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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흥보가> 중 ‘박타령’은 박을 켜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박타

령’은 메기고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톱질이라는 노동을 하면서 노래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후렴구를 지닌다. 국문학계는 ‘박타령’의 이러

한 특징을 근거로 ‘박타령’이 노동요 톱질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라 밝혔

다. 본고는 <흥보가> ‘박타령’과 노동요 톱질소리의 사설 및 음악적 비

교를 통해 국문학계의 연구를 음악학적으로 살펴보았다.

   ‘박타령’은 토막소리로 녹음된 송만갑, 김정문, 이화중선, 공대일의 소

리와 완창으로 녹음된 박록주, 김연수,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의 것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박타령’과의 비교를 위한 노동요 톱질소리는 육자

배기토리로 부르는 진도 관매도의 ‘톱질이야’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박타령’과 ‘톱질이야’의 사설, 장단 구조, 악조, 후렴 선율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박타령’의 노동요 수용 및 변이양상 다음과 같다. 

   첫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메기고 받는 사설 구조를 수용

하였다. 더불어 메기는 사설은 가창자의 현실과 노동의 정보를 제공하며, 

후렴 사설은 독립 조흥구와 톱질 관련 어휘의 조합이라는 점 역시 ‘톱질이

야’의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흥보가> ‘박타령’은 메기는소리가 확대되어 

극적 긴장을 유발하는 갈등이 삽입되며, 후렴 사설은 톱질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가 자주 출현하는 변이를 보여준다. 

   둘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점점 빨라지는 장단 구조를 수

용하였다. 그러나 ‘톱질이야’는 긴-자진형식인 반면 <흥보가> ‘박타령’은 박

을 타는 순서에 따라 사용하는 장단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장단을 사용

하는 변이를 보여준다. 

   셋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악조 및 출현음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톱질이야’는 육자배기토리 단순형으로 계면조 기본형과 동일하

며, 출현음폭은 한 옥타브이다. <흥보가> ‘박타령’ 역시 이러한 특징이 부분

적으로 나타나지만 대개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으로 삼고, 출현음폭이 두 옥

타브로 확대되는 변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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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반복되는 후렴 선율 구조를 수

용하였다. 그러나 ‘톱질이야’의 후렴 선율은 하나의 대표 선율이 반복되는 

반면, <흥보가> ‘박타령’은 4종의 선율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4종의 

선율형은 유사선율형과 변화형을 만들기 때문에 ‘톱질이야’의 후렴 선율에 

비해 다양한 선율선의 변이를 보여준다.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사설 구조와 음악적 특징을 수용하였

다. 그러나 메기는 사설의 확대와 다양한 장단 배열을 통해 <흥보가> 안에

서 ‘박타령’ 독립성을 구축하였다. 또한, 후렴을 통해 의성어를 강조하여 현

장성을 높이며, 음악적으로 확대 및 변화형을 통해 표현을 다양성을 확보하

였다. 이와 같은 <흥보가> ‘박타령’의 변이 요소는 판소리가 지닌 장르적 

특징인 장면의 극대화를 만들고, 예술음악으로서의 판소리를 이루게 한다. 

                                                         

주요어: 노동요, 판소리, 흥보가, 톱질이야, 박타령, 삽입가요

학  번: 2012-2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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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일명 <박타령>, <놀보가>등으로 불려지는 <흥보가>는 서민들의 재담과 

해학이 많이 담겨 있어 현재 전창되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민속성이 

강한 바탕으로 손꼽힌다.1) <흥보가>에서 박타는 대목은 주인공인 흥보와 

놀보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응보를 받는 부분으로 <흥보가>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은 흥보와 놀보가 박을 탈 때 각각 부르는

데 현재 전창되는 제와 유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흥보와 놀보 모두 각

각 여러 번 박을 탄다. 하나의 박타는 대목은 박을 열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박을 열고 난 후는 박에서 어떤 내용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양

한 장면이 연출되며 나오는 내용물 뒤에 ‘~타령’을 붙인 대목을 노래한다. 

흥보가 박타는 대목을 예로 들면 박을 타서 쌀이 나올 때는 밥타령을 부르

고, 박을 타서 비단이 나올 때는 비단타령을 부른다. 반면, 박을 열기 전은 

대개 톱질하는 장면을 노래하며 이 대목을 특히 ‘박타령’이라 한다. 이 글의 

‘박타령’은 <흥보가>의 박 타는 대목 중 박을 열기 전 대목을 의미한다. 

   박을 열기 전 톱질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박타령’은 톱질이라는 노동

과 함께 한다는 점, 메기고 받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 받는 소리가 민

요의 후렴구와 같이 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점에서 노동요와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흥보가> 중 ‘박타령’과 노동요와의 관련성은 국

문학계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국문학계는 <흥보가>의 ‘박타령’을 일종

의 삽입가요로 분류하고 삽입가요로서의 ‘박타령’을 연구하였다. 삽입가요는 

말 그대로 작품 중간에 끼어있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판

소리의 삽입가요에 대한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삽입가요가 작품 안에

서 다른 부분과의 독립성·단위성을 보여준다는 견해는 공통이다. 

1) 이보형,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서울: 한국브리태니커, 198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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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학계에서 <흥보가> ‘박타령’의 유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유광수

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박타령’의 사설을 바탕으로 그 유래를 남성노동

요로 보았다.2) 이후 김문희3)는 ‘박타령’ 사설과 노동요사설을 직접 비교하

였다. 한국민요집의 톱질요, 이선유 창본의 흥보 첫 번째 ‘박타령’, 오영순 

소장본의 놀보 첫 번째 ‘박타령’을 비교하여 3종의 톱질사설이 “시르렁 톱

질이야. 실근실근 시르렁시르렁 톱질이로구나. 슬근슬근 톱질이야” 등의 공

통된 어구를 반복하며 일정한 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박타령’

의 유래가 노동요일 것이라는 추측의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유진4)

은 더 나아가 판소리에 삽입가요로 등장하는 민요들의 지역을 밝혔다. 그러

나 톱질소리의 경우 일찍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고 보고된 자료가 적어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지방 민요인지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5)고 언급했다. 

   한편, 음악학계에서도 ‘박타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박타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박타는 대목의 일부로서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박타는 대목은 주로 유파와 바디, 창자에 따라 나타나는 음악적 구조 및 특

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채수정6)·이규호7)·문현주8)는 동편제 <흥보

가>를 박록주, 안향련과 같은 개별적 명창을 통해 그 음악적 특징과 전승과

정을 조망하였다. 정보경9)·윤상미10)·김현주11)는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의 

2) “흥보전 작품군의 대부분의 이본에 나오는 톱질소리도 사설과 여음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노동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설의 내용은 <흥보가>에서 창작된 것도 많지만 톱
질소리의 유래는 역시 민요인 남성노동요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유광수, 흥보전연구
, 계명문화사, 1993), 132쪽.

3) 김문희, ｢흥부전 작품군의 삽입가요 연구｣(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4) 이유진, ｢판소리 삽입민요의 존재양상과 차용경로｣(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98쪽.
5) “톱질소리나 가래질소리는 일찍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며 보고된 자료가 극히 적어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판소리 삽입가요 톱질소리와 가래질소리의 원
민요가 어느 지방 민요인지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같은 곳).

6) 채수정, ｢박록주 흥보가의 음악적 특징: 제비노정기와 박타령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1997) 

7) 이규호, ｢박록주 <흥보가>의 성립과 전승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제21집(서울: 판소리
학회, 2006), 165~238쪽. 

8) 문현주, ｢안향련의 <흥보가> 연구｣(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3)
9) 정보경, ｢판소리 <흥보가> 中 ‘박타령’의 선율 분석: 한농선 바디와 박동진 바디를 중심

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2) 
10) 윤상미, ｢흥보가 중 ‘놀보 박타는 대목’ 비교 연구: 김연수ㆍ박동진 창을 중심으로｣(이화

여대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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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제와 서편제 비교를 통해 양자의 음악적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

구들은 대부분 선율과 시김새, 사설붙임을 통해 명창 또는 유파에 따른 박

타는 대목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 김혜정의 연구12)는 ‘박타

령’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김혜정은 민요의 메기고 받

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흥보가> ‘박타령’을 박록주, 강도근, 박봉술, 

오정숙이 부른 것을 대상으로 선율을 비교하여 창자별 특징을 밝히고 후렴 

선율을 구조화하였다. 

   본고는 노동요 톱질소리가 <흥보가> ‘박타령’의 유래이자 <흥보가> 속에

서 일종의 삽입가요 성격을 보여준다는 국문학계의 선행연구를 음악학적으

로 검증하고자 한다.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음악적 특징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요 톱질소리가 <흥보

가> ‘박타령’에서 흡수된 양상을 변이와 수용의 관점을 통해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노동요 톱질소리가 판소리 <흥보가> ‘박타령’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노동요 톱질소리는 토속민요이기 때문에 토리 권역의 영향력 안에 

존재한다. 한국민요 음조직에 대한 선행연구13)에 따르면 한국 민요는 지역 

및 음악적 특징에 따라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노동요 톱질소리는 충청도, 경상도, 전

라도, 제주도 지역의 것이 학계에 보고되었다. 아래 [표 1]은 현재까지 보고

된 각 지역의 톱질소리 사설 및 음원 현황이다. 

11) 김현주, ｢판소리 흥보가 中 ‘박타령’ 비교연구: 박송희(동편제), 김수연(서편제) 唱의 비
교를 중심으로｣(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4) 

12) 김혜정, ｢동편제 흥보가 박타령의 바디별 음악적 구조와 특성｣, 남도민속연구 제20집
(광주: 남도민속학회, 2006), 87~106쪽.

13)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현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28집(한국국악학회, 2000), 1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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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설 음원 토리

경상도 한국민요집14) MBC한국민요대전15) 메나리

제주도

한국민요집16)

MBC한국민요대전17)

북제주군 민요채보 연구18)

MBC한국민요대전19)

제주학아카이브
(www.jst.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jsg.aks.ac.kr)

제주도

전라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jsg.aks.ac.kr) 육자배기

충청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jsg.aks.ac.kr) 메나리

[표 1] 지역별 노동요 톱질소리 현황

   경상도의 톱질소리 사설은 한국민요집에 울진과 안동의 것이 실려 있

고, 음원은 MBC 한국민요대전 원본자료에 1곡이 실려 있다. 경상도의 

톱질소리는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

적 많은 톱질소리가 수집되었다. 한국민요집에 6종, MBC민요대전에 2

종, 북제주군 민요 채보 연구에 2종의 사설이 실려 있어 총 10종의 톱질

소리 사설이 수집되었다. 제주도의 톱질소리 음원자료는 MBC한국민요대

전-제주도편의 부록 CD에 2곡, 제주학아카이브에 2곡, 한국학중앙연구원 

14) 톱질요2(울진), 톱질요3(울진), 톱질요4(안동)(임동권, 한국민요집 제2권, 집문당, 
1974, 113~114쪽) 

15) <영일-0326 통나무 켜는 소리(톱질소리)>(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원본자료, 문화
방송, m.d.)

16) 톱질요1(제주), 톱질요2(제주)(임동권, 한국민요집 제1권, 집문당, 1974, 48~49쪽); 톱
질요1(제주)(임동권, 한국민요집 제2권, 집문당, 1974, 113쪽); 톱질요1(남제주) 톱질요
2(남제주), 톱질요3(남제주)(임동권, 한국민요집 제3권, 집문당, 1974, 102-105쪽) 

17) 낭 끈치는 소리(문화방송, MBC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1, 34~35
쪽); 낭 싸는 소리(문화방송, MBC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1, 
63~64쪽)

18) 조영배, 북제주군 민요 채보 연구(서울: 예솔, 2002), 90~94쪽, 424~425쪽.
19) CD1-03, 조천읍 신촌리 낭 싸는 소리(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문화방송, 1991); 

CD2-02, 조천읍 선흘리 낭 싸는 소리(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문화방송, 1991);  
CD9-12, 애월읍 어음리 낭 끈치는 소리(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문화방송, 1991)
; CD10-05, 애월읍 고성리 낭 끈치는 소리(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문화방송,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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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에 10여 곡이 실려 있다. 제주도의 톱질소리는 제주도토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충청도는 별도로 수집된 톱질소리 사설은 없고 음원자료는 한국

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곡 실려 있다. 충청도의 톱질소리는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전라도 역시 별도로 수집된 톱질소리 사설은 없고 음원자

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실려 있는 1곡뿐이다. 전라도지역의 톱질

소리는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육자배기토리가 불리는 지역은 견해 차이가 있으나 대개 전라도 전체

와 충청도 및 경상도 일부를 포함한다. 육자배기토리는 학자에 따라 ‘호남

소리의 계면조’, ‘남도 계면조’라 한다.20) ‘호남소리의 계면조’, ‘남도 계면

조’라는 명칭은 육자배기토리와 계면조가 음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악계의 <흥보가> 박타는 대목에 관한 선행연구21)의 내

용을 보면 ‘박타령’의 악조를 계면조로 서술한다. 더불어 비록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브리태니커에서 출판된 <흥보가> 음반 해설22) 역시 ‘박타령’의 악

조를 계면조로 설명한다. 판소리 계면조와 관계 깊은 민요 토리는 육자배기

토리이므로 육자배기토리의 노동요 톱질소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실려 있는 전라도지역 톱질

소리를 노동요 톱질소리의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노동요 톱질소리와 비교할 ‘박타령’은 ‘박타령’이라는 제목으로 음반

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흥보가> ‘박타령’은 ‘박타령’ 

부분만 녹음되어 토막소리 형태로 남아있는 음반과 <흥보가> 완창으로 

남아있는 음반이 있다. 토막소리 형태의 ‘박타령’을 남긴 창자는 송만갑, 

김정문, 이화중선, 임방울, 공대일 등이 있다. 토막소리 형태의 ‘박타령’

은 주로 녹음시기가 20세기 전반이며, 대부분 SP음반으로 제작되었다. 

SP음반은 녹음시간이 짧기 때문에 박타는 대목만 수록하거나 박타령만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SP음반 속 토막소리 ‘박타령’은 송만갑, 김정

문, 이화중선, 임방울의 소리가 남아있으나 임방울의 음반은 창극이므로 

20)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20쪽; 한만영, ｢태백산맥 
이동지방의 민요선법｣, 한국전통음악연구(서울: 풍남, 1991), 193쪽.

21)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 박녹주와 박초월의 흥보가를 중심으로(서울: 집문당,  
 2006), 52~53쪽. 

22) 이보형,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한국브리태니커, 1982),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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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음반명
녹음
연도

악보 
유무

송만갑 일츅죠션소리반 K172-B(6107)24) 1913 박승률25)

김정문 Columbia40027 A/B 26) 1927 김혜정27)

송만갑 Columbia40219 /A (21006)28) 1930 김혜정29)

이화중선 Taihei8280 /B30) 1934 이지선31)

김연수 동아방송의 녹음 및 방송32) 1967 ×

박록주 판소리명창 박록주 <흥보가>33) 1967 최난경34)

박초월 박초월 창 <흥보가>35) 1960년대 최난경36)

박봉술 브리태니커 판소리<흥보가>37) 1982 ×

박동진 인간문화재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흥보가>38) 1988 ×

강도근 강도근 창 <흥보가>39) 1992 ×

공대일 KBS-FM시리즈<KBS소장 작고 명인집>40) 미상 ×

[표 2] <흥보가> ‘박타령’ 대상 음반 

제외하겠다.

   현재 전창되는 <흥보가>를 유파별로 살펴보면 박록주, 강도근, 박초월, 

김연수, 박봉술, 박동진의 것이 있다.23) 이들 중 박록주, 박봉술, 강도근, 김

연수는 동편제 계열이며, 박동진과 박초월은 서편제 계열이다. 이들은 각자

의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하며 현재까지 그들의 소리를 전승시켰으며, 모두 

<흥보가> 완창음반을 남겼다. 본고는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한 김연수, 박봉

술, 박록주, 강도근, 박동진, 박초월의 <흥보가> 완창음반 속 ‘박타령’을 연

구대상으로 삼는다. 

   <흥보가> ‘박타령’을 토막소리 및 완창음반에 남긴 창자들은 송만갑, 김

정문, 이화중선, 공대일, 박록주,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으

로 모두 10명이다. 이들이 남긴 음반을 녹음연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3) 최혜진, 판소리 유파의 전승연구(서울: 민속원, 2012), 23쪽.
24) <한국 유성기 음반 복원 시리즈(2) 송만갑 초기녹음>(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 

DGACD-002, 2010)에 복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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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10명의 창자가 각각 녹음한 ‘박타령’이 수록된 총 10개의 음반

을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다만 위의 [표 2]에 나열된 창자 중 송만갑, 

김정문, 이화중선, 박록주, 김연수, 박초월의 경우는 녹음했던 당시의 음반

이 복각되었기 때문에 복각음반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음반은 선행연구의 

축적으로 악보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송만갑, 김정문, 이화중선, 박록주, 

박초월이 부른 ‘박타령’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선행연구의 채보된 악

보를 참고한다.    

   더불어 전체 <흥보가> 중 ‘박타령’은 흥보가 박타는 대목과 놀보가 

박타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박타령’이라 함은 흥보가 

박타는 대목을 지칭하며 따로 박을 타는 주체인 흥보를 밝히지 않는다. 

반면 놀보가 박타는 대목인 경우는 박을 타는 주체인 놀보를 명시한다. 

본고의 ‘박타령’ 역시 관용적으로 의미하는 ‘박타령’인 흥보 박타는 대목의 

‘박타령’으로 한정지어 살펴볼 것이다.  

25) 박승률, ｢송만갑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 공연예술연구 논문선집(1)(한국예술종합학
교 전통예술원, 2000), 339~340쪽.

26) <음반으로 보는 남원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국립민속국악원, SBCD-4719, 2002)에 
복각.

27) 김혜정, 음반으로 보는 남원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국립민속국악원, 2002), 384~387
쪽, 389~390쪽.

28) <음반으로 보는 남원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국립민속국악원, SBCD-4719, 2002)에 
복각.

29) 김혜정, 음반으로 보는 남원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국립민속국악원, 2002), 384~387
쪽, 249~243쪽. 

30) <SP시대의 판소리 여류명창 3>(신나라, SYNCD-068B, 1994)에 복각.
31) 이지선, ｢이화중선의 판소리 음악어법｣, 한국 공연예술연구 논문선집(1)(한국예술종합

학교 전통예술원. 2000), 453~455쪽.
32) <동초 김연수 창 판소리 다섯바탕 흥보가>(신나라, NSC-186, 2007)에 복각.
33) <판소리 명창 박록주 흥보가>(지구레코드, jcds-0435~0436, 1994)에 복각.
34)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 박녹주와 박초월의 흥보가를 중심으로(서울: 집문당, 

2006), 271~274쪽, 281~283쪽.
35) <고 인간문화재 박초월 창 흥보가>(신나라, NSSRCD-001-1*2, 1998)에 복각.
36)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 박녹주와 박초월의 흥보가를 중심으로(집문당, 2006), 

368~371쪽, 378~382쪽.
37) <브리태니커 판소리 흥보가>(브리태니커, Z-DYJ-088, 2000)에 복각.
38) <인간문화재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 흥보가>(예전미디어, SKCD-K-0252, 1988)에 복각.
39) <강도근 창 흥보가>(신나라, SYNCD-027/9, 1990)에 복각. 
40) <21세기 KBS-FM 시리즈34 KBS소장 작고 명인집>(해동미디어, HAEDONG-134, 

1990)에 복각.



8

3. 연구방법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구조와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사설구조, 장단 구조, 악조, 후렴 선율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구조를 조망하기 위해 사설 구

조와 장단 구조를 살펴본다. 사설과 장단의 운용은 악곡 전반에 드러나는 

구조를 보여준다. 각각의 사설 구조와 장단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노동요 톱

질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흥보가> ‘박타령’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더불

어 수용과정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양상은 무엇인지 찾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구체적인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악조 및 출현음폭, 후렴 선율 등을 기준으로 살펴

본다. 

   먼저 육자배기토리로 부르는 노동요 톱질소리의 악조는 육자배기토리에 

대한 선행연구41)에 따라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분류한다. <흥보가> ‘박타령’

의 악조는 계면조이지만 보다 면밀한 악조 분석을 위해 계면조를 세분화한

다. 판소리 계면조는 음계의 확대, 일시적 변조·변청 등의 방법을 사용을 사

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42)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를 차

용하여 계면조를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 변조형으로 분류한다. 

   다음 [표 3]은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악조를 분석하는 

기준을 음계로 제시한 것이다. 악조의 분석은 아래 [표 3]의 악조 분석 기

41) 단순형 육자배기토리와 복합형 육자배기토리에 대한 개념은 이보형이 제시한 것이다. 그
에 따르면, 단순형 육자배기토리는 mi la si do' 구성음이고, 복합형 육자배기토리는 mi 
la si do' re' 또는 mi sol la do' re' 구성음으로 re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보형, ｢육자백이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4집, 1996, 11~30쪽) 반면, 김혜정
은 re'의 출현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하강 선율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re를 단순
형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으로 포함한다.(김혜정, ｢판소리 계면조의 일시적 변조 및 변청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52집, 2012, 40쪽) 본고에서 단순형 육자배기토리 구성음은 김
혜정의 견해에 따라 mi la si^do' re'로 볼 것이다.  

42) “판소리가 계면조 대목에서 구사하는 음계 다양성 확보 방법들을 찾아 유형화하고자 한
다. 여기에는 음계와 관련이 깊은 […] 음계의 확장, 변조, 변청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룬다.”(김혜정, ｢판소리 계면조의 일시적 변조 및 변청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52집, 
2012,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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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배기토리 계면조

단순형 기본형 

복합형

확대형

변청형

․ 4도 위 변청형

․ 5도 위 변청형

변조형

[표 3] 악조 분석 기준

준을 토대로 한 장단 단위에서 나타나는 구성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출현음폭의 분석

은 악곡 전체의 출현음을 조사하여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의 간격

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악에서 출현음은 다양한 표현을 위한 재료가 되

기 때문에 출현음의 음폭이 클수록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현

음폭의 비교는 악곡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메기는소리 부분과 후

렴으로 나누어 출현음폭의 차이를 비교하여 <흥보가> ‘박타령’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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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요 톱질소리의 요소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후렴 선율의 분석은 

반복되는 유사 사설을 노래하는 선율을 기준으로 한다. 국문학계에서 밝힌 

것과 같이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은 반복되는 유사 사설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

가> ‘박타령’의 유사 사설을 노래하는 선율을 후렴 선율로 상정하고, 후렴 

선율을 분석한다.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타령’의 후렴 선율을 비교

하여 사설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이 선율에도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사설 구조, 장단 구조, 악조, 후렴 선율 등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흥보가> ‘박타령’에 흡수된 노동요 톱질소리의 양상을 변이와 수용의 관점

을 통해 알아본다.

 

   위와 같이 사설 및 음악적 분석을 위해 노동요 톱질소리와 <흥보가> ‘박

타령’의 대상 음원을 채록 및 채보하여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채보된 악

보들을 일목요연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중심음(la)이 A음이 되도록 이조하여 

사용한다. 채보된 악보가 없는 일부 <흥보가> 중 ‘박타령’ 및 노동요 톱질

소리는 직접 채보한다. 채보 역시 비교를 위해 중심음(la)이 A음이 되도록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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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는소리 (唱 이남홍) 후렴 (唱 박해선 외)

어야 톱질이야 어야 톱질이야

어기여차 톱질이야 어야 당근다

시리렁 시리렁 어야 톱질이야

톱도 잘모논다 어야 톱질이야

걸리 걸리 어허 톱질이여

힘을 모아 빨리 당거라

잘 땡겨서 어야 톱질이야

이 나무를 어허 찌가버러라

[표 4] ‘톱질이야’ 사설 

II. 노동요 ‘톱질이야’

1. 사설 구조와 내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는 전라도의 노동요 톱질소리 음원은 나승

만, 이경엽, 김혜정이 전라남도 관매리에서 수집한 것이다. 이 음원은 한국

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웹사이트에 ‘톱질이야소리’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 음원을 전라도의 노동요 톱질소리 대신 이하 

‘톱질이야’로 부르고자 한다. 

   ‘톱질이야’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의 박해선씨 댁에서 녹음된 

것이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하며 

육지에서 가려면 육로를 통해서는 갈 수 없고 배편을 이용해서 가야 한다. 

관매도에서 배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톱질이야’는 그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켤 때 부르던 노래이다. 

   녹음된 ‘톱질이야’는 이남홍, 박해선 외 관매도 여러 주민 함께 부른 것

으로 이남홍이 메기는소리를 부르고 박해선을 비롯한 여러 주민이 함께 후

렴을 불렀다. 녹음된 ‘톱질이야’의 사설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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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게 썰어라 톱을 잘봐서

어야 톱질이야 당거보자

부지런히 당거서 어야 톱질이야

빨리 써 어야 톱질이야

배를 모으세 어야 톱질이야

부지런히 당그게 어야 나무들어라

어야 톱질이야 어야 톱질이야

   이남홍이 부른 ‘톱질이야’의 메기는 사설은 대부분 톱질과 관련된 내용

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땡겨서”, “부지런히 당그게” 등과 같이 

톱을 당겨 톱질하기를 재촉하거나 “시리렁 시리렁”과 같이 톱질을 흉내 낸 

의성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메기는 사설은 톱질이라는 노동과 관련

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메기는 사설은 톱질과 관련된 사설의 무의미한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톱질이야’의 메기는 사설을 살펴보면 “이 나무

를”, “곧게 썰어라”, “배를 모으세” 등의 사설이 등장한다. 이것은 톱질의 

대상이 나무이며 나무를 톱질하여 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메기는 사설은 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내포한다. 또한 

메기는 사설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관매도의 환경과 연결 지어 생

각해 보면 당연하리만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메기는 사설은 노동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창자의 

생활과 환경을 반영한다. 

   박해선 외 여러 사람이 부른 ‘톱질이야’의 후렴 사설은 비교적 일정하다. 

후렴은 “어야 찌까버려라”, “어야 나무들어라”, “톱을 잘봐서”와 같은 변형 

사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로 “어야 톱질이야”라는 사설을 반복하거나 이

와 유사한 “어야 당근다”, “당거보자”, “빨리 당거라”와 같은 사설을 반복한

다. 후렴 사설의 구조적인 특징은 노동요에서 자주 등장하는 독립조흥구의 

일종인 “어야”가 선행되고 뒤에 명령형·청유형 어미 또는 감탄어미를 지닌 

톱질 관련 어휘 “톱질이야”, “당근다”, “당거보자” 등이 이어지는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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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톱질이야’의 사설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톱질이야’는 메

기고 받는 구조이며 한명의 창자가 메기는소리를 부르고 여러 창자가 후렴

을 부르는 일대다(一對多)의 형태이다. 사설내용은 전체적으로 톱질이라는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메기는 사설은 노동의 과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창자의 생활과 환경을 반영한다. 후렴 사설

은 “어야 톱질이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설을 반복하여 독립 조흥구 뒤에 

명령형·청유형 어미 또는 감탄어미를 지닌 톱질 관련 어휘가 이어지는 구조

적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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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단 구조

   노동요 ‘톱질이야’는 자진모리장단과 같은 3소박 4박형을 기준으로 한배

를 이룬다. 3소박 4박은 한국의 민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박자

구조로 가장 보편적인 박자구조라 할 수 있다.43) 3소박 4박을 한 장단으로 

설정하면 녹음된 ‘톱질이야’는 20장단에 해당한다. 

   3소박 4박형의 ‘톱질이야’는 보편적인 박자구조이지만 하나의 노래 안에

서 빠르기 변화하는 장단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톱질이야’를 장단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장단부터 10번째 장단까지는 한 장단(4박)을 기준으로 메

기는소리와 후렴을 주고받는다. 반면, 11번째 장단 이후부터 반 장단 단위

(2박)를 기준으로 메기는소리와 후렴을 주고받는다. 11번째 장단 이후부터

는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주고받는 단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11번째 장단부터 주고받는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라도 급격

한 빠르기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첫 번째 장단부터 10번째 장단까지는

=68의 빠르기로 노래하고, 11번째 장단 이후부터는=58의 빠르기로 부

른다. 한배가 조금 느려지는 것은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주고받는 단위가 반

으로 줄어든 것과 함께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처럼 ‘톱질이야’의 11번째 장단은 곡의 빠르기가 변화하는 기점이 된다.

   11번째 장단은 속도의 변화와 더불어 한 장단을 이루는 박의 개수 및 

사설 붙임새가 변화하는 기점이 된다. 먼저 장단을 이루는 박의 개수의 변

화부터 보겠다. 첫 번째 장단부터 10번째 장단까지의 메기는소리와 받는소

리는 3소박 4박형이지만 메기는소리는 균일하지 않은 박의 개수로 이루어

져 있다. 메기는소리에 해당하는 3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장단을 보면 

각각 3번째 장단은 8소박, 5번째 장단은 6소박, 7번째 장단은 8소박, 9번째 

장단은 8소박으로 균일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후렴은 비교적 균일한 박의 수로 부른다. 2번째, 4번째, 6번째, 8번째 장

단은 모두 동일한 12소박이다. 그러나 균일한 박의 수로 부르는 후렴조차도 

10번째 장단은 9소박으로 부른다. 9소박으로 부르는 10번째 장단은 속도가 

43) 김혜정, 민요의 채보와 해석(민속원, 2013), 139쪽.



15

메김/ 

후렴

장

단

사설 붙임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메 1 어 야 톱 질 이 야

후 2 어 야 톱 질 이 야

메 3 어 기 여 차 톱 질이 야

후 4 어 야 당 근 다

메 5 시리 렁 시리 렁

후 6 어 야 톱 질 이 야

메 7 톱 도 잘모 는 다

후 8 어 야 톱 질 이 야

메 9 걸 리 걸 리

후 10 어 허 톱 질 이 야

메/후 11 힘 을 모 아 빨 리 당 거 라

메/후 12 잘 땡 겨 서 어 야 톱 질이 야

- 후략 -

[악보 1] ‘톱질이야’의 장단 구조와 사설 붙임새 

빨라지는 다음 11번째 장단과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메기고 받는 단위가 반 장단씩으로 축소되는 11번째 장단 이후부

터는 3소박 4박형이 모두 균일하게 12소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톱

질이야’는 11번째 장단이 속도 변화의 기점이 되는 동시에 한배가 균일해지

는 기점이 되는 것이다. 다음 [악보 1]은 ‘톱질이야’의 장단 구조와 사설 붙

임새를 나타낸 것으로 11번째 장단을 기점으로 박의 개수가 균일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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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사설 붙임새의 변화를 보겠다. [악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번째~10번째 장단의 사설 붙임새는 2소박 단위와 3소박 단위가 함께 등장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장단의 전반부는 3소박 2박의 사설 붙임새이

고, 두 번째 장단은 2소박 3박의 붙임새이다. 네 번째 장단 전반부는 2소박

3박의 붙임새이고 후반부는 3소박 2박 붙임새이다. 빠르기의 변화가 일어나

기 이전의 사설 붙임새는 이처럼 2소박 단위와 3소박 단위가 함께 등장한

다.

   그러나 빠르기의 변화가 시작되는 11번째 장단부터는 규칙적으로 3소박 

붙임새만 등장한다. 예를 들어 12번째 장단의 사설은 “잘 땡겨서 어야 톱질

이야”이다. 이 사설을 어절로 구분하면 “잘/땡겨서/어야/톱질이야” 이며 음

절로 구분하면 각각의 어절은 1~4음절로 볼 수 있다. [악보 1]의 12번째 

장단의 붙임새를 보면 다양한 음절의 사설이 모두 3소박 붙임새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톱질이야’는 11번째 장단이 속도가 빨라지는 기점이 되

는 동시에 붙임새가 3소박으로 통일되는 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톱질이야’의 장단 구조를 살펴보았다. ‘톱질이야’는 3소박 4박

형의 가장 보편적인 박자구조를 보여주지만 빠르기의 변화가 등장하는 특징

이 있다. 빠르기의 변화는 11번째 장단부터 시작되는데, 메기는소리와 후렴

의 주고받는 단위가 한 장단에서 반 장단으로 줄어든다. 이 변화는 한 장단

을 이루는 박의 개수가 균일해지고, 사설의 붙임새가 3소박으로 통일되는 

변화를 동반한다. 더불어 빠르기의 변화는 사설이 촘촘해지고 한배가 느려

지는 특징 또한 수반하는데 이것은 여느 긴-자진형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이다. 그러나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주고받는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단

위가 절반으로 축소되므로 10번째 장단까지는 긴소리, 11번째 장단 이후부

터는 자진소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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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조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도의 민요인 ‘톱질이야’는 육자배기토리로 

부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요에서 나타나는 육자배기토리는 단순형과 복

합형이 있다고 하였다.44) 이를 바탕으로 육자배기토리로 부르는 ‘톱질이야’

의 악조는 단순형과 복합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악보 2]는 ‘톱질이야’를 채보한 악보의 일부이다. [악보 2]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는 메기는소리와 후렴을 3소박 4박자한 장단씩 주고받

는 부분인 첫 번째 장단~10번째 장단의 일부이다.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는 속도가 빨라져서 메기는소리와 후렴을 반 장단씩 주고받는 부분인 

11번째 장단 이후의 일부이다. 

[악보 2] ‘톱질이야’의 9번째 ~ 12번째 장단 선율 악보 

 

   ‘톱질이야’의 일부를 채보한 [악보 2]에 등장하는 출현음을 낮은 순서대

로 나열하면 mi la si do' re' mi' 로 한 옥타브 안의 음들이 출현한다. 메기

는소리의 음역은 mi에서 mi'까지이며 la, si^do', do', mi'의 출현빈도가 높

다. 후렴의 음역은 mi에서 re'까지이며 mi, la, si^do'의 출현빈도가 월등히 

높다. 메기는소리에서 주로 등장하는 음은 do와 mi는 주로 메기는소리에서 

출현한다. 후렴은 mi 또는 la로 종지하지만 대부분 la로 종지한다. 선법적 

주음은 la이다. si는 등장할 때 마다 do'와 함께 출현하고 있어 꺾는 음인 

do'^si 의 모습을 보여준다. ‘톱질이야’의 메기는소리와 후렴 모두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44) 김혜정, 판소리 음악론(민속원, 2006),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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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톱질이야’의 출현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과 

같다.  

[악보 3] ‘톱질이야’의 음계 및 시김새 

   ‘톱질이야’의 음계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육자배기토리의 단순형, 복합

형과 비교하면 ‘톱질이야’는 육자배기토리 단순형에 해당한다. 육자배기토리 

복합형은 ‘톱질이야’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4. 후렴 선율

   앞서 살펴 본 ‘톱질이야’ 후렴 사설은 “어야 톱질이야”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사설이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사설의 형태와 같이 ‘톱질이야’의 

후렴 선율 역시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악보 4]는 ‘톱질이야’의 후렴 선율만 취합한 것이다. 2, 4, 6, 8, 

10번째 장단까지는 메기고 받는 단위가 한 장단(3소박 4박)인 긴소리 부분

이고, 11~20번째 장단 후반부는 메기고 받는 단위가 반 장단(3소박 2박)으

로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빨라진 자진소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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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톱질이야’ 후렴 선율 

   후렴의 출현음은 악조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mi la si^do' re'이다. 그러

나 re'는 [악보 4]의 다섯 번째 마디에서 알 수 있듯이 do'와 do'사이에 짧

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후렴의 주된 출현음은 mi la si^do'로 볼 수 있다. 

말하듯이 부르는 13번째 장단 후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후렴 선율은 종지음 

또는 반종지음에 따라 크게 3가지 선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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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종지음 선율형 출현회수

mi mi-la-mi 또는 do'^si-la-mi 4회

la la-mi-la 또는 (la)-mi-la 8회

do'^si do'-do'^Si 1회

[표 5] ‘톱질이야’의 후렴 선율형 

   ‘톱질이야’의 종지선율형은 종지음이 mi인 선율형, 종지음이 la인 선율

형, 종지음이 do'^si인 선율형 3종이다. 이 중 la로 종지하는 선율형의 출현

회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la로 종지하는 선율형은 la-mi-la 또는 

la가 생략된 mi-la이다. ‘톱질이야’ 후렴의 절반 이상이 la-mi-la 선율형으

로 종지하기 때문에 3종의 후렴 선율 중에서도 la-mi-la 선율형이 대표성

을 지닌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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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년도 창자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

20

세기

전반

송만갑 ◯ × ×

김정문 ◯ ◯ ×

송만갑 ◯ × ×

이화중선 ◯ × ×

미상 공대일 ◯ × ×

20

세기

후반

박녹주 ◯ ◯ ◯

김연수 ◯ ◯ ◯

박초월 ◯ ◯ ×

박봉술 ◯ ◯ ◯

박동진 ◯ ◯ ◯

강도근 ◯ ◯ ◯

[표 6] 창자별 <흥보가> 중 ‘박타령’ 개수 

III. <흥보가> ‘박타령’

1. 사설 구조와 내용

   <흥보가> ‘박타령’의 음반은 녹음연도에 따라 크게 20세기 전반과 후반

으로 나눌 수 있다. 20세기 전반은 주로 SP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녹음 시

간의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녹음된 ‘박타령’은 주로 토막소

리로 남아있으며 첫 번째 ‘박타령’이 대표적이다. 반면, 20세기 후반은 창자

에 따라 세 번째 ‘박타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흥보

가> 완창의 일부로서 ‘박타령’이 남아있다. 

   창자별 음원으로 남긴 <흥보가> ‘박타령’의 개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1917년 녹음된 송만갑의 첫 번째 ‘박타령’부터 1992년 녹음된 

강도근의 ‘박타령’까지 나열하였다. 다만 공대일은 녹음년도가 미상이고, 

CD로 제작되었으나 첫 번째 ‘박타령’만이 토막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20

세기 전반 창자들과 함께 나열하였다.



22

   <흥보가> ‘박타령’을 가장 먼저 음반으로 취입한 창자는 송만갑으로 첫 

번째 ‘박타령’을 1917년에 녹음하였다. 이후 1927년 김정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박타령’을 녹음하였고, 1930년에 송만갑이 1917년과는 다른 첫 번째 

‘박타령’을 녹음하였다. 1934년에는 여류명창인 이화중선이 첫 번째 ‘박타

령’을 녹음하였다. 이와 더불어 녹음연도는 미상이지만 공대일이 첫 번째 

‘박타령’을 토막소리로 녹음한 음원이 남아있다. 

   녹음연도가 20세기 후반인 창자들은 완창 <흥보가> 음반에서 발췌한 

‘박타령’이다. 1967년에 녹음한 박록주와 김연수의 <흥보가> 완창 음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타령’이 수록되었고 1960년대 말에 녹음한 박

초월의 <흥보가> 완창 음반에 첫 번째, 두 번째 ‘박타령’이 실려 있다. 

1982년에 녹음한 박봉술의 <흥보가> 완창 음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째 ‘박타령’이 실려 있으며 1922년에 녹음한 강도근의 <흥보가> 완창 음반

에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타령’이 실려 있다. 

   <흥보가> ‘박타령’을 음반으로 남긴 창자들의 소리를 채록하여 ‘박타령’

의 순서대로 첫 번째 ‘박타령’, 두 번째 ‘박타령’, 세 번째 ‘박타령’의 사설구

조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한다. 

1) 첫 번째 ‘박타령’ 사설

   첫 번째 ‘박타령’은 선행연구45)에서 밝힌 바와 같이 후렴과 메기는소리

로 구성된다. 하나의 후렴은 하나의 메기는소리와 짝을 이룬다. 첫 번째 ‘박

타령’의 메기는소리는 창자에 따라 개수의 차이가 있다. 김정문, 박록주, 박

초월, 박봉술, 공대일은 3회 등장하며 송만갑, 이화중선, 박동진, 강도근이 4

회 등장한다. 후렴은 메기는소리 보다 한 번 더 부르기 때문에 4~5회 등장

한다. 창자에 따른 메기는소리를 주제별로 나열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45) 김혜정, ｢동편제 흥보가의 바디별 음악적 구조와 특성｣, 남도민속연구 제20집(남도민
속학회, 2010), 8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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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

메기는소리

여보게 

마누라
가난이야 밥한통 작은자식 굶던 일 강상의

송만갑 ◯ ◯ ◯

김정문 ◯ ◯ ◯

송만갑 ◯ ◯ ◯ ◯

이화중선 ◯ ◯ ◯ ◯

공대일 ◯ ◯ ◯

박록주 ◯ ◯ ◯

김연수 ◯ ◯ ◯ ◯

박초월 ◯ ◯ ◯

박봉술 ◯ ◯ ◯

박동진 ◯ ◯ ◯ ◯

강도근 ◯ ◯ ◯ ◯

[표 7] 창자별 첫 번째 ‘박타령’ 메기는소리 사설 

   다른 창자들과 달리 김연수는 첫 번째 ‘박타령’을 진양조장단과 중모리

장단으로 부른다. 메기는소리는 진양조장단으로 부를 때 4번, 중모리장단으

로 부를 때 4번 등장하여, 모두 8번 등장한다.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부분

은 신재효 본의 사설을 차용하고 김연수가 작창하여 넣은 부분으로 내용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중국 고사(故事)이다. 신재효 본의 사설은 다른 창자들

의 소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김연수만 부르고 있어 김연수가 손수 작창한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 

   10명의 창자가 부른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에는 “가난이야”·“여

보게 마누라”·“밥한통”·“작은자식”·“강상의”·“굶던일” 등의 주제가 등장한다. 

“가난이야”는 말 그대로 가난한 현재 상태를 원망하는 내용이고, “여보게 

마누라”는 흥보가 마누라에게 후렴소리를 부탁하지만 흥보 마누라는 소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흥보와 흥보마누라가 

처한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그들의 현실, 생활을 노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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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작은자식”은 자식들에게 박을 타서 박 속을 먹으면 굶어 죽는 

상황은 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고, “밥한통”은 박을 타면 밥이 나와 

한번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굶던 일”은 송만갑

의 것에만 등장하는 소리로 박을 타서 먹으면 굶는 일은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작은자식”, “밥한통”, “굶던일”은 톱으로 박을 켜서 배고픔을 면

하고 싶다는 것으로 노동과 노동의 대상, 노동의 최종목표가 들어있다. 

   한편 “강상의”는 타고 있는 박에 대한 기대를 노래한 내용으로 “가난이

야”·“여보게 마누라”·“밥한통”·“작은자식”·“굶던일” 등의 신세한탄을 노래하

는 메기는 사설과 차이를 보여준다. 두 번째,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

리 사설을 살펴 볼 때 더 거론하겠으나 “강상의”는 그 내용이 톱질하고 있

는 박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창자에 따라 박을 타는 순서에 관계없이 

메기는소리를 가감할 때 자주 사용된다.

   다음 [표 8]은 10명의 창자들이 부른 메기는 사설을 주제별로 구분

하여 그 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 사설은 내용

에 따라 가난한 신세한탄과 기타로 나누어진다. 메기는 사설의 빈도를 

살펴보면 유파에 관계없이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 사설은 가난한 신

세한탄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세 한탄 기타

여보게

마누라
가난이야 밥한통 작은자식 굶던일 강상의 총계

10 9 8 7 1 3 38

[표 8] 첫 번째 ‘박타령’ 메기는소리의 내용 구성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는 모두 진양조장단이이다. 내용은 가난한 

신세한탄이 주이다. 이것은 작중 인물이 처한 현실과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다. <흥보가>의 실제 가창자는 소리꾼이지만 <흥보가> 안에서 ‘박타령’을 

부르는 사람은 흥보와 흥보마누라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

소리는 “여보게 마누라”와 “가난이야”에서 작중 화자들의 현실과 환경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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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한편 “작은자식”과 “밥한통”에서는 톱으로 박을 켜서 배고픔을 면하

고 싶다는 노동의 목표까지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은 10명의 창자 모두 유사한 어구를 반복한

다. 후렴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나열하면 “시르렁(시리렁), 실근(실건, 슬근), 

시르르르르(시르르르르릉), 당겨주소(댕기어라, 당그여라), 톱질이야(톱질이

로구나), 에이여루(어여루)” 등이 있다. 이 중 “시르렁(시리렁), 실근(실건, 

슬근), 시르르르르(시르르르르릉)” 등은 톱으로 박을 켜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에이여루(어여루)”는 노동요에서 흔히 등장하는 일종의 독립 

조흥구이다. “당겨주소(댕기어라, 당그여라)”, “톱질이야(톱질이로구나)”는 

모두 톱질과 관련된 어휘로 명령형·청유형어미 또는 감탄어미형이다. 모든 

창자는 의성어,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의 조합으로 후렴 사설을 만들

어낸다.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

첫 번째

‘박타령’

후렴

에이여루

어여루

톱질이야

톱질이로구나

당기여라·댕기여라· 

당그여라

당겨주소·댕겨주소

시르르르르르

시르르르르릉

실근·슬근·실건

시리렁·시르렁

[표 9] 첫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 

   첫 번째 ‘박타령’의 모두 후렴으로 시작하며 그 중에서도 의성어로 시작

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후렴 사설 중 “에이여루 당겨주소 (당그

여라, 댕기여라)” 또는 “에이여루 톱질이야(톱질이로구나)”가 가장 빈번하다. 

독립 조흥구와 톱질과 관련된 어휘의 조합이 가장 빈번한 것이다. 명령형·

청유형 어미 또는 감탄형어미인 톱질관련 어휘는 후렴마다 등장하여 후렴의 

단락감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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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박타령’ 사설

   두 번째 ‘박타령’을 음반으로 남긴 창자는 김정문, 박록주, 김연수, 박초

월,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으로 모두 7명이다. 두 번째 ‘박타령’ 사설 역시 

첫 번째 ‘박타령’과 마찬가지로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구성된다. 서로 주고

받는 소리를 한다는 점은 첫 번째 ‘박타령’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 ‘박타령’

은 첫 번째 ‘박타령’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두 번째 ‘박타령’의 특징은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갈등이 하나의 이야기

를 이룬다. 창자에 따라 사설 길이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하나의 메기는

소리가 길어지며 갈등을 형성한다. 흥보는 첫 번째 박에서 좋은 것이 나왔

기 때문에 두 번째 박에서도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형인 놀부에게 가져다

주고 싶다는 내용의 메기는소리를 하고 이것은 흥보마누라와의 갈등을 유발

한다. 그러나 흥보가 형제우애라는 유교적 덕목을 내세우며 흥보마누라를 

교화시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하나의 메기는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후렴의 등장 회수는 첫 번째 ‘박타령’에 비해 적다.

 

창자
메기는소리

갈등 밥타령 좋을씨구 은금보화 강상의

김정문 ◯

박록주 ◯

김연수 ◯ ◯ ◯ ◯

박초월 ◯ ◯ ◯

박봉술 ◯

박동진 ◯ ◯

강도근 ◯ ◯ ◯ ◯

[표 10] 창자별 두 번째 ‘박타령’ 메기는소리 사설 

   두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 사설은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갈등이 주를 이

루며 창자에 따라 “밥타령”, “좋을씨구”, “은금보화”, “강상의” 등의 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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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추가되기도 한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 또는 갈등이 해소된 후에 부

르는 메기는소리로 비교적 긍정적이고 흥겨운 내용이다. 더불어 “강상의”의 

경우는 첫 번째 ‘박타령’에 이어 두 번째 ‘박타령’에도 등장한다. “강상의”는 

메기는소리의 가감을 위한 주요 레파토리인 것이다. 

   두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은 유사한 어구를 반복한다. 후렴에 등장하는 

어휘는 첫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에 등장하는 어휘와 동일하다. 후렴 사설

에 등장하는 어휘를 분류하면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로 나눌 

수 있다.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

두 번째

‘박타령’

후렴

에이여루

(어여루)

톱질이야

(톱질이로구나)

당기여라(당겨주소)

시르르르르

실근(슬근, 실건)

시리렁(시르렁)

[표 11] 두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

   독립 조흥구와 톱질과 관련된 어휘의 조합이 우세했던 첫 번째 ‘박타령’

에 비해 두 번째 ‘박타령’의 후렴 사설은 의성어와 톱질 관련 어휘 조합이 

가장 빈번하다. 명령형·청유형 어미 또는 감탄형어미인 톱질 관련 어휘는 

후렴마다 등장하여 후렴의 단락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박타령’과 첫 번째 ‘박타령’의 후렴과의 차이는 빈번하게 등장

하는 후렴 사설뿐 아니라 규칙성에서도 나타난다. 두 번째 ‘박타령’의 후렴

은 반복되는 회수가 적다. 또한 10명의 창자 모두 첫 번째 ‘박타령’을 후렴 

사설 중 의성어로 시작하였던 것과 달리, 두 번째 ‘박타령’부터는 이미 첫 

번째 박을 타고 난 다음이니만큼 그 시작이 동일하지 않다. 그 결과 첫 번

째 ‘박타령’에 비해 메기고 받는 구조가 덜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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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박타령’ 사설

   세 번째 ‘박타령’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박타령’과 마찬가지로 메기는

소리와 후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박타령’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박타령’보다 전체적인 길이가 짧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박

타령’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된 후이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

의 메기는소리를 부른다.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 내용을 창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자
메기는소리

김제만경 강상의 밥타령 부부타령

박록주 ◯

김연수 ◯

박봉술 ◯ ◯

박동진 ◯

강도근 ◯ ◯

[표 12] 창자별 세 번째 ‘박타령’ 메기는소리 사설  

   박록주, 박봉술, 강도근의 메기는소리로 등장하는 “강상의”·“밥타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박타령’에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강상의”는 첫 번째 

‘박타령’에서 송만갑, 이화중선, 박동진이 두 번째 ‘박타령’에서 김연수, 박초

월, 강도근이 세 번째 ‘박타령’에서 박봉술이 불렀다. 유파와  박을 타는 순

서에 관계없이 “강상의”는 메기는소리를 가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레파토리

인 것이다. “밥타령” 역시 두 번째 ‘박타령’에서 김연수, 박동진이 불렀으며 

세 번째 ‘박타령’에서 강도근이 불렀다. “박타령” 역시 “강상의” 만큼은 아

니지만 메기는소리를 가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레파토리이다.

   메기는소리에서 “강상의”와 “밥타령”을 제외하면 “김제만경”과 “부부타

령”이 남는다. 김연수와 박동진은 “부부타령”을 부르는데 그 내용은 부부간

의 정에 대한 것이다. “부부타령”의 사설은 신재효 본의 <박타령>에 수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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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반면 박록주, 박봉술, 강도근은 “김제만경”을 노래한다. “김제만경”은 땅

을 사서 더욱 부자가 되고 싶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박을 탄 이후 집과 땅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전개로 볼 때 메기는소리로 “부부타령”에 비해 

“김제만경”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박타령’과 비교

하였을 때 그 회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박을 타는 순서에 관계없이 메

기는소리를 가감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강상의”와 “밥타령”을 제외하

면 “김제만경”과 “부부타령” 뿐이다.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가 줄어

든 것은 <흥보가> 속에서 흥보가 박을 타는 전체 장면을 마무리 짓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박타령’ 후렴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박타령’ 후렴과 동일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박타령’에 비해 사용 어휘가 

줄어들었다. 세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에 등장하는 어휘를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로 분류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

세 번째

‘박타령’

후렴

어여루
톱질이야

당거주소

시리렁(시르렁)

실근(슬근)

[표 13] 세 번째 ‘박타령’ 후렴 사설 

   후렴 사설은 두 번째 ‘박타령’의 후렴 사설과 유사하게 의성어와 톱질 

관련 어휘 조합이 가장 빈번하다. 명령형·청유형 어미 또는 감탄형 어미인 

톱질 관련 어휘는 후렴마다 등장하여 후렴의 단락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상으로 <흥보가> ‘박타령’의 사설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설구조

는 모두 메기고 받는 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번째 ‘박타령’은 하나의 

메기는소리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며 갈등을 야기하여 메기고 받는 구조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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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뜨린다. 또한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박타령’

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이것은 박타는 순서가 짜임새를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첫 번째 ‘박타령’은 메기고 받는 명확한 구조이고 두 번째 ‘박타령’은 

그 구조를 극적 갈등을 통해 무너뜨리며 세 번째 ‘박타령’은 다시 규칙적으

로 메기고 받는 구조로 <흥보가>에서의 박타는 장면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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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단 구조

   <흥보가>의 ‘박타령’은 앞서 사설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번 등장한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흥보가>를 녹음한 창자들은 <흥보가>를 완창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번~3번의 ‘박타령’을 부른다. 각각의 ‘박타령’은 순서에 

따라 다른 장단 구성으로 부른다. 창자에 따라 장단 구성의 차이가 나타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녹음

년도
창자 첫째 박 둘째 박 셋째 박

20

세기

전반

송만갑 진양조 × ×

김정문 진양조 진양조 ×

송만갑 진양조 × ×

이화중선 진양조 × ×

미상 공대일 진양조+휘모리 × ×

20

세기

후반

박녹주 진양조+휘모리 진양조+휘모리 중모리+휘모리

김연수
진양조+(중모리)

+휘모리

중모리+(진양조)

+휘모리
중중모리+휘모리

박초월 진양조+휘모리
중중모리+(진양조)

+중중모리+휘모리
×

박봉술 진양조+휘모리 진양조+휘모리 중모리+휘모리

박동진 진양조+휘모리 진양조+휘모리 중모리+휘모리

강도근 진양조+휘모리
진양조+(중모리)+

중중모리+휘모리
중모리+휘모리

[표 14] 창자별 <흥보가> 중 ‘박타령’ 개수 및 장단 구조 

   녹음시간의 제약이 있는 SP로 녹음한 20세기 전반의 창자 송만갑, 김정

문, 이화중선은 첫 번째 ‘박타령’을 모두 진양조장단으로 부른다. 토막소리

로 남아있는 공대일의 첫 번째 ‘박타령’ 역시 진양조장단으로 부른다. 다만 

20세기 전반에 녹음한 창자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진양조장단 뒤에 휘모리



32

장단을 덧붙여 부른다는 점이다. 첫 번째 ‘박타령’을 진양조장단 뒤에 휘모

리장단을 덧붙여 부르는 예는 20세기 후반에 녹음한 창자들에게 모두 나타

나는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대일의 첫 번째 ‘박타령’은 비록 토막소리로 남

아있지만 녹음연도가 20세기 후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녹음한 창자 모두 첫 번째 ‘박타령’은 진양조장단으로 부

르고 뒤에 휘모리장단을 덧붙인다. 김연수만이 다른 창자들과 달리 진양조

장단과 휘모리장단 사이에 중모리장단 부분을 삽입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첫 번째 ‘박타령’ 사설 구조와 내용에 살펴보았듯이 신재효 본<박타령>에서 

차용한 사설이다.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이 대목은 그 사설의 출처가 신재

효 본이고, 장단 및 선율은 김연수가 작창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에 녹음한 창자 중 김정문만이 두 번째 ‘박타령’을 음반으로 

남겼다. 두 번째 ‘박타령’ 역시 첫 번째 ‘박타령’과 마찬가지로 진양조장단으

로 부른다. 그러나 김정문이 부른 두 번째 ‘박타령’은 김정문바디 <흥보가> 

전승자인 박록주, 강도근의 것과 비교하면 뒷부분이 끊어진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김정문의 두 번째 ‘박타령’의 장단 구조는 진양조장단 뒤에 다른 

장단을 덧붙여 불렀는지, 아니면 진양조장단으로만 불렀는지 알기 어렵다. 

   20세기 후반에 녹음한 창자들이 부른 두 번째 ‘박타령’의 장단 구조는 

첫 번째 ‘박타령’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박록주, 박봉술, 박동진은 진양조장

단 뒤에 휘모리장단을 덧붙여 부르는 장단 구조가 첫 번째 ‘박타령’과 동일

하다. 반면 김연수, 박초월, 강도근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

단, 휘모리장단 등 3종류 이상의 장단으로 구성하여 두 번째 ‘박타령’을 부

른다. 김연수는 중모리장단, 진양조장단, 휘모리장단의 조합으로 노래한다. 

   두 번째 ‘박타령’은 앞서 사설에서 살펴보았듯이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번째 ‘박타령’을 3종 이상의 장단으로 부르는 창

자는 김연수, 박초월, 강도근이다. 이들은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갈등이 메기

는소리의 확대를 넘어서 하나의 대목으로 독립시켜 부른다. 이 때문에 다른 

창자들의 장단 구성보다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김연수가 부르

는 두 번째 ‘박타령’ 중 진양조장단, 박초월이 부르는 두 번째 ‘박타령’ 중 

진양조장단, 강도근이 부르는 두 번째 ‘박타령’ 중 중모리장단은 흥보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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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마누라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하나의 대목으로 독립한 것으로 메기는소리

와 후렴이 없다. 이 때문에 [표 14]에 이 부분을 괄호로 구분한 것이다. 이 

부분은 후렴이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박타

령’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20세기 후반에 녹음한 창자들이 부른 두 번째 ‘박타령’의 장단 구조를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갈등이 하나의 독립된 부분을 제외한 후 살펴보면 진

양조장단 혹은 중모리장단 또는 중중모리장단 뒤에 휘모리장단을 덧붙여 부

르거나 진양조장단을 시작으로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을 차례로 모습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박타령’은 20세기 전반에 녹음한 창자들의 것에서는 찾을 수 

없다. 20세기 후반에 녹음한 창자들은 대부분 세 번째 ‘박타령’을 중모리장

단 뒤에 휘모리장단을 덧붙여 부른다. 박초월은 세 번째 ‘박타령’이 없으며, 

김연수는 중중모리장단 뒤에 휘모리장단을 덧붙여 부르고 있어 박록주, 박

봉술, 박동진, 강도근과 장단 구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상으로 <흥보가> ‘박타령’의 장단 구성을 살펴보았다. ‘박타령’의 장단 

구성은 크게 녹음연도에 따라 20세기 전반에 녹음된 것과 20세기 후반에 

녹음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에 녹음된 ‘박타령’은 첫 번째 

‘박타령’이 주로 남아 있으며 장단은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20세

기 후반에 녹음된 첫 번째 ‘박타령’이 진양조장단 뒤에 휘모리장단을 덧붙

이는 양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20세기 후반에 녹음된 ‘박타령’은 <흥보가> 완창 안에서 창자에 따라 

2~3번의 ‘박타령’을 부르며 박을 타는 순서에 따라 장단이 변화하였다. 20

세기 후반에 녹음된 ‘박타령’의 장단 변화를 박을 타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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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박타령’ 두 번째 ‘박타령’ 세 번째 ‘박타령’

박녹주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

진양조
+휘모리

→

진양조
+휘모리

→

중모리
+휘모리

박초월
진양조

+휘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

김연수
진양조

+중모리·휘모리
중모리

+중중모리·휘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표 15] 창자별 <흥보가> ‘박타령’ 장단 구조

   20세기 후반에 녹음된 전체 ‘박타령’의 장단 구조는 박을 세 번 타는 경

우는 진양조장단→진양조장단→중모리장단의 흐름을 보여주고 박을 두 번 

타는 경우는 진양조장단→중중모리장단의 흐름을 보여준다. 전체 ‘박타령’의 

장단은 점점 빨라지는 형태인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박타령’을 가

장 빠른 장단으로 부르는 구조는 <흥보가>에서의 박타는 장면을 마무리 짓

는 동시에 여러 번에 걸쳐 부르는 각각의 ‘박타령’간의 짜임새를 높이는 역

할을 한다. 또한 각각의 ‘박타령’ 안에서도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

리장단 등 느린 장단으로 시작하여 휘모리장단으로 끝나는 공통점을 보여준

다. 전체 ‘박타령’의 장단 구조뿐 아니라 각각의 ‘박타령’ 역시 점점 빨라지

는 장단의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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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송만갑 송만갑 1

김정문 김정문 1·2

이화중선 이화중선 1

공대일 공대일 1

박녹주 박녹주 1·2 박녹주 3

김연수 김연수 1 김연수 1·2 김연수 3

박초월 박초월 1 박초월 2

박봉술 박봉술 1·2 박봉술 3

박동진 박동진 1·2 박동진 3

강도근 강도근 1·2 강도근 3 강도근 2

[표 16] 장단별 ‘박타령’ 연구 대상  

3. 장단별 출현음 및 악조

   이번 장에서는 <흥보가> ‘박타령’을 구성하는 장단을 기준으로 메기는소

리와 후렴의 장단 수 및 악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흥보가> ‘박타령’을 부

를 때 사용하는 장단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등이 있다. 이 중 휘모리장단은 선율이 있다기보다 톱질소리를 흉내 낸 의

성어를 읊조리는 형태로 대상에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흥보가> ‘박타령’

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10명의 창자가 부른 ‘박타령’ 중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15대

목,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6대목,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

령’ 3대목이다. 다음 [표 16]은 10명의 창자가 부른 ‘박타령’을 장단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해당 장단으로 부르는 창자들의 ‘박타령’을 이름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름 옆의 1은 첫 번째 ‘박타령’을 의미하고 2는 두 번째 

‘박타령’을 의미하고 3은 세 번째 ‘박타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김정문 

1·2”는 김정문이 부른 첫 번째 ‘박타령’과 두 번째 ‘박타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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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 및 악조

1917
송만갑 1

메김 22장단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후렴 18장단        mi     la si do' re'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4도), 변조형

1927
김정문 1

메김 18장단 Si do mi fa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14장단           mi       la si do' re'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4도), 변조형

1927
김정문 2

메김 11장단 mi sol la si do' re' mi' sol'

악조 기본형, 확대형

1930 메김 23장단 do re mi sol la si do' re' mi' sol' 

[표 17] 창자별 진양조장단 ‘박타령’ 장단 수 및 악조 

   악조의 분석은 ‘박타령’의 출현음계를 나열하여 악조를 파악한 후 계면

조인 경우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면조의 기본형, 확장형, 변청형, 

변조형으로 구분할 것이다.

1) 진양조장단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15대목을 녹음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오

래된 것부터 나열하면 1917년 녹음된 송만갑의 첫 번째 ‘박타령’, 1927년 

녹음된 김정문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령’, 1930년 녹음된 송만갑의 첫 번

째 ‘박타령’, 1934년 녹음된 이화중선의 첫 번째 ‘박타령’, 1941년 녹음된 

임방울의 첫 번째 ‘박타령’, 1967년 녹음된 박록주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

령’, 1967년 녹음된 김연수의 첫 번째 ‘박타령’ 일부, 1960년대 말 녹음으로 

추정되는 박초월의 첫 번째 ‘박타령’, 1982년 녹음된 박봉술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령’, 1988년 녹음된 박동진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령’, 1992년 

녹음된 강도근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령’, 녹음년대가 미상인 공대일의 첫 

번째 ‘박타령’과 같다. 

   다음 [표 17]은 10명의 창자가 진양조장단으로 부른 ‘박타령’의 악조 및 

‘박타령’의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장단 수와 출현음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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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갑 1
후렴 13장단        do re mi sol la si do' re' mi'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4도), 변조형

1934
이화중선 1

메김 23장단 mi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15장단       re mi sol la si do' re' mi'

후렴 기본형, 확대형, 변조형

미상
공대일 1

메김 16장단         mi la si do' re' mi'    sol'

후렴 16장단 mi la si do' re' mi' fa' sol'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1967
박녹주 1

메김 20장단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후렴 12장단     do mi sol la si do' re'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5도), 변조형

1967
박녹주 2

메김 20장단 Si mi fa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8장단      Si mi    sol la si do' re'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5도), 변조형

1967년
김연수 1 

메김 20장단   Si do re mi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8장단 Si do re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la'

후렴 기본형, 확대형, 변조형

1960년대
박초월 1

메김 19장단 Si do mi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14장            mi sol la si do' re' mi'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1982
박봉술 1

메김 17장단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la'

후렴 11장단        mi    la si do' re' mi'    sol'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5도)

1982
박봉술 2

메김 30장단 La Si do re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la'

후렴 2장단             mi     la si do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5도), 변조형

1988
박동진 1

메김 26장단 La Si do re mi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17장단   La Si do    mi sol la si do' re' mi'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5도), 변조형

1988
박동진 2

메김 41장단 La Si do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la'

후렴 13장단   La Si do mi sol la si do' re' mi'    sol'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4도), 변조형

1992
강도근 1

메김 25장단       mi sol la si do' re' mi'    sol' la'

후렴 15장단 mi sol la si do' re' mi' fa' sol'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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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강도근 2

메김 16장단 mi la si do' re' mi' fa' sol' la'

후렴 5장단 mi la si do' re' mi' fa' sol' la'

악조 기본형, 확대형

   창자별로 첫 번째 ‘박타령’의 장단 수를 보면 1917년 녹음된 송만갑의 

첫 번째 ‘박타령’은 전체 진양조 40장단으로 메기는소리는 22장단, 후렴은 

18장단 구성이다. 1917년 이후 녹음된 김정문, 이화중선, 박록주,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 역시 후렴 보다 메기는소리의 장단 수가 많

은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공대일의 경우는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장단 수가 

동일하다.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장단 수 대비는 두 번째 ‘박타령’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두 번째 ‘박타령’을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김정문, 박록주, 박봉

술, 박동진, 강도근의 총 장단 수와 후렴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정문은 

총 11장단 중 후렴이 없고, 박록주는 총 20장단 중 후렴이 8장단이며, 박봉

술은 총 32장단 중 후렴이 단 2장단이다. 박동진은 총 61장단 중 후렴이 

13장단이고, 강도근은 총 21장단 중 후렴이 5장단이다. 이처럼 두 번째 ‘박

타령’에서 메기는소리 장단 수와 후렴 장단 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

유는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갈등이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여 메기는소리 사

설이 극단적으로 길어진 것과 관계 깊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출현음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메기는소리의 출현음 안에 후렴의 출현음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자에 따라 출현음역의 차이를 보이지만 메기는소리는 

대체로 mi~sol'을 기준으로 mi보다 아래 음은 La까지 확대되고, sol'보다 위 

음은 la'까지 확대된다. 음역이 가장 좁은 경우는 mi~sol' 단10도 정도의 음

정이고, 음역이 가장 넓은 경우는 La~la'로 두 옥타브이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나누어 각각

의 장단 수와 출현음을 비교하면 메기는소리가 후렴에 비해 길이와 음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자별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는 계면조이다. 계면조는 

육자배기토리와 다른 악조와 결합되어 음계가 확대된 계면조의 확대형,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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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5도위로 청이 변화하는 변청형, 계면조에서 주로 우조로 변화하는 

변조형으로 구분된다. 계면조의 확대형은 육자배기토리에서 아래, 위로 음역

이 확대되고 우조 또는 또 다른 계면조가 결합한 형태이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주로 우조가 결합된 형태이다. 변청형은 4도 위 변청형과 

5도 위 변청형 두 종류가 있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15대목은 계면조의 확대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변청형, 변조형, 육자배기토리와 동일한 기본형은 등장회수

가 적은 편이다. 변조형은 주로 우조로 변조하는 양상으로 등장한다. 더불

어 변청형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한 대목에서 1종만 등장한다. 즉, 한 대목

의 ‘박타령’ 안에서 4도위 변청형과 5도위 변청형이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 유형을 살펴보면 박록주의 첫 

번째 ‘박타령’, 김정문의 두 번째 ‘박타령’, 강도근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

령’, 공대일의 첫 번째 ‘박타령’은 계면조의 기본형과 확대형이 주를 이룬다. 

그 외의 송만갑의 첫 번째 ‘박타령’, 김정문의 첫 번째 ‘박타령’, 이화중선의 

첫 번째 ‘박타령’, 박록주의 두 번째 ‘박타령’, 김연수의 첫 번째 ‘박타령’, 

박봉술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령’, 박동진의 첫 번째·두 번째 ‘박타령’은 

계면조의 확대형을 근간으로 하여 기본형, 변청형, 변조형이 등장한다. 

   이상으로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출현음 및 악조를 알아보았

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는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으로 기

본형, 변청형, 변조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

로 나누어 비교하면 메기는소리가 후렴에 비해 길이와 출현음폭이 확대된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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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갑 

이화중선

공대일

김연수

[악보 5]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의 음폭 확대 

   한편, 후렴에 출현하는 음이 메기는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 후렴

의 음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일부 등장하여 주목된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

는 ‘박타령’은 대부분 메기는소리의 음폭이 후렴의 음폭보다 넓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후렴의 음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를 [표 17]에서 굵은 글씨

로 표시하였다. 

   후렴의 음폭 확대는 1930년에 녹음한 송만갑 첫 번째 ‘박타령’ 후렴의 

la', 이화중선의 첫 번째 ‘박타령’ 후렴의 re', 박록주의 첫 번째 ‘박타령’ 후

렴의 do, 김연수 첫 번째 '박타령' 후렴의 fa', 강도근 첫 번째 ‘박타령’ fa', 

공대일 첫 번째 ‘박타령’ 후렴의 fa', la' 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악보 

5]는 창자별 후렴의 음폭확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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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의 음폭확대가 나타나는 송만갑, 이화중선, 공대일, 김연수의 ‘박타

령’을 살펴보면 후렴의 음폭 확대는 주로 의성어 사설에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후렴의 음폭 확대는 송만갑의 경우 “시르르르르릉”, 이화중

선의 경우 “시리렁”, 공대일과 김연수의 경우 “시르르르르”를 노래하는 부

분이다. 이를 통해 후렴의 음폭 확대는 의성어 사설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메기는소리와 비교하여 후렴의 음폭이 확대된 경우는 의성어 사

설과 관계 깊다. 후렴 출현 음폭의 변화는 후렴의 선율 밀접한 관계를 가지

며 후렴 선율의 변화형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2) 중모리장단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6대목을 녹음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오

래된 것부터 나열하면 1967년 녹음된 박록주의 세 번째 ‘박타령’, 같은 해 

녹음된 김연수의 첫 번째 ‘박타령’과 두 번째 ‘박타령’, 1982년 녹음된 박봉

술의 세 번째 ‘박타령’, 1988년 녹음된 박동진의 세 번째 ‘박타령’, 1992년 

녹음된 강도근의 세 번째 ‘박타령’의 순서이다. 

   다음 [표 18]은 5명의 창자가 중모리장단으로 부른 ‘박타령’의 악조 및 

‘박타령’의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장단 수와 출현음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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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 및 악조

1967

박녹주 3

메김 6장단 do mi sol la si do' re' mi'

후렴 4장단               mi sol la si do'    mi'

악조 확대형

1967

김연수 1

메김 12장단 mi sol la si do' re' mi' sol'

후렴 6장단                  la si do' re'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조형

1967

김연수 2

메김 17장단 re mi sol la si do' re' mi' sol'

후렴 5장단            mi     la si do' re'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조형

1982

박봉술 3

메김 8장단 mi sol la si do' re' mi' sol'

후렴 4장단           mi     la   do' re'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변조형

1988

박동진 3

메김 17장단 do mi sol la si do' re' mi' sol'

후렴 7장단       Si do mi    la si do' re' mi' 

악조 확대형

1992

강도근 3

메김 10장단 mi la si do' re' mi' sol' la' si'

후렴 4장단          mi la si do' re' mi' sol' la' 

악조 확대형, 변청형(5도)

[표 18] 창자별 중모리장단 ‘박타령’ 장단 수 및 악조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나누어 각각

의 장단 수를 비교하면 메기는소리의 장단 수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1967년 녹음된 박록주의 첫 번째 ‘박타령’은 전체 중모리 10장단으로 메기

는소리는 6장단, 후렴은 4장단 구성이다. 1967년 이후 녹음된 김연수, 박봉

술, 박동진, 강도근 역시 후렴 보다 메기는소리의 장단 수가 많다. 메기는소

리의 길이를 후렴에 비해 길게 부르는 것은 진양조장단 ‘박타령’에서도 나

타나는 양상이다.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는 계면조이다. 이를 기본형, 확

대형, 변청형, 변조형으로 구분하면 박록주가 부른 세 번째 ‘박타령’, 박동진

이 부른 세 번째 ‘박타령’은 확대형으로 부른다. 반면 김연수가 부른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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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두 번째 ‘박타령’, 박봉술이 부른 세 번째 ‘박타령’은 확대형을 근간으로 

하여 창자에 따라 기본형, 변조형, 변청형이 다르게 등장한다. 중모리장단의 

‘박타령’은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으로 창자에 따라 기본형, 변조형, 변청형

의 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창자별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출현음폭을 비교하면 진양조장단

으로 부르는 ‘박타령’과 유사하게 메기는소리 음폭 안에 후렴 음폭이 포함

된다. 창자에 따라 출현음역의 차이를 보이지만 메기는소리는 대체로 

mi~mi'를 기준으로 아래 음은 do까지 확대되고 위 음은 si'까지 확대된다. 

가장 좁은 음역은 mi~sol' 단10도의 음정이며 가장 넓은 음역은 Si~sol' 단 

13도이다. 

   이상으로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출현음 및 악조를 알아보았

다.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는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으로 창

자에 따라 기본형, 변청형, 변조형이 드물게 나타났다. ‘박타령’을 메기는소

리와 후렴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메기는소리는 후렴에 비해 길이와 출현음폭

이 확대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역시 후렴의 음폭확대가 등장 한

다. 1988년 박동진이 부른 세 번째 ‘박타령’은 메기는소리에 비해 Si 음이 

더 등장한다. 박동진의 세 번째 ‘박타령’ 중 Si 음이 등장하는 부분은 한 곳

으로 악보는 다음 [악보 6]과 같다.

 

박동진

[악보 6] 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의 음폭 확대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경우 확대된 후렴음이 주로 의성어 

사설을 노래할 때 등장하였으며 여러 창자들의 노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에서는 확대된 후렴음이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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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박동진 뿐이다. 그는 다른 창자들에 비해 아래 음으로 확대된 음역으

로 노래하며 음역대가 넓은 편이다.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확대

된 음폭은 창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3) 중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3대목을 녹음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나열하면 1967년 녹음된 김연수의 세 번째 ‘박타령’, 1960년대 녹음된 박초

월의 두 번째 ‘박타령’, 1992년 녹음된 강도근의 두 번째 ‘박타령’ 순서이

다.

   다음 [표 19]는 5명의 창자가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른 ‘박타령’의 악조 

및 ‘박타령’의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장단 수와 출현음을 비교한 것이다. 

출현음 및 악조

1967

김연수 3

메김 19장단             mi    la si do' re' mi' sol'

후렴 7장단             mi sol la   do'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1960년대

박초월 2

메김 9장단 mi la si do' re' mi' la'

후렴 12장단             mi la si do'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1992

강도근 2

메김 11장단 mi la si do' re' mi' la'

후렴 8장단             mi la si do'     mi'

악조 기본형, 확대형

[표 19] 창자별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장단 수 및 악조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나누어 각

각의 장단 수를 비교하면 메기는소리의 장단 수가 후렴에 비해 길다. 1960

년대 녹음된 박초월의 두 번째 ‘박타령’을 제외한 김연수의 세 번째 ‘박타

령’과 강도근의 세 번째 ‘박타령’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

타령’과 같이 후렴의 장단 수보다 메기는소리의 장단 수가 많다. 다만 1960

년대 녹음된 박초월의 두 번째 ‘박타령’은 전체 중중모리 26장단 중 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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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장단 수의

관계
메기는소리>후렴 메기는소리>후렴 메기는소리>후렴

음폭의 관계
메기는소리>후렴

메기는소리>후렴 메기는소리>후렴
메기는소리<후렴

출현음역 단10도~2옥타브 단10도~단13도 단10도~완전11도

악조
계면조 확대형

+기본형, 변청형, 변조형

계면조 확대형

+기본형

[표 20] 장단에 따른 ‘박타령’ 악조 및 음폭

소리는 9장단, 후렴은 12장단의 구성을 보여주어 후렴의 장단 수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역시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으로 부

르는 ‘박타령’과 같이 계면조로 부른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으로 하여 기본형이 등장하는데, 계면조 기본형은 후

렴에서만 등장한다. 

   다음으로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나누어 각각의 출현음폭을 비교하면 메기는소리의 출현음폭이 더 넓게 나타

난다. 메기는소리의 음역은 창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mi~sol' 단 10도 또

는 mi~la' 완전 11도의 음정이다.

    이상으로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출현음 및 악조를 알아

보았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는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

으로 창자에 따라 기본형이 드물게 나타났다.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

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메기는소리는 후렴에 비해 길이와 출현음폭이 확대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을 메기는소

리와 후렴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단 수 관계, 음폭관계 및 악조를 비교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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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모두 메기는

소리와 후렴의 장단 수를 비교하면 메기는소리가 길다. 또한 메기는소리의 

음폭 역시 후렴에 비해 넓은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박타령’은 후렴에 

비해 메기는소리의 길이와 음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양조장단의 경우 후렴의 음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등장한다. 이것은 의성

어 사설을 노래하는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출현 음폭

은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이 가장 넓다. 장단이 빨라지면서 출현 

음폭은 점점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악조는 모두 계면조 확대형을 근간

으로 이루어진다. 진양조장단과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대개 계

면조 확대형을 근간으로 창자에 따라 계면조의 기본형, 변청형, 변조형을 

가감한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계면조의 확대형을 근간으로 

기본형을 가감하여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악조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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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렴 선율 

1) 진양조장단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15대목 전체를 대상으로 후렴 선율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후렴 선율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진양조 2장

단을 하나의 단위로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후렴 선율을 비교하

였다. 유사한 선율끼리 묶은 후 A, B, C, D와 같은 임의의 기호를 부여하

고 유사정도에 따라 기호 옆에 A' 와 같이 작은따옴표를 넣어 표시하였다. 

이외에 소문자 a, b, c, d 기호는 진양조 1장단의 선율형을 나타낸 것이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후렴에서 등장하는 선율형을 임의의 

기호로 정리하면 A B C D선율로 나타낼 수 있다. A선율형의 특징은 내드

름에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창자는 모두 A선율형으로 ‘박타령’을 

시작하는데 의성어인 “시르르르르” 또는 “시리렁”을 노래하며 선율선은 위

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양을 보여준다. 

   B선율형의 특징은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에서 가장 많이 등장

한다는 것이다. B선율형은 감탄어인 “에이여루(어여루)”와 단락감을 주는 

톱질 관련 어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감탄어와 톱질 관련 어휘는 각각 진

양조 한 장단으로 구성된다. B선율형은 D선율형과 더불어 마지막 후렴으로 

사용된다.

   C선율형의 특징은 후렴에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선율

형은 항상 다른 선율형 특히, D선율형과 결합하여 하나의 후렴을 이룬다. 

C선율형의 사설은 의성어로만 이루어져있으며 다른 선율에 비해 선율선이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창자마다 자신의 기교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사용되며 녹음 시기가 늦을수록 선율선이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부분

이다. 

   D선율형의 특징은 C선율형과 자주 결합한다는 점이다. D선율형은 B선

율형과 더불어 마지막 후렴으로 사용된다. A B D선율의 끝은 모두 “톱질이

야”, “당그여라 톱질이야”, “톱질이로구나”, “당거주소”와 같은 톱질 관련 

어휘를 노래한다. 선율은 사설과 더불어서 종지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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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A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B

                                                                변화형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C

1917년 송만갑

1967년 박록주

1988년 박동진

[악보 7]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A B C D 

   선율의 변형은 의성어를 부르는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특히 B선율형은 

원래의 형태에 의성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임새처럼 의성어 사설인 “시

르르르르”를 넣는 예가 종종 보인다. 아래 [악보 7]은 진양조장단 ‘박타령’

의 후렴 선율 A B C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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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1 A+B

후렴2 B'+d'

후렴3 B'

[악보 8] 1930년 송만갑 첫 번째 ‘박타령’ 후렴 선율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D 

 

   앞에서 살펴본 선율 A B C D를 1930년 녹음된 송만갑의 첫 번째 ‘박

타령’에 적용해보겠다. 송만갑이 1930년에 녹음한 첫 번째 ‘박타령’은 후렴

이 모두 5번 등장한다. 다음 [악보 8]은 후렴 선율만 모아놓은 것이다. 후렴

1은 4장단, 후렴2는 3장단, 후렴3은 2장단, 후렴4는 2장단, 후렴5는 2장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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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4 B'

후렴5 B

   후렴1은 선율A와 B의 조합으로 선율A로 내드름을 한다. 후렴2는 B'와 

d'의 조합이다. 선율 B'를 후렴5의 B와 비교하면 의성어 사설인 “시르르르

르”를 노래하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렴3, 후렴4 역시 

선율 B'로 부른다. 종지감을 주는 선율과 톱질 관련 어휘로 끝을 낸 이후 

“시르르르르”를 넣는 것은 후렴2, 3, 4의 경우 뒤에 메기는소리가 더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뒤에 메기는소리가 없는 후렴5는 원래의 형태대로 

노래한다. 송만갑의 첫 번째 ‘박타령’ 후렴을 구조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후렴1 후렴2 후렴3 후렴4 후렴5

A+B B'+d' B' B' B

[표 21] 1930년 송만갑의 첫 번째 ‘박타령’ 후렴 선율 구조 

   송만갑의 예와 같이 다른 창자의 ‘박타령’ 후렴 역시 선율 A B C D의 

조합으로 그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창자별 진양조장단 ‘박타령’의 후렴 구

조는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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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1 후렴2 후렴3 후렴4 후렴5

1917 송만갑 1 A+B B+d' B+C+d' B+C+D

1927 김정문 1 A B+A' C+D B+D'

1930 송만갑 1 A+B B'+d' B' B' B

1932 이화중선 1 A+B D B+D B+a' B

미상 공대일 1 A+B B+A C+D B+D'

1967 박록주 1 A+B B B C+D

1967 김연수 1 A+B B a'+d''+D B'+C'+D' B

1960년대 박초월 1 A+B B d''+C+D+d'

1982 박봉술 1 A+B B' B' c+D

1988 박동진 1 A+B C+D B c+D C+D

1992 강도근 1 A+B' B'+d B' d C+D

1967 박록주 2 A+B C+D

1982 박봉술 2 A'

1988 박동진 2 A+B B+C+D

1992 강도근 2 A+B'+d

[표 22] 창자별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구조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중 첫 번째 ‘박타령’의 후렴은 박초월을 

제외하면 4~5번의 회수를 보여주는 반면 두 번째 ‘박타령’의 후렴은 1~2번

의 회수를 보여주어 첫 번째 ‘박타령’에서 후렴의 구조가 잘 드러난다. 박봉

술이 부른 두 번째 ‘박타령’의 후렴1은 후렴 사설인 “당기어라 톱질이야” 

이지만 앞과 뒤의 맥락 상 메기는소리의 연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워두었

다. 

   창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후렴 선율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은 주로 A선

율형으로 시작하고 B 또는 D선율형으로 전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B선

율형은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선율이다. 

C선율형은 후렴에서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선율과 함께 등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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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A

                             내드름                             곡 중간

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B

[악보 9] 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A B C D

2) 중모리장단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6대목으로 박록주가 부른 세 번째 ‘박

타령’, 김연수가 부른 첫 번째와 두 번째 ‘박타령’, 박봉술이 부른 세 번째 

‘박타령’, 박동진이 부른 세 번째 ‘박타령’, 강도근이 부른 세 번째 ‘박타령’

이다.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A B C D선율형을 기준으로 중모리장단으

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을 구조화 하였다. 다만 진양조장단은 한 단위를 2

장단으로 설정한 반면 중모리장단은 한 장단 단위로 기호를 붙였다. 

   진양조장단에서 내드름을 담당했던 A선율형은 중모리장단에서도 내드름

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내드름보다는 곡의 중간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

다. 진양조장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B선율형은 중모리장단에서 그 비중이 

작아진다. 

   노래하는 사설이 의성어로만 이루어진 C선율형은 진양조장단에서와 같

이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선율과 결합된 형태로 등장한다. C선율형은 

진양조장단에서 창자의 기교를 보여주며 녹음시기가 늦을수록 선율선이 화

려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모리장단의 C선율형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

여준다. 

   D선율형은 진양조장단에서는 주로 마지막 후렴에서 종종 등장하였으나 

중모리장단에서는 산발적으로 등장한다. D선율형은 C선율형과 마찬가지로 

녹음시기가 늦을수록 선율선이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녹음시기에 따

른 선율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C선율형 D선율형은 주로 의성어를 노래하는 

후렴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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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1 후렴2 후렴3 후렴4 후렴5

1967 박록주 3 A+C+D A

1982 박봉술 3 A+B A A''

1967 김연수 1 A+B B B B B

1967 김연수 2 B a+b+A C+B

1988 박동진 3 A'+B B'' B+C+D+B

1992 강도근 3 D' D' D'

[표 23] 창자별 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구조

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C

 1967년 박록주

 1988년 박동진

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D

 1967년 박록주

 1988년 박동진

 1992년 강도근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후렴에서 등장하는 A B C D선율의 

조합으로 창자별 중모리장단 ‘박타령’의 후렴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 [표 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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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A

[악보 10]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A B C D

   중모리장단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박타령’을 부르는 창자는 김연수 한

명 뿐이다. 김연수를 제외한 박록주,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은 중모리장단

으로 세 번째 ‘박타령’을 부르며 후렴은 2~3번 등장한다. 창자마다 주로 사

용하는 선율형은 차이가 있으나 선율형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은 공통적이

다.

3) 중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박초월이 부른 두 번째 ‘박타령’, 김

연수가 부른 세 번째 ‘박타령’, 강도근이 부른 두 번째 ‘박타령’이 있다. 이

들을 대상으로 앞의 진양조장단과 중모리장단의 ‘박타령’ 후렴 A B C D를 

기준으로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을 구조화하였다. 중중모리

장단은 중모리장단과 같이 한 장단을 단위로 기호를 붙였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의 A선율형은 진양조장단, 중모

리장단의 경우와 달리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김연수가 부른 세 번째 ‘박타

령’에만 등장하여 출현빈도가 거의 없다. B선율형은 D선율형과 사설만 다를 

뿐 선율이 매우 유사하다. B선율형 즉, D선율형은 C선율형과 더불어 중중

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성어로만 부르는 C선율형은 선율선에 따라 C1 과 C2 로 나누어진다. 

동일한 사설인 “실근 실근”을 부르지만 선율형은 다르다. 이 중 C2는 확대

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확대형은 한 장단인 C2를 두 장단으로 늘인 것이

다. D선율형은 B선율형과 선율선이 유사하며 후렴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

한다.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에 등장하는 선율 A B C D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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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B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C1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C2

                               기본형

                                         

     ↓              반복                                       확장형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D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B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의 후렴 선율 A B C D를 조합하여 

창자별 중중모리장단 ‘박타령’의 후렴을 구조화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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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 선율 A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악보 11] 장단별 ‘박타령’ 후렴 선율 A B C D 비교

후렴1 후렴2 후렴3 후렴4 후렴5

1960년대 
박초월 2

C1+C2+D C2확대 C1+C2+D
C2확대+

C2+B(=D)

1967 김연수 3 A+B(=D) B(=D) B(=D) B(=D) B(=D)+A

1992 강도근 2 C1+D D+D' D D+C2+D

[표 24] 창자별 중중모리장단 ‘박타령’ 후렴 선율 구조

   중중모리장단은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박타령’에서 쓰인다. 두 번째 

‘박타령’을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창자는 박초월과 강도근이며 이들은 후

렴에서 주로 C선율형과 D(=B)선율형의 조합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

면 중중모리장단으로 세 번째 ‘박타령’을 부르는 김연수는 A선율형과 

D(=B)선율형의 조합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선율의 반복은 공통적이다. 

   다음 [악보 11]은 장단에 따른 같은 선율형을 분류한 것이다. 비록 진양

조장단의 기본단위가 2장단이고,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의 기본단위가 

1장단이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선율선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57

후렴 선율 B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후렴 선율 C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후렴 선율 D

진양조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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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이상으로 장단별 ‘박타령’ 후렴 선율을 살펴보았다. 후렴은 창자에 따라 

사설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선율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은 선율 A B C D의 조합으로 구

성되며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 역시 진양조장

단을 구성하는 선율 A B C D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 중 선율 A B C D의 조합이 일정한 패턴을 지니는 

경우는 진양조장단으로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경우보다 선

율 조합의 형식이 두드러진다. 

   선율 A B C D로 각 장단별 ‘박타령’의 후렴이 분석 가능하다는 것은 

각 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또한 후렴이 제(制)와 창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보다 몇 가

지 선율 패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흥보가> ‘박타령’ 후렴 선율

이 관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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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율 A B C D는 다양하게 변화한 형태로도 등장한다. 선율의 변

화는 특정한 선율을 첨가하는 방법과 원래의 선율을 수식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선율 첨가의 대표적인 예는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B선율형이고, 선율 

수식의 대표적인 예는 C선율형이다. 우선 진양조장단 선율 B의 변화형부터 

살펴보면 주로 박 켜는 소리를 흉내 낸 “시르르르릉”을 첨가시킨다. 이 선

율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 하행하는 선율선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진양조장단 C선율형의 변화형을 보면, 창자에 따라 선율 수식

의 예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종적인 변화 즉, 녹음시기가 늦을수록 

선율선이 화려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율의 첨가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중 선율 B 

선율의 수식

진양조장단 ‘박타령’ 후렴 중 선율 C 일부

  1917년 송만갑

  1967년 박록주

  1988년 박동진

  

[악보 12] ‘박타령’ 후렴 선율 변화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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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형이 나타나는 부분의 사설은 의성어를 노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선율 첨가 방법에 쓰이는 의성어는 주로 의성어 자체를 선율로 보여

주는 모방의 형태이고 선율 수식 방법에 쓰이는 의성어는 창자들이 자신들

의 기량을 보여주는 기교를 사용하여 선율선이 화려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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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박타령’의 ‘톱질이야’ 수용양상

   Ⅱ절과 Ⅲ절을 통해 노동요 ‘톱질이야’와 <흥보가> ‘박타령’의 사설구조

와 내용, 장단 구조, 악조, 후렴 선율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Ⅳ절에

서는 사설 구조와 내용, 장단 구조, 악조, 후렴 선율 등을 기준으로 노동요 

‘톱질이야’와 <흥보가> ‘박타령’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사설구조와 내용

   노동요 ‘톱질이야’의 사설 구조는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메기는소리의 

사설은 가창자의 노동이 톱질이라는 것, 톱질을 하는 대상이 나무라는 것, 

톱질의 목적이 배 만들기라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가창자들의 거주지가 

관매도라는 섬인 것을 상기할 때 나무를 톱질하여 배를 만들자는 메기는 사

설 내용은 가창자들의 생활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인이 부르는 메

기는소리의 사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해 여러 명이 부르는 받는

소리 부분은 사설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보를 

제공하는 메기는소리 사설과 달리 후렴 사설은 유사한 사설이 반복된다. 후

렴 사설은 독립 조흥구가 선행한 뒤 명령형·청유형어미 또는 감탄어미의 톱

질 관련 어휘가 이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흥보가> ‘박타령’은 박을 타는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박타령’, 두 번째 

‘박타령’, 세 번째 ‘박타령’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메기고 받는 형식이

다.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는 가난한 신세한탄이 주를 이룬다. 더불

어 작중 화자의 노동이 톱질이라는 것, 톱질을 하는 대상이 박이라는 것, 

톱질의 목적이 허기진 상태 벗어나기라는 정보를 내포한다. <흥보가> 속에

서 ‘박타령’을 부르는 작중 화자가 흥보와 흥보마누라임을 상기할 때 가난

한 신세한탄은 그들이 처한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 사설은 작중 화자의 생활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박타령’과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 사설은 다

른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는 흥보와 흥보마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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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

톱질이야

박타령

수용 변이

사설 

구조

메기고 받는 

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메기는소리의 확대

사

설 

내

용

메김

가창자 현실 반영

노동의 정보제공

(나무→톱질→배만들기)

작중 화자의 현실 반영

노동의 정보제공

(박→톱질→허기 극복)

갈등 유발 및 해소

후렴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

[표 25] ‘톱질이야’와 ‘박타령’의 사설 비교 

갈등이 주를 이루고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는 갈등이 해소된 상태

를 보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첫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 사설은 작

중 화자의 현실 반영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박타령’의 메기는소리 사설

은 갈등을 통한 긴장과 해소인 것이다. <흥보가> 두 번째, 세 번째 ‘박타령’

의 메기는소리 내용이 갈등을 통한 긴장과 해소인 것은 노동요 ‘톱질이야’

와 구별되는 점이다.

   ‘박타령’의 메기는소리 사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후렴 사설은 내용

이 없는 일정한 사설이 반복된다. 노동요 ‘톱질이야’의 후렴 사설과 마찬가

지로 독립 조흥구와 명령형·청유형 어미 또는 감탄 어미를 지닌 톱질 관련 

어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흥보가> ‘박타령’의 후렴 사설에는 톱질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가 등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노동요 ‘톱질이야’에서도 

톱질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인 “시리렁 시리렁”이 있지만 메기는소리에서 

일회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흥보가> ‘박타령’의 후렴 사설 속 의성어는 “시

리렁” 뿐 아니라 “시르르르르(시르르르릉)”, “실근(슬근, 실건)” 등의 의성어

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처럼 ‘박타령’은 노동요의 메기고 받는 구조와 사설 내용을 수용하였

으나 수용과정에서 노동요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변이된 면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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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는소리 사설에 갈등이 첨가된 것은 노동요와 구별되는 점으로 <흥보

가> 속에서 반복되는 ‘박타령’ 장면의 극적 긴장감을 높여준다. 또한 ‘박타

령’ 후렴 사설에 톱질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박

을 타는 장면을 실감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메기는소리 사설의 갈등 

첨가 및 후렴 사설의 의성어 첨가는 ‘박타령’ 장면의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사실성을 높여 박타는 대목의 장면을 극대화한다.

2. 장단 구조 

   노동요 ‘톱질이야’는 3소박 4박형을 한배로 부른다. 3소박 4박을 한 장

단으로 설정하면 메기는소리와 후렴을 각각 한 장단씩 주고받는다. 그러나 

한 장단씩 주고받던 메기는소리와 후렴을 부르다가 일정 길이가 지나면 3소

박 2박 즉, 반 장단씩 메기는소리와 후렴을 주고받는다. 장단이 빨라지는 

부분은 주고받는 호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래의 속도가 빨라진

다. 이를 통해 ‘톱질이야’는 한배가 느린 긴소리와 한배가 빠른 자진소리가 

짝을 이루는 긴-자진형식임을 알 수 있다.

   <흥보가> ‘박타령’은 창자에 따라 박을 타는 개수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세 개의 박을 탄다. 대개 첫 번째와 두 번째 ‘박타령’을 진양조장단으로 부

르고, 세 번째 ‘박타령’을 중모리장단으로 부르고 있어 전체적인 ‘박타령’의 

장단이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연수와 박초월은 조금 다른 장단 구

조를 보여주지만 김연수는 진양조장단→중모리장단→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

고, 박초월은 진양조장단→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고 있어 역시 전체적인 ‘박

타령’의 장단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박타령’은 휘모리장단을 덧붙여 부름으로써 빨라지는 장단 

구조를 보여준다. 각각의 ‘박타령’ 안에서도 느린 장단 뒤에 빠른 장단을 이

어 부른다. 박록주, 박봉술, 박동진, 강도근, 박초월이 부른 첫 번째 ‘박타령’

은 진양조장단 뒤에 휘모리장단을 이어 부르고 김연수가 부른 첫 번째 ‘박

타령’은 진양조장단 뒤에 중모리장단과 휘모리장단을 이어 부른다. 이것은 

전체 ‘박타령’ 뿐 아니라 각각의 ‘박타령’ 역시 빨라지는 장단 배열로 구성



64

노동요

톱질이야

박타령

수용 변이

장단 

구조

점점 빨라지는 구조 점점 빨라지는 구조 다양한 장단의 사용

긴-자진형식

․ 3소박4박(긴)       

→3소박2박(자진)

박타는 순서에 따른 장단 변화

․ 진양조→진양조→중모리

․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

․ 진양조→중중모리

[표 26] ‘톱질이야’와 ‘박타령’의 장단 구조 비교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타령’의 장단 구조 역시 점점 빨라지는 형식에 있어서 노동요를 수용

하였으나 수용과정에서 노동요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노동요의 경우 사

용되는 장단이 한정적이다. 그러나 ‘박타령’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

모리장단 등 여러 장단이 사용된다. 또한 박을 타는 순서가 끝으로 갈수록 

빠른 장단으로 부르는 것은 전체 ‘박타령’을 마무리 지어주며 <흥보가> 전

체에서 ‘박타령’의 장면을 하나의 독립된 장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3. 출현음 및 악조

   노동요 ‘톱질이야’의 출현음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mi la si do' re' 

mi' 이다. 종지음과 중심음은 la이고 si는 do'를 수반하고 있어 꺾는 음인 

do'^si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이다. 육자배기

토리는 악조로 분류하면 계면조에 해당하고, 계면조를 기본형, 확대형, 변청

형, 변조형 등으로 세분할 경우 계면조의 기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톱질

이야’의 출현음폭은 한 옥타브이다. 메기는소리와 후렴의 출현음폭을 비교하

면 메기는소리의 음폭은 mi~mi'이고 후렴의 음폭은 mi~re'로 메기는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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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

톱질이야

박타령

수용 변이

악조 계면조 기본형 계면조 기본형
계면조 확대형·

변조형·변청형

출현 음폭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음폭 확대

두 옥타브

메/후

음폭 관계 
메기는소리>후렴 메기는소리>후렴

후렴 음폭 확대

메기는소리<후렴

[표 27] ‘톱질이야’와 ‘박타령’의 악조 비교 

후렴의 음폭의 차이가 크지 않다.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은 장단에 따

라 출현 음폭의 차이가 있다. 창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장 넓은 음역을 

기준으로 보면 진양조장단은 두 옥타브, 중모리장단은 단13도, 중중모리장

단은 완전11도의 음폭을 나타내었다. ‘박타령’을 메기는소리와 후렴으로 나

누어 각각의 출현음폭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메기는소리의 출현음폭이 후렴

에 비해 넓게 나타난다.

   그러나 진양조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중 송만갑이 1930년에 부른 첫 

번째 ‘박타령’, 이화중선이 부른 첫 번째 ‘박타령’, 김연수가 부른 첫 번째 

‘박타령’, 강도근이 부른 첫 번째 ‘박타령’, 공대일이 부른 첫 번째 ‘박타령’

의 후렴은 후렴의 음폭이 메기는소리보다 넓게 나타난다. 후렴의 음폭확대

가 등장하는 부분은 의성어 사설을 노래하는 선율에서 등장한다. 

   ‘박타령’은 박을 타는 순서에 관계없이 계면조로 부른다. 계면조를 세분

하여 기본형, 확대형, 변청형, 변조형으로 나눌 경우 계면조의 확대형을 근

간으로 창자에 따라 기본형, 변청형, 변조형을 가감한다. 또한 장단이 빨라

질수록 계면조의 변청형과 변조형 등장이 감소한다. 

   ‘박타령’은 노동요와 악조 및 출현음을 공유하는 점에서 노동요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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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

톱질이야

박타령

수용 변이

후렴 

선율

구조

반복

(동일 선율)

반복

(4종 선율 조합)

변화형

- 선율 첨가(모방)

- 선율 수식(기교)

[표 28] ‘톱질이야’와 ‘박타령’의 후렴 선율 비교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타령’은 계면조의 다양한 변화형을 사용하고 출현

음폭을 확대하여 노동요에 비해 다양한 표현 스펙트럼의 가능성을 확보하였

다. 더불어 후렴의 음폭 확대는 의성어 사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후렴 

선율의 변화형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

4. 후렴 선율

   노동요 ‘톱질이야’는 빠르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빨라지기 이전의 후렴

과 빨라진 후의 후렴 선율이 동일하다. 3종의 후렴 선율이 등장하지만 대표

적인 선율형 “la-mi-la”로 압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선율형은 한 장단 단

위 또는 반 장단 단위로 반복되어 등장한다. 

   <흥보가> ‘박타령’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등 다양한 

장단으로 부른다. 그러나 장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A B C D 4종의 선율

은 다양한 조합으로 후렴에서 반복된다. 하나의 선율형이 진양조장단은 2장

단을 한 단위이고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은 1장단 단위라는 차이만 있

을 뿐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의 후렴은 모두 A B C D 선

율 조합의 반복이다. 

   ‘박타령’의 후렴 선율은 4종의 선율 조합 외에 선율 첨가와 선율 수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변화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변화형은 의성어를 노래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선율 첨가는 주로 의성어 자체를 선율로 보여주

는 모방의 형태이고 선율 수식은 창자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보여주는 기교

를 사용하여 선율선이 화려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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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타령’의 후렴은 일정한 선율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노동요의 후렴 선

율 구조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박타령’의 선율은 노동요에 비해 다양한 양

상을 보여준다. ‘박타령’의 후렴은 4종의 선율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장단에 관계없이 ‘박타령’의 후렴을 4종의 

선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각 장단으로 부르는 ‘박타령’ 후렴이 서

로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타령’ 후렴의 유기성은 <흥보가> 

안에서 ‘박타령’이 하나의 독립적인 장면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의성어를 노래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후렴의 변화형은 모방을 통해 사

실성을 높여주고 기교를 통해 창자의 기량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악조

의 다양한 변화형과 출현음폭의 확대와 더불어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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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상으로 ‘박타령’의 노동요 톱질소리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흡수와 변

이 양상을 진도 관매도의 ‘톱질이야’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양자의 

사설구조, 사설내용, 장단 구조, 악조, 후렴 선율 등을 비교한 결과 <흥보

가> ‘박타령’과 ‘톱질이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메기고 받는 구조를 수용하였다. 

또한 ‘톱질이야’의 메기는 사설과 후렴 사설을 역시 수용하였다. ‘톱질이야’

의 메기는 사설은 가창자의 현실은 반영하며 노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하는데, <흥보가> ‘박타령’ 역시 메기는 사설에 흥보가 처한 현실을 반

영하고 노동의 정보를 싣는다. ‘톱질이야’의 후렴 사설은 독립 조흥구와 톱

질 관련 어휘가 조합되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이것은 <흥보가> ‘박타령’의 

후렴 사설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톱질이야’가 메기는소리와 후렴이 1:1 인 반면 <흥보가> ‘박타

령’은 메기고 받는 구조에서 메기는 부분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또한 메기

는 사설은 극적 긴장을 유발하는 흥보와 흥보처의 갈등을 넣고, 후렴 사설

에는 톱질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넣는다.  

   둘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점점 빨라지는 장단 구조를 수

용하였다. ‘톱질이야’는 긴소리와 짧은 소리가 짝을 이루는 긴-자진형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구조이다. ‘박타령’ 역시 박을 타는 순서에 따라 사용하는 장

단이 점점 빨라진다. 

   그러나 ‘톱질이야’가 3소박 4박형의 장단을 보여주는 반면, <흥보가> ‘박

타령’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등의 다양한 장단을 사용한

다.

   셋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악조 및 출현음폭을 수용하였다. 

‘톱질이야’는 육자배기토리 단순형으로 계면조 기본형과 동일하며, 출현음폭

은 한 옥타브이다. 계면조로 부르는 <흥보가> ‘박타령’은 계면조 기본형이 

등장하고, 한 옥타브 이내로 노래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그러나 <흥보가> ‘박타령’은 계면조 기본형보다는 전체적으로 계면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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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

톱질이야

박타령

수용 변이

사설 및 

악곡구조
메기고 받는 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메기는소리의 확대

사

설 

내

용

메김
가창자 현실 반영

노동의 정보제공

작중화자 현실 반영

노동의 정보제공
갈등 유발 및 해소

후렴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독립 조흥구

+톱질 관련 어휘
의성어

장단 

구조

점점 빨라지는 형식 점점 빨라지는 형식 다양한 장단의 사용

긴-자진형식

․ 3소박4박 

→3소박2박

박타는 순서에 따른 장단 

․ 진양조→진양조→중모리

․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 

․ 진양조→중중모리

[표 29] ‘박타령’의 노동요 수용과 변이 양상 

대형을 근간으로 삼고 기본형, 변청형, 변조형이 첨가되는 형태이다. 또한 

출현음폭 역시 두 옥타브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넷째, <흥보가> ‘박타령’은 ‘톱질이야’의 반복되는 후렴 선율 구조를 수

용하였다. ‘톱질이야’의 후렴 선율은 하나의 대표 선율이 반복된다. <흥보

가> ‘박타령’은 4종의 선율 조합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선율을 만들어 내지

만 후렴 선율이 반복되는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흥보가> ‘박타령’의 후렴 선율은 ‘톱질이야’에 비해 다양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유사선율형과 변화형이 등장한다. 특히 변화형 후렴 선율은 

의성어 사설을 돋보이게 하는 선율 첨가와 창자에 따른 기교를 보여주는 선

율 수식의 방법을 사용한다.

   <흥보가> ‘박타령’이 흡수한 ‘톱질이야’의 특징을 수용으로, <흥보가> 

‘박타령’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변이로 정리하면 다음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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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조 계면조 기본형 계면조 기본형
계면조 확대형·

변청형·변조형

출현

음폭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음폭 확대

두 옥타브

후렴 선율

구조

반복

(동일 선율)

반복

(4종 선율 조합)

변화형

- 선율 첨가(모방)

- 선율 수식(기교)

   ‘톱질이야’와 구별되는 <흥보가> ‘박타령’의 특징 즉, 변이의 양상을 살

펴보면 확대와 변화로 축약할 수 있다. <흥보가> ‘박타령’은 메기는소리의 

확대 및 다양한 장단 구성을 통해 <흥보가> 안에서 ‘박타령’을 하나의 독자

적인 장면으로 만들었다. 음악적으로도 계면조의 다양한 변화형을 사용하고 

출현 음폭을 확대하며, 선율 첨가 및 수식을 통한 후렴 선율의 변화형을 만

들어내었다. 이것은 음악적 표현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가 음

악인 판소리의 예술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흥보가> ‘박타령’이 ‘톱질이야’를 흡수함에 있어서 변이된 요소

는 판소리가 지닌 장르적 특징인 장면의 극대화를 이루게 할 뿐 아니라 우

리가 판소리라는 장르에 거는 예술적 기대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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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awing Sounds in 

Songs of Labor, and ‘Baktaryeng’ from 

<Heungboga> 

Choi, Jiyeon

Major in Korean Music

Department of Korean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nsori <Heungboga>, ‘Baktaryeng’ is a song sung in the 

call and response form during a scene which describes the cutting of a 

gourd. ‘Baktaryeng’ includes not only the call and response form, but also a 

periodically repeated refrain sung while the workers are sawing. In the 

academic field of Korean literature, research has been published stating that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Baktaryeng’, its origins may be within the 

sawing sounds of songs of labo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search by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from a musicological point of view by taking a 

closer look at the lyrics/narration and musical composition of ‘Baktaryeng’ 

in <Heungboga> and the songs sung by workers as they cut wood.

This research uses the tomaksori(abridged song) ‘Baktaryeng’ 

recordings of Song, Mangap, Kim, Jungmun, Lee, Hwajungsun, and Kong, 

Daeil as well as the wanchang(unabridged song) ‘Baktaryeng’ recording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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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Nokju, Kim, Yeonsoo, Park, Bongsul, Park, Dongjin, and Kang 

Dogeun as the subjects of study. The song used for comparison is 

‘Topjilyiya’ from Kwanmae Island of South Jeolla Province which is sung 

in the Yukjabaegitory mod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lyrics, rhythmic 

structure, musical modes, and the refrain of the melody in ‘Baktaryeng’ and 

‘Topjilyiya’, the following analysis and review of the adoption and 

variations of work songs in ‘Baktaryeng’ can be drawn.

Through the analysis, many similarities are evident. To start, it is 

found that ‘Baktaryeng’ adopts the call and response structure that divides 

the calling phrases with the answering refrain. In addition, ‘Baktaryeng’ is 

found to adapt the lyrical contents of ‘Topjilyiya’, where the calling phrases 

depict the life and reality of the singer as the refrain answers with a 

combination of vocabulary and exclamations related to the labor. 

‘Baktaryeng’ also seems to take after the rhythmic structure of ‘Topjilyiya’ 

which follows the Gin-jajin structure. The pairing of Gin and Jajin creates a 

gradual increase in speed. The rhythmic structure of ‘Baktaryeng’ also 

increases speed gradually as the gourds are split by the use of various 

jangdan(rhythmic patterns). 

In regards to the musical modes used, ‘Topjilyiya’ is sung in 

Yukjabaegitory which follows the Kyemyenjo musical mode. Likewise, the 

entirety of ‘Baktaryeng’ is sung in the Kyemyenjo mode. In addition, 

‘Baktaryeng’ adopts the structure of a refrain melody. The refrain melody of 

‘Topjilyiya’ repeats a singular melodic pattern where ‘Baktaryeng’ includes 

comparatively diverse melodies using a combination of four melodic patterns,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repeated refrain is consistent. 

Although ‘Baktaryeng’ includes several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songs of labor, distinctive differences are also evident. In comparison with 

the refrain melody, the leading “call” phrases in ‘Baktaryeng’ are expanded 

in length, consisting of more elaborate rhythmic cycles and a br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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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of sound. Additional contents in the lyrics are also found in 

‘Baktaryeng’ where conflict inducing incidents are added to the narratives, 

thereby increasing dramatic tension. Moreover, the refrain lyrics also include 

onomatopoeic words which imitate sawing sounds in addition to work 

related vocabulary and exclamations. 

‘Baktaryeng’ also uses a diverse range of rhythmic patterns. While 

‘Topjilyiya’ follows the Gin-jajin form using only the two rhythmic 

structures, ‘Baktaryeng’ makes use of three or more than rhythmic forms. 

As well, ‘Topjilyiya’ follows of the basic Kyemyenjo form, whereas, 

‘Baktaryeng’ consists of variations of the mode from its basic form, to 

modulations and transpositions based on the expanded Kyemyenjo mode. 

Lastly, diverse variations of the refrain melody appears in ‘Baktaryeng’. 

Compared to the repeating refrain of a single melodic pattern in 

‘Topjilyiya’, ‘Baktaryeng’ combines the melodies of four melodic patterns 

and creates a comparatively larger assortment of melodies. In addition, 

‘Baktaryeng’ creates variations which draw attention to the onomatopoeia 

and melodic flourishes that showcases the singer’s techniques and abilities.

From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Baktaryeng’ adopts the 

structure of lyric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Topjilyiya’. Nevertheless, 

‘Baktaryeng’ maximizes on the genre characteristic scenes of Pansori by 

creating its own story in the narrative parts of ‘Baktaryeng’, intensifying the 

depictions of reality, emphasizing the onomatopoeia in the refrain, and by 

applying diverse musical expression.

                                                                   

Key words: <Heungboga>, ‘Baktaryeng’, songs of labor, ‘Topjilyiya’, wood 

cutting song, sawing sounds in music

Student number: 2012-2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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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요 톱질소리

1) 톱질이야 선율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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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톱질이야 사설 붙임새

메 1 어 야 톱 질 이 야

후 2 어 야 톱 질 이 야

메 3 어 기 여 차 톱 질이 야

후 4 어 야 당 근 다

메 5 시리 렁 시리 렁

후 6 어 야 톱 질 이 야

메 7 톱 도 잘모 는 다

후 8 어 야 톱 질 이 야

메 9 걸 리 걸 리

후 10 어 허 톱 질 이 야

메/후 11 힘 을 모 아 빨 리 당 거 라

메/후 12 잘 땡 겨 서 어 야 톱 질이 야

메/후 13 이 나 무 를 어 찌까 버려 라

메/후 14 곧 게 썰 어 라 톱 을 잘 봐 서

메/후 15 어 야 톱 질이 야 당 거 보 자

메/후 16 부지 런히 당 거 서 어 야 톱질 이 야

메/후 17 빨 리 써 어 야 톱질 이 야

메/후 18 배 를 모 으 세 어 야 톱질 이 야

메/후 19 부지 런히 당그 게 어 야 나무 들어 라

메/후 20 어 야 톱 질이 야 어 야 톱 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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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보가> ‘박타령’

1) 송만갑 첫 번째 박타령(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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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문 첫 번째 박타령(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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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문 두 번째 박타령(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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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만갑 첫 번째 박타령(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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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화중선 첫 번째 박타령(19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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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대일 첫 번째 박타령(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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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록주 첫 번째 박타령(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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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록주 두 번째 박타령(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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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록주 세 번째 박타령(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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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연수 첫 번째 박타령(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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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연수 두 번째 박타령(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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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연수 세 번째 박타령(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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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초월 첫 번째 박타령(1960년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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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초월 두 번째 박타령(1960년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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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박봉술 첫 번째 박타령(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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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박봉술 두 번째 박타령(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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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봉술 세 번째 박타령(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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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동진 첫 번째 박타령(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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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동진 두 번째 박타령(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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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박동진 세 번째 박타령(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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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도근 첫 번째 박타령(1992년)



127



128



129

22) 강도근 두 번째 박타령(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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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도근 세 번째 박타령(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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