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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쥔표이 라는 만이 韓 I햇에서 흔히 쓰이는 音樂떠댐인데도 우리는 아직 장단의 음악적
특성에 대허여 아직 밝히지 못한 대목이 남아 있다. 지난 1991 년에 한국국악학회에서

「한국전통음악의
한 여러

가지

장단」이라는 주제로 국익학 전국대회릎 열었고 여기에서

연구논문능이

「한국음악연구 제

19

집」에

발표된 바 있으며

그때 발표된 논문들이

전재되었다 1) 여기에서

장단에

장단에 대

한국국악학회지

대한 음악적

특성이

여러

모로 발표되었지만 그라나 장면에 대힌 연파에는 아직도 팔→어야 한 문제듬이 남아 있
다고 본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단의 리듭型 (rhythmic pattern) 에 관힌 것이다.

즉 한국음악의

장단 가운데 증증:모랴， 굿거리， 타령， 살풀이와 같은 장단들은 박자

와 빠르기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장단으로 된 음악만을 듣고서도 음악인들은
이들 은악의 장면-윤 사로 구변하1 내는데 음악의 어떤 특성이 음익인둡로 히여급 이런

장단들윤 구별히-게 히는 것인가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것은 장단이 어떤 拍子構造로 되
1) 힌국국악학회"한국~-~ 익 연구』 제 19 집 (서윤 : 한국국악학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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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가 또는 어떤 박자의 集合體로 되었는가2) 하는 것으로는 풀려지지 않기 때문

이다. 이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짚이는 것온 한국옴악의 장단이 지니고 있는 리듬型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의 장단이 리듬型과 관련이 있다는 說은

R. Provine 이 처음 내어 놓은 것

으로 알고 있다. 그는 한국 농악에 대한 글에서 장단의 음악적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
게 쓰면서

‘ All types of Korean folk music share a common fund of basic rhythmic patterns

called changdan. Literally “ long and short ," primary meaning of a particular named
chandan is a tempo and length of time; secondarily , it implies a meter and typical
rhythmic pattern content. “ One changdan" also means a single occurrence of the pattern.J … rChangdan is the techical term for rhythmic patternJ
이라고 하여 장단이 리듬형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였다.
즉 한국민속음악의 장단이 음악의 한배
ter) 라든가 전형적

리듬型 (typical

(tempo and length of time) 라든가

rhythmic

박자 (mat

pattern) 을 나타내는 전문용어 (technical

term) 라고 하였다 3) 그는 이 글에서 한국민속옴악의 장단에 대하여 최초로 간명한 정

의를 내렸지만 한국음악의

창단이

지니는 리듬型 (rhythmic pattern) 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세히 밝혔는지 나는 아직 아는 바 없다.
지금까지
진전이

한국음악학자들도 장단의

있었지만 장단의

「국악개론」에서

리듬型에

장단에 대하여

박자구조라든가 장단의

演奏法에

관한 연구는

관한 별다른 연구가 없었다. 韓萬榮은 그가 지은

“일정한 길이의

리듬형 (Rhythmic pattern) 을 장단이

라 한다”고 하여 장단과 리듬형과 관련이 있음올 시사하였지만 장단의 리듭형이 어떤
것인지

밝힌 바 없다 4)

白大雄은 한국음악사전의

(accent) ,

長短條에서

“장단은 박자 (meter) ， 빠르기

(tempo) , 강약

한배 (pattern) 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하여 pattern 이 창단의 한 요소가 된다

는 것올 말하였지만 여기에서 pattern 이라는 것이 무엇에 관한 pattern 인지를 밝히지

2)

李惠求， “長短의 빠;念"

r韓國音樂맑究」 第

19 輯

(서울 : 韓國國樂學會，

1991) , p. 29 ,

빼X念은 拍子의 集合體 J.

3) Rolv.r’ c. Proγin0 ， r 싼 ~t 앤짧빠혈찬함 J( 셔-5'- : ~휴 rw 휴Fl 1975). pp. 5-6.
4) 張師助 • 韓萬榮 r 國樂빠輪 J( 서올 : 韓國國樂學슐， 1975)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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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長短의

않았을 뿐 아니라 패턴을 「한배」라고 하여 pattern 에 대한 개념 인식에 혼란올 주고
있다 5) 왜냐하면 지금 한배라는 말이 속도라는 뜻으로 음악인들에게 통용되고 있는데
백대웅의

장단에 대한 설명에 보면 속도라는 장단 요소는 이미 빠르기 (tempo) 라 하

여 따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배를 속도라는 뜻으로 다시 쓴 것 같지 않다. 그는
이 글에서 “도드리 염불 진양은 6 박자를 한배 (pattern) 로 한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에
서

한배라는 말을 “일청한 길이”로 본다면 6) 영어 pattern 이란 말의 돗과 맞지

않고

한배를 模型이라 한다면 기왕에 음악인들이 써오던 한배라는 말의 개념과 어긋난다.
그러니 배대웅이 창단의 한 요소로 꼽는 pattern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
게 된다.

음악인들이 장단을 가려낼 때 음악을 듣고 가려내는 경우와 鼓手가 「덩， 기덕， 궁，
딱」 하고 장구나 북으로 치는 반주를 듣고 가려내는 경우가 많다. 음악만 듣고 가려
내는 경우에는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형를 듣고 가려낼 것이고 장구나 북의 반주

를 듣고 가려내는 경우에는 장구나 북의 리듬형과 연주법을 듣고 가려낼 것인데 지금
까지 양자를 두루 장단이라 칭하고 있어 이것을 서로 구별하는 용어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장단의

리듬형은 그냥 리듬형 (rhythmic

pat-

tern) 이라 이르고 장고나 북의 반주에 나타난 장단의 연주 리틈형은 鼓리듬型 (drum

ming rhythmic

pattern) 이라 하겠는데

鼓리듬型을 간단히

줄여서

그냥 鼓型 (drum

ming pattern) 이 라 이 르기 로 한다.
음악인들이

어느 장단에 대하여 해설할 때 흔히

반주 리듬형인 鼓型을 쳐서

예를

들어 보이지만 반주가 없이 음악만올 듣고도 장단올 가려내는 것을 보면 장단이 고형
만으로 가려지는 것 같지 않다. 鼓手라는 것이 음악의 반주 구실을 하는 것이고 보면
鼓手의 鼓型 또한 음악이 지니는 리듬型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거론된
장단이 지니는 특성으로서 리듬형이 어떤 것이냐를 밝히는 문제도 결국 음악이 지니
는 이런 리듬型을 규명하는데 흘-린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음악개설서에 보면 장단올

해설하는데 옴악의 리틈형에 대한 해셜은 없고 장단의 鼓型만을 악보로 제시하는데

5)

터大雄， “장단

r韓團훌術활典 J ，

m.

，훌園音찢훌훌훌典(서울

:

大헬民團 훌훌術院，

1985) , pp. 326-

327.
6) 이회승 r 국어대사전 J( 서울 : 민중서관 1961) , r 한배 : 쓴살이 제 덕에 미쳐가는 한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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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으니 정작 장단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었다.

그러므로 장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리듭형이 어떤 것인지
훌 밝혀야겠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리듭형과 반주의 鼓쩔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률 밝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장단으로 일관되는 음악에서 리듭형은 하나
만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장단으로 된 음악에 리틈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 이들 리듬형끼리는 유기적인 리듬機能이 있는 것인가， 한
장단으로 된 읍악에 리틈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그 음악올 반주하는 鼓手의 鼓

型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은 음악의 리듬형과 같온 리틈機能올 갖
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고형에는 음악에 나타난 리듬형의 기농에 따른 연주법의 擬能
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고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음악개셜서에 하나만 선택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많옹데 여기에서 선택된 고형은 여러 기능을 갖는 고형 가운데 어떤
기농을 갖는 것이 선택된 것인가를 알고 싶다.

다른 구조를 갖는 수 많은 장단들의 리듬형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온 번거로우므로
먼저 한국음악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있고 또 같온 박자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
러가지 장단으로 구별되는 예가 많온 3 小拍 4拍子7) 로 된 장단들을 가운데 가장 혼히
알려진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풀이와 같은 것들올 택하여 이들 장단의 리듭형에
따른 제문제률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박자 구조로 되어 있는 장단의 리듬형에 관한 것은 橋률 달리할 생각이다.

II. 리듬型과 鼓型

한국음악에 나타난 모든 리듭型이 장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온 아닐 것이다. 그렇
다면 장단의 톡성을 나타내는 리듭형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옴악에서 리듭型이
라 하게 되면 서양옴악에서 말하는 리듬動機와 같이 짧은 경우도 있을 수 었고 리듭
樂節과 같이 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의 톡성올 나타내는 리듭型의 경우

7) 3小拍 4拍子는 서양음악의 8푼의 12 박자를 한국전용음악 이론으로 이르는 것이다. 李빼亨， “웰
團民f~훌樂의 大뼈拍(大拍)， 拍， 小뼈에 대한 빼統홈E뿜옳的考흉”， 「園業院꿇文集」 第 4 빼 (서
울

: 국립국악원， 1992) , pp.23-56.

- 42-

는 어느 길이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장단의 륙성을 나타내는
리듭型온 鼓型과 같은 길이로 되어 있을 것이리고 잠작되지만 과연 한국옴악에서 鼓
型과 같은 길이의 리듬型이 장단이 쓰이는 모든 음악에 폰재하는 것인지조차 검증된
바 없다. 더구나 한국음악의 장단에는 길이가 서로 달라서 拍子組合構造가 다른 장단
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장단의 특성올 나타내는 리듭형과 고형과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모든 장단들에서 적용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음악에는 오채질굿의 경우와 같이 매우 긴 박자 구조로 되어 있는 장단도 있고
양산도 세마치의 경우와 같이 매우 짧은 박자 구조로 되어 있는 장단도 있어 이률 모
두 다루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한극음악에서 가장 혼히 쓰이고 종류도 많은 3 小拍
4拍子 (8 분의 12 박자)로 되어

있는 장단올 선택하는데 이들 장단의 길이가 박자구조

에 따른 여러 장단유형 가운데 중간 길이를 갖기

때문에 이런 장단형온 한국옴악이

지니는 보편적인 장단의 특성을 지니리라고 보이며 이런 형의 장단에서 장단의 륙성

을 나타내는 리듬형의 길이는 이런 장단의 고형의 길이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런 형의 장단 가운데 전형적인 것올 추려， 옴악에 고형과 같은 길이의 리듭형이 있
는지 살피고자 한다.

한국음악에서 3 小拍 4拍子 구조로 되어 있는 장단에는 종류가 매우 많은데 이것들
은 빠르기에 따라 둘로 갈라 볼 수 있다. 대충 가려 보면 중중모리， 굿거리， 늦타령，
살풀이，외마치질굿，풍류굿，덧배기，긴만세장단，푸념장단，느진석，자진념불무가장단
과 같이 3 소박 느린 내지 좀 느린 4 박자로 된 장단들이 있고 자진모리， 덩덕궁이， 자

진굿거리，묶는타령，자진살풀이，삼채，총거장단，비나수장단，무정작궁，중판，정적기
와 같이 3 소박 여늬 빠른 내지 빠른 4 박자로 된 장단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중모리
(평타령) , 넘불장단， 제마수2 장의

경우와 같이

2 소박 여늬

빠른 12 박자 (4 분의

12 박

자)로 된 장단들은 3 大拍 4 拍子로 되었으니 이들 창단의 박자 구조는 3 小拍 4拍子로
된 장단들의 박자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소리 휘모리， 단모리， 셰산조

시， 다드래기， 자진가락， 자진만세， 자진석의 경우와 같이 2 소박 매우 빠른 4 박자 (2 분

박 4 박자)로 된 장단들의 박자구조도 이들 장단이 3 소박 빠른 4 박차로 된 장단들이
더욱 빠르게 몰아서 이루어지는 장단이니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중모리로 된 〈자진농부가〉를 느리게 부르면 중모리로 된 〈긴농부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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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농부가를 더욱 몰게 되면 자진모리장단으로 된 자진자진농부가가 되는 것과 판소

리와 산조에서 자진모리를 더욱 몰게 되면 세산조시가 되는 것으로 봐서 한국옴악에
서 3 대박 4 박자 (2 소박 12 박자 및 3 소박 12 박자)， 3 소박 4 박자， 2 소박 4 박자로 된 장
단들은 박자 구조가 서로 연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를 같온 계통의

장단이라고

할 때 이를 통툴어 가르키는 말을 본논문에서는 r3 小拍 4 拍子形 창단」이라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3 小拍 4拍子形 장단 가운데 가장 종류가 많고 혼히 쓰이는 것이 3 소박 느린 4 박자
로 된 장단들이고 또 이 가운데 흔히 알려진 것이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풀이장

단이므로 이 장단들의 옵악에 나타난 리듬형올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장단의 특정올 나타내는 리듭型의 길이가 鼓型의 길이와 같온지를 따지는 것과 관
계없이 고래로 읍악인들은 장단의 길이를 혼히 鼓型의 길이로 가늠하여 왔다. 몇가지
예외가 있겠지만 대체로 장단의 고형은 대부문의 연주자가 같은 길이로 연주한다. 구

체적으로 말해서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풀이와 같은 장단올 내가 알고 있는 대부
문의 장고 및 북 연주자들이 3 소박 4 박자로 연주한다는 말이다. 족 이런 장단의 고형
의 길이는 어느 고수의

연주에서나 일정하다는 말이다. 이것온 음악교과서나 개설서

에 이런 장단의 고형이 박자가 일정하게 기보된 것올 두고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장
단에서 고형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이런 장단으로 된 음악에 고형과 같은 길이의 리듭

형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 볼 일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풀이와 같은 장단의 음악에 대
한 地城性올 따져 볼 일이 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의 옴악에는 리듭형 또한 자연상태
로 되어 있고 또 전문적인 옴악인에 의하여 창조작업이 가해진 음악에는 리듬형도 여

러가지로 변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단의 리듭형은 자연상태에서부터 비롯되
었는지도 모롤 일이니 이런 장단으로 된 자연상태의 옴악도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근때에는 음악인들이 어느 옴악의 장단 명칭을 모률 때 리듭형에 대한 검중이 없이
음악의 박자 구조만 맞으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장단 이름올 대는 수가 많지만 전
통사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장단 명칭만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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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줌모리

한국음악에서 중중모리라는 창단명칭을 쓰는 읍악 부문을 찾아 보면 京西토리團이
나 메나리토리團 제주토리권 퉁 다른 토리團 음악에는 보이지 않고 육자백이토리團의
민요，남도선소리，자진염불무가，고사소리，선중애소리，줄소리，판소리，산조，봉장취
둥이

있어 육자백이토리무가권 음악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사소리，

선증애소리， 줄소리， 판소리와 같은 띔優集團의 廣大소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봐
서 중중모리라는 장단 명칭은 廣大소리에서 나와서 판소리와 산조가 일반화되면서 널
리 쓰여진 것 같다.

그런데 이른바 南道소리꾼들은 자진중중모리를 굿거리라 이르는 경우가 있다. 판소리
에서는 자진중중모리를 굿거리라 이르는 일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는 경기도 굿거리라는

용어를 벌어 쓰는 것 같다. 이를테면 張師助 國樂擬要8) 어l 보면 남원산성과 같은 민요는
중중모리장단으로 되었다 하였고 자진농부가와 같은 민요는 굿거리장단올 되었다고 하

고 있으나 판소리에서는 자진농부가를 중중모리장단이라 한다. 남원산성이나 자진농부가
에 나타난 리틈형의 차이는 없다. 南道띤歌에 굿거리창단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것

으로 봐서 본며 육자백이토려권에서는 굿거리라는 말이 쓰이지 않던 것을 경토리권에서
三첼六角 굿거리가 들어와 남도 굿거리로 토착화되면서 굿거리라는 장단명칭이 퍼지게
되었고 이것이 중중모리와 자진중중모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굿거리라는 장단명칭올 빌
어 쓴 것 같다. 성금련 가야금산조에서 보이는 굿거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남도음악인틀이 자진중중모리장단을 굿거리라 이른다 할지라도 이것
이 경토리권의 굿거리가 아니고 중중모리창단의 일종이기 때문에 혼동올 막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남도음악의 자진중중모리를 굿거리라 이르는 것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중중모리

장단에 나타난 고형 길이의

리듬형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중중모리 鼓

型이 어떤 것인지 알아 보고자 한다. 국악해설서에는 장단올 해셜하는 것올 흔히 鼓型
의

악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데 본 논문에서 鼓型樂諸가 인용된 뺑f說홉에는

池映熙 「民倚音樂資料集」9)， 金龍俊 「水宮歌」 10)， 金雄洙 「國樂入門」1l)， 劉信 「園樂通請」12)，

8)
9)
10)
11)

張師助

1961) , p.115, p.16 1.
1986).
r水宮歌 J( 全씨‘1: 全羅國樂훌術院， 1965) , p.22.
r 國業入門 J( 서울 : 韓國古典音樂出版社， 1965) , p. 45.

r 園樂熾要J( 서울 : 精맑社，

成짧훌細
金龍뿔
金짧洙

r 池映熙民f~音樂資料集 J( 日 本 JI(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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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淑 「빼n椰훌歡調」 13)， 李成千 「음악통론과 그 실습」 l”， 張師助 「國樂通論」 15)， 徐漢範

「園樂通짧」

I6)

, 朴鴻煥 「圍樂通論 J l7) 퉁이 있다.

이들 개셜서에 나타난 충중모리 鼓型올 유형대로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덩궁딱/궁딱딱/궁궁’척/궁-궁/

....•.........•....•.........•..•............•.•... 池映熙

(2)

/텅궁딱/궁딱딱/궁궁’척/궁--/

.........•...................................•. …·金龍準

(3)

/덩 -딱/궁딱딱/궁궁’딱/궁-궁/

..............•..............•..................... 金雄洙

(4)

/덩 --/---//궁궁’딱/--궁/

.......................•...........••...........•.. …劉信

(5) /덩 -딱/궁-딱/궁-’척/궁-딱/

...... 李在淑， 李成千， 張師動， 짧漢範，朴洪煥，

* 텅…합장.

궁…궁손(궁편). 딱…채손(채편) . 척 ... 채손올 크게

침. (’0) …勢(액슨

트)가 있음.

위 국악해셜서에 나타난 중중모리장단의 鼓型은 5 가지인데

(1)-(4) 는 북의 고형

이고 (5) 는 장고 고형올 적온 것 같다. 이 5 종의 고형은 얼핏 다른 것 같지만 실은

약간씩 읍올 솜아내거나 끼어넣었다고 보아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고형에
나타난 勢(액센트)에 의한 리듭 형태를 살펴 보면 제

1, 2 박 즉 前半과 제 3, 4 박 즉

後半의 리듬 형태가 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반 즉 제

1 , 2 박올 보면 대체로 /

‘덩-딱/’궁-딱/으로 되어 각 박에서 모두 제 1 小拍에만 勢(액센트)가 있어 리듬 형
태가 같은데 견주어 후반 즉 제

3,

4 박을 보면 제

3

박에서 /‘궁궁’척/ 하여 제

1과

제

3 소박에 세가 있고 제 4 박에서는 /궁-궁/ 하여 세가 없는 점에서 전반과 세에 의한
리듭 형태가 다르게 되었다. 고수들이 중중모리 고형올 매 소박마다 박아 치는 것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중중모리 12 소박을 삐지 않고 가늠하게 하기 위하여 /덩궁딱 /
궁딱딱/궁궁’척/궁궁궁/ 하고 치는 것이지만 다음에

보듯이

중중모리

4 , 4 調 2 音步

사설을 勢대로 장단에 넣게 되면 /‘ 0-0/’ 0-0/‘ 00 ’ 0/0- -/이 되므로 고형은 /덩 -딱
/궁-딱/궁궁’척/궁--/으로 간추릴 수 있올 것이다.

12)
13)
14)
15)
16)
17)

홈j信

r 圍廳훌짧 J( 서울 : 世光出版밟，

李在淑
李成주
張師動
徐韓算
朴洪煥

1982) , p. 30.
1971) , p. 5.
r 음악롱론과 그 실습 J( 서울 : 보진채， 1971) , p. 160.
算萬榮 r 圍樂빼f輪 J( 서울 : 韓園圍樂훌융， 1975) , p. 30.
r 國樂通論 J( 서울 : 훌林出版社， 1981) , p. 38.
r 園樂通輪 J( 서울 : 훌뿔出版社， 1982) , pp. 38-39.
r 빼椰琴散調 J( 셔울 : 韓園國樂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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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충모리 고형의 音型올 보면 어느 것이나 덩， 궁， 딱， 척하고 훗가락이지 「기
덕」이라먼가 「더르르르」하는 겹가락을 넣지 않는 것도 흑색이라 할 것이다. 충중모리
고형에 겹가락이 없는 것은 이것이 장고 연주가 아닌 북의 연주에 의한 것도 있는 것
이겠지만 실제 중중모리로 된 음악의 音型에 의한 것인지도 살필 일이다.
소리에서 중충모리의 장단 길이 리듬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기 위하여 전문옴악

인이 창조력을 발휘하여 리듭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판소리 중충모리 대목과 자
연상태의 단순한 리듭형올 지니었다고 보이는 향토민요의 충충모리 대목을 살펴 보겠다.
판소리에서 충충모리 대목은 春香歌의 첫 대목 「기산영수」와 훈향가 離別歌에서 「춘향
모 나오는데」를 골랐다. 기산영수는 平調로 되어 있고 이별가는 계변조로 되어 있음올
고려한 것이다. 이들 대목의 사셀올 리틈대로 놓고 그 리틈형을 옆에 적어 보았다.
趙相賢 春香歌 箕山銀水 18)

(1) ;기산-;영 -수/별-건/곤--; ............ ;’00-;‘ 0-0// ’0- ‘ 0;0- -;. ..... AB

;‘0- ’0;- -0// ’0- ‘O;--; ...... BB

(2)

;소부허;--유/놀-고;--; ............

(3)

;--채/석강-//명월-;야-의; ............;--’0;0‘0-

(4)

;이적 -;션-도/놀-고;---;

(5)

;척 -벽/강-추/야-월/으'-

(6)

;소-동;- 파도/놀아있/고--;

............ ;‘0- ’ 0;- ’ 00// ‘00 ’O;O--; ...... CB

(7)

;--시/상리 -//오류촌;-도연;

......... …;--‘0;0’ 0- //‘ 00’ 0;- ‘ OO; ...... cc

(8)

;---;명 -도/놀- 고;---;

(9)

//’00-;‘O-O; ...... CA

...... …/’0-0;‘0-0// ‘0- ’O;---;. ..... AB

- ; ............;‘0-0;’0- ‘0//0- ’O;O--;. ..... DD

.........;---;’0-0// ‘0- ’O;---; ...... AB
;상--;산-의 /바돌-;뒤던-; ............ ;‘0--;’ 0-0// ‘00-;’ OO-; ...... AA

(1 0) ;사-호/선생도/놀았으/니 - - ; ......... ……/‘0-0;’ 000// ‘00 ’O;O--;. ..... AB

(11)

;내 -또/한-호/협 -사/라--;

......... …/‘0- ’0;0- ‘0//0- ’0;0- -;. ..... DD

(12)

;동원-;-도리 /편-시/추우운;

......... ……/‘00-;- ’00// ‘0-0;’OOO; ...... CA

(1 3) ;아니/놀-고/무얼-;헐거나; ... ……/‘0-0;’0-0// ‘00-;’ OOO;. ..... AA
(1 4) ;잔말-;말-고/일러라;---; .........;‘00-;’0-0// ‘00 ’O;O--; ...... AB

18)

趙相톨 唱， “春香歌”， 「뼈리깊은나무 판소리 J( 서융 :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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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첫째장 앞

金素姬 春香歌 離別歌19)

(1)

/춘향-/어머니 /나온-/다--/

(2)

/춘향-/어머니 /나-와/---/ …… ...... /’ 00-/‘ 000 ,.1’0- ‘ 0/--

(3)

/건-넌/-방-，.1춘-향/모--/ ......... /’ 0- ‘ 0/- ’ 0- ,.1‘0-0/’ 0--/…… CA

(4)

/허

-

............ /‘ 00-/’ 000 ,.1‘QO-/’ 0--/…… AA

던/- 일 -，.1밀 -떠/리고-/ .........•.. /‘ 0- ’ 0/- ‘ 0-

- - / ...... AB

,.1’ 0-0/‘ OO-/ ...... CA

(5) /--상/초머리 /행 -자/치마-/ ...........: / - - ’0/0 ‘ 00 ,.1’0-0/‘ 00-/…… CA
(6)

/모양이/없- 이 /나온다/---/

(7)

/춘향-/-- 방/영

(8)

/귀를-/-대-，.1--고/들으니/ … ...... …/’O‘ 0-/- ’ 0- ,.1 --0/’ 000/ ... … CA

(9)

/정

-

-

......... /’ 000/‘ 0-0 ,.1’00 ‘ 0/---/… •.• AB

창/- 밖으/ ............ /’ O‘ 0-/--0 ,.1’0- ‘ 0/- ‘ OO/ ...... AC

영/한이 별 /이로구/나--/

...........• /‘ 0- ‘ 0/0 ’ 00 ,.1‘ 0- ’ O/O--;. ..... CB

.-…이는 앞뒤가 합하여 한 소박을 이룬다는 기호

춘향가의 초앞 「기산영수 대목」와 이별가에서

「춘향 어머니 나오는 대목 J ， 이

두

중중모리 대목에 나타난 사설이 장단 길이대로 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매장단
마다 2 音步 사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2 음보 가운데 앞 l 음보는 중중모리 제

박에 뒤 1 음보는 제

3,

1, 2

4 박에 불는다. 물론 r/귀-를/대-고/들-으/니 --/J 할 것

올 r/귀를-/-대-，.1--고/들으니 /J 하고 완자걸이 부침을 한다든가 r/시--/상
리/오-류/촌--///도연-/명-도/놀--/고 --/J 할

것을

r/ __ 시/상리-，.1오

류촌/-도연-///---/명-도/놀았고/---/J 하는 엇부침의 경우는 이것이

무너

지는데 이는 자연 상태의 리듬형이 아니고 명창들이 일부러 리듭적 변화를 위한 창조
력올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예외이다.

이 춘향가 두 대목의 리듬형올 살회 보면 언듯 같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리듬형올 세밀하게 분류하자연 굉장히 번거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

문이 장단의 특성올 나타내는 리듬형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고형과 관련시켜 분류해
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중중모리장단의 鼓型에 보면 전반 즉 제 1 ， 2 박의 리듬
과 후반 즉 제 3, 4 박의 리듬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사컬이 중중모리 전반
에 1 음보， 후반에 l 음보가 붙고 또 고형도 전반과 후반이 다른 것으로 보아 중중모리

19)

金素姬

P/!o, “춘향가

r 國뿔의 훌훌 32-38J( 서울 : 中央日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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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제 4 연.

로 된 소리의 전반 리듬과 후반 리듬의 유형이 어떻게 순열조합되는냐에 따라 장단의

리듭형의 유형을 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중모리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鼓型의
전반과 같이 /‘0-0/’0-0/ 하고 각 박의 제
워지는 형은 A 라고 하고 鼓型의

1 소박에 세가 있고 제 3 소박에 사설이 채

후반과 같이

/‘00’0/0--/ 하고 제

1 박의 제 1, 및

제 3 소박에 勢가 있고 제 2 박에는 세가 없고 제 2 ， 3 소박에 사설이 비어있는 형은 B 라

하고 /‘00‘0/0‘00/ 하고 제

1 박의 제 1, 3 소박， 그리 고 제 2 박의 제 2 소박에 세 가 있는

형은 C 라 하고 엇부첨이나 도섭으로 리듬이 흐트러졌거나 그밖의 리듭형을 D 로 분류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중중모리 고형의 리듬형은 AB 가 될 것이다.

위에서 가려본 춘향가의 두 대목에 나타난 장단 길이

리듬형을 이렇게 가려 보면

중중모리 고형과 같이 후반에 즉 제 3 박에서 제 1 ， 3 소박에 세가 있고 제 4 박에는 세
가 없는

AB , BB ,

CB 형도 나오지만 그밖에

AA , AC , BA , CA , CC , DD

둥도 있어

다양하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중모리장단으로 된 민요에서 장단과 같은 길이로 된 리듬형을 살펴 보면 시집살
이노래와 같이

童諸나 歸女諸에서는 위와 같은 리듬형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사소리와 같이 農諸나 ‘願훌홈에서는 리틈형이 몇 가지로 추려지는 것들

이 있는가 하면， 농부가나 개구리 타령과 같이 소리꾼들이 부르는 통속민요의 경우에
는 판소리 산조와 같이 리듬형을 매우 다양하게 추려지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리듭형이

반복되는 童議나 輝女諸와 같은 민요의

리듬형을 가려내고 이것이 위에서

가려본 춘향가의 중중요리 리듬형과 일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비교하고자 한다.
중중모리로 된 동요나 부녀요 가운데 羅州地方 〈시집살이 노래〉와 靈光地方 〈따박

네〉의 사설을 장단 單位로 곡조의 리듬대로 늘어 놓으면 다음과 같다.
羅州地方 〈시집살이 노래 )20)

(1) /돌이 -/돌- 이 /시-갓집/이 - - / ............ /'00-/’ 0-0// ‘ 00 ’0/0--/…... AB

(2)

/딸하-/나- 플/곱게키/어 - - /

......... …/’00-/‘ 0-0# ’00 ‘ 0/0- -/…… AB

(3)

/여운-/다-고/여운것/이 - - /

...... ……/’00-/‘0-0# ’00 ‘0/0- - / ...... AB

(4)

/섬지 -/방으로/여웠더/니 - - /

...... ……/’00-/‘ 0-0// ’00 ‘ 0/0- -;. ..... AB

20) MBC,

r 한국민요대전

2 CD.

5-13 J ( 서울 :

MB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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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집 -/간 --11 사흘만/에

- - / ............ /’ 00-/‘0-0// ’00 ‘0/0--/…… AB

(6) /모를-/숭그러 /가란다/네 - - / ............ /’ 00-/‘0-011 ‘00 ’ O/O--j ...... AB
靈光地方 〈따박네 )21)

............ /’ 00-/’0-011 ’ 0- ’ 0/0- - / ...... AB

(1)

/따박-/따박 -11 따박네/야--/

(2)

/너 --/어디로/멋허 ·로가/냐--/

......... /’ 0--/ ’00011 ’00 ’ 0/0- - / ...... AB

(3) /우리 -/어매 -11 무덤으/로--/

............ /’ 00- /, 00- //’ 00 ’ 0/0--/…... AB

/젖먹 -/으-로/내가가/네 - - /

............ /’ 00-/’0-011 ’00 ’0/0--/…… AB

(4)

나주지방 〈시집살이 노래〉와 영광지방 〈따박네〉의 사설은 대개 4.4 조의 자수율에
2 음보로 되어

있는데 중중모리 한 장단에 4.4 조 2 음보 사설이 붙되 제 1-2 박에

음보， 제 3-4 박에 1 음보로 규칙적으로 붙게 되어

면 일율적으로 중중모리 고형과 같은

AB

1

있다. 따라서 그 리듬형을 가려 보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중모리 고형은 중중모리 음악의 장단 길이 리듭형에 AB 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중중모리 고형에 잔가락이 없는 것은 북으로 치는 연주법에도 기인하겠지만 사설이 다른

장단에 견주어 사설이 2 음보로 되어 있고 선율에 메리스마가 적은데 기인하는 것 같다.

2.

궁거리

한국음악에서
서

굿거리라는 장단이 쓰이는 음악들을 찾아 보면 주로 京토리圖音樂에

볼 수 있다. 歌唱大系 22) 에 의하면 〈창부타령)， <베틀가). <태평가)， <오봉산타령).

〈오돌독)， <한강수타령). <박연폭포). <매화타령). <닐리리야〉와 같은 경기민요가 굿
거리장단으로 되었다 한다. 굿거리장단은 또 京幾띤歌에도 쓰인다.23) 굿거리장단으로
된 경기무가에는 〈제석타령)， <대감타령)， <창부타령〉 동 굿의 각 거리에서 불리워지
는 타령이라는 이름의

무가(타령장단이

아님)들이다. 그리고 경기농악에서도 굿거리

라는 농악 장단이 쓰이고 있다 24) 경기삼현육각에도 굿거리라는 음악이 있는데 25) 장단

21) MBC , r 한국민요대전 2, CD. 1l -10 j ( 서울 : MBC. 1994).
22) 李昌培 r 歌 P블大系 j( 서울 : 弘 A文化社. 1976). pp. 750-82 1.
23)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86 호. 197 1, p. 139.
24) 심우성 r 안성농악 j ，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100 호(문화재관리국).
25) 지영회， 앞의 책 p.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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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굿거리이다. 각 지역 삼현육각에 굿거리장단으로 된 굿거리라는 옴악이 있지만 이
들 삼현굿거리 선율의 음구조가 경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지역 삼현굿거
리는 경토리권 삼현굿거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26) 향제줄풍류에는 굿거리장단이

쓰이는 풍류굿거리가 있는데 이는 향제 삼현굿거리를 줄풍류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
악개설서에는 산조， 남도선소리， 남도민요에도 굿거리

장단이

쓰인다는 것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있으나 앞에 중중모리조에서 말했듯이 이것들은 사실 자진중중모리이고
경기민요에서 보이는 굿거리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악개설서에서 굿거리장단의 鼓型올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덩 -더/궁더‘르르《르/궁-더/궁더《르르‘르/ ... ………………… ... … .. …·뼈映熙
(2) /덩 -기《덕/궁더《르르《르/궁-기‘덕/궁더‘르르《르/ ... 金짧洙， 張師動， 徐漢範， 李成千

-

(3)

/덩

(4)

/덩 -기‘덕/궁기‘덕기‘덕/궁-기《덕/궁딱-/

(5)

/덩 -딱/궁기《리덕/궁-딱/궁딱-/

기《덕/궁더《르르‘르/궁- 척/궁더《르르‘르/

* 기덕…겹채

즉 채편에

•.........•..•....•..•....••..... 朴鴻煥

..............• 張師創，

짧漢範， 李成千

............................... … ...... …… .. …劉信

앞꾸멈 겹가락을 넣는 구음. ‘…앞뒤를 합하여 한 소박올

이룬다는 기호. 더르르르르… 떨채， 굴립채， 즉 채편을 떠는 겹가락을 넣는 구음.

개셜서에서 추린 굿거리 고형은 5 종이 된다. 이것들을 중중모리의 경우와 같이 鼓
型의 前半 즉 제

1,

2 박과 後半 즉 제

3,

4 박을 勢에 의한 리듬 형태로 비교해 보면

(1 )(2) 에서는 전반과 후반에 모두 各拍의 第 1 시、拍에만 셰가 있어 세에 의한 리듭 형
태가 같고 심지어 音形까지 같다. (4) (5) 의 경우에는 전 • 후반의 옴형은 약간 다르나
각박의 제 1 소박에 셰가 있다는 점에서는 전반과 후반의 리듬 형태는 같다고 하겠다.
(3) 의 경우에는 전 • 후반의 음형이 비슷하나 제

3 박에서 /‘궁-’척/ 하고 제 1 소박과

제 3 소박에 세가 있어 전 • 후반의 리듬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음형으로 봐
서 잘 못 꾸며진 고형 같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보듯이 굿거리 고형에서 제 3 박에
서

제 1 소박와 제 3 소박에 제가 있으면 제 4 박에 /궁더《르르《르/ 하는 음형을 쓰지

않는 것이 고수들의 연주법인데 이 고형에서는 여기에 이런 음형올 쓰기 때문에 고형
올 잘못 꾸였다는 것이다. (3) 이 잘못 꾸며진 고형이라 한다면 나머지 고형의 형태로

26)

이보형， “삼현육각소고”， 「문화채 15 호 J (서울 : 문화재관리국

-n-

1982) , p. 34.

봐서 굿거리 고형은 세에 의한 리듭 형태가 전 • 후반에서 같고 AA 형으로 꾸며진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굿거리장단은， 전 • 후반의 리틈 형태가 다른 중중모리 고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중중모리 고형은 겹가락을 많이 쓰지 않데 견주어 굿거리 고
형에서는 「기덕」이니 「더르르르」 하고 겹가락올 많이 쓰는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중중모리의

경우와 같이

소리에서

굿거리장단의

장단 길이

리듬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지기 위하여 경기민요 〈창부타령〉과 〈한강수타령〉을 살펴 보았다. <창부타
령〉은 톨京토리로 되어 있고 한강수타령은 半京토리로 되어 있다.
京짧民諸 <1昌夫打令)27)

(1) /진국-/명산 -11 만장-/봉에 - / ......... …/‘00-/’00-// ‘00-/’00-/…… AA

(2) /바랍이/분다고/껄래더/냐--/ ..... ………./’000/’00011 ’00 ’ 0/0--/…… AB
(3)

/송죽-/같이 -'-11 굳은절/개가아/

(4)

/매맞-/는다고/허락하/랴-

(5)

/얼시《고나/좋네 -11 지화자/좋네

(6)

/아니나/노지는/못허리/라--/

......... ……/’00-/’ 00-11 ‘00 ’ 0/0 ‘OO/ ...... AC

- / ............•.. /'00-/0 ’ 0011 ’ 00'0/0- - / ...... CB
- / ............ /’ 000/’00-11 ’000/’ OO-/ ...... AA
............ …/’000/’00011 ’ 00’ O/O--/ ...... AB

京幾民홉 〈漢江水打令 )28)

(1)/한--/강 --/1 수우우/라하-/

............ /’ 0--/’0--/1 ’ 000/’ OO-/ ...... AA

(2)

/깊고-/맑으은/물--/에헤

- / ............ /’ 00-/’00011 ’0--/’ OO-;. ..... AA

(3)

/수-상/-선 -11 타고-/서어

- / ... …... ……/’00 ’ 0/0 ’0011 ’00-/’ OO-/ ...... CA

(4)

/에루와/백놀이 /가잔-/다아-/

............... /’ 000/’ 00011 ’00-/’00-/…… AA

(5)

/아--/아-혜 /에 -혜/요오-/

............ /’ 0--/’0-011 ’0-0/’OO-/ ...... AA

(6)

/에혜 -/요오 -11 어허 -/야아-/

............ /'00-/’00-11 ’00-/’OO-/ ...... AA

(7)

/얼-시-/-마 -11 퉁-개/뒤어라/

............ /’ 0- ’ 0/- ’0-11 ’0-0/’ OOO;. ..... CA

(8) /내 --/사 --11 라아앙/아--/ ...... …/’0--/’0--11 ’ 00 ’ 0/0--/…… AB
굿거리장단으로 된 위 민요의 사껄은 중중모리장단으로 된 판소리나 민요의 사셜과
같이 한 장단에 2 옴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바람이 분다고

27) 算萬榮 r 한국민요 J(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67) , p. 17, 28) r 뿌리깊은 나무 팔도소리」 제 2 권
경기 • 경상 · 충청소리(서울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4) , p.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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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래더냐」 혹은 「에루화 뱃놀이 가잔다」의 경우와 같이 3 음로 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중충모리 사셜이 보다 44 조에 가까운데 견주어 굿거리 사셜은 자수율이 3-6 으
로 되어 대체로 불규칙하게 된 점이 다르게 되었다 하겠다. 이 두 민요에서 굿거리 장
단에 나타난 리듬형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창부타령의 경우에는 전반과 후반이 같
은 것과 다른 것이 고루 나타나나 한강수타령의 경우에는 전반과 후반이 같은 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올 볼 수 있다. 그리고 창부타령의 경우에는 AB , CB와 같이 B로
끝나는 형과

AA , AC 과 같이 A 나 C 로 끝나는 형이 고루 있는데 견주어 한강수타령

의 경우에는

AA , CA 와 같이 A 로 끝나는 형으로 일관하다 맨끝에만 B로 끝나 AB

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창무타령보다 한강수타령이 굿거리 고형에
가깝고 창부타령은 한강수타령보다 좀더 중중모리 고형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하겠다.

뒤집어 말해서 굿거리장단의 고형은 AA 형을 많이 쓰는 한강수타령과 같은 민요의 리
듬형올 딴 것으로 볼 수 있다.

굿거리 고형에 겹가락이 많은 것을 이들 굿거리장단으로 된 음악과 찾아 본다면 중
중모리 고형이 북의 연주법올 따른데 견주어 굿거리장단의 고형은 장고 연주법올 따른
데 기인한다 하겠고， 또 굿거리장단으로 된 소리의 사셜에 2 옴보도 많지만 중중모리에
견주어 3 옴보가 많고 자수율이 3-6 으로 보다 불규칙한 점도 있으며 소리에 메리스마
풍 장식적인 선율과 시김새가 중중모리장단으로 소리보다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3.

타렁

타령장단이

쓰이는 옴악부문올 살펴

보면

메나리토리권이나 육자빽이토리권이

나 제주토리권의 음악에는 드물고 〈는실타령)， <군밤타령)， <청개구리타령)， <대꾸
타령)， <경복궁타령)， <사셜난봉가〉와 같온 민요와 그리고 줄풍류에서
육각에서

타령과 같은 음악으로 보아 京西토리團의

음악에서

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토리團의

풍류나 삼현육각에

마찬가지로 그 음악의

京西토리圖 음-약에서

한국음악에서
에도

音構造로 봐서

타령， 삼현

주로 전숭되는

타령은 굿거리의
퍼져

나간 것

경우와
같다.

타령이라는 말이 불는 음악은 〈방아타령)， <장타령〉과 같이

있고， <박타령)， <토끼타령〉과

같이

판소리에도

”

것

민요

있고， <앞산타령)， <뒷산타

령〉과 같이 선소리에도 있고， <곰보타령)， <기생타령〉과 갈이

들 타령이라는 이롬이 붙는 음악에는 타령장단이 쓰이지
현육각 타령에

타령장단이

것은 풍류나 삼현육각의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런

타령과 같은 음악에서

리를 일명 [타령]이라 이르지만 양자의

타령장단의 鼓型을 알아 보기

참가에도 있지만 이

않고 오칙 줄풍류나 삼

장단을 타령이라는

이르는

비롯되는 것 같다. 평안도 자진아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위하여 개껄서에

악보로 제시된 것올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덩 --/덩 --11 덩 -기《덕/---/ ................................................ 池映熙

(2) /덩--/기‘덕-딱/덩-기‘덕/--찍/金짧洙， 張師動， 朴洪煥， 李成千， 徐漢範

(3)

/덩 --/딱- 딱 /궁- 기‘덕/궁

(4)

/덩 --/덩 --11 궁- 딱/궁--/

닥/

t

................................................... 劉信

............................... ……·…… ....... 朴鴻煥

*찍…채로 찍는 구옴.

개셜서에서 추린 타령장단의 고형온 4 종인데

(1) 과 (4) 는 삼현육각 및 민요에 쓰

이는 타령장단의 고형이고 (2) 와 (3) 은 줄풍류에 쓰이는 타령장단의 고형이다. 줄풍

류에 쓰이는 타령 장단의

예논 민속음악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민속악에 쓰이는 타령은 빠르기에 따라 늦타령(긴타령)， 중타령(중간 타
령)， 붉는타령(자진타령) 이렇게 3 종으로 나뉘지만 鼓型의 차이는 없다. 위 민속악에
쓰이는 타령의 고형에서 前半 즉 제

제

1,

2 박에서 勢에 의한 리듬 형태를 보면 각박의

1 소박에 세가 있는 A 형이고， 후반 즉 제 3 , 4 박의 세에 의한 리듬 형태를 보면 제

3 박의 제 1 소박과 제 3 소박에 세가 있고 제 4 박에는 세가 없어 B 형으로 충중모리 고
형과는 음형만 다를 뿐 리듬형이 비슷하고 굿거리 고형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음
에 보이는 타령으로 된 소리의 리듬형으로 보아 타령 장단의 고형은

/’ 0--/‘ 0--/’

0- ‘0/---/으로 된 (1)형이 /‘0--/’0--1‘0- ’0/0--1으로 된 (4) 형보다 전형
적이라고 볼 수 있다.

타령의 고형과 소리의 리듬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타령장단으로 된 경기민요 군밤타
령에 나타난 장단 길이 리듬형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54-

京짧民諸 군밤打令29)

(1) /너 -느/--은/총-각/---/ ......... /’0- ‘0/---11 ’0- ‘O/---/ ...... BB

(2)

/나-느/--은/처 -녀/---/………/’0- ’0/---11 ’0- ’O/---/ ...... BB

(3) /처 --/녀 --11 총--/각이 - / ......... /’0--/’0--11 ’0-0/’OO-/ ...... AA
(4)

/단둘이/맞나서 /딩굴어/졌구나/

(5)

/얼-사/좋-네 /아-하/좋-네/

(6)

/군- 밤/이

(7)

/생율-/밤이로/구- 나/--/

- 여 11---/ 어 - 라/

............... /’ 00-/’0-011 ’ 000/’ O-O/ ...... AA

............ /’ 0-0/’0-011 ’0-0/’ 0-0/" ….AA

......... /’ 0-0/‘0-011---/’O-O/ ...... AA

............... /’00 一/’00011 ’0- ’0/-- -/… ... AB

군밤타령의 사설의 字數律과 音步는 장단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되어 있어 한마

디로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군밤타령의 장단 길이 리듬형올 추려 보면 제
단에서는 후반 즉 제

3

박의

제

1,

3 소박에 세가 있고 제

BB 와 같은 리듬형으로 되어 고형과 같은 형이 나오고 제

4

1, 2,

박에서는 세가 없는

3, 4, 5,

6창

AB ,

6 창단에서는 每拍

의 제 1 소박에 勢가 있는 AA 형으로 되어 고형과 다른 형이 나온다. 처음 창단과 끝

장단에서 후반에 AB 형이 되는데 이때 사셜은 다른 것보다 적게 들어가 있고 AA 형
이 되는 중간 창단에서 사설이 엮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황도민요 사설난봉가의 경우는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황해도민요 사설난봉가

(1) /왜 --/생 --11 겼-나/---/ ...... /’0--/‘0--11 ’0- ‘0/-- - / ...... AB

(2)

/왜 --/생 --11 겼 -나/---/

...... /’ 0--/ ‘0--11 ’0- ‘O/---/ ...... AB

(3) /요 - 다/- 지 -11 곱 --/게 도 - / ......... /‘0- ‘0/- ’0-11 ’0--/‘ OO-/ ... ~ .. CA
(4) /왜 --/생 --11 겼-나/---/ ……/’ 0--/‘0--11 ’ 0- ‘0/-- - / ...... AB
(5)

/왜생 -/겼나 -11 왜생 -/겼 - 나/ ............ /’00-/‘00-11 ’00-/‘O-O/ ...... AA

(6) /요다지/곱게도/왜생 -/겼-나/ ……………/’000/‘00011 ’ 00-/‘ O-O;. ..... AA
(7) /무-쇠/풍-구/돌-풍/구--/ ...... …/’0-0/‘0-011 ’ 0- ’0110- -/ ...... AB
(8)

/사람의 /간장올 / 다녹여 /내 누나/

............... …/‘000/’00011'000/’ OOO/ ...... AA

29) r 뿌리깊은 나무 팔도소리」 제 2 권 정기도， 경상도， 종청도 소리(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4) ,
p. 24 , 군밤타령， 백대응 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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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0-0/---// ’ 0-0/-- - / ...... AB

(1 0) /에 -행/- - - //어 --/야--/

……/‘0-0/- - - //’0--/‘0- - / ...... AA

(9)

/에

-

행/---//에

-

(1 1) /어 --/야--//뒤 - 야/---/ ......... /’ 0--/‘ 0--// ’O-O/---/...... AB
(1 2) /내 --/사--// 랑- 아/---/ ...... …/‘0--/’ 0--// ‘ 0- ’ O/--/...... AB
민요의 타령장단 고형이 AB 형으로 되어 있고 그 음형이 각 소박에 잔가락올 채우

지 않고 비워두는 것은 위와 같이 타령장단으로 민요의 AB 형으로 된 리듬형과 음형
에 관련이 있는 것 같다.

4.

살풀이

혼히 살풀이장단이라 하면 살풀이춤의 반주나 순음악용 시나위 연주에 쓰이는 살풀
이장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연주되는 살풀이장단은 3 소박 좀 느린 4 박자로 되어 있는
데 이런 특징을 갖는 장단이 무가에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살
풀이라는 말이

붙은 장단들이 살풀이， 도살풀이， 동살풀이， 꺾음살풀이， 자진살풀이，

시님살풀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음악적 특징은 얼마쯤 서로 다르지

만 이들이 모두 다른 地域토리團 音樂에서는 보기 힘들고 주로 육자백이토리필歌團의
띤歌에서 볼 수 있다는 데서 이 장단의 지역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음악해셜서에 살풀이장단 鼓型의 악보를 찾아 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는 살풀이가
무가나 무용음악과 같이 특수 음악에 쓰이고 민요나 판소리 및 산조와 같이 흔히 연

주되는 음악에 쓰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살풀이장단
의 鼓型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살풀이장단의 고형이 악보로 제시된

개설서로는 池映熙民倚音樂鼎究資料集와 金f其洙 國樂入門이 있다.
지영회 자료집에는 살풀이를 일러 「느린 4 박자라 하였고 중중모리로 쳐도 되고 굿
거리로 쳐도 된다」고 하였는데
돗이

이는 살풀이장단이

중중모리나 굿거리장단과 같다는

아니고 박자구조와 빠르기가 비슷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이 개설서에 제시된 살풀이 고형을 보면 중중모리나 굿거리의 고형과 달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여기에 실린 살풀이

악보를 보면 12 정간으로 적거나

서양악보로 4 분의 3 박자 넷으로 적거나 또 8 분의 9 박자 넷으로 적고 있어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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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고 있지만 이것온 그렇게 여러 가지로 척어 본 것이고 실제 살풀이 고형이 그렇
게 여러 가지로 음악적 특징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1970 년대 중

반에 池映熙 선생이 나에게 연주해 보인 살풀이 고형온 한 가지뿐이었고 또 그는 살
풀이장단에 박자 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가 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연주해 보인 살풀이 고형은 다음과 같다.

(1)

/덩 -딱《기/딱콩딱《기 /딱궁딱《기/딱콩딱A 기/

*딱기'"

............•............•.......... 池映熙

채편에 뒷장식 겹가락이 불는 것으로 기펙과 반대 옴형.

이 살풀이장단의 고형올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의 고형파 견주어 보면 勞(액센트)
라든가 音型이 특이한 것올 볼 수 있다. 이 고형의 전반 즉 제

1, 2 박의 세를 살펴 보

면 제 1 박에서는 제 1, 3 소박에 세가 있고 제 2 박에서는 제 2 소박에 셰가 있으며 후

반 즉 제 3 , 4 박에 나타난 세를 살펴 보아도 전반과 같아

/‘0- ’0/0‘ 00/’00 ‘0/0 ’00/ 하

는 리듬형으로 되어 있다. 이는 cc 형으로 굿거리 고형의 AA 형이나 중중모리 및 타
령 고형의 AB 형과는 다르게 되어 있음올 알 수 있다.
중증모리 고형에서

잔가락이

없는 것과 굿거리 고형에서 「기덕」 또는 r 더르르르」

하고 겹채가 붙는데 견주어 살풀이 고형에서는 「딱기」 하고 뒷장식옴이 불는 옴형이
많이 나오며 모든 소박에 가락이 채워지는 점에서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병천이 나에게 쳐준 살풀이 고형과 口音은 다음과 같다.

(2)

/덩 다‘라닥/닥닥닥//다《라다《라닥/닥궁닥/

...... ……… ........... ….......... 朴秉千

/상도《리돈/돈닷돈/도《리도‘리돈/돈닷돈/

박병천의 살풀이 구음올 세대로 끊어 보면 「상도《리/돈돈/닷돈//도‘리도《리/돈돈/

닷돈」이 되어 지영회 살풀이 고형의 셰와 같이 cc 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

형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공통점은 모든 소박을 잔가락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김기수 「국악입문」에 실린 살풀이 고형은 다음과 같다.

(3)

/덩

-

기《덕/딱궁 -/궁 - 기’덕 /딱궁 一/

...................................... " ..... 金雄洙

김기수가 체시한 살풀이 고형온 그 세로 보아 AA로 해석되기 쉽고 모든 소박에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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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으로 채워지지 않은 점이 지영회나 박병천의 살풀이 고형과 다르다. 그러나 이것
이 중모리나 자진모리에서와 같이

「덩-기《덕/궁딱 -J 이 아니고 「덩-기《덕/딱궁 -J

으로 된 점은 살풀이척인 특색올 얼마만큼 지닌다 할 것이다.

박병천， 장덕화， 김청만 퉁 고수들의 말에 의하면 살풀이장단은 중중모리와 굿거리
와 다르게 치는데 장단을 칠 때에 그때그때 음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만들어 치기 때
문에 다른 장단처럽 따로 장고 치는 법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로 볼때 고수들
이 살풀이는 이렇게 치는 것이라고 내세우는 공통적인 장구연주뿐 즉 鼓型이 따로 정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살풀이장단온 무가에서 생긴 것이라 그런지 민요에는 보이

지

않는다. 살풀이장단으로 되었다고 이르는 무가는 많지만 살풀이춤이나 시나위에

쓰이는 것과 같은 3 소박 좀 느린 4 박자로 된 긴살풀이장단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무
가에서 볼 수 있다. 진도의 살풀이는 빨라서 3 소박 좀 빠른 4 박자이므로 자진살풀이

에 가깝다.

이런 긴살풀이장단으로 된 무가 자료를 찾아 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온산별신굿 보

유자 이어인연이 부른 무가와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 朴少女가 부른 부가가 었다. 또
일제 때 발매된 유성기 음반에는 申守德。] 부른 무가가 여러 장 보이는데 여기에 이
런 살풀이장단으로 된 무가가 취입된 것이 있다.

은산별신굿 보유자 이어인연의 살풀이무가의 리듬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李어인년 祝願歌30)

(1)

(2)
(3)

o;o--;...... cc
;물색도;- 장히 /좋다-;---; ............ ;‘00 ’ 0;- ‘0011 ’ 00-;- - - ; ...... cc
;산-새/도장히 /좋다-;---; ......... : ..... ;‘00 ’ 0;0 ‘0011 ’00-;- --;…… cc
;좌우산/천올 -11 바라보/니 - - ;

............ …/’00 ’0;0 ‘0011 ’00 ‘

(4) ; - - - ; - - - ; ; - - - ; - - - ;
〈중략〉

;‘00 ’0;0‘0011 ’00-;- --;…… cc
......•........... ;‘00 ’ 0;0 ‘0011 ’ 000;‘OOO; ...... CA

(1 8)

;장자봉/이비쳤/으니 - ; - - - ; ...............

(1 9)

;거부장/자가 -11 날거 -;로다-;

30) 웰홉榮， 李빼亨， “恩山別神양의 音樂的 꿈F究”， 「民族音樂 創刊鏡 J( 서울 : 서울대학교 옴악대학
동양옴악연구소，

1977) ,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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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00 ‘ 0/0’00 ,,1 ‘00-/- - -;. ..... CC

(20)

/충신봉/이 비 쳤 /으니

(21)

/백 -대/장자가/날겼-/이요-/

................../’‘ 000/’ 000 ,,1 ‘ OOO/'OOO/ ...... AA

이어인연의 축원가에 나타난 장단 길이 리듭형을 勢대로 나누어 보면 제
제

장단까지는 CC 형 으로 일관하고 제

15

교차되고 제

20

장단에서 CC 형되고 제

21

16

장단부터

제

19

1 장단에서

장단까지는 CC 과 CA 형 이

장단에서 AA 형으로 여미고 있다.

신수덕이 부른 살풀이 무가의 리듬형은 다음과 같다.

申守德 南道필歌 지도서 31)

(1)

/천지는/-언제 /나며

- / ___ / ........ ó ••• /’ 00 ’0/- ‘ 00/’00- ,,1---/…… CC

(2) / - - - / - - - ，，1- 국치/사--/

………/- - -/- -- ð--O/OO-/ ...... DD

(3) / - - - / - 아 -，，1 하- 아/---/ ......... /---/-O-//O-O/---/ ...... DD

(4)

/아- 하/하아 -，，1 아하-/아아-/

............ /‘0-0 /, 00- ,,1 ‘00-/’OO-/ ...... AA

(5) / - - 언/-제 -//난고-/---/ ......... /--‘0/- ’0- ,,1 ‘ 00-/- - -;. ..... CC
............ /---/’ 00- ,,1‘ 000/’ OO-;. ..... AA

(6)

/---/천일 -，，1 생 기토/하야-/

(7)

/북방먼/저생긴 /후으-/---/ ............... /‘ 00’0/0‘ 00# ’00-/--

- / ...... CC

(8) /---/---//음양으/로배합/ ...........• / - - - / - - - , , 1 ‘00’ 0/0 ‘OO/ ...... CC

(9)
(1 0)

/하니

cc
…............/‘ 00-/- ’00 ,,1 ‘00’0/0‘OO/ ...... cc

- / - 하늘/은-삼/십삼천/ ............... /’ 00-/- ‘ 00// ’0- ‘ 0/0’ 00/ ... …

/땅은-/- 이십 /팔수왕/하시고/

신수덕의 축원가에 나타난 살풀이

리듬형은 cc 형이 주기 되고 가끔씩 AA 형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인연의 살풀이 무가나 신수덕의 살풀이 무가의 리
듬형이 CC 형이 주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지영회나 박병천이 살풀이 고형을 CC 형으로
치는 것이 이런 무가의 리듬형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인년이나 신수덕

이나 끝은 AA 로 여미는데 박병천에 의하면 살풀이장단의 장구 연주도 끝에는 「덩
다/덩기덕/덕딱-/딱 --J 하고 마친다고 한다.

31)

申守德，Æ.歌， 지도서
샘플러

Victor KJ-1055( 유성기 음반)， 서울음반에서 「빅터 유성기 읍반 시리즈

I SRCD- 1l 58-9 J ,

CD 로 복제되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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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리듬型과 鼓型의 農能

앞에서 살펴 본대로 한국민속옴악에는 羅州 시집살이
갖는 리듭型이 한 가지만 있어

민요와 같이 鼓型의 길이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기민요

군밤타령이나 판소리 春香歌 기산영수의 경우과 같이 리듭형이 몇 가지가 있어 이것
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소리에서 장단，
길이， 리듭형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蘇說이 몇 장단올 두고 句節을 이룰지라도 리듭형
온 장단 단위로 끊어질 뽑 몇 개의 리듬형이 모여 리듭句節올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리듭형이 여러 가지로 나올 때 이들 리듭형은 사껄이 몇 장단을 두고 구절을 이

루듯 리틈형들이 어떤 훨리로 구성되어 구절올 이루는 수도 있올 것이다. 만일 리틈형
이 몇 개가 모여 구절올 이룬다면 그 리듬형들온 蘇說句節의 起承傳結과 같이 音樂句

節의 起承傳結올 이루는 저마다 서로 다른 音機能을 지니는 수도 있올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리룹형의 音機能을 두고 음악인들이 이르는 홉統的인 用語들이

있올

법하다.

이런 리듭형의 음 기농에 대하여 물어 보면 어느 음악인이나 다 말이 있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한 리듭형이 반복되는 음악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인들에게서는 찾
기 어렵고 보다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리듬형이 나타나는 판소리나 산조나 농악과 같

은 음악부문올 전문으로 하는 음악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근래에 판소리 名唱들이나
鼓手들은 흔히

「소리가 맺고 푸는데 따라 북올 가려친다」고 한다. 여기에서 鼓手가

북을 가려친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소리의 맺는 기농올 갖는 리듬형과 푸는 기농올
갖는 리듭형이 나옴에 따라 고수가 맺는 기능을 갖는 고형을 치고 푸는 기능올 갖는

鼓型올 친다고 할 수 있다. 소리가 맺고 푼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소리에 리듬형
이나 선율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본 논문은 장단의

리듬형올 다루는

것인만큼 소리에 나타난 族律型에 관한 것온 다루지 않고 소리의 리듬형과 고수가 치
는 고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소리에 맺는 리듬형과 푸는 리듬형이 있는 것인가? 판소리 명창과 고수들의 이야기
를 들어 보면 판소리에는 맺는데와 푸는데가 있다 한다. 그 예를 물어 보면 金命煥 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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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와 같은 이는 春香홉J::$城歐에서 저 끝에 「한생 연분」하는 刻에서는 소리가 맺는다
고 하며 「만나볼까」하고 끝나는 刻에서는 푼다고 하였다. 그런테 고로 명창들의 이야
기로는 소리의 맺고 푸는 機能옮은 근래에 「판소리 진양 24 박론」에서 나온 것이라 한
다. 실제로 명창들이나 고수에게 물어 보면 진양과 같이 느린 장단에서는 맺고 푸는

각올 분명히 꼬집어

말해주고 있지만 중중모리나 자진모리와 같이 빠른 장단에서는

맺는 각과 푸는 각에 대하여 꼬집어 내어 구별지어 주는 예를 볼 수 없고 그대신 소
리의 달고 맺는 대목에 대한 것온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고 보면 맺고 푸는 진양 24 박론이 나오기 전에 달고 맺는 리듭형의 기능에 대

한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민속악인들끼리는 중중모리나 자진모
리 장단으로 된 음악의 달고 맺는 기능에 대한 음악적 개념이 이미 혼히 통용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럼 맺는 기놓올 갖는 리듬형과 다는 기농올 갖는 리듭형이 어떻게 다

른 것인가?

필자는 맺는 기능을 갖는 리틈형의 형태와 이에 상대 개념인 다는 기능을 갖는 리
틈형의 형태를 극명하게 구별하여 보여 주는 실예를 現地調훌에서 보았다. 1980년에

전라북도 임실군 江律面 筆峰里에 전숭되는 농악을 조사 한 척이 있는데 펼봉리에는
고깔벅구만 있지

채상벅구가 없었으므로 他地에서 채상벅구를 초청하였다. 총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상죄와 채상벅구캡이가 개인적으로 마추어 보는 試演올 판찰할 수 있

었다. 상쇠

梁!煩龍이

긴삼채굿 (3 소박 여늬

빠른 4 박자)을 「갱-개/갱매개/갱-개/

갱매개」 하고 같온 리듬형올 반복하여 쳤고 벅구챔이는 그 팽과리가락에 마추어 상모

를 뱅뱅 툴리며 한참 놀다 말고 상죄에게 「채상올 세울 때 그렇게 달고만 가면 어떻
게 혀. 맺어주어야지」 하고 항의하는 것이었다. 상쇠는 허허 웃고 「참 그렇던가」 하고
나서 위와 갈이 팽파리가락을 반복하여 치다가 벅구가 채상을 세울 때마다 「개쟁-/

갱매개/갱-햇 /---J 하고 리틈형올 바꾸어쳤다. 이

실연에서 「갱-개/갱매개/

갱-개/갱매개」 하고 치는 것온 다는 기능을 갖는 리듭형이고 「개갱-/갱매개/갱
갯 /---J 하고 치는 것온 맺는 기능을 갖는 리듭형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팽과리의 「개갱-/갱매갱/갱-갯/--- J 하는 리듭형이 맺는 기능을 갖는 것으
로 봐서 앞 章에서 가려본 타령장단의 「‘0--/’O-Oð ‘0- ’0/--- J 하는 리듭형온

맺는 기놓올 갖는 리듭형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중중모리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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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 하는

리듭형이라든가 굿거리에서

「’0-01‘OOOð ’00‘OIO---j 하는 리듭형과

같이 AB 형으로 된 리듭형이 맺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맺는다는 것온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 본 〈춘향가〉의
보면 기 산연수의 체

2, 4, 6, 9,

「기산연수」나 「훈향 어머니 나오는 대목」에

13 장단의 사껄 이

「놀고 j ， r 놀아 있고 j ， r 놀았으니 j ,

「일러라」하는 것과 「춘향모 나오는 대목」의 제 2 , 6 , 9 장단의 사셜이 「나와 j ， r 나온
다 j ， r 이로구나」하고 사셜구절도 段落올 짓고 또 선율구철도 단락올 짓는데 이때 단
락짓는 리듭형이 주로

AB , CB로 되어 었는 것으로 봐서 「맺는다」는 것온 단락올 짓

는 것이라는 것올 알 수 있고 또 맺는 기능올 갖는 리듭형은

AB , CB 와 같은 리틈형

인 것올 알 수 었다. 그려고 AB 와 CB가 앞은 다르나 뒤가 모두 B로 되어 있는 것으
로 볼때 맺는 기농온 리듬형의 후반 B 에서 이루짐올 알 수 있다.

前章에서 살펴 본 살풀이 무가에는 보이지 않지만 朴秉주과 張德化에 의하면 살풀
이춤에서 춤이 맺을 때에 장고도 굿거리 맺는 대목과 비슷하게 맺는다고 말하는 것으

로 봐서 살풀이에도 맺는 기농올 갖는 리듭형이나 고형이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팽과리의 「갱-개/갱매갱/갱-개/갱매갱」 하는 리틈형이 다
는 기놓을 갖다고 한다면 前章에서 살펴 본 굿거리장단으로 된 읍악의 「‘0-01’0001‘0

-01’ 00- j 하는

리듬형이라든가， 중중모리장단으로 된 음악의

「‘0-01’0-01‘0-01’0

-Oj 하는 리틈형이라든가 타령장단으로 된 음악의 「‘00-1’0-0/‘0001’O-Oj 하는 리
듬형과 같이 AA 형으로 된 리듬형은 다는 기농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춘향가의 중충모리 두 대목에서 보았듯이 단락이 지는 대목과 대목의 사이에 이어
지는 대목들의 리듭형온

AA , CA , AC , CC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단다」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A , CA , AC , CC 형도 다는 기놓을 가지는 리틈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맺는 려듭형온 후반이 B로 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과 같이 다는 리듭형도 후반의 리듭 형태에 기인한다면 후반이 A 나 C로 되어 있는
것은 다는 기능올 가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살풀이 무가에 많이 보이

는 CC 형의 리듭형도 다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해셜서에는 장단의 훌훌型들올 대개 하나씩만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회 본 바와 같
이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풀이와 같은 창단으로 된 음악에는 다는 기능을 가지는
리듭형도 있고 맺는 기놓을 갖는 리듭형도 있는데 해셜서에 하나만 제시된 훌훌型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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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인가 맺는 형인가? 그리고 어쩨하여 어느 장단온 다는 고형을 선택하였고 어느
장단은 맺는 리듭형올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다같이 맺는 고형이라든가 다는 고형이

라 할지라도 鼓型의 音型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온 무엇 때문인가?
前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타령장단으로 제시된 「덩--/링-기덕/댐-딱/-
-J 하는 고형이라던가 중중모리장단으로 제시된
는 고형의

「덩궁딱/궁딱딱/궁궁척/궁-궁」하

리듭형은 AB 형이므로 맺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굿거리장단으로

제시된 「덩-기《덕/궁더(르르A르르/당-기덕/궁딱 -J 하는 고형의
고. 살풀이장단의

리듭형은 AB 형이

「궁-닥《기/딱궁닥《기/팍궁닥《기/딱궁닥‘구」하는 고형의

리듬형은

CC 형이므로 모두 다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령과 중중모리장단의 경우

에는 맺는 기능을 갖는 鼓型을 제시한 것이고 굿거리와 살풀이창단의 고형은 다는 기
능올 갖는 고형올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렴 어쩌하여 타령과 중중모리는 맺는 기능을 갖는 고형올 제시하고 굿거리와 살
풀이는 다는 기농올 갖는 고형올 제시하게 되는가? 前章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리의 내드륨이 혼히 그런 고형으로 된 것올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춘향가 기생점고

의 내드름은 「조-운/모-우/양대선/이 - - J r ‘0-0/’0-0#‘00’0/0-

-

J 하여 그 리

듬형이 AB로 된 것처럼 중중모리장단으로 된 소리의 내드름온 맺는 기농올 갖는 형
이 많고， 한강수타령의 내드름은 「한--/강 --11 수우우/요호

J ， r ‘ 0--/’ 0--#

‘ 000/’ 00- J 하여 그 리듬형이 AA 로 된 것처럼 굿거리장단으로 된 소리의 내드륨은
다는 기능올 갖는 형이 많고 군밤타령의 내드름은 「바--/람-이/분-다/- - J , r ’

0--/‘0-0#‘0- ’0/-- 이

J 하여 그 리듬형이 AB로 된 것처럼 맺는 기능을 갖는 형

많고， 은산별신굿 축원가의

‘0011 ’00‘0/0- -

내드름은 「좌우산/천올-#바라보/니

J ， r ‘00’0/0

J 하여 그 리듬형이 언듯 CB로 된 것 같지만 살풀이형 말부첨새로 보

아서 CC로 되어 다는 기능올 갖는 형이 많음올 알 수 있다.
또 소리의 전체 리듬형을 두고 봐도 타령과 중중모리창단올 굿거리와 살풀이장단에

비교하여 보면 타령과 중중모리 장단은 굿거리와 살풀이창단보다 맺는 기농올 갖는
리틈형이 많고 굿거리와 살풀이장단은 타령과 중중모리장단보다 다는 리틈형이 많은
것올 볼 수 었다.
타령과 중중모리 고형은 모두 맺는 기눔을 갖는 리듭형 AB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

”m

형이 전반 즉 제

었고 후반 즉 제

1,

2 박에는 各拍의 제 l 小拍에 勢가 있게 「덩」이나 「궁」을 치게 되

3 박의 제 l 소박에는 세가 있어 「덩」이나 「궁」을 치고 제 3 소박에도

세가 있어 「척」하고 세게 치고 제 4 박의 제 1 소박에는 세가 없어 안 치거나 궁을 가
만히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같이 맺는 기능올 갖는 리듭형으로 고형을 삼았을지라도 타령의 고형은 「덩-
/덩 --jj 덩-기《덕/-- J 또는 「덩--/덩 --/1 척-척 /---J 하고 치고 중중모리

고형은 「덩궁딱/궁딱딱/궁궁척/궁-궁」하고 서로 音形올 달리 치는 것인가? 타령장

단으로 된 군밤타령의 내드름 「너--/는 --/J 에서 볼 수 있듯이 맺는 기능을 갖는
리듬형의 전반에서는 각박의 제 1 소박에 말이 불고 다른 소박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덩--/덩 --J 하고 고형을 치는 것이고 충중모리장단으로 된 妹生，렐考
의 내드름 「조-운/모-우」에서 불 수 있듯이 맺는 기능올 갖는 리듭형의 전반에서
각박의 제

1,

3 소박에 말이 불기 때문에 「덩 -딱/궁-딱」하고 치는 것인데 근래에 고

수들이 북을 가르철 때 제자들에게 소박을 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빈 소박올 채워

「덩궁딱/궁딱딱」 하고 치게 된 것올 고형으로 삼은 것이라 한다.

타령 장단으로 된 군밤타령의 내드름 「처 -녀 /---J 에서 볼 수 있듯이 맺는 기능
올 갖는 리듬형의 후반 즉 제 .3 ， 4 박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

3

박의 제

1,

3 소박에 말이 불고 제 2 소박과 제 4 박에서는 말이 전혀 불지 않기 때문에 「척-척/
--J 하고 제 3 박의 제

1, 3 소박에 「척」을 채로 크게 치는 것이고 ·중중모리장단으로

된 기생점고의 내드름 「양대선/이-- J 에서 볼 수 있듯이 맺는 기능올 갖는 리듬형의
후반 즉 제

3 , 4 박에서는 제 3 박의 제 1, 2, 3 소박에 말이 봐고 제 4 박에서는 제 1 소

박에 말이 불는데 제

3 박의

제

1,

3 소박에 세가 있고 제

4 박의

제

1 소박에는

세가 없

기 때문에 「궁궁척/궁-궁」하고 치는 것을 고형으로 삼은 것이라 할 것이다.
타령의 고형과 중중모리 고형에서 맺는 대목의 주법이 다른데 이는 소리의 말부첨
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두 음형 사이에는 맺는 기능의 차이는 있는 것인가? 필봉리 상

쇠가 챙과리의 맺는 리듭형을 「갱-개/갱매개/갱-껏 /---J 하고 치는 것과 훈향
가 중중모리에서 맺는 리듬형 「조←운/모-우/양-대/선 --J 하고 맺올 것을 조상
현은 「조-운/모-우/양대선 /---J 하고 맺는 것은 타령으로 맺는 리듬형에 가깝

게 되었는데 조상현이 맺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타령형으로 고쳐 맺는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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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중모리로 제시된 고형보다 타령으로 제시된 고형과 같은 리듭형이 맺는 기놓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소리 중중모리 대목에서 고수가 맺는 기농이 강
조 될 때에는 「덩--/궁--//궁궁척/궁 --J 하는 흔히 제시되는 고형보다 「텅

-/궁--//척-척/--- J 하는 고형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맺는 기능이 강한 타령으로 된 민요에도 「바--/람-이/분-다/-
-J 를 「바--/랍-이/분--/다-- J 로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 후자에도 맺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본디 후자와 같이 맺었던 것을 맺는 기능올 강조하기

위해서 전자와 같은 리듬형으로 바꾸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굿거리와 살풀이는 다는 기능을 갖는 리듬형을 고형으로 삼은 점에서 같지만 고형
의 음형은 사뭇 다르다

r 한--/강--//수우우/야랴 -J 하는 굿거리창단으로 된 한

강수타령의 내드름에는 다는 기능을 갖는 리듭형으로 되었다. 여기에서는 후반 즉 제
3 ， 4 박에 말이 「수우우/요호 -J 하는 대목에서는 소리와 「궁-기《덕/궁닥 -J 하는 고
형의 리듬 및 음형이 일치하지만 전반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아무래도 「에루화/뱃

노리/가잔-/다하 -J 하는 것과 같이 중간에 나오는 소리의 다는 기능을 갖는 리틈

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대목 소리의 「에루화/뱃노리」와 같이 꽉 채인 리듬이
「궁-기‘덕/궁더‘르르‘르」와 같은 고형의 음형을 쓰는 동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앞에서 살회 본 바와 같이 「화우산/천을 -1/ 바라보/니 --J 하는 온산별신 축원가

의 내드롬에서 불 수 있듯이 살풀이필歌는 勢로 화서 「화우/산천/올 -1/ 바라/보니/
-

-/- -

J

하고 2 小拍 단위로 세가 있는 리듭이 많기 때문에 朴秉千은 鼓型이 「상도

《리’돈/돈‘닷돈/’도《리도《리‘돈/돈’닷돈」 하지만 실제 셰는 「상도《 리/돈돈/닷돈/도

( 리도( 리/돈돈/닷도」 하여 2 소박 단위로 세가 있는 고형올 쓰는 것으로 보이며 소
리가 各 小拍마다 꽉꽉 채우기 때문에 鼓型도 小拍마다 한두 점이 들어가는 音形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팽파리에서 다는 려듭형올 「갱-개/갱매갱/갱-개/갱매갱」 하고 치는 것으로 봐서
굿거리창단으로

제시된

「덩-기《벅/궁더《르르‘르/궁-기《덕/궁딱 -J

하는 鼓型보다

「덩 -기‘덕/궁더《르르《르/궁-기‘덕/궁더《르르《르」 하는 고형이 더욱 다는 기능이 강

한 것이고 살풀이장단으로 제시된 「덩-기-덕/딱궁-/궁-기《되/딱궁 -J 하는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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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궁-닥《기/딱궁닥《기/팍궁닥‘기/딱궁닥《구」 하는 고형이 더욱 다는 기놓을 갖

는다 할 것이다

소리가 맺고 푼다고 할때 푼다는 기눔을 갖는 리듭형은 어떤 것인가? 명고수 김명
환온 판소리 진양은 6 박올 한 刻으로 하고 3 각， 4 각 또는 5각이 한장단이 되는 것이

지만 4 각 즉 24 박을 한 장단으로 꼽을 때가 가장 전형척이며 이때 고형의 첫째각에서
는 「낸다(起)-인다-민다」고 하여 제 5, 6 박에 채로 북의 앞쪽 半쳤l 자리률 좀 셰게
치고， 둘째각에서는 「단다(景-承 )J 고 하여 제 5 , 6 박에 채로 북의 꼭대기 오른편 갓
梅花點자리를 굴려 치고， 셋째각에서는 「맺는다(結 )J 고 하고 제 5 박에만 채로 북통의

욕대기 한 가운데 온刻자리를 셰게 치며， 넷째각에서는 「푼다(解 )J 고 하여 제 5, 6 박
에 왼손바닥으로 뒷손자리(궁면)를 굴려 친다고 한다 32)

우리는 여기에서 소리의 리듭형에는 달고 맺는 기능 밖에도 내는 기농과 푸는 기능

이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鼓型에서도 기능에 따라 반각자리， 매화점자리，

온각자리， 뒷손(궁편) 이렇게 가려 쳐서 기능에 따른 演奏音形이 있는 것올 알 수 있
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판소리에서 이런 헐景結解라 하여 내고 달고 맺고 푸는 機
能理짧은 진양장단의 발전에 따른 근대에 생긴 것이지 판소리 발생기에는 진양장단올
쓰지도 않았고 또 조선 순조 .판소리에서 진양을 처음 쓸 때에는 6 박으로 쳤다 한다.
그러니 이런 이론은 극도로 이론화된 고수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고수들은 다는 기능과 맺 기능만을 가려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내는 기능은 무엇인가? 음악에서 어느 대목올 처음 제시할 때 내는 가락올 「내는

가락」이라는 뭇으로 「내드릅」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내드륨이 내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었다. 판소리의 경우는 내드륨을 분명히 내지 않으면 고수가 장단올 가려낼 수

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드릅은 분명히 낸다고 한다. 내드륨올 분명히 낸다는 것은 무
엇인가? 丁貞烈의 短~iffi톨훌1Il의 내드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명창이 있다. 정정렬

의

적벽부 내드름

「임-/술-/지 -11 추칠/월-/- -11--/- -/--11 기-/망-/

에 -J 에서 「기망에」가 내드릅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중중모리 리듭형으로
바꾸면 「‘000/’000/---/‘OOOJ 로 되어 AA 형으로 다는 기능올 갖는다 하겠다. 그렇
다면 내드름이 제대로 된 다른 短歌로 萬古江山파 톨淡風輕의 내드름을 보면 「만-/

32)

李빼亨

r 판소리 鼓法(

1,

n , m)J ,

文化財 쩨 10 ， 11 ， 12 호(문화재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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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978).

고-/강 -11 산 -/--/--11 유-/랍-/할-//제 - / - - / - - J 나

「운-/담-/풍

/경 -/--/--11 근-/오-/천 -II--/--/--J 로 되는데 이률 중중모리로 바

꾸면 「’00 ‘0/0-

-/‘ 00 ’ 0/0- - J 로 되어 BB 형으로 맺는 기능을 갖는 리듭형임올 알

수 있다. 내드륨은 맺는 기농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판소리의 내드륨윤
대부분 맺는 리듭형으로 되어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수는 내드름에서 맺는 鼓型올 치되 중모리의 제 9 박， 중중모리나 자진모
리의 제 3 박의 제 3 소박에 맺는 기능올 갖는 장단에서 처럼 온刻자리툴 크게 치는 것
이 아니고 半刻자리를 조금만 크게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는 기농을 갖는 리 듬형 즉

AA , BA , CA , AC ,

CC 형 에서 3 소박 4 박자형 장단의

제 4 박에는 대개 끝소박까지 음이 채워지는데 고형온 제 3 박， 쩨 3 소박에 온찢l 을 크
게 치지

않고 제 4 박에 「더르르르」 하는 겹가락으로 끝박올 채운다. 북에서는 「또드

락」 하고 매화점올 굴려 친다.

맺는 기놓을 갖는 리듭형 즉
데

이때 고형은 채편올 크게

AB , BB,

CB 형에서는 제 3 박의 제 3 小拍에 세가 있는

친다. 북에서는 제 3 박의

제 3 小拍에 온刻자리를 채로

크게 친다. 그리고 제 4 박은 음이 비어 있으므로 또드락을 치지 않고 뒷손으로 푼다.

푸는 기능을 갖는 리듬형에 대한 것은 분명하지 않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푸는
기능론은 진양장단에서 나온 것이고 푸는 刻에 고수는 북의 뒷손올 굴려치는 것이지
만 진양 말고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같온 빠른 장단에서도 푸는 기농올 갖는 리듭형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진양으로 봐서 푸는 기능올 갖는 리듭형은 반드시 맺는 리틈형 다
음에 나타나야 하는데 진양 이외의 장단에서는 맺는 기농올 갖는 리듬형 다옴에 다른

리듭형이 나오는 예가 드블기 때문이다. 농악에서 「갱-개/캔지개/갱-개/캔지재」 하
고 덩덕궁이(자진모리)로 몰아가다가 「개갱-/갱매개/개-껏 /---J 하고 맺은 다
음에 「갱--/개《르르(르르‘르/갱 --/---J 하고 여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맺

는 기능올 갖는 리듭형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푸는 기능올 갖는 리듬형이라 볼 수 있

지만 과연 이것이 푸는 기능올 갖는지 아니면 다시 맺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羅州 시집살이 民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음악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맺는
리듭형이 연속 나오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달고 맺는 것을 따질 수가 없다. 리듭형

의 변화에 의한 구절온 한 장단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중모리장단의 활型율 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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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안에서 每 大鋼마다 내고， 달고， 맺고， 푸는 音形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면

이런 장단에서는 한 장단 안에서 맺고 푸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는 형
과 맺는 리듬형이 교차될 때에는 앞 장단에서

다는 기놓올 뒷창단에서 맺는 기놓올

갖는 리듭형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장단에 걸쳐서 달고 가다가 맺올 경우

에는 첫장단이 맺는 리듬형이면 이는 내는 구실을 할 것이고， 중간 장단에서는 다는
리듬형이 이어 나올 것이고 끝에는 맺는 리듬형이 나올 것이다.
자진모리에서는 맺기 전에 이른바 굴리는 가락이 나오는데 이는 대개 勢로 보아

C

형이 끼이는 수가 많다. 진양이나 중모리와 같이 느련 장단에서는 달고 맺는데 數長短
에 그치지만 자진모리의 경우에는 여러 장단에 걸쳐서 달고 맺는데 내고(起)， 달고
(承)， 굴리고(뺑)， 맺고(結)， 풀고(解)하는 경우에는 리륨형이 다채롭게 변한다 할 것
이다.

이런 리듬형의 변화에 따른 고형의 변화는 중중모리 밖에도 굿거리나 타령 살풀이
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었다. 창부타령 반주에서 보듯이 굿거리는 다는 고형으로
되었지만 리듭형이

맺올 때에는 고수가 중중모리나 타령과 같은 고형으로 반주하며

타령은 맺는 고형으로 되었지만 자진방아타령에서 볼 수 있듯이 소리가 달고 갈 때에
고수는 자진굿거리 고형과 같이 다는 고형으로 반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 자진모리形 장단의 훌훌型

중중모리로 된 자진농부가롤 몰면 자진모리로 된 자진자진농부가로 바뀐다. 또 三
웰六角

굿거리를 몰면 자진굿거리로 바뀌는데

이때 자진굿거리를 자진모리장단이라

이르기도 한다. 살풀이춤이나 시나위 연주에서 살풀이 장단을 몰아가다가 자진모리장
단으로 된 자진살풀이를 연주한다. 중중모리와 굿거리와 살풀이는 그 주된 리듭형이

다르고 음형이 다르기 때문에 고형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니 중중모리를 몰아친 자
진모리와 굿거리를 몰아친 자진모리와 살풀이를 몰아친 자진모리의 경우에도 서로 음
악의 리틈형이 다롤 것이니 고형도 서로 다를 것이나 지금 국악해설서에서 자진모리
는 싸잡아셔 하나로 고형을 삼고 있다. 긴타령올 몰아친 자진타령(북는타령)의 고형

이 긴타령과 같온 것과 같이 충중모리， 굿거리， 살풀이장단이 몰아 친 자진모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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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다른 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악해설서에 실련 자진모리 고형은 다음과 같다.

(1)

/덩-닥/궁으《딱궁/궁-닥/궁으《딱궁/

............ 한만영，

김기수， 서한범， 이성천

(2) /덩-닥/궁딱-/궁-척/둥딱-/ ......... 한만영， 박기환， 서한범， 이성천， 이재숙

(3)

/덩 --/---/궁-딱/궁--/ ......................................................... 유신

(4)

/덩 --/궁딱궁/덩 --/궁딱궁/

...•....•........•............•....•......•.......•...... 유신

(5)

/당-딱/궁-딱/궁-딱/궁--/

.........•....•..................... ……… ..•...•.. 김기수

(6)

/덩 --/궁--/궁-척/궁--/ ...........................•.............•.....•... …김명환

위 鼓型을 살회

보면 (1),

(2) ,

(4) 는 AA 로 다는 형이고

(3) , (5) ,

(6) 온 AB로

맺는 형이다. 그러고 보면 전자는 자진굿거리나 자진살풀이 고형에 합당한 것이고 후

자는 판소리나 산조의 자진모리 즉 중중모리를 모아 친 자진모리의 鼓型에 합당하다
하겠다. 굿거리 고형과 살풀이 고형은 음형이 다르므로 (1)은 각 소박에 가락올 채우
는 자진살풀이 고형에 합당할 것이고 (2) 는 자진굿거리 고형에 합당할 것이다.

v.

맺는말

한국음악에 쓰이는 장단은 박자， 빠르기， 리듬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음

악용어라고 할 때 장단의 리듬형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먼저 중중모
리， 굿거리， 타령， 살풀이와 같이 3 소박 느린 4 박자로 되어 같은 박자에 같은 빠르기
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구별되는 장단의

리듬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음악의

리듬형과 장고나 북의 반주로 연주되는 리듬형을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를 鼓型이라고
불렀다.

장단의 리듬형은 고형 길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고형의 리듬형이 前 • 後半에 勞
(액슨트)대로 나누어지는대로 음악의 장단 길이 리듭형도 전 • 후반의 勞대로 나누어
보니 각박의 제 1 小拍에 세가 있고 툴째박 제 3 소박에 사셜이 채워지는 A 형， 첫째박
의 제

1,

3 소박에 세가 있고 둘째박에는 셰가 없고 제 3 소박에 사설이 비어있는 B 형，

첫째박의 제

1 , 3 소박에 세가 있고 둘째박의 제 2 소박에 세가 있는 C 형으로 추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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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

리듬형은 세로 보아 AB 형이 많고 음형은 잔가락이

적고， 굿거리

리듭형은

세로 보아 AA 형이 많고 음형은 잔가락이 많고 찰풀이는 세로 보아 cc 형이 많고 음

이 춤춤이 엮어져 있다. 타령은 AA 형과 AB 형이 고루 있음을 알았다.
이런 리듭형올 두고 음악인들은 音機能올 말하여
기능이

있다고 하고 AB 형은 맺는 기능이

왔는데 AA 형이나 cc 형은 다는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음악 해셜서에

제시된 장단의 鼓型올 그 장단으로 된 음악의 리듬형과 비교하여 보면 중중모리는 맺

는 기능올 갖는 리듬형에 잔가락이 적은 音形올， 타령은 맺는 기능을 갖는 리듬형에

음올 솜아낸 음형을， 굿거리는 다는 기능을 갖는 리듬형에 잔가락이 많은 음형을， 살
풀이는 다는 기능을 갖는 리듬형에 每小拍마다 음올 츰춤히 박는 음형을 鼓型으로 삼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음악의 반주에서 鼓手는 리듭형의 기놓 변화에
고형을 달리하여 장고나 북올 치는 것을 알았다. 음악인들이 달고 맺는다던가 또는 맺
고 푼다고 일러왔던 것이 이런 리듭형의 기능 변화를 두고 이르는 것을 알았다. 그리
고 긴타령과 자진타령의

고형이

같듯이

중중모리와 자진중중모리(자진모리)， 굿거리

와 자진굿거리， 살풀이와 자진살풀이는 서로 고형이 같아야 하며 모두 싸잡아서 자진

모리로 고형율 통일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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