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만정제 춘향가 중중모리 대목의 

구조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한국음악학전공

이도현





- 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소희 창 만정제 춘향가 중 중중모리 대목을 대상으로 

텍스트 언어학적 개념을 통해 판소리 대목의 형식 구조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판소리의 장단 단위 리듬형의 전개가 형성하는 구조적 

짜임새를 이해하고, 리듬 성분과 노랫말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의 주된 연구 방법인 텍스트 분석방법이란 텍스트 내부 구조를 

형성하는 성분인 응결성과 응집성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에

서는 판소리 대목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이를 구성하는 장단 

단위의 리듬형을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

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리

듬 변화의 층위를 구분하여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판소리 대목

의 장단 단위 리듬형 변화에 따른 전개 양상은 곧 리듬 성분에 의한 

음악적 구조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판소리 대목’이라

는 텍스트의 응결성을 확인하였다.

응결성의 검증을 통해 드러난 판소리 대목의 리듬 구조는 다시 노

랫말의 의미적, 형식적 전개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응집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노랫말과 음악의 구조적 결속 관계, 

즉 판소리의 형식적 차원의 ‘이면’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의 리듬 구조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해볼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문학 서사의 ‘기

-승-전-결’ 구조와 같이 일관되게 발전하는 리듬 전개를 이루는 ‘일

관된 리듬 전개 구조’, 규칙적인 주기로 반복적인 전개를 이루는 ‘반

복 리듬 구조’, 액자의 틀과 그림에 비유 가능한 대비되는 리듬 전개

의 ‘액자식 리듬 구조’, 두 개 이상의 다른 리듬 전개가 하나의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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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복합 리듬 구조’의 네 가지다. 본고에서는 나아가 각각

의 판소리 대목이 이와 같은 리듬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를 각 대목 

노랫말의 구조, 형식, 의미 등에 따른 미학적 상관관계를 가지리라 보

았다.

본 연구는 기존 판소리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형식론을 보완하고 발

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일종의 대안적 연구 방법론으

로서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고를 통해 텍스트 분석 방법론이 

판소리 대목의 구조를 논하는 데 어느 정도 효용성을 살필 수 있었으

나, 또한 분석의 한계 및 보완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하며, 

아직 미진한 영역인 판소리의 형식적 논의의 진전을 위한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음악텍스트, 리듬 구조, 판소리 형식, 장단 리듬 통사구조,

붙임새, 구성음 소밀도, 악절 신장도

학 번 : 2019-2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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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음악예술이다. 긴 서사를 담은 한 바탕의 판

소리는 수많은 대목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대목들은 특정 상황, 사건을 주

제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목의 사이에는 아니리를 통해 각 대

목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는다. 그렇게 판소리 한 바탕은 크게 대

목과 아니리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판소리 한 바탕이라는 긴 서사를 연행함에 있어 창자는 여러 대목을 다

양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노래함으로써 청중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환기시

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소리의 대목은 문학적 또는 음악적 차원에서 다

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특히 판소리 대목을 형식적 차원에서 조명하자면 노랫말과 음악의 구조

로 양분할 수 있다. 노랫말의 구조는 후렴구 또는 특정 문구의 반복이나 음

보의 일관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율격을 형성함으로써 정형적인 형식이 두

드러지는 유형이 있는 반면, 형식적 제어가 미미한 대신 인물과 사건 등 극

적 요소가 중심되어 서사적 전개를 이루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 판소

리 대목은 이러한 양자적 특징 중 한 측면이 두드러진 대목이 있는 한 편, 

특정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 대목 내에 혼재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

오늘날 판소리 대목의 음악 형식을 논할 때에는 크게 유절형식, 통절형식 

정도로 구분되고 있다. 허나 각각의 대목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며, 그 형식은 대부분 노랫말의 형식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에도 판소리 대목의 음악 형식은 전통음악 인접 장르의 수용으로도 설명

할 수 있다. 민요부터 가곡, 시조풍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가 판소리에 수용

되는 맥락은 이미 몇 차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판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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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 단위 또는 대목의 일부분에서 그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판소리 대목은 문학적으로, 또는 음악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랫말과 음악

의 영역에 대한 각각의 분석이자 나아가 두 영역의 결합관계를 살피는 것이 

된다. 이는 한편으로 판소리 대목의 생성 원리를 파헤치는 것이 될 수 있으

며, 나아가 다양한 판소리 대목의 음악적 형식미학을 논하기 위한 기초 작

업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오늘날 판소리 연구는 주로 판소리 장르 자체에 대한 사(史)적 연구, 판

소리 내부 음악요소인 악조, 장단, 붙임새 등에 관한 개별 연구, 판소리 전

승 유파 연구, 판소리 명인‧명창론 등을 주제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중에는 부수적으로 판소리 대목의 형식적 차원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학계에서 판소리 형식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못

하였다.

판소리 형식론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판소리 대목의 구조

적 짜임새를 이해하고, 그러한 구조의 원리를 파악하며, 나아가 이를 토대

로 여러 대목의 형식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판소리 

대목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고

에서는 특히 텍스트언어학의 텍스트 분석방법을 수용하여 판소리 대목의 음

악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판소리 대목의 분석은 곧 노랫말과 음악의 구조적 짜

임새를 이해하고 그것의 결합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언어학의 

분석 대상인 ‘텍스트’에 비해 음악적 측면이 추가되기에 더욱 다원적이며, 

그렇기에 본 판소리 대목의 분석은 일종의 담론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

렇기에 본 연구는 판소리 대목의 텍스트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적 담론 분석의 시도가 될 것이다.

예술작품의 분석은 다양한 관점을 통한 접근으로 다채로운 논의가 가능해

진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음악학계에서 시도되지 않던 텍스트분석이라는 언

어학적 작품 구조 분석 방법론을 통해 판소리 대목의 구조를 새로운 관점에

서 접근하여 판소리 형식론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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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관련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판소리 대목의 구조적 짜임새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김

소희가 정립한 만정제 <춘향가> 중 중중모리 대목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판

소리 구조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서 만정제 <춘향가>의 중중모리 대목이 타

당한지를 논하기 위해 만정제 <춘향가>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함으

로써 바디 형성의 맥락과 음악적 특징들을 두루 개괄할 필요가 있다. 

김소희는 다른 명창들에 비해 유독 오랜 세월동안 여러 명창들을 통한 

소리 학습과정을 겪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러한 배경맥락은 곧 만

정제 <춘향가>의 형성 과정의 가장 핵심 지점이기도 하다. 최동현1)은 김소

희의 학습 과정과 다양한 유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정

제 바디가 형성되던 그의 생애를 정리한 바 있다. 또한 68년 박동진의 <흥

보가> 완창 이후 판소리 공연양상의 변화에 따라 김소희 역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쯤에 판소리를 전판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판 판소리 보유

자들에게 배웠던 것’이라는 김소희의 학습 과정의 특징적인 지점에 대한 해

석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형성 맥락에 대해서는 김소희 본인의 음반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2) 이러한 판소리 유파 수용에 따른 만정제 바디 

1) 최동현, ｢만정제 판소리의 전승 현황과 과제｣, 판소리연구 41집(서울: 판소리

학회, 2016) 362쪽.
2) 첫 번째 선생님이 宋萬甲 先生님이었고 두 번째 선생님이 丁貞烈 先生님이었기

에 어렸을 때 배웠던 宋先生님의 바탕은 자연 많이 잊어버렸으나 다행하게도 

宋先生님의 수제자였던 故 朴奉來氏의 동생 되시는 현 중요무형문화재 朴奉述
氏에게서 그 일부분을 찾을 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뻤읍니다. 妓生點考 대목과 

十杖歌까지는 宋萬甲 先生받이로 했고 방자가 춘향집 가르키는 대목과 천자뒤

풀이, 사랑가는 鄭應珉 先生님의 바탕으로 부른 것으로 여러 선생님의 째(재)를 

섞어 새로운 맛이 나도록 시도해 보았읍니다. (김소희, 1978년 녹음, 김소희 
춘향가 음반 해설서 중)

SRCD-1293…1298 김소희 춘향가 제1~6집 (서울: 서울음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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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맥락은 여러 유파별 비교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 있

다.3)

김미숙4)은 여러 스승의 노랫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김소희 자신의 미학

에 부합하도록 생략 및 첨가와 교체를 시도한 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

랫말에서의 인물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조 및 변청을 사용함으로써 적극

적인 음악적 변화를 꾀하였음을 분석하였다.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정제 

<춘향가>의 형성 과정이 학습 내용의 단순 수용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개인

의 예술적 지향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작의 결과물인 셈이다.

김소희가 밝힌 사승관계와는 별개로 다른 유파에서 불리는 대목을 수용

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례 역시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김경

희6)는 1958년과 1974년 만정제 <춘향가>의 대목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14개 대목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초제의 영향을 

수용하였던 맥락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동문 밖 나가면>과 <쓸데없더라>

의 분석을 통해 사설의 변화와 더불어 이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선율을 변

화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작 및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외에도 김소희 본인이 <옥중가>에 대한 언급을 통해 스스로 박동실의 

<춘향가> 대목을 수용한 맥락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7) 박동실제 <옥중가>

3) 석지연, ｢[春香歌]의 바디별 대목 비교연구 -김소희·김연수·박동진 바디를 중심

으로-｣(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그는 만정제 <춘향가>의 대목 비교 분석을 통해 총 79개 대목 중 정정렬 바디

와 동일한 39대목, 송만갑 바디와 동일한 21대목, 정정렬 바디와 송만갑 바디가 

혼합된 형태의 10대목, 다른 바디의 수용 9대목 등으로 구분하였다. 
4) 김미숙, 김소희 바디 <춘향가>의 사설구성과 음악적 특징(서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60~361쪽.
5) 외에도 ‘고제를 좋아하여 스승 정정렬의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붙임새마저도 밋밋

하게 고쳐 불렀다.’는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유사한 음악적 변화를 짐작할 수 있

다.

김경희, ｢<춘향가>를 통해본 김소희 판소리의 음악적 지향 - 정정렬제와 동초

제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3집(서울: 판소리학회, 2007) 66쪽.
6) 김경희, ｢<춘향가>를 통해본 김소희 판소리의 음악적 지향 - 정정렬제와 동초

제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3집(서울: 판소리학회, 2007) 99쪽.
7) 그 중에서 ‘옥중가’는 김채만씨 후계자 박동실씨 거에요. 정정렬씨 ‘옥중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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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분석한 김혜정은 ‘음악을 덜 꾸미는 것으로 훨씬 감정을 직접적

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8)이라는 점을 들며 김소희의 박동실제 대목 수용

의 맥락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만정제 <춘향가> 형성의 맥락은 스승에 대한 존경, 김소희 본인

의 예술적 가치관과 지향, 그리고 청중의 선호, 대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예술가 김

소희의 적극적인 음악적 태도와 고민, 그리고 선택에 의해 형성된 만정제 

<춘향가>는 그 자체로 현대 판소리 한 바탕의 형성 맥락을 충분히 함축하

고 있다. 

만정제 <춘향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를 통해 ‘적절한 소리 배합, 

동·서편의 어울림’9), ‘최대한 이면에 맞는 소리, 음악적인 완성도가 있는 소

리, 주변 인물들의 관심과 현실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나갔

다’10) 등의 평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즉 만정제 <춘향가>는 판소리 분

석 대상으로서 미학적 가치 역시 충분하며, 특히 ‘이면에 맞는’, ‘완성도 있

는’과 같은 형식적, 구조적 짜임새에 대하여서도 보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

고 있기에 판소리 대목 구조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절하리라 보인다. 

이처럼 만정제 <춘향가>의 형성 과정, 그리고 음악적 특징을 종합함으로

써 본 연구의 판소리 분석 대상의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

석을 통하여 작게는 김소희 개인의 형식미학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어요. “천지삼겨-”하고, 그것보다는 “춘하추동 사시절-”, 그것이 춘향전 중에서

는 가장 춘향이가 애절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원래는 망부사인데 레코드

판에는 ‘상사별곡’이라고 떡 고쳐놨습니다. 누가 듣든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슬

픈 곡은 두 분이 다 못 당해요. (김소희, 이보형과의 대담 중)

이보형 외, ｢판소리 인간문화재 증언자료-판소리 명창 김소희｣, 판소리연구 2

집(서울: 판소리학회, 1996)
8) 김혜정, ｢옥중가를 통해 본 김소희의 음악적 선택｣, 공연문화연구 36집(서울: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9) 신은주, ｢김소희제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 19집(서울: 판소리학회, 2005) 

58쪽.
10) 최혜진, ｢김소희 바디 <춘향가>의 성립과 변화양상｣, 판소리연구 23집(서울: 

판소리학회, 200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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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더 나아가 판소리 자체의 형식적 짜임새를 논하기 위한 연구방

법론적 표본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정제 <춘향가> 중 중중모리 대목만을 한정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중모리 장단 관련 연구11)가 비교적 성과가 뚜렷하기 때문이

다. 또한 판소리 장단에서 중중모리 장단이 일반적이며 기본적으로 활용되

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소리 음악텍스트의 구조 분석의 대상으로서 가장 적

절하리라 보았다. 다음은 만정제 <춘향가> 중중모리 대목을 표로 정리한 것

이다.12)

대목 이름 장단

1 기산영수별건곤 중중모리

2 앉았다 일어나 중중모리

3 백백홍홍난만중 중중모리

4 그른 내력 중중모리

5 천자뒷풀이 중중모리

6 달도 밝고 달도 밝다 중중모리

7 자진사랑가 중중모리

8 정자노래 중중모리

9 춘향모친이 나온다 중중모리

10 자진기생점고 중중모리

11 말씀 여쭙기는 중중모리

12 군로사령 중중모리

13 남원 오입장 중중모리

14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중중모리

15 춘향모친 자탄 중중모리

16 춘향모친 어사상봉 중중모리

17 춘향모 춤추는데 중중모리

[표 1] 만정제 <춘향가> 중중모리 대목

11)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

국음악연구 39권(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12) 본 연구에서 대목 분석에 참고한 자료는 동리연구 3호에 실린 만정제 춘향

가 창본이다.

동리연구회, ｢만정제 춘향가 창본｣, 동리연구 3호(고창: 동리연구회, 1996)  

329~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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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여러 종류의 중중모리 대목 중 형식 분석에 적합한 대목들을 

다시 선별하였다. 부적합한 대목이란 예컨대 대목의 길이가 너무 짧아 그 

텍스트 성격을 도출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다른 대목과 형식 등 성격이 유사

한 대목 등을 말하며, 본고에서는 판소리 음악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해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판소리 대목의 구조적 짜임새를 논하기 적합

한 표본 조건을 충족하거나, <춘향가>에 주요 대목으로 꼽히는 등 상징적인 

대목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목

이다.

대목 이름

1 천자뒷풀이

2 자진사랑가

3 정자노래

4 춘향모친이 나온다

5 자진기생점고

6 남원기생(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7 춘향모친 자탄

[표 2] 만정제 <춘향가> 중 분석 대상 대목

본 연구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위 대목들을 형식적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

한 뒤, 한 바탕의 전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음악텍스트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을 밝히고, 그 방법론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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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음악텍스트 분석 연구 방법론

1. 음악연구에 사용된 언어학 연구 방법론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언어학은 인간의 소통 과정에 있어 언어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는 학문이다. 언어학의 본질적 존재 규

명은 다양한 인접 학문분야에 영감을 주었으며, 음악학 분야 역시 언어학적 

이론을 수용하여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음악은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 기능적인 차원에서 언어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통점을 매개삼아 음악 요소를 언어 요소의 

여러 층위의 개념과 대응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음악학에서의 언어학 

이론 수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시적인 차원으로는 언어학의 음성학적, 음

운론적인 접근법을, 더 나아가서는 언어학의 문법적 형태론, 통사론적 개념

들에 입각하여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성악곡은 사설이 붙는 음악이니 장단의 리듬형도 사설의 율격과 음악의 박자가 상

호결합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단에 나타난 리듬형의 구조를 규명

하는 것도 사설의 율격구조와 음악의 박자구조가 상관관계를 이루는 음악적 통사구

조로 푸는 해석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13)

일찍이 이보형은 성악곡의 분석 과정이 궁극적으로 노랫말과 음악의 결

합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라는 분석의 본질적인 방법론을 암시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음악학계에서 가장 앞장서 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음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언어학의 문장 단위의 연구 분야인 통사론과 형태

론을 차용하여 전통음악의 장단 단위의 리듬형을 분석하는 음악 문법적 분

석을 시도하였다.14)

13) 이보형, ｢리듬型의 構造와 그 構成에 의한 長短分類 研究 - 辭說의 律格이 

音樂의 拍子와 결합되는 音樂的 統辭構造에 基하여｣, 한국음악연구 23집(서

울: 한국국악학회, 1995) 30쪽.
14) 이보형, ｢長短 리듬型의 形態構造 및 統辭構造와 그 變化硏究｣, 동양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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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의 형태론은 각 층위의 리듬형의 구성, 리듬적 짜임새이자 구조

를 밝히는 것이다. 음악의 통사론적 접근은 각 층위의 리듬형(리듬소, 소리

듬형, 여느리듬형, 대리듬형)이 각각 다른 박자구조로 엮이어 장단을 이루는

데, 그러한 장단을 구성하는 리듬형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다. 

음악에서는 각 층위 리듬형의 형태구조 변화가 곧 통사구조의 변화로 이

어지며, 나아가 달고 맺기와 같은 리듬의 기능적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보형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전통음악 장단의 형태구조와 통사구조의 

구성원리를 밝히고, 궁극적으로 장단 통사구조의 유형을 개념화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주요하게 인용하는 개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단 심층구조(深層構造) : 장단이 지시하는 박자구조(외적박자)를 생성하는 기저 리

듬 통사구조. 예컨대 중중모리의 경우 3‧3‧3‧3소박 2‧2보통박 2대박 대대박자 한 장

단의 박자구조가 심층구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박자구조는 주로 예술적 의장(意匠)이 가미되지 않은 향토민요(특히 동요, 부

녀요) 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보형은 이를 장단의 기본 박자구조형이라 보았

다. 또한 심층구조 유형의 장단만으로 구성된 예술적 의장이 가미되지 않은 음악

을 자연태(自然態) 음악이라 하였다.

장단 표면구조(表面構造) : 장단이 지시하는 박자구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는(내적박자) 리듬 통사구조. 표면구조는 심층구조와 이면구조 두 유형의 박

자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예술적 의장(意匠)이 가미된 판소리 및 산조와 같은 음악에서 장단마다 변화된 

리듬형이 제시되며, 그러한 박자 구조를 모두 표면구조라 한다. 이보형은 이처럼 

매 장단 리듬형이 변화하는 음악을 변형태(變形態) 음악이라 하였다.

19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      , ｢長短 리듬 表面構造
의 生成·變形原理｣, 국악원논문집 10집(서울: 국립국악원, 1998), ;      , ｢
자연태음악에서 장단 심층구조의 생성원리｣, 이혜구박사 구순기념 음악학논총
(서울: 이혜구학술상운영위원회, 1998), ;      , ｢판소리 장단 리듬의 통사적 

이면구조(裏面構造) 성분구성연구｣, 음악과 문화 2집(서울: 세계음악학회, 

2000), ;      , ｢장단 리듬 심층구조(원박)에 의한 표면구조 제어 기능 - 화초

타령과 초한가의 통사구조 유형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1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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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이면구조(裏面構造) : 장단 표면구조 중 외적박자와는 다른 내적박자를 생성하

는 리듬형을 이면구조라 한다. 즉 심층구조에서 벗어난 박자구조는 모두 이면구조

에 해당한다.

이보형은 나아가 음악의 리듬적 요소들을 통해 구조적 짜임새가 형성되

는 원리, 그 중에서도 장단의 통사구조에 의해 제어되는 음악 표면구조의 

짜임새를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판소리 등의 음악은 심층구조가 그 기저에 

깔림으로서 장단 내부의 유형화된 박자구조가 연속되고, 나아가 일정한 주

기를 이룬다. 또한 장단, 악절, 악구 등 소위 ‘달고 맺기’의 기능15)을 형성

함으로서 음악적 단락을 생성하며, 이는 곧 악곡 전체를 구성하는 최소단위

들의 짜임새를 형성하게 한다.16) 이로서 장단의 통사구조를 통해 더 높은 

층위의 음악 단위로 하는 분석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확보하게 되었다. 언

어학에서 문장들의 결합체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음악에서의 장단 결합체인 판소리 대목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텍스트’ 분석

을 시도한 것이다.17)

2. 텍스트 언어학에 기반한 음악텍스트 분석

텍스트 언어학은 문장의 집합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 자체의 내부 구조

를 살피거나, 그 외부적 화용작용을 파악하는 학문분야이다. 텍스트 언어학

에서는 텍스트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일곱 가지 기준을 밝히고 

15) 이보형, ｢韓國民俗音樂 長短의 리듬型에 관한 硏究 -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푸리와 같은 3小拍 느린 4拍子形 長短을 중심으로｣, 동양음악 16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4), ;         , ｢傳統音樂의 리듬 分析 方法
論｣, 정신문화연구 66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소, 1997), ;   

   ,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

악연구 3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16) 이보형, ｢장단 리듬 심층구조(원박)에 의한 표면구조 제어 기능 - 화초타령과 

초한가의 통사구조 유형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1집(서울: 한국국

악학회, 2002)
17)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 11 -

있다.18) 이를 나열하면 텍스트의 내부 구조에 작용하는 ‘응결성(凝結性, 

Cohesion)’과 ‘응집성(凝集性, Coherence)’이 있으며, 텍스트의 화용론적 차

원에서 작용하는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 텍스트성’이다. 

텍스트 성립의 조건이 되는 일곱 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분

석하고19), 기존 문학적 장르에 따른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20) 

하였다. 

텍스트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전통음악의 노랫말 텍스트로 이어지기도 하

였다.21) 위 연구는 특히 예술행위에 수반되는 화용론적 특수성을 전제로 두

고 노랫말 텍스트의 내부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흥미롭게

도 문형희와 안정오의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에 악보를 활용함으로써 단순 

노랫말 뿐 아니라 그 음악의 선율적, 리듬적 전개까지를 텍스트 분석 대상

으로 삼았다. 또한 생략, 축소, 반복 등의 음악적 요소가 구조적 짜임새에 

기능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위 연구는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이 음악 

전개를 대상으로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으나, 이를 통해 음악적 

구조를 도출하기 보다는 텍스트로서 성립 여부를 확인한 데에서 논의가 그

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음악학계에서는 일찍이 이보형에 의해 언어학을 수용한 음악 분석이 시

도되고 있었으며, 이는 나아가 텍스트 언어학적 차원의 음악 분석 시도로 

확장되었다. 이보형은 판소리의 대목을 하나의 완결성을 띠는 음악텍스트로 

18) 남상백 옮김, 스테판 티처(Stefan Titscher) 외, 텍스트와 담론 분석 방법, 경

진, 2015. 41~45쪽.
19) 문호성, ｢이야기 시의 텍스트성 연구 - 백석, 이용악의 시를 중심으로｣, 텍스

트언어학 15집(세종: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3)

윤석민, ｢문학작품텍스트의 분석, 그 이론과 실제 -국화 옆에서 의 텍스트분석

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9집(세종: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5)
20) 채규현, ｢서동설화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연구 ―영웅설화적 특성 고찰을 중

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6집(세종: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9)
21) 문형희 외, ｢송서·율창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적벽부`와 `촉석루`의 악보와 

가사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1집(세종: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6)

오세정 외, ｢서도잡가 '배따라기' 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결속구조와 결속

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8집(세종: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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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그 내부 음악 구조를 ‘응결성’과 ‘응집성’이라는 텍스트 내부 구조 

형성 요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악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판소리 대목에서의 ‘텍스트다움’이 곧 전통음악사회의 명인 명창들

이 논하는 ‘잘 짜여진 대목’이라는 형식 미학적 개념과 닿을 것이라 추론하

였다.

‘화초타령’을 비롯하여 ‘고고천변’, ‘쑥대머리’, ‘적성가’, ‘추월만정’, ‘토끼화상’, ‘제비

노정기’, ‘고당상’과 같이 소리가 잘 짜여져서 마치 서양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처럼 

흔히 따로 떼어 부르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따로 떼어 불려질 수 있는 대목의 소리

들은 그렇지 못하는 대목에 견주어, 전통적으로 판소리 명창들이 흔히 “어느 대목의 

소리가 잘 짜여졌다”고 이르는 그런 잘 짜여진 소리일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에서 어느 대목의 소리가 잘 짜여졌다고 이르는 것은 대목에 나타나나는 장단 

주기 또는 악절 주기 안의 음악적 특성을 두고 이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상위구조인 

대목의 거시구조(巨視構造, Macro structure)가 잘 짜여졌다는 말이 된다. …22)

이보형은 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던 장단 주기 음악에서 문체

를 형성하는 장단의 통사구조, 붙임새 등 여러 리듬 요소들을 기반으로 음

악텍스트의 구조적 짜임새를 살피고자 하였다. 각각의 리듬 요소들이 결속

관계를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을 음악텍스트로서 응결성23)이 성립한다고 보

았다.

또한 그는 판소리 ‘이면’이라는 전통음악적 개념과 텍스트이론의 ‘응집성’

의 개념이 가리키는 본질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판소리 대목에서 응

집성은, 장단 문체를 형성하는 리듬요소들의 전개에 의한 음악적 짜임새와 

노랫말의 의미구조 사이의 결속관계를 의미한다. 판소리에서 이면은 학자마

22)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7~8쪽.

23) 이보형이 제시한 두 요소의 번역에 있어 기존의 텍스트학 연구와 차이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이보형은 Cohesion을 응결성, Coherence를 응집성이라 하였

고, 남상백은 Cohesion을 응집성, Coherence를 일관성이라 하였다. 또 다른 텍

스트 언어학 분석연구에는 Cohesion을 결속구조, Coherence를 결속성으로 번역

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보형의 연구에서 사용한 번역어인 ‘응결성‘과 ‘응

집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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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노랫말에서 묘사하는 상황과 행위를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였을 때 ‘이면에 

맞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보형은 음악텍스트의 응집성을 증명하기 위

해 ‘노랫말의 의미구조와 음악적 전개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곧 판

소리 ‘이면’에 충실한 음악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라 

보았다.24)

이보형은 텍스트 이론에 기반한 판소리 대목의 구조적 분석이 가능하다

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방법론이 음악 전개의 구조적 짜임새를 객관적 

수치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분석에 매우 적합한 것임을 <화초

타령>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25) 

다만 그의 음악텍스트 분석의 시론(試論)26)은 더 많은 판소리 대목을 대

상으로 하여 이론으로서 정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

다. 그의 판소리 구조분석의 방법론이 타당하다면, 더 많은 판소리 대목의 

유형별 구조적 짜임새에 관해 논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판소리 대목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텍스트 분석은 단순 음악구조의 짜임

새를 살피는 것이 아닌, 노랫말이 갖는 의미구조를 복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며, 이보형은 이를 ‘담론 분석’이라 보았다. 판소리라는 예술에 수반되는 음

악적, 문학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살피며, 특히 그 구조적, 형식적 원리를 파

악한다는 점에서 음악텍스트 분석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3. 음악텍스트 분석방법론의 이론적 배경

앞서 이보형은 음악요소들이 하나의 대목으로 구성될 때 그것들이 서로 

결속구조를 이루는지의 정도를 논하기 위해 ‘응결성’을, 그것이 노랫말의 구

24) 응결성과 응집성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5)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26)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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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내용이 일관성을 띠며, 음악구조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하기 위해 

‘응집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언어학의 텍스트 구성의 내

적 요소를 논하기 위한 개념이며, 이보형은 음악텍스트의 구조적 짜임새 역

시 응결성과 응집성의 정도를 통해 논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위 개념들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면 다음과 같다.

응결성이란 텍스트의 언어적 표층 요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 형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들27)로서 성립되는 표면적인 짜임

새를 뜻한다. 텍스트의 구조는 문장, 구, 절과 같은 하층위 요소들이 문법적

으로 관계함으로서 형성되는데, 그 상호적 관계가 증명될 때28) 텍스트로서 

‘응결성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다. 

음악 텍스트에서의 응결성이라 함은 음악 구문29)이 판소리 대목으로 구

성됨에 따라 상호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단, 대박, 보통박 등의 하층위 

리듬 요소들이 관계함으로써 대목의 구조가 형성되며, 본고에서는 이후 살

펴볼 네 가지 리듬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구조적 짜임새를 살피고자 하였

다. 

리듬 요소로 구성되는 구문의 문체 차이는 곧 음악적 대비를 형성한다. 

가령 고조과 하강, 긴장과 안정, 반복과 생략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는 

음악의 전개를 형성하는데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대목의 음악적 구조를 파

악할 수 있게 한다. 즉 음악텍스트의 응결성을 살피는 과정은 해당 음악의 

전개로 형성되는 일정한 구조적 짜임새이자 음악적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집성은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가 텍스트 전반에 일관되게 지속되는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이루는 구문에 담 각각의 의미요소들이 텍스

27) 텍스트이론에서는 응결성을 드러내는 문법적 도구의 예시로 반복, 회기, 병행 

구문, 환언, 생략, 대용형, 시제, 상, 접속표현 등을 든다.

오세정 외, ｢서도잡가 '배따라기' 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결속구조와 결속

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8, 2020. 127쪽.
28) 특히 텍스트에 있어서 응결성은 하위 요소들이 선형적인 순서를 이룸으로서 

성립된다. 그 순서는 특히 문법이라는 일종의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
29) 음악 텍스트의 구문이라는 층위는 각 대목의 유형에 따라 장단, 악절, 악구 등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판소리 대목의 장단 단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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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반의 거시적 의미를 형성하는데 충분히 기여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텍

스트의 응집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3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보형은 음악텍스트에서의 응집성이 특히 판소

리 이면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노랫말의 내용상 의미’가 ‘음악적 

표현’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때 ‘이면에 맞는’ 것이 되며, 음악텍스트의 응집

성을 띠는 것이 된다. 특히 응결성을 이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출할 수 

있었던 음악적 전개와 노랫말의 의미 전개양상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이

자, 음악적 전개가 노랫말의 의미구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곧 판소리 대목의 응집성을 파악하는 것이자 판소리의 ‘형식적 이면’

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음악텍스트 분석방법을 위한 기초 전제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음악텍스트에서 응결성이란 음악 내부의 문법적 관계로 형성되는 

음악적 전개, 형식적 짜임새를 논하는 것이다. 응집성이란 응결성을 파악함

에 따라 도출되는 음악텍스트의 음악적 전개구조와 노랫말이 갖는 내용상의 

전개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특히 노랫말의 의미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음

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소리 대목의 응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악 구문의 문체를 이루는 

음악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보형은 크게 네 가지의 리듬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를 나열하면 (1)장단 주기의 리듬 통사구조, (2)장단

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음수 소밀도, (3)장단 내 붙임새 유형, (4)달고 맺는 

리듬구조의 기능에 따른 악절 형성이다. 각각의 요소들은 기본형 혹은 평균

을 기준으로 ‘이탈’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변화의 층위를 구분할 수 있

으며, 장단별 층위의 대비는 곧 음악적 전개를 형성한다.

앞선 이보형의 연구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소리는 ‘자연태 음악’에서 

비롯된 음악이며, 장단의 심층구조가 기저에 깔린 음악이다. 즉 위에서 언

30) 텍스트이론에서는 응집성을 드러내는 원리로 의의의 연속성, 프레임, 에피소드

적 기억, 의미론적 기억, 연결 관계의 강도, 추론 등을 논한다. 

문형희 외, ｢송서·율창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적벽부`와 `촉석루`의 악보와 가

사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1, 2016. 80쪽.
31) 주석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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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네 가지 음악요소는 ‘자연태 음악’을 구성하는 유형인 ‘기본형’이 존재

한다. 또한 각각의 음악 요소에는 기본형에서 벗어난 유형들이 있으며, 이

는 심층구조에서 이탈된 것이자 예술적 의장이 가미된 결과이다. 즉 본고에

서 분석하고자 하는 판소리 대목의 리듬 요소는 ‘기본형’과 ‘이탈형’의 연속

으로 구성되며, 그 전개양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음악의 구조적 짜임새를 도

출할 수 있다.

판소리에서의 ‘기본형’은 음악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형으로

서 음악 표현상 안정을 형성한다. 이에 비해 ‘이탈형’은 예술적 의장이 가미

된, 변칙적인 음악적 표현의 결과로서 ‘기본형’에 대비됨에 따른 음악적 긴

장감을 이룬다. 이탈형의 경우에는 그 변칙적 표현의 정도에 의해 다시 여

러 층위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 층위별로 유발되는 긴장의 정도까지를 

구분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 기본과 이탈에 따른 음악 구조 분석보다 

더욱 구체적인 형식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이보형이 설정한 음악텍스트 분석에 있어 문체를 형성하는 장단 

내의 네 가지 음악요소별 기초 개념32)과 본고에서 새롭게 설정한 층위 구

분의 기준과 유형에 대한 서술이다. 각각의 리듬 요소 유형 개념에 대한 구

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본고에서 분석하였던 대목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장단 주기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

일찍이 이보형은 향토민요 등 자연태 음악이 한 가지 리듬형의 장단이 

반복되는 반면, 판소리와 산조와 같은 변형태 음악에서 장단의 외적 박자구

조와는 다른 여러 리듬형이 생성되어 장단 단위로 변형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자연태 음악에서 보이는 리듬형이자 장단의 외적 박자구조에 해

당하는 리듬형을 ‘심층구조’로, 변형태 음악에서 보이는 리듬형이자 변화된 

내적 박자구조를 ‘이면구조’로 구분 지었다.33)

32)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33) 이보형, ｢長短 리듬型의 形態構造 및 統辭構造와 그 變化硏究｣, 동양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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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살펴볼 판소리 대목은 모두 중중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중중모리 장단에서 보이는 리듬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34) 즉 제 1형인 심층구조형과, 제 2~4형의 심층구조형에서 이탈한 이

면구조형을 세분화한 것이다. 유형의 단계과 이탈의 정도는 비례한다. 즉 4

형에 가까울수록 높은 변화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심층구조형은 자연태 음악에서 보이는 리듬형이자, 장단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 유형이자 속칭 ‘원박’ 리듬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중모

리 장단 주기의 표면적인 리듬 구조인 심층구조형은 3+3+3+3소박 2+2보

통박 2대박 대대박[(3+3+3+3)/8]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심층구조형 

리듬구조를 예시 악보와 정간보35)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 리듬 통사구조 심층구조형 예시

궁 - 상 각 치 우 동 - 서 남 - 북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4리듬소3

중중모리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는 [악보 1]과 같이 중중모리 장단주기를 

19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이보형, ｢長短 리듬 表面構造의 生成·變形原理｣, 국악원논문집 제 10집(서

울: 국립국악원, 1998)
34) 이보형, ｢장단 리듬 심층구조에 의한 표면구조 제어 기능｣. 한국음악연구 제 

31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3)
35) 본고에서는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를 분석에 한하여 리듬 구조에 노랫말 배치

에 따라 형성되는 내적박자 구조를 좀 더 분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정간보를 사

용하였다. 이외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등의 리듬 

요소에서는 정간보의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고 오선보를 통해서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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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리듬소는 3/8의 3소박이 4개가 모여 구성된다. 이처럼 판소리 대

목의 심층구조형 장단이란 리듬 이면구조가 중중모리 장단이 지시하는 표면

구조형(심층구조형)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후반변성형의 장단주기는 3+3+2+2+2소박 2+3보통박 2대박 대대박자

[(3+3+2+2+2)/8]로 요약할 수 있다. 이보형은 해당 리듬형이 심층구조와 

달리 2번째 대박에서 변주가 이루어지기에 후반변성형이라 명명하였다.36) 

앞서 살펴보았던 [악보 1]에 해당하는 장단을 임의로 후반변성형 리듬구

조로 변주시켜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악보와 정간보로 표기하면 다

음과 같다.

[악보 2] 리듬 통사구조 후반변성형 예시

궁 - 상 각 치 우 동 서 남 북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후반변성형은 [악보 2]와 같이 중중모리의 뒷 대박 리듬소 구성이 2/8박 

리듬소 세 개로 구성된다. 이처럼 2번째 대박의 하층위 리듬 구성이 기존 

심층구조형의 3분박이 아닌, 2분박으로 변화된 것을 후반변성형이라 한다.

후반변성형 리듬 구조는 중중모리 대목의 내드름에서 주로 출현하여 판

소리 중중모리 장단의 관용적 리듬구조임이 밝혀진 바 있다.37) 내드름이 대

목 전체의 음악적 특징을 함축하여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본 

36) 이보형, ｢長短 리듬型의 形態構造 및 統辭構造와 그 變化硏究｣, 동양음악
19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37)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指示하는 長短 리듬 統辭 意味論｣, 한국음악연구
2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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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변성형 리듬구조의 관용적 특징으로 중중모리 장단의 표면적인 리듬 구

조가 충분히 암시될 수 있는 것이다.38) 이는 다시 말해 후반변성형 리듬구

조가 중중모리 기본 리듬구조인 심층구조형에 비해 일부 리듬의 변화가 이

루어졌지만, 심층구조형과 함께 중중모리 장단의 기본적인 리듬 주기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이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심층

구조형 뿐 아니라 후반변성형 장단까지를 모두 리듬 통사구조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전반변성형은 2+2+2+3+3.소박 3+2보통박 2대박 대대박자

[(2+2+2+3+3)/8]의 리듬형을 지닌 것으로, 이보형은 첫 대박이 심층구조에

서 벗어났기에 전반변성형이라 하였다.39) 이를 악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악보 3] 리듬 통사구조 전반변성형 예시

궁 상 각 - 치 우 동 - 서 남 - 북

리듬소5리듬소4리듬소2 리듬소3리듬소1

38) 이는 중중모리 장단의 ‘맺는 리듬형’의 생성과도 관계있다. 중중모리 심층구조

형 리듬 구조는 기능상 ‘다는 리듬형’을 생성한다. 이를 기준으로 ‘맺는 리듬형’

의 생성을 위해 리듬 구조를 변주하게 되면 특히 제 2대박의 음수 밀집에 변화

가 이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후반변성형 리듬꼴로 변주되는 셈이다. 

중중모리 내드름에서 특히 후반변성형 리듬꼴이 출현하는 것 역시 분명한 맺는 리

듬형의 장단을 통해 대목의 음악성분을 함축하고 있는 완결된 악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9) 이보형, ｢長短 리듬型의 形態構造 및 統辭構造와 그 變化硏究｣, 동양음악

19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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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변성형의 경우 [악보 3]과 같이 첫 대박의 리듬소 구성이 2/8박의 

리듬소 세 개 구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즉 리듬 구성의 변화가 후반변성형

과는 반대로 첫 대박에 이루어진 것이다. 

장단 첫 대박의 리듬형은 해당 장단의 구조적인 성격이 제시된다. 즉 심

층구조형에 비해 전반변성형은 첫 대박에서 리듬의 이탈이 일어남에 따라 

더 큰 리듬적 이질감을 유발하게 된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본 유형을 후

반변성형보다 더 높은 이탈의 층위로 삼았다.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 리듬 

구조 유형의 출현 빈도를 감안하였을 때에도 전반변성형은 심층구조형, 후

반변성형에 이은 세 번째 출현 빈도를 보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제 3형으로 구분하였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전후변성형은 2+2+2+2+2+2소박 3+3보통박 2대박 대대박자

[(2+2+2+2+2+2)/8]의 리듬형을 지닌 것으로, 이보형은 모든 대박이 심층구

조에서 벗어났기에 전후변성형이라 하였다.40) 중중모리의 기본 보통박 구조

를 벗어난 유형이기에 가장 높은 이탈의 정도를 보이는 4형으로 설정하였

다.

[악보 4] 리듬 통사구조 전후변성형 예시

궁 - 상 - 각 - 치 우 동 서 남 북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전후변성형은 [악보 4]와 같이 장단 주기를 구성하는 리듬소 모두가 2/8

박으로 변화하여 총 6개의 리듬소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본 유형에 해당

40) 이보형, ｢長短 리듬型의 形態構造 및 統辭構造와 그 變化硏究｣, 동양음악
19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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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살펴보았던 전반변성형, 후반변성형의 각 대박 리듬소 변화가 

한 장단 내 함께 이루어진 것이며, 기본형인 심층구조형과는 전혀 다른 리

듬소 구성을 보이며, 이에 가장 높은 이탈 층위인 제 4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보형은 이어 제 5형으로 엇붙임형을 설정하였다. 엇붙임형이란 밀붙임, 

당겨붙임 등과 같이 장단 단위를 벗어난 붙임새로 인해 리듬 구조의 결손형 

및 확장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장단 주기를 벗어난 음수 붙임새에 따

른 이탈유형에 해당하며, 이는 이후 살펴볼 붙임새 이탈형의 출현과 중복된

다. 

또한 해당 엇붙임 장단들은 각각 위에서 살펴보았던 제 1~4형 리듬 통

사구조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 5형의 리듬 통사

구조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장단 주기 내에 형성된 리듬 통사구

조 유형만을 분석하고자 하며, 엇붙임에 의한 장단 주기를 벗어난 결손형, 

확장형 리듬 구조를 갖는 장단은 붙임새 이탈 유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다.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음수 소밀도 유형이란 한 장단 내에 붙는 자수(字數, 혹은 음수音數)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목을 구성하는 각 장단의 음 집합, 자수의 대비를 통해 

형성되는 음악 전개를 분석하는 것이다. 장단을 기준으로 집합된 자수의 차

이는 서로 다른 음악적 표현의 결과이자 노랫말의 형식과도 관계있다. 

대개 3소박 4박자 중중모리 장단의 자연태 음악에서는 한 박에 2자 내외

의 자수가 붙고, 장단으로는 8자 내외가 붙어 이를 중중모리 장단 내 기본 

음수 밀집 수치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변형태 음악인 판소리에는 장단 내 

음수의 배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며, 이에 기본 음수 밀집에서 벗어나

는 이탈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는 특히 노랫말의 음수 및 음보의 불규칙

성과 관계 지을 수 있으며, 나아가 내용상 서사적인 전개에 따른 감정의 고

조, 사건의 갈등 심화와 같은 극적 요소의 개입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즉 장단 주기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을 구분하고 파악하는 것을 통

해 변형태 음악인 판소리의 예술적 의장(意匠)에 따른 음악의 구조적 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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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기본형에 해당하는 8

자형을 기준으로 자수의 높고 낮음을 통해 그 이탈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다음은 <자진기생점고>의 내드름이며, 중중모리 기본 구성음 음수 소

밀도 에 해당하는 8자형의 예시이다.41)

[악보 5] 구성음 음수 소밀도 평균 8자 유형 예시

대목을 구성하는 여타 리듬 성분과는 달리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이탈의 방향이 음수의 높고 낮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무

엇이 음악적 표현에서 더 큰 차이를 유발하는지 설정하기는 곤란하며, 오직 

기본 음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통해서 그 층위를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특히나 기준이 상대적이며 인접한 장

단 사이의 음수 차이가 크게 날수록 음악적 변화에 따른 표현 대비가 두드

러지게 된다.

[악보 6]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 이탈 유형 예시

[악보 7]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 이탈 유형 예시

41)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등의 리

듬 요소에서는 정간보의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고 오선보를 통해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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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 소밀도 유형 분석에 있어 장단을 넘나드는 엇붙임이 이루어지는 경

우 장단 단위로 파악할 것인지, 노랫말의 구문 단위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

한 문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앞선 리듬 통사구조 유형에서와 마찬가지

로 장단을 기본 단위로 삼고 각 단위별 음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에 발생 가능한 분석상 문제, 엇붙임에 따른 구성음 음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자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엇붙임 출현 지점은 항상 붙임새 

이탈과 교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장단 주기 붙임새 유형

붙임새는 노랫말을 장단 리듬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

듬적 기교를 총칭한다. 오늘날 판소리 붙임새의 여러 유형의 개념 설정에 

관해서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본고의 붙임새 개념 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붙임새 개념 정리를 위한 작업이 이루

어졌으며, 본고에서는 최근 붙임새에 관하여 연구·정리되었던 문봉석42)의 

논문과 이보형의 음악텍스트 분석에서의 붙임새 개념43)을 참고하여 유형화

하고자 한다.

문봉석44)은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을 살펴봄에 앞서 기존 연구

들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던 붙임새 개념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엇붙임에 속하던 여러 붙임새들을 리듬의 일

탈, 리듬의 신축, 혼합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리듬의 일탈은 잉어걸이, 

완자걸이, 당겨붙임, 밀붙임이 해당되고, 리듬의 신충은 주서붙임, 뻗음이 

해당된다.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혼합형은 교대죽 유형이 속

한다. 

42) 문봉석,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 고찰(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6~33쪽.
43)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44) 문봉석,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 고찰(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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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살펴볼 중중모리 대목에서는 대마디대장단형과 엇붙임형 중 ‘리

듬의 일탈’에 해당하는 잉어걸이, 완자걸이, 당겨붙임, 밀붙임, 엮어붙임 유

형만이 등장한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리듬의 일탈 유형의 붙임새를 세부

적인 층위 구분까지 시도하고자 한다.

이보형의 음악텍스트 분석45)에서는 붙임새 이탈의 유형을 살피면서 그 

층위의 구분을 엄격히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붙임새가 붙지 않는 ‘대마디

대장단’과 그렇지 않은 ‘엇붙임’형의 대비만을 파악하고자 하였을 뿐, 엇붙

임형에 해당하는 다양한 붙임새 유형의 이탈의 층위 대비를 통한 음악표현

상의 차이까지 논하지 않은 것이다. 

가령 엇붙임에 해당하는 잉어걸이와 당겨붙임 중 어떤 붙임새가 더 큰 

리듬적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음악적 전개양상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붙임새의 이탈 층위를 통한 유

형화까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붙임새들은 중중모리의 기본 리듬구

조에서 소박단위, 보통박단위, 대박단위, 대대박단위로 영향을 미치며 이탈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박 층위별 리듬 변화가 곧 음악 표현상 정도의 차

이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붙임새 이탈의 층위를 구분하면 같

다. 

○ 대마디대장단형

대마디대장단형의 사전적 의미는 장단에 노랫말이 정확하게 들어 맞는 

붙임새를 총칭하나,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 이보형46)은 음악

텍스트 분석에 있어 ‘특별한 붙임새가 붙지 않는’ 기본 유형으로 설정하였

으며, 문봉석47)은 이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대마디대장

45)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46)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47) 문봉석,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 고찰(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 25 -

단을 ‘한 장단에 독립된 의미 단위의 사설이 붙으며, 장단의 박자가 가진 

고유한 리듬형에 부합하도록 사설을 붙이는 형태’로 정의하였다.

문봉석의 정의에서 언급한 ‘고유한 리듬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장단 리듬 표면구조라면 이외의 리듬 이면구조로 구성된 장

단은 어떠한 붙임새 유형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한 장단에 독립된 의미 단위의 사설이 붙는’ 문봉석의 일반론에 이보형의 

‘어떤 붙임새도 붙지 않는 기본형’이라는 부가적 원칙을 추가하여 대마디대

장단형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 잉어걸이형

잉어걸이형 역시 여러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문봉석의 

정리48)에 따르면 잉어걸이를 ‘사설의 주박을 매우 작은 시가의 휴지로 밟고 

나와서 낚아채는 느낌을 주는 일종의 싱코페이션 현상’으로 보았으며, 이보

형49) 역시 ‘주박에 짧은 시차로 띠어 부치는 붙임새’라 하였다. 두 연구에서 

지시하는 잉어걸이는 모두 ‘주박’50)을 비움으로써 발생하는 강세 변화를 이

루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 설정을 따르고자 한다.

잉어걸이는 중중모리의 장단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통박 중 첫 

소박을 쉼으로써 보통박 내의 강세 변화를 유발한다. 즉 잉어걸이는 중중모

리 리듬 표면구조를 유지한 채 보통박보다 하위 층위인 소박에서 일어난 리

듬 변화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리듬적 변화가 적은 붙임새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잉어걸이 이탈형의 예시이다.51)

48) 문봉석,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 고찰(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49)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50) ‘주박’이라 함은 보통박을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소박 중 보통 강세가 붙는 첫 

소박을 뜻한다. 즉 잉어걸이란 보통 강세가 붙게 되는 첫 소박을 비움으로써 다

음에 붙는 소박으로 강세가 변화되는 붙임새가 된다.
51)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등의 리

듬 요소에서는 정간보의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고 오선보를 통해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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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잉어걸이형 붙임새 예시

○ 완자걸이형

완자걸이형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한 문봉석52)은 ‘기본형이 3소박

형 리듬인 장단에서 2소박형으로 바뀌어 연속하는 일종의 헤미올라’를 완자

걸이로 보았다. 또한 이보형53)은 ‘심층구조에 자리한 음들이 밀리고 당겨지

는 붙임새’라 보았다. 

즉 중중모리에서의 완자걸이란 기본 외적 박자구조의 2보통박(3+3) 체계

가 3보통박(2+2+2)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며54), 이와 같은 리듬 구조의 변

화는 상대적으로 잉어걸이형보다 높은 층위의 변화이다. 다음은 완자걸이 

이탈형의 예시이다.

[악보 9] 완자걸이형 붙임새 예시

하였다.
52) 문봉석,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 고찰(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53)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54) 이는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의 후반변성형, 전반변성형 또는 전후변성형과는 다

르다. 리듬 통사구조의 경우 노랫말의 배치에 따른 내적 박자구조의 변화를 파

악하는 것이며, 본 붙임새 이탈도의 완자걸이형은 내적 박자구조 뿐 아니라 외

적 박자구조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유형을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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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붙임(밀붙임, 당겨붙임, 엮어붙임)

엇붙임에 해당하는 붙임새는 공통적으로 장단 주기를 벗어난 채 노랫말

이 붙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봉석55)은 ‘사설이 주박의 앞이나 뒤로 비껴붙

어있는 형태, 또는 리듬의 일탈이나 신축’ 등을 엇붙임형이라 보았으며, 이

보형56)은 ‘장단 주기의 심층구조와 다르게 줄거나 늘어지는 붙임새’라 하였

다. 

엇붙임에 해당하는 붙임새는 밀붙임과 당겨붙임 그리고 엮어붙임의 세 

종류이다. 밀붙임은 심층구조보다 늘어난 확장형 붙임새이며, 당겨붙임은 심

층구조보다 줄어든 결손형이다. 엮어붙임은 결손형에 해당하는 악구들이 모

여 상대적으로 적은 심층구조 주기에 더 많은 리듬형이 붙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확장과 결손의 차이에 따른 음악 표현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

다고 보고, 이들을 다른 층위로 구분하지 않고 엇붙임형이라는 하나의 유형

으로 파악하였다. 

밀붙임과 당겨붙임, 그리고 엮어붙임은 모두 중중모리 장단의 기본 리듬

구조 주기를 벗어나는 붙임새 유형이며, 그렇기에 앞서 살펴본 잉어걸이형, 

완자걸이형의 장단 기본 리듬구조 내의 이탈보다 더 높은 층위의 변화에 해

당한다. 다음은 엇붙임형에 해당하는 밀붙임과 당겨붙임, 그리고 엮어붙임의 

예시이다.

[악보 10] 엇붙임형 중 밀붙임 예시

55) 문봉석,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결합 방식 고찰(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56)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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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엇붙임형 중 밀붙임 예시

[악보 12] 엇붙임형 중 엮어붙임 예시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붙임새 유형은 각각 리듬 구조 내에서 이탈이 

이뤄지는 박 층위를 기준으로 이탈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어떠한 

붙임새도 이뤄지지 않는 대마디대장단형은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 1형으로 

설정하고, 소박 단위의 변화에 해당하는 잉어걸이형을 제 2형, 보통박 단위

의 변화에 해당하는 완자걸이형을 제 3형, 장단(대대박)단위의 변화가 이루

어지는 엇붙임형을 제 4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4) 악절 신장도

이보형은 기존 전통음악 장단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특정 장단 리

듬 구조가 단락을 형성하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57) 그 중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 연구 중 ‘달고 맺기’의 기능58)을 갖는 리듬 구조 원

리를 밝혔는데, 그 기준은 특히 제 2대박의 음수 밀집 양상에서 비롯된다. 

57) 이보형, ｢韓國民俗音樂 長短의 리듬型에 관한 硏究 -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푸리와 같은 3小拍 느린 4拍子形 長短을 중심으로｣, 동양음악 16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4) ;        , ｢傳統音樂의 리듬 分析 方法論
｣, 정신문화연구 66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      , ｢중중모리 ‘달

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 3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58) 장단의 ‘단다’는 개념은 ‘맺는다’의 개념이 생성 이후 그에 대비되는 리듬 유형

을 총칭한다.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

성연구｣, 한국음악연구 3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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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기능을 생성하는 리듬 구조는 제 2대박의 제 3보통박에 주로 음수

가 밀집하며, 이에 비해 제 4보통박의 음수가 비교적 비워지는 리듬형이다. 

이러한 리듬 구조를 본고에서는 ‘맺는 리듬형’이라 칭하고자 한다. 장단의 

후반 지점의 박이 비워짐에 따라 장단이 연속되는 관성을 제어하고, 이는 

곧 악절이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59)

[악보 13] 악절 신장도 맺는 리듬형 예시

맺는 리듬형과는 반대로 제 4보통박까지 음수가 골고루 포진되는 리듬형

은 장단의 연속성을 형성하는 관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리듬 구

조를 본고에서는 ‘다는 리듬형’이라 칭하고자 한다. 다음은 앞선 리듬 통사

구조 이탈형에서 든 장단 주기 예시를 바탕으로 다는 리듬형과 맺는 리듬형

으로 임의 변주한 예시이다.

[악보 14] 악절 신장도 다는 리듬형 예시

이와 같은 ‘달고 맺기’의 리듬 구조 기능상의 특징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

나는 것은 아니다. 변형태 음악인 판소리는 예술적 의장이 다양하게 가미됨

에 따라 두 가지 기능으로 분명하게 양분되기보다는 중간적인 리듬형이 출

현하게 된다. 이보형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전후 리듬 맥락이나 선율형

으로 그 기능을 가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60) 다시 말해 악절의 

59)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등의 리

듬 요소에서는 정간보의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고 오선보를 통해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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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항상 선율형과 리듬 구조 그리고 노랫말의 의미구조와 형식적인 단

락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고

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1차적으로는 맺는 리듬형의 출현을 통해 악절을 파악

하나, 부차적으로 선율형, 노랫말 의미구조, 형식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교

차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악절 구성 장단 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악절 유형

이 음악적 전개에 어떤 원리로 배치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악절 신장도 

요소 분석 방법이다. 각각의 대목별로 몇 개의 장단이 하나의 악절을 이루

는 것이 보편적인 유형인지, 대목을 구성하는 악절이 균등한지, 불균등한 

악절의 구분의 배치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밝힌 네 가지 리듬 요소의 분석 결과를 도식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도식이란 하나의 대목을 대상으로 그 가로축이 장단을 단

위로 하는 음악의 전개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이탈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

도록 요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목의 구성 리듬 성분들의 전개 양상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와 붙임새 이탈도의 경우 

기본형에 해당하는 심층구조형, 대마디대장단형이 세로축의 1형에 해당하며, 

리듬 변주에 해당하는 이탈형의 층위는 곧 세로축의 수준과 비례하게 된다. 

반면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장단 내 음수가 기준보다 많거나 적게 붙음

으로써 표현상의 대비를 이루는 것이기에 기본형에 해당하는 세로축의 음수 

기본형은 도식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악절 신장도의 경우 몇 개의 장단이 하나의 악절을 이루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세로축이 악절을 구성하는 장단의 개수를 나타내게 된다. 즉 1개의 

장단이 1개의 악절을 이루는 경우 장단에 따른 음악 전개를 나타내는 가로

축의 각 지점과 세로축 1유형에 교차하는 지점에 표시가 된다. 또한 4개의 

장단이 1개의 악절을 이루는 경우 세로축 4유형과 교차하는 지점에 표시가 

60)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

국음악연구 3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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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 경우 가로축 4개의 지점 즉, 4개 장단에 연달아 표시된다. 

판소리 대목을 구성하는 장단 주기의 리듬 성분은 기본형과 이탈형의 표

현상 차이를 통해 구조적 짜임새가 형성된다.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들

은 대목의 전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변화하며, 그 중 리듬 성분 기본형이 

형성하는 리듬적 안정감, 리듬 성분의 이탈형이 형성하는 리듬적 긴장감은 

음악 표현상 긴장과 이완, 고조와 안정의 표현상 대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러한 리듬 성분 유형의 출현이 대목의 전개상 일관성과 규칙성, 즉 텍스트

로서 응결성이 파악되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음악 표현상 차이를 이룰 때, 

대목의 주된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응결성이 파악된 대목의 리듬 구조는 다시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

조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리듬 성분을 통한 음악 전개가 노랫말에서 

포착되는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의 전개와의 결속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면 

음악텍스트로서 응집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판소리 대목의 형식적 미학에 대한 검증이자 판소리 구조의 구성 원리에 대

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판소리 음악텍스트 분석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대목의 노랫말의 의미구조, 형식구조 짜임새를 파악한다. 이

후 대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장단 단위의 리듬 성분의 전개를 각각 살펴봄

으로써 대목의 음악구조를 파악하고 응결성의 성립을 확인한다. 그 후 음악

구조의 형식적 근거를 노랫말의 의미구조, 형식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응집성

의 성립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의 음악텍스

트 성립 여부와 함께 텍스트의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분석과정은 본고의 2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중중모리 대목에서 보이는 리듬 구조의 특징을 파악

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소리 대목의 리듬 구조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각 대

목의 전개상 파악되는 리듬 성분들의 특징과 구조는 곧 형식 유형의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음악텍스트 분석 방법의 표면적 목적은 판소리 대목의 텍스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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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밝히는 것이나, 그 이면적 목적은 판소리 대목의 형식적 전개양상에 

대한 파악을 통한 대목의 구성원리에 대한 이해에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판소리 형식론에 대하여 음악텍스트 분

석 방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다룸으로써 그 방법론적 효용성을 타진

하며, 나아가 더 많은 판소리 대목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론적 연구의 토대

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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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만정제 <춘향가> 중중모리 대목 분석

본 장에서는 판소리 대목의 음악텍스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판소리 대목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학적·음악적 형식의 특징들이 포착된다. 이에 본고에서

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노랫말의 형식적 제어 여부라는 다소 상

대적인 기준을 통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형식적 제어란 문학의 시와 같이 일정한 악구와 악절의 단위가 규칙적으

로 형성되거나, 후렴구 또는 반복구 또는 일정한 운율 배치에 의해 단락이 

형성되는 등의 구조적 짜임새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종류의 판소리 

대목 중에는 이러한 형식적 제어가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형식적 제어가 미미한 유형 역시 존재한다. 

제 1 절 형식적 제어가 분명한 대목

본고에서 형식적 분명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함은 특정 후렴구, 특정 반

복구가 등장함으로써 일정한 형식감을 이루거나, 운율을 형성하는 음보의 

배치, 반복구들의 활용 등을 통해 대목 전반에 정형시적 형식구조를 띠는 

대목이다. <천자뒷풀이>, <자진사랑가>, <정자노래>, <자진기생점고> 등이 

그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 특징은 대부분의 대목에서 파악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목 전반이 일관된 형식에 의해 제어되었을 때 ‘형식적 

분명함’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에 의해 구분된 대목

들은 판소리 한 바탕의 전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

저 형식적 분명함이 드러나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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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자뒷풀이>61)

‘풀이’란 사전적 의미6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노랫말의 소재를 나열

하고 의미를 풀어나가는 형식 구조로 되어 있다.63) 본 <천자뒷풀이>는 ‘천

자문’이라는 소재를 나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나가는 것이나, ‘뒷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천자문 해석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진 대목이다. 

다음 [자료 1]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자뒷풀이>는 당대 지식층의 상징적

인 학습소재를 활용하여 사대부의 점잖은 학습과정을 묘사하는 것에서 점차 

이도령의 세속적이고 헛된 욕망들이 묘사되는 등 심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

며, 이를 진중하면서도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본 대목의 주된 미적 형

식 구조이다. 

61) 김소희 춘향가 제1~6집(서울: 서울음반, 1995). CD1, Track 9
62)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stdict.korean.go.kr). ‘풀이’ 항목 중.
63) 전통음악에서 판소리 뿐 아니라 민요, 무가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음악에서 하

나의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본 대목의 제목은 ‘뒷풀이’로, 이는 공식성

을 띠는 ‘풀이’와 다른 일종의 패러디이자, 새로운 해석이 담긴 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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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에 생천하니 불언행사시 유유비창 하날 천

축시에 생지하여 금목수화를 맡었으니 양생만물 따 지

유현미묘 흑정색 북방현무 검을 현

궁상각치우 동서남북 중앙토색의 누루 황

천지사방이 몇만리 하루광활 집 우

연대국조 흥망성쇠 왕고래금 집 주

우치홍수 기자추연 홍범이구주 넓을 홍

전원이 장부 호불귀라 삼경이 취황 거칠 황

요순상덕 장헐씨구 취지여일 날 일

억조창생 격양가 강구연월 달 월

오거시서 백가어 적안영상 찰 영

이해가 어이 이리 더디긴고 일중직책의 지을 책

이십팔수 하도낙서 진우천강 별 진

가련금야 숙창가라 원앙금침 잘 숙

절대가인 좋은풍류 나열준주 벌일 열

의회월색 삼경야의 탐탐정회 베풀 장

부귀공명 꿈밖이라 포의한사 찰 한

인생이 유수같아 세월이 절로 올 래

남방천리 불모지지 춘거하래 더우 서

공부자의 착한도덕 기왕지사의 갈 왕

상풍이 소슬 주서방지 초목이 황락 가을 추

백발이 장차 오거드면 소년풍도 거들 수

낙목한천 찬바람의 백설강산의 겨우 동

오매불망 우리사랑 규중심처 감출 장

부용작약의 세우중의 허정석기 부를 윤

저러한 고운태도 일생 보아도 남을 여

이몸이 훨훨 날아 천사만사 이룰 성

이리저리 노니다 부지세월 해 세

조강지처는 박대 못하느니 대전통편의 법중 율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어 법중 려 자로 놀아보자

이래한참 읽어가더니만은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춘향 보고지고

추천하던 그 맵시를 어서 빨리 보고지고

[자료 1] 김소희 창 <천자뒷풀이> 노랫말

김소희 창 <천자뒷풀이>는 ‘하늘 천’부터 ‘법중 율’까지 총 29가지 한자

를 풀어낸다. 각 한자의 뜻을 비유하는 관용적인 노랫말과 내력을 읊는 여

러 미사여구 등의 노랫말을 부르며, 이어 각 한자의 음훈을 읊는 것이 본 

노랫말의 한 절을 이룬다. 이를 요약하면 노랫말의 각 절에는 ‘한자풀이-한

[단락 1]

[단락 2]

[B]

[C]

[A]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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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훈’과 같은 정형적 틀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자료 1]의 굵게 표시된 것

과 같이 대체로 한 절의 끝부분에 한자의 음훈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일정

한 운율감을 형성하며, 하나의 한자말풀이가 하나의 소단락을 이루고 그것

이 전체 노랫말에 일관되어 반복됨으로써 본 대목의 형식적 통일감을 이룬

다. 

앞서 밝힌 것처럼 <천자뒷풀이>의 노랫말은 의미 구조상 전개 역시 포착

할 수 있다. [자료 1]의 [단락 1]은 고상하고 우아한 미사여구와 내력풀이로 

한자말을 풀어가는 반면, 이어지는 [단락 2]부터는 점차 세속적이고 노골적

으로 욕망을 표현하는 등 ‘한자풀이’에 담긴 주제가 변화된다. 이에 [자료 

1]의 단락 구분은 형식구조적 특징이 아닌 의미 전개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

이다.

<천자뒷풀이> 노랫말의 의미 전개를 요약하자면 이도령의 사대부라는 출

신성분에 맞추어 점잖은 모습으로 유교적 세계관을 담은 한자풀이에서 이내 

세속적 욕망과 덧없는 인생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전환되며, 그 종지에 

이르러서는 춘향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이도령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는 등 분명한 의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64)

대목을 구성하는 노랫말 중 형식구조 및 의미구조의 전개상 특징 혹은 

예외에 해당하는 지점이 존재하며, 이는 [자료 1]의 [A], [B], [C], [휘]로 

표시하였다. [A]는 대목의 첫 도입부이자 대목 전반의 형식구조보다 노랫말

이 추가적으로 붙는 형식적 예외지점에 해당한다. [B]는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단락 구분의 기준점이 된다. 노랫말 형식구조

의 평균 음수보다 많은 음수로 구성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C]는 대목의 

64) 이와 같은 의미구조의 변화는 다른 유파의 춘향가에서도 유사하게 파악된다. 

박봉술 창본의 노랫말은 전반적으로 만정제 <춘향가>와 차이를 보이나, 마찬가

지로 ‘기울 책’을 전후하여 의미구조의 전환을 이루며, 더 노골적인 표현과 묘

사가 이루어진다. ｢박봉술 창본 춘향가｣, 판소리연구 4집(서울: 판소리학회, 

1993) 349~406쪽.

또한 대체로 만정제 <춘향가>와 유사한 김연수 창본의 <천자뒷풀이>의 경우 

‘기울 책’에 해당하는 음수가 더 늘어나며, 의미구조의 전환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김연수 창본 춘향가(서울: 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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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이자 춘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등 노랫말의 의미구조적 전개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지점이다. 또한 이후 휘모리로 전환되는 소단락 [휘]를 

이끄는 등 형식구조 변화를 이루며, ‘한자풀이-한자음훈’의 형식에서 다소 

변화한 형식적 예외지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김소희 창 <천자뒷풀이>의 노랫말이 갖는 형식적인 구조와 의

미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를 요약하면 정형적인 형식구조로 일관

하며, 그 내부에서 의미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천자

뒷풀이>를 구성하는 네 가지 리듬 성분들의 전개를 분석하고자 하며, 나아

가 살펴보았던 노랫말의 형식구조 및 의미구조의 전개가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천자뒷풀이>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천자뒷풀이>의 제 6, 9, 12, 13장단 등65) 대목을 구성하는 63장단 중 

18개 장단이 3+3+3+3소박 2+2보통박 2대박 리듬 구조인 심층구조형에 해

당한다. 다음은 심층구조형에 해당하는 제 6장단의 예66)이다.

[악보 15] <천자뒷풀이> 심층구조형(제 6장단)

65) <천자뒷풀이>의 심층구조형은 제 6, 9, 12, 13, 15, 17, 20, 24, 29, 30, 31, 

41, 42, 44, 45, 49, 55, 57장단에 출현한다.
66)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 분석에 한하여 노랫말 

배치에 따른 장단의 내적 박자구조 형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정간보를 함

께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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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 생 만 - 물 △ 따 - 지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악보 15]와 같이 제 6장단의 노랫말 의미 단위는 ‘양생만물/따지’와 같

이 장단의 중심을 기준으로 6+6소박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를 리듬 구

조를 중심으로 더욱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양생/만물/따/지’의 네 개의 3소

박 리듬소로 나뉜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천자뒷풀이>의 제 1, 3, 5, 7장단 등67) 대목을 구성하는 63장단 중 25

개 장단이 3+3+2+2+2소박 2+3보통박 2대박 리듬 구조인 후반변성형에 해

당한다. 다음은 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내드름 제 1장단의 예이다.

[악보 16] <천자뒷풀이> 후반변성형(제 1장단)

자 - - 시 - 에 생 천 하니 △ 불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6]과 같이 제 1장단은 노랫말의 의미단위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구분하였을 때 ‘자시에/생천하니/불’의 6+4+2소박으로 파악되나, 보다 면밀

한 리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세분한다면 ‘자/시에/생천하니/불’와 같이 

3+3+2+2+2소박의 다섯 개의 리듬소 구성을 보인다. 

다만 제 1장단은 후반변성형임과 동시에 당겨붙임에 의한 예외적인 리듬

형에 해당한다. 노랫말의 의미구조 절 단위로 구분하여 리듬 구조를 분석하

67) <천자뒷풀이>의 후반변성형은 제 1, 3, 5, 7, 8, 10, 14, 16, 18, 19, 23, 25, 

26, 27, 32, 33, 39, 46, 48, 50, 51, 52, 54, 59, 62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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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시에 생천하니’의 3+3+2+2소박 2+2소박 2대박이라는 결손형 장단주

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보형68)은 당겨붙임, 밀붙임, 엮어붙임에 의해 결손되거나 확장된 

예외적 리듬 구조를 따로 ‘엇붙임형’이라 명명하고 구분하였다. 허나 붙임새

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형, 확장형 리듬 구조는 이후 붙임새 이탈도의 전개

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 리듬 통사구조는 노랫말의 

의미구조 단위가 아닌 리듬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 장단 주기를 단위로 

구분하고자 한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천자뒷풀이>의 제 4, 22, 28, 36장단 등69) 대목을 구성하는 63장단 중 

7장단이 2+2+2+3+3소박 3+2보통박 2대박 대대박자 리듬 구조인 전반변성

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전반변성형 리듬 구조인 제 4장단의 예이다.

[악보 17] <천자뒷풀이> 전반변성형(제 4장단)

축 △ 시 의 생 - 지 - - 하 여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7]과 같이 제 4장단은 노랫말의 의미구조를 단위로 자연스럽게 

구분한다면 ‘축시의/생지/하여’와 같이 4+5+3소박으로 구분되며, 이를 리듬

구조를 단위로 세분한다면 ‘축/시에/생/지/하니’와 같이 2+2+2+3+3소박의 

총 다섯 개의 리듬소로 구성된다. 

68)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6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4) 22쪽.

69) <천자뒷풀이>의 전반변성형은 제 4, 22, 28, 36, 38, 58, 60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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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형, 전후변성형

<천자뒷풀이>의 제 2, 11, 21, 34, 35장단 등70) 대목을 구성하는 63장단 

중 13개 장단이 2+2+2+2+2+2소박 3+3보통박 2대박 대대박자 리듬 구조

인 전후변성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전후변성형에 해당하는 제 11장단의 예

이다.

[악보 18] <천자뒷풀이> 전후변성형(제 11장단)

천 - 지 - 사 - 방 이 몇 만 - 리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18]과 같이 제 11장단은 노랫말의 의미단위를 기준으로 자연스럽

게 해석하자면 ‘천지/사방이/몇만리’의 4+4+4소박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리듬 구조를 더욱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으로 리듬소 단위로 해

체한다면 ‘천/지/사/방이/몇만/리’와 같이 2+2+2+2+2+2소박의 총 여섯 개 

의미단위 구성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듬 통사구조에 따른 <천자뒷풀이>의 전개를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70) <천자뒷풀이>의 전후변성형은 제 2, 11, 21, 34, 35, 37, 40, 43, 47, 53, 56, 

61, 63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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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B]

[A] [C]

[도식 1] 김소희 <천자뒷풀이>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도식 1]은 <천자뒷풀이>의 전개에 따른 리듬 통사구조 이탈 정도를 그

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가로축은 장단 순서를 나타낸 것이며, 본 <천자뒷풀

이>는 총 64장단으로 구성된다. 세로축은 이탈의 정도를 표기한 것이며, 1

형은 심층구조형, 2형은 후반변성형, 3형은 전반변성형, 4형은 전후변성형이

다.

[도식 1]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노랫말의 단락 

구분과 형식, 의미구조적 특징점에 해당하는 [A], [B], [C]에 해당하는 장단

을 각각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 리듬 통사구조의 이탈 양상을 보다 수월하

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논하기 위해서는 각 리듬 

구조 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표현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리듬 통

사구조 이탈형은 중중모리 장단의 3소박 단위의 전형적인 리듬 구조인 심층

구조형의 일부 혹은 전체가 2소박 단위의 리듬 구조로 변화한 일종의 리듬 

변주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리듬 변주는 장단을 구성하는 보통박 수의 증가

이자 더 많은 강세가 장단 내에 배치되는 실체적 변화를 겪는다. 이는 중중

모리 장단의 외적 리듬주기에 해당하는 심층구조형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며, 결과적으로 대목 내에 제시되는 기본적인 리듬감을 벗어난 일종의 리듬

적 강조가 된다. 

즉 리듬 통사구조 기본형과 이탈형의 출현은 곧 각각의 장단마다의 음악

표현상 대비를 형성한다. 이탈형의 출현은 더욱 빠르고 촘촘한 리듬감으로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목을 구성하는 장단 중 이탈형 장단의 출

현에 따라 기존에 형성되었던 장단 기본 리듬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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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의 유형의 출현 양상을 통해 대목의 리듬 전개

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대목의 구조적 짜임새

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리듬 표현상 대비를 중심으로 <천자뒷풀이>의 구조적 짜임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목의 초반에 해당하는 [단락 1]에서는 

심층구조형과 후반변성형 등 기본형에 가까운 층위의 리듬형 출현이 일반적

이나, 대목의 전개에 따라 높은 층위 이탈형의 출현이 이루어진다. 이는 특

히 [단락 1]의 종지 지점에서 2장단에 걸쳐 연속된 이탈형의 출현으로 본격

화되며, 이어지는 [단락 2]에서 리듬 이탈형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양상

을 보인다.

전후변성형 전반변성형

전후변성형 전반변성형

전후변성형 후반변성형

[악보 19] <천자뒷풀이> [단락 2] 내 리듬 통사구조 이탈 연속(제 35~40장단)

[악보 19]를 비롯한 [단락 2]의 제 34장단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형의 출

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리듬 전개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

다. 특히 [악보 19]에서 보이는 연속적인 이탈형 출현에 따른 리듬 전개는 

곧 대목 내 리듬을 통한 고조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락 2]의 [악보 19] 이후 전개는 다시 심층구조형 또는 후반변성형 등 중

중모리 기본 리듬 구조에 가까운 리듬형의 출현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조되

었던 전개에서 리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전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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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의 [A]와 [C] 지점은 본 대목의 ‘점층적인 고조’라는 일관된 전

개 양상과는 달리 다소 불규칙한 리듬형의 출현에 따른 전개를 보인다. 이

러한 특징적인 전개양상은 본 대목의 도입 또는 종지 지점에 출현함으로써 

대목의 일관적 전개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단락감을 형성하는데 기능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본 <천자뒷풀이>는 위 [악보 19]의 [C] 이후 휘모리 장단의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춘향 보고지고…’의 노랫말로 이루어진 짧은 단락이 출현한다. 

즉 [C] 단락은 중중모리 <천자뒷풀이>의 종지적 분위기 형성과 동시에 휘

모리로의 전환을 암시하기 위해 역동적인 리듬형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71)

[악보 20] <천자뒷풀이> 휘모리 변화 지점(제 63~67장단)

지금까지 <천자뒷풀이>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에 따른 전개양상을 살펴보

았다. 본 대목은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의 출현 양상, 특히 단락별 출현 빈

도의 대비를 통해 음악표현에 따른 구조적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대목의 전개는 점층적으로 리듬이 고조되며, 대목의 3/4지점에서 절정에 이

71) 본 연구는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기에 <천자뒷풀이> 

내 휘모리로의 장단 변화가 이루어진 지점에 대한 분석은 [도식 1]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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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뒤 다시 안정적인 리듬형으로 잦아드는 식의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4자형부터 11자형까지 총 8

개 유형이 대목에 출현한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장단 주기 구성음의 음

수 차이, 구성음 평균치로부터 벗어난 정도 등의 전개로 음악표현상 대비를 

이룬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은 제 2장단에서 유일하게 출

현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2)

[악보 21] <천자뒷풀이> 4자형(제 2장단)

[악보 21]에 표시 된 것처럼 제 2장단은 의미구조상 ‘불언행사시(不言行
四時)’의 5자 구성이다. 허나 이는 내드름에 해당하는 제 1장단의 당겨붙임

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난 노랫말 음수 배치가 형성되며, 이에 제 2장단

에는 ‘불’이 생략된 ‘언행사시’의 4자형이라 할 수 있다.73) 

○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은 제 20, 42장단에 출현한다. 

5자형에 해당하는 장단 역시 당겨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나는 지점이

72)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 분석을 제외한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의 경우 정간보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였다.
73) 본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분석은 장단 주기 대비 음수 밀집의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기에 제 2장단을 5자형이 아닌 4자형으로 구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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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자형에 해당하는 제 20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2] <천자뒷풀이> 5자형(제 20장단)

[악보 22]와 같이 제 20장단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의미구조상 ‘취지여일

(就之如日) 날 일(日)’의 6자 구성을 보인다. 허나 이를 장단주기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취’ 앞 장단에 붙음으로써 ‘지여일 날 일’의 5자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12, 14, 22, 24장단 등 

63장단의 대목 구성 중 11개 장단에서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12장단

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3] <천자뒷풀이> 6자형(제 12장단)

[악보 23]의 제 12장단 ‘하루광활(廈樓廣闊) 집 우(宇)’와 같이 6자형 장

단은 대체로 본 대목의 형식구조 중 ‘한자음훈’에 해당하는 노랫말 유형이

다. 또한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부터 장단주기와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구분이 일치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내드름인 제 1장단을 포함

하여 제 3, 4, 7, 8장단 등 총 63장단의 대목 구성 중 16개 장단에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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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3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4] <천자뒷풀이> 7자형(제 3장단)

[악보 24]의 제 3장단 ‘유유비창(悠悠彼蒼) 하날 천(天)’은 7자형 중 본 

대목의 형식구조 중 ‘한자음훈’에 해당하는 노랫말 유형이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역시 장단주기와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구분이 일치한다. 

본 대목의 노랫말 형식구조 ‘한자음훈’은 노랫말의 정형성에 관계한다. 

‘집 우’, ‘하날 천’과 같이 보통 2~3글자로 구성된 한자의 음훈이 정형적으

로 제어됨에 따라 중중모리 평균 음수 소밀도에 해당하는 8자를 기준으로 

1~2자 정도가 생략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10, 11, 13, 15장단 등 

총 63장단의 대목 구성 중 20개 장단에서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예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5] <천자뒷풀이> 8자형(제 11장단)

[악보 25]의 제 10장단 ‘천지사방(天地四方)이 몇만 리’는 본 대목의 노

랫말 형식구조 중 ‘한자풀이’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

형 은 장단주기와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구분이 일치하며, 대목 내 가장 높

은 출현 빈도를 보이기에 기본 음수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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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5, 9, 19, 43장단 등 대

목 전반에 총 8회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5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악보 26] <천자뒷풀이> 9자형(제 5장단)

[악보 26]의 제 5장단은 ‘금목수화(金木水火)를 맡었으니’로 노랫말 형식

구조 중 ‘한자풀이’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본 9자형은 장단주기와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구분이 일치하나, 앞선 음수 유형에 비해 출현 빈도가 적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본 음수형에서 다소 이탈이 일어난 유형이라 할 수 있

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에 해당하는 장단 중에는 노랫말의 의미구조 

단위를 벗어난 예도 존재한다. 이에 해당하는 19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악보 27] <천자뒷풀이> 9자형(제 19장단)

[악보 27]과 같이 제 19장단은 ‘요순상덕(堯舜聖德) 장헐씨구’의 노랫말

에 이어 제 20장단의 ‘취지여일(就之如日) 날 일(日)’ 중 첫 음인 ‘취’가 당

겨붙임으로 연속됨에 따라 장단 주기를 벗어난 노랫말 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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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25, 41, 62장단에서 4

회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25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8] <천자뒷풀이> 10자형(제 25장단)

[악보 28]의 제 25장단 ‘이 해가 어이 이리 더디긴고’와 같이 구성음 음

수 소밀도 10자형은 장단주기와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구분이 일치하나, 단 

4회의 출현에 그치는 등 기본형에서 다소 이탈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역시 장단 중에는 노랫말의 의미구조 단위를 

벗어난 예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41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9] <천자뒷풀이> 10자형(제 41장단)

[악보 29]와 같이 제 41장단은 ‘공부자(孔夫子)의 착한 도덕’과 제 42장

단의 ‘기왕지사(旣往之事) 갈 왕’ 중 첫 두 자 ‘기왕’이 당겨붙어짐으로써 

앞선 제 19장단의 예와 마찬가지로 장단 주기를 벗어난 노랫말 배치가 이

루어진다. 다시 말해 구성음 음수가 늘어나는 것과 노랫말의 정형적인 형식

구조에서 벗어난 예들이 관계하는 것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제 59, 63장단에 총 2회 

등장한다. 해당 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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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천자뒷풀이> 11자형(제 59장단)

[악보 30]과 같이 제 59장단은 ‘조강지처는 박대 못하느니’로 장단주기와 

노랫말의 의미구조 구분이 일치하나, 구성음 음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다. 

이는 제 63장단과 함께 대목의 종지지점에 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음수의 밀집과 분산은 노랫말 형식구조와 관계한다. 또한 기본 음수형을 기

준으로 밀집과 분산으로 형성되는 음수 이탈 및 변화는 음악표현상 대비를 

형성한다. 이러한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에 따른 전개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B]

[A]

[C]

[ㄱ] [ㄴ]
[ㄷ]

[도식 2] 김소희 <천자뒷풀이> 구성음 음수 소밀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대목의 전반에 제어되는 형식구조인 ‘한자풀

이-한자음훈’은 구성음 음수 소밀도와 어느 정도 관계함을 확인하였다. 중

중모리 기준 음수형인 8자형을 기준으로 ‘한자풀이’에 해당하는 장단은 7자

형부터 9자형에 해당하였으며, 예외적으로 11자형에 해당되기도 하였다. 반

면 ‘한자음훈’의 경우 6자형부터 8자형에서 드러났으며, 이처럼 중중모리 기

본 음수인 8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1~2자가 생략된 비교적 낮은 음수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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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평균 음수를 이루는 것은 한자음훈의 정형성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특

징인 셈이다.

본 대목이 ‘한자풀이-한자음훈’의 형식적 반복으로 구성됨에 따라 [도식 

2]의 전개는 대체로 6~9자형 내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6~9자

형에서 벗어난 이탈형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위 도식을 기준으로 총 

6번이 존재하며, 이는 곧 형식구조의 예외지점이라 요약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봄으로써 전개상 특징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식 2]의 [A]의 전개를 요약하면 ‘기본-이탈-기본’이 2회 반복이다. 이

는 앞선 <천자뒷풀이>의 노랫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당 지점이 여타 

지점에 비해 노랫말이 추가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목의 도입부로

서 형식적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구성음 음수 소밀도의 전개 역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도식 2]의 [B]는 앞선 노랫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자풀이-한자음

훈’의 형식은 유지되나, 여타 형식보다 더 많은 음수가 배치되는 지점이며,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즉 [B]는 구성음 음수의 밀집을 통해 전후의 형식 전개와 차별성을 가

지며, 이로써 의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특징점임을 분명하게 형성하게 되

는 것이다.

[도식 2]의 [C]는 대목의 종지지점에 해당하며, 이탈형의 연속적인 전개

를 보인다. 해당 지점은 형식적인 제어가 미미해지며, 이후 휘모리 장단으

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연결구 역할을 갖는다. 또한 의미구조상 가장 

절정에 이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구조 및 의미구조적 특징에 의

해 전후의 리듬 전개와 대비되는 특징적인 전개양상을 띠게 된다.

[도식 2]의 [ㄱ], [ㄴ], [ㄷ]는 모두 당겨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의 구성음 

음수에 영향이 미친 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엇붙임 활용은 분명한 리듬적 

차별성을 가지며, 음악표현상 강조 및 고조를 형성한다. 즉 [ㄱ], [ㄴ], [ㄷ]

는 단락 내에서 붙임새를 통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해당한다.

살펴본 것과 같이 <천자뒷풀이>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특히 대목의 형

식구조의 전개와 관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식 2]의 전개는 대목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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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조가 일관됨에 따라 평균 구성음 음수 유형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으

며, 예외적인 이탈형의 출현은 곧 형식구조 제어에서 벗어난 노랫말의 출현

과 관계함을 확인하였다.

(3) 붙임새 이탈도

<천자뒷풀이>의 붙임새 이탈도 유형은 대마디대장단형, 잉어걸이형, 완자

걸이형, 엇붙임형에 해당하는 당겨붙임 등 네 유형이 출현한다. 판소리 붙

임새는 대마디대장단형이 기본형에 해당하며, 이탈의 정도는 붙임새에 의해 

변화되는 리듬 구조의 층위에 따라 구분하였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대마디대장단형

<천자뒷풀이>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2, 3, 4, 7장단 등74) 대목을 구성

하는 63장단 중 35개 장단에 출현한다. 대마디대장단에 해당하는 제 7장단

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5)

[악보 31] <천자뒷풀이> 대마디대장단형(제 7장단)

[악보 31]과 같이 대마디대장단형은 어떠한 붙임새도 붙지 않는 유형으

로 기본형에 해당한다. 또한 <천자뒷풀이>에서 대마디대장단형은 여타 붙임

새 이탈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74) <천자뒷풀이>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2, 3, 4, 7, 8, 9, 10, 13, 14, 15, 16, 

17, 18, 23, 24, 26, 29, 30, 31, 32, 38, 39, 42, 44, 45, 48, 49, 51, 52, 54, 

55, 57, 60, 62장단에 출현한다.
75)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 분석을 제외한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의 경우 정간보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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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걸이형

<천자뒷풀이>의 붙임새 이탈도 제 2형인 잉어걸이형은 제 5, 6, 12, 22

장단 등76) 대목을 구성하는 63장단 중 11개 장단에 출현한다. 대마디대장

단에 해당하는 제 12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 <천자뒷풀이> 잉어걸이형(제 12장단)

[악보 32]와 같이 제 12장단의 잉어걸이는 첫 번째, 세 번째 보통박에서 

두 번 출현한다. 각 보통박을 구성하는 하위 첫 소박에 음이 붙지 않음으로

써 비워지고, 이에 두 번째 소박에 강세가 붙게 된다. <천자뒷풀이>에서 잉

어걸이형은 대마디대장단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 완자걸이형

<천자뒷풀이>의 완자걸이형은 제 11, 21, 28, 34장단 등77) 대목을 구성

하는 63장단 중 11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21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 <천자뒷풀이> 완자걸이형(제 21장단)

76) <천자뒷풀이>의 잉어걸이형은 제 5, 6, 12, 22, 25, 27, 36, 40, 46, 58, 61장

단에 출현한다.
77) <천자뒷풀이>의 완자걸이형은 제 11, 21, 28, 34, 35, 37, 43, 47, 55, 59, 63

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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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자걸이는 기존 중중모리의 3소박 단위 보통박 구조에서 벗어나 2소박 

보통박으로 강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악보 33]과 같이 제 

21장단에서는 장단을 구성하는 소박 단위가 모두 2소박 완자걸이로 변화한 

예이다. <천자뒷풀이>에서 완자걸이형은 잉어걸이형과 마찬가지로 11개의 

동일한 출현 빈도를 보인다.

○ 엇붙임형

<천자뒷풀이>의 엇붙임형은 오직 당겨붙임만 출현한다. 제 1, 19, 33, 41

장단 등78) 대목을 구성하는 63장단 중 6개 장단에 출현하며, 이에 해당하

는 제 33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 <천자뒷풀이> 엇붙임형(제 33~34장단)

[악보 34]와 같이 제 33~34장단은 당겨붙임에 의해 기존의 장단 주기를 

벗어나 전후 장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33장단의 ‘의희월색 삼경야의’

에 이어 제 34장단에 해당하는 ‘탐탐정회 베풀 장’의 첫 음 ‘탐’이 당겨붙임

으로 제 33장단에 출현하는 것이다. <천자뒷풀이>에서 엇붙침형은 붙임새 

이탈 유형중 가장 적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살펴본 예와 같이 붙임새 이탈은 곧 노랫말 배치 변화에 따른 리듬 구조 

및 강세 변화를 통해 음악 표현상 대비를 이룬다. 판소리 붙임새는 제 1형

인 대마디대장단형이 기본형이 되며, 이에 변화 즉 이탈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음악 표현상 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탈형

의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대목의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살펴보았던 

78) <천자뒷풀이>의 엇붙임형 중 당겨붙임형은 제 1, 19, 33, 41, 50, 56장단에 출

현한다.



- 54 -

<천자뒷풀이>의 붙임새 이탈도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B][A] [C]

[도식 3] 김소희 <천자뒷풀이> 붙임새 이탈도

<천자뒷풀이>의 붙임새 이탈도에 따른 대목의 전개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통사구조 이탈 도식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띤다. 이는 특히 [단락 

2]의 제 33장단을 기점으로 붙임새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는 전개의 

유사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다 면밀한 붙임새의 전개양상을 순

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 <천자뒷풀이> 내드름 당겨붙임([A], 제 1~2장단)

판소리 대목의 내드름은 대체로 대마디대장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

이다. 허나 위 [악보 35]와 같이 <천자뒷풀이>는 예외적으로 당겨붙임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단락 1]의 붙임새 이탈에 따른 전개는 대체로 대마디대장단형 

장단으로 구성된다. 허나 제 19장단의 당겨붙임을 기점으로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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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붙임

완자걸이

[악보 36] <천자뒷풀이> [단락 1] 당겨붙임(제 19~20장단), 완자걸이(제 21장단)

이어지는 [단락 2]는 이전보다 더욱 높은 붙임새 이탈형 출현이 이루어

지며, 특히 제 33장단의 당겨붙임을 기점으로 대목 내에서 가장 밀도 있는 

붙임새 이탈형의 출현이 이루어진다. 즉 제 33장단부터 제 48장단이 대목의 

전개상 가장 고조되는 지점이 된다.

[악보 37] <천자뒷풀이> [단락 3] 당겨붙임(제 33~3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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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자걸이

완자걸이

잉어걸이

당겨붙임

[악보 38] <천자뒷풀이> [단락 3] 당겨붙임(제 41~42장단),

잉어걸이(제 46장단), 완자걸이(제 43, 47장단)

위 악보 이후 이어지는 [단락 3]의 후반부는 이전 전개에 비해 이탈형의 

출현이 비교적 잦아들며, 다시 대마디대장단형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전

개를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천자뒷풀이>의 붙임새 이탈도에 따른 전개는 앞선 리

듬 통사구조 이탈도의 전개양상과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요약

하자면 대목의 전개에 따라 붙임새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점층적으로 증가

하며, 대목의 3/4지점에서 그 고조가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잦아드는 전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악절 신장도

판소리 장단을 구성하는 리듬구조는 기능적으로 ‘맺는 리듬형’과 ‘다는 

리듬형’으로 양분되며, 맺는 리듬형의 출현은 곧 악절을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리듬 구조의 기능 차이는 장단의 강세가 붙는 제 9소박을 전

후로 하는 음의 밀집 양상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천자뒷풀이>의 악절 유형은 1장단 악절형부터 4장단 악절형까지 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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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악절 유형이 출현한다. 이러한 악절 유형이 대목에 배치되는 양상을 

통해 악절의 반복 주기 또는 음악 전개상 호흡 변화와 관계한다. 다음은 

<천자뒷풀이>의 유형별 예시이다. 

○ 1장단 악절형

<천자뒷풀이>의 1장단 악절형은 하나의 맺는 리듬형 장단으로 구성되며, 

제 3, 7, 8장단 등79) 대목을 구성하는 33개 악절 중 8개 악절이 본 유형에 

해당한다. 본 대목의 1장단 악절형이 연속되어 출현하는 제 7~8장단을 예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0)

[악보 39] <천자뒷풀이> 1장단 악절형(제 7, 8장단)

[악보 39]의 제 7, 8장단과 같이 모두 장단의 강세가 붙는 제 9소박을 

기준으로 더 이상 음이 붙지 않음에 따라 맺는 리듬형이 생성된다.  

○ 2장단 악절형

<천자뒷풀이>의 2장단 악절형은 다는 리듬형 장단과 맺는 리듬형 장단이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총 두 장단이 하나의 악절을 이루는 것이며, 대목의 

내드름인 제 1~2장단 등81) 대목을 구성하는 33개 악절 중 22개 악절이 본 

79) <천자뒷풀이>의 1장단 악절형은 제 3, 7, 8, 23, 24, 35, 36, 63장단에 출현한

다.
80)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 분석을 제외한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의 경우 정간보 표기가 불필요하기에 

생략하였다.
81) <천자뒷풀이>의 2장단 악절형은 제 1~2,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5~26, 27~28, 29~30, 31~32, 33~34, 37~38, 

39~40, 41~42, 43~44, 45~46, 47~48, 53~54, 59~60, 61~62장단에 출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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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해당한다. 2장단 악절형이 연속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지점인 제 

9~10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40] <천자뒷풀이> 2장단 악절형(제 9~10장단)

[악보 40]과 같이 제 9장단은 제 9소박 이후의 박에도 음이 골고루 배치

되어 다는 리듬형을 생성하는 반면, 제 10장단은 제 9소박을 기준으로 음이 

붙지 않음으로써 맺는 리듬형을 생성한다. 본 2장단 악절형은 <천자뒷풀이>

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악절 유형에 해당한다.

○ 3장단 악절형

<천자뒷풀이>의 악절신장도 제 3형은 두 개의 다는 리듬형 장단에 이어 

하나의 맺는 리듬형 장단으로 구성되어 총 세 장단이 하나의 악절을 이루는 

것이며, 본 대목의 제 4~6장단에서 유일하게 출현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악보 41] <천자뒷풀이> 3장단 악절형(제 4~6장단)

[악보 41]과 같이 3장단 악절형에 해당하는 제 4, 5장단은 장단에 음이 

골고루 배치됨에 따라 다는 리듬형이 생성된다. 해당 악절의 맺는 리듬형인 

제 6장단은 제 10소박에 음이 배치됨에 따라 맺는 리듬형의 특징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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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어지나, 이 경우 전후 리듬 맥락이나 선율형, 노랫말의 의미구조 등을 복

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당 장단이 맺는 리듬형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제 4형, 4장단 악절형

<천자뒷풀이>의 악절신장도 제 4형은 다는 리듬형 세 장단과 맺는 리듬

형 한 장단으로 구성되며, 제 49~52장단, 제 55~58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제 55~58장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42] <천자뒷풀이> 4장단 악절형, 제 55~58장단

본 대목에 두 번 출현하는 4장단 악절형은 모두 [악보 42]와 같이 당겨

붙임에 의한 장단 주기 변화와 관계한다. 이전까지의 리듬 구조 맥락을 고

려한다면 2장단 악절형의 전개에 따라 제 59장단에서 맺는 리듬형이 출현

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해당 장단이 당겨붙임에 의해 악절이 맺어지지 않고 

다음 장단으로 연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악절 구성을 기준으로 본다

면 두 개의 악절이 당겨붙임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4장단 악절형이 생성된

다.

김소희 <천자뒷풀이>는 앞서 파악한 노랫말 구조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 

절에 ‘한자풀이-한자음훈’의 형식에 의해 제어되며, 해당 형식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에 본 대목의 악절 유형 역시 특정 악절형의 규칙적

인 반복 주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악절 유형에 따른 <천자뒷풀이>의 전개양

상을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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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B]

[A] [C][ㄱ] [ㄴ] [ㄷ]

[도식 4] 김소희 <천자뒷풀이> 악절 신장도

앞서 확인하였듯 본 대목은 대부분 2장단 악절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 일부 지점에서 포착되는 기타 악절 유형의 특징적인 출현을 중심으로 악

절 신장에 따른 음악 전개를 파악할 수 있다. 

[도식 4]의 [A]는 대목의 내드름이자 의미구조상 ‘하늘 천’과 ‘따 지’의 

두 한자풀이로 구성된다. 앞선 대목의 노랫말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해당 

지점은 대목의 여타 형식구조보다 노랫말이 더 붙은 지점이며, 이는 곧 확

장된 형식구조가 된다. 이러한 형식적 예외는 곧 악절 구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본 대목의 기본적인 악절 구성인 2장단 악절형보다 한 장단이 추

가된 2+1장단, 혹은 3장단 악절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도식 4]의 [ㄱ], [ㄴ], [ㄷ]는 각각 1장단 악절형에 해당한다. 이는 2장단 

악절형의 반복으로 형성된 규칙적인 주기 사이에 배치됨으로써 악절의 호흡

을 쪼개고 표현상의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본 대목은 ‘한자풀이-한자음훈’의 형식구조가 반복되며, 이러한 형식구조

는 곧 2장단 악절형으로 환원된다. 다만 [ㄱ]은 앞선 [A]의 형식적 예외에

서 본격적인 2장단 악절형의 형식구조가 자리잡기 이전의 일종의 연결구의 

기능을 한다. 또한 [ㄴ]은 [단락 1]의 종지지점에 출현함으로써 악절 전개의 

대비를 통해 단락 구분을 분명히 하며, 대목의 의미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

는 [B]의 이전에 출현함으로써 노랫말의 의미 전개와도 관계지을 수 있다. 

[ㄷ]의 경우 앞선 리듬 통사구조 이탈 도식 및 붙임새 이탈 도식에서 이탈

형의 출현이 가장 많음으로써 형성된 전개상 절정 지점과 같다. 이처럼 

[ㄱ], [ㄴ], [ㄷ]의 특징적인 악절 유형의 출현은 각각 노랫말의 형식구조 및 

의미구조 전개와 관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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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단 악절형의 출현 역시 기존의 2장단 악절형 중심의 전개에서 표현상 

대비를 형성한다. 본 4장단 악절형은 특히 대목의 후반부에 출현하는 특징

이 있으며, [단락 2]의 전개에 있어 반복에 따른 지루함을 해소하고 분위기

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악절 신장에 따른 <천자뒷풀이>의 전개양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대목은 ‘한자풀이-한자음훈’이라는 정형성이 두드러진 노랫말이 대목 전체

에 규칙적이고 일관적으로 반복하는 형식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형식구조가 

악절 신장도 도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자풀이-한자음훈’의 정형

성은 곧 2장단 악절형의 악절 구성으로 관계하며, 대목의 대부분이 해당 유

형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1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 4장단 악절형과 같은 예외적인 출현지

점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악절 구성의 예외는 곧 대목 전체의 규칙적인 

주기와 음악적 호흡을 벗어남으로써 표현상 대비를 이룬다. 1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은 대체로 노랫말의 형식구조, 의미구조와 관계하였고, 4장단 

악절형은 당겨붙임을 통해 기존의 반복되는 악절 전개상 단조로움을 해소하

였다.

(5) 김소희 창 <천자뒷풀이>의 응결성과 응집성

지금까지 본 대목을 구성하는 네 가지 리듬성분의 전개양상 분석을 통해 

대목의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각각의 리듬성분에서 보이는 도

식의 이탈형 출현 양상은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과 붙임새 이탈에 따른 대목의 전개는 공

통적으로 ‘점층적인 이탈형의 출현 빈도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대목이 전

개됨에 따라 이탈형의 출현이 증가하였으며, 대목의 3/4지점에서 이탈이 절

정에 이른 뒤 잦아드는 전개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와 악절 신장도의 전개에서는 ‘점층적인 이탈’의 특징

은 파악되지 않으며, 대체로 기본형에 머무르는 등 단조로운 전개양상을 보

인다. 허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악절 신장도에서 특정 이탈형의 출현지점



- 62 -

은 곧 리듬 통사구조 이탈, 붙임새 이탈의 소단락이 구분되는 지점과 일치

하였다. 즉 구성음 음수 소밀도와 악절 신장도에 따른 전개는 특정 이탈형

의 출현을 통해 대목의 구조가 드러나며, 리듬 통사구조 및 붙임새 유형에 

따른 전개는 ‘이탈형 출현 빈도’에 따라 대목의 구조가 드러나는 셈이다.

본 대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리듬 성분에 의한 구조적 짜임새는 서로 유

사한 전개양상을 보임으로써 결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구조적 결속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목의 ‘응결성’이 드

러났다.

<천자뒷풀이>를 구성하는 리듬 성분에 따른 구조적 짜임새는 곧 ‘점층적

인 고조’로 요약되며, 이는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목의 [B] 지점을 기준으로 점층적인 주제 전환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다. 대목의 초반 노랫말은 유교적 세계관과 고상한 관용구를 통한 한자풀

이가 주된 내용으로 이도령의 글공부를 묘사하며, 이는 대목 초반의 리듬성

분 기본형 중심의 출현을 통해 리듬적 안정감이 형성되는 것과 관계 지을 

수 있다. 반면 [B]를 기준으로 이도령의 세속적 욕망, 인생무상 등의 주제가 

한자풀이로 비유되는 등 주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는 리듬성분 이탈형

이 점층적인 증가에 따른 리듬적 고조와 관계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성분에 따른 구조적 전개가 노랫말의 의

미구조 전개와 관계함을 밝힘으로써 본 대목의 텍스트 ‘응집성’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본 대목의 응결성과 응집성을 분명히 증명함에 따라 본 대목의 

음악텍스트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자진사랑가>82)

<자진사랑가>는 춘향가의 여러 대목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대목이다. 본 대목은 앞서 진양조로 짜여진 [긴 사랑가]에 이어지

며, 고상한 미사여구와 은유로 사랑을 묘사하던 진양조 대목에 비해 본 <자

진사랑가>는 비교적 직설적인 표현과 행동 묘사로 춘향과 이도령의 애정행

각을 노래한다. 다음은 김소희 창 <자진사랑가>의 노랫말이다.

82) 김소희 춘향가 제1~6집(서울: 서울음반, 1995). CD2, Tra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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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떼띠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 부어

씰랑 발라 버리고 붉은 점 훕벅 떠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지루지허니 외가지 단참외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마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두를 주랴. 귤병 사탕 외화당을 주랴.

아마도 내 사랑,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스는디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긋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자료 2] 김소희 창 <자진사랑가> 노랫말

본 대목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후렴구의 주기적인 배치에 따라 대목의 

형식적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A]의 ‘아마도 내 사랑아’의 동일한 후

렴은 일정한 주기로 배치되어 단락을 형성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자료 2]

의 [내드름]83)부터 [단락 1]~[단락 3]의 총 네 단락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

한 형성된 각 단락 내부에는 ‘먹으려느냐’, ‘주랴’, ‘보자’와 같이 특정한 반

복구가 등장한다. 각각의 단락에는 특정 반복구가 배치됨에 따라 단락별 운

율과 통일성을 이룬다.

후렴 [A]의 출현 주기는 대체로 일정하나, [단락 2]에 한하여 불규칙한 

출현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해당 지점은 단락별로 대응하는 특정 반복구 역

시 예외적인 양상에 해당한다. 기존 후렴 [A]의 출현주기를 고려한다면 [단

락 2]의 종지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 단락의 중간에 배치된다. 또한 [단락 

83) 본 대목 중 내드름이 포함한 대목 초입에 해당하는 단락을 [내드름]이라 하였

으며, 이하 도식에서는 [내]로 요약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1-1

1-2

2-1

1-3

[단락 3]

[단락 1]

[단락 2]

[내드름]

[B]

[B]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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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렴 [A] 이전까지는 ‘주랴’의 단락별 특정 반복구가 출현함으로써 전후 

단락과 대비를 이루나, 후렴 [A]의 불규칙한 출현 이후에는 다시금 [단락 

1]에 해당하는 반복구 ‘먹으려느냐’가 다시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규

칙한 전개를 감안하여 [단락 2]의 ‘주랴’의 운율이 형성되는 소단락 [2-1], 

‘먹으려느냐’가 재등장하는 지점을 소단락 [1-3]으로 세분하였다.

본 대목에서 가장 긴 단락에 해당하는 [단락 1]은 내부적으로 ‘아니 그것

도 나는 싫소’의 후렴 [B]가 출현한다. 따라서 [단락 1]은 후렴 [B]를 기준

으로 소단락 [1-1]. [1-2]로 양분할 수 있다. [단락 3]은 후렴 및 반복구의 

예외적 출현 없이 일관된 형식을 유지한다.

본 대목의 전반적인 노랫말에는 극적인 전개가 없이 사랑의 묘사라는 주

제로 일관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단락 1]과 [단락 2]의 과일들을 비유

하던 것에서 [단락 3]의 춘향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등 소재 차원

의 변화가 이루어지나, 인물이나 사건, 핵심 갈등 및 서사의 배경과 같은 

극적 요소의 전개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자진사랑가>의 노랫말 형식구조와 의미구조, 그리고 대목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요약하면 ‘춘향과 이도령의 애정행각’

이라는 핵심 소재라는 의미구조와 특정 후렴의 주기적인 반복으로 형성된 

단락의 결합이라는 형식구조로 구성된 대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대목의 리듬성분 전개에 따른 음악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자진사랑가>를 구성하는 리듬 통사구조 이탈 유형은 심층구조형을 비롯

한 네 가지이다. 각 유형의 출현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자진사랑가>의 제 3, 4, 6, 8장단 등84) 대목을 구성하는 26장단 중 13

개 장단에 출현한다. 다음은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인 제 3장단의 예이다.

84) <자진사랑가>의 심층구조형은 제 3, 4, 6, 8, 10, 12, 13, 15, 17, 20, 22, 23, 

25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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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자진사랑가> 심층구조형(제 3장단)

사 랑 - 이 로 구 나 내 사 랑 이 야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악보 43]의 제 6장단 노랫말을 리듬구조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사랑이

/로구나/내사랑/이야’의 3소박 리듬소 네 개의 심층구조형이 된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자진사랑가>의 내드름 제 1장단을 포함하여 5, 11, 16, 18장단 등 대목

을 구성하는 26장단 중 7개 장단이 후반변성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자진사

랑가> 후반변성형 리듬 구조인 내드름 제 1장단의 예이다.

[악보 44] <자진사랑가> 후반변성형(제 1장단)

이 - 리 오 너 라 업 고 놀 자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44]에서와 같이 제 1장단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리듬 구조에 따라 

‘이리/오너라/업고/놀자/-’의 3,3,2,2,2소박 2,3보통박 구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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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자진사랑가> 후반변성형(후렴[A], 제 19장단)

아 마 - - - 도 내 사 랑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46] <자진사랑가> 후반변성형(후렴[B], 제 11장단)

아 - 니 그 것 도 나 는 싫 소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위의 악보들과 같이 본 대목의 후렴에 해당하는 [A], [B]는 대체로 후반

변성형 리듬구조를 보이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이에 예외적인 예가 있으

며, 이는 후렴 [A], [B]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제 15~16장단이다.

[악보 47] <자진사랑가> 심층구조형-후반변성형(후렴[B]+[A], 제 15~16장단)

아 - 니 그 것 도 나 는 △ 싫 어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아 - - 마 - 도 내 사 랑 아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47]에서 보듯 제 15~16장단은 후렴 [B]에 이어 [A]가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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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함에 따라 후렴 [B]에 해당하는 제 15장단의 리듬 구조에서 변화가 일

어나며, 제 11장단의 후렴 [B]의 후반변성형이 아닌 심층구조형에 해당한

다. 

이는 리듬의 기능적 측면 즉, 악절 구분과 관계한다. 제 16장단의 후렴

[A]에서 분명하게 맺는 리듬형을 생성함에 따라 제 15장단의 후렴 [B]는 

심층구조형의 다는 리듬형을 생성함으로써 규칙적인 악절 형성을 이루게 된

다. 이는 추후의 악절신장도에서의 맺는 리듬형 생성 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자진사랑가> 중 제 2, 7, 9, 14, 21장단이 전반변성형에 해당한다. 다음

은 <자진사랑가> 전반변성형 리듬 구조인 제 7장단의 예이다.

[악보 48] <자진사랑가> 전반변성형(제 7장단)

둥 글 둥 글 수박 △ 웃 봉 지 떼 띠리 고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48]에서와 같이 제 7장단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리듬 구조에 따라 

‘둥글/둥글/수박/웃봉지/떼띠리고’의 2,2,2,3,3소박 3,2보통박 구조로 구성된

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자진사랑가>에는 제 24장단에서 유일하게 전후변성형이 출현한다. 다음

은 <자진사랑가> 전후변성형 리듬 구조인 제 24장단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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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자진사랑가> 전후변성형(제 24장단)

아 장 아 장 걸어 라 걷 는 태를 - 보 자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49]에서와 같이 제 24장단의 노랫말은 리듬 구조에 따라 ‘아장/아

장/걸어라/걷는/태를/보자’의 2,2,2,2,2,2소박 3,3보통박 구조로 구성된다. 

살펴보았던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내] [단락 1-1] [단락 2-1] [단락 3][단락 1-2] [단락 1-3]

[A]

[B]

[A] [A] [A][B]

[도식 5] 김소희 <자진사랑가>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도식 5]의 전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후반변성형의 출현에 따른 대목의 

일정한 단락 형성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 대목의 후반변성형은 후렴 

[A], [B]와 관계하고 있으며, 이는 즉 후렴에 의한 단락이 일정한 장단 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후렴으로 생성된 각 단락의 내부 전개는 다소 불규칙하고 일관적이

지 않다. 또한 단락의 변화에 따른 일관적인 전개양상도 드러나지 않는다. 

본 대목의 단락 내 리듬 이탈형의 출현은 연속되지 않은 채 불규칙하게 드

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는 곧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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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예술적 의장(意匠)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의 전반적인 전개 사이에 이탈형의 일시적 출현을 통해 리듬적 단

조로움을 해소하는 셈이다.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자진사랑가>를 구성하는 음수 소밀도 유형은 6자형부터 13형까지 8개 

유형이 출현한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19장단이 유일하다.

[악보 50] <자진사랑가> 6자형(제 19장단)

[악보 50]에서 보이듯 본 대목의 6자형은 후렴 [A]의 ‘아마도 내 사랑아’

에서 마지막 음이 생략된 일종의 변형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전체 26장단 중 제 5, 16, 

20, 26장단이 해당된다. 제 16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1] <자진사랑가> 7자형(제 16장단)

[악보 51]의 제 16장단을 비롯하여 본 대목의 7자형 장단 대부분은 ‘아

마도 내 사랑아’의 노랫말이 붙는 후렴 [A]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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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형의 변형을 포함하여 총 네 개의 후렴 [A]가 6~7자형으로 대목을 구성

하는 구성음 음수 유형 중 낮은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7자형에 해당하는 장단 중 후렴 [A]가 아닌 다른 내용의 노랫말이 

출현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52] <자진사랑가> 7자형(제 20장단)

[악보 52]와 같이 제 20장단만이 본 대목의 낮은 구성음 음수 유형이 곧 

후렴 [A]에 해당되는 등식서 벗어난 예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13장단이 유일하다. 

[악보 53] <자진사랑가> 8자형(제 13장단)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의 평균적인 구성음 음수가 8자형 내외임을 감안할 

때, [악보 53]의 8자형 장단이 대목 전체에서 단 1회에 그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전체 26장단 중 제 1, 11, 

15장단에 총 3회 출현한다. 9자형에 해당하는 제 11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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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자진사랑가> 9자형(제 11장단)

[악보 54]와 같이 9자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후렴 [B]에 해당한다. 즉 

내드름에 해당하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의 9자형을 제외한다면 해당 유

형은 후렴 [B]와 일치하는 셈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6~7자형이 대체로 후

렴 [A]와 일치하는 것처럼 특정 음수형이 특정 형식구조와 관계하는 것이

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전체 26장단 중 제 6, 10, 

17, 18장단 등85) 대목을 구성하는 28장단 중 7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5] <자진사랑가> 10자형(제 6장단)

[악보 55]와 같이 10자형에는 노랫말에는 ‘먹으려느냐’의 반복구가 출현

하는 장단이 해당된다. 

85)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6, 10, 17, 18, 22, 23, 25장

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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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자진사랑가> 10자형(제 17, 18장단)

반면 [악보 56]의 제 17, 18장단은 ‘주랴’의 반복구가 등장하는 장단이

다. 이처럼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에서 다소 벗어난 10자형의 출현은 본 대

목의 특정 반복구와 관계 지을 수 있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전체 26장단 중 제 2, 3, 

12, 14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7] <자진사랑가> 11자형(제 2장단)

본 대목의 11자형 중 [악보 57]의 제 2장단과 제 3장단은 각각 ‘사랑 사

랑 사랑 내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사랑이야’로 내드름의 유사한 내용의 

노랫말로 구성된다.

[악보 58] <자진사랑가> 11자형(제 12장단)

반면 [악보 58]의 제 12, 14장단의 11자형은 각각 ‘먹으려느냐’의 반복구

가 출현하는 지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10자형의 ‘먹으려느냐’와 같은 계

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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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은 제 4, 8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9] <자진사랑가> 12자형(제 4장단)

[악보 59]의 제 4장단과 같이 중중모리 평균 음수에서 벗어난 12자형은 

‘이이이…’와 같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입타령 식의 노랫말이 붙음으

로써 자수가 늘어난 유형이다. 같은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제 8장단 역시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 부어’의 ‘다르르…’ 역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의

성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형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형은 전체 26장단 중 제 7, 9, 

21, 25장단에 4회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60] <자진사랑가> 13자형(제 7장단)

[악보 61] <자진사랑가> 13자형(제 7, 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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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형은 본 대목의 가장 큰 음수 이탈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위 악보

와 같이 제 7장단과 제 9장단에 연달아 출현함으로써 음수 이탈을 통한 고

조가 특정 지점에 밀집되어 출현한다. 이는 이후 출현하는 제 21, 25장단에

서도 유사하다.

[악보 62] <자진사랑가> 13자형(제 21장단)

[악보 62]와 같이 제 21장단은 ‘먹으려느냐’의 반복구가 기존의 출현 맥

락과는 벗어난 예외적 출현지점이자, 같은 계통의 반복구가 출현하던 10자

형, 11자형보다 더 큰 음수 이탈형에 해당한다.

[악보 63] <자진사랑가> 13자형(제 25장단)

[악보 63]의 제 25장단은 대목의 종지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보자’

의 반복구가 출현하는 장단 중 가장 많은 음수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같은 

13자형에 해당하는 제 21, 25장단 역시 대목의 후반부에 연달아 배치되며, 

각각의 반복구 출현 장단 중 가장 높은 음수 이탈을 보임으로써 표현상 고

조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진사랑가>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에 따른 전개를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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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락 1-1] [단락 2-1] [단락 3][단락 1-2] [단락 1-3]

[A]

[B] [B]

[A]
[A]

[A]

[도식 6] 김소희 <자진사랑가> 구성음 음수 소밀도

앞서 본 대목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유형별 

특징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특정 후렴 [A]는 대목의 가장 낮은 음수 

유형인 6~7자형, [B]는 9자형에 해당하였다. 또한 단락별로 운율을 형성하

는 특정 반복구 ‘먹으랴느냐’, ‘주랴’, ‘보자’가 출현하는 지점들은 대체로 10

자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11자, 13자형에 해당하는 것도 보였다. 

즉 본 대목은 후렴 [A], [B]가 일정한 주기로 출현함으로써 단락이 형성

되고, 단락 내에는 특정 반복구로 내용이 구성되는 형식구조를 감안한다면, 

반복구에 해당하는 10자형 이상의 높은 음수형과 후렴에 해당하는 6~7자

형, 9자형의 비교적 낮은 음수형의 상대적인 대비가 주된 전개양상이며, 이

러한 특징은 [도식 6]에서 드러난다.

본 대목을 구성하는 각 단락은 그렇게 10자형 이상의 높은 음수형과 9자

형 이하의 낮은 음수형의 대비되는 전개를 분명하게 보이는 [내], [단락 

1-1]이 형성되며, 비교적 음수형의 대비가 미미한 [단락 1-2], 후렴[A]의 

불규칙한 배치에 따라 예외적인 단락 구분이 이루어지는 [단락 2-1]과 [단

락 1-3], 다시 높은 음수형과 낮은 음수형의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단락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대목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단락 1-2]

와 [단락 2-1], [단락 1-3]에서 전후 전개의 일관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대목의 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각각의 단락은 대체로 높은 음

수형과 낮은 음수형의 대비에 따른 일관적인 선형을 보이나, 대목의 중간 

지점부터 다소 일관성에서 벗어난 전개를 보이며, 이러한 전개상 불규칙함

은 [단락 2-1] 및 [단락 1-3]에서 후렴 [A]의 배치에 따른 분명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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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다시 [단락 3]에 이르러 전개상 일관성을 회

복하게 된다.

(3) 붙임새 이탈도

<자진사랑가>에 출현하는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형과 잉어걸이형의 두 

유형만이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마디대장단형

<자진사랑가>의 대마디대장단형은 대목을 구성하는 26장단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3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64] <자진사랑가> 대마디대장단형(제 2장단)

[악보 64]와 같이 대마디대장단형은 어떠한 붙임새도 붙지 않는 기본형

이다. 

○ 잉어걸이형

<자진사랑가>의 잉어걸이형은 대목을 구성하는 26장단 중 제 8, 20, 25

장단에서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 20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65] <자진사랑가> 잉어걸이형(제 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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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와 같이 제 20장단의 잉어걸이는 리듬구조 중 3번째 보통박에 

짧은 쉼표로 인해 강세가 다음 소박으로 밀린 형태이다. <자진사랑가>에는 

오직 잉어걸이만을 통해 붙임새 이탈을 보인다. 허나 제 20장단에서와 같이 

본 대목의 잉어걸이의 출현에 따라 해당 장단의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

구조 변화와의 관계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 완자걸이형

본 <자진사랑가>에서 완자걸이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엇붙임형

본 <자진사랑가>에서 엇붙임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진사랑가>의 붙임새 이탈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내] [단락 1-1] [단락 2-1] [단락 3][단락 1-2] [단락 1-3]

[도식 7] 김소희 <자진사랑가> 붙임새 이탈도

[도식 7]에서와 같이 본 대목의 붙임새 이탈이 대마디대장단형과 잉어걸

이형의 두 유형만 활용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여타 대목에 비하

여 본 <자진사랑가>는 매우 단조로운 붙임새 활용이 특징적이다. 

본 대목에서 유일한 이탈형이자 단 3회에 그치는 잉어걸이형을 통해 형

성되는 대목의 구조적 기능이 미미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잉어

걸이형 장단에 붙는 노랫말이 갖는 일관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잉어

걸이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그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상 특정되는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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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이는 다시 말해 노랫말의 구조적 변화에 붙임새가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는 셈이다. 즉 본 대목에서 잉어걸이형으

로의 이탈은 대마디대장단으로 일관되는 전개에 있어 일시적인 리듬 변화를 

통한 지루함을 해소하는 리듬 변주상의 기능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붙임새 활용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 대목이 추천목으로 구성되기

에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추천목은 ‘그네가 오락가락 하는 모습’

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리듬적 차원에서는 ‘♩♪’와 같은 독특

한 리듬꼴의 반복으로 묘사된다. 본 <자진사랑가>는 대표적인 추천목으로 

불리는 대목에 해당하며, 이러한 음악적 특징에 의해 붙임새 이탈의 활용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악절 신장도

<자진사랑가>의 악절 유형은 1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 4장단 형악절 

등 세 유형이 출현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장단 악절형

1장단 악절형은 하나의 맺는 리듬형 장단으로 구성되며, <자진사랑가>의 

제 1, 2, 3장단 등86) 대목을 구성하는 17개 악절 중 10개 악절이 이에 해

당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66] <자진사랑가> 1장단 악절형(제 1장단)

중중모리 대목의 내드름은 해당 대목의 장단 주기를 최초로 제시하는 기

능을 수행하며, 이에 대체로 1장단 악절형 혹은 2장단 악절형으로 구성된

86) <자진사랑가>의 1장단 악절형은 제 1, 2, 3, 6, 11, 12, 17, 22, 23, 26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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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진사랑가>의 내드름 역시 1장단 악절형헤 해당한다.

○ 2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은 하나의 다는 리듬형 장단과 하나의 맺는 리듬형 장단으

로 구성되며, <자진사랑가>의 제 4~5, 13~14, 15~16장단 등87) 대목을 구

성하는 17개 악절 중 총 6개 악절이 해당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67] <자진사랑가> 2장단 악절형(제 15~16장단)

<자진사랑가>에 2장단 악절형형은 앞선 1장단 악절형과 함께 본 대목을 

구성하는 주요 악절형에 해당한다. 

○ 3장단 악절형

본 <자진사랑가>에서 3장단 악절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4장단 악절형

4장단 악절형은 세 개의 다는 리듬형 장단과 하나의 맺는 리듬형 장단으

로 구성되며, <자진사랑가>의 제 7~10장단에서 유일하게 출현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7) <자진사랑가>의 2장단 악절형은 제 4~5, 13~14, 15~16, 18~19, 20~21, 

24~25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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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자진사랑가> 4장단 악절형(제 7~10장단)

본 대목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4장단 악절형은 ‘먹으려느냐’의 반복구를 

형성하는 [단락 1-1]에서 출현한다. 이외의 모든 악절 구성은 1장단 악절형

과 2장단 악절형이 반복되기에 해당 출현 지점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금까지 살펴본 악절 구성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

[내] [단락 1-1] [단락 2-1] [단락 3][단락 1-2] [단락 1-3]

[A] [A] [A]

[A][B]

[B]

[도식 8] 김소희 <자진사랑가> 악절 신장도

대목의 전개에서 포착되는 지점은 후렴 [A], [B]의 출현에 따른 단락을 

구성하는 악절 유형이 각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단락 1-1]에서

의 악절 구성이 1+4+1장단의 3악절 구성을 보이는 예외적인 전개를 보이

며, 이외의 단락들은 모두 1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 구성을 이룬다. 특히 

[단락 1-2]부터 [단락 1-3]까지 1+2+2장단 구성으로 기존 4장단 악절형을 

반으로 나눈 듯한 전개를 보인다.

악절 유형의 대비는 ‘맺는 리듬형’에 의해 형성되는 리듬적 호흡의 변화

에 따른 구조를 이룬다. 즉 [단락 1-1]은 가장 긴 호흡의 악절 구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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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후의 단락 전개는 비교적 짧은 호흡의 반복으로 일관하는 전개를 이

루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단락 내 악절 구성의 차이는 노랫말과 유의미

한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대목에서 보이는 1장단 악절형과 2장단 악절형의 짧은 악절 유형이 

불규칙하게 출현하는 전개는 노랫말이 짧은 대화의 연속으로 구성되기 때문

이다. 다만 불규칙한 단락 내 악절 구성임에도 후렴 [A]. [B]에 의해 일정한 

장단 수를 주기로 하는 단락이 형성된다.

(5) <자진사랑가>의 응결성과 응집성

지금까지 <자진사랑가>를 구성하는 네 가지 리듬 성분에 따른 대목의 구

조적 짜임새를 각각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대목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본 대목은 후렴 [A], [B]에 의해 일관된 주기의 단락이 형성되며, 

대목 전체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구조적 짜임새를 보인다. 각 단락별 리듬 

성분의 전개양상은 서로 다르나, 일정한 주기마다 출현하는 후렴에 의해 일

관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전개상 공통점은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구성음 

소밀도, 악절 신장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리듬 구성 

성분의 결속관계를 통해 대목의 응결성을 밝힐 수 있었다. 

본 대목은 오직 일정한 주기의 후렴 반복을 통한 단락 생성이 대목의 구

조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단락별 반복으로 형성

되는 본 대목은 의미적, 형식적으로 발전되는 식의 일관된 전개 양상을 보

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개상 특징은 곧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상 

특징과 관계한다. <자진사랑가>의 노랫말에는 별다른 의미구조적 전환이 이

루어지지 않으며, 형식구조적 차원에 있어서도 일부 예외적인 출현이 있을 

뿐 일관된 변화양상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대목의 노랫말 의미구

조 및 형식구조의 특징이 곧 대목의 음악구조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랫말과 음악 성분의 결속관계는 대목의 응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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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자노래>88)

<정자노래>는 이도령의 <자진사랑가>에 이어지는 대목이다. 제목이 ‘정

자노래’인 것은 노랫말의 끝말을 ‘정’으로 맞추며, 다양한 ‘정’자 단어들을 

언어유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본 대목의 핵심적인 해학이다. 김소희 창 

<정자노래>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둥둥둥 내낭군 오호둥둥 내낭군

도련님을 업고 노니 좋을 호자가 절로나

부용작약의 모란화 탐화봉접이 좋을씨구

소상동정 칠백리 일성의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낭군

도련님이 좋아라고 이애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허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 장강수 유유 원객정

하교불상 송허니 강수의 원함정

송군남포 불송정 무인불견 송하정

화림태수의 희우정 삼태육경의 백관조정

소지원정 초인정 내마음 일편단정

네마음 원형기정 여긴 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파정이 되거드면 북통 절정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완정허잔 그 정자 노래라

[자료 3] 김소희 창 <정자노래> 노랫말

노랫말을 통해 살펴본 <정자노래>는 의미구조, 형식구조적 특징을 기준

으로 [자료 3]과 같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 1]은 앞선 

대목이었던 <자진사랑가>에 이어 춘향이 화자가 되어 이도령에게 답가를 

부르는 내용이며, [단락 3]은 화자가 다시 이도령으로 전환되어 ‘정자노래’

를 부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단락 2]는 [단락 1]과 [단락 3] 사이에서 이

도령으로의 화자 전환을 위한 일종의 연결구에 해당한다. 

[단락 1]의 경우 ‘둥둥둥 내낭군’ 하는 후렴 [A]가 단락의 시작과 끝에 

배치됨으로써 일종의 수미쌍관의 형식적 특징을 띤다. 또한 짧은 노래의 길

88) SRCD-1293…1298 김소희 춘향가 제1~6집 (서울: 서울음반, 1995). CD2, 

Track 2

- [단락 1]

- [단락 2]

- [단락 3]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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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좋을 호’, ‘좋을씨구’, ‘좋을 호’와 같은 유사한 반복구를 각 절

의 끝에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한다.

[단락 3]은 ‘정’으로 끝나는 다양한 단어들을 제시하는 일종의 끝말노래 

형식을 보인다. ‘정’으로 끝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관용구 및 미사여구로 

묘사하는 식의 노랫말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락 1]과 분명 다른 형식상 특

징임을 증명한다. [단락 3]의 형식적 특징을 요약하면 ‘정자 말 풀이-○○

정’과 같다. ‘○○정’과 같은 정형적인 반복구를 통해 해당 단락의 운율감을 

형성한다.

[단락 3]은 ‘정’의 출현 빈도가 점차 많아지면서 운율의 반복 주기가 짧

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한 절에 하나의 ‘정’이 배치되던 것은 점차 두 개의 

‘정’으로 늘어나며, 단락의 종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한 절에 최대 세 개의 

‘정’이 배치됨으로써 밀도 있는 운율을 형성한다. 이는 기존의 ‘정자 말 풀

이-○○정’의 정형적인 제어 중 ‘정자 말 풀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줄어들

고 더 많은 ‘○○정’이 제시되는 형식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단락 1]와 [단락 3]의 화자 그리고 형식과 주제는 각각 서로 다

른 형태로 구성된다. [단락 2]는 이와 같은 독립된 두 단락을 서사적인 인

과관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의 대목으로 묶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락 2]를 

통해 전후의 두 단락의 형식적, 주제적 차이를 하나의 대목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정자노래>를 구성하는 리듬 통사구조 유형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정자노래>의 3+3+3+3소박, 2+2보통박의 심층구조형은 내드름 제 1장

단을 비롯하여 제 4, 9, 15장단 등89) 대목을 구성하는 29장단 중 7개 장단

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9) <정자노래>의 심층구조형은 제 1, 4, 9, 15, 17, 22, 27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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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정자노래> 심층구조형(제 1장단)

둥 - - 둥 - 둥 내 낭 - 군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악보 69]와 같이 내드름 제 1장단의 리듬 구조는 전형적인 심층구조형

에 해당한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정자노래>의 3+3+2+2+2소박 2+3보통박 구조의 후반변성형은 제 2, 5, 

8, 10장단 등90) 대목을 구성하는 29장단 중 12개 장단에 출현하며, 본 대

목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장단 리듬구조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70] <정자노래> 후반변성형(제 2장단)

오 호 - 둥 - 둥 내 낭 군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악보 70]과 제 2장단의 노랫말은 의미단위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오호/

둥둥/내낭군/-’으로 구분되나, 리듬 구조의 제 4보통박이 비워짐에 따라 세 

90) <정자노래>의 후반변성형은 제 2, 5, 8, 10, 11, 14, 16, 19, 20, 21, 25, 26장

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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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보통박의 마지막 소박인 ‘군’에 강세가 당겨 붙게 된다. 이에 ‘오호/둥

둥/내낭/군-/-’의 2소박 3보통박의 후반변성형 리듬구조로 구성된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정자노래>의 2+2+2+3+3소박, 3+2보통박 구조의 전반변성형은 제 3, 

7, 13, 24, 28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1] <정자노래> 전반변성형(제 3장단)

도 련 님 을 업 - 고 노 니 - -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71]과 제 3장단의 노랫말은 의미단위를 기준으로 ‘도련님을/업고/

노니/-’으로 구분되어 4+2+3+3소박으로 구분되며, 이를 더 세밀하게 구분

하면 전반변성형의 리듬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정자노래>의 2+2+2+2+2+2소박, 3+3보통박 구조의 전후변성형은 제 

6, 12, 18, 23, 29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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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정자노래> 전후변성형, 제 6장단

탐 화 봉 - 접 - 이 좋 을 씨 구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72]와 같이 제 6장단은 ‘탐화/봉/접이/좋을/씨구/-’와 같이 노랫말

의 의미구조 단위 구분과 리듬 통사구조 리듬소 구분이 일치하며, 전형적인 

전후변성형 리듬 구조의 예에 해당한다.

다음은 <정자노래>의 리듬 통사구조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한 것

이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A] [A]

[도식 9] 김소희 <정자노래>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앞선 <자진사랑가>에 이어 춘향이 화자가 되는 [단락 1]은 내드름과  단

락의 종지에서 각각 후렴 [A]가 배치됨으로써 수미쌍관의 형식이 유지되는

데, 리듬 통사구조 이탈에서는 해당 후렴이 심층구조형-후반변성형의 일관

된 리듬형 연속으로 표현된다. 다만 제 4~5장단에서도 동일한 연속 리듬형

이 출현하여 이를 후렴과 완벽하게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후렴 [A]를 제외한 [단락 1]의 내부 리듬 이탈에 따른 전개를 살펴보면 

6장단의 전후변성형 이탈로 향하는 한 번의 리듬적 고조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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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2]는 앞선 노랫말의 구조 분석에서 파악하였듯이 [단락 2]와 [단락 

3] 사이의 연결구로서 서로 다른 노랫말의 형식구조와 의미구조로의 전환으

로 기능한다. 해당 단락의 리듬 전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단 4장단의 짧은 

길이에 한정되어 있어 그 일관성 및 규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전후

의 리듬 전개상의 특징과는 분명한 차이를 이루며, 이로써 단락간의 리듬 

전개상 대비를 형성한다. 

후반변성형

전반변성형 후반변성형

전후변성형

[악보 73] <정자노래> 이탈형 리듬 전개([단락 2], 제 11~14장단)

[단락 3]은 본격적으로 ‘정’자 끝말이 나열되는 형식이 시작되며, 제 18

장단과 제 23장단의 전후변성형 이탈을 기준으로 총 세 번의 전개상 리듬 

고조가 이루어진다.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심층구조형과 후반변성형으로 구

성되는 등 비교적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형으로 전개된다. [단락 3]의 이탈

형 출현은 특히 노랫말 중 ‘정’의 배치 밀도가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형식구

조적 발전과 관계한다. 



- 88 -

전후변성형

후반변성형후반변성형

심층구조형

[악보 74] <정자노래> 형식 전개에 따른 리듬 고조([단락 3], 제 17~20장단)

위 [악보 74]와 같이 전후변성형에 해당하는 제 18장단을 기점으로 “하

교불상송허니 강수의 원함정”과 같이 한 절에 하나의 ‘정’이 붙던 노랫말이 

이후 “송군남포 불송정 무인불견 송하정”과 같이 한 절에 두 개의 ‘정’이 

붙는 노랫말의 형식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91) [단락 3] 내에 전후변성

형이 출현하는 제 23장단 역시 ‘정’의 밀도가 이전에 비해 더 높아지는 지

점에 해당한다. 즉 리듬 통사구조 전후변성형의 출현지점은 형식적 발전이 

시작되는 지점과 관계하는 것이다.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 도식을 통해 파악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형식적 짜임새가 유지되는 [단락 1]과 [단락 3]은 서로 다른 리듬 

전개 양상을 보였다. [단락 1]의 경우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있어 후렴 [A]

의 심층구조형-후반변성형이라는 특정 리듬구조형이 배치되며, 단락 내부에

서 한 번 이탈되는 전개양상을 보인다. 반면 [단락 3]의 경우 특정 리듬형

과 특정 후렴 및 반복구와 관계짓기 어렵다. 다만 기본형의 통사구조에서 

단락이 시작하여 총 세 번의 전후변성형으로의 이탈 전개를 보이는데, 해당 

지점은 대체로 노랫말의 형식적 발전지점과 관계있었다. 다시 말해 [단락 

3]의 이탈형을 통한 표현 대비는 곧 형식 발전에 따른 전환을 표현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91) 해당 지점에는 악조 변화를 통한 형식적 전환이 표현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오직 리듬적 요소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연구로 미루고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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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중중모리 평균 음수 유형인 8

자형을 전후한 유형들이 등장하며, 예외적으로 4자형, 5자형, 10자형, 12자

형의 출현이 일시적으로 출현한다. 본 <정자노래>에 출현하는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은 제 15장단에 유일하게 등장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5] <정자노래> 4자형(제 15장단)

제 15장단은 의미구조상 ‘담담 장강수’의 5자 구성이나, [악보 75]과 같

이 앞선 장단에서의 당겨붙임에 의해 ‘당’에 해당하는 첫 음이 장단 주기 

내에 포함되지 않아 4자형으로 구분된 경우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은 제 16장단에 유일하게 등장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6] <정자노래> 5자형(제 16장단)

[악보 76]과 같이 5자형인 제 16장단은 앞선 4자형의 ‘담담 장강수’와 

짝을 짓는 노랫말에 해당한다. 이는 [단락 3]의 ‘정’자 끝말 노래 형식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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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며, 2장단에 걸쳐 하나의 ‘정’이 배치된다. 이러한 형식적 초입에 해당

하는 장단은 대목 내에서 가장 적은 노랫말 음수 유형인 4자형과 5자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내드름에 해당하는 제 1장단

을 비롯하여 18, 29장단에서 출현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7] <정자노래> 6자형(제 18장단)

[악보 78] <정자노래> 6자형(제 29장단)

위 악보들과 같이 6자형에 해당하는 제 18장단과 제 29장단은 [단락 3]

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앞선 4~5자형에 비해 한 장단에 하나의 ‘정’이 붙는 

형식적 전개가 이루어진 유형에 해당한다.

내드름의 제 1장단은 후렴 [A]의 ‘둥둥둥 내 낭군’의 6자형 노랫말에 해

당하는 장단이다. 이는 이후 살펴볼 후렴 [A] 중 7자형 장단의 예를 통해 

다시 논하고자 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2, 7, 9, 10장단 등92) 대

92)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2, 7, 9, 10, 17, 19, 20,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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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구성하는 29장단 중 8개 장단에 해당한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9] <정자노래> 7자형(제 9, 10장단)

[악보 79]과 같이 후렴 [A]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대체로 7자형 음수로 

구성된다. 다만 내드름 제 1장단의 경우 ‘둥둥둥 내낭군’의 노랫말로, 제 2

장단의 ‘오호 둥둥 내낭군’과 단 1자의 차이를 보인다.

[악보 80] <정자노래> 7자형(제 19, 20장단)

[악보 80]을 포함하여 [단락 3] 내 7자형의 출현은 제 17, 19, 20, 23장

단은 단락의 초입에 주로 출현하며, 앞선 6자형과 마찬가지로 한 장단에 하

나의 ‘정’이 배치된 형식 발전이 이루어진 유형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3, 4, 5, 11장단 등93) 대

목을 구성하는 29장단 중 7개 장단에 출현한다. 

단에 출현한다.
93)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3, 4, 5, 11, 13, 21, 28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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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정자노래> 8자형(제 3, 4장단)

[악보 81]을 비롯한 [단락 1] 내의 8자형 출현 지점인 제 3, 4, 5장단은 

단락의 초반부에 해당한다. 해당 음수 유형이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임을 감

안한다면, [단락 1]의 초반부는 음수 이탈을 통한 리듬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악보 82] <정자노래> 8자형(제 11장단)

[악보 82]를 포함한 [단락 2]의 8자형 출현은 제 11, 13장단에서 이루어

진다. 해당 단락은 이후 살펴볼 9자형 장단과 함께 두 개의 음수 유형으로

만 구성되며, 이 역시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이기에 리듬 변화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악보 83] <정자노래> 8자형(제 21장단)

[단락 3]의 8자형은 제 21, 28장단에서 출현하며, 각각 형식 전개와 관계

한다. [악보 83]의 제 21장단은 한 장단 내 하나의 ‘정’이 붙는 형식 전개상 

중간지점에 해당하며, 제 28장단은 단락의 종지에 위치하며 ‘진정으로 완정

하잔’의 한 장단에 두 개의 ‘정’이 붙는 형식 전개지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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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6, 12, 14, 22장단 등94) 

대목을 구성하는 29장단 중 총 6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84] <정자노래> 9자형(제 6장단)

[악보 84]는 [단락 1] 내 9자형의 유일한 출현지점인 제 6장단으로, 해당 

단락 내 구성음 음수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장단에 해당한다. 

[악보 85] <정자노래> 9자형(제 12장단)

[단락 2]의 9자형 장단은 [악보 85]의 제 12장단과 제 14장단이다. 앞서 

살펴본 8자형 장단과 함께 [단락 2]는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에 가까운 두 

음수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악보 86] <정자노래> 9자형(제 27장단)

94)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6, 12, 14, 22, 26, 27장단에 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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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3]의 9자형은 제 22, 26, 27장단에 출현한다. 제 22장단의 9자형

은 한 장단에 하나의 ‘정’이 붙는 형식 발전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며, [악보 

86]의 제 27장단과 이전의 제 26장단은 각각 2개, 1개의 ‘정’이 붙는 등 형

식 전개가 절정을 이룬 뒤 푸는 전개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24장단에서 유일하게 출

현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87] <정자노래> 10자형(제 24장단)

[악보 87]의 제 24장단과 같이 10자형의 출현은 이후 출현하는 12자형

의 제 25장단과 함께 [단락 3]의 음수 이탈이 절정에 이르는 지점에 해당한

다.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장단은 특히 엮어붙임에 의해 음수 밀

집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타 장단에 비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이 배치된

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은 제 8장단과 제 25장단에 출

현한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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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정자노래> 12자형(제 8장단)

[악보 88]과 같이 12자형이 출현하는 제 8장단은 [단락 1]의 최고 이탈 

유형에 해당한다. 즉 해당 지점이 [단락 1]의 표현상 고조가 절정에 이르는 

지점인 것이다.

[악보 89] <정자노래> 12자형, 제 25장단

[악보 89]의 제 25장단은 앞선 10자형 출현지점이었던 제 24장단에 이

어 [단락 3]의 형식 전개상 절정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앞선 제 24장단과 

마찬가지로 엮어붙임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이 붙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음 음수 이탈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 양상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도식 10] 김소희 <정자노래> 구성음 음수 소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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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0]에서의 단락별 전개양상은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통사구조의 

전개 양상과 유사하다. [단락 1]의 경우 대체로 중중모리 평균 음수 소밀도

로 일관하다가 제 6~8장단에서 한 차례 이탈을 보인다. 또한 단락의 시작

과 종지는 후렴 [A]에 해당하며, 6~7자형으로 고정된다. 

[단락 3]의 시작 지점인 제 15~16장단은 본 대목에서 가장 낮은 음수 

유형이 출현한다. 또한 단락의 전개에 따라 음수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형식

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도식 10]에서의 전개양상은 그러한 

음수 소밀도에 따른 형식적 발전의 선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락 1]과 [단락 3]을 연결하는 [단락 2]의 경우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

에 해당하는 8자형과 9자형이 출현하며, 전후 단락의 형식적 전개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음수 소밀도 유형의 전개상 대비는 전후 단락의 전

개를 더욱 극명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얻는다.

(3) 붙임새 이탈도

본 대목의 붙임새 유형 중 제 4유형인 엇붙임형은 당겨붙임과 엮어붙임

의 두 가지 유형이 출현한다. 각각의 붙임새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마디대장단형

<정자노래>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3, 4장단 등95) 대목을 구성하

는 29장단 중 21개 장단으로, 대목의 대부분 장단의 붙임새 유형에 해당한

다. 대마디대장단형에 해당하는 제 19, 20장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90] <정자노래> 대마디대장단형(제 19, 20장단)

95) <정자노래>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3, 4, 5, 8, 9, 10, 11, 13, 15, 16, 

17, 18, 19, 20, 21, 22, 26, 27, 28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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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걸이형

<정자노래>의 잉어걸이형은 제 7장단에 유일하게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

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1] <정자노래> 잉어걸이형(제 7장단)

본 대목의 유일한 잉어걸이형에 해당하는 [악보 91]의 제 7장단은 [단락 

1]에 출현한다. 장단의 제 2보통박의 첫 소박을 쉼으로써 다음 소박으로 강

세가 밀리는 잉어걸이가 이루어졌다.

○ 완자걸이형

<정자노래>의 완자걸이형은 제 6, 12, 23, 29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

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2] <정자노래> 완자걸이형(제 6장단)

[악보 92]의 제 6장단은 잉어걸이형이 출현하였던 제 7장단과 함께 [단

락 1] 내의 이탈형의 출현으로, 주로 대마디대장단형의 출현 양상에서 벗어

남으로써 전개상 고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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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정자노래> 완자걸이형(제 23장단)

[악보 93]의 제 23장단은 [단락 3]의 대마디대장단형 중심의 전개와 대

비를 이룸으로써 표현상 고조를 형성한다. 

○ 엇붙임형

<정자노래>의 엇붙임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겨붙임과 엮어붙임의 두 

종류가 출현한다. 당겨붙임은 제 14장단에서, 엮어붙임은 제 24~25장단에 

출현하며 이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4] <정자노래> 당겨붙임형(제 14장단)

[악보 94]의 제 14장단은 [단락 2]의 종지 지점이자 [단락 3]으로의 전환 

지점이다. 해당 지점의 당겨붙임은 [단락 2]와 [단락 3]의 경계를 희미하게 

함으로써 단락 전환을 매끄럽게 표현하게 된다.

[악보 95] <정자노래> 엮어붙임형(제 24~25장단)

본 대목의 엮어붙임은 [악보 95] 중 제 24~25장단에 출현한다. 이는 앞

선 완자걸이형의 제 23장단과 함께 [단락 3]의 붙임새 이탈에 따른 고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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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붙임새 이탈에 따른 대목의 전개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도식 11] 김소희 <정자노래> 붙임새 이탈도

[도식 11]에서와 같이 <정자노래>는 대체로 대마디대장단으로 일관되며, 

단락 내의 특정 지점에서 고조가 이루어지는 전개양상을 보인다.

[단락 1]의 붙임새 이탈은 제 6~7장단에서 이탈이 이루어질 뿐 전반적으

로 대마디대장단으로 일관되는 전개을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과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에 따른 전개상 특징과 유사하

다.

[단락 2]의 경우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완자걸이와 당겨붙임이 활용

되어 이탈의 정도가 두드러진다. 이는 전후 단락의 대마디대장단 중심의 전

개와 달리 붙임새 이탈을 통한 표현상 대비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의 [단락 2] 도식에서 높은 이

탈형의 출현을 통해 전개상 대비를 이루던 것과 유사하다.

‘정’자 끝말 형식에 의해 제어되는 [단락 3]의 경우 전반에 대마디대장단

으로 일관하나, 제23~25장단에서 완자걸이형과 엮어붙임형이 출현함에 따

른 이탈을 보인다. 특히 엮어붙임은 ‘정’자 형식적 발전과 관계있음을 앞선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가장 많은 ‘정’이 배치

되는 형식적 절정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붙임새 이탈이 활성화되는 셈이다. 

즉 본 대목의 붙임새 이탈이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와 분명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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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러나는 것은 특히 [단락 3]이다.

(4) 악절 신장도

본 대목에 출현하는 악절 유형은 1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 3장단 악

절형, 4장단 악절형의 총 네 유형이다. 각각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장단 악절형

<정자노래>에서 하나의 맺는 리듬형 장단으로 구성되는 1장단 악절형은 

제 6, 11, 12, 19, 20장단 등96) 대목을 구성하는 16개 악절 중 8개 악절이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6] <정자노래> 1장단 악절형(제 6장단)

[악보 96]은 [단락 1]에서의 유일한 1장단 악절형에 해당한다. 전후 악절 

구성이 각각 3장단 악절형, 4장단 악절형이며, 연속된 긴 악절 사이에 배치

되어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악보 97] <정자노래> 1장단 악절형(제 21, 22장단)

[악보 97]은 [단락 3]의 1장단 악절형인 제 21, 22장단이다. 해당 단락에

서 1장단 악절형의 출현은 단락의 초입인 제 15장단부터 제 17~18장단을 

96) <정자노래>의 1장단 악절형은  6, 11, 12, 19, 20, 21, 22, 23장단에 출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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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제 23장단까지가 해당된다. 1장단 악절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을 살펴

보면 대체로 장단 내 ‘정자 말 풀이-○○정’의 형식 구성으로 일관된다.

○ 2장단 악절형

<정자노래>의 악절신장도 제 2형은 내드름 제 1~2장단을 비롯하여 제 

13~14, 17~18장단 등 대목을 구성하는 16개 악절 중 3개 악절이 이에 해

당한다.

[악보 98] <정자노래> 2장단 악절형(제 1~2장단)

[악보 98]의 내드름 제 1장단은 다는 리듬형과 맺는 리듬형의 중간적 리

듬 구조를 보이나, 의미구조 전개상 짝을 이루는 제 2장단의 맺는 리듬형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두 장단이 하나의 악절로 구성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악보 99] <정자노래> 2장단 악절형(제 17~18장단)

[악보 99]의 2장단 악절형은 [단락 3]의 시작지점에서 출현한다. 앞선 

[단락 1]의 1장단 악절형의 한 장단 주기 ‘정자 말 풀이-○○정’의 형식이 

반복되는 것에 비해 본 2장단 악절형은 두 장단을 주기로 반복되는 차이를 

보인다.

○ 3장단 악절형

<정자노래>의 악절신장도 제 3형은 제 3~5, 24~26, 27~29장단 등 대목



- 102 -

을 구성하는 16개 악절 중 3개 악절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악보 100] <정자노래> 3장단 악절형(제 3~5장단)

[악보 100]의 3장단 악절형은 [단락 1]에서 유일하게 출현하는 지점이다. 

[단락 1]는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악절 구성 전개를 보이며, 본 3장단 악절

형은 중간 정도의 악절 구성에 해당한다.

[악보 101] <정자노래> 3장단 악절형(제 24~26장단)

[단락 3]의 3장단 악절형 출현은 단락의 후반부에 출현한다. [악보 101]

의 3장단 악절형은 하나의 악절에 ‘정자 말 풀이-○○정’의 노랫말이 세 개 

배치되며, 앞선 악절 유형에 비해 장단 수에 대응하는 ‘정자 말 풀이-○○

정’ 형식이 가장 많다. 즉 3장단 악절형은 본 [단락 3]의 형식 전개상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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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단 악절형

<정자노래>의 악절신장도 제 4형은 제 7~10장단에 유일하게 출현한다. 

[악보 102] <정자노래> 4장단 악절형(제 7~10장단)

앞선 악절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단락 1]의 악절 전개가 점층적으로 늘

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악보 102]의 제 7~10장단은 [단락 1]의 악절 

신장이 가장 높게 이루어지는 지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악절 유형에 따른 <정자노래>의 전개 양상을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도식 12] 김소희 <정자노래> 악절 신장도

각각의 악절 유형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도식 12]의 [단락 1]

은 2장단-3장단-4장단 악절형으로 점층적인 악절 신장의 전개를 보이는 듯

하나, 4장단 악절형에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악절형인 제 3~5장단과 

제 6장단이 결합되어 사실상 2+4+4장단의 단락 내 악절 구성을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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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어지는 [단락 2]는 1장단 악절형-2장단 악절형의 두 악절유

형으로 구성되며, 이는 [단락 1]의 전개와 대비된다.

[단락 3]의 악절 구성은 특히 노랫말의 형식적 발전과 교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자 말 풀이-○○정’의 형식이 악절을 단위로 배치되기 때문

이다. 1장단 악절형과 2장단 악절형은 각각의 악절마다 ‘정자 말 풀이-○○

정’이 한 번씩 배치되며, 3장단 악절형의 경우 엮어붙임 등에 의해 더 많은 

형식이 악절 내에 배치되거나, 형식 중 정자 말 풀이에 해당하는 노랫말이 

매우 축소되고 더 많은 ○○정이 붙는 등의 형식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노랫말의 형식적 발전과 악절 유형이 관계한다. 허나 해당 전개는 비례 관

계가 아니며, 2장단 악절형-1장단 악절형-3장단 악절형 순서로 형식 전개

를 이룬다.

(5) 김소희 창 <정자노래>의 응집성과 응결성

본 대목은 서로 다른 형식구조를 갖는 독립된 두 노랫말이 하나의 대목

으로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형식구조를 기준으로 대목 내의 단락을 구분하

면 춘향의 답가가 불리는 [단락 1], 이도령의 정자 끝말 노래 형식의 [단락 

3] 그리고 [단락 1]과 [단락 3] 사이에서 화자의 전환, 형식의 전환을 암시

하는 [단락 2]가 그러하다.

[단락 1]은 후렴인 [A]가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배치되며, 음악의 중간지

점을 지나면서 음악적 고조가 한 번 형성된다. 단락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고 이탈이 일회적으로 출현하는 등의 분석상 한계로 분명한 구조적 짜임

새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단락 2]는 [단락 1]과 [단락 3]의 사이에 위치하여 단락 전환을 위한 연

결구 역할을 갖는다. 짧은 단락 길이로 인해 음악 전개양상의 규칙성 도출

하기는 어려우나, 이전 단락의 전개와는 다른 전개 양상을 보임으로써 단락

간 구분을 명확히 하는 특징을 보였다. 

[단락 3]은 정자 끝말노래라는 형식적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살펴보

았던 네 가지 리듬요소에서 대체로 최저 이탈 유형으로 시작하여 3/4지점

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룬 뒤 다시 최저로 돌아오는 유사한 전개 양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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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수 소밀도에서 점층적인 이탈 양상을 가장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와 악절 신장도를 통해 노

랫말의 형식적 전개가 음악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단락

별 리듬 성분의 고유한 전개는 네 가지 리듬 성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대목의 응결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단락 3]에서의 ‘정자 말 풀이-○○정’의 형식구조의 미시적 변화는 각각

의 리듬 성분 내 특정 유형과 관계함으로써 일관된 발전 양상을 보였다. 미

시적 형식구조 변화란, ‘정자 말 풀이’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축약되는 대신 

더 많은 ‘○○정’이 출현함으로써 밀도 있는 운율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또한 [단락 3]의 의미구조 전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단락의 

초반의 노랫말은 대체로 옛 고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이 표현

되는 반면, 대목이 중반을 지나면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은유한 ‘정’으

로 주제가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락 3]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의 전개는 음악의 구조적 전개

에 반영되어 단락 중·후반부에 출현하는 리듬 이탈형에 따른 고조가 이루어

지거나 악절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본 대목의 음악텍스트 

성립 요건을 위한 응집성은 [단락 3]의 전개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4. <자진기생점고>97)

<자진기생점고>는 변사또가 남원에 부임한 뒤 관아의 기생들을 살피는 

모습을 담은 대목이다. <자진기생점고>는 앞서 진양조로 구성된 짧은 [기생

점고] 대목에 이어 불리는 대목이다. 다음은 <자진기생점고>의 노랫말이다.

97) 김소희 춘향가 제1~6집(서울: 서울음반, 1995). CD3, Trac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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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모우 양대선이, 위선옥이, 춘홍이,

사군불견 반월이, 독좌유황으 금선이,

어주축수 홍도가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팔월부용의 군자용 만당초석의 홍련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사창어 비치여 섬섬연약 초월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오동복판으 거문고 서리렁 둥덩 탄금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만경대 구름 속의 높이 놀던 학선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만화방창으 봄바람 부귀할손 모란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바람아 둥텅 부지마라 낙락장송의 취향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다산오동 그늘속에 문왕 어르든 채봉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장삼 소매를 떨쳐입고 저정거리던 무선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이산 명옥이 저산 명옥이 양명옥이 더 들어왔느냐?” “예, 등대하오”

[자료 4] 김소희 창 <자진기생점고> 노랫말

[자료 4]에서 볼 수 있듯이 <자진기생점고>에는 총 16명의 기생이 묘사

된다. 대목의 도입지점을 제외한다면 노랫말의 형식구조는 ‘기생 묘사-기생 

호명-기생대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선 [기생점고] 노랫말의 형식

구조98)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자진기생점고> 노랫말을 형식 구조를 기

준으로 구분하면 [단락 1]과 [단락 2]로 양분된다. 각 단락의 형식구조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4]의 [단락 1]은 여러 기생들의 묘사가 연속되며, 단락의 종지에서 

묘사된 여러 기생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기생 호명’이 이루어진다. 각기 기

생의 묘사에 있어서도 ‘위선옥이 춘홍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묘사가 생략된 

채 두 기생의 이름만 출현하기도 한다.

반면 [단락 2]부터는 ‘기생 묘사-기생 호명-기생 대답’의 형식이 매우 엄

98) 중중모리 <자진기생점고>의 앞 대목인 진양조 [기생점고]는 두 명의 기생이 묘

사되는데, 그 노랫말 형식구조는 ‘기생 호명-기생 묘사-기생 대답-기생 퇴장’으

로 요약된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노랫말의 전개이다.

“행수기생 월선이!”(기생 호명) 월선이가 들어온다. 월선이라 허는 기생은 기생중에

는 일행수라. 아장아장 이굿거리며,(기생 묘사) “예, 등대나오!”(기생 대답) 점고

를 맞더니만 우부진퇴로 물러난다.(기생 퇴장) 

- [단락 1]

[단락 2]
후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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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유지된다. 또한 기생 호명 지점의 종지구가 항상 ‘왔느냐?’의 반복이 

이루어지며, 이는 기생 대답에 해당하는 후렴 [A]의 반복과 함께 곧 대목 

전체의 운율을 형성한다. 

본 대목은 그렇게 불규칙하고 축약된 형식의 여섯 명의 기생 묘사가 이

루어지는 [단락 1]과 비교적 형식이 정리된 채 엄격하게 유지되며 아홉 명

의 기생 묘사가 이루어지는 [단락 2]로 구분된다. 이러한 형식적 전개와는 

달리 본 대목의 의미구조상 전개는 그다지 포착되지 않는다. 대목 전반에 

걸쳐 여러 기생들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언어적 유희를 사용하여 묘사하

는 것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의미 전개상의 변화는 포착되지 않는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자진기생점고>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자진기생점고>의 3+3+3+3소박, 2+2보통박의 심층구조형은 제 4, 5장

단 등99) 대목을 구성하는 33장단 중 15개 장단에 출현한다. 다음은 심층구

조형에 해당하는 제 7장단의 예이다.

[악보 103] <자진기생점고> 심층구조형(제 7장단)

팔 월 - 부 용 - 의 군 자 - 용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위 [악보 103]의 제 7장단은 노랫말 형식구조 중 ‘기생 묘사’에 해당한

다. ‘기생 묘사’의 노랫말은 외에도 후반변성형, 전반변성형 리듬 구조로 묘

99) <자진기생점고>의 심층구조형은 제 4, 5, 7, 8, 11, 13, 14, 17, 20, 23, 25, 

26, 28, 29, 32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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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기도 한다. 

[악보 104] <자진기생점고> 심층구조형(제 5장단)

어 - 주 축 수 - 홍 도 가 왔 - 느 냐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반면 [악보 104]의 제 5장단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랫말 형식구조 중 ‘기

생 호명’에 해당하는 노랫말 역시 심층구조형으로 이루어진다. 앞선 노랫말

의 구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대목에 총 10회의 기생 호명이 이루어지

며, 이는 위 제 5장단과 같은 노랫말이 대목 내에서 총 10번 반복된다는 셈

이다. 즉 본 대목을 구성하는 심층구조형 15개 장단 중 5개 장단을 제외한 

모든 장단이 ‘기생 호명’의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자진기생점고>의 3+3+2+2+2소박 2+3보통박 구조의 후반변성형은 내

드름 제 1장단과 제 3, 19, 22장단에서 출현한다.

[악보 105] <자진기생점고> 후반변성형(제 1장단)

조 - 운 모 - 우 양 대 선이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위 [악보 105]는 내드름 제 1장단에 출현하는 후반변성형 리듬구조이다. 

변화가 이루어진 제 2대박을 노랫말의 의미구조로 구분한다면 ‘양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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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나, 이를 리듬 구조 단위로 나눈다면 ‘양대/선이-/-’와 같이 소박 

단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본 대목의 [단락 1]에서 후반변성형은 제 1, 3장단에서 출현한다. 해당 

지점의 노랫말 형식구조는 한 장단 내에 ‘기생 묘사-기생 호명’이 이루어지

는 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보 106] <자진기생점고> 후반변성형(제 19장단)

만 - 화 방 - 창 으 봄 - 바 람 - -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반면 위 [악보 106]은 [단락 2]에 출현하는 후반변성형 리듬의 출현 지

점인 제 19장단이다. 이와 함께 제 22장단이 [단락 2] 내 후반변성형 리듬 

구조에 해당하며, 두 장단 모두 ‘기생 묘사’ 형식 구조에 해당하는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자진기생점고>의 2+2+2+3+3소박, 3+2보통박 구조의 전반변성형은 제 

2, 10, 16, 33장단에서 출현한다.

[악보 107] <자진기생점고> 전반변성형(제 2장단)

위 선 옥 이 춘홍 이 - -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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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의 제 2장단은 [단락 1]에 출현하는 유일한 전반변성형이다. 

이는 해당 단락의 노랫말 중 기생 묘사 대신 두 명의 기생 이름만 불리는 

장단이다. 해당 장단이 [단락 1] 내에서 유일한 전반변성형의 출현을 보이

는 등 노랫말의 형식적 차이를 리듬 통사구조의 대비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악보 108] <자진기생점고> 전반변성형(제 16장단)

만 - 경 - 대 - 구 름 - 속 - 의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08]의 제 16장단과 제 10장단은 [단락 2]의 형식구조 중 ‘기생 

묘사’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와 ‘기

생 묘사’의 형식 구조와 대응하지 않는 예이다. 해당 ‘기생 묘사’의 전반변

성형 리듬 구조로 표현되는 것은 단순한 리듬 구조의 반복을 벗어나 리듬 

변주를 통한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는다.

[악보 109] <자진기생점고> 전반변성형(제 33장단)

예 - 등 - - 대 하오 -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09]의 제 33장단은 대목이 종지하는 지점으로, [단락 2]의 형식구

조상 ‘기생 대답’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이는 기존의 전후변성형에 해당하는 

장단의 형식구조 ‘기생 대답’의 노랫말 ‘예, 등대하였소.’ 중 제 3보통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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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소’가 고루 붙는 것에 비해, 제 33장단의 경우 분명한 맺는 리듬형을 

생성함에 따라 ‘하였소.’ 대신 ‘하오.’의 짧은 음수가 제 3보통박 첫 소박에 

밀도 있게 배치되는 식으로 변주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목의 종지감을 형성하

게 되는 것이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자진기생점고>에서 2+2+2+2+2+2소박, 3+3보통박 구조의 전후변성형

은 제 6, 9, 12, 15장단 등100) 대목을 구성하는 33장단 중 총 10장단에서 

출현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0] <자진기생점고> 전후변성형(제 6장단)

예 - 등 - - 대 하 였 소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111] <자진기생점고> 전후변성형(제 9장단)

예 - 등 - - 대 하 였 소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위 악보들에서와 같이 본 대목의 전후변성형의 출현은 앞서 언급한 것처

럼 본 대목의 형식구조 중 ‘기생 대답’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본 대목에

서 모든 ‘기생  대답’의 형식구조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전후변성형 리듬 구

100) <자진기생점고>의 전후변성형은 제 6, 9, 12, 15, 18, 21, 24, 27, 30, 31장

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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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표현된다.

[악보 112] <자진기생점고> 전후변성형(제 31장단)

이 산 명 옥 이 △ 저 산 명 옥 이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단 위 [악보 112]의 제 31장단은 ‘기생 대답’에 해당하는 노랫말이 아닌 

‘기생 묘사’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또한 제 31장단은 여타 기생 묘사에 해당

하는 장단과 달리 두 명의 기생이 출현하는 등 의미적, 형식적 변주가 이루

어진 노랫말 변형에 해당하며, 이러한 노랫말의 차이는 곧 리듬 변주를 통

해 분명한 대비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듬 통사구조에 따른 <자진기생점고>의 전개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

[도식 13] 김소희 <자진기생점고>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진기생점고>는 분명한 형식구조에 의해 제어되고 

있으며, 각각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은 형식구조 중 특정 지점과 대체로 관

계하고 있다. 이는 [도식 13]에서와 같이 대체로 일관된 주기의 반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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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도식으로 표현된다. 

[단락 1]의 경우 아직 반복되는 형식이 형성되지 않은 지점으로, 여러 기

생들의 묘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단락의 마지막 지점에서 묘사된 모

든 기생들을 통합하는 ‘기생 호명-기생 대답’의 형식이 처음 등장한다. 

이러한 전개는 제 1~4장단의 불규칙한 리듬 전개를 보이던 것에서 단락 

종지에 해당하는 제 5~6장단이 심층구조형-전후변성형의 리듬 전개로 이루

어지며, 이후 지속적으로 특정 리듬 전개가 반복됨에 따라 리듬 전개에 노

랫말의 형식적 제어가 리듬 통사구조 이탈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단락 2]에서 이러한 형식적 제어가 매우 엄격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모든 ‘기생 호명-기생 대답’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심층구조형-전후변성형의 

리듬구조로 고정되며, 오직 ‘기생 묘사’가 이루어지는 리듬형만이 심층구조

형, 후반변성형, 전반변성형, 전후변성형 등 자유로운 리듬 변주가 이루어진

다. 이러한 규칙적인 리듬 전개는 [도식 13]의 규칙적인 선형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도식 13]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에 따른 전개 양상에는 오직 규칙성과 

반복성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듬 이탈형의 출현에 따른 점층적인 발전, 

고조와 같은 전개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본 대목 내에서 노랫말의 

극적인 의미구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정형적인 형식 반복으로만 

일관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5자형부터 11자형까지 총 

6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은 대목의 종지 지점인 제 

33장단([악보 109])에 유일하게 등장한다. 해당 장단은 ‘예, 등대 하오.’의 

노랫말로 구성된다. 정리하자면 본 대목의 5자형은 ‘기생 대답’의 변형지점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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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6, 9, 10, 12장단 

등101) 대목을 구성하는 33장단 중 10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3] <자진기생점고> 6자형(제 15장단)

[악보 113]의 제 15장단과 같이 본 대목의 6자형 음수 소밀도는 대부분 

‘기생 대답’에 해당한다. 

[악보 114] <자진기생점고> 6자형(제 10장단)

다만 [악보 114]의 제 10장단과 같이 ‘기생 묘사’에 해당하는 노랫말이 

6자형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이는 본 대목에서 단 1회에 해당하는 예외

적인 사례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2, 3, 16장단에 출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1)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6, 9, 10, 12, 15, 18, 21, 

24, 27, 30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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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5] <자진기생점고> 7자형(제 3장단)

[악보 115]의 제 3장단과 같이 [단락 1]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의 

출현 지점은 모두 기생 묘사와 기생 이름이 함께 서술되는 노랫말에 해당한

다.

[악보 116] <자진기생점고> 7자형(제 16장단)

[악보 116]의 제 16장단은 [단락 2]내 7자형의 유일한 출현 예이다. 해

당 노랫말은 ‘기생 묘사’의 형식구조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내드름 제 1장단을 포함

한 제 4, 7, 13, 25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7] <자진기생점고> 8자형(제 4장단)

[악보 117]의 제 4장단은 [단락 1]의 8자형 장단 출현의 예이다. 해당 장

단의 노랫말은 기생 묘사와 기생의 이름이 서술된다. 이러한 노랫말 형식과 

음수 유형의 관계는 내드름 제 1장단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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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8] <자진기생점고> 8자형(제 15장단)

[악보 118]의 제 15장단과 같이 [단락 2]의 8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모두 ‘기생 묘사’의 형식구조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22장단에서 유일하게 

출현한다.

[악보 119] <자진기생점고> 9자형(제 22장단)

[악보 119]의 제 22장단과 같이 본 대목의 9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모두 ‘기생 묘사’의 형식구조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5, 11, 17, 20장단 

등102) 총 33장단 중 6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2) <자진기생점고>에서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5, 11, 17, 20, 31, 32

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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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 <자진기생점고> 10자형(제 11장단)

[악보 120]의 제 11장단과 같이 본 대목의 10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형식구조 중 ‘기생 호명’과 관계한다. 

단 예외적으로 [악보 113]의 제 31장단은 ‘기생 묘사’의 형식구조이면서 

10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앞선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에서 ‘기생 

묘사’의 형식구조이면서 전후변성형인 예외적 출현양상과 같은 맥락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제 8, 14, 23, 26, 29장

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21] <자진기생점고> 11자형(제 23장단)

[악보 121]의 제 23장단과 같이 본 대목의 11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모두 ‘기생 호명’의 형식구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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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

[도식 14] 김소희 <자진기생점고>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 14]에서 확인되는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단락 

1]의 전개를 제외하면 매우 유사한 구성음 음수 이탈 주기가 반복적이고 규

칙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특징적인 전개양상은 본 대목의 노랫말 형식구조가 엄격하게 유

지되는 점과 앞서 파악한 것처럼 각 음수 유형이 특정 노랫말의 형식구조와 

분명히 관계하기 때문이다. 5, 6자형은 모두 노랫말 형식구조 중 ‘기생 대

답’에 해당하며, 6~10자형은 ‘기생 묘사’, 10, 11자형은 ‘기생 호명’에 각각 

해당한다. 즉 [도식 14]의 특징적인 전개양상은 결국 노랫말의 정형성과 반

복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식 14]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에 따른 리듬 전개 양상에서 미미하게나

마 점층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생 묘사’가 

출현하는 음수 유형이 [단락 2]의 전개에 따라 점차 높은 음수 유형으로 고

조되는 것이다. [단락 2]에 총 9번의 형식구조가 반복되는데, ‘기생 묘사’에 

해당하는 음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8-6-8-7-8-9-8-9-10자형’이 

된다. 즉 [단락 2]의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더 높은 음수 소밀도 유형이 출

현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본 대목의 노랫말이 특정한 의미구조적 전개가 

포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식 14]에서의 점층적인 고조는 형식구조

적 발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붙임새 이탈도

<자진기생점고>의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형과 완자걸이형 등 두 유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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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마디대장단형

<자진기생점고>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3, 4, 5장단 등103) 대목을 

구성하는 33장단 중 21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22] <자진기생점고> 대마디대장단형(제 25, 26장단)

[악보 122]와 같이 대마디대장단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의 형식구조는 대

체로 ‘기생 대답’을 제외한 ‘기생 묘사-기생 호명’에 해당한다. 

○ 잉어걸이형

본 <자진기생점고>에서 잉어걸이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완자걸이형

<자진기생점고>의 완자걸이형은 제 6, 9, 10, 12장단 등104) 대목을 구성

하는 33장단 중 12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03) <자진기생점고>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3, 4, 5, 7, 8, 11, 13, 14, 17, 

19, 20, 22, 23, 25, 26, 28, 29, 31, 32장단에 출현한다.
104) <자진기생점고>의 완자걸이형은 제 6, 9, 10, 12, 15, 16, 18, 21, 24, 27, 

30, 33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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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3] <자진기생점고> 완자걸이형(제 27장단)

[악보 123]의 예처럼 본 대목의 완자걸이형이 출현하는 대부분의 예는 

‘기생 대답’의 형식구조에 해당하는 노랫말이다. 장단의 제 4소박에 위치할 

음이 당겨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제 3소박에 강세가 위치하게 되어 2+4의 소

박 구조로 변화한 완자걸이 붙임새가 된다. 

[악보 124] <자진기생점고> 완자걸이형(제 10장단)

[악보 124]의 제 10장단은 완자걸이형이면서 노랫말의 ‘기생 호명’ 형식

구조와 관계하지 않는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는 제 16장단을 포함하여 대목

에 총 두 번 출현하며, 노랫말의 형식구조 상 ‘기생 묘사’에 해당한다.

○ 엇붙임형

<자진기생점고>에서 엇붙임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붙임새 이탈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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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

[도식 15] 김소희 <자진기생점고> 붙임새 이탈도

[도식 15]에서와 같이 붙임새 이탈에 따른 <자진기생점고>의 전개 역시 

일관되고 규칙적인 완자걸이로의 이탈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전개상 특징은 앞서 살펴본 리듬 성분들의 도식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규칙적인 전개는 곧 노랫말의 형식구조가 붙임새 이탈 유형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기생 대답’에 해당하는 노랫말의 붙임새는 항상 완자걸

이형으로 일관되며, 이외의 ‘기생 묘사-기생 호명’의 형식구조는 제 10, 16

장단에서 예외가 있으나 대체로 대마디대장단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역시 

그러하다.

[도식 15]의 붙임새 이탈에 따른 리듬 전개 양상은 오직 규칙성과 반복

성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붙임새 이탈에 따른 점층적인 발전, 고조와 같은 

전개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본 대목 내에서 노랫말의 극적인 의미구

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정형적인 형식 반복으로만 일관되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4) 악절 신장도

<자진기생점고>는 총 18개 악절로 구성되며, 각각의 악절 유형은 1장단 

악절, 2장단 악절, 3장단 악절의 세 가지이다. 악절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장단 악절형

1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맺는 장단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장단으로 구성

되며, <자진기생점고>의 제 1, 2, 3, 4 장단 등105) 대목을 구성하는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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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절 중 총 8개 악절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125] <자진기생점고> 1장단 악절형(제 3장단)

[악보 126] <자진기생점고> 1장단 악절형(제 7장단)

[악보 127] <자진기생점고> 1장단 악절형(제 19장단)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1장단 악절형의 노랫말은 모두 형식구조상 

‘기생 묘사’에 해당한다. 

위 악보들에서 볼 수 있듯 1장단악절형은 모두 맺는 장단형으로 구성된

다. 다만 분명하게 맺는 장단형의 리듬 구조를 띠는 것부터 맺는 장단형과 

다는 장단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리듬형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이에 해당한

다. 이러할 경우 전후 대목의 맥락과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선율형 등 복합

적으로 파악한 뒤 판단하였다. 

1장단 악절형의 변화에 있어 특히 주목할 점은 대목의 전개에 따라 맺는 

장단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에서 점차적으로 중간적 리듬형의 유형으

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나아가 1장단 악절형과 2장단 악절형의 구분을 

희미하게 하며, 곧 3장단 악절형으로 통합하는 미시적인 전개를 이루게 된

다.

105) <자진기생점고>의 1장단 악절형은 제 1, 2, 3, 4, 7, 10, 13, 19장단에 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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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의 두 장단으로 구

성되며, <자진기생점고>의 제 5~6, 8~9, 11~12, 14~15, 20~21장단에 걸

쳐 총 5회 출현한다.

[악보 128] <자진기생점고> 2장단 악절형(제 11~12장단)

[악보 128]과 같이 2장단 악절형은 노랫말의 형식구조인 ‘기생 묘사-기

생 호명-기생 대답’ 중 ‘기생 묘사’를 제외한 ‘기생 호명-기생 대답’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3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두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의 

세 장단으로 구성되며, <자진기생점고>의 제 16~18, 22~24, 25~27, 

28~30, 31~33장단에서 총 5회 출현한다.

[악보 129] <자진기생점고> 3장단 악절형(제 31~33장단)

[악보 129]의 제 31~33장단과 같이 3장단 악절형은 노랫말의 형식구조

인 ‘기생 묘사-기생 호명-기생 대답’이 악절 내에 모두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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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악절 유형에 따른 <자진기생점고>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도식 16] 김소희 <자진기생점고> 악절 신장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대목을 구성하는 주요한 노랫말의 형식구조인 

‘기생묘사-기생호명-기생점고’는 3개 장단에 걸쳐 형성되며, 이에 [도식 

16]와 같이 3장단을 주기로 특정한 악절 구성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본 대목의 형식구조를 이루는 악절 구성은 [단락 1]의 1장단 악절 3개가 

결합된 예외를 제외하면 크게 두 종류로 정리된다. 하나는 1장단 악절+2장

단 악절형이 결합된 것은 [단락 2]의 초반에 주로 위치한다. 또 다른 하나

는 3장단 악절형으로 [단락 2]의 후반에 주로 위치한다. 

앞선 1장단 악절형의 맺는 리듬형의 리듬 구조적 분명함이 대목의 전개

에 따라 점층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1장

단+2장단의 두 악절형 결합이 점층적으로 3장단 악절형으로 변화하는 양상

이 포착되는 것이다. 즉 <자진기생점고>의 악절 구성은 ‘점층적으로 악절이 

신장’되는 특징적인 전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대목의 여타 리

듬 요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직 악절의 신장을 통해서만 연출되고 있

다. 

(5) <자진기생점고>의 응결성과 응집성

본 대목은 앞선 진양조의 [기생점고]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형식적으로 

‘기생묘사-기생호명-기생대답’의 정형적인 틀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락 1]에서 암시된 형식구조는 [단락 2]에 이르러 일관되고 규칙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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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이루는 것으로 구성된다.

본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등 네 가지 리듬 성분의 이탈에 따른 전개양상을 통해

서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리듬 성분에서의 특정 이탈 유형

과 노랫말의 특정 형식구조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이탈형의 규칙적인 반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리듬 성분의 공통적인 특징

을 통해 대목의 응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노랫말의 형식구조와의 

결속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대목의 응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대목은 노랫말의 의미구조상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지 않으며, 오직 

형식적 엄격함과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노랫말 구조에서는 포착되

지 않는 변화가 리듬 성분의 전개에서는 미미하게나마 포착할 수 있었다. 

본 대목 구성 리듬 성분 중 구성음 음수 소밀도와 붙임새 이탈도에 한하여 

리듬 유형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으며, 전개에 따라 미시적으로나마 ‘높

은 음수 소밀도 유형’의 출현 또는 ‘악절의 신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표현

상 극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형식의 지속적인 반복의 지루함을 해

소하기 위한 미시적인 음악적 장치가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2 절 형식적 제어가 미약한 대목 분석

본고에서 형식적 분명함이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라 함은 노랫말에 특정 

후렴구나 반복구가 출현하지 않으며, 사설의 형식 구조적 짜임새가 다소 불

규칙한 대목들이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춘향모친이 나온다>, <남원기생(여

러 기생이 들어온다)>, <춘향모친 자탄>이 분석 대상이다.

형식적 제어가 미약한 대목의 노랫말에는 대체로 여러 인물이 등장하며 

이에 자연스럽게 인물간 대화의 연속으로 대목이 구성되거나, 특정 사건이 

제시되고 이를 접한 주요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확대하여 묘사하는 등 서사

적, 극적 요소들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일부 지점에서는 반복 요

소들이 다소 출현하여 형식적인 기능을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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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형식적 제어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서사적, 극적 

요소의 개입이 강조된 대목들의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하고자 하며, 분석 대

상이 되는 각각의 대목들은 판소리 한 바탕 전개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 <춘향모친이 나온다>106)

본 대목은 이도령이 춘향에게 이별을 고한 뒤, 춘향 모친이 이 사실을 

접하고 이도령과 춘향에게 각각 원망과 분노 등을 쏟아내는 것이 주된 내용

이다. 본 대목의 노랫말과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6) 김소희 춘향가 제1~6집(서울: 서울음반, 1995). CD2, Trac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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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모친이 나온다. 춘향 어머니 나와.

건넌방 춘향모 허던 일 밀떠리고

상추머리 행주치마 모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으 방 영창밖으 가만히 선뜻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녕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어머니 기가 맥혀, 어간마루 선뜻 올라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쌍창문 열다리고 주먹 쥐여 딸 져누며, “너 요년 썩 죽어라.

너 죽은 시체라도 저 냥반이 지고 가게.

내가 일상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후회되기가 쉽것기로 태과헌 맘 먹지 말고 여염을 헤아리여,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같이 짝을 지어 내 눈앞으 노는 양

내 생전으 두고 보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 너무 도고허여 남과 별로 다르더니 잘 되고 잘 되였다.”

딸 꾸짖여 내어놓고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 여보, 도련님. 나고 말 좀 허여보세!

내 딸 어린 춘향이를 버리고 간다허니 무슨 일로 그러시요?

군자숙녀 버리난 법 칠거지악으 범찮으면

버리난 법 없는 줄 도련님은 모르시요.

내 딸 어린 춘향이가 도련님 건즐 받은 지 준일년이 되였으되

얼골이 밉든가 행실이 그르든가

어느 무엇이 그르기여 이 지경이 웬 일이며

내 딸 춘향 사랑하실 적의 앉고 서고 눕고 자기

일년 삼백 육십일 백년 삼만 육천일

떠나서지 마자고 주야장적 었어로다

말을 않고 가실 때 뚝 떼여 바리시니

양류 천만산들 가는 춘풍을 잡어매며,

낙화후 녹엽이 된들 어느 나븨가 돌아와

내 딸 옥같은 화용신 부득장춘 절로 늙어

먼 홍안이 백수된들, 시호시호부재래라. 다시 젊든 못하느니

우드지게 못이어 양반으 자시하고 몇 사람을 죽이려는가”

[자료 5] 김소희 창 <춘향모친이 나온다> 노랫말

본 대목은 [자료 5]와 같이 의미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크게 세 단락의 

구분이 가능하다. [단락 1]은 내드름을 포함하여 본 대목에 등장하는 인물, 

주요 사건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단락 2]는 춘향모

친이 춘향을 상대로 분노와 후회 섞인 한탄이 주된 내용이며, 일종의 독백

으로 불린다. [단락 3]은 춘향모친이 이도령을 상대로 원망하는 내용이며, 

[A1]

[A2]

[A3] [단락 3]

[단락 1]

[단락 2]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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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독백으로 구성된다.

본 대목의 형식은 미미하나 노랫말이 대화체임에도 대체로 일관된 음보 

구성을 보인다. 또한 [단락 3]에서 [A1]~[A3]과 같이 유사한 반복구가 일

정한 주기로 등장하여 미약하게나마 형식감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복구를 

통한 형식감이 생성되는 지점을 소단락 [3-1]로 구분하였다. 이어지는 지점

은 전후의 맥락과는 달리 다소 감정이 절제되고 이별에 대한 고상한 비유가 

활용되는 등의 의미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져 이를 소단락 [3-2]로 구분하였

다.

본 대목은 형식적인 제어보다도 서사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대목의 전개

가 이루어진다. 다만 독백으로 구성된 대사의 길이가 하나의 단락을 이룰 

만큼 길고,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규칙적인 음보가 유지되는 등 다소 정형화

된 노랫말의 전개가 포착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대목의 리듬 성분에 따른 

구조적 짜임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의 출현은 다소 불규칙하며, 특징적으로 이

탈형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각각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3+3+3+3소박, 2+2보통박의 심층구조형은 제 2, 

7, 9장단 등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총 18장단이 이에 해당한다.107) 

다음은 심층구조형에 해당하는 제 2장단의 예이다.

107)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심층구조형은 제 2, 7, 9, 14, 16, 19, 24, 28, 32, 

38, 39, 43, 51, 55, 58, 61, 63, 66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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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0] <춘향모친이 나온다> 심층구조형(제 2장단)

춘 향 - 어 - 머 니 나 와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악보 130]의 제 2장단은 심층구조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해당 장단은 

‘춘향/어머니/나와/-’의 3소박 단위의 전형적인 심층구조형으로 구성된다.

[악보 131] <춘향모친이 나온다> 심층구조형(제 13~14장단)

다만 본 대목의 심층구조형 중에는 예외적으로 노랫말이 붙지 않는 유형

도 존재한다. [악보 131]의 제 14장단은 노랫말이 붙지 않는 심층구조형 장

단에 해당한다. 이는 밀붙임에 의해 이전 장단의 마지막 음이 다음 장단으

로 인장(引張)되며, 리듬 구조의 변화가 미미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예는 

본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제 38장단을 포함하여 여타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심층구조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3+3+2+2+2소박 2+3보통박 구조의 후반변성형

은 내드름 제 1장단을 포함한 제 4, 6장단 등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11개 장단이 이에 해당한다.108) 다음은 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내드름 제 1

장단의 예이다.

108)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후반변성형은 제 1, 4, 6, 15, 16, 22, 33, 34, 47, 

65, 67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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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2] <춘향모친이 나온다> 후반변성형(제 1장단)

춘 향 - 모 친 이 나 온 다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악보 132]의 내드름 제 1장단은 후반변성형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 예시인 [악보 131]과 차이를 이루는 

것은 장단의 9번째 소박의 음수 유무와 10번째 소박의 공백에 의한다. 이러

한 음수 배치는 제 2대박의 소박 구조가 2소박으로 변화한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2+2+2+3+3소박, 3+2보통박 구조의 전반변성형

은 제 3, 5, 12장단 등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21개 장단에 출현한

다.109) 다음은 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제 3장단의 예이다.

[악보 133] <춘향모친이 나온다> 전반변성형(제 3장단)

건 - 넌 - - 방 춘향 - - 모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33]의 제 3장단 역시 전반변성형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심

층구조형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첫 대박 ‘건넌 방’ 3번째 소박에 음이 붙고 

109)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전반변성형은 제 3, 5, 12, 18, 21, 26, 27, 29, 31, 

35, 44, 46, 49, 56, 57, 59, 62, 64, 69, 70, 72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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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소박이 비워짐에 따라 2소박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악보 134] <춘향모친이 나온다> 전반변성형(제 21장단)

내 - 가 일 상 이 르 기 를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34]의 제 21장단과 같이 장단의 첫 대박에 음수가 밀집하며, 이

에 뒷 대박이 비교적 비워지는 리듬 구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같은 

리듬형은 제 21장단을 포함하여 제 18, 26, 27, 31, 41, 45, 49, 69, 70, 

72장단 등 11개 장단이 해당한다. 이는 전반변성형 리듬에 해당하는 21장

단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에서 2+2+2+2+2+2소박, 3+3보통박 구조의 전후변

성형은 제 8, 10, 11장단 등110)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20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전후변성형에 해당하는 제 11장단의 예이다.

110)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전후변성형은 제 8, 10, 11, 13, 17, 20, 23, 25, 30, 

36, 37, 40, 42, 48, 50, 52, 53, 54, 60, 68, 71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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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5] <춘향모친이 나온다> 전후변성형(제 11장단)

춘 향 어 머 니 - 기 가 맥 혀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135]의 제 11장단은 전후변성형 리듬 구조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듬 통사구조에 따른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1]

[A2]

[A3]

[단락 1] [단락 2]

[단락 3]

[3-1] [3-2]

[도식 17] 김소희 <춘향모친이 나온다>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먼저 미미하게나마 형식적 제어가 이루어지는 지점인 [단락 3]의 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던 형식적 제어가 분명한 대목들에 비

해 본 <춘향모친이 나온다>는 [도식 17]과 같이 전개상 규칙성이나 일관된 

주기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특정 리듬 통사구조 유형과 대응할 

수 있는 노랫말의 형식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단락 3] 내에 

존재하는 반복구 [A1]~[A3]은 각각 심층구조형, 전반변성형, 전후변성형으

로 유사한 노랫말이지만 서로 다른 리듬 구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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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6] <춘향모친이 나온다> 심층구조형 [A1](제 39장단)

내 △ 딸 어 린 - 춘 향 - 이 를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악보 137] <춘향모친이 나온다> 전반변성형 [A2](제 46장단)

내 딸 어 린 춘 향 이 가 - -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38] <춘향모친이 나온다> 전후변성형 [A3](제 53장단)

내 딸 춘 향 사 랑 허 실 적 - 의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위 악보들에서와 같이 반복구 [A1]~[A3]은 노랫말의 정형성이 미약하며, 

이에 리듬 구조 역시 제각각으로 구성되어 전개상 규칙성·일관성이 포착되

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대목의 거시적인 리듬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

식 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춘향모친이 나온다> 리듬 통사구조에 따른 전

개는 ‘이탈형’의 빈번한 출현과 불규칙한 주기의 리듬 전개로 요약할 수 있

다. 전체적으로 ‘전반변성형’ 및 ‘전후변성형’ 리듬 유형의 출현이 빈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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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탈형은 약 2~5장단을 주기로 연속되나 불규칙한 전개를 보인다. 

이러한 도식상 특징은 구조적 짜임새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분석상 편의를 위해 앞선 노랫말의 단락 구분을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단락 내에서 출현하고 있는 리듬 통

사구조 이탈형의 출현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대목의 전개상 단락의 리듬 변

화를 포착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심층구조형과 후반변성형을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것, 전반변성형과 전후변성형을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은 것으

로 설정하여 리듬형 이탈을 통한 표현의 대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후반변성형은 리듬 구조적으로 심층구조형에 가까우며, 내

드름에 빈번하게 사용할 만큼 판소리 중중모리 장단의 관용적인 리듬 구

조111)에 해당하기에 이탈의 정도가 적은 기본형으로 묶을 수 있게 된다. 이

에 각 단락별 기본형과 이탈형에 해당하는 전반변성형, 전후변성형의 출현

빈도를 대비하여 살펴봄으로써 구조적 전개 양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단락 1]은 총 10개 장단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기본형을 벗어난 이탈형 

리듬구조인 전반변성형, 전후변성형 장단은 총 4개 장단에 출현한다. [단락 

2]에서는 총 24개 장단 구성 중 13개 장단이 이탈형에 해당하며, [단락 3]

은 총 36장단 구성 중 24개 장단이 이탈형에 해당한다. 

즉 본 대목은 단락의 전개에 따라 점층적으로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높

아지는 전개를 보이며, 이탈형의 잦은 출현은 리듬 표현상 기본형에서 변화

함에 따라 고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대목은 전개에 따라 점차 

고조되는 전개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대목의 단락 전환이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을 앞

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목의 인물과 사건, 배

경 등 서사적 요소들의 개요를 나열하는 [단락 1]은 리듬의 이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춘향 모친이 화자가 되어 춘향을 상대로 분노를 쏟

아내는 [단락 2]는 이전보다 높은 이탈형의 출현 빈도를 통해 감정적 고조

111)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指示하는 長短 리듬 통사 의미론 , 한국음악연
구 2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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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묘사하였다. 춘향 모친이 이도령을 상대로 원망하는 [단락 3]은 대목 내

에서 가장 높은 이탈형의 출현을 통해 대목 내에서 절정으로 치닫는 갈등의 

긴장감을 묘사한 것이다.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5자형부터 13자형까

지 존재하나, 대체로 중중모리 평균에 해당하는 8자형을 전후하는 음수 유

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본 대목에서는 장단 내 음수가 출현하지 않

는 0자형도 출현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은 노랫말의 단락이 변

화하는 지점인 제 14, 38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139] <춘향모친이 나온다> 0자형(제 38장단)

위 [악보 139]의 제 38장단은 앞선 제 37장단의 ‘나고 말좀 하여보세’의 

노랫말 중 ‘세’에 해당하는 음이 밀붙임으로 다음 장단까지 확장된 것이다. 

본 대목의 또 다른 음수 소밀도 0자형에 해당하는 제 14장단 역시 이와 같

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은 제 69장단에서 유

일하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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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0] <춘향모친이 나온다> 5자형(제 69장단)

위 [악보 140]의 제 69장단은 앞선 장단의 당겨붙임에 의하여 ‘다시 젊

든 못하노니’의 노랫말 중 일부가 제 68장단에 붙음으로써 해당 장단을 구

성하는 음수가 변화한 것이다. 즉 본 대목의 음수 소밀도 0자형과 5자형은 

모두 엇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난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3, 49, 61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141] <춘향모친이 나온다> 6자형(제 49장단)

[악보 141]의 제 49장단인 ‘얼굴이 밉든가’를 비롯하여 본 대목의 음수 

소밀도 6자형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제 3장단의 ‘건넌방 춘향모’, 제 61장단

의 ‘양주천만 산들’으로 장단 주기와 노랫말 의미구조 단위가 일치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2, 4, 9장단 

등112)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18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2)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2, 4, 9, 16, 18, 19, 

26, 27, 40, 44, 50, 55, 56, 57, 59, 60, 70, 71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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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2] <춘향모친이 나온다> 7자형(제 27장단)

[악보 142]의 제 27장단을 비롯한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중중모리 장단의 

기본 음수에 가까운 유형으로, 본 대목 역시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내드름 제 1장단을 

비롯하여 제 5, 6, 7장단 등113)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31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43] <춘향모친이 나온다> 8자형(제 24장단)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악보 143]의 제 24장단인 ‘태과(太過)한 

맘 먹지 말고’와 같이 대체로 4·4조의 전형적인 판소리 음보 유형에 해당한

다. 본 대목 중 절반에 가까운 장단이 본 음수 소밀도 8자형으로, 대목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음수 소밀도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113)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1, 5, 6, 7, 8, 13, 

15, 17, 20, 21, 24, 25, 28, 29, 31, 33, 39, 41, 42, 45, 46, 47, 48, 52, 54, 

58, 63, 64, 65, 66, 67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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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10, 11, 22장단 

등114)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11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44] <춘향모친이 나온다> 9자형(제 22장단)

[악보 144]의 제 22장단과 같이 음수 소밀도 9자형은 4·4조의 전형적인 

판소리 음보에서 음수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 변화된 유형이다. 본 대목에서 

8자형과 7자형 음수 소밀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30, 53장단에 

총 2회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45] <춘향모친이 나온다> 10자형(제 30장단)

[악보 145]의 제 30장단을 비롯한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4·4조의 전형적

인 판소리 음보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대목의 매끄러운 서사 전개와 의미 

전달을 위한 이탈로 보인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제 12, 35, 68장단

114)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10, 11, 22, 23, 32, 

34, 37, 43, 51, 62, 72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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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3회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46] <춘향모친이 나온다> 11자형(제 35장단)

본 대목의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모두 엮어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넘

어선 음수 배치에 의한다. [악보 146]의 제 35장단은 ‘딸 꾸짖여 내여 놓고’

와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의 앞부분이 엮어붙임으로 한 장단에 밀집되어 

기본 음수보다 큰 이탈을 보이는 것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형은 제 36장단에 유일

하게 출현한다.

[악보 147] <춘향모친이 나온다> 13자형(제 36장단)

[악보 147]의 제 36장단은 앞선 음수 소밀도 11자형의 제 35장단에 이

어지는 장단으로, 이 역시 엮어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넘어선 음수 배치

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 음수보다 큰 이탈을 보이는 지점이다. 해당 지점

은 제 35장단부터 제 38장단까지 엮어붙임, 밀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

어난 음수 배치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지점이다. 이에 제 35, 36장단은 엮

어붙임에 의해 기본 음수 소밀도보다 한참 높은 음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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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양상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ㄱ] [ㄷ]

[ㄴ]

[도식 18] 김소희 <춘향모친이 나온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

앞서 살펴본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 가능하며, 

편의상 각각의 유형 집단을 ‘유형군’이라 하겠다. 첫 유형군은 장단 주기에 

의미구조 단위의 노랫말이 일치하는 경우이며, 음수 소밀도 유형 6자형부터 

10자형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유형군은 장단 주기를 벗어난 의미구

조 단위의 노랫말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음수 소밀도 유형 0자형, 5

자형과 11자형, 13자형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엇붙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대목은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인 8자형을 기준으로 아래로 6자형부

터 위로 10자형까지의 음수 이탈을 통해 표현상 차이를 이루게 된다. 다만 

[도식 18]에 따른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전개에 있어 6자형~10자형 이내

의 음수 이탈에 규칙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본 대목의 장단 주기를 벗어난 의미구조 단위의 노랫말 배치가 이루어지

는 0자형, 5자형, 11자형, 13자형은 전후의 음수 전개와 분명한 대비를 이

룬다. 이에 해당하는 지점은 [도식 18]의 [ㄱ], [ㄴ], [ㄷ]이며, 공통적으로 

11자, 13자형의 높은 음수 유형에 이어 0자형, 5자형의 낮은 음수 유형으로 

향하는 큰 폭의 선형을 그린다. 

음수 소밀도 전개상 큰 이탈의 선형을 그리는 [ㄱ], [ㄴ], [ㄷ]는 각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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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말의 단락 구분 지점과 관계한다. 춘향 모친의 1인칭 시점에서 대목의 핵

심 사건과 배경 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단락 1]에서 춘향모친과 춘향이 등

장하는 구도인 [단락 2]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ㄱ]의 음수 이탈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이어 춘향모친과 이도령의 구도로 전환되는 [단락 3]의 [ㄴ] 

역시 그러하다.115) 다만 [ㄷ]은 앞선 [ㄱ], [ㄴ]에 비해 음수 이탈이 적으며, 

해당 지점은 분명한 노랫말 의미구조의 전환이기보다도 대목의 종지를 향하

기 위한 주제 전환의 기능을 수행한다.116)

이처럼 본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은 크게 두 

종류의 음수 유형군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적 전개를 묘사하고 있었다. 장

단 주기를 벗어난 음수 유형의 출현은 대목의 거시적 단락 구분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노랫말의 의미적 전환을 묘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장단 

주기와 일치하는 음수 유형군은 대목의 미시적인 전개에 기능하나, 일관된 

규칙성이 드러나지 않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다.

(3) 붙임새 이탈도

본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붙임새는 총 여섯 가지 유형이 등장한다. 먼

저 앞선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중 0자형의 경우 장단 내 노랫말 음수가 

붙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곧 붙임새가 붙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다. 또한 본 대목에서 잉어걸이는 출현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밀붙임과 

당겨붙임 그리고 엮어붙임을 모두 같은 이탈 층위로 보고 엇붙임형으로 통

합하여 파악하였다.

즉 본 대목의 붙임새 유형은 붙임새가 없는 유형, 대마디대장단형, 완자

걸이형, 엇붙임형 중 밀붙임, 당겨붙임, 엮어붙임형으로 총 일곱 가지 유형

으로 요약된다. <춘향모친이 나온다>에 등장하는 각각의 붙임새 유형을 구

115) [ㄱ]은 제 12~14장단의 ‘춘향 어머니 기가막혀 어간머리 선뜻올라 두손뼉 땅

땅 어허 별일났네’, [ㄴ]은 제 35~38장단의 ‘딸 꾸짖어 내여 놓고 도련님 앞으

로 달려들어 여보여보 도련님 나고 말좀 허여보세’로 모두 서사의 전개에 따른 

화자와 상대방의 전환을 제시하는 노랫말로 구성된다.
116)  [ㄷ]은 제 67~69장단의 ‘시호시호 부재래라 다시젊든 못하노니’로 관용적 노

랫말이 활용되는 등 이전까지의 노랫말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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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붙임새가 없는 유형

앞선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에 해당하는 제 14, 38장단은 밀붙임에 

의해 앞선 장단의 마지막 음이 인장되어 지속되는 형태의 장단이다. 해당 

장단 내에서 음은 출현하지 않기에 본 붙임새 이탈도에서는 제 0형에 해당

하는 붙임새가 없는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대마디대장단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대마디대장단형은 내드름 제 1장단을 포함하여 

제 2, 4, 5장단 등117) 대목을 구성하는 72장단 중 총 43개 장단에 등장한

다. 

[악보 148] <춘향모친이 나온다> 대마디대장단형(제 9장단)

 [악보 148]의 제 9장단과 같이 대마디대장단형은 어떠한 붙임새도 붙지 

않는 유형으로 본 대목을 구성하는 장단 중 약 61%가 이에 해당한다.

○ 잉어걸이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에서 잉어걸이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완자걸이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완자걸이형은 제 2, 8, 17, 18장단 등118) 대목을 

117)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4, 5, 6, 7, 9, 10, 11, 

15, 16, 19, 20, 21, 22, 24, 25, 26, 27, 28, 31, 32, 34, 39, 41, 43, 45, 46, 

47, 50, 51, 52, 55, 58, 61, 62, 63, 64, 66, 67, 70, 71, 72장단에 출현한다.
118)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완자걸이형은 제 2, 8, 17, 18, 23, 29, 30, 3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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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72장단 중 총 20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49] <춘향모친이 나온다> 완자걸이형(제 17장단)

 [악보 149]의 제 17장단은 전형적인 완자걸이형의 예이다. 본 대목은 

엇붙임형과 예외적으로 붙임새가 붙지 않는 유형을 제외하면 장단 주기 내

에서 이루어지는 붙임새 이탈은 오직 대마디대장단과 완자걸이형으로 양분

된다. 

○ 엇붙임형

<춘향모친이 나온다>에서 엇붙임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

는 엮어붙임으로 장단 주기 내에 기본보다 더 많은 노랫말 음수가 붙는 경

우며, 제 12~13장단, 제 35~37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밀붙임

으로 기본 노랫말 음수가 장단 주기를 넘어서 둘 이상의 장단에 붙는 경우

이며, 제 13~14장단, 37~38장단에 출현한다. 마지막으로 당겨붙임이 출현

하며, 제 68~69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42, 44, 48, 49, 53, 54, 56, 57, 59, 60, 64장단에 출현한다.



- 144 -

엮어붙임

밀붙임

[악보 150] <춘향모친이 나온다> 엮어붙임형(제 12~13장단), 밀붙임형(제 13~14장단)

 [악보 150]과 같이 본 대목의 밀붙임은 항상 엮어붙임과 함께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 12~13장단에는 ‘어간마루 선뜻 올라’와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의 노랫말 세 절이 두 장단에 밀집하는 엮어붙임이 이루어

졌다. 제 13~14장단은 ‘어허 별일 났네’의 마지막 음인 ‘네’가 길게 인장되

어 다음 장단까지 확장됨에 따른 밀붙임이 이루어졌다.

밀붙임

엮어붙임

[악보 151] <춘향모친이 나온다> 엮어붙임형(제 35~37장단), 밀붙임형(제 37~38장단)

[악보 151]은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밀붙임과 엮어붙임이 결합되

어 등장하는 예이다. 제 35~37장단에는 ‘딸 꾸짖여 내여 놓고’, ‘도련님 앞

으로 달려들어’, ‘여보 여보 도련님’, ‘나고 말좀 허여보세’와 같이 노랫말 

네 절이 세 장단에 밀집하는 엮어붙임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 37~38장단은 

‘나고 말좀 허여보세’의 마지막 ‘세’음이 길게 인장되어 다음 장단까지 확장

됨에 따른 밀붙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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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37장단의 엮어붙임은 앞선 제 12~13장단의 엮어붙임보다 한 장

단, 두 절이 더 늘어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교적 붙임새 이탈이 더욱 발

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겨붙임

[악보 152] <춘향모친이 나온다> 당겨붙임형(제 68~69장단)

[악보 152]의 제 68~69장단은 본 대목에서 유일하게 당겨붙임이 출현하

는 예이며, ‘다시 젊든 못하노니’의 제 69장단 노랫말이 이전 장단에 당겨짐

으로써 형성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붙임새 이탈에 따른 전개 양상

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3-1] [3-2]

[a1] [a2] [a3]

[A1] [A2]

[A3]

[ㄱ] [ㄴ]

[ㄷ]

[도식 19] 김소희 <춘향모친이 나온다> 붙임새 이탈도

[도식 19]의 전개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구성음 음수 소밀도의 전개양상

과 유사한 원리로 분석해볼 수 있다. 장단 주기를 유지한 채 박 구조의 변

화가 이루어지는 대마디대장단형과 완자걸이형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밀붙임, 당겨붙임, 엮어붙임 등 엇붙임형의 출현 또는 이와 함께 노랫말이 

붙지 않아 붙임새가 없는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마디대장단과 완자걸이의 대비에 따른 대목의 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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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의 전개에 따라 이탈형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제 1~10

장단의 10장단으로 구성된 [단락 1]에서는 총 2회의 이탈이 출현한다. 반면 

제 11~34장단의 총 24장단으로 구성된 [단락 2]에서는 6회의 이탈을 보인

다. [단락 3]은 제 35~72장단의 총 38장단으로 구성되며, 이 중 완자걸이

로의 이탈은 12회 출현한다. 즉 장단 수 대비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점층적

으로 높아지는 전개를 보이며, 이러한 전개양상은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통

사구조 이탈 도식에서 단락 전환을 기준으로 ‘이탈형 출현 빈도’에 따른 양

상과 유사하다.

엇붙임형 및 붙임새가 붙지 않는 장단의 출현 지점인 [ㄱ], [ㄴ], [ㄷ]는 

각각 노랫말의 단락 구분 및 의미구조 전환 지점과 일치한다. 즉 대목의 거

시적 단락 구분에 있어 특히 엇붙임형이 기능하는 것이다. 앞서 엇붙임형의 

세부 유형과 배치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엇붙임형 출현 지점의 변주 정도

의 층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ㄱ]은 2장단의 엮어붙임과 2

장단의 밀붙임, [ㄴ]은 3장단의 엮어붙임과 2장단의 밀붙임, [ㄷ]은 2장단의 

당겨붙임이며, 이를 이탈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열한다면 [ㄴ], [ㄱ], [ㄷ] 순

이다. 이는 각각 대목 내에서 가장 긴장이 형성되는 [단락 3]을 이끄는 

[ㄴ], 음악 고조가 발전되는 [단락 2]를 이끄는 [ㄱ], 대목의 종지로의 분위

기 전환을 이끄는 [ㄷ]과 같은 전개상의 기능과 관계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대목의 음악 구조는 주로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환과 관계

하였다. 이에 대목의 전개에 따라 점층적으로 이탈형의 출현이 높아지는 일

관된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단락 3] 내에 출현하는 형식구조

적 특징인 반복구 [A1]~[A3]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소단락 [a1]~[a3]은 각

각 독자적인 완자걸이형 이탈 전개를 보인다. 다만 소단락 내의 전개가 불

규칙하여 단락간 대비만을 이룰 뿐 일관된 규칙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악절 신장도

본 대목의 악절 신장 유형은 1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 

4장단 악절형 그리고 7장단 악절형 등 총 다섯 유형이 출현한다. 각각의 유

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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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단 악절형

1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맺는 장단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장단으로 구성

되며,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제 1, 2, 11 장단 등119) 대목을 구성하는 33

개 악절 중 총 13개 악절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153] <춘향모친이 나온다> 1장단 악절형(제 31장단)

[악보 153]의 제 31장단과 같이 1장단 악절형은 중중모리 장단 강세가 

붙는 제 9소박 이후에 음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맺는 장단형을 형성한다.

○ 2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이란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의 두 장단으로 악절이 구

성되며,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제 17~18, 19~20장단 등120) 대목을 구성

하는 33개 악절 중 9개가 이에 해당한다. 

[악보 154] <춘향모친이 나온다> 2장단 악절형(제 61~62장단)

[악보 154]의 제 61장단은 음수가 장단 리듬 구조에 넓게 배치되어 다는 

장단형이 생성되나, 제 62장단은 제 9소박 이후 음 배치가 줄어듦에  따라 

119)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1장단 악절형은 제 1, 2, 11, 15, 16, 21, 22, 26, 

30, 31, 49, 50, 60장단에 출현한다.
120)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2장단 악절형은 제 17~18, 19~20, 28~29, 51~52, 

61~62, 63~64, 71~72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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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장단형이 생성된다. 이와 같이 다는 장단형-맺는 장단형의 2장단에 걸

쳐 하나의 악절을 이룬다.

○ 3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이란 두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의 세 장단

으로 악절이 구성되며,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제 12~14, 23~25, 32~34

장단 등121) 대목을 구성하는 33개 악절 중 7개가 이에 해당한다.

[악보 155] <춘향모친이 나온다> 3장단 악절형(제 39~41장단)

[악보 155]의 제 61장단은 다는 장단형의 전형에 해당한다. 반면 제 62

장단은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의 중간형의 리듬 구조를 지니며, 이를 

맺는 장단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노랫말의 의미구조를 감안한다

면 이어지는 제 63장단에서 구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또한 제 63

장단의 리듬 구조가 분명한 맺는 장단형을 생성함으로써 총 3장단의 악절을 

이루게 된다.

○ 4장단 악절형

4장단 악절형이란 세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의 네 장단

으로 악절이 구성되며,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제 3~6, 7~10, 35~38, 

42~45장단에서 출현하며, 대목을 구성하는 33개 악절 중 총 4개가 이에 해

121)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3장단 악절형은 제 12~14, 23~25, 32~34, 39~41, 

46~48, 65~67, 68~70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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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악보 156] <춘향모친이 나온다> 4장단 악절형(제 7~10장단)

[악보 156]의 제 7~9장단은 모두 분명한 다는 장단형을 생성하며, 제 

10장단의 리듬 구조에서 제 9소박 이후 음 배치가 줄어듦으로써 맺는 장단

형을 생성한다.

○ 7장단 악절형

본 대목에서는 7장단 구성의 악절 유형이 이례적으로 등장한다. 제 

53~59장단에서 출현하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0 -

[악보 157] <춘향모친이 나온다> 7장단 악절형(제 53~59장단)

[악보 157]의 제 53~54장단은 모두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의 중간 

리듬형에 해당하나, 노랫말의 의미구조상 연속되기에 다는 장단형으로 파악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어지는 제 55장단부터 제 58장단까지는 전형적인 

다는 장단형에 해당한다. 제 59장단에서는 리듬 구조와 선율형 등을 복합적

으로 검토하였을 때 맺는 장단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 53장단

부터 제 59장단까지 하나의 악절을 이루게 되며, 장단 구성은 6개의 다는 

장단형과 마지막 맺는 장단형으로 형성된다.

이와 같은 7장단 악절형은 본 대목에 있어 가장 긴 악절 유형으로, 악절 

구분의 호흡이 구분되지 않고 연속됨에 따라 표현상 가장 강조되는 지점이

라 할 수 있다.

살펴보았던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악절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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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단락 3]

[A1]

[a1]

[A2]

[a2]
[A3]

[a3]

[3-1]
[3-2]

[도식 20] 김소희 <춘향모친이 나온다> 악절 신장도

[도식 20]의 악절 구성은 매우 불규칙한 전개를 보인다. 이에 분석의 편

의상 노랫말의 단락 구분을 기준으로 악절 구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단락을 구성하는 악절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령 [단락 1]

은 1장단 악절형과 4장단 악절형으로 구성되며, [단락 2]는 1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으로 구성된다. [단락 3]의 소단락 [3-1]은 1장

단 악절형부터 4장단 악절형 그리고 7장단 악절형까지 다양한 악절 구성을 

보이며, [3-2]는 1장단 악절형부터 3장단 악절형까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악절 구성의 대비는 단락별로 음악의 호흡 변화를 형성한다. 주목

할 점은 [단락 2]의 악절 구성과 [단락 3] 내 소단락 [3-1]의 악절 구성이 

전개상 일관되거나 규칙적인 신장을 보이지는 않으나, 미약하게나마 점층적

으로 신장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타 리듬 

구성성분의 전개상 특징과 유사하다.

본 대목의 형식구조를 이루는 반복구 [A1]~[A3]과 이에 의해 형성되는 

소단락 [a1]~[a3]은 각각 악절 구성이 불규칙하고 일관되지 않은 전개양상

을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형식적 제어가 분명한 대목들에서 파악하

였던 악절 전개가 일관되고 규칙적인 전개를 보이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

인다. 다만 해당 반복구가 7장단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의 

형식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5) 김소희 창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응결성과 응집성

본 대목은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이라는 핵심 사건과 ‘이를 접한 춘향 



- 152 -

모친의 반응 묘사’가 대목의 의미구조 전개에 있어 주요한 서사 요소이다. 

본 대목은 이러한 전개에 있어 서사 요소의 전환을 기준으로 총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대목의 노랫말의 단락 구분을 기준으로 각각의 리듬 성분의 전개상 

공통점이 확인된다. 대목의 전개에 따라, 특히 각 단락의 전환을 기점으로 

단락 내 리듬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점차 높아지는 전개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대목이 전개됨에 따라 리듬 변주가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단락별로 단계적인 고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 성분 전개에서 보

이는 공통점은 본 대목의 구조적 응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본 대목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의 높은 음수 이탈, 붙임새 이탈도의 엇붙

임형의 출현은 모두 노랫말의 단락 구분과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단락 전환에 따라 리듬의 고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곧 본 대목의 

의미구조 전개와 리듬 전개가 관계함을 증명하는 예이기도 하다. 춘향모친

이 이별을 목격하고, 춘향과 이도령을 상대로 원망을 호소하는 서사의 전개

에 따른 갈등의 심화, 감정의 고조 등이 리듬 성분의 전개를 통해 묘사되는 

셈이다. 이는 곧 본 대목의 응집성이 드러나는 예이다.

본 대목은 형식적 제어가 미미한 대목에 해당한다. 본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이 일관되거나 발전적인 전개 혹은 반복 등의 패턴을 보이지 않고 

불규칙한 전개를 이루는 것은 곧 노랫말의 형식구조가 정형성 및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대목의 응결성 및 응집성을 

증명하기 위한 분명한 결속관계를 포착하기 어렵게 하며, 오직 거시적인 리

듬 전개 양상과 노랫말의 서사 전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드러낼 수 있

게 된다.

2. <남원기생(여러 기생이 들어온다)>122)

본 대목은 춘향이 매를 맞고 하옥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남원의 여러 기

생에 대한 반응을 묘사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남원

기생>의 노랫말이다.

122) 김소희 춘향가 제1~6집(서울: 서울음반, 1995). CD4, Trac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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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서로 부르며 들오난디

“이애 농선아” “오야” “이 애 계월아” “무엇하랴느냐?”

“죽었단다” “누가 죽어야?”

“춘향이가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였단다”

“아이고 이게 웬 말이냐, 어서 가고 자주 가자”

삼문 거리를 당도하여 각기 항렬 찾아 부르난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조카”

“무슨 죄가 지중허여 이 형벌이 웬 일인가”

또 어떤 기생이 들어스며 추세를 쫓아 부른다고

“아이고 서울집아” 이리 울고 들어오고

또 어떤 기생이 들어서며 춤을 추면서 노닌다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야”

여러 기생들이 책망한다 “아이구 저년 미쳤구나.

전날 혐의가 있더라도 사람이 죽게 된디

니가 춤이 웬 춤이냐?”

“몰랐네 몰랐어, 자네들이 내 속 몰랐어

진주 기생 논개씨 평양 기생 계월향

우리 남원 교방청의 현판감이 생겼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흐좋네

얼씨구나 절씨구야”

[자료 6] 김소희 창 <남원기생> 노랫말

<남원기생>은 ‘여러 기생’으로 상징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인

물 즉 화자의 전환에 따라 대목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특히 춤추는 기생을 

기준으로 본 대목의 핵심 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하면 [자료 6]과 같이 [단락 1], [단락 2]로 양분된다.

[단락 1]은 농선이, 계월이를 비롯한 여러 기생들이 춘향이 억울하게 매

를 맞게 된 사건을 접한 뒤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만 [단락 2]의 경우 춤추는 기생이 출현하는 지점으로, 슬픔과 안타

까움을 표현하던 이전까지의 맥락과는 달리 춘향의 사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비극의 극대화 혹은 자조적 골계를 연출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A1]

[A2]

[B2]

[B1]

[단락 2]

[단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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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에서 [단락 2]로의 전환에는 유사한 반복구가 출현하며, 이를 

[자료 6]의 [A1], [A2]로 표기하였다. 이는 화자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묘사

하는 내용이자, 주제적 전환이 암시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령 [A1]을 

통해 출현하는 기생은 이전까지 묘사되던 기생들과 마찬가지로 슬픔이 주된 

감정이나, 그 인과관계가 ‘춘향의 사건’이 아닌 ‘서울집’이라는 엉뚱한 맥락

에서 비롯되어 일종의 해학적 묘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노랫말이 갖

는 의미구조와 분명한 변별력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구조 변화는 [A2]를 통

해 출현하는 춤추는 기생, 그리고 그것으로써 묘사되는 주제 전환을 더욱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단락 2]에는 일종의 후렴 형태의 노랫말 [B]가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배

치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단락감을 형성한다. 이는 본 대목의 미미한 형식구

조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남원기생>을 구성하는 장단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을 각각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남원기생>의 3+3+3+3소박, 2+2보통박의 심층구조형은 제 7, 9, 10, 11

장단 등123) 대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총 9개 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다

음은 심층구조형에 해당하는 제 9장단의 예이다.

123) <남원기생>의 심층구조형은 제 7, 9, 10, 11, 26, 33, 38, 40, 42장단에서 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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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8] <남원기생> 심층구조형(제 9장단)

춘 향 - 이 가 - 매 를 - 맞 - 고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위 악보 [악보 158]의 제 9장단은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의 전형적인 예

에 해당한다. 다만 본 대목의 심층구조형 중에는 예외적으로 노랫말의 음수

가 붙지 않는 장단이 존재한다.

[악보 159] <남원기생> 심층구조형(제 10, 11장단)

거 - - 의 죽 △ 게 되 얐 - 던 - 다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 - - - - - -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위 악보 [악보 159]의 제 10장단은 심층구조형 리듬 구조의 전형에 해당

하며, 해당 장단의 마지막 음인 ‘다’가 밀붙임에 의해 인장(引長)됨에 따라 

제 11장단까지로 확장된다. 이에 제 11장단 내에는 이전 장단의 마지막 음

의 지속으로만 이루어질 뿐 장단 내의 분명한 리듬 구조의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제 11장단 역시 심층구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남원기생>의 3+3+2+2+2소박 2+3보통박 구조의 후반변성형은 내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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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단을 비롯하여 제 2, 13, 20장단 등124) 대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총 12개 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제 25장단의 

예이다.

[악보 160] <남원기생> 후반변성형, [A1](제 25장단)

또 어 떤 기 생 이 들어 - 서며 -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위 악보 [악보 160]의 제 25장단은 전형적인 후반변성형 리듬 구조에 해

당한다. 해당 장단의 노랫말은 반복구 [A2]에 해당하며, 반복구 [A1]의 리

듬 구조 역시 후반변성형에 해당한다.

124) <남원기생>의 후반변성형은 제 1, 2, 13, 20, 25, 27, 28, 29, 34, 37, 41, 43

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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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1] <남원기생> 후반변성형, [B1](제 27~29장단)

얼 - - 씨 구 나 절 - 씨 구 야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얼 씨 구 절 씨 구 지 화 자 - 좋 - 네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얼 - - 씨 구 나 절 씨구 야 -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악보 161]에서 보듯이 후렴 [B1]은 후반변성형 세 장단의 연속으로 이

루어져있다. 다만 후렴 [B2]의 리듬 통사구조는 후반변성형-심층구조형-후

반변성형으로, 대체로 유사하나 다소 차이를 보인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남원기생>의 2+2+2+3+3소박, 3+2보통박 구조의 전반변성형은 제 4, 

5, 6장단 등125) 대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11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5) <남원기생>의 전반변성형은 제 4, 5, 6, 8, 16, 17, 18, 23, 31, 35, 39장단에

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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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2] <남원기생> 전반변성형(제 5장단)

이 애 계 - 월 아 - - - - - -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62]와 같이 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장단들은 장단의 제 1 보통박

에 노랫말이 밀집됨에 의해 나타나며, 특히 출현 인물을 부르는 내용에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예는 제 4, 5, 6, 16, 17장단에서 확인된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남원기생>에서 2+2+2+2+2+2소박, 3+3보통박 구조의 전후변성형은 제 

3, 12, 14, 15장단 등126) 대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총 11장단에서 출현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63] <남원기생> 전후변성형(제 3장단)

서 - 로 부 - 르 - 며 들 오 난 디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163]의 제 3장단은 전후변성형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듬 통사구조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126) <남원기생>의 전후변성형은 제 3, 12, 14, 15, 19, 21, 22, 24, 30, 32, 36장

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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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A1] [A2] [B1]

[B2]

[내]

[ㄱ]

[단락 1] [단락 2]

[도식 21] 김소희 <남원기생>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도식 21]에서와 같이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전개는 매우 불규칙하며, 

일관된 규칙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분석의 편리를 위하여 대목의 노랫

말에서 파악하였던 의미단락 구분을 함께 교차 검증하고자 도식에 함께 표

기하였다. 또한 후렴 및 반복구 등 형식구조와 관계하는 지점 역시 도식에 

함께 표기하였다.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전개상 특징은 이탈형이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는 점이며, 이는 형식적 제어가 미미한 대신 서사적 요소의 개입이 대목의 

전개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노랫말의 형식적 제어

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락 1]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형식적 제어

가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는 [단락 2]에서는 후렴 [B]를 중심으로 심층구조

형, 후반변성형 등의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형의 출현 횟수가 비교적 많아지

는 등 단락별 전개상 차이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전개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본 대목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지점은 심층구조형, 후반변성형과 같은 비교적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 구조

의 출현 양상이다. 특히 [단락 1] 내에서 포착되는 [내], [ㄱ]과 같은 기본형

에 가까운 리듬 구조의 연속된 출현과 노랫말의 의미구조와의 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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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4] <남원기생> [내](제 1~2장단)

[악보 164]의 [내]는 본 대목의 내드름으로, 노랫말의 의미구조 중 대목

의 주요한 인물 즉 화자가 제시되는 지점이다.

[악보 165] <남원기생> [ㄱ](제 9~11장단)

[악보 165]의 [ㄱ]에 해당하는 제 9~11장단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본 대

목의 핵심 사건이 제시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핵심적 의미구조 의 전달을 

리듬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전후 리듬 전개상 드러나지 않는 기본형의 리

듬이 활용되는 것이다.

즉 [단락 1]의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구조의 출현은 노랫말의 의미구조 

중 핵심적인 서사적 소재가 제시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전후 출현 

리듬형이 전반변성형 및 전후변성형과 같이 높은 이탈형의 출현이 빈번한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리듬적으로 강조되는 효과를 통해 핵심 서

사의 전달에 기능한다.

반면 [단락 2]는 비교적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 구조 유형의 출현이 빈번

해지는 등 리듬 전개상 분명한 대비를 형성한다. 이는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변화와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락 2]의 화자 전환

은 이전까지 ‘기생의 슬픔’을 묘사하던 대목의 분위기가 반전되어 ‘춤추는 

기생’의 자조적 해학이 묘사된다. 이러한 노랫말의 의미구조적 전환은 후렴 

[B]를 비롯한 [단락 2]의 리듬 전개상 대비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묘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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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처럼 본 <남원기생>의 리듬 전개상 특징은 리듬형 이탈의 출현의 대비

를 통해 분명하게 파악된다. 대목 전반에는 이탈형 리듬구조가 주요하게 출

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나,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 구조의 출현은 노랫말의 의

미구조 및 형식구조와 관계함을 확인하였다.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남원기생>의 음수 소밀도 유형은 0자형, 1자형 그리고 4자형부터 11자

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출현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자형은 제 11장단에서 유일하게 출

현한다. 해당 장단은 제 10장단의 ‘거의 죽게 되얐던다’의 ‘다’음이 밀붙임

으로 인장됨에 따라 제 11장단에는 음이 붙지 않는 예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자형은 제 23장단에서 유일하게 출

현한다.

[악보 166] <남원기생> 1자형(제 23장단)

[악보 166]의 1자형은 앞선 제 22장단의 ‘아이고 서울집아’의 마지막 

‘아’가 밀붙임에 의해 제 23장단으로 인장된 결과이다. 앞선 구성음 음수 0

자형과 1자형은 모두 밀붙임 활용에 의한 극명한 음수 이탈로, 서사 전개를 

극적으로 묘사하는 대목들에서 흔히 보이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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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은 제 7장단에서 유일하게 출현

한다.

[악보 167] <남원기생> 4자형(제 7장단)

[악보 167]의 제 7장단은 본 대목의 가장 낮은 음수 유형인 4자형에 해

당한다. 춘향이 처한 위기를 함축적이고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은 제 5, 8, 16, 17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168] <남원기생> 5자형(제 5장단)

[악보 168]의 제 5장단은 기생을 부르는 내용으로, 5자형에 해당하는 제 

16장단은 ‘아이고 동생’, 제 17장단은 ‘아이고 조카’와 같이 인물을 부르는 

식의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제 8장단은 ‘누가 죽어야’로, 앞서 살펴

본 4자형 제 7장단의 연속지점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자진기생점고>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6, 22, 35장단에 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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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9] <남원기생> 6자형(제 35장단)

[악보 169]의 제 35장단은 춤추는 기생이 본격적인 화자로 대두되는 지

점에 해당한다. 외에도 6자형에 해당하는 제 6장단은 ‘무엇하랴느냐’로, 6자

형 장단의 노랫말의 공통점은 포착되지 않는다. 반면 제 22장단은 앞선 1자

형 장단인 제 23장단에 앞선 장단으로, ‘아이고 서울집아’의 ‘아’가 제외된 

것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4, 33, 37, 38장단 등127) 

대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6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7자형에 해당하

는 예이다.

[악보 170] <남원기생> 7자형(제 37장단)

[악보 170]의 제 37장단과 제 38장단은 춤추는 기생이 주장을 근거하는 

논개씨와 계월향을 제시하는 지점이다. 이외의 7자형에 해당하는 여타 장단

의 노랫말은 일관된 공통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9, 10, 13장단 등128) 대목

127)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4, 33, 37, 38, 40, 42장단에

서 출현한다.
128)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9, 10, 11, 13, 18, 19, 24, 



- 164 -

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12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8자형에 해당하는 

제 9장단의 예이다.

[악보 171] <남원기생> 8자형(제 9장단)

8자형은 중중모리 장단의 기본 음수형으로, [악보 171]의 제 9장단을 비

롯하여 다양한 노랫말이 본 8자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1, 2, 3, 12장단 등129) 대

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9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9자형에 해당하는 

내드름 제 1장단 예이다.

[악보 172] <남원기생> 9자형(제 1장단)

[악보 172]의 내드름 제 1장단을 비롯하여 본 대목의 9자형 음수 소밀도 

역시 여러 유형의 노랫말로 구성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은 제 15, 20, 25, 30장단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10자형에 해당하는 제 25장단 예이다.

26, 27, 29, 34, 39, 43장단에서 출현한다.
129)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1, 2, 3, 12, 14, 21, 31, 32, 

36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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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3] <남원기생> 10자형(제 25장단)

[악보 174] <남원기생> 10자형(제 20장단)

위 악보에서와 같이 제 20장단과 제 25장단은 10자형 음수 유형이자 반

복구 [A]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악보 175] <남원기생> 10자형(제 15장단)

[악보 176] <남원기생> 10자형(제 30장단)

위 악보의 제 15, 30장단은 각각 ‘각기 항렬 찾어 부르난디’, ‘여러 기생

들이 책망헌다’와 같이 화자의 전환을 암시하는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앞선 반복구 [A]를 포함하여 본 10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장단은 

선율형 및 리듬형간 유사성을 보인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남원기생>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은 제 28, 41장단에서 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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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11자형에 해당하는 제 41장단 예이다.

[악보 177] <남원기생> 11자형(제 41장단)

[악보 177]의 제 41장단을 포함하여 11자형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제 

28장단은 모두 후렴 [B]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이는 앞선 10자형의 반복구 

[A]의 예를 포함하여 본 대목에서 기본형보다 높은 구성음 음수 유형은 대

체로 형식구조와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1] [A2]

[B1]
[B2]

[단락 1] [단락 2]

[도식 22] 김소희 <남원기생>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 22]에서 보이는 대목의 전개 양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전개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중모리 평균 음수 유형에 해당하는 8자형을 전

후하는 음수형의 전개를 이루는 지점과 6자형 이하의 큰 폭의 이탈을 보이

는 지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전개상 특징은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와 관계한다. 가령 

[단락 1]은 형식적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여러 인물로 화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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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 서사적 전개가 중심이 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또한 [단락 1]의 주된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개는 ‘슬픔’이라는 공통된 감정으로 묶을 수 있으며, 

극적인 감정 묘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는 구성음 음수의 활발한 이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되는 것이다.

반면 ‘슬픔’에서 ‘자조적 골계’로 주제 및 감정이 전환되는 [단락 2]부터

는 이전 [단락 1]에서 보이던 극적인 구성음 음수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으

며, 대체로 중중모리 평균을 전후하는 음수 유형으로 일관되는 전개를 보인

다. 

(3) 붙임새 이탈도

<남원기생>에는 다양한 붙임새 유형이 출현하며, 각각의 붙임새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마디대장단형

<남원기생>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7, 9장단 등130) 대목을 구성하

는 43장단 중 20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78] <남원기생> 대마디대장단형(제 33장단)

본 대목을 구성하는 장단의 대부분은 대마디대장단형으로, 대목 내 다양

한 지점에 출현하여 본 붙임새 유형과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와의 

분명한 관계가 포착되지 않는다.

130) <남원기생>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1, 2, 7, 9, 15, 20, 26, 27, 29, 30, 31, 

33, 34, 35, 37, 38, 39, 40, 41, 43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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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걸이형

<남원기생>의 잉어걸이형은 제 42장단에 유일하게 출현한다.

[악보 179] <남원기생> 잉어걸이형(제 42장단)

[악보 179]의 제 42장단은 후렴 [B2]의 일부이며, 제 2보통박의 첫 소박

이 비워짐으로써 잉어걸이의 붙임새가 이루어진다.

○ 완자걸이형

<남원기생>의 완자걸이형은 제 3, 4, 5, 6장단 등131) 대목을 구성하는 

43장단 중 18개 장단에서 출현한다.

[악보 180] <남원기생> 완자걸이형(제 13장단)

[악보 180]의 제 13장단을 비롯하여 본 대목의 완자걸이형 붙임새는 대

마디대장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본 붙임새 유형 역

시 대목 내 다양한 지점에 출현하여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와의 분

명한 관계가 포착되지 않는다.

○ 엇붙임형(밀붙임형)

<남원기생>에서 엇붙임형에 해당하는 붙임새는 밀붙임으로 한정되며, 제 

131) <남원기생>의 완자걸이형은 제 3, 4, 5, 6, 8, 12, 13, 14, 16, 17, 18, 19, 

21, 24, 25, 28, 32, 36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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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2~23장단에서 출현한다.

[악보 181] <남원기생> 밀붙임형(제 10~11장단)

[악보 181]의 제 10~11장단은 본 대목의 핵심적인 사건이 제시되는 지

점이다. 이는 앞선 리듬 통사구조 이탈 도식의 [ㄱ]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밀붙임으로의 붙임새 이탈을 통한 표현상 강조를 이룬다.

[악보 182] <남원기생> 밀붙임형(제 22~23장단)

[악보 182]의 제 22~23장단은 본 대목의 핵심적 주제 전환이 이루어지

는 춤 추는 기생이 등장하기 이전 지점이자, 춘향의 안타까운 사건을 슬퍼

하던 기존의 맥락과는 달리 해학적인 기생의 출현으로 분위기 전환이 이루

어지는 지점에 해당한다. 즉 본 대목의 엇붙임형은 앞선 제 10~11장단과 

같이 노랫말의 의미 전개 중 강조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출현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붙임새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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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단락 1] [단락 2]

[B] [B]

[도식 23] 김소희 <남원기생> 붙임새 이탈도

[도식 23]에서 포착할 수 있는 <남원기생>의 붙임새 이탈도 도식상 특징

은 [단락 1]의 완자걸이형의 빈번한 출현을 보이는 리듬 전개와 [단락 2]의 

대마디대장단형 중심의 리듬 전개로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단락별 리듬 전개의 대비는 앞서 살펴본 리듬 성분의 전개에

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다. 즉 [단락 1]의 ‘슬픔’으로 상징되는 주된 감정 묘

사의 극적인 연출은 곧 완자걸이형으로의 이탈을 통한 붙임새의 활발한 변

주를 이룬다. 이는 곧 리듬적 긴장감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감정의 효과

적 묘사로 기능한다. 반면 [단락 2]의 ‘자조적 골계’로 상징되는 감정 묘사

에서는 붙임새 이탈이 제어되며, 대마디대장단형을 중심으로 비교적 리듬적 

안정감을 형성함으로써 이전 단락과 분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4) 악절 신장도

<남원기생>의 경우 1장단 악절형부터 1장단 4악절까지 총 네 가지 악절 

유형이 출현한다. 각각의 악절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장단 악절형

1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맺는 장단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장단으로 구성

되며, <남원기생>의 제 1, 2, 3장단 등132) 대목을 구성하는 30개 악절 중 

총 22개 악절이 이에 해당한다.

132) <남원기생>의 1장단 악절형은 제 1, 2, 3, 6, 7, 8, 12, 15, 16, 17, 20, 21, 

24, 25, 26, 27, 30, 31, 35, 36, 37, 38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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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3] <남원기생> 1장단 악절형(제 7, 8장단)

[악보 183]의 제 7, 8장단과 같이 본 대목은 1장단 악절형이 높은 빈도

로 출현하며, 이는 여러 인물의 출현과 인물간의 대화가 반복됨으로써 전개

되는 노랫말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 2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의 두 장단으로 구

성되며, <남원기생>의 제 4~5, 13~14, 18~19, 22~23, 28~29, 39~40장단

에 걸쳐 총 6회 출현한다.

[악보 184] <남원기생> 2장단 악절형(제 13~14장단)

[악보 184]의 제 13~14장단과 같이 본 대목의 2장단 악절형은 앞선 1장

단 악절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해당 악절형 역시 

인물간의 대화가 반복되는 노랫말의 특징과 관계 지을 수 있으며, 1장단 악

절형보다 확장된 호흡에 해당한다.

○ 3장단 악절형

3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두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의 

세 장단으로 구성되며, <남원기생>의 제 9~11, 32~34, 41~43장단에 걸쳐 

총 3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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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5] <남원기생> 3장단 악절형(제 32~34장단)

본 대목의 3장단 악절형은 대목 내에서 가장 긴 악절 유형에 해당하며, 

대목 내에서 비교적 주요한 노랫말 의미구조에 해당한다. [악보 185]의 제 

32~34장단은 춤추는 기생을 지탄하는 여러 기생들을 묘사하며, 이외의 3장

단 악절형에 해당하는 제 9~11장단은 ‘춘향이가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얐

던다’, 제 41~43장단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등의 후렴 [B]에 해당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악절 신장에 따른 <남원기생>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A] [A] [B]

[B]

[단락 1] [단락 2]

[도식 24] 김소희 <남원기생> 악절 신장도

[도식 24]에서 보이는 전개상 특징은 ‘불규칙한 악절 전개’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단락 1]은 제 9~11장단의 3장단 악절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1

장단 악절형과 2장단 악절형의 불규칙한 반복으로 전개된다. 이는 앞서 살

펴본 것처럼 해당 단락의 노랫말이 여러 인물간 대화로 구성되는 것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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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락 2]는 제 35장단 이전까지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다소 불규칙한 

악절 전개를 보인다. 다만 제 35장단 이후부터 점층적인 악절 신장이라는 

비교적 규칙적인 전개를 보인다. 이는 이전까지 화자의 전환이 계속되는 것

에 비해 제 35장단부터 춤추는 기생으로 화자가 고정되며, 점층적인 확장의 

전개를 이루는 것과 관계지을 수 있다.

즉 본 대목의 악절 구성은 화자의 전환, 인물의 짧은 대화의 반복과 같

은 노랫말의 형식구조적 특징과 관계한다. 본 대목 전반에는 형식적 제어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특히 화자의 전환, 대화체의 반복과 같은 서사적, 극적 

요소가 개입됨에 따라 불규칙한 악절 전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5) <남원기생>의 응결성과 응집성

본 대목은 춘향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다양한 기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묘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 구성이다. 특히 대목의 전반에는 춘향에 대한 안

타까움과 슬픔을 묘사하는 것에서 대목의 후반 춤추는 기생의 등장에 따라 

분위기가 극명하게 반전되는 특징적인 전개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노랫말의 의미구조적 전환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

분하였으며, 본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통사구조 유형, 구성음 음수 소밀도, 

붙임새 이탈도, 악절 신장도 등 네 개의 리듬 성분의 전개는 이러한 단락 

구분을 기준으로 리듬 전개상 분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단락 1]의 경

우 공통적으로 리듬 이탈형의 높은 출현 빈도, 활발한 리듬 변주의 리듬 전

개를 보이는 반면, [단락 2]는 비교적 단조로운 리듬 전개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 성분의 공통된 전개는 대목의 응결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리듬 전개는 노랫말의 의미구조적 전개와 관계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단락 1]은 여러 기생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주된 감정 묘사이며, 비

교적 활발한 리듬 변주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였다. 반면 

[단락 2]는 춤추는 기생의 등장에 따른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며, 비교적 

단조로운 리듬 변주를 통해 반전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였다. 이러

한 노랫말과 리듬 전개의 결속관계는 대목의 응집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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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향모친 자탄>133)

본 대목은 <남원기생(여러 기생이 나온다)>에 이어 춘향 모친이 매 맞은 

춘향을 목격하는 장면을 노래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만정제 춘향가 창본에 

따르면 해당 대목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채 앞 대목인 <남원기생(여러 기생

이 들어온다)>에 함께 서술되어 있다. 다만 노랫말의 내용상 <남원기생>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서로 다른 대목으로 구분하여 파악

하고자 한다.  <춘향모친 자탄>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춘향모친이 나온다.

이 소문을 늦게야 들었든가. 엎어지고 자빠지매 관문 앞으로 우르르르르르

춘향 앞에 엎더지며, “아이고, 허허,

내 딸이 죽었네! 아이고, 이 몹쓸 년아!

너를 누가 열녀라고 석비 철비 세워줄꺼나?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방삼존, 호방삼존, 내 딸이 무삼 죄요.

당년 칠십 늙은 년이 진외원족 하나 없이

다만 독녀 춘향 하나 열쇠경 한 막대로

행실공부를 일 삼드니 이 지경이 웬일이요.

제 낭군 수절한디 그게 무삼 죄가 되어

생목숨을 죽이시오. 나도 마자 죽여주오.”

가삼을 쾅쾅 머리로 찧고 여광여취 실성발광

치둥글 내리둥글 목제비질 덜컥.

“여봐라 향단아.

남문 밖에 빨리 나가 삯사람을 사오너라. 서울로 쌍급주나 띠울란다.”

[자료 7] 김소희 창 <춘향모친 자탄> 노랫말

본 대목은 노랫말에서 형식적인 제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목으로,  

대목 내의 특정한 반복구나 후렴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본 대목의 

단락 구분은 오직 의미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7]과 같이 본 대목은 의미구조 전개를 기준으로 크게 다섯 단락으

로 나눌 수 있다. [단락 1]은 내드름을 비롯하여 대목의 주된 화자, 사건, 

133) 김소희 춘향가 제1~6집(서울: 서울음반, 1995). CD4, Track 5

[단락 1]

[단락 2]

[단락 3]

[단락 4]

[단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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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지점으로, 이어지는 단락들은 대체로 춘향

모친의 대사가 향하는 상대 화자의 전환에 따른 구분이다. [단락 2]는 춘향

을 상대로 원망 섞인 질책이 주된 내용이며, [단락 3]은 관아의 이방과 호

방을 상대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단락 4]의 경우 춘향 모친의 

감정이 가장 고조됨에 따라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묘사하는 지점이다. [단

락 5]는 향단이를 시켜 서울 이도령에게 소식을 전하겠다는 춘향모친의 행

동의지가 묘사되며, 이는 본 대목 내에서 화자가 사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일한 주체적인 행위가 묘사되는 지점이다.

(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유형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형, 심층구조형

<춘향모친 자탄>의 3+3+3+3소박, 2+2보통박의 심층구조형은 제 11, 

14, 37장단에 출현한다. 다음은 심층구조형에 해당하는 제 14장단의 예이

다.

[악보 186] <춘향모친 자탄> 심층구조형(제 14장단)

석 - 비 - 철 - 비 세 워 - 줄 거 나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악보 186]은 본 대목의 유일한 심층구조형의 전형적인 리듬구조를 갖는 

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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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7] <춘향모친 자탄> 심층구조형(제 11장단)

이외의 심층구조형에 해당하는 위 [악보 187]의 제 11장단, 그리고 제 

37장단은 모두 엇붙임형에 의해 온전한 리듬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장단에 

해당한다. 해당 장단은 비록 음수가 충분히 붙지 않더라도 음정의 변화 등

에서 포착되는 내재된 리듬 구조를 통해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제 2형, 후반변성형

<춘향모친 자탄>의 3+3+2+2+2소박 2+3보통박 구조의 후반변성형은 제 

6, 28, 31장단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제 31장단의 

예이다.

[악보 188] <춘향모친 자탄> 후반변성형(제 31장단)

△ 여 봐 라 향 단 아 - - -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리듬소1 리듬소2

제 28장단과 [악보 188]의 제 31장단은 모두 후반변성형의 리듬 구조에 

해당하는 장단의 보편적인 예에 해당한다.

[악보 189] <춘향모친 자탄> 후반변성형(제 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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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악보 189]의 제 6장단은 당겨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난 리

듬형이며, 한 음이 길게 뻗어짐에 따라 리듬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는다. 허나 악보에 표시된 제 2보통박의 음정 변화에 포착되는 내재적 리듬 

구조를 고려하여 후반변성형으로 구분하였다.

○ 제 3형, 전반변성형

<춘향모친 자탄>의 2+2+2+3+3소박, 3+2보통박 구조의 전반변성형은 제 

7, 8, 9, 12장단 등134) 대목을 구성하는 37장단 중 15개 장단에서 출현한

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90] <춘향모친 자탄> 전반변성형(제 13장단)

△ 너 를 누 가 열 - 녀 라 - 고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악보 190]의 제 13장단은 전반변성형의 전형적인 리듬 구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악보 191] <춘향모친 자탄> 전반변성형(제 9장단)

134) <춘향모친 자탄>의 전반변성형은 제 7, 8, 9, 12, 13, 17, 21, 23, 24,

25, 26, 27, 29, 30, 36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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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악보 191]의 제 9장단과 같이 전반변성형에 해당하는 장단 중에도 

밀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난 리듬형이 출현하며, 이 역시 앞선 분석

과 마찬가지로 음정 변화에서 드러나는 내재된 리듬 구조를 통해 전반변성

형으로 구분하였다.

○ 제 4형, 전후변성형

<춘향모친 자탄>의 2+2+2+2+2+2소박, 3+3보통박 구조의 전후변성형은 

제 1, 2, 3, 4, 5장단 등135) 대목을 구성하는 37장단 중 17개 장단에서 출

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92] <춘향모친 자탄> 전후변성형(제 1장단)

춘 향 모 - 친 이 들어 - 온 다 △

리듬소1 리듬소2 리듬소3 리듬소4 리듬소5 리듬소6

[악보 192]의 내드름 제 1장단은 전후변성형 리듬 구조의 전형적인 예이

며, 본 전후변성형은 본 대목의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리듬형에 해

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듬 통사구조 유형에 따른 대목의 전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35) <춘향모친 자탄>의 전후변성형은 제 1, 2, 3, 4, 5, 10, 15, 16, 18, 19,

20, 22, 32, 33, 34, 35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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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단락 3] [단락 4] [단락 5]

[도식 25] 김소희 <춘향모친 자탄>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도식 25]와 같이 본 대목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에 따른 전개상 특징은 

전반적으로 리듬 이탈형의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심층구

조형이 대목 내에서 단 3회 출현할 만큼 앞서 살펴본 대목들에 비해서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반변성형 및 전후변성형과 같은 리듬 구조 중심의 리듬 통사구조 이탈

형은 보통박 구조의 변화와 이에 의한 강세 배치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중중모리 장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리듬 내 호흡을 형성한다. 이

러한 리듬 내 주기의 변화는 나아가 대목의 긴장과 고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중중모리로 구성된 대목들에 비해서 본 대목이 가장 높은 

리듬 이탈형의 출현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대목에서 묘사하고 있는 감정적 

묘사, 사건의 심화, 갈등에 의한 긴장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선 본 대목의 노랫말을 살펴본 것처럼 본 대목은 전체적으로 ‘매 맞은 

춘향’을 목격한 춘향모친의 반응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사건, 갈등, 감정선 

등 서사적인 요소가 매우 고조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즉 이와 같은 노랫말

의 의미구조, 즉 서사 전개상 핵심이 리듬 통사구조의 전개를 통해 더욱 효

과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도식 25]의 전개상 [단락 2]의 내부 전개가 전후의 전개양상과 다

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개는 대체

로 리듬형의 큰 변화 없이 특정 리듬형이 연속되는 전개를 보이는 반면, 

[단락 2]에서는 리듬형의 잦은 변화를 통해 리듬 변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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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락 2]의 특징적인 리듬 전개는 해당 단락의 노랫말과의 관계

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단락 2]는 본격적으로 춘향 모친의 슬픔과 분노

가 대사 및 행동으로 묘사되는 지점으로, 본 대목의 감정적 고조가 가장 절

정에 이르는 지점이다. 

[악보 193] <춘향모친 자탄> [단락 2](제 5~14장단)

[악보 193]과 같이 해당 단락에는 노랫말의 배치가 장단 주기를 벗어나

게 되며, 이는 장단의 리듬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단 주기를 벗어난

다는 것은 곧 리듬 주기의 확장 또는 수축과 관계하며, 본 [단락 2]는 특히 

밀붙임에 의한 리듬 주기의 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2소박 주기인 

전후변성형, 전반변성형보다 늘어난 3소박 주기의 심층구조형 및 후반변성

형 리듬 구조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단 주기의 이탈은 

특히 엇붙임형과 관계하기에 이후의 붙임새 이탈에 따른 전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81 -

(2) 구성음 음수 소밀도

본 대목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은 장단 내에 자수가 붙지 않는 유형

부터 18자 유형과 같이 기본 음수를 훨씬 웃도는 유형까지 매우 다양한 음

수 소밀도를 보인다. 각각의 음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은 제 9, 37장단에 출현하

며, 해당 장단은 모두 엇붙임에 의해 노랫말이 장단 주기를 벗어나 붙은 유

형에 해당한다.136)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자형은 제 6, 11, 12장단에 출

현하며, 해당 장단 역시 엇붙임에 의해 노랫말이 장단 주기를 벗어나 붙은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2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2자형은 제 7장단에 출현하며, 

해당 장단은 엇붙임에 의해 노랫말이 장단 주기를 벗어나 붙은 유형에 해당

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3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3자형은 제 34장단에 출현하며, 

해당 장단은 엇붙임에 의해 노랫말이 장단 주기를 벗어나 붙은 유형에 해당

한다. 

136) 본 대목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0자형~3자형은 모두 엇붙임에 의해 노랫말이 

장단 주기를 벗어나 붙은 것으로, 해당 지점만을 드러내 악보를 제시하기에 부

적합할 뿐 아니라, 악보 제시를 통한 효과가 미미하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해당 

지점들에 대해서는 [악보 193] 또는 이후의 붙임새 이탈도 중 엇붙임형에서 제

시된 악보 또는 부록악보를 통해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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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4자형은 제 16, 17, 35, 36장단

에 출현한다.

[악보 194] <춘향모친 자탄> 4자형(제 17장단)

4자형에 해당하는 제 16장단과 [악보 194]의 제 17장단은 장단 주기 내

에 노랫말이 붙은 유형에 해당한다.

[악보 195] <춘향모친 자탄> 4자형(제 35, 36장단)

반면 [악보 195]의 제 35, 36장단은 엮어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

난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5자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6자형은 제 8, 10, 31장단에 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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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6] <춘향모친 자탄> 6자형(제 31장단)

[악보 196]의 제 31장단은 장단 주기 내에 노랫말이 붙은 유형에 해당한

다. 

[악보 197] <춘향모친 자탄> 6자형(제 10장단)

반면 [악보 197]의 제 10장단은 ‘아이고 이 몹쓸년아’의 구성음 음수가 

밀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나 붙어진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7자형은 제 18, 24장단에 출현한

다.

[악보 198] <춘향모친 자탄> 7자형(제 24장단)

[악보 198]의 제 24장단과 같이 본 대목에서 7자형은 모두 장단 주기 내

에 구성음이 붙는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13, 19, 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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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37) 대목을 구성하는 37장단 중 9개 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199] <춘향모친 자탄> 8자형(제 13장단)

[악보 199]의 제 13장단과 같이 본 대목에서 8자형은 모두 장단 주기 내

에 구성음이 붙는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1, 14, 15장단에 출

현한다.

[악보 200] <춘향모친 자탄> 9자형(제 15장단)

[악보 200]의 제 15장단과 같이 본 대목에서 9자형 역시 모두 장단 주기 

내에 구성음이 붙는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0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3, 5, 28, 30장단에 

출현한다.

137) 본 대목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8자형은 제 13, 19, 20, 23, 25, 26, 27, 32, 

33장단에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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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1] <춘향모친 자탄> 10자형(제 28장단)

[악보 201]의 제 28장단은 본 대목의 10자형에 해당하는 장단 중 장단 

주기 내에 구성음이 붙는 유형에 해당한다.

[악보 202] <춘향모친 자탄> 10자형(제 3장단)

반면 [악보 202]의 제 3장단은 본 대목의 10자형에 해당하는 장단 중 당

겨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나 구성음이 붙는 유형에 해당한다. 본 10

자형 장단 중 제 5, 30장단 또한 당겨붙임, 엮어붙임 등에 의해 장단 주기

를 벗어난 유형에 해당한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1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9자형은 제 2, 21, 29장단에 출

현한다.

[악보 203] <춘향모친 자탄> 11자형(제 21장단)

[악보 203]의 제 21장단을 비롯한 본 대목의 11자형에 해당하는 장단은 

모두 엇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나 구성음이 붙는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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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2자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3자형은 제 22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204] <춘향모친 자탄> 13자형(제 22장단)

[악보 204]의 제 22장단은 앞선 11자형의 제 21장단에 이어 엮어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나 구성음이 붙는 유형이다.

○ 구성음 음수 소밀도 18자형

<춘향모친 자탄>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18자형은 제 4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205] <춘향모친 자탄> 18자형(제 4장단)

[악보 205]의 제 4장단은 ‘우루루루루…’와 같이 춘향모친의 행동을 묘사

하는 의태어로 많은 음수 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비례한 의미구조가 담

긴 것은 아니다. 본 장단 역시 당겨붙임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난 구성음 

음수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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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1] [단락 2] [단락 3] [단락 4] [단락 5]

[도식 26] 김소희 <춘향모친 자탄>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 26]과 같이 본 대목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전개는 이탈형의 빈번

한 출현에 따라 매우 큰 폭의 선형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각각의 

구성음 음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엇붙임형에 의해 장단 주기를 벗어난 구

성음 음수 배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대목의 전반에는 장단 주

기를 벗어난 장단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단락 3]은 제 16~17, 21~22장단의 이탈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중

모리 기본 음수형이 출현하는 전개를 보여 전후의 전개와는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즉 본 대목 중 [단락 3]에서 장단 주기를 벗어나지 않는 전개가 이

루어지는 것이다.

[단락 3]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춘향모친이 관아의 이방과 호방에게 자신

과 딸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는 감정적인 호

소이기도 하지만,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부당한 처벌에 항의하는 내용이

다. [단락 3] 외에는 대체로 춘향 모친의 고조된 감정을 극적으로 확장하여 

표현됨으로써 해당 단락은 의미적인 대비 역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락 3] 내의 미시적인 전개는 제 16~17장단과 같이 낮은 음수형으로 

시작한 뒤 기본 음수형으로 일관된다. 다만 본 단락에서 유일한 이탈은 제 

21~22장단으로, 엮어붙임을 통해 구성음 음수의 밀집이 이루어짐으로써 강

조된다.

(3) 붙임새 이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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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모친 자탄>의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부터 잉어걸이, 완자걸이 뿐 

아니라 밀붙임, 당겨붙임, 엮어붙임 등 다양한 종류의 엇붙임유형이 출현한

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붙임새가 붙지 않는 유형

<춘향모친 자탄>의 마지막 장단인 제 37장단은 이전 장단의 밀붙임에 따

른 확장된 장단으로, 해당 장단에는 노랫말이 붙지 않는다. 

○ 대마디대장단형

<춘향모친 자탄>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6, 13, 14, 15장단 등138) 대목

을 구성하는 37장단 중 총 12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06] <춘향모친 자탄> 대마디대장단형(제 23장단)

[악보 206]의 제 23장단을 비롯한 본 대목의 대마디대장단형은 대체로 

대목의 중간지점에 출현이 밀집된다.

○ 잉어걸이형

<춘향모친 자탄>의 잉어걸이형은 제 18장단에 유일하게 출현한다.

138) <춘향모친 자탄>의 대마디대장단형은 제 6, 13, 14, 15, 19, 20, 23, 24, 25, 

26, 27, 31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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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7] <춘향모친 자탄> 잉어걸이형(제 18장단)

[악보 207]의 제 18장단은 두 번째 보통박의 강세가 붙는 주박이 비워짐

에 따라 잉어걸이형 붙임새가 이루어진다.

○ 완자걸이형

<춘향모친 자탄>의 완자걸이형은 제 1, 7, 9장단 등139) 대목을 구성하는 

37장단 중 8개 장단에 출현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208] <춘향모친 자탄> 완자걸이형(제 17장단)

[악보 208]의 제 17장단은 전형적인 완자걸이형 붙임새를 보인다.

○ 엇붙임형

<춘향모친 자탄>은 밀붙임, 당겨붙임, 엮어붙임 등 엇붙임형에 해당하는 

모든 붙임새 유형이 출현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붙임새가 연속되는 등의 

출현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본 대목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장단은 본 엇붙임에 의해 연출되며, 밀붙임

은 제 2~3, 6~7, 8~9, 10~12, 32~34, 35~37장단에 출현하며, 당겨붙임은 

제 3~4, 5~6장단에 출현한다. 엮어붙임은 제 21~22, 29~30장단에 출현한

139) <춘향모친 자탄>의 완자걸이형은 제 1, 7, 9, 12, 16, 17, 28, 34장단에 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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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붙임새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붙임

밀붙임

밀붙임

밀붙임

당겨붙임

당겨붙임

[악보 209] <춘향모친 자탄> 엇붙임형(제 1~12장단)

[악보 209]에서와 같이 본 대목은 밀붙임과 당겨붙임의 연속적인 활용으

로 인해 긴 장단 동안 중중모리 장단 주기를 벗어난 전개를 보인다. 이러한 

전개는 해당되는 지점의 노랫말이 갖는 의미 전개를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

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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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붙임 밀붙임

밀붙임

밀붙임

[악보 210] <춘향모친 자탄> 밀붙임형(제 31~37장단)

[악보 210] 역시 앞선 [악보 209]와 마찬가지로 밀붙임의 연속적인 활용

에 의해 긴 장단 동안 중중모리 장단 주기를 벗어난 전개를 보인다.

[악보 211] <춘향모친 자탄> 엮어붙임형(제 21~22장단)

[악보 212] <춘향모친 자탄> 엮어붙임형(제 29~30장단)

위 악보에서와 같이 본 대목의 엮어붙임형은 대목의 중간지점이자 장단 

주기 내의 붙임새 유형들 사이에 출현함으로써 일시적인 표현상 강조를 이

룬다.

지금까지 살펴본 붙임새 이탈에 따른 대목의 전개양상을 도식화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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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3] [단락4] [단락 5]

[도식 27] 김소희 <춘향모친 자탄> 붙임새 이탈도

[도식 2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대목은 엇붙임형이 연속됨으로써 장단 

주기를 벗어난 전개를 보이는 지점과 대마디대장단형을 중심으로 장단 주기

를 벗어나지 않는 붙임새 전개를 보이는 지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극명히 대비되는 리듬 전개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성분에 따른 전개 

도식에서도 확인된다.

(4)악절 신장도

본 대목의 악절 신장도 유형은 1장단 악절형부터 4장단 악절형 그리고 6

장단 악절형까지 총 다섯 유형이 출현하며,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장단 악절형

1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맺는 장단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장단으로 구성

되며, <춘향모친 자탄>의 제 1, 16, 17장단 등140) 대목을 구성하는 18개 

악절 중 총 8개 악절이 이에 해당한다.

140) <춘향모친 자탄>의 1장단 악절형은 제 1, 16, 17, 18, 19, 26, 27, 31장단에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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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3] <춘향모친 자탄> 1장단 악절형(제 19장단)

1장단 악절형은 제 1, 16, 32장단과 같이 단락의 시작지점에 등장하거나, 

[단락 3]에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 2장단 악절형

2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다는 장단형과 맺는 장단형의 두 장단으로 구

성되며, <춘향모친 자탄>의 제 8~9, 24~25장단의 2개 악절이 이에 해당한

다.

[악보 214] <춘향모친 자탄> 2장단 악절형(제 8~9장단)

[악보 214]는 밀붙임에 의해 형성된 악절 확장에 해당한다.

[악보 215] <춘향모친 자탄> 2장단 악절형(제 24~25장단)

반면 [악보 215]는 노랫말의 의미구조의 연속됨에 따라 두 장단이 결합

되어 하나의 악절로 구성된 것이다.

○ 3장단 악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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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두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의 

세 장단으로 구성되며, <춘향모친 자탄>의 제 2~4, 5~7, 10~12, 13~15, 

28~30장단에 걸쳐 총 5회 출현한다.

[악보 216] <춘향모친 자탄> 3장단 악절형(제 13~15장단)

본 대목의 3장단 악절형은 앞선 2장단 악절형에서와 같이 엇붙임형에 의

해 장단이 확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 [악보 216]의 제 13~15장단에 한

하여 장단 주기가 유지된 채 3장단이 하나의 악절로 결합된 것이다. 

○ 4장단 악절형

4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세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의 

네 장단으로 구성되며, <춘향모친 자탄>의 제 20~23장단에 출현한다.

[악보 217] <춘향모친 자탄> 4장단 악절형(제 20~23장단)

[악보 217]의 제 20~23장단은 엇붙임에 의한 악절 확장 없이 중중모리 

장단 주기가 유지된 채 가장 긴 악절로 구성된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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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단 악절형

6장단 악절형이란 악절이 다섯 개의 다는 장단형과 하나의 맺는 장단형

의 여섯 장단으로 구성되며, <춘향모친 자탄>의 제 32~37장단에 출현한다. 

이는 앞선 붙임새 이탈도 엇붙임형 중 [악보 210]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악절 신장에 따른 <춘향모친 자탄>의 전개를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단락 4] [단락 5]

[도식 28] 김소희 <춘향모친 자탄> 악절 신장도

[도식 28]에서 볼 수 있는 <춘향모친 자탄>의 전개상 특징은 1장단 악절

형의 출현은 적은 반면, 3장단 악절형의 출현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이

러한 전개상 특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3장단 악절형이 엇붙임형에 의

해 장단이 확장된 것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대목의 악절신장도 

역시 여타 리듬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단락 3]을 기준으로 리듬 전개의 대

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춘향모친 자탄>의 응결성과 응집성

본 대목은 형벌에 처한 춘향이라는 핵심 사건으로 상징되는 춘향과 변사

또와의 갈등 심화, 그리고 핵심 사건을 접한 춘향 모친의 격정적인 감정선

의 묘사 등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서사적 요소의 극적인 전개는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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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탈형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한다. 특히 본 대목은 다양한 엇붙임형

의 연속적인 활용을 통해 중중모리 장단 주기를 벗어난 전개를 보이는 등 

극적인 리듬 연출이 특징적이다.

대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리듬 성분의 전개는 모두 [단락 3]을 기준으로 

분명히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 3] 내 리듬 유형은 본 대목

의 전반적인 리듬 전개와는 달리 주로 기본형에 가까운 리듬형이 구성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리듬 성분의 구조적 공통성은 본 대목의 응결성을 

증명하는 예이다.

[단락 3]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대목의 구조적 특징은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개와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락 2]에서 춘향모친의 격정적

인 감정이 묘사됨에 따라 대목 내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며, 해당 지점에

서 높은 리듬형의 연속적인 활용과 리듬 통사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노랫말

의 서사적 전개를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이어지는 [단락 3]은 관아의 관리들을 상대로 춘향의 형벌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절제된 감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까지의 서사 

전개와 반전을 이룬다. 이러한 [단락 3]의 리듬 전개 역시 살펴본 것처럼 

리듬 성분의 기본형이 출현함으로써 리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단락별 노랫말의 의미구조적 전개와 리듬 유형 구성간 결속관계를 통해 본 

대목의 응집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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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의 리듬 전개

구조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에서 응결성과 응집성의 성립 여부를 파악한다. 앞선 

장에서는 이와 같은 텍스트 분석의 개념을 빌려와, 판소리 대목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해당 음악텍스트의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 리듬 요소의 문법적 연결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응결성과 응집성의 

성립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음악텍스트로서 성립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음악텍스트 분석은 그 구조적인 전개양상을 시각화하여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러 판소리 대목의 전개상 공통적인 특징 혹은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목의 구조적 특징은 곧 형식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 대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형식의 유형

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만정제 춘향

가 중중모리 대목들에서 보이는 형식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제 1 절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본고에서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이란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의 이

탈형 출현 빈도가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일관된 전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말

한다. 대목 내에서 리듬 성분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전적

인 전개라 보았으며, 이러한 일관된 전개는 곧 대목의 점층적인 고조를 형

성하는 구조적 짜임새를 이룬다. 이와 같은 대목의 일관된 구조는 문학 분

야의 ‘기-승-전-결’ 혹은 ‘발단-전개-절정-해결’과 같은 서사 구조에 비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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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분석하였던 대목 중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이 분명하게 드러나

는 대목으로는 <천자뒷풀이>, <춘향모친이 나온다>가 있다. 또한 일부 대목

의 특정 리듬 성분에 한하여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를 보이는 대목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대목들에서 포착되는 점층적인 리듬 발전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자뒷풀이>의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앞선 장을 통해 <천자뒷풀이>의 텍스트 응결성을 밝혔으며, 이에 대목을 

구성하는 네 가지 리듬 성분의 전개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도 분명하게 일관된 리듬 전개가 드러나는 것은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및 

붙임새 이탈도 도식이다.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단락 1] [단락 2]

[B]

[A] [C]

붙임새

이탈도

[단락 1] [단락 2]

[B][A] [C]

[표 3] <천자뒷풀이> 일관된 리듬 전개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천자뒷풀이>를 구성하는 장단 리듬 성분 중 리듬 통사구조 및 붙임새 

이탈은 공통적으로 대목의 전개에 따라 이탈형 리듬 성분의 출현이 빈번해

지는 전개를 보인다. 이는 특히 대목의 중간 지점인 [단락 2]의 제 32장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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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장을 통해 <천자뒷풀이>의 텍스트 응집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본 

대목의 일관된 리듬 이탈형의 출현 빈도 증가는 곧 노랫말의 의미구조 전개

와 관계함을 알 수 있다.

도식상 [단락 1]의 도입에는 기본형 리듬에 해당하는 장단이 주로 출현

함으로써 리듬 전개상 ‘발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락 1]의 노

랫말이 이도령으로 상징되는 지식인 취향의 고상한 관용구가 활용되는 천자 

풀이로 구성되는 것과 관계한다.

도식상 [B]지점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으로 이탈형 리듬의 빈번한 출현이 

이뤄지며, 이는 리듬 전개상 ‘전개’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듬 전개가 이뤄지는 것은 [B]지점을 기점으로 노랫말의 내용이 기존의 계

급적 허영심이 담긴 비유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노래하는 천자 풀이로 의미

전환이 이뤄지는 것과 관계한다.

이어지는 대목의 중간 지점이자 도식상 [단락 2]의 제 33장단을 전후로 

하여 이탈형 리듬 성분의 연속되는 출현, 높은 출현 빈도의 전개를 보이는

데, 이는 리듬 전개상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듬 전개는 

해당 지점의 노랫말이 앞선 의미전환의 연속선상에서 더 나아가 춘향에 대

한 그리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의 내용 변화와 관계한다.

[단락 2]의 종지 지점인 [C]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일관된 전개에서 벗어

난 불규칙한 전개를 보이며, 이어 위 도식상 표시되지 않는 휘모리로의 장

단변화가 이뤄진다. 즉 <천자뒷풀이>의 후반부분인 [C]와 휘모리지점은 리

듬 전개와는 분명한 대비를 이룸으로써 리듬 전개상 ‘해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점의 노랫말이 노골적으로 춘향에 대한 그리움이 

묘사되며, 더 이상 천자 풀이의 형식이 유지되지 않고 다음 대목으로의 서

사적 전환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과 관계한다. 

즉 <천자뒷풀이>에서 보이는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는 노랫말이 갖는 의

미구조의 전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글공부를 하는 고상한 지식인의 모습

을 묘사하는 것에서 점차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식으로의 노랫말 의미 

전개는 곧 이탈형 리듬의 출현이 점층적으로 더 많아지는 식으로 고조를 이

루다가 종지를 형성하기 위해 다시 안정감을 회복하는 ‘기-승-전-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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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전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앞선 장을 통해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텍스트 응결성을 밝혔으며, 이에 

대목을 구성하는 네 가지 리듬성분의 전개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일관된 리듬 전개가 드러나는 것은 리듬 통사구조 이탈

도 및 붙임새 이탈도 도식이다.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A1]

[A2]

[A3]

[단락 1] [단락 2]

[단락 3]

[3-1] [3-2]

붙임새

이탈도

[단락 1] [단락 2]

[단락 3]

[3-1] [3-2]

[a1] [a2] [a3]

[A1] [A2]

[A3]

[ㄱ] [ㄴ]

[ㄷ]

[표 4] <춘향모친이 나온다> 일관된 리듬 전개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춘향모친이 나온다>를 구성하는 장단 리듬 성분 중 리듬 통사구조 및 

붙임새 이탈은 공통적으로 단락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탈형 장단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전개를 보인다. 

앞선 장을 통해 <춘향모친이 나온다>의 텍스트 응집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본 대목의 일관된 리듬 이탈형의 출현 빈도 증가는 곧 노랫말의 의미

구조 전개와 관계함을 알 수 있다.

도식상 [단락 1] 지점은 대목 내에서 가장 이탈형의 출현이 적은 지점으

로, 전개상 ‘발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듬 전개는 해당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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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랫말이 대목의 내드름을 비롯하여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이라는 대목

의 핵심 사건과 인물, 배경 등이 제시되는 일종의 서사적 도입부로 구성되

는 것과 관계한다.

도식상 [단락 2] 지점은 본격적으로 이탈형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는 지

점으로, 전개상 ‘전개’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지점의 노랫말이 본격적으로 

춘향모친이 화자로 대두되어 춘향에 대한 꾸지람이 시작되는 것과 관계한

다. 즉 춘향모친과 춘향의 갈등이 묘사됨에 따라 리듬 이탈형을 통해 서사

적 긴장을 리듬적 이탈로 표현하는 것이다.

[단락 3]의 [3-1]은 대목 내에서 가장 높은 이탈형의 출현 빈도를 보이

는 지점으로, 전개상 ‘절정’에 해당한다. 해당 지점은 춘향모친이 이도령을 

상대로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는 지점으로, ‘이별’이라는 핵심 사건에 따른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단락 3]의 [3-2]는 이전까지 고조되었던 리듬 전개와는 달리 비교적 이

탈형의 출현이 잦아드는 양상을 보이며, 전개상 ‘해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지점은 춘향모친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던 기존의 내용과는 달리 

고상한 미사여구를 통한 완곡한 어조로 변화되는 지점으로, 대목의 종지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즉 <춘향모친이 나온다>에서 보이는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는 노랫말이 

갖는 의미구조의 전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본 대목의 노랫말은 이별

이라는 사건을 목격한 춘향모친이 춘향과 이도령을 상대로 하는 갈등의 심

화가 주된 서사적 전개이며, 이러한 노랫말의 서사 전개는 곧 이탈형 리듬

형 출현 빈도에 따른 ‘기-승-전-결’의 일관된 전개를 이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기타 대목에서의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앞서 살펴본 두 대목은 대목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 전반에서 일관된 리

듬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외에도 <정자노래>와 <자진기생점고>를 

구성하는 특정 리듬 성분에 한하여 일관된 리듬 전개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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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자노래>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의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앞선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정자노래>는 서로 다른 형식구조로 이뤄진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정’자 끝말노래의 노랫말 

형식구조를 이루는 단락은 점층적으로 형식적인 고조가 이뤄지는데, 이는 

특히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락 1] [단락 2] [단락 3]

[도식 29] 김소희 <정자노래>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위 도식 중 [단락 3]의 구성음 음수 이탈의 전개는 가장 최저치에서 시

작하여 단락의 3/4지점에서 절정을 이룬 뒤 다시 하강하는 전개를 보이며, 

이와 같은 리듬 전개를 구체적인 형식구조의 변화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단락 3]의 도입부인 제 15~18장단까지는 두 장단을 주기로 하나의 ‘정’

이 출현하는 등 장단 대비 ‘정’ 배치 최저지점이자 형식구조상 ‘발단’에 해

당한다. 이어지는 제 19~23장단은 한 장단을 주기로 하나의 ‘정’이 출현하

여 형식구조상 ‘전개’에 해당하며, 제 24~26장단은 세 장단 내에 네 개의 

노랫말 절이 엮어붙임으로 결합되며, 다섯 개의 ‘정’이 출현하는 등 형식구

조상 ‘절정’에 해당한다. 제 27~29장단은 세 장단 내 세 개의 노랫말 절이 

붙으며, 다섯 개의 ‘정’이 출현함으로써 형식구조상 ‘해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자노래>는 앞서 살펴본 두 대목과는 달리 형식구조의 전개

에 따른 일관된 리듬 전개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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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기생점고> 악절 신장도 도식의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앞선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자진기생점고>를 구성하는 리듬 성분은 대

체로 노랫말의 엄격한 정형성이 유지됨에 따라 반복되는 리듬 전개를 보임

을 확인한 바 있다. 허나 본 대목의 악절 구성은 대목의 전개에 따라 점층

적으로 신장하는 일관된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도식 30] 김소희 <자진기생점고> 악절 신장도

위 도식에서와 같이 <자진기생점고>의 악절 구성은 1장단 악절형에서 시

작하여 2장단 악절형을 거친 뒤 3장단 악절형으로 변화한다. 이는 앞서 살

펴보았던 ‘기-승-전-결’의 완결된 형식을 이루지는 못하나 일관되게 악절

이 신장되는 전개를 보인다.

<자진기생점고>의 악절 신장이 이러한 전개를 보이는 것은 본 대목의 노

랫말이 ‘기생묘사-기생호명’의 형식구조가 3장단을 주기로 반복됨에 따라 3

장단을 주기로 악절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히 ‘기생묘사’에 해당

하는 장단의 악절이 나뉘지 않고 연속됨에 따른 것이다.

허나 이러한 <자진기생점고> 악절 구성의 점층적인 신장은 노랫말의 의

미구조 및 형식구조와 관계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악절 신장의 일관

된 변화는 리듬적인 대비를 형성하며, 이는 특히 대목의 전개와 비례한다. 

즉 본 <자진기생점고>의 악절 신장은 대목의 전개에 따라 리듬적인 고조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성음 음수 소밀도에

서도 아주 미미하게나마 그 전개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본고에서는 본 

대목의 이와 같은 전개를 형식의 지속적인 반복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인 음악적 장치가 작동한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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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절 신장도를 제외한 <자진기생점고>를 구성하는 리듬 성분들의 주된 

전개는 반복 리듬 구조를 보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4.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를 띠는 대목의 특징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를 띠는 대목은 완결된 하나의 리듬 전개를 이루

며, 이는 문학 장르의 ‘기-승-전-결’ 혹은 ‘발단-전개-절정-해결’의 형식적 

짜임새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목은 <천자뒷풀이>

와 <춘향모친이 나온다>가 있으며, 해당 대목의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은 

노랫말이 갖는 의미구조의 전개와 관계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자노래>와 <자진기생점고>는 특정 리듬 성분에 한하여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각각 구성음 음수 소밀도와 악절 신

장도가 그러하다. 

<정자노래>의 [단락 3]에 한하여 구성음 음수 소밀도가 ‘기-승-전-결’의 

일관된 리듬 전개를 보이는데, 이는 ‘정’자의 반복에 따른 배치상 밀도가 높

아지는 [단락 3]의 형식구조적 전개와 관계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진기생점고>는 미약하게나마 악절 신장의 전개를 보이지만, ‘기

-승-전-결’을 이룰 만큼의 완결된 형식을 띠지는 않는다. 이는 대목의 형

식의 주된 구조인 반복에 따른 음악적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인 장

치가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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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반복 리듬 구조

판소리 대목에서 ‘반복 리듬 구조’란 대목 내에 일정한 주기의 리듬형이 

반복되는 구조적 짜임새를 의미한다. 리듬형이 반복됨에 따라 이탈형에 의

해 고조되는 전개보다는 반복으로 일관하는 전개가 본 형식의 두드러진 특

징이다. 기존의 전통음악 형식 중 유절형식에 해당하는 대목 중 대부분이 

이와 같은 반복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에 해당하며, 이는 곧 민요와 가까운 

구조적 짜임새를 보인다. 본고에서 분석하였던 대목 중 <자진사랑가>와 <자

진기생점고>가 이에 해당한다.

1. <자진사랑가>의 반복 리듬 구조

앞선 장을 통해 <자진사랑가>를 구성하는 리듬 성분 전개상 응결성이 드

러남을 밝혔으며, 이는 각각의 리듬 성분의 유사한 구조로 구성됨을 의미한

다. 다만 본 대목의 특성상 붙임새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에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및 구성음 음수 소밀도 도식을 통해 반복 리듬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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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내] [단락 1-1] [단락 2-1] [단락 3][단락 1-2] [단락 1-3]

[A]

[B]

[A] [A] [A][B]

구성음

음수

소밀도

[내] [단락 1-1] [단락 2-1] [단락 3][단락 1-2] [단락 1-3]

[A]

[B] [B]

[A]
[A]

[A]

[표 5] <자진사랑가> 반복 리듬 구조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자진사랑가>의 노랫말은 대체로 다섯 장단을 주기로 단락이 형성되며, 

그 기준은 후렴 [A] 혹은 [B]가 된다. 모든 후렴은 리듬 통사구조 중 후반

변성형 또는 구성음 음수 소밀도 중 6~7자, 9자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이에 위 [표 5]의 두 리듬 전개 도식에서도 후렴으로 특정되는 리듬 유형을 

기준으로 일정한 단락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진사랑가>는 다섯 개의 단락이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리듬 구조라 

볼 수 있다. 다만 반복되는 각각의 단락 내 리듬 전개는 일관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며, 이에 대목 전반의 리듬의 전개에 있어 일관되게 발전적인 전개

양상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목의 리듬 구조는 곧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와 관

련한다. <자진사랑가>의 노랫말은 의미구조상 전개가 이뤄지지 않으며, 오

직 후렴 [A], [B]로 인해 드러나는 형식구조의 반복만으로 유지된다. 즉 본 

대목 내 노랫말에서는 어떠한 서사적, 극적 전개가 이뤄지지 않기에 이와 

같은 ‘반복 리듬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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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기생점고>의 반복 리듬 구조

앞선 장을 통해 <자진기생점고>를 구성하는 리듬 성분의 전개상 응결성

이 드러남을 밝혔으며, 이는 각각의 리듬 성분의 유사한 구조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그 중 리듬 통사구조 이탈형, 구성음 음수 소밀도 유형, 붙임새 

이탈도 도식에서 반복 리듬 구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141)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

구성음

음수

소밀도

[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

붙임새

이탈도

[단락 1] [단락 2]

[A] [A] [A] [A] [A] [A] [A] [A] [A] [A'

]

[표 6] <자진기생점고> 반복 리듬 구조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141) <자진기생점고>의 악절 신장도의 경우 3장단을 주기로 악절이 반복됨을 통해 

반복 리듬 구조가 드러남과 동시에 점층적으로 악절 구성 장단 수가 늘어나는 

일관된 전개를 보이는 등 두 가지 전개상 특징을 보임을 앞선 절에서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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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장의 <자진기생점고> 분석을 통해 노랫말에서 유지되는 엄격한 형

식구조와, 그것이 특정 리듬 성분의 이탈형과 관계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표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랫말의 형식구조적 반복이 곧 리듬 이탈형의 

전개상 반복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자진기생점고>의 반복 리듬 구조는 대목 내에 매우 엄격한 정형성에 의

해 제어됨에 따라 매우 규칙적인 리듬 구조를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반복 

구조는 일관되게 발전되는 선형의 리듬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진기생점고>의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것과 관계한다. 즉 노랫말에 어떠한 서사적, 극적 전개 없이 반복으로 

일관됨에 [표 15]의 반복 리듬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3. 반복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의 특징

반복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은 특정 장단 주기를 기준으로 병렬적인 리

듬 전개가 이뤄진다. 이와 같은 리듬 전개는 유절형식으로 널리 이해되는 

민요의 형식구조와 유사하다. 

반복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으로는 <자진사랑가> 그리고 <자진기생점고>

가 있으며, 각각의 대목의 반복 리듬 전개는 모두 노랫말의 형식구조와 특

히 관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목 내에 어떠한 극적인 서사 전개 없이 오직 반복에 의한 병렬

적이고 단조로운 리듬 전개를 보이는 것은 <자진사랑가> 그리고 <자진기생

점고>가 모두 선행 대목이 존재하며, 연속되어 불리는 대목이라는 공통점에

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진사랑가>는 앞서 진양조 대목인 <긴사랑

가>에 이어지며, <자진기생점고> 역시 진양조 대목인 <기생점고>에 이어 

불린다.

즉 <자진사랑가>와 <자진기생점고>는 ‘긴-자진’이라는 두 대목의 묶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긴’에 해당하는 <긴사랑가>, <기생점고>

에 비해 ‘자진’에 해당하는 두 대목이 그 자체로 표현상 리듬 전개가 이뤄

진 셈이다. 이와 같은 점은 판소리 한바탕의 구성이 각각의 대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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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목이 결합되는 새로운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제 3 절 액자식 리듬 구조

액자식142) 리듬 구조란 대목의 리듬 전개에 있어 대비되는 두 가지 전개 

양상이 하나의 대목에 공존하며, 특히 두 가지 리듬 전개가 액자의 틀 또는 

그림으로 비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본 액자식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

으로는 <남원기생(여러 기생이 나온다)>와 <춘향모친 자탄>의 두 대목이다.

각각의 대목들에 있어 액자의 틀에 해당하는 리듬 전개와 액자의 그림에 

해당하는 리듬 전개의 기준은 곧 리듬 성분의 기본형과 이탈형의 대비로 요

약할 수 있다. 기본형이란 중중모리 장단의 관용적이고 전형적인 리듬 유형

들이며, 기본형 리듬 유형이 주로 출현한다는 것은 곧 예술적 의장이 제어

된 채 관용적인 중중모리 대목의 리듬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청중이 

인지하고 있는 중중모리 리듬감에 대한 합의에서 비롯된 안정감을 이룬다. 

반면 이탈형의 잦은 출현은 그 자체로 중중모리 장단의 전형적인 전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며, 이는 관용적인 중중모리 리듬감에서 벗어난 표현상 대

비를 통해 강조 및 고조 또는 긴장감을 형성한다. 

액자식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은 전반적으로 이탈형의 잦은 출현이 이루

어지며, 대목의 일부에서만 기본형 중심의 리듬 전개가 이루어지는 공통점

을 보인다. 즉 리듬 성분 이탈형이 대목의 주요한 리듬감을 형성함에 따라 

기본형 중심의 리듬 전개가 대비되어 강조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

한 대비에서 비롯하여 기본형 중심의 리듬 전개는 ‘액자의 그림’에, 이탈형 

중심의 리듬 전개는 ‘액자의 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143) 이와 같은 리

듬 구조의 짜임새를 보이는 대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2) 문학의 서사구조를 설명할 때 흔히 ‘액자식 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를 요약하면 액자의 틀이 그림을 둘러싸듯이 바깥 이야기와 그 속의 이야기가 

구성되는 서사 구조이다. 
143) 이와 같은 리듬형에 따른 구조 설정은 대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 분석한 만정제 <춘향가>에 한하여는 이와 같은 설정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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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기생(여러 기생이 나온다)>의 액자식 리듬 구조

앞선 장을 통해 <남원기생>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의 전개상 응결성이 드

러남을 밝혔으며, 이는 각각의 리듬 성분의 유사한 구조로 구성됨을 의미한

다. 그 중 구성음 음수 소밀도 및 붙임새 이탈도 도식에서 액자식 리듬 구

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성음

음수

소밀도

[A1] [A2]

[B1]
[B2]

[단락 1] [단락 2]

붙임새

이탈도

[A]

[A]

[단락 1] [단락 2]

[B] [B]

[표 7] <남원기생> 액자식 리듬 구조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표 7]에서와 같이 대목의 리듬 구조는 크게 [단락 1]과 [단락 2]의 두 

지점으로 양분된다. [단락 1]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기본형에서 벗어난 

음수 유형의 출현에 따른 잦은 음수 이탈이 이루어지며, 붙임새 이탈도 역

시 완자걸이와 엇붙임 등 이탈형의 잦은 출현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락 2]

의 경우 [단락 1]과는 반대로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기본형에 가까운 음수 

유형으로 일관되며, 붙임새 이탈도 역시 대마디대장단형이 주로 출현함에 

따라 변화가 미미한 전개를 보인다.

앞선 <남원기생>의 분석을 통해 [단락 1]과 [단락 2]의 구분이 노랫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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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구조 및 형식구조의 변화와 관계함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의미구

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단락의 기능적 측면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단락 1]은 사건 묘사와 사건을 접한 여러 인물의 반응

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극적 요소들이 제시되고, 사건과 갈등이 고조되

는 서사적 전개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는 반면, [단락 2]에서는 서사 전개

가 미미한 대신 기존에 제시되었던 갈등에 대한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함의

한 특정 인물의 출현 장면이 확대됨에 따라 일종의 주제적 반전이 이루어진

다. 

즉 액자식 구조에 빗대어 <남원기생>의 리듬 구조 및 노랫말의 구조적 

짜임새를 파악한다면 [단락 1]은 ‘액자의 틀’에 비유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단락 2]은 ‘액자의 그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락 2]에서 제시되는 

골계적 주제의식이 본 대목의 핵심에 해당하며, [단락 1]은 곧 [단락 2]의 

주제를 극명히 생성하기 위한 서사적 정황을 생성하는 데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춘향모친 자탄>의 액자식 리듬 구조

앞선 장을 통해 <춘향모친 자탄>을 구성하는 리듬 성분의 전개상 응결성

이 드러남을 밝혔으며, 이는 각각의 리듬 성분의 유사한 구조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그 중 구성음 음수 소밀도 및 붙임새 이탈도 도식에서 액자식 리

듬 구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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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

음수

소밀도

[단락 1] [단락 2] [단락 3] [단락 4] [단락 5]

붙임새

이탈도

[단락 1] [단락 2] [단락3] [단락4] [단락 5]

[표 8] <춘향모친 자탄> 액자식 리듬 구조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춘향모친 자탄>의 두 가지 리듬 전개 역시 기본형 리듬 성분의 출현과 

이탈형 리듬 성분의 출현으로 양분할 수 있다. 가령 구성음 음수 소밀도는 

[단락 2]의 후반지점인 제 13~15장단부터 [단락 3]의 대부분이 중중모리 

기본 음수형으로 일관되며, 이외에는 대체로 기본형에서 벗어난 이탈형의 

리듬 전개가 이루어진다. 붙임새 이탈도 역시 동일한 지점에서 대마디대장

단형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대체로 엇붙임형, 완자걸이형의 

출현함에 따라 리듬 전개상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듬 성분의 대비되는 구조적 짜임새는 노랫말의 의미구조적 

전환과 관계함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본 대목의 이탈형 리듬 전개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은 춘향의 형벌을 목격한 춘향 모친의 격렬한 감정 묘

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기본형으로 일관되는 [단락 2] 후반지점과 [단락 3]

은 춘향 모친이 관아의 관리들을 상대로 호소함에 따라 감정이 억제되고 비

교적 이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 의미구조상 차이를 보이며, 춘향

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청중에게 감정적 몰입을 돕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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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대목에 있어 기본형 리듬 전개가 일관되는 [단락 2] 후반지점부터 

[단락 3]까지가 액자의 그림에 해당하며, 이외의 이탈형 리듬 전개가 주된 

지점은 액자의 틀에 비유할 수 있다. 대목의 중간 지점에 한하여 기본형 리

듬 전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분명한 리듬적 대비를 형성하게 된다. 본 대목

에서 액자의 틀 지점은 감정의 극적인 묘사가 연속됨에 따라 긴장과 고조가 

형성되며, 액자의 그림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다소간 감정이 제어됨에 따

라 대목에 형성된 긴장을 조절하는 일종의 휴지를 형성하는 기능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3. 액자식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의 특징

액자식 리듬 구조는 대목 전반에 이탈형의 높은 비율로 출현하며, 이는 

‘액자의 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기본형의 출현이 일관됨에 따라 리듬적 

대비를 형성하는 ‘액자의 그림’이 존재하게 되며, 양자간의 리듬적 대비를 

통한 구조적 짜임새를 이루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액자식 리듬 구조는 액자의 틀과 액자의 그림의 기

능적 차원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남원기생>, 

<춘향모친 자탄>은 모두 갈등의 심화, 사건의 고조에 따른 극적인 감정 묘

사로 대표되는 서사적, 극적 요소의 개입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액자의 그림에 해당하는 지점은 모두 비교적 갈등과 사건의 전개보다도 특

정 장면이 확장됨에 따른 긴장감 해소, 감정적 휴지라는 내용상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액자의 그림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대목의 핵심 주제

의식이 드러나게 되며, 액자의 틀은 그러한 주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서사적 정황을 제시하는 데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소리 한 바탕의 전개에 따라 판소리 대목은 다양한 서사적 짜임새가 

형성된다. 인물의 출현, 사건, 이에 따른 갈등, 사건의 심화, 인물의 감정 극

대화 등 대목 내에는 여러 가지 서사적, 극적 요소들이 선별적으로 개입하

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대목의 노랫말과 서사적 짜임새는 음악의 구조적 

짜임새와 관계하게 되며, 이 역시 다양한 구성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에 본 

액자식 리듬 구조는 앞서 살펴보았던 리듬 구조와는 달리 고정된 하나의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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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목별로 다양하고 유동적인 짜임새가 형성될 수 

있다.

제 4 절 복합 리듬 구조

판소리 대목에서 복합 리듬 구조를 띠는 대목이란 하나의 대목에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리듬 구조가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 분석하였던 대목 중 <정자노래>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복합적 리듬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자노래>의 구성음 음수 소밀도 및 붙임새 이

탈도 도식이다.

리듬

통사구조

이탈도

[단락 1] [단락 2] [단락 3]

[A] [A]

붙임새

이탈도

[단락 1] [단락 2] [단락 3]

[표 9] <정자노래> 복합 리듬 구조를 보이는 리듬성분 도식

[표 9]에서와 같이 <정자노래>는 [단락 1]과 [단락 3]과 같이 독립적인 

두 리듬 구조가 하나의 대목 내에 각각 배치됨을 알 수 있다. 그 중 [단락 

3]의 전개는 앞선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에서 확인하였듯이 ‘기-승-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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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완결성을 띠는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비해 [단락 1]의 전개

는 [단락 3]만큼의 뚜렷한 전개는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단락 1], [단락 

3] 사이에는 [단락 2]의 불규칙한 리듬 전개가 출현함으로써 각각의 단락의 

리듬 전개상 독립성을 형성한다.

본 대목의 복합 리듬 구조는 노랫말의 서로 다른 의미구조, 형식구조 구

성과 관계함을 앞선 장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단락 1]의 경우는 ‘둥둥둥 

내낭군’의 후렴 [A]가 단락의 전후에 배치되어 일종의 수미쌍관적 형식을 

띠는 반면, [단락 3]의 경우 ‘정’자의 반복에 따른 고조되는 운율 형성이 이

루어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각각의 단락이 서로 다른 형식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락 2]는 이와 같이 독자적인 의미 및 형식구조를 서사적인 인과관

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의 대목으로 결합하도록 돕는다.

즉 본 대목은 독립된 두 노랫말 형식구조가 곧 서로 다른 독립적인 리듬 

구조가 하나의 대목 내에 병렬적으로 배치되며, 이러한 복합 형식구조가 하

나의 대목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에 따른 서사적 결합으로서 가

능하게 된다. 

제 5 절 판소리 중중모리 리듬 구조에 대한 소결

본 장에서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의 리듬성분의 구성 양상을 바탕으로 총 

네 개의 구조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나열하면 ‘일관된 리듬 전

개 구조’, ‘반복 리듬 구조’, ‘액자식 리듬 구조’, ‘복합 리듬 구조’이다.

판소리 대목의 다양한 형식적 짜임새는 곧 노랫말의 의미구조 및 형식구

조의 특징과 관계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판소리 대목은 한 바탕이라는 

대서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재들이 선별되어 대목으로 성립하게 된다. 대

목으로 선별된 소재 중에는 전개 양상에 있어 ‘기-승-전-결’곽 같이 일관

되고 뚜렷한 짜임새를 지닌 노랫말이 있으며, 이는 리듬 성분의 변화에 따

른 전개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구조를 보였으며, 이를 ‘일관된 리듬 전개 구

조’라 하였다. 

때로는 특정한 순간 또는 상황과 같은 서사적 장면만을 조명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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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대목 내에서는 특별한 서사적 전개 

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시적인 운율과 같은 형식적 짜임새가 두드러지는 

노랫말이 있다. 이와 같은 노랫말의 대목의 리듬 전개는 곧 ‘반복 리듬 구

조’로 형성된다.

또한 일부 서사적 전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하나의 대목을 이룸에 따라 

반대로 형식적 짜임새가 미미하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는 오직 

서사적 요소의 극적인 묘사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랫말이며, 리듬 성

분의 경우 극적으로 다른 전개에 따른 대비로 극적인 묘사에 기능하게 된

다. 이러한 리듬 전개는 ‘액자식 리듬 구조’라 하였다.

특정 대목에 한하여서는 장면의 확대가 이루어지나 그 안에서도 미시적

인 서사 전개가 일부 이루어지는 대목이 있다. 이는 곧 ‘복합 리듬 구조’로 

형성되며, 서로 다른 두 리듬 구조 사이에는 서사적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노랫말이 개입하여 두 장면을 하나의 대목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생

성하였다.

이러한 판소리 대목의 리듬 구조의 특징에 따른 유형화는 만정제 춘향가

라는 특정 유파 소리제, 중중모리라는 특정 장단 중 일부 대목을 분석 대상

으로 한정한 것이며, 이는 곧 분석 대상의 확대에 따라 더욱 심도 있는 유

형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뜻한다. 본고에서 시도하였던 네 가지 리듬 구조

에서 더 많은 구조적 짜임새가 추가될 수 있으며, 혹은 제시한 네 가지 리

듬 구조를 더욱 세분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관한 더 많은 논의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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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텍스트언어학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텍스트가 어떻게 기능하는

가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에 다양한 텍스트들의 구조 및 원리를 분

석하고 나아가 소통 작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단순한 구문에서부터 

시, 소설 등의 문학텍스트까지 분석 대상은 확장되었다. 

 이러한 텍스트언어학의 학술적 기조는 곧 음악학에 있어 새로운 영감을 

시사하였다. 리듬과 선율 등 음악 요소에 실리는 문학텍스트인 성악 장르의 

노랫말 역시 텍스트언어학의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성악곡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음악요소를 언어학적 구성 성분

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텍스트언어학 분석 방법을 통해 전통음악 중 판소

리 대목의 구조적 짜임새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판소리 한 바탕의 형성 맥락이 드러난 만정제 <춘향가>

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도 장단의 리듬 구조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축적된 중중모리 장단으로 구성된 대목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리듬 성분에 따른 음악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판소리 대목의 텍스트 성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텍스트

성을 형성하는 응결성과 응집성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판소리 대목은 

노랫말이라는 문학텍스트와 음악 요소라는 음악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에 기존의 텍스트언어학 분석방법과는 달리 일종의 담론적 접근이 요구된

다. 이에 대목을 구성하는 장단 단위의 리듬 성분들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

는 리듬 전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판소리텍스트의 응결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리듬 전개 구조와 노랫말의 형식적, 의미적 전개와의 결속 관계를 밝

힘으로써 응집성을 살펴보았다. 

텍스트 분석 방법론에 따라 응결성과 응집성의 파악은 곧 두 가지 측면

에서의 이해를 돕는다. 판소리 대목의 응결성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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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리듬 전개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드러나게 되며, 특히 시

각적 도식으로 판소리의 음악구조, 즉 형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판소

리 응집성의 검증과정은 곧 노랫말과 음악 요소의 결합 원리를 이해하게 되

는 것이며, 나아가 형식미학적 차원에서의 ‘이면에 맞는 소리’의 성립을 이

해하는 과정이 된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앞선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대목의 리듬 구조

를 바탕으로 그 짜임새를 유형화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유형화한 각각의 

리듬 구조의 형성 원리를 노랫말의 구조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판소리 대목의 리듬 구조는 ‘일관된 리듬 전개 구조’, ‘반복 리듬 구

조’, ‘액자식 리듬 구조’, ‘복합 리듬 구조’의 네 가지이다. 

기존의 판소리 연구 중 구조에 대한 연구, 나아가 형식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연구 분야다. 이에 지금까지 판소리 대목의 구조에 대해서는 

‘유절형식’ 또는 ‘통절형식’ 등 노랫말 구조의 개념을 빌려와 이해하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판소리 형식 분석의 대안적 방법으로써 텍스트언어학 분석 

방법에 따른 리듬 구조 분석을 통해 판소리 대목이 더욱 다양한 리듬 구조

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 한 바탕을 구성하는 하위 층위로서 판소리 대목을 

분석하였다. 다만 몇 가지 분석 과정을 통해 대목과 한 바탕 사이에 또 다

른 층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반복 리듬 구조’를 띠는 <자진

사랑가>, <자진기생점고>등의 존재를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긴-자진’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판소리 대목이 결합되어 하나의 구성 층위로 형성되

는 것이다. 이는 판소리 대목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판

소리 형식 구조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던 텍스트 분석 방법에 따른 판소리 구조 

분석은 충분한 효용성과 더불어 많은 연구 과제를 암시하였다. 추후 판소리 

분석 연구에 있어 텍스트 분석 방법의 가치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판소리 분석 연

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기존에 미흡하였던 판소리 형식론 분야 연구의 활

성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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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Jungjungmori Section of

Manjeong-school Chunhyang-ga

Lee Do Hyeon

Korean music studies,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on ‘Manjeong-school Chunhyang-ga’ (Chunhyang-ga

was arranged by Kim So Hee. And Manjeong was her artistic name).

It analyses jungjungmori section. It takes a text linguistic approach in

investigating overall structure. Through this, it will help understand

rhythmic development of pansori and its relation to lyrical structure.

Text analysis is summarised as cohesion and coherence. To verify

cohesion, 4 parts were analysed including variation of rhythmic

structure, density of melodical composition, buchimsae (appearance of

lyrics on rhythm) and expansion of lyrical passage. This

demonstrated cohesion and helped derive the main rhythmic structure.

Rhythmic structure confirmed by cohesive verification is then

confirmed again with the lyrical structure to reveal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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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imyeon(solidarity between lyric and music-especially in

a form) of pansori is verified.

Also in this study, pansori passages from jungjungmori ar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rhythmic development. These are:

‘developing rhythmic structure’ according to ki-seung-jeong-kyeol

(introduction-development-climax-conclusion); ‘repetitive rhythmic

structure’ which is a regular rhythmic development; ‘framed rhythmic

structure’ rhythmic development which allows comparism to a

painting within a frame; and ‘combination rhythmic structure’ in

which two or more rhythms exist in one passage. Furthermore, I was

able to discover the principle of rhythmic structure in each lyrical

passage.

This study adds on to existing formal pansori studies and sets

another theoretical foundation as it aims to suggest benefits of text

analytical examination. Also it reveals that this methodology can

assists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pansori. Nevertheless, it

identifies the limitations and complementary issues of the method.

Upcoming study seeks for in-depth research on formalised pansori

and based on the complementary points and outcome the research

leaves questions on further improvement.

keywords : musical text, rhythmic structure, P ansori form,

rhythm syntactic structure, buchimsae, density of note

composition, passage increase degree

Student Number : 2019-2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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