변이 음조직이 수심가토리인 곡이다.

<악보 82> 황해도의 <태질하는소리>(KBS11)  

297) <꽃노래>(경북0230)가 이 곡과 같이 종지구의 저음역 확대로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

어나면서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과 같게 된 또 하나의 예이다.

298) “어야 바디야”라는 노랫말로 보아 고기푸는소리로 추측된다. “조기를 배로 퍼실으면서 하는

소리. ‘테질소리’라고도 한다. 선소리 메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 중에서

아무나 소리를 메기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의 인천 <고기

푸는소리>(경기0413) 해설 참조. 메기고받는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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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의 받는소리는 어로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용적 선율로,

대부분 메나리토리의 핵음 MI와 La로 구성된다. 그런데 메기는소리 제

3-4마디에서는 위 핵음 La를 아래로 깊게 떨며, 악구의 종지를 Re로 하

는데, 이는 수심가토리의 요소이다. 이러한 현상은 메기는소리 대괄호 부

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받는소리 제4 10마디에서도 악구의

끝음을 Re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모두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앞서 살펴본 경우들과 달리 메나리토리의 위

핵음 La는 고정하고, 아래 핵음 Mi만 수심가토리의 Re로 하향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메나리토리와 수심가토리에서 위 핵음 La를 공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나리토리와 수심가토리는 음조직의 4요소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메

나리토리의 음조직적 특성이 강하지 않으며, 메나리토리의 집중 분포지

역인 강원도와 수심가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인 황해도가 인접해있고, 황

해도에 수심가토리 경토리 메나리토리가 비교적 고루 분포해있어, 간혹

두 음조직 사이의 변이현상이 관찰된다.299) 이 곡의 핵음변이는 채집지

가 수심가토리 집중 분포지역이라는 지역적 환경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99) 구성음변이(곡 일부) 수(메) 유형에서도 북한0332 0408 0601 세 곡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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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300)은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의 예이다.

<악보 83> 북제주군 <밭매는소리-진사데>(제주0212)의 핵음변이

 
<악보 83>은 핵음이 Mi La인 메나리토리의 곡이다.301) 제2마디 제6박

에 Re가 출현하지만, 이 음은 앞뒤의 Mi 사이에서 보조음으로 쓰여 그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런데 제1마디에서는 Re가 악구의 끝음으로 쓰여서,

음가가 길지는 않지만 그 부분의 핵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메나리토리

에서 이처럼 기본음역에서 벗어난 Re를 악구의 끝음으로 쓰는 일은 보

기 어려우며, 그것은 메나리토리의 본래 특성이 아니다.302) 이 곡은 두

마디로 구성된 동일한 선율이 7분 이상 반복되는데, 첫악구에 해당하는

제1마디는 시종일관 Re로 마친다.

대괄호 부분의 출현음은 Re Mi Sol La (do)이며, 핵음의 역할은 Re

La가 하고 있는데, 이는 핵음이 도치된 오돌또기토리에 해당한다.303) 따

300) “밭매는소리. 아웨기를 많이 부르는 지역에 전승되는 사데소리다. 비슷한 노래가 조천읍 선흘

리나 성산읍 삼달리,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하례리 등지에서 확인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

반 사이트> 해당 면. 두 명이 교대로 부르는 통절형식의 곡이다. 채보된 부분은 정행수씨가 불

렀다.

301) 제1마디 ‘이’의 Sol♯은 수식적 기능의 반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02) 앞서 ‘경토리의 핵음변이’ 항에서 북제주군의 <꼴베는소리>(제주0107)에서 re가 악구의 끝음

으로 규칙적으로 쓰인 예를 살펴본 바 있는데, 그 양상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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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부분은 오돌또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에서 핵음은 메나리토리의 Mi La에서 핵음이 도치된 오돌또기토

리의 Re La로 이동한다. 메나리토리의 위 핵음은 고정되고, 아래 핵음만

하향 이동하는 방식이다. 앞의 곡에서 메나리토리의 핵음 Mi La가 수심

가토리의 핵음 Re La로 이동한 방식과 그 양상이 같다.

앞서 경토리와 메나리토리 간의 핵음변이에서 핵음이 도치된 경토리의

Do Sol과 메나리토리의 핵음 Mi La가 상호 병행 이동하는 현상을 고찰

한 바 있다. 반면 메(수) 및 메(오) 유형은 위의 핵음 La를 고정하고 아

래 핵음만 이동한 점이 다르다. 이 두 유형의 용례를 통해 두 음조직에

서 공유되는 핵음은 고정하고, 나머지를 이동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곡의 변이는 제주도가 오돌또기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이라는 점과

아울러, 메나리토리와 오돌또기토리가 구성음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공통된다는 점, 두 음조직 모두 La가 핵음에 포함된다는 점이 요인으로

보인다.

제주도 민요에는 오돌또기토리가 아니더라도 Re(r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요가 많다304) 그것은 핵음 및 종지음이 re인 오돌또기토리의 영

향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밭매는소리-진사데>(제주0212)와 같이 핵음

바로 아래 음을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곡처럼 종지에

서 장2도 또는 단3도 들어 올려서 아래 핵음으로 끝나는 곡이 종종 보인

다.305) 선율형도 대체로 고음역에서 질러내어 순차적 굴곡을 거쳐 점차

303) 핵음이 도치된 오돌또기토리는 구성음이 La do re mi sol이고 핵음이 La re이며, 대개 re로

종지한다. 이는 오돌또기토리의 정격형태에 해당한다. 이 부분의 구성음과 핵음만 본다면 수심

가토리와도 같다. 그러나 오돌또기토리는 순차진행 위주의 선율진행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시

김새가 보이지 않는 반면, 수심가토리는 제3음을 생략하는 선율진행과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뚜렷한 시김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곡의 제1마디는 순차 위주이고 특별한 시김새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심가토리로 보기는 어렵다.

304) 조영배는 제주도의 노동요에 ‘12457’형의 음계구조로 된 민요가 많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12457’은 구성음 간의 음정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솔미제이션하면 Re Mi Sol La do가 된다.

조영배, “濟州道 勞動謠의 音組織과 旋律構造에 관한 硏究: C. Sachs와 R. Lachmann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한국민요의 음악학적 연구, 제5집, 576-578쪽 참조.
305) 한국민요대전 수록곡 중 남제주군의 <밭매는소리-담불소리>(제주0317)가 그 한 예이다.

이 곡은 경토리의 한 유형인데, 아래 핵음 Sol 아래 Mi를 곡 전반에서 쓰고 있으며, 종지

도 Mi-Sol로 단3도 들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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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하는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306) 그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곡들

은 하나의 선율형을 오랜 세월동안 여러 음조직에 적용시켜 변주하여 씀

으로써 파생된 곡들이 아닌가 추측된다.307)

이상 살펴본 메나리토리의 핵음변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의 병행 이동(Mi La→Sol do, Mi La→Re La 등)이며, 다

른 하나는 변이 음조직에서 핵음이 도치된 경우의 병행 이동(Mi La↔

Do Sol, Mi La→Re La)이다. 그리고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에서 겹

치는 핵음이 있을 때는 그 음을 고정하고 나머지 핵음을 이동한다.

4) 수심가토리의 핵음변이(경)

수심가토리에서는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만이 관찰되었는데, 먼저 이

두 음조직을 <악보 84>308)에서 비교해보겠다.

 

306) “제주도 노동요의 대부분은 하강형의 선율구조로 되어있다. 즉 악곡의 처음, 혹은 첫부분에

최고음이 나타난 후 점차 하향하여 종지음 혹은 종지부근에서 최저음이 나타나는 형태의 민요

가 대부분인 것이다.” 조영배, 앞의 논문 590쪽.

307) 이 곡과 동종의 곡인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의 <밭매는소리-진사데>(제주0506)에서도 동일

한 양상의 변이가 관찰된다.

308)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원 안의 검은 음표는 구성음 외의 음,

괄호 안의 음표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음이다. 가는 물결선은 얕은 요성, 굵은 물결선은 깊

은 요성, 물결선 위의 ♭은 아래로 떠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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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은 각각 Sol La do re mi와 Re Mi Sol

La do이다. 그런데 수심가토리의 do를 때로는 반음 낮게 부르기도 하고,

경토리의 mi도 fa로 종종 대치되므로, 두 음조직의 구성음에 큰 차이는

없다.309) 그러나 핵음 구조에서 경토리는 완전4도인 반면 수심가토리는

완전5도이다. 선율진행에서 경토리는 순차 위주인 반면 수심가토리는 제

3음 Sol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경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음이 수심가

토리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은 음이 되는 셈이다. 시김새에서 경토리는

두 핵음을 얕게 떠는 반면 수심가토리는 위의 핵음을 깊게 떤다. 이처럼

구성음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 두 음조직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핵음의 구조라 할 수 있다. 핵음은 음조직의

근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심가토리에서 핵음변이가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악보 85>는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 <물푸는소리>(북한0408)이다.

309) 이보형은 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음조직을 ‘경서토리’로

함께 분류한 바 있다. 이보형, 서도민요와 경기민요의 선율구조 연구(서울: 문화재연구소,
1992), 19-21쪽 참조. 또 무가나 민요에서 경토리와 수심가토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

았다. 이보형, “京西토리圈의 巫歌·民謠,” 韓國音樂論叢(서울: 世光出版社, 1982), 186쪽 참조.
임미선은 국악원에서 개발한 음고측정 프로그램( 높이재기 )을 이용, 경기민요와 서도민요에서의

제 4․5음의 간격이 음정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임미선, “경기

민요와 서도민요의 선율구조 비교연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제29집,
205-28쪽. 수심가토리의 do가 Si로 대체된다든가, 경토리의 mi가 fa로 대체되는 현상 등에 대

해서는 장사훈 한만영 이보형 황준연 등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 153 -

<악보 85> 황북 인산군 <물푸는소리>(북한0408)의 핵음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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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는 핵음이 Re La인 수심가토리의 곡이다.310) 그런데 대괄호

부분에서는 수심가토리의 위 핵음 La가 보이지 않고, 대신 위로 깊게 떠

는 Sol이 일시적으로 핵음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핵음 구조

는 일시적으로 완전4도가 되며, Re-Mi-Sol의 선율진행은 경토리의

Sol-La-do와 같으므로,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제10마디 ‘다’에서는 Re를, 제18마디 ‘간’에서는 Sol을 얕게 떠는데, 이

두 음은 변이 음조직인 경토리의 핵음 Sol do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부

분은 경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가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토리에

서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어날 때에도 구성음변이 선율진행변

이 시김새변이가 동반되는 경향이 있음을 앞서 ‘경토리의 핵음변이’ 항에

서 살펴본 바 있다. 핵음변이로 인해 이러한 변이들이 동반되는 것은, 경

토리와 수심가토리가 구성음이 유사하고 나머지 요소들의 차이가 뚜렷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La에서 Sol로 하향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곡은 도입부에서 메나리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동시에 보인 곡

으로, 이 곡의 채집지인 황해도 일대에 수심가토리 경토리 메나리토리가

골고루 분포한다는 지역적 환경이 변이 요인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를 <악보 86>311)에서 한 곡 더 살펴보겠다.

310) 이 곡은 총 04′04″이며, 메나리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 부분은 30″이다. 경토리에 의한 핵

음변이도 01′26″ 지점 이후에는 소멸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심가토리로 진행된다. 따라서 바

탕 음조직은 수심가토리로 보고자 한다.

311) 해설집에 가사만 수록되어있고, 곡에 대한 소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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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봉산 <굼베타령>(임석재0512)의 핵음변이  

<악보 86>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핵음이 Re La인 수심가토리이

다. 그런데 제1-4마디에서는 Re Sol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출현

음도 Re Mi Sol La Si로, 경토리의 Sol La do re mi와 같은 배열이다.

그리고 제1마디 둘째박의 ‘야’와 제2마디 종지에서 제3음 Sol(경토리의

do에 해당)을 위로 깊이 떤다. 이 부분만 보자면 출현음과 핵음이 경토

리와 같고, 선율진행도 순차 위주로 전개되어, 경토리에 수심가토리 시김

새가 결합된 양상이다.

그런데 제4마디 이후로 Sol(경토리의 do에 해당)의 음고가 조금씩 높

아지면서 제5마디에서는 위로 떠는 Sol이 소멸되고 아래로 떠는 La로

대치된다. 그리고 이후로는 곡 전체에서 La를 아래로 깊게 떤다. 또 제

3-4마디에서 빈번히 쓰이던 Si가 제5마디 이후로는 짧은 장식음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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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게 되며, 제7마디에서는 do가 뚜렷해진다. 도입부에서는 경토리의

요소로 선율이 전개되었으나, 뒤로 갈수록 수심가토리가 뚜렷해지며, 곡

전체에서 볼 때 수심가토리의 비중이 훨씬 높으므로 이 곡의 바탕 음조

직은 수심가토리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1-4마디는 경토리에 의한 핵

음변이에 해당하며, 구성음변이가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312)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앞의 곡과 같이 아래 핵음 La는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mi에서 re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수심가토리와 경토리는 제5음이 반음 차이 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

이 음은 유동성을 가지므로 두 음조직에서 구성음의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다. 두 음조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핵음의 구조이다. <악보 86>에서

변이 음조직인 경토리가 바탕 음조직인 수심가토리로 전환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토리의 핵음인 제3음(do)을 위로 떨다가 이

음을 아래로 떠는 제4음(re)에 흡수시킨다. 이때 위로 떨던 제3음은 아래

로 떠는 제4음에 흡수되어 선율진행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제4

음의 요성이 깊어짐에 따라 인접음과의 거리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313)

제5음(mi)이 반음 높아진다. 그 결과 구성음의 배열이 Sol La do re fa,

즉 Re Mi Sol La do가 되고, 핵음은 완전5도가 되며, 제3음은 생략되고,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수심가토리가 된다.

수심가토리의 핵음변이가 대체로 이상과 같은 과정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314) 수심가토리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토리에서 갈라

져 나온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 <악보 87>은 이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312) 제5마디 이후의 Si는 이러한 변이의 영향으로 출현한 음으로 볼 수 있다.

313)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에서 요성음은 각각 La와 Mi인데, 이 요성음들의 인접음인 Sol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또한 이 음조직들에서 요성이 깊기 때문이다. “실제 선율 속에서

요성음을 충분히 떨기 위하여 인접음이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성음과 주음 사이의 음

중에서 요성음에 가까운 음이 주로 생략되는 현상이 강하다. 만약 이 음을 생략하지 않을 경우

는 요성음의 떠는 정도가 극히 약화된다.” 김영운, 국악개론, 53쪽.
314) 평안도의 <논김매는소리>(KBS04), <콩조밭김매는소리>(KBS05), <발방아소리>(KBS06) 등

수(경) 유형의 핵음변이에서 이 곡과 같은 변이 양상을 보이는 곡이 드물지 않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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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경토리가 수심가토리로 변환되는 과정  

이번에는 앞의 두 곡과 다른 방식으로 핵음변이가 일어난 예를 <악보

88>315)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88> 명주군 <긴난봉가>(강원0213)의 핵음변이   

315) “서도민요 난봉가. “실실 동풍에…” 라는 노래 가사가 유명해서 제주, 경남, 전북 등지에서 흔

히 '동풍가'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서도소리 가운데 특이하게 남한 시골구석에 널리 펴진

노래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유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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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은 핵음이 Re La인 수심가토리의 곡이다.316) 그런데 제1 4

6마디에서는 La가 핵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do가 핵음의 역

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제4마디 악구의 종지도 do이다. do가 핵음인 음

조직은 경토리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do를 떠는 것 또한 경토리의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경토리에서는 핵음을 얕게 떠는데, 이 부분의 do는 바탕 음조직인 수심

가토리의 영향으로 깊게 떤다는 점이 좀 다르다.317)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위의 핵음 La가 do로 상향 이동하는 방식이다. 핵음변이 부분에

서 경토리의 아래 핵음 Sol이 드러나지 않으나, Re La에서 (Sol) do로의

병행 이동으로 볼 수 있다.318)

명주군은 현재의 강릉시로,319)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토리에 의한

변이가 일어날만한 특별한 지리적 요인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구성음이

유사하다는 음조직적 공통성과 함께, 이 곡이 유흥요이며, 유흥요에는 경

토리가 많다는 갈래의 특성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수심가토리의 핵음변이에서 핵음이 이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래 핵음을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La에서 Sol로 하향

이동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수심가토리의 두 핵음 Re La에서 (Sol)

316) 이 곡은 수심가토리의 곡으로, 보편적인 수심가토리의 곡들이 La를 아래로 깊이 떠는 반면,

이 곡에서는 이 곡은 제3마디 ‘(우)’, 제8마디 ‘(하)’, 제11마디 ‘동’에서 보이듯 La를 휘어올려

내거나 제14-15마디에서 보이듯 Sol♯을 요성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서도소리 <자진난봉

가>에서 La를 끊어서 떠는 것과 흡사하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

음, 괄호 안의 흰 음표는 생략된 음,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 꺾쇠표 안의 검은 음표는

구성음 외의 음이다. 가는 물결선은 얕은 요성, 굵은 물결선은 깊은 요성, 물결선 위의 ♯은 위

로 떤다는 표시이다.

317) 이 곡의 제10 16마디에서는 수심가토리의 아래 핵음인 Re를 얕게 떠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

김새변이’ 항에서 살펴볼 것이다.

318) 이보형은 통속민요에서 수심가토리의 핵음변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경토리

로 1차 전이된 수심가는 전승이 끊어져 그 예가 없고 다만 일제 때 서울소리 명창이 부른 수

심가에 그런 흔적이 약간 보일 뿐이다. 박부용 신해중월과 같은 서울소리 명창이 부른 수심가

음반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경토리 시김새를 쓰고 제3음이 중요음 구실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중략).... 이것은 수심가토리가 경토리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보이는데 제4음의 중요도가 약화되고 제3음의 중요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65쪽.

319) 1995년에 강릉시와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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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로의 병행 이동 방식이다.

5) 육자배기토리의 핵음변이(경)

<악보 89>320)는 육자배기토리에서 핵음변이를 일으킨 예이다.

<악보 89> 서천군 <모심는소리>(충남0706)의 핵음변이  

320) “모를 심을 때 못방구(장구)를 치면서 하는소리. 소리는 대략 서너시 부터 했다. 서천, 부여일

부지역, 전북 평야지역(옥구,익산)의 모심는소리이다. <잦은소리>는 농부가형 <상사소리>를 부

른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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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에서 대괄호 이외의 부분은 핵음이 Mi La인 육자배기토리

이다. 그런데 제2 4마디의 끝음은 Sol이며, 제5-6마디의 대괄호 부분에서

핵음의 역할을 하는 음은 Do Sol do로, 이는 경토리의 핵음(또는 도치된

핵음)이다. 제5-6마디에서는 Sol do를 깊게 떠는 현상도 관찰된다. 즉 이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핵음변이 방식은

Mi La에서 Sol do로의 상향 병행 이동이다.

이 곡의 채집지는 충남 서천군으로, 충남은 경기 충북 전북으로 둘러

싸여있다. 따라서 경토리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등 남한의 주요 토리

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321) 그러한 지역적 환경을 변이의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표 8>은 이상 살펴본 핵음변이의 조건과 양상이다.322)

<표 8>에서 보이듯 핵음변이의 음조직 간 양상도 구성음변이와 마찬

가지로 매우 다양하나, 바탕 음조직의 핵음이 변이 음조직의 핵음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두 핵음이 병행 이동한다. 구성음과 핵음이 모두 다르거나, 구성음

은 유사하고 핵음 구조는 다른 경우에 보인다.(Sol do↔La re/La mi, Mi

La↔Sol do, Re La↔Sol do 등) 한 음조직에서 핵음이 도치되는 경우도

있다.(Do Sol↔Mi La/La mi 등)

②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의 핵음만 이동한다.(La mi↔La re, Sol

do→Sol re, Re La→Re Sol 등) 구성음이 같고 하나의 핵음이 일치하거

나, 구성음이 유사하고 핵음 구조가 다른 경우에 보인다.

321) 오용록은 충남민요가 자신의 독특한 민요적 특성 외에도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 민요의 특성

을 고루 보이고 있고, 따라서 충남민요를 대상으로 얻게 될 연구방법론은 곧 전국민요연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충남민요의 연구가 전체 민요연구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오용록, “충남 모심기소리를 통해 본 민요 선율의

동일성과 동질성,”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회, 2010), 제29집, 278쪽 참조.
322)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경-경토리, 반-반경토리, 메-메나리토리, 수-수심가토리, 육-육자배기토리. 복합-복합변이. 긴-긴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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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이 양상 유형 곡명

및 
두 핵음 다름

두 핵음 이동

경(반)/
반(경) 달두달두밝다(북한0510)/운재소리(북한0805)
경(육)/
육(경)

질꼬내기(전남2001)･논매고오는소리-질꼬내기(전
남1507)/모심는소리(충남0706)

경(오) 꼴베는소리(제주0107)･
논매는소리-배꽃타령(전북0405)

메(경) 논매는소리(경기0119)

핵음 도치
두 핵음 이동

경(반) 운재소리(강원0202)･
논매는소리-배꽃타령(전북0405)

경(메)/
메(경)

은실타령(경남0306)/
나무꾼신세타령(경북1121)

구성음 다름
핵음1 일치

아래 핵음 이동 메(수) 태질하는소리(KBS11)
핵음 도치 

아래 핵음 이동 메(오) 밭매는소리-진사데(제주0212)
구성음 같음
핵음1 일치 위 핵음 이동 반(오) 논매는소리-면생이(경기0808)
구성음 유사 
핵음 구조 

다름
위 핵음 이동 경(수)/

수(경)
상여소리(긴)(경기0202)･제전(북한0319)/
물푸는소리(북한0408)･굼베타령(임석재0512)

두 핵음 이동 수(경) 긴난봉가(강원0213)

<표 8> 핵음변이의 조건과 양상 

③ 위의 핵음은 고정하고 아래 핵음만 이동한다.(Mi La↔Re La) 구성

음이 다르고 한 개의 핵음이 일치할 경우에 보인다. 한 음조직에서 핵음

이 도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두 핵음의 병행 이동과 위의 핵음만 이동하는 방식이 많이 보이

며, 나머지는 드물다. 두 핵음이 이동하는 경우 중에서 아래 핵음이 완전

4 5도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는 수(경) 유형의 핵음변이에서 유일하

게 한 곡 관찰되었다.(Re La↔Sol do) 이 점으로 보아 두 핵음이 병행

이동할 때 핵음의 급격한 도약 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간의 핵음변이 방식은 아래

핵음은 고정하고 위 핵음만 이동하면서 제5음의 구성음변이를 동반하는

쪽으로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

메나리토리와 오돌또기토리 간의 핵음변이에서 오돌또기토리의 핵음을

도치시키는 방식이 채택되는 것 또한 핵음의 급격한 도약을 회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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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핵음을 도치시키지 않고 두 핵음을 병행 이동할

경우, 메나리토리의 Mi La에서 오돌또기토리의 La re와 같이 완전4도

도약 이동이 되나, 오돌또기토리의 핵음을 도치시키면 Mi La↔Re La와

같이 아래 핵음만 장2도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이 방식의 채택으

로 두 음조직에 공유되는 핵음 La를 고정할 수 있다.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반경토리와 오돌또기토리, 메나리토리와 수심가

토리 오돌또기토리 간의 핵음변이의 공통점은 하나의 핵음을 고정한다는

점이다. 즉 가능하다면 하나의 핵음은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만 이동하며,

두 핵음 모두 이동할 시에는 가급적 급격한 도약을 회피한다는 것이 핵

음변이의 기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경토리와 메나리토리 간의 핵음변이에서 두 음조직 간의 핵음 이동은

Sol do↔Mi La 또는 Do sol↔Mi La의 두 가지 방식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 두 방식 모두 급격한 도약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핵음변이의 기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음이 도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아래 핵음만 이동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핵음변이에서도 아래 핵음이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음변이는 바탕 음조직과 변이 음조직의 음역이 대체로 겹치므로 구

성음변이와 달리 구조적인 음역변이는 보이지 않는다. 핵음변이에는 구

성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김새변이가 동반될 때가 있으며, 지역적 환경

과 갈래의 특성, 그리고 음조직적 공통성이 고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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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진행변이

바탕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은 유지되면서, 일시적으로 타 음조직의

관용적인 선율진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선율진행변

이’라 부르겠다. <표 9>는 본고의 범위 내에서 관찰된 선율진행변이의 유

형과 분포이다.323)

메 수 육 계

(경)

0332 0408･
0521･0601･0831,
강원0416,
경기0109･0118･
0504,임석재0512
･0515･0516 [12]

12

(메)

충남0809,경북023
3,경남0611,전북1
018･전남0203･05
14･0704･1806(중
간),지리산Ⅱ07 
[9]

9

(수) 북한0319,
경기0202 [2] 2

(육)

전북1110･12
21,전남1509(
도화)･0510･0
714･1319･17
15,제주0314･
0404 [9] 

경북0807･0808,경남0105
･0110･0121･0206･0406･
0412･0414･0502･0611･0
718･0719･0807,충남0203
･0301･0519･0520･0802,
전북0204･0216･0606･060
7,전남0417,지리산Ⅱ06･
10 [27]

37

11 26 12 9 58

<표 9> 선율진행변이의 유형과 분포

<표 9>에서 보이듯 선율진행변이는 구성음이 유사하고 핵음이 일치하

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의 변이 및 수(경) 유형이 많이 보인다.

323)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중간-중간소

리, 도화-도화타령. 파일명 중 짙은 글씨는 뒤에 상세히 고찰할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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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대표적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경토리의 선율진행변이(수/육)

경토리의 선율진행변이를 <악보 90>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90> <상여소리(긴소리)>(경기0202)와 <제전>(북한0319)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0>의 두 곡은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상여소리(긴소리)>(경기0202)의 대괄호 부분에서는 하행 시 제3음이

생략되고, <제전>(북한0319)의 대괄호 부분에서는 상행 시 생략된다. 제

3음이 생략되는 선율진행은 수심가토리의 요소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수심가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로 볼 수 있다.

경토리에서 제3음 do는 위 핵음으로, <악보 90>의 대괄호 부분에서는

do가 생략되고 핵음의 역할이 re로 이동한다. 즉 이 부분의 주요 변이는

핵음변이이며, 선율진행변이는 핵음변이에 부수적으로 동반된 것이다. 경

토리에서 수심가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는 위 핵음을 생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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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이와 같이 언제나 핵음변이에 동반되어 나타나며, 독자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율진행변이가 독자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음

과 핵음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변이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인 경우를 <악보 91>324)에서 살

펴보겠다.

<악보 91> 고창군 <모심는소리-상사소리>(전북1110)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1> 또한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제2 4마

디에서는 경토리의 제2음 La가 생략된다. 이 곡은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

는 구조로, 해당 부분의 선율에서 규칙적으로 제2음이 생략되며 Sol을

깊게 떠는데, 이는 육자배기토리의 요소이다. 즉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

율진행변이와 시김새변이가 동시에 보인 경우이다.325)

앞서 살펴본 수심가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는 제3음의 생략으로 나

타나므로 핵음변이가 더 주요한 변이가 되며, 선율진행변이는 이에 동반

되는 부수적 변이로만 성립했다. 반면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

324) “전북 서부 평야지역의 일반적인 ‘상사소리’와 달리 북채 둘로 ‘모방구’ 장단에 곁들여 부르는

상사소리다. 전남 영암, 함평, 영광, 나주 등의 모심는소리가 고창까지 올라온 듯하다. 곡조가

‘자진상사소리’ 정도로 빠르고, “아나 농부야 말들어” 라는 구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325) 이 곡의 뒷부분 메기는소리에서는 간혹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 현상도 관찰된다.

특히 01′55″ 지점에서 mi가 ♭되며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이 뚜렷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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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2음의 생략으로 나타나므로, 경토리의 구성음과 핵음이 유지되면

서 독자적인 변이현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학계에서 이미 지적되어온 바 있으며, 전라도의 경토리 곡

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여 일명 ‘남도(남부)경토리’로 불린다.326) 특히 전

라도 일대에서 모심는소리나 논(밭)매는소리로 불리는 <상사소리>(잦은

소리)가 경토리로 변주된 곡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채

집지가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인데다, <상사소리>의 원형이 육자

배기토리여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327)

‘경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 <물푸는소리>(전남

0510)에도 선율진행변이가 함께 보이는데, <악보 92>가 그것이다.

<악보 92> 나주군 <물푸는소리>(전남0510)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2>는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인 경토리이다. 그런데 이 곡의 제

9마디 ‘이세’에서도 do-Sol 진행에서 La가 생략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

진행에서 Sol은 제2 7 12마디와 같이 낭송조의 음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 부분 또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로 볼 수 있다. 경토리

326) 이 유형을 이보형은 ‘남부경토리’ 또는 ‘남도경토리’의 특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보형, “토

리의 槪念과 有用論,” 音樂學論叢, 523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변이가 전라도의 경토리 곡에
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La를 생략하는 경우보다는 쓰는 경우가 더 많다. 변이

형이 일반형보다 더 많은 예는 관찰되지 않았다.

327) 이러한 선율진행변이를 보이는 <상사소리>로 전북1221, 제주0314 04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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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변이는 두 핵음 간의 경과음이 생

략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저음역에서 일어난다. 즉 저음역 변이이다.

이 곡의 채집지는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인 전남이므로, 이 곡의

변이는 그러한 지역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328)

2) 메나리토리의 선율진행변이(육)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는 구성음이 유사하고 핵음이 같아서 선율

진행과 시김새에서 상호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다. 먼저 <악보 93>

에서 두 음조직을 비교해보겠다.

<악보 93>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악보 93>과 같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는 구성음이 각각 Mi

Sol La do re와 Mi Sol La do-Si re로 유사하며, 핵음도 둘 다 Mi La이

다. 그러나 메나리토리에서는 하행 시 La-Sol-Mi, re-do-La와 같은 순

차진행의 정형화된 관용구를 주로 쓰는 반면, 육자배기토리에서는 La와

Mi의 진행에서 상하행 모두 Sol을 생략한다. 또 육자배기토리는 do를 퇴

성하거나, do-Si와 같이 꺾는 특징이 있다. 요성에 있어서도 메나리토리

는 두 핵음을 얕게 떠는 반면 육자배기토리는 아래 핵음을 깊게 떤다.

328) 경토리에서 La가 규칙적으로 생략되는 현상은 한배가 빠른 곡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이 곡

의 경우는 한배에 의한 선율의 간소화인지 변이현상인지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제11마디에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같이 보이고 있으므로, La의 생략 또한

육자배기토리의 영향으로 보고자 한다. 드물게 느린 경토리 곡에서도 La가 규칙적으로 생략되

는 곡이 보이는데, 화천군의 <밭가는소리>(강원1105)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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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두 음조직은 고정적 요소인 구성음 핵음은 유사하나, 가변적 요소

인 선율진행 시김새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그런데 메나리토리에서 일시적으로 육자배기토리의 관용적 선율진행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를 <악보 94>329)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94> 하동군 <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지리산Ⅱ06)의 선율진행변이 

329) 졸저,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 34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책의 33-38쪽에는 이 곡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원래 경상도 일대의 모심는소리는 두 명 또는 두 패가 교대로 부르

는 교환창이 많으나, 이 곡은 독창으로 불렀으며, 유절형식의 곡이다. 양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

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 괄호 안의 검은 음표는 변이로 인

해 출현한 음, 그리고 꺾쇠표 안의 검은 음표는 do 대신 쓰인 유동음 Si이다. 같은 Si라도 두

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음조직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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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는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인 메나리토리이다.330) 그런데 제

1 5마디의 네모 부분에서는 do를 길게 끌다가 끝부분을 퇴성하여

Si-La-Si-La / mi-(re)-do-Si-La의 진행으로 이어간다. 이처럼 do를 흘

리거나 꺾는 것은 메나리토리가 아닌 육자배기토리의 요소이며,

mi-(re)-do-Si-La는 육자배기토리의 관용적 선율형이다. 즉 이 부분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와 시김새변이로 볼 수 있으며,331) 이

러한 유형은 메나리토리의 구조상 고음역에서만 나타나는 음역변이이다.

이 곡은 ‘모노래’로 알려진 경상도 일대의 모심는소리 중 한 곡으로,

이 곡의 채집지인 경남 하동군은 전남과 접경지역이다. 하동의 모심는소

리는 대부분 이와 같은 선율진행변이를 보인다. 하동을 비롯하여 통영

거제 고성 등 경남 해안가의 서쪽지역에는 육자배기토리의 곡이 많이 분

포해있으며, 이 곡과 같이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변이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즉 이 곡의 변이는 지역적 환경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모노래>나 <칭칭이소리>와 같은 경상도의 민요가 전북이나 충남에 전

파되어 불릴 때에도 이와 같은 변이가 종종 관찰된다.332)

이번에는 메나리토리의 또 다른 선율진행변이를 <악보 95>333)에서 살

펴보겠다.

330) 제3마디 ‘모’에는 do의 유도 없이 쓰인 Si가 보이는데, 이는 do 대신 쓰인 유동음으로, 음조직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1) 육자배기토리의 Mi를 깊게 떠는 시김새는 이 곡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제2 3마디에서는 do와

Si를 얕게 떠는데, 이는 음조직과 무관한 시김새이다. 이 곡이 모를 찌거나 심을 때 부르는 곡

이므로, 이 부분은 ‘모’라는 주제어를 강조하기 위한 시김새로 보인다. 제3마디의 Si는 do 대신

쓰인 유동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2) 전북0204 0607 0606(남원, 모노래 계열), 전남0417(광양, 칭칭이소리) 등이 그러한 예이다.

333) “충남 대전·금산, 충북 청원·음성·영동·옥천의 대표적인 논매는소리인 ‘상사소리’와 비슷하다.

이 마을 논매는소리로는 '자로 하고도 자로 하네'라는 후렴구를 가진 노래도 있다. 이 역시 충

청도의 대표적인 논매는소리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

다.



- 170 -

<악보 95> 무주군 <논매는소리-상사소리>(전북0216)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5>의 제2마디 메기는소리는 일반적인 메나리토리와 다름없는

순차진행을 보인다. 그런데 제1마디 받는소리의 ‘를상사뒤’에서는 La와

Mi 사이의 진행에서 경과음 Sol이 생략된다.

이러한 현상은 변이가 아니고서도 한배가 빠른 메나리토리에서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 곡은 <상사소리>가 메나리토리로 변주된 곡으로,

<상사소리>의 원형이 육자배기토리임을 고려하면 변이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더욱이 이 곡의 한배는 ≑51로,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

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로 볼 수 있다.

앞서 ‘경토리의 선율진행변이’ 항의 고창군 <모심는소리-상사소리>(전

북1110)에서도 경토리의 제2음 Sol이 생략된 선율진행변이를 고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형이 육자배기토리인 악곡이 경토리나 메나리토리로

변주될 때,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인 제2음의 생략이 반영되어 선율진행변

이가 나타난다. 즉 특정 악곡의 변주가 이러한 변이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메나리토리에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는 이와 같이 Sol의

생략 또는 꺾는음 do-Si의 사용으로 나타나며, 메나리토리의 구조상 전

자는 저음역에서만 관찰되는 저음역변이, 후자는 고음역변이이다.

이번에는 꺾는음과 Sol 생략이 동시에 나타난 예를 <악보 96>334)에서

334) “가창자가 어릴 때 여름에 가뭄이 들면 진주성 안과 성 밖이 편을 갈라 줄싸움(줄다리기)을

하여 비를 빌었다고 한다. 현재는 개천예술제에서 줄다리기 시연을 할 때 소리를 한다. 줄싸움

은 각 마을에서 줄을 만들어 줄을 메고 진주 시내로 가서 줄을 서로 연결시켜 큰 줄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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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다.

<악보 96> 진주시 <줄다리기노래>(경남0611)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6>은 앞서 ‘메나리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

메나리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에서는 Mi와 La 사이에 제2음

Sol이 생략되며, 제2마디에서는 꺾는음 do-Si도 관찰된다. 한배가 빠른

곡에서도 잔가락이 덜어져서 Sol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곡과 같

이 육자배기토리의 꺾는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변이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칭칭이소리>에서는 다소 빨리 부르는 경우에

도 Sol을 경과음으로 쓰는 반면,335) 전남이나 전남과 인접한 지역의 <칭

칭이소리>에서는 이 곡과 같이 꺾는음과 Sol의 생략이 동시에 나타난

는 보름 동안이나 풍물을 치면서 줄싸움을 하였다고 한다. 이 노래는 줄을 옮기면서 하는소리

와 당기면서 하는소리, 이긴 편이 흥겨워 하는소리가 이어져 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335) 강원0115 0120(고성군), 경남0608(진양군), 경북0515(문경군), 경북0613 0616(상주군), 경북

0924(영천군), 경북1203(의성군), 충북0209(영동군) 등 전남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칭칭이

소리>에서는 꺾는음이 보이지 않으며, Sol을 생략하지 않는다. 즉 메나리토리의 원형을 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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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6) 이러한 예는 지역적 환경과 변이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특성은 <악보 97>과 같이 나타나는 음

역대가 다르다.

<악보 97>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 특성이 나타나는 음역대

<악보 97>에서 보이듯 메나리토리의 특징적 관용구인 La-Sol-Mi가

나타나는 음역은 두 핵음 사이, 즉 음조직의 저음역이다. 반면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적 관용구인 do-Si-La, 또는 do를 흘리는 특성이 나타나는

음역은 고음역이다. 이 두 음조직의 특성은 이처럼 위의 핵음 La를 기준

으로 아래위로 각각 배치되기 때문에, 상대편의 선율진행변이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특정 음역에서만 일어난다. 즉 메나리토리에서 육자배기토

리의 꺾는음이 출현할 때는 고음역변이, 육자배기토리에서 메나리토리의

경과음 Sol이 출현할 때는 저음역변이가 된다.337)

La-Mi의 진행은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배가 빠른 메

나리토리의 곡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진행으로, 메나리토리의 Sol 생략에

336) 경남0110(거제), 경남0206(고성군), 경남0412(삼천포시), 전남0417(광양군) 등지의 <칭칭이소

리>에는 꺾는음과 Sol 생략이 동시에 보인다. 이 곡들의 메기는소리는 메나리토리의 요소보다

육자배기토리의 요소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받는소리는 원형의 선율을 유지하므로 바

탕음조직은 메나리토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7) 반면 메나리토리에서 육자배기토리의 영향으로 경과음 Sol이 생략된다든가, 육자배기토리에

서 do를 흘리거나 꺾지 않는 경우와 같이, 원래의 특성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변이는

그 반대의 음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메나리토리에서 아래 핵음을 깊게 떠는, 육자배기토

리에 의한 시김새변이를 보이는 경우도 저음역변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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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우선 위의 예와 같이 전라도의 메나리토리 곡들은 육자배기토리의 영

향으로 Sol을 생략하는 경향이 강하다.338) 육자배기토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남의 인접지역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드물지 않게 고찰된다. 이것

은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어로요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339) 그것은

작업의 성격 및 민요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닻감는소리 노젓

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소리 등의 작업은 여러 사람이 호흡을

맞추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한

작업에서 부르는 노래는 복잡하거나 느리면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

에 선율이 단순하고 빨라야 한다.340) 예를 들어 노젓는소리의 경우 처음

노를 젓기 시작할 때의 긴소리는 비교적 느리고 유장한데, 그것은 노젓

는 작업 자체가 처음부터 속도를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가속도가 붙어 빨라지면 노래도 자연히 빨라지고, 선율에서 잔가락이 덜

어지면서 단순해진다. 이때 메나리토리의 하행선율 La-Sol-Mi에서 Sol

이 생략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경과음의 생략은 어로요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속도를 내어 보조 맞추

어 해야 하는 힘든 작업의 일노래에서 흔히 보인다.341) 이러한 기능의

민요는 대개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작업의 성격과 민요의 기

능이 리듬과 선율, 형식 등 모든 음악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메나리토리에서 경과음 Sol이 생략되는 현상은 크게 지리적

338) 임미선은 전북의 동부민요 선법으로 된 곡에서 경과음 Sol의 생략을 남도의 영향으로 보았

다.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지리적 요인에 의한 변이현상에 대해서는 임미선, “전북민요

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적 음악현상,” 정신문화연구, 제34집, 2권, 258-266쪽 참조.
339) 신은주는 경과음 Sol의 생략을 어로요의 특성으로 보았다. 어로요에서 보이는 메나리토리의

선율적 특성에 대해서는 신은주,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를 중심으로,” 한
국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2002), 제11집, 121쪽 참조.

340) 반대로 풀베는소리 나무베는소리 달구지모는소리 등 하루 종일 혼자서 하는 작업의 경우, 매

우 느리고, 선율이 복잡하고 유장하며, 박자가 불규칙하거나 자유리듬일 때가 많다. 그것은 다

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 없이 긴 시간 동안 혼자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341) 예를 들어 여럿이 좌우로 나뉘어 발맞추어 통나무를 운반할 때 부르는 목도소리가 그 경우이

다. 한국민요대전 강원0417 경기0305 경북0608 북한0415 전북0321 충남0411 등의 목도소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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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한 변이 현상(특정 악곡 변주 포함)과, 작업의 기능과 관련된

갈래적 음악양식적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 구분된다.

3) 수심가토리의 선율진행변이(경)

이번에는 수심가토리의 선율진행변이에 대해 <악보 98>342)에서 살펴

보겠다.

<악보 98> 용인군 <논매는소리-오호소리>(경기0504)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8>은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이며, 메기는소리의 종지음은

La로, 이는 수심가토리의 요소이다. 수심가토리의 선율진행은 제3음 생

략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Sol을 생략하지 않으며, 곡 전체에서

La가 아닌 Sol을 위로 떤다. 수심가토리에서 La는 아래로 떨고 Sol은 위

로 떨거나, La는 거의 떨지 않고 Sol만 위로 떠는 경우 등은 간혹 관찰

되는 현상이다.343) 그러나 제1 2마디와 같이 악구의 종지를 Sol로 하는

342) “백암리에서 논을 두벌 매는데 이 소리는 호미로 초벌 매면서 하는 소리로 ‘오호소리’라 한

다. 이 노래를 하면 여자들이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343) 예를 들어 평남 증산군의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229)와 황남 강령군의 <논매는소

리>(북한0521)는 이 곡에서와 마찬가지로 La는 별로 떨지 않고, Sol을 위로 깊게 떤다. 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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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부분은 핵음변이로 볼 수 있다. 제2-4마디에서

와 같이 Sol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 또한 드문데, 이 부분의

La-Sol-Mi-Re 진행은 경토리의 re-do-La-Sol과 같다. 제4마디 ‘영감’의

La-Sol-do-La-Sol 또한 경토리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이 채집된 용인군은 현재의 용인시로,344) 경기도 남부 중앙에 위

치하고 있다. 채집지가 황해도나 서해바다와 그리 가까운 지역이 아님을

고려하면, 수심가토리의 영향권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양양군 <벼드리는소리-나부질소리>(강원0416)

의 받는소리가 앞곡의 메기는소리와 거의 같은 선율이라는 점인데, <악

보 99>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99> 양양군 <벼드리는소리-나부질소리>(강원0416)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99>의 제1-2마디 받는소리는, 앞의 <논매는소리-오호소리>(경

철산군의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133)와 경기도 개풍군 <논매는소리>(북한0825)는 La

는 아래로 떨며, Sol은 위로 떤다.

344) 11996년에 용인시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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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0504)의 메기는소리에서 첫 두 박의 음정을 단3도 낮추어 do로 냈다는

점 외에는 거의 같다. 그리고 원 안의 음표들에서 보이듯 이 곡에서도

Sol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이고, 핵

음이 Re La인 수심가토리의 요소는 유지된다. 즉 이 곡도 경토리에 의

한 선율진행변이의 예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곡에서는 수심가토리의 요

성이 얕은 요성으로 약화된다.

양양군은 강릉시 바로 위에 위치한 동해안으로, 용인군과는 상당히 떨

어져있고, 더구나 백두대간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그런데도 이처럼 선율

형과 변이현상이 닮은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민요의 전파경로가

매우 다양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두 곡의 채집지는 각각 경기 용인군과 강원 양양군으로,

둘 다 수심가토리의 영향권으로 보기 어려운데 바탕 음조직이 수심가토

리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한 곡은 논매는소리로, 다른 한 곡은 벼드

리는소리로 불리었으며, 특별히 경토리가 많은 지역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두 곡의 변이는 지역이나 갈래의 영향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 따

라서 수심가토리와 경토리의 구성음이 유사하다는 음조직적 공통성이 그

요인으로 보인다.

<악보 100>345)에서 유사한 예를 한 곡 더 살펴보겠다.

345) “논에 물을 퍼넣으면서 하던 소리. 용두레질소리다.” 북녘 땅 우리소리, 전집1 해설집 88쪽.
남포시는 현재는 남포특별시이다. 독창으로 부른 유절형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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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0> 남포시 <물푸는소리>(북한0332)의 선율진행변이 

<악보 100>은 앞서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

수심가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제1마디의 대괄호 부분은 선율진행에서 제

3음 Sol을 빈번히 쓴다. 수심가토리에서도 하행 시에는 Sol을 경과적으

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346) 제1마디 원 안의 음표에서 보이듯 상하행을

가리지 않고 Sol을 빈번히 쓰는 것은 수심가토리의 원래 특성이 아니다.

이는 경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로 볼 수 있다.347)

이 곡이 채집된 남포시는 평남 서남단 해안가에 위치하며, 황남과 접

해있다. 북한의 물푸는소리는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에 분포해있는데, 수

심가토리가 많고, 경토리가 간혹 있다.348) 이 일대에 수심가토리와 경토

리가 많이 분포해있다는 지역적 환경 및 두 음조직에서 구성음의 유사성

이 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349)

346) 변이와 무관하게 하행 시 Sol을 쓰는 곡으로 북한0133 0139 0214 0229 0315 0318 0328 0334

0401 0402 0411 0521 0523 0531 0532 0623 0626 0630 0826 0831 등이 있다.

347) 이 곡에서 La를 떨지 않는 것 또한 경토리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나, 깊게 떨만큼 La가 긴

음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요성이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유라 판단된다.

348) 북녘 땅 우리소리에 수록된 물푸는소리 중 수심가토리는 북한0221 0331 0332 0408 0601

0602 0828 등이며, 일명 ‘난봉가토리’는 북한0407, 경토리는 북한0222이다. 이 중 북한0408 0601

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합변이가 보인다. 황남 해주시의 <물푸는소리>(북한0601)는 이 곡과 선

율이 비슷하며, 이 곡과 같이 경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와 메나리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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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세 곡의 선율진행변이는 모두 경토리에 의한 변이이다.

바탕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이 유지되어야 성립되는 선율진행변이의 특

성상 수심가토리는 경토리 이외의 음조직과는 선율진행변이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350) 또 이 유형은 수심가토리의 구조상 저음역에서만

관찰되는 저음역변이이다.

4)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변이(메)

이번에는 육자배기토리에 나타난 선율진행변이에 대해 <악보 101>351)

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101> 구례군 <상여소리>(지리산Ⅱ07)의 선율진행변이 

 

349) 그 외 수심가토리에서 구성음변이(메)와 선율진행변이(경)를 함께 보이는 복합변이 유형으로

북한0408 0601 등이 있다.

350) 예를 들어 반경토리나 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이 되면 그것은 구성음변이가 된다.

351) 졸저,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 42-43쪽에서 악보 수정 인용. 이 책의 39-45쪽에는 이 곡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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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1>은 제2음을 생략하는 경향을 가진 육자배기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이 곡의 네모 부분에서는 La-Sol-Mi의 진행이 보인다. 일반적으

로 육자배기토리에서는 La-Mi 진행에서 Sol을 거치지 않으며, 이 곡의

La-Sol-Mi 진행은 메나리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 부분은 메나리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은 ‘관음보살’로 불리는 전라도 일대의 상여소리로, 채집지인 전

남 구례군은 영호남 접경지역이다. 북쪽으로는 전북 남원시, 동쪽으로는

경남 하동군과 접해있어 메나리토리의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다. 또한 상여소리에는 메나리토리가 많다. 따라서 이 곡의 변이는 영

호남 접경지역에서 영호남의 대표적 음조직이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

고, 또 메나리토리가 많은 상여소리의 갈래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지리적 요인과 갈래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예이다.

이와 같은 선율진행변이는 육자배기토리의 구조상 저음역변이이다.

<표 10>은 이상 살펴본 선율진행변이의 조건과 양상이다.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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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이 양상 유형 곡명
유사 

두 핵음 같음
꺾는음･Sol 

사용 여부 변화
메(육)/
육(메)

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지리산Ⅱ06)･논매는소리-
상사소리(전북0216)･줄다리기노래(경남0611)/
상여소리(지리산Ⅱ07)

구성음 유사
핵음 구조 다름 

제3음 
사용 여부 변화

경(수)/
수(경)

상여소리(긴)(경기0202)･제전(북한0319)/논매는
소리-오호소리(경기0504)･벼드리는소리-나부질
소리(강원0416)･물푸는소리(북한0332)

구성음 및
핵음 다름 La 생략 경(육) 모심는소리-상사소리(전북1110)･

물푸는소리(전남0510)

<표 10> 선율진행변이의 조건과 양상 

선율진행변이는 선율진행의 차이가 뚜렷한 음조직 간의 변이로, 특정

음을 생략하는 경향을 가진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서만 관찰된다. 선율진행변이가 독자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

탕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이 유지되어야 하며,353) 구성음이 같거나 유사

한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 많이 보인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선율진행변이는 <표 10>에서 보이듯 구성음변

이나 핵음변이에 비해 그 유형이 제한적이다.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선율진행이 대체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

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① 순차진행 위주의 음조직에서는 특정 구성음이 생략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②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에서는 순차진행으로 대체된다.

구성음이 다른 음조직 간의 독자적인 선율진행변이는 경(육) 유형만

관찰되었는데, 이유는 음조직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핵음이

La mi인 반경토리에 제2음을 생략하는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이 대체

되면 제3음 re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는 곧 오돌또기에 의한 핵음변이가

된다.354) 또 핵음 구조가 완전4도이고 순차 위주의 선율진행을 보이는

352)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경-경토리,

반-반경토리, 메-메나리토리, 수-수심가토리, 육-육자배기토리. 긴-긴소리.

353) 구성음이나 핵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곧 구성음변이 또는 핵음변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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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나리토리 오돌또기토리에 제3음을 생략하는 수심가토리의 선율진행이

대체되면 핵음의 실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러한 변이는 회피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성음이 유사한 경(수) 유형의 선율진행변이는 핵

음변이에 동반되는 부수적 형태로 일부 관찰되었다.355) 선율진행변이로

인하여 핵음이 생략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핵음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선율진행변이에는 시김새변이가 동반될 때가 있으며, 지역적 환경과

음조직적 공통성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한 지역의 대표적 토리로 된 곡

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 원래 선율의 토리에 전파된 지역 토리의

선율진행 및 시김새가 겹쳐져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356) 그러

나 같은 음조직이라도 갈래 또는 빠르기에 따라 선율진행, 시김새 등에

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즉 선율진행과 시김새의 차이점은 꼭 변이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354) 핵음 구조가 둘 다 완전4도인 오(육) 유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범위 내에서 관찰되지는

않았다.

355) 경(수) 유형 또한 독자적인 선율변이는 핵음의 실종으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는다. 반(수) 유

형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곡 일부) 또는 제2음 변이형으로 분류된다. 선율진행변이는 대

부분 시김새변이를 동반하는데, 반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간의 선율진행변이 및 시김새변이는 음

조직적 특성이 더 강한 수심가토리가 바탕 음조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356) 신은주는 타 지역의 토리가 그 지역에 정착하여 변화할 때 주로 시김새와 선율진행에서 지역

토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신은주,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

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1집, 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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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김새변이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는 시김새 특성이 뚜렷한데, 이러한 특성이

다른 음조직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 또 이 두 음조직의 시김새 특성이

약화되거나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시김새변이’라

부르겠다. <표 11>은 본고의 범위 내에서 관찰된 시김새변이의 유형과

분포이다.357)

반 메 수 계

(경/메)

0213,충남1110,
북한0408,임석재0501
,KBS05

9요성약화: 
강원0416,경남0117, 
제주0410･0503 [9]

(수)
북한0319･0512･
0614,경기0112･
0202,임석재0505･
0515[7]

북한0419,강원0119･
0120,경기0202(잦)･
0805,KBS11･13 [7] 

14

(수･육) 경기0208･0301 [2] 2

(육)
전북0412･1110･
0320,전남1507･
1509･2001 [6]

전남
1003
[1]

do
퇴
성

충남0519･0520･
0802,경남0414･
0502,지리산Ⅱ05 15Mi

요
성

경북0901,
전남2004(핵음변
이부분) [8] 

계 15 1 15 9 40

<표 11> 시김새변이의 유형과 분포

<표 11>에서 보이듯 시김새변이는 모두 시김새 특성이 뚜렷한 수심가

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의 결합이다. 각 유형의 대표적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57)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잦-잦은소리.

파일명 중 짙은 글씨는 뒤에 상세히 고찰할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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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토리의 시김새변이(수/육)

경토리의 시김새변이에 대해 <악보 102>358)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102> 강화군 <고기푸는소리-바디질소리>(경기0112)의 시김새변이 

<악보 102>는 경토리의 곡으로, Sol-do 진행에서 경과음 La가 생략되

는데, 이는 변이와 무관한 어로요의 갈래적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359) 그

런데 이 곡 전반에서 위의 핵음 do를 깊게 떠는 것은 경토리가 아닌 수

심가토리의 시김새 특성이다. 경토리에서는 두 핵음 Sol do 중 하나 또

는 둘 모두를 얕게 떨며, 깊게 떨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요성은 수심가

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로 볼 수 있다.360)

358) “조기를 바디로 배에 퍼 실을 때 하는 소리. 바디란 고기를 옮겨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소박한 내용의 사설에 풍어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359) 일반적인 메나리토리에서는 하행 시 La-Sol-mi 진행을 보이지만, 어로요에서는 Sol을 거치지

않고 La-mi로 곧장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곡의 do-Sol 진행도 변이에 의한 현상이라기보

다는 그러한 어로요의 갈래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60) 신은주는 옹진군 송림면의 <바디질소리>를 분석하면서 이 곡과 같은 현상을 경토리 음계에

남도적 시김새라고 보았는데, 남도에서는 아래 핵음을 깊게 떨지, 위의 핵음을 깊게 떨지는 않

는다. 경토리에서 do를 떠는 현상은 앞서 언급했듯 북한지역 전반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경

상도에서도 볼 수 있고, 오히려 전라도에서는 그다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도 do를 떠

는 현상을 남도의 시김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은주,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

찰: 어업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1집, 129-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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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채집지는 경기도 강화군으로, 황해도 접변지역이며, 수심가토

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이다. 즉 이 곡의 시김새변이는 지

역적 환경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악보 103>361)은 경토리에서 보이는 또 다른 시김새변이의 예이다.

<악보 103> 진도군 <밭매는소리-방애타령>(전남1509)의 시김새변이 

361) “여럿이 목화밭을 매면서 부르던 노래. 대규모로 목화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염장>은

처음 부르는 서곡(序曲)에 해당하는데, 느린 진양장단에 맞는다. <매화타령>은 유랑예인(流浪

藝人)집단이었던 ‘초랭이패(초란이패)’가 부르던 노래라 한다. <방애타령>이나 <도화타령>역시

유랑예인들이 부르던 노래로 보인다. <잦은방아타령>은 <꽃방아타령>이라고도 한다.” <한국

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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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3>은 경토리의 곡이다.362) 그런데 네모 부분에서 아래 핵음

Sol을 깊게 떠는데,363) 이것은 경토리가 아닌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 특

성이다. 경토리에서는 핵음을 깊게 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로 볼 수 있다.364)

이 곡의 채집지는 전남 진도군으로, 육자배기토리의 집중 분포지역이

다. 따라서 이 곡에서 나타난 변이는 그러한 지리적 요인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악보 104>365)에서 한 곡 더 살펴보겠다.

362) 제10마디 ‘어우’에 보이는 fa는 수식적 반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마디 ‘낮

이’와 제4마디 ‘방애’, 제8마디 ‘이물’에는 Sol-do, 제5마디 ‘노’와 제7마디 ‘울콩’, 제10마디 ‘놈

쑥’, 제12마디 ‘듬고’에는 re-sol의 완전4도 상행도약이 보이는데, 우리음악에서 완전4도 상행도

약은 여러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진행이며, 나머지 부분은 순차 위주의 진행이다.

363) 그 외 제7마디에서는 re를 깊게 떨고, 제1 2 8 12마디에서는 re를 얕게 떨며, 제6 7마디에서

는 mi를, 제4마디에서는 La를 떠나, 그것은 음조직적 특성이나 변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음들은 주로 동음반복 부분에서 떠는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장식적으로 떠

는 것으로 보이며, 제7마디 첫음 re를 깊게 떠는 것은 특정단어(울콩)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64) 이 곡에 이어 부르는 <도화타령>에도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가 보이며, Sol과 do

사이의 진행에서 La가 생략된다. 그리고 <잦은방아타령>에서는 경토리 음조직에 반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보인다. 이러한 유형을 이보형은 ‘남부경토리’ 또는 ‘남도경토리’로 지칭한 바

있다. 이보형, “토리의 槪念과 有用論,” 音樂學論叢, 523쪽 참조.
365) “문열개 다음에 하는 소리. 초벌, 두벌, 세벌 어느 때나 부른다. 두패로 나눠 번갈아 부르며,

가창자들 말로는 후렴구라 할 수 있는 ‘아이고 답답 설운지고’가 염불조라서 ‘꺼끄렁염불’이라

한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후렴구는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과 임실군 지사면 안하리의

밭매는소리,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의 논매는소리-흥글타령,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가

잠마을의 논매는소리-오동동추야,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학동의 논매는소리-설움타령에서

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교환창으로 부르는 유절형

식의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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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4> 순창군 <논매는소리-꺼끄렁염불>(전북0412)의 시김새변이   

<악보 104>는 경토리의 곡이다. 이 곡 제2마디 ‘다’에서 아래 핵음 Sol

을 깊게 떠는 것 또한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 특성이다. 제9마디 ‘구’에

서는 La를 깊게 떠는데, La는 Sol 바로 위에서 Sol로 향하는 음이므로

La를 떠는 것은 Sol의 요성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9

마디 ‘답’에서는 Re를 깊게 떠는데, 이 음은 전체 음역에서 최저 출현음

이며, 이 부분은 저음역이 확장된 부분이다. 확장된 음역에서 Re는 핵음

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 부분의 깊은 요성도 육자배기토리의 영향으

로 볼 수 있다.366)

<악보 104> 제2 4마디의 ‘간다’에서는 do-Sol-do의 진행이 보이는데,

경과음 La를 생략하는 이와 같은 경향 또한 육자배기토리의 특성이다.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를 보이는 경토리 곡들은 선율진행에서

도 육자배기토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6) 그 외 제1 3마디의 mi를 떠는 것은 최고음역에서 동일음형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식적 요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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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채집지인 전북 순창군 또한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에 속

하는 곳으로, 지역적 환경이 주된 요인이다.

이번에는 독자적인 시김새변이가 아닌, 핵음변이에 동반된 부수적인

시김새변이에 대해 <악보 105>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105> <질꼬내기>(전남1507･2001)의 시김새변이

<악보 105>는 앞서 ‘경토리의 핵음변이’ 항에서 고찰한 바 있는 두 곡

의 <질꼬내기>로, 모두 경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대괄호 부분에서는 육

자배기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어났고, 두 곡 모두 이 부분에서 Mi를

깊게 떠는 시김새가 동반된다. 특히 <질꼬내기>(전남2001)의 제9-12마

디에서는 바탕 음조직인 경토리의 아래 핵음 Sol을 깊게 떠는데, 핵음변

이 부분인 제13-16마디에서는 변이 음조직인 육자배기토리의 아래 핵음

Mi를 깊게 떠는 것으로 시김새변이 양상이 변화한다.

경토리에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가 독자적으로 일어날 때

는 앞서 살펴보았듯 경토리의 아래 핵음을 깊게 떠는 양상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악보 105>와 같이 핵음변이에 동반되어 부수적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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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변이 음조직의 아래 핵음을 깊게 떠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시김새변이는 이처럼 원래 핵음이 유지될 때와 핵음변이에 동반될

때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경토리 곡에서 두 핵음을 모두 깊게 떠는 예를 <악보 106>367)

을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106> 안성군 <논매는소리-방개타령>(경기0301)의 시김새변이 

<악보 106>은 경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제1 3마디에서는 do를, 제3마

디 끝음과 5마디에서는 Sol을, 제2마디에서는 sol을 깊게 떤다. 위의 핵

음을 깊게 떠는 것은 수심가토리의 시김새 특성이며, 아래 핵음과 그 음

의 옥타브 위 음을 깊게 떠는 것은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 특성이다. 즉

이 곡의 요성은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시김

367) “호동마을에서는 보통 논을 세 번 매는데 처음과 두 번째는 주로 ‘상사소리’를 부르고, 세 번

째에 손으로 풀을 뜯을 때에는 이 노래를 부른다. 사설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나 가창자

는 사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현지의 명칭으로는 ‘지겸이 소리’라고 한

다. ‘짠지패’라고 하여 두레를 내서 부잣집에서 일꾼 많을 때,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풍물

을 치면서 합창으로 하는 소리라 한다.(2008년 배경남 인터뷰-소리꾼기행)” <한국민요대전 자

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동일한 선율로 구성된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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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이 채집된 경기도 안성군은 현재의 안성시로,368) 경기도 최남단

에 위치하며, 충청남북도와 인접해있다. 지리적으로 황해도와 전라북도의

중간쯤 되는 곳에서 양쪽 지역의 대표적인 시김새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369)

이상 살펴본 곡들에서 나타난 변이는 경토리 음조직에 수심가토리 및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가 하나 또는 둘 다 결합한 시김새변이이다. 시김

새변이가 독자적으로 일어날 때는 요성이 바탕 음조직에 적용되나, 핵음

변이에 동반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날 때는 변이 음조직에 적용된다는 점

도 고찰하였다. 이상의 시김새변이는 모두 지리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경토리는 메나리토리와 함께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음조

직으로, 각 지역의 경토리 곡들은 그 지역 고유의 시김새 관습을 따르기

쉬운데, 앞의 곡들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다.

2) 반경토리의 시김새변이(육)

이번에는 반경토리의 시김새변이에 대해 <악보 107>370)을 통해 살펴

보겠다.

368) 1998년에 안성시로 승격됨.

369) 같은 안성군 안성읍의 <논매는소리-방개타령>(경기0208)도 Sol do sol 세 음을 모두 깊게

떠는데, 이 두 곡은 선율도 다르고 가창자도 다르다. 지역과 곡명이 같으나 선율과 가창자가

다른 곡에서 동일한 변이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지역과 변이, 갈래와 변이의 연관

성에 대해서 추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70) “김복개씨가 어렸을 적, 어른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부르던 노래를 듣고 후에 기억해 낸

노래로, 곡조가 재미있어 지금은 ‘여천 소동패 놀이’의 주요 곡목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실제

소동패가 부르던 노래는 아니다. 후렴구의 선율이 경상도의 ‘밀량아리랑’과 흡사하다.” <한국민

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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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 여천군의 <논매는소리-허령타령>(전남1003)의 시김새변이 

<악보 107>은 널리 알려진 <밀양아리랑>과 유사한 선율을 가진 반경

토리의 논매는소리로, 통속민요가 전남의 농요에 수용된 예이다.371) 반경

토리는 La를 얕게 떠는 경우가 있지만 요성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그

런데 제4 12 16마디에서는 La를 깊게 떤다. 이처럼 아래 핵음을 깊게 떠

는 것은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 특성으로, 이는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

김새변이로 볼 수 있다.

이 곡이 채집된 곳은 전남 여천군으로,372) 통속민요 원곡의 음조직과

선율형은 유지되면서 육자배기토리 집중 분포지역인 이 지역의 시김새

관습이 추가된 경우이다. 이 또한 지리적 환경을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71) Mi는 받는소리와 메기는소리의 종지에서 보조적으로만 쓰고 있으며, 핵음의 역할은 mi가 하

고 있어 이 곡의 바탕 음조직은 반경토리로 보고자 한다.

372) 1998년 여수시와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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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나리토리의 시김새변이(수/육)

메나리토리에서 나타난 시김새변이를 <악보 108>373)을 통해 살펴보겠

다.

<악보 108> 포천군 <논매는소리-메나리>(경기0805)의 시김새변이  

<악보 108>은 메나리토리의 곡이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아래 핵음

Mi는 얕게 떠는 반면 위의 핵음 La는 대부분 깊게 떤다. 메나리토리에

서 두 핵음을 모두 떠는 것은 북한을 비롯해서 강원도 및 경상북도까지

373) “이 마을에서는 논을 보통 세 번 맨다. 초벌은 호미로 매며 소리는 방아타령을 하고, 두벌은

가장 중요한 논매기로서 손으로 논을 훔치는데 이때 메나리를 부른다. 가창자들은 메나리를 가

장 좋은 노래라 하며, 역사가 200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메나리는 구성이 독특하여

메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매는 소리, 맺는 소리의 다섯 단계로 나눠 가창자들이

조를 나눠 번갈아 부른다. 삼동(세벌매기)은 사람도 적고, 그저 왔다갔다 하면서 피나 듬성듬성

뽑아준다. 메기는 소리는 김소성, 지르는 소리는 김봉길 이영재, 받는 소리는 유태균, 매는 소

리는 윤동순, 이상주, 맺는 소리는 박일룡이 불렀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2003년에 포천시로 승격됨. 메기고받는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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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것은 메

나리토리의 특성이 아니다. 이는 수심가토리의 시김새 특성으로, 따라서

이 부분은 수심가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로 볼 수 있다.374)

이 곡의 채집지는 경기도 포천군으로, ‘포천 메나리’375)로 유명한 곳이

다. 포천은 강원도와 접해있는 경기북부지방으로, 황해도와도 매우 가깝

다. 즉 지리적으로 강원도와 황해도 두 지역의 영향을 모두 받기 쉬운

위치이다. 메나리토리 음조직의 선율에 수심가토리의 시김새가 결합된

것도 그러한 지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376)

<악보 109>377)는 메나리토리에서 보이는 또 다른 변이의 예이다.

374) 신은주도 메나리토리에서 La를 떠는 점을 수심가토리의 변용으로 보았다. 신은주, “경기 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어업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1집, 126-27쪽 참조. 신은주는

“la에 수심가토리의 콧소리로 탈탈 떠는 시김새가 붙어 곡 전체에 수심가토리의 분위기가 느껴

진다.”라고 했는데, ‘콧소리로 탈탈’ 떠는 것은 주로 서도소리 전문가들의 요성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다. 토속민요에서 발성이나 창법 등의 요소는 지역별 또는 갈래별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

다. 요성의 경우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깊이의 차이 정도이며, 깊게 떨 경우 그 방향을 일부

논할 수 있는 정도이다. 요성의 빠르기도 남도소리 전문가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떨고, 서도소

리 전문가들은 빠르고 깊게 떤다. 그러나 토속민요에서의 요성은 특정 음조직에서 두드러지기

는 하나, 통속민요처럼 갈래별로 뚜렷이 정형화 되어있지는 않다.

375) “ 포천메나리 는 원래 포천 일대에서 논을 맬 때 불렀던 농업노동요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포천메나리 는 1982년에 경인교육대학교의 김순제 교수에 의해 발굴된 포천시 가산면의 메

나리 이다. 이 노래는 발굴된 후 1988년부터 복원작업을 하였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후 2000년 8월 2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7479

376) 강원도 고성의 <어랑타령>(강원0119)도 이 곡처럼 La를 깊게 떠는데, 고성은 강원도 동북쪽

끝 함경도 접변지역이다. 그런 경우의 깊은 요성은 변이로 보기 어렵고, 가창자 개인의 특성으

로 판단된다.

377) “모찌는 과정의 사설과 모심는소리의 사설이 섞여있다. 문답식 교환창의 전형적인 영남지방

모노래다.”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 두 명이 교대로 부르는 유절형식의 곡이

며, 이 부분은 박세양씨가 불렀다. 장보영씨가 부른 부분도 Mi를 깊게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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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9> 영양군 <모심는소리>(경북0901)의 시김새변이 

<악보 109>는 메나리토리의 곡이다.378) 그런데 이 곡의 요성은 앞의

곡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제3마디 ‘(호)’에서 La는 얕게 떨며, 제1마

디 ‘새’와 제3마디 ‘판’ ‘어내세’에서 Mi는 깊게 떤다. 이처럼 아래 핵음을

깊게 떠는 것은 메나리토리의 요소가 아니라 육자배기토리의 요소이다.

즉 이는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이다.

<악보 109>의 제2마디 ‘들’에서는 La-Mi-La, 제3마디 ‘어’에서는

La-Mi 진행이 보이는데, 메나리토리는 하행 시 순차진행하는 반면, 육자

배기토리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이와 같이 선율진행에서도 경과적 Sol을

생략하는 경향이 보인다. 즉 이 부분은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

이가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김새변이는 이와 같이 선율진행변이

를 동반할 때가 종종 있다.

이 곡이 채집된 곳은 경북 영양군인데, 경북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 전라도보다는 강원도에 더 가까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자배

기토리의 영향을 받은 시김새변이가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무주 장수

378) 제1마디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Si는 do 대신 쓰인 유동음으로, 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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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상도와 인접한 전북지역에는 메나리토리의 곡이 많고, 특히 ‘모노

래’로 불리는 경상도의 모심는소리가 널리 퍼져있는 등, 전북민요는 경상

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전남과 인접한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전라도의 영향을 받아 육자배기토리의 곡이 많으며, 이와 같은 육자배기

토리 관련 변이 또한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 곡과 같이 경북 민요에서

육자배기토리 관련 변이를 보이는 예는 흔치 않다.379)

<악보 110>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김새변이의 예이다.

<악보 110> 하동군 <모심는소리>(지리산Ⅱ05)의 시김새변이  

<악보 110>은 앞서 ‘메나리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메나리

토리의 곡이다. 제9마디 ‘야’에서 do의 퇴성이 보이는데, 이는 육자배기토

리의 꺾는음 do-Si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 특성이

다. 앞서 살펴본 곡들에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가 아래 핵음

의 깊은 요성으로 나타난 반면, 이 곡에서는 퇴성으로 나타났다.380) 이

곡은 2절이 반복될 때에도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변이를 되풀이하는

데, do의 퇴성은 음조직 구조상 고음역변이에 해당한다.

이 곡의 채집지인 경남 하동은 전남과 접경지대로, 육자배기토리의 영

379) 이러한 경우는 가창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있을 수도 있으나,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민

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 해당 면에는 가창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있다. “영해 박씨로

이 고장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에는 일본 영덕 등지에서 살았고, 생선장수나 엿장수 등을 하

기도 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여러 종류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나무꾼신세타령, 대

도둠소리, 논매는소리 등을 잘 불렀다.”

380) 이 부분은 퇴성이 Si로 분리되어 쓰이지 않았으므로 선율진행변이가 아닌 시김새변이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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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며, 그러한 지리적 환경이 시김새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381)

이상 살펴본 변이는 메나리토리 음조직에 수심가토리 또는 육자배기토

리의 시김새가 결합한 시김새변이이며, 지리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수심가토리의 시김새변이(경/메)

수심가토리는 위의 핵음을 깊게 떠는, 두드러진 시김새 특성을 가진

음조직이다. 그런데 드물게 이 요소에서 변이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앞

서 ‘수심가토리의 핵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 <악보 111>의 <긴

난봉가>가 그 예이다.

<악보 111> 명주군 <긴난봉가>(강원0213)의 시김새변이 

381) 그 외 메나리토리에서 도입부의 구성음변이(경)와 시김새변이(수)를 함께 보이는 복합변이 유

형으로 북한0419 등이 있으며, 수심가토리에 의한 핵음변이와 시김새변이를 보이는 유형으로

KBS11 13 등이 있다. KBS의 두 음원은 동일 가창자가 불렀는데, 받는소리는 메나리토리로 유

지되나, 메기는소리에서 수심가토리 핵음변이와 시김새변이가 일어난다. 이 점은 메기는소리의

가변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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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은 앞서 ‘수심가토리의 핵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바 있는

수심가토리의 곡이다. 수심가토리에서는 La를 아래로 깊게 떨지만, 이

곡은 제3마디 ‘(우)’, 제8마디 ‘(하)’, 제11마디 ‘동’에서 보이듯 La를 휘어

올려 낸다. 제7마디 ‘구’, 제14마디 ‘봉이’, 제15마디 ‘구’에서는 바로 이런

시김새의 음고가 분리되어 Sol♯-La의 반음진행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심가토리에서는 아래 핵음 Re를 떨지 않는데, 제10 16마디에

서는 Re를 얕게 떤다. 이 곡은 후렴구와 유절이 유사한 3절의 선율로 되

어있는데, 절마다 이 부분의 Re를 이처럼 얕게 떤다. 아래 핵음을 얕게

떠는 것은 경토리나 메나리토리의 요소로, 이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음

조직인 메나리토리의 시김새 특성이 결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도입부의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 부분의 영향으로 경토리의 시

김새 특성이 결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수심가토리 음조직에 메나

리토리 또는 경토리의 시김새가 결합한 시김새변이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도입부의 핵음변이 부분에 동반된 시김새변

이이다. 이 곡의 도입부인 제1-6마디에서는 경토리에 의한 핵음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토리의 위 핵음에 해당하는 do를 깊게 떠

는 것이 관찰된다. 즉 핵음변이에 동반된 시김새변이는 바탕 음조직이

아닌 핵음변이를 일으킨 변이 음조직의 핵음을 떠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시김새변이가 독자적으로 일어나서 바탕 음조직의 핵음이 유지될

때는 바탕 음조직의 핵음을 떠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핵음변이에 동반되

어 나타날 때에는 해당 부분 변이 음조직의 핵음을 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김새변이는 독자적 변이현상일 때와 부수적 변이현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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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수심가토리의 시김새변이는 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

는데, <긴난봉가>에서 파생한 곡 들 중 <동풍가>(제주0410), <대도둠소

리-염불소리>(제주0503) 등이 그 예이다.

이 곡의 채집지는 현재의 강릉시로, 평안도 황해도와는 상당히 떨어진

강원도 중간쯤에 위치해있다. 이 곡은 서도소리 <긴난봉가>가 토속민요에

수용되어 경남 제주 일대에서 불리는, ‘동풍가’로도 알려진 곡으로, 한반도

남단에 넓게 분포해있으며, 사당패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추정도 있다.382)

어떤 경로로 퍼졌든, 수심가토리의 원곡 선율이 유지되면서, 이 지역의 대

표적 음조직인 메나리토리의 시김새 특성이 결합된 것이다. 그 점은 앞서

‘반경토리의 시김새변이’ 항의 <논매는소리-허령타령>(전남1003)과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이 곡의 변이 또한 특정곡이 전파된 후 전파지역의 시

김새 관습이 적용된 경우로, 지리적 환경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383)

<악보 112>에서 유사한 예를 한 곡 더 살펴보겠다.

<악보 112> 태안군 <만선풍장소리-배치기소리>(충남1110) 

<악보 112>는 앞서 ‘구성음변이(곡 전반)’ 항에서 살펴본 수심가토리

382)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41-44쪽 참조.

383) 그 외 수심가토리에서 메나리토리 또는 경토리에 의한 시김새변이를 보이는 곡으로 KBS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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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음 변이형의 곡이다.384) 그런데 제3마디 제2박에서는 아래 핵음 La를

얕게 떤다. 7절로 구성된 이 곡 전체에서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얕게 떠

는데, 아래 핵음을 얕게 떠는 것은 수심가토리의 요소가 아니라 메나리

토리의 요소이다. 이 곡은 제3음을 선율진행에서 자주 쓰는데, 시김새뿐

아니라 선율진행에서도 순차진행 위주의 반경토리 메나리토리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이 곡의 채집지인 충남에는 경토리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등 다양

한 음조직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어로요에는 메나리토리가 많

다는 점이 시김새변이의 요인으로 보인다. 서해안 일대의 조기잡이배에

서 부르는 만선풍장소리 <배치기소리>는 북으로는 평북 철산군 앞바다

에서 남으로는 전남 진도 앞바다까지 분포해있다.385) 앞서 <긴난봉가>

나 <밀양아리랑>과 같은 통속민요들이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시김새 관

습과 결합한 예를 살펴보았는데, 이 곡은 조기잡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과정에서 산업적으로 전파되어 그 지역의 시김새

관습과 결합한 예이다. 이 경우는 어로요에 메나리토리가 많다는 갈래의

특성이 작용한 변이로 볼 수 있다.386)

앞서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벼베는소리>(북한

0530)에서도 경토리에 의한 구성음변이가 일어난 부분에서 수심가토리의

위 핵음인 제4음이 아니라 경토리의 핵음에 해당하는 제3음을 떠는 현상

을 관찰한 바 있다.

<표 12>는 이상 살펴본 시김새변이의 조건과 양상이다.387)

384)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에서 위의 핵음을 아래로 깊게 떠는 대신 제3음을 위로 깊게 떠는

곡들이 더러 있으며, 이 두 음의 시김새가 같은 맥락임을 앞서 해당 항에서 살펴본 바 있다.

385) 북녘 땅 우리소리에 수록된 평북 철산군의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북한0133)이 현재로

서는 최북단이며,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의 조기잡이소리(전남

1513)가 최남단의 만선풍장소리에 해당한다. 이 곡들이 모두 동종의 곡이라는 점에서 조기잡이

소리가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 곡 외에는 서도의 음조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386) 이 곡은 구성음변이와 시김새변이가 동반된 복합변이를 보이는 곡으로, 그 외 수심가토리에

서 도입부에서 핵음변이(경)를 보이고, 뒷부분에서 구성음변이(곡 전반)(경)를 보이는 복합변이

유형에 북한01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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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이 양상 유형 곡명

변이 음조직
위 핵음 

깊은 요성
경(수)/
메(수)

고기푸는소리-바디질소리(경기0112)/
논매는소리-메나리(경기0805)

육자배기토리가 
변이 음조직

아래 핵음
깊은 요성

경(육)/
반(육)/
메(육)

밭매는소리-방애타령(전남1509)･논매는소리-꺼끄
렁염불(전북0412)･논매고오는소리-질꼬내기(전남
1507)･질꼬내기(전남2001)/논매는소리-허령타령
(전남1003)/모심는소리(경북0901)

do 퇴성 메(육) 모심는소리(지리산Ⅱ05)
수･육 모두
변이 음조직

두 핵음
깊은 요성 경(수･육) 논매는소리-방개타령(경기0301)

경토리 또는
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

아래 핵음 
얕은 요성 수(경/메) 긴난봉가(강원0213)･

만선풍장소리-배치기소리(충남1110)

<표 12> 시김새변이의 조건과 양상 

시김새변이는 시김새 특성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시김새

특성이 뚜렷한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서만 관

찰되며, 따라서 <표 12>와 같이 그 유형이 제한적이다.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시김새가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된

다.

① 수심가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위 핵음의 깊은 요성으로 나타난

다.

② 육자배기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음의 깊은 요성 또는

do의 퇴성으로 나타난다.

③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모두 변이 음조직일 때는 두 핵음의

깊은 요성으로 나타난다.

④ 경토리 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음의 얕은 요성으

로 나타난다.

이 중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간의 시김새변이가 가장 많이 보인다. 육

387)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이며,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이다. 경(수 육)-바

탕 음조직은 경토리, 변이 음조직은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 수(경/메)ㅡ바탕 음조직은 수

심가토리, 변이 음조직은 경토리 또는 메나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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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기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 do의 퇴성으로 나타나는 시김새변이는

메(육) 유형만 관찰되었으며,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모두 변이 음

조직인 경우는 경(수 육) 유형만 관찰되었다. 시김새변이는 주로 요성과

관련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시김새변이는 바탕 음조직의 핵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일

어날 때와 핵음변이에 동반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날 때의 양상이 다르다.

전자는 바탕 음조직의 핵음에 깊은 요성이 적용되나, 후자는 핵음변이를

일으킨 변이 음조직의 핵음에 깊은 요성이 적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변

이 부분에서는 바탕 음조직의 핵음보다 변이 음조직의 핵음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시김새변이는 바탕 음조직이든 변이 음

조직이든, 주로 해당 부분의 핵음에서 관찰된다. 이 점에서도 핵음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인된다.388) 시김새변이에는 선율진행변이가 동반

될 때가 있으며 지역적 환경이 주된 요인이다.

음조직의 구조에 따른 변이 양상에 대해, 특히 음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모든 음역변이가 음조직과 관련된 것은 아니나,389)

대개는 음조직의 구조와 관련하여 결정될 때가 많았다. 즉 음역변이는

음악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핵음 또는 아래 핵음

을 일치할 경우의 음역변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390)

388) 요성의 약화는 수(경/메) 유형에서 3곡이 비교적 뚜렷이 관찰되었다.(경남0117, 제주0410

0503) 그러나 육자배기토리에서는 요성의 약화가 대개 한배가 빠른 곡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변

이에 의한 현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변이와 무관한 경우에도 한배가 빠른 곡에

서는 잔가락이 덜어지거나 시김새가 약화되는 현상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389)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 항에서 살펴본 평남 증산군 <닐리리타령>(북한0213)의 구성음변

이는 고음역에서 두 개의 구성음이 변화하였으나, 음조직의 구조로 인한 고음역변이는 아니다.

390) 메(육): ‘메’는 바탕 음조직, (육)은 변이 부분의 음조직임.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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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역변이 저음역변이

구성음변이
경(수)-제5음♯/수(경)-제5음♭,
경(육)-제5음♭/육(경)-꺾는음♯
메(반)-제4음♭

수(반)-제2음♯, 육(경)-제2음♭, 

핵음변이 경(수): 제3음→제4음 수(경)･반(오): 제4음→제3음

선율진행변이 메(육)-꺾는음 사용
경(육)-제2음 생략, 수(경)-제3음 사용, 
메(육)-제2음 생략, 육(메)-제2음 사용

시김새변이
수심가토리가 변이 음조직
-위 핵음 깊은 요성

육자배기토리가 변이 음조직-아래 핵음 
깊은 요성 / 경토리･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아래 핵음 얕은 요성

<표 13> 음조직 구조에 따른 음역별 양상 

구성음변이에서 경(수) 유형은 제5음이 반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며, 수(경) 유형은 제5음이 반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음역변이

이다. 경(육) 유형은 대개 선율진행변이가 동반되므로 제2음이 생략될

때가 많다. 따라서 구성음의 변화는 주로 제5음 Mi가 반음 낮아지는 현

상으로 관찰되며, 이는 고음역변이에 해당한다. 메(반) 유형은 제4음이

반음 낮아지므로 고음역변이이다. 반면 수(반) 유형은 제2음이 반음 높

아지고, 육(경) 유형은 제2음이 반음 낮아지므로 모두 저음역변이이다.

핵음변이에서 경(수) 유형은 핵음이 제3음에서 제4음으로 이동하므로

고음역변이이며, 수(경)과 반(오) 유형에서는 제4음에서 제3음으로 이동

하므로 저음역변이가 된다.

선율진행변이에서 메(육) 유형은 꺾는음의 사용으로 나타나므로 고음

역변이이며, 경(육)과 메(육) 유형은 제2음의 생략, 육(메) 유형은 제2음

의 사용, 그리고 수(경) 유형은 제3음의 사용으로 나타나므로 저음역변이

이다.

시김새변이에서 변이 음조직이 수심가토리일 때는 위의 핵음에 깊은

요성으로 나타나므로 고음역변이, 변이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나 경토리,

메나리토리일 때에는 아래 핵음의 요성으로 나타나므로 저음역변이이다.

이와 같이 음역변이의 주요 요인은 ‘음조직의 구조’라는 음악 내적 요

인이다. 그 외의 음악 내적 요인으로 음조직적 공통성을 들 수 있다. 앞

서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반경토리와 수심가토리,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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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간의 변이에서는 구성음이 유사하다는 음조직적 공통점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도입부에 구성음변이가 많은 점은 도입부의 불안정성이,

메기고받는형식의 곡에서는 메기는소리의 가변성이 내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악반주가 수반되는 곡이나, 특정 종지를 쓰는 악곡

등 악곡의 양식이 변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목한 변이의 요인은 대개 지역적 요인 및 갈래적

요인이었으나, 이러한 음악 내적 요인 또한 변이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유형에 대해 고찰한 결과, 총 327곡에서

변이현상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음변이 154곡(곡 일부 101, 곡

전체 53), 핵음변이75곡, 선율진행변이 58곡, 시김새변이 40곡으로, 구성

음변이가 가장 많고, 핵음변이가 그 다음으로 많다. 그것은 이 두 변이

유형이 구성음이나 핵음이 다르면 어떤 음조직 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

다른 변이들보다 제약 조건이 적기 때문이다. 유형별 고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① 구성음변이는 구성음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에 일어나는 변이로,

‘곡 일부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와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

로 나뉜다. 구성음의 배열이 타 음조직들과 뚜렷이 차이 나는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구성음이 거의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

토리 간에는 구성음변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음변이에서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구성음이 대체되는 기본

방식은, 두 음조직에서 핵음은 가급적 일치시키고, 그 외의 구성음을 변

화시키는 방식이다. 두 핵음 또는 아래 핵음을 일치시키고 나머지 구성

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때로는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

을 변이 음조직의 위 핵음으로, 또는 바탕 음조직의 위 핵음을 옥타브

내려서 변이 음조직의 아래 핵음으로 삼고, 그 나머지 구성음을 변화시

키는 방식도 보인다.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이 바뀌는 예가 드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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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아래 핵음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는 곡의 일부가 아니라 전반에서 특

정 구성음이 바뀜으로써 음조직이 변형된다. 모두 경토리 또는 반경토리

와의 결합이며, 이 중 핵음을 일치시키는 유형은 통속민요에도 수용될

만큼 정형화되어있다.

② 핵음변이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핵음이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이다.

핵음이 Sol do인 음조직은 경토리뿐이며, 나머지 음조직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핵음이 공통되므로,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두 핵

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 또 핵음이 도치된 관계인 음

조직 간에는 핵음변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되는 핵음이 있을 경우 그 핵음은 고정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동하

며, 두 핵음이 병행 이동할 시에는 급격한 도약을 회피하는 것이 핵음변

이의 기본 방식이다. 때로는 하나의 음조직에서 핵음을 도치시킨 후 이

동하기도 한다. 특히 두 핵음의 병행 이동시 급격한 도약을 피하기 위하

여 핵음의 도치라는 방식이 채택된다. 아래 핵음만 이동하는 경우는 드

물다.

③ 선율진행변이는 선율진행의 차이가 뚜렷한 음조직 간의 변이이다.

따라서 특정음을 생략하는 경향을 가진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

지 음조직 사이에서만 관찰된다. 선율진행변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

탕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로 경토리와 수심가토

리 또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 일어난다.

바탕 음조직의 선율진행이 변이 음조직의 선율진행으로 대체될 때, 순

차진행 위주의 음조직에서는 특정 구성음의 생략으로, 수심가토리와 육

자배기토리에서는 순차진행으로 나타난다. 선율진행변이로 인하여 핵음

이 생략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④ 시김새변이는 시김새 특성이 다른 음조직 간에 일어나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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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 특성이 뚜렷한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

서만 관찰된다.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시김새가 적용되는 방식은, 수심가토리

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위 핵음의 깊은 요성으로, 육자배기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음의 깊은 요성 또는 do의 퇴성으로 나타난다. 수

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모두 변이 음조직일 때는 두 핵음의 깊은 요

성으로 나타나며, 경토리 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음의

얕은 요성으로 나타난다.

시김새변이가 바탕 음조직의 핵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일

어날 때는 바탕 음조직의 핵음에 깊은 요성이 적용되나, 핵음변이에 동

반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날 때는 변이 음조직의 핵음에 깊은 요성이 적용

된다. 즉 시김새변이는 바탕 음조직이든 변이 음조직이든, 해당 부분의

핵음에서 관찰된다.

핵음(특히 아래 핵음)은 모든 변이 유형에서 중요시되며, 각 유형의 변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변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

토리는 음조직의 모든 요소가 다르고, 각각의 특성이 강하며, 집중 분포

지역이 먼 이유로 어떠한 변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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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이의 요인

변이의 요인은 다양하나 크게 음악 내적 요인과 음악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음악 내적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Ⅲ장에서 충분히 고찰하

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음악 외적 요인에 집중하여 고찰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변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음악 외적 요인은 지역적 요인

과 갈래적 요인이다. 변이는 접경지역에서 양쪽 지역의 음조직이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다소 먼 거리에서도 산업적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일

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391) 이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1. 지역적 요인

본항에서는 각 변이 유형의 지역별 양상을 종합한 후, 변이와 지역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1) 구성음변이의 지역별 양상

‘곡 일부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와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

이’의 지역별 양상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지도 1>은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지역별 분포도이다.392)

391) “오랫동안 인적 또는 사회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러 지역의 음악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토리가 만나 그 특징을 나누어 갖는 일이 생겨났다. 이처

럼 접변의 결과로 형성된 토리는 둘 중 어느 한 토리의 구성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머지 한

토리가 지니는 각 구성음의 기능과 성질을 받아들여 형성된다. 이 같은 토리는 인접한 두 지역

의 대표적인 토리가 만나서 접변 현상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김영운, 국악개론, 47쪽.
392) 왼쪽의 ‘평안도’ 및 ‘황해도’에는 구체적 지명이 없는 곡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경(메)-바탕 음

조직은 경토리, 변이 음조직은 메나리토리. 이하 같음.

밑그림 지도 출처: http://kang010010.blog.me/22052103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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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지역별 분포도 

<지도 1>에서 보이듯 구성음변이(곡 일부)는 주로 한반도 서쪽과 남

단에서 관찰되는데, 이 지역에서 다각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토리의 구성음변이는 한반도 서쪽에 폭넓게 분포되어있으며, 특히

충남 전북 전남에 많이 보인다. 충남 이북지역은 경(메)393) 유형의 구성

393) 바탕음조직은 경토리, 변이 음조직은 메나리토리를 나타낸다.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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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변이가 많고, 충남 이남지역은 경(육) 유형의 구성음변이가 많다. 메나

리토리의 구성음변이 또한 분포지역이 비교적 넓은 편이나, 대부분 경남

에 집중되어있으며, 거의가 메(경) 유형이다. 수심가토리의 구성음변이는

주로 한반도 서북부에서 보이며, 특히 황남에 많이 보이고, 수(경), 수

(반), 수(메) 유형 순으로 많다.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변이는 대부분 전

라남북도와 경남에 보이며, 특히 남해안과 경남 접경지대에 많고, 모두

육(경) 유형이다. 오돌또기토리의 구성음변이는 제주도에서 오(경) 유형

1곡이 관찰되었다. 구성음변이의 유형별 분포가 각 음조직의 집중 분포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2>는 구성음변이(곡 전반)의 지역별 분포도이다.394)

<지도 2>에서 보이듯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은 충북과 경북에서 가

장 많이 관찰되며, 충남과 경남의 경우도 대개 충북 경북과의 접경지대

에 밀집해있다. 수심가토리 제5음 제2음 변이형은 평안도와 황해도 및

서해안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구성음변이(곡 전반)의 유형별 분포 또한

대체로 각 지역의 음조직 분포와 궤를 같이 하나, 수심가토리 제2음 변

이형은 충남 서해안과 진도까지 분포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

서 다시 고찰할 것이다.

394) 메1음-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 수5음-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 수2음-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



- 208 -

<지도 2> 구성음변이(곡 전반)의 지역별 분포도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이 경토리에 의한 변이라는 점과 경토리 집중

분포지역이 평안도 경기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남 경남보다 충북 경북

에 이 유형이 더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역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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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음변이의 지역별 양상

<지도 3>은 핵음변이의 지역별 분포도이다.

<지도 3> 핵음변이의 지역별 분포도 

<지도 3>에서 보이듯 핵음변이 또한 구성음변이와 같이 주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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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과 남단에서 관찰되는데, 특히 제주도에 집중 분포하는 점이 주목된

다. 제주도에서 관찰된 핵음변이 중 경(오) 유형이 많은데, 오돌또기토리

와 관련된 변이는 이 유형에 집중되어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수심가

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며, 경상도는 모두 메나리토리 관련 유형

이고, 전라도에는 육자배기토리 관련 유형이 가장 많다. 이 또한 각 음조

직의 집중 분포지역과 궤를 같이 한다.

주목되는 것은 경기도와 제주도에 다양한 유형의 핵음변이가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서 북쪽으로는 수심가토리권,

남쪽으로는 육자배기토리권, 동쪽으로는 메나리토리권 등 여러 민요권과

동시에 접해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리

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외따로 떨

어진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핵음변이가 보이는데, 이

사실은 제주도에 외지의 음악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었

음을 반증한다. 민요의 전파 경로와 지역 간 문화교류에 대해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 여러 유형의 변이 중 제주도에 특

히 핵음변이가 많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3) 선율진행변이의 지역별 양상

<지도 4>는 선율진행변이의 지역별 분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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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선율진행변이의 지역별 분포도 

<지도 4>에서 보이듯 선율진행변이 역시 한반도 서남단에 밀집해있

다. 특히 선율진행변이는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

리 간에 많이 일어나므로, 이 음조직들의 집중 분포지역이 맞닿는 황해

도와 경기도의 접경지대 및 영호남 접경지대에서 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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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김새변이의 지역별 양상

<지도 5>는 시김새변이의 지역별 분포도이다.

<지도 5> 시김새변이의 지역별 분포도 

시김새변이는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다른 음조직 사이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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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므로, <지도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두 음조직의 집중 분포지역인

한반도 서남단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상 살펴본 각 변이 유형의 지역별 양상을 <표 14>에서 정리하였

다.395)

평안 황해 강원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계

구 일 1 2 3 6 1 8 8 2 1 4 1 8 3 17 13 22 1 101
전 3 5 2 4 1 1 14 9 10 3 1 53

핵 2 1 3 8 4 4 2 10 1 3 1 7 12 17 75
선 2 4 2 1 5 6 3 15 7 11 2 58
시 1 1 1 5 1 2 4 6 4 1 4 3 5 2 40

계
1 3 8 15 5 27 19 9

8 26
15 28 20 40 30 51

22 327
4 28 55 43 60 81

<표 14> 지역별 변이 유형 양상 

<표 14>에서 가장 많은 변이현상이 관찰되는 지역은 전라도 경상도

(특히 전남과 경남) 및 황해도로, 이 지역들은 모두 한반도 서남쪽에 위

치하고 있다. 한반도의 서남쪽에는 안주평야 박천평야(평안) 연백평야

재령평야(황해) 김포평야 평택평야 예당평야 호남평야 김해평야 등 평야

가 많고, 지대가 비교적 평탄한 편이어서, 지역 간 인적 교류 및 산업적

상업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또 해안지대에

서는 서해안 조기잡이 뱃길을 따라 흑산도 앞바다에서 철산 앞바다까지

뱃사람들의 교류가 지속되어왔다.

한반도 서남쪽에 변이현상이 집중된 것은 이처럼 지역 간 교류에 유리

한 지형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류는 각 지역의 음조직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 있어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각 음조직 권의 접경지

대에서는 변이현상도 더욱 많이 관찰된다.

395) 북쪽→남쪽 순서로 집계하였다. 각 지역에서 첫째 칸은 북도, 둘째 칸은 남도이다. KBS음원

은 평안도와 황해도로만 표기되어있으므로, 이 경우는 셋째 칸에 따로 표시하였다. 자강도는

평북, 남포시는 평남, 해주시는 황남으로 분류하였다. 괄호 안은 소계이다. 구-구성음변이, 일-

구성음변이(곡 일부), 전-구성음변이(곡 전반), 핵-핵음변이, 선-선율진행변이, 시-시김새변이.



- 214 -

반면 한반도 동북쪽에 위치한 함경도나 강원도에서는 접경지대에도 변

이현상이 많지 않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도서지역에서 다수의 변

이가 관찰된 점과 대조적이다. 그것은 동북부에 산간지대가 많고, 특히

백두대간이 세로로 놓여있어, 그러한 지형적 장애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이가 빈번히 발생하는 음조직 간, 지역 간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지도 6>과 같다.

<지도 6> 변이의 지역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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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유형의 분포는 각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음조직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집중 분포지역이 가까운 음조직 간에, 또 공통점이 많은 음조직 간

에 상호 영향이 더욱 용이하므로 전반적으로는 <지도 6>과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된다. 경토리와 수심가토리는 서북쪽을 따라 위아래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는 남쪽에서 동서로 영향을 주고받

는다. 경토리 반경토리 메나리토리는 분포 범위가 넓어서 세 음조직과

관련된 변이현상도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

는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집중 분포지역이 먼 관계

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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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래적 요인

변이에서 갈래적 요인은 지역적 요인에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 특정 갈래에 많이 쓰이는 토리라든가, 특정 갈래에서 공유되는 관용

적 선율형이나 종지구는 변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본항에서는 연구범위 내에서 관찰된 곡들을 농업노동요(농), 어

업노동요(어), 기타노동요(기), 의례요(의), 장례요(장), 유흥요(유), 한탄

요(한), 다용도로 부르는 노래(다)로 분류하여 변이와의 연관성을 고찰하

도록 하겠다.396)

앞서 살펴본 각 변이 유형의 갈래별 양상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어 기 의 장 유 한 다 계
구 42 4 13 1 7 32 1 1 101

전 18 7 6 2 11 9 53
핵 40 2 6 1 6 19 1 75
선 28 2 2 1 7 18 58
시 19 4 2 4 11 40
계 147 19 29 3 26 91 11 1 327

<표 15> 갈래별 변이 유형 양상  

<표 15>에서 가장 많은 변이현상을 보이는 갈래는 농요이다. 한반도

는 농업이 주요 생산수단이며, 작업의 종류나 양에 있어 농업과 관련된

노래가 가장 많다. 따라서 변이현상 또한 농요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

으며, 또 네 가지 유형의 변이가 비교적 고루 관찰되었다.

다음으로는 유흥요에 변이현상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유흥요는 그 종

류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경토리가 많은 특성이 있다. 유흥요에서 변이

현상이 많이 보이는 것은 변이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구성음변이와

396) 이하 ‘농요’, ‘어로요’로 줄여 표기하겠다. 장례요는 의례요의 한 부분이나, 다른 의례요와 달

리 음조직 면에서 전국적 공통점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학자에 따라

한탄요를 유흥요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국민요대전의 분류법에 따라 한
탄요와 유흥요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기타노동요에는 광업 토건 벌채 운수 수공 가사 등에

관련된 노동요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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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음변이가 대부분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기 때문이다. 또 사당패소리

계열과 통속민요 계열의 곡들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전파되는 특성이 있

다. 사당패들은 여러 지역으로 다니며 활동하였으며, 통속민요 또한 공연

양식이 일찍이 개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계열의 곡은 유흥요에 특히 많으며, 농요에도 상당수 수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의 특성은 특정 지역의 음조직이 먼 거리까지 전파되어, 전파된 지

역의 음조직과 상호 영향을 끼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장례요는 의례요 중 장례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로, 그 종류가 농요나

유흥요는 물론이고, 어로요나 기타노동요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인데

도397) 상당히 많은 변이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장례요에는 메나리토

리가 많으나, 장례요에서 관찰된 변이현상에는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가장 많다.398)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수심가토리는 황해도 평안도에 집중 분포하나,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

형은 서해안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그것은 조기잡이 관련 어로

요라는 갈래의 특성이 요인이 된다. 조기잡이 뱃길이 서해안을 따라 이

어지며, 조기잡이배에서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으로 부르는 만선풍장

소리도 그 뱃길을 따라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한탄요는 그 종류나 곡의 수가 농요나 유흥요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음변이(곡 전반)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었는데, 그것은 메나

리토리 제1음 변이형이 나무꾼신세타령 등의 한탄요에 집중되어있기 때

문이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곡들을 요인별로 분류하면 <표 16>과 같다.399)

397) 장례요에는 대도둠소리 장례축원소리 상여소리 무덤가래질소리 무덤다지는소리 곡소리 장례

마치고오는소리 등이 있는 반면, 어로요와 기타노동요는 수십 가지 종류가 있다. <한국민요대

전 자료음반 사이트>에서 ‘분류 검색’으로 들어가면 갈래별로 종류를 검색할 수 있다.

398) 육(메) 유형의 선율진행변이 6곡과 메(수)유형의 시김새변이 1곡 이외에는 모든 곡(19곡)이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다.

399) Ⅲ장에서 다룬 변이 유형별 각 곡의 세부 양상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곡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중복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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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양식, 변주, 관용구 등

구 일 10 10 7 7 34
전 6 6

핵 9 7 10 3 29
선 8 1 3 3 15
시 10 1 11
계 37 19 26 13 95

<표 16> 변이의 요인별 분류 

변이의 요인으로는 지역적 환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음조직적

공통성, 갈래의 특성 순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음조직적

공통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여태까지 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지리적 요인이나 갈래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음조직적 공통성이라든가 악곡 양식, 변주, 관용구 사용 등 음악

내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적 환경과 갈래의 특성이 모두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형은 구성음

변이와 핵음변이이며, 선율진행변이와 시김새변이는 지역적 환경이 주된

요인이다. 음조직적 공통성은 시김새변이 외의 모든 유형에 고루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그 외 특정 악곡의 양식, 특정 악곡의 변주, 특정 갈래의

관용적 선율형 및 특정 지역의 관용적 종지구의 사용 등이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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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의 목적은 토속민요에 나타난 다양한 변이 현상에 대해 좀 더 심

층적인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그 특성을 구명

하여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민요대전, 북녘 땅 우리소리,
한국구연민요, 북한지역의 토속민요, 지리산 자락의 민요Ⅱ에 수

록된 곡들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변이 유형은 그 요소에 따라 구성음변이 핵음변이 선율진행변이 시김

새변이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구성음변이가 가장 많고, 핵음변이가 그

다음으로 많다. 변이를 유형별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음변이는 구성음이 서로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곡 일부

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와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변이’로 나뉜

다. 이웃한 구성음이 장2도 또는 단3도를 이루는 우리음악의 구조에서,

특정 구성음이 반음 변화할 경우 음조직의 성격이 반대로 변하기 쉬우

며, 따라서 변화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양식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구성음이 거의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

토리 간에는 구성음변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탕 음조직의 구성음이 변

이 음조직의 구성음으로 대체될 때, 두 음조직에서 핵음은 가급적 일치

시키고, 그 외의 구성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이 주로 관찰된다. 바탕 음조

직의 아래 핵음이 변화되는 예는 드물다. ‘곡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성음

변이’는 곡의 전반에서 특정 구성음이 변화됨으로써 음조직이 변형된다.

모두 경토리 또는 반경토리와의 결합이며, 이 중 핵음을 일치시키는 유

형은 통속민요에도 수용될 만큼 정형화되어있다.

둘째, 핵음변이는 핵음이 다른 음조직 간의 변이로, 역시 경토리와 관

련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핵음이 Sol do인 음조직은 경토리밖에 없으며,

나머지 음조직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핵음이 공통되기 때문이다. 두 핵

음이 같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 핵음이 도치된 관계인 음조직

간에는 핵음변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핵음



- 220 -

이 대체될 때, 공유되는 핵음이 있을 경우 그 핵음은 고정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동하며, 두 핵음이 병행 이동할 때에는 급격한 도약을 회피하

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아래 핵음만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 선율진행변이는 선율진행의 차이가 뚜렷한 음조직 간의 변이이

다. 따라서 특정음을 생략하는 경향을 가진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서만 관찰된다. 선율진행변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탕 음조직의 구성음과 핵음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로 경토리와 수심가

토리, 또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 간에 일어난다. 바탕 음조직의 선

율진행이 변이 음조직의 선율진행으로 대체될 때, 순차진행 위주의 음조

직에서는 특정 구성음의 생략으로,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에서는 순

차진행으로 나타난다. 선율진행변이로 인하여 핵음이 생략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넷째, 시김새변이는 시김새 특성이 다른 음조직 간에 일어나며, 따라서

시김새 특성이 뚜렷한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와 나머지 음조직 사이에

서만 관찰된다. 바탕 음조직에 변이 음조직의 시김새가 적용되는 방식은,

수심가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위 핵음의 깊은 요성으로, 육자배기토

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음의 깊은 요성 또는 do의 퇴성으로

나타난다.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모두 변이 음조직일 때는 두 핵

음의 깊은 요성으로, 경토리 메나리토리가 변이 음조직일 때는 아래 핵

음의 얕은 요성으로 나타난다. 시김새변이가 독자적으로 일어날 때는 바

탕 음조직의 핵음에 요성이 적용되나, 핵음변이에 동반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날 때는 변이 음조직의 핵음에 요성이 적용된다.

핵음(특히 아래 핵음)은 모든 변이 유형에서 중요시되며, 각 유형의 변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변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경토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5음을 고루 쓰고, 선율진행이 순차 위주이며, 요성이 두드러지

지 않아, 특징이 강한 다른 음조직들을 받아들이기에 용이하므로, 관련된

변이가 가장 많다.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는 음조직의 모든 요소가

다르고, 각각의 특성이 강하며, 집중 분포지역이 먼 이유로 어떠한 변이

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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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현상은 한반도 서남쪽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평야가 많고 지대가

비교적 평탄한 편이어서, 지역 간 인적 산업적 상업적 문화적 교류가 활

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서해의 조기잡이 뱃길을

따라 뱃사람들의 교류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각 음조직 권의

접경지대에서는 변이현상이 더욱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반면 한반도 동

북쪽은 산간지대가 많고, 백두대간이 세로로 놓여있어, 그러한 지형적 장

애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변이현상이

많지 않다.

한반도는 농업이 주요 생산수단이며, 작업의 종류나 양에 있어 농업과

관련된 노래가 가장 많다. 이러한 갈래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농요에서

가장 많은 변이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각 유형의 변이가 고루 관찰되었다.

유흥요에는 경토리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흥요에서 경토리 관련

변이 또한 많이 관찰된다. 또 사당패소리 계열과 통속민요 계열의 곡들

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음조

직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음조직이 상호 영향을 끼치게 하는 요인이 된

다.

어로요 중 조기잡이소리는 서해안 일대에서 공유되어왔으며, 이로 인

해 이 갈래에 쓰이는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은 서해안 일대에서 광범

위하게 관찰된다. 한탄요 중 나무꾼신세타령은 경북에 집중되어있으며,

이 곡에는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이 많다. 장례요에는 메나리토리가

많으나, 장례요에서 관찰된 변이현상에는 경토리와 관련된 유형이 가장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지역적 환경과 갈래의 특성이 모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유형은 구성

음변이와 핵음변이이며, 선율진행변이와 시김새변이는 지역적 환경이 주

된 요인이다. 그 외 음조직적 공통성, 특정 악곡의 양식, 특정 악곡의 변

주, 특정 갈래의 관용적 선율형 및 특정 지역의 관용적 종지구의 사용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 토속민요 음조직에 나타난 변이 현상에 대해 그 유형과 분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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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체계화하였으며, 변이의 요인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연구한 내용은 한국토속민요에서 변이 유형에 관한 큰 틀을 찾는 것이었

으며, 따라서 지역별, 갈래별, 음조직별, 유형별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내적 원리나 의도를 파악하여 구명하는 일이 분석이라 할 때, 고찰

대상이 많을수록, 분석이 정밀할수록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좀 더 많은 대상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시도되기

를 바란다.

본고의 연구결과가 앞으로 토속민요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연구로 이어

지기를 기대하며, 민요뿐 아니라 판소리 정가 무가 범패 등 다른 성악분

야와 기악을 포함한 전통음악전반의 갈래별 연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

다. 끝으로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이 민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감상이나

연주 및 창작에 널리 활용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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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Korean Native Folk Songs

                      Kim Jeong-hee

This study examines interactions in the native folk song tonal system, 

classifies them by type, and defines and systemizes their 

characteristics.  

Such interaction types, according to their components, can be 

classified into  component tone interaction, nuclear tone interaction, 

melody progress interaction, and sigimsae(vibrato and sliding tone) 

interaction. Of these, the component tone interaction makes up the 

largest number, followed by the nuclear tone interaction. The findings 

of the examination of interactions by type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component tone interaction is an interaction in which the 

component tone is varied between different tonal systems, and it is 

classified into ‘a component tone interaction appearing in a part of the 

music’ and into ‘a component tone interaction appearing across the 

music.’ Most such interaction types are related to Gyeongtori, and 

component tone interaction is not established between Menaritori and 

Yukjabaegitori where the component tones are nearly the same. When 

a component tone of the base tonal system is substituted by a 

component tone of the variable tonal system, it is found that, in the 

two tonal systems, the nuclear tone is made to be matched if 

possible, while varying other component tones. It is rare that, the 

lower nuclear tone of the base tonal system changes. ‘The component 

tone interaction appearing across the music’ involves a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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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tone changing across the music, and thus transforming the 

tonal system. All this is a combination with Gyeongtori or 

Ban-Gyeongtori, and of these, the type involving matching the nuclear 

tone is standardized to the extent of being accepted into the popular 

folk songs. 

Second, the nuclear tone interaction is an interaction in which the 

nuclear tone is varied between different tonal systems, and most of 

such interactions are related to Gyeongtori. A nuclear tone interaction 

is not established between Menaritori and Yukjabaegitori where two 

nuclear tones are the same, and between tonal systems where the  

nuclear tones are reversed. If a nuclear tone is shared, that nuclear 

tone is fixed while another moves, and when two nuclear tones move 

together, it generally avoids a sudden jump. It is rare that only lower 

nuclear tones move. 

Third, the melody progress interaction is a interaction between tonal 

systems where the melody progress difference is distinctive. Thus, 

such interaction occurs only between Susimgatori Yukjabaegitori which 

have tendency of omitting particular tones, and other tonal systems. 

To establish a melody progress interaction, component tones and 

nuclear tones of the base tonal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such interaction occurs mainly between Gyeongtori and Susimgatori, or 

between Menaritori and Yukjabaegitori. When the melody progress of 

the base tonal system is substituted by the melody progress of the 

variable tonal system, the order-progress-oriented tonal system omits 

particular component tones; thus, Susimgatori and Yukjabaegitori have 

an order progress. A nuclear tone is not found to be omitted due to a 

melody progress interaction. 

Fourth, the sigimsae interaction occurs between tonal systems with 

different sigimsae characteristics. Thus, such interaction is foun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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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usimgatori Yukjabaegitori with distinctive sigimsae 

characteristics and other tonal systems. The way that sigimsae of the 

variable tonal system is applied to the base tonal system is this:  

When Susimgatori is a variable tonal system, upper nuclear tone 

becomes a deep vibrato, and when Yukjabaegitori is a variable tonal 

system, a deep vibrato of lower nuclear tone or sliding tone of do 

appear. When Susimgatori and Yukjabaegitori are all a variable tonal 

system, a deep vibrato appears in two nuclear tones, and when  

Gyeongtori Menaritori are a variable tonal system, an weak vibrato of 

lower nuclear tone appears. When a sigimsae interaction occurs 

independently, vibrato is applied to the nuclear tone of the base tonal 

system, but when such interaction occurs being accompanied by 

nuclear tone interaction, vibrato is applied to the nuclear tone of the 

variable tonal system.  

The nuclear tone (in particular, lower nuclear tone) is important in all 

interaction types, and each type of interaction also accompanies 

different types of interactions. Susimgatori and Yukjabaegitori have all 

elements of the tonal system different from each other, each 

characteristic is strong, and the concentrated distribution area is far 

distant; thus, no interaction was found. 

Interactions are concentrated in southwestern Korea, because the 

areas with many plains were flat, creating conditions for activating 

regional human, industrial, commercial and cultural exchanges, while  

coastal areas have continued to make exchanges along croaker fishing 

routes in Yellow Sea. In particular, in each tonal system area borders,  

interactions are found to be more concentrated. Meanwhile, 

northeastern Korea, having many mountain areas and Baekdudaegan 

lengthwise, made it difficult to make regional exchanges due to such 

geographical  obstacles; thus this region has not many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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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sed to have agriculture as the major production sector; thus  

there are many songs related to agriculture in terms of types and 

quantity of work. Due to such division characteristics, the most 

interactions were found in farmers' songs, and each type of interaction 

was evenly found.  

Entertainment songs have many Gyeongtori; thus, observed in  

entertainment songs are also many interactions related to Gyeongtori.  

 And Sadangpae tunes and popular folk tunes are spread to a 

considerable distance, suggesting that a particular region's tonal 

system and a far-distant region's tonal system influence each other. 

Of fishing songs, the croaker fishing tunes have been shared in the 

coastal areas in West Sea, and thus, the second tone interaction type 

of Susimgatori used in this category are widely observed in the 

coastal areas of West Sea. Of lamentation songs, the lumberjack song 

is concentr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this tune has a lot 

of the first tone interaction type of Menaritori. Funeral songs has many 

Menaritori, but interactions found in funeral songs have the most types 

related to Gyeongtori, which needs to be further studied. 

The types - which involves regional environment and division 

characteristics as major factors - are the component tone interaction 

and the nuclear tone interaction, and the melody progress interaction 

and sigimsae interaction are influenced mainly by regional 

environments. Besides, other influencing factors include commonality in 

tonal system, the style of particular music, variation of particular 

music, the use of idiomatic melody type of particular division, and the 

use of  idiomatic cadences of particula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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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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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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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城의 勞動謠. 홍성: 洪城文化院, 1994.
      . 坡州民謠論. 파주: 파주시문화원, 1997.
      . 潭陽의 民謠. 담양: 담양문화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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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의 민요. 보성: 보성문화원, 2002.
      . 함평의 민요. 함평: 함평군, 2002.
      . 광양의 민요. 광양: 광양문화원, 2002.
      . 장성의 민요. 장성: 장성문화원, 2002.
      . 영암의 민요. 영암: 영암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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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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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 강릉학산오독떼기. 강릉: 강릉문화원, 2003.
우해인 등 공편저. 민속학술자료총서: 민요 지방 10. 서울: 우리마당 터,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채록)한국 구연민요 자료집. 서울: 민속원, 2004
김영운･김혜정･이윤정 공저. 경기도의 향토민요 상･하.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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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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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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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0217) 평남 음조직적 공통성 종지구

볏단내리는소리
(경기0107) 경기 음조직적 공통성

방구타령(충북0333) 충북 지역적 환경 도입부
(수) 꿩타령(북한0512) 황북 지역적 환경

음조직적 공통성 종지구 위 핵음 일치

(육)
물푸는소리(전남0510) 전남 지역적 환경 고음역 (육)-선 동반

논매고오는소리
-질꼬내기(전남1507) 전남 지역적 환경

관용적 종지구 종지구
아래→위 핵음

(육)-핵･시 동반 
사당패

반(경) 나무베는소리(북한0422) 황북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관용적 선율형

도입부

메

(경)
나무베는소리(북한0420) 황북 갈래의 특성

관용적 선율형 도입부
줄다리기노래

(경남0611, 잦은) 경남 갈래의 특성 메김 (육)-선 동반
유흥요

모심는소리(지리산Ⅱ05) 경남 지역적 환경 도입부 (육)-시 동반

(반･
육)

논매는소리-풍장소리
(전남1101) 전남 갈래의 특성

관용적 종지구 메김
메(육): 위(8vb)

→아래 핵음
(반･육) 복합

사당패

수

(경)

벼베는소리(북한0530) 황남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관용적 선율형

닐리리타령(북한0213) 평남 지역적 환경
갈래의 특성 고음역 위 핵음 일치

유흥요

애원성(임석재0501)
악곡 양식(반주)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종지구 퉁소반주
유흥요

(반) 모심는소리(경기0204) 경기 음조직적 공통성 도입부

(메) 물푸는소리(북한0332) 평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경)-선 동반

아래→위 핵음
위(8vb)→아래 

핵음
물푸는소리(북한0408) 황북 지역적 환경 도입부 (경)-핵 동반

육(경)

논매는소리-방아타령
(전남0202) 전남 갈래의 특성 고음역 do♯

사당패
상여소리(전남0220) 전남 지역적 환경 고음역 do♯
상여소리(전북1018) 전북 지역적 환경 저음역 Fa♯

치마노래(지리산Ⅱ11) 경남 갈래의 특성
관용적 종지구 저음역 Fa♯

오(경) 영변가(제주0415) 제주 갈래의 특성

<부록 표 1> 구성음변이(곡 일부)의 유형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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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변이): 괄호에 넣지 않은 약자는 바탕 음조직, 괄호 안의 약자는 변이 음조직. 경: 경토리, 반:

반경토리, 메: 메나리토리, 수: 수심가토리, 육: 육자배기토리, 복합: 복합변이, 메김: 메기는소리,

(육)-선 복합: 육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를 동시에 보이는 복합변이, (육)-선 동반: 육

자배기토리에 의한 선율진행변이 동반, 아래→위 핵음: 바탕 음조직의 아래 핵음이 변이 음조

직의 위 핵음과 일치함, 위(8ba)→아래 핵음: 바탕 음조직의 위 핵음을 옥타브 내려서 변이 음

조직의 아래 핵음으로 삼음, 사당패: 사당패소리 계열, do♯ Fa♯: 바탕 음조직의 해당음이 반

음 높아지는 현상. 두 핵음 또는 아래 핵음이 일치하는 보편적인 경우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

음.

(파일명) 지역 요인 위치 비고

메나리토리
제1음 변이형

-어산영
(경남0615) 경남 저음역 Mi･Fa 혼용

뒷동산에 할미꽃은
(충북0419) 충북 저음역 최저음 뚜렷

수심가토리 
제5음 변이형

방아찧는소리(절구질)
(북한0242) 평남

음조직적 
공통성

고음역 아래 핵음 일치
제5음 ♭논매는소리-호미소리

(북한0110) 평북

수심가토리 
제2음 변이형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
(북한0230) 평남

저음역 두 핵음 일치
제2음 ♯

물푸는소리(북한0407) 황북
만선풍장소리-봉죽타령

(북한0228)
만선풍장소리-배치기소

리>(충남1110)

<부록 표 2> 구성음변이(곡 전반)의 유형별 양상 

제5음 ♭: 제5음이 반음 낮아짐, 제2음 ♯: 제2음이 반음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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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곡명(파일명) 지역 요인 위치 비고

경

( )

운재소리(강원0202) 강원 음조직적 공통성 메김 핵음 도치 
두 핵음 이동

달두달두밝다(북한0510) 황북 음조직적 공통성 두 핵음 이동
논매는소리-배꽃타령

(전북0405) 전북 갈래의 특성
핵음 도치

두 핵음 이동
사당패 

(메) 은실타령(경남0306) 경남 지역적 환경
음조직적 공통성

핵음 도치 
두 핵음 이동

(수)
상여소리(긴소리)

(경기0202) 경기 지역적 환경 메김
위 핵음 이동
(수)-구･선･시 

동반
제전(북한0319) 평남 악곡 양식

관용적 종지구 종지구 위 핵음 이동

(육)
질꼬내기(전남2001) 전남

지역적 환경
갈래의 특성

관용적 종지구
종지구 두 핵음 이동

 사당패

논매고오는소리
-질꼬내기(전남1507) 전남

지역적 환경
갈래의 특성

관용적 종지구
종지구

두 핵음 이동
(육)-구･시 동반

사당패 

(오)
꼴베는소리(제주0107) 제주 지역적 환경

음조직적 공통성 도입부 두 핵음 이동
논매는소리-배꽃타령

(전북0405) 전북 갈래의 특성 두 핵음 이동
사당패 

반
(경) 운재소리(북한0805) 평북 음조직적 공통성 두 핵음 이동

(오) 논매는소리-면생이
(경기0808) 경기 음조직적 공통성 받음 위 핵음 이동

메

(경)
논매는소리(경기0119) 경기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두 핵음 이동
나무꾼신세타령

(경북1121) 경북 핵음 도치
두 핵음 이동

(수) 태질하는소리(KBS11) 황해 지역적 환경 메김 아래 핵음 이동
(수)-시 동반

(오) 밭매는소리-진사데
(제주0212) 전남 지역적 환경

음조직적 공통성
핵음 도치

아래 핵음 이동

수 (경)
물푸는소리(북한0408) 황북 지역적 환경 위 핵음 이동

(경)-시 동반
굼베타령(임석재0512) 황북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도입부 위 핵음 이동
(경)-구･선 동반

긴난봉가(강원0213) 강원 갈래의 특성
음조직적 공통성 도입부 두 핵음 이동

육(경) 모심는소리(충남0706) 충남 지역적 환경 두 핵음 이동

<부록 표 3> 핵음변이의 유형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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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곡명(파일명) 지역 요인 위치 비고

경
(수)

(긴)(경기0202) 경기 지역적 환경 do 생략
(수)-핵･시 동반

제전(북한0319) 평남 악곡 양식 종지구 do 생략
(수)-핵･시 동반

(육)
모심는소리-상사소리

(전북1110) 전북 지역적 환경
특정 악곡의 변주

종지구
저음역 La 생략

물푸는소리(전남0510) 전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La 생략

메 (육)

모찌는소리/모심는소리
(지리산Ⅱ06) 경남 지역적 환경 고음역 do-Si

논매는소리-상사소리
(전북0216) 전북 지역적 환경

특정 악곡의 변주 저음역 Sol 생략

줄다리기노래(경남0611) 경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do-Si, 
Sol 생략

수 (경)

논매는소리-오호소리
(경기0504) 경기 음조직적 공통성 저음역 Sol 사용

벼드리는소리-나부질소리
(강원0416) 강원 음조직적 공통성 저음역 Sol 사용

물푸는소리(북한0332) 평남 지역적 환경
음조직적 공통성 저음역 Sol 사용

육(메) 상여소리(지리산Ⅱ07) 전남 지역적 환경
갈래의 특성 저음역 Sol 사용

<부록 표 4> 선율진행변이의 유형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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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곡명(파일명) 지역 요인 위치 비고

경

(수) -바디질소리
(경기0112) 경기 지역적 환경 고음역 위 핵음

깊은 요성

(육)

밭매는소리-방애타령
(전남1509) 전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아래 핵음

깊은 요성
논매는소리-꺼끄렁염불

(전북0412) 전북 지역적 환경 저음역
아래 핵음
깊은 요성

(육)-선 동반
논매고오는소리-질꼬내기

(전남1507) 전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핵변 부분 
아래 핵음 
깊은 요성 질꼬내기(전남2001) 전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수･
육)

논매는소리-방개타령
(경기0301) 경기 지역적 환경 두 핵음 

깊은 요성

반 (육) 논매는소리-허령타령
(전남1003) 전남 지역적 환경 저음역 아래 핵음 

깊은 요성

메

(수) 논매는소리-메나리
(경기0805) 경기 지역적 환경 고음역 위 핵음 

깊은 요성

(육) 모심는소리(경북0901) 경북 저음역
아래 핵음 
깊은 요성

(육)-선 동반
모심는소리(지리산Ⅱ05) 경남 지역적 환경 고음역 do 퇴성

수 (경/
메)

긴난봉가(강원0213) 강원 지역적 환경 저음역 아래 핵음 
얕은 요성

만선풍장소리-배치기소리
(충남1110) 충남 갈래의 특성 저음역 아래 핵음 

얕은 요성

<부록 표 5> 시김새변이의 유형별 양상 

경(수 육)-바탕 음조직은 경토리, 변이 음조직은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 수(경/메)ㅡ바탕 음조

직은 수심가토리, 변이 음조직은 경토리 또는 메나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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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일러두기>

① 솔미제이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음에 Si(si)나 Fa(fa)

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대음고보다 상대음정을 중요시

하였다.

② 우연적인 음고나 key의 이동은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보와 분

석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key가 뚜렷한 경계 없이 점차로 높

아지거나 낮아진 경우는 key가 유지되는 것으로 채보하였다.

③ 메기고받는형식이나 유절형식에서 도입부의 선율이 다소 불안정한

경우는 반복되는 선율 중 가장 안정된 부분을 선택하여 채보하였다.

④ 변이 부분은 임시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 한해 조표를 바꾸었다.

⑤ 의도가 불명확한 반음 이내의 음고 변화는 음표머리 위에 ↑↓ 등

으로 다소 높고 낮음을 표시하였다.

⑥ 리듬구조를 잘 드러내기 위해 음절이 분리되더라도 1박 내의 음표

들은 꼬리를 이었으며, 3분박 구조의 곡에서 헤미올라리듬이 쓰이는 경

우는 4분음표 단위로 꼬리를 이었다.

⑦ 받는소리와 메기는소리가 1마디씩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박자 변

화가 빈번할 때는 겹세로줄과 박자표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표기하였다.

⑧ 각 곡의 맨 아랫단에 음조직을 정리하였으며, 음조직 기보에서 양

쪽에 줄이 있는 온음표는 핵음, 흰 음표는 구성음, 검은 음표는 확장된

음역의 음, 꺾쇠표 안의 검은 음표은 구성음 외의 음, 괄호 안의 음표는

생략된 음, 둥근 화살표 아래 검은 음표는 육자배기토리에서 꺾는음의 Si,

굵은 물결선은 깊은 요성, 잔물결선은 얕은 요성, 물결선 위의 ♯은 위로

떤다는 표시, 물결선 위의 ♭은 아래로 떤다는 표시이다.

⑨ 노랫말 채록에서 일자다음식의 경우, 원래 음절에 덧붙여지는 음절

은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⑩ 변이된 부분은 대괄호로 표시하고, 변이가 산발적으로 보이는 경우

변이로 인한 출현음을 원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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