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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face 

Pansori is a traditional art. However. it may Ix: ;tiIlldt as !he art of today. 

Pansori was designated '" a nationally important intangibk cultW'J.i prop:o:rry 

in 1964. (Chtlnhl"'Ilg-ga), (Shimchoong-Jl'l). (Heunglm.ga). (Sul,'llIlg.ga) amJ 

(Jcokbyook·ga) were the repertoires of it. 12 "i"-'ler were designated .s the 

OWrK'IS of them. Fud>ermore Pansori "'"" selected as a World Oral and 

IntangLble Heritage Ma5lcrphx, of Humanity by lTh'ESCO in 2003. So the 

preselVauon of P:m<OIi a, d"-,,icaJ art ha; no problem in thcse' Ja)'s. 

The only pmhlem L, that it can Ix: the art of today. 



.Many poople regard as ¥.lnsori still ali,..,. SU1&in~ p.nSOfl songs event; from 

beginning [0 end are w.knlg place 10 times. Y"'" at the ,,'ationa! Theatre. 5 

times a yea, .t the National Korea TmditiOfl,1 ~j"s;c /W.emb!y. An<! many large 

and ,rrull porformanc::cs "'" taking pllce ,oday. In some sense il looks like • 

living art. Contr-M}' to tID. some people belie>e that Qmnggeuk ('lI-~) made at 

early times w,a., the 'Uc<'"<."SSill of Pan>OIi. And many new Pansori songs are 

being "",de by young singers in these days. 

\\'hen time is wme. any art disappe;lr or is changed as new one. But Pano;ori 

wasn't completely fume<! imo Changgeuk. I, is still in keeping "ith the artistic 

life. Pano;ori d=n't have the artistic hdr yet. 

2. Pansori culture change from 19 (0 20 century 

1) A change in sing"'" 

Pan.<;rui had been the ""ng of Gwangdae (;;;}I11. an official and hereditory 

enterw.U1er gro1.lp by J<=n dyruL-rry in Korea) by 19th cmtmy. 11", identity of 

a group of Gw"ngdae was that "'lIS =)Xl<1SLbIe to officially upooming folk arc.. 

So vast group of people who had a ability of SlfJging had sung for their lifetime. 

Pan.<;rui IS sung by the peDplc who Jove ~ in the 2Cili c<''IllW}". Fed free [0 

do other things that tbey ""illt to do at any lime. 

2) A chan!,'", in "wk 

I'j"e works, (Chunhyang.ga}. (Shimcoc""'g'ga). (H"ungbu-ga). (SUb'llng·ga). 

and (Jeokbyeok.ga) were handed dow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se works U1 the oommunity shortly before the 19th century, holds {he 



contents of the ]""'-"QI) <I;=>"ty in the 20th century. 50 soon a., a new era of 

mo::lcmily they has bcc'Il Hmited by default. The performance space as a 

tmditiorul courtyard and open ,pace was reploced ""h interior space like 

theater. 

In 1902 Changgeuk s;mllar like Western Opet:l ,,<IS "",de at the new srage of 

theater. New work> has been made for the new style perfonnance. d,"rJAAUk. 

1m Jin-taek ,ung no,," Pansori (Ddongbada (shit sea» in doe 19S0s. Afre"",rd 

many groups for new Paru.ori like ·Soriyea",· (let'S open the world of p""sori) 

ha, sung many nL'W Pan",ri songs. According <0 " survey of " study I::erween 

1945 w 2004, there were 119 new Pansori songs that wc'" made. 

3) A change of possession culture 

The representative area of ""nsori perforrnanres was a fca>l of 

(fo<lgeo.geuPl"l' (those who passed the offidaJ exam) in dlC lr.\ditional soc:k<y. 

All dte people who ,VC!e bclongc'tl high dass and In", 0,,", gathered 10 th.! feast 

Ixx"ausc of that ceremony nature. So PansoM singers ""nted to get his name at 

that feast. MWlhew.yeoo (-It..~®. The Pansori singer tl,", go< his name from th~ 

high cb.~, people could sing in the front of King. He could gCl an offidal po>! 

that wa, just honorable one in that process. lIe "Iso could sing at the fca'" of 

the reception of Gw:mchal·s., who was the top posl of the ",won like 

PyeongarKio, IIw"nghae-do, Jeolb4. G),eonsang.co etc. 'Jho;se all were 1!ldeed 

the mosl glorious c>:peTIc'IlC."-' for those Pansori .singers ,,110 were ""'Y low cias:; 

people in that lime. 

But Panson was sung for the audience tim, p"id admis:;ion psy at the theater. 

And Panson L, gradually disappearing from d,e spol of lhc thea",,,, by the new 

modem popular petforming arts 



3. 11le way Pansori should go today 

Above all thinW; dearly >how the ...."y P,,1lSOfI shoulJ b'" today, 11"" is to 

;peak, make shOlt Iync song> that are related with the style of Pansori, dm! is 

to .peak, make new Pansori, that is '0 speak, make &lCCeSSful Changg"'uk. In 

tlie c()ffi'enlional Pansori world by thl, days, these Ihings were done, lea", 

troditiorud Pansori .ong; through teachers, "'[>eat them ,>gain and again in 

training ,enn, sin)I tho::l8e song; j""t like tlJeir teacher, and finally gel pubhc 

nomInation as their teacher>' ""C'="'. It is imJXl""<lbJe way. "hen we look 

Pansort as tile art of today. The effon should be do"" .t not only the traditional 

way but aha die new "jay that taok riili "' die making today new short lyrk 

soog.;, new Pansori soogs, und SllCCe;.oful Changg'-"uk, And the etnphs" should 

be laid at the latter activities. 

If we look at Pansori ju;t 'IS dassic art, there were no longer anything to 

worry about Pansori is the 0"" of natiooally impc>rtant intangible cullUml 

property and World lnt:>ng;h!e Cultural Heritage, SO these title, prot",ct the 

pr=rvation of Pansori. And even today many px>p!e learn Panson. How'->v'-~, 

when we look at Pansori as contemporary art in"""u of cl"1SSicaJ art, we should 

make new ruts that are the IlLW SlJcressors of l'ansori. Pansort always has 

WIDleJ to have its Pr<:lf>'f SlJ= by the beginrung of the modem period, the 

20th century. 



↑~，。얘기 연스혀 ó'-"I 'i!l용꾀 그 외101 ,•• 

19-20세기 판소리 문화 변동과 그 의미 

〈시 킥~ 

1 이g 양 
2. 19→씨1 연소허 용펴 뺑 

i 오능냥 옛소허가 *"' 깅 
4 냥는잉 

1 머리말 

슨태도 

잉u리는 상용 샤최펙 에승~，므~ 건웅 시3잉가 끝났으Ý. 어쩌연 예승” 생영을 

디엔 용연 중옥인지 오는다 그러나 @소이는 오늘닝에도 여진히 살아 잉는 에승호 

님。}있는 연。1 있디 

연소"는 ''"년 극가 증요 우앵운i꺼 a 지정익이 〈준"'if.7J.)， (싱경가')， (홍푸 

써 〈수궁가)， <씌역 l> 용 이용써} 진송 57H용1 앤개 "영의 ι유자 셜갱 으，-\;l.ll 

강 보존 전숭되고 있다 강은 소이껴도 각 계"'등의 "이가 고여원 것아마 또 연 

소리는~’j에유예스크。1 아류구견 잊 우영유간경착으호션갱되어 애사걱 우 

@굿예응종야ι 
1) ~'" 1;!.유j가 η영 얘다 



"2 ""~약 ~1J3~ 

형운i다 유잔&로도 장 iι전되고 있다 끄전 에슬표끼의 8소다익 보존 갱송에 때 

얘서는 이에 우잉항 영요가} 없어징 것이다 

운세는 연소g 가 전홍 영소혀호간 이용f꺼야 'B]-è-7}<제 "" 

상영수의 사영등은 안소려는 이객 성아 있는 예술표 여기 고 있다 국링극장에 써 

영간 '" 여 국영국악앤에셔도 연간 5펴 용 갱기어인 판쇼리 완창 용연。1 이혀1 고 

선욱쩍으오 수 않은 대소 꽁연들이 오늘냥예도 。 춰지고 있다 한옛 근때 iξ킹키 창 

극이 이루→1 이에 λ녕상 딴소리는갱묵으호"동싱어야’8아고주장8운 샤영도 

있마 장극옹 이응 여생극극이 요히려 생용획인 콩연용이었다는사g도 있다 그려 

고 오늘냥에는 ‘S억f 연소리 운용이라고 해서 정응 소"~을융 중심으로 새오，，~ 

소각등이 않이 안들어‘ 고 있다 그"서 영소"에서는 오능닝의 에융요서의 잉소디 

의 니용，，! 강j 갱극의 니아강 경 i 오늘날의 갱약 연소리 운용에 때한 논외를 이 

오우꺼속쩌으표이견지" 근애에는그동안P따 두었던 여성국극얘 대한논의을샤 

아저연어나고있다 

어엔 에융이응 시대가O때 연사라치거나 λ 표둔 시대에 연오잉 오융으로 선숭되 

잉잉생 싣!'>m~ ‘3씌 찌낙정 ‘~'I-% '1!, r안캉‘i여언어"생.’영샤 ，~ 쩌 
'J, '".기 사펴‘M-O)- ~쇼이젠 t없이윈j 셰j뼈깅m이=，서H，'신ν1죠의 
잉 격 잉센ψ↑용.성 ll'll"" 'o@쇼예」 끼n깅*여얘=ι 정%’경1석의 앙응 
g스g 의 ul 'iI" "잉이잉q，꺼n뺑소eω •• n씨 킹웅~， '21'1]71의 8씨 〈썽" '<f 
소써구j 셰1뺑소E야키 @찌 갱얘 '，"，.여 생 선?짜 구!C， ’엄혀영구J 애j뼈 

(양얘지@이 

n 서영 경극앙여의 얘으용 영양 앙냉 꺼;i!" '\'1:소혀안j 께2{/(w.ol<l"l얘 )끼) 깅얘，. ' 
강극의이재위인죠δε r양소이한j 깨생''"'뼈 19>3) 씨~， 'W의얘야옥 
j댁 영 ξ익R으~n아 거i싸 엿스허영우j 깨’정(야잉여겨 n씨 예잉이 r갱극의 엮 어 

에셔 갱극 J 이얘기생자 갱극 “Xl\!，악'Il'll"영싼;셔~h딩에，， "1 ..... 10월i 쩍극 
i-, 20021.깅8 엄씹으g의잉앙샌써힌얘언」 국앙중염i연 r써야씨의 
’극， 1영얀ι2찌영견. '갱유영영 〔얘앤ι ξ 중염상연 f빼시r애갱극 
성극파샌~이유I:!'ll， ''8'-'1-''i져뼈갱ζ 굿잉T".R장띤 f깨μ써의 ~，(연극 

• 인간 =, 
야 ，껴 '.，애스혀 λ[성의 Æ현흑갱이 주게여식"양얘구j 샤11(안스리여여 ,- 깅'1앙 

1양소이의뺑껴%위안쩌양조각영까아애bf양혀안j 애j總φ에 - 이쥬 
.'장사양스혀이 용강 ’‘ 깅써 ~，강m.에 .. 잉 여용 중잉으-"-，， '<f쐐구」 치In갱" 
소히.'여 => 

i 깅냉킹 1안걱얘엮사연.，(응국애용여응얘t애석ι1-1=l;'-， "꺼 *수잉 r히"'이얘 여 

성끔연우 ’ i셔져 8야잉후 8뺏 X이 



• .... 'O!.IPI 8스혀 g외 연용l 그 외이 1。

τ가 정다 그언에 딴소g 는 e얘 'b장기 갱극야 깅ig 앙식으호 연오를 λ 도었으나 

씬전'1 장극으로 앤산하지 잉요 아직 그 에융직 생냉융 꺼지하고 있으내 근대 초양 

기무터 시작진 장극도 이껴 그 양식어 갱에생을 확보하지 9하고 있다 순수 인간의 

공연용오는 갱극이 장극응 。 은 여생카걱에 완용히 ;<}~lξ 내준 혀도 있대 또 오늘 

ιi이 는 갱싹 잉소여 f웅이 잊어나 진흥 판소리의 샤대칙 안계용 운영'1 선언하여 

새표응 잉νi리 &용용 적7Hi싸고 있나 연소리는 조션 시대의 에슐。1"1아 오2냥까 

지 이이지에 아직도 그 걱갱한 후껴샤융 갖지 옷하고 샀는 것이다 

이러한오늘냥의 용소껴앙양파안견!’스리의 션정기었인 1’νR 기어서 @세가 긍 

정깨끼}시의 양소히 운씩 영웅응 상의.며 요능냥 안'"랴의 냐6연 견웅 장아 보고 

자 한다 딴소리 운잉운 잉R j상-;>:1< .... 융) 직'" 양유 운화 등 판소리 운피1융 이우녁는 

중요정 요소등용 충성으호 논의해 ι 도g 한다 

2, 19-20세기 판소리 문화 변동 

" 창자의 연회 

"세기 공 ，&>앤 강오갱장 얘까지안하디라g 다응져언 경우 공 핑대영던 이 

흔아 장애 신훈 잉단에 의얘 ;t!-!.o.리는 용엉겠다 

역. 정인웅웅) 잊갱<OT섬，께 오두 견인의 ~HÇ-융 연애 증 인 

’고3영록.J. 31닝 7앤 3영얘자)이 

신i깐시여였던 초전사대끼시안하더라도아응용.을이 판κ"파 연간에 강쳐 공 

식걱앙 인속 에능 집당이었" 얘푼-<>14. 갱노삭의 r조‘J-"J-극사“"'"에셔 도 영대 

신}의 안소띠잉이 아닌 사양응 ‘1사비안사설응 영시었냐 연소g 는 가야('1'-]가 

6) "1"얘aιι뺏* 



”‘ g잉융잊뼈잉 

8낭 것인예 。1러한 '7}"r7! 아난 。 흔바 1이"에 I~r 'l'.r인 샤링등도안소띠흩 었다 

는것이다 

이걱한 용대 신용의 샤갱이 앤kε혀릉 ，"는 것에 대해 응대의 영강 깅장딩 

(JST.ι←"'"ε ~} 강이 ‘il'ε}고 있다 

애가노껴응애" 안깅갱 L애잉생예써 가%닝요」뀔희요호l브'"흐죄 

지써쩌 g 잉。"'"".，.，. 써혀g나 ν껴빼-.파>l].~V:키찌다조쑤 

(!i!l::<:닝 Hl'<!욕ι ßc.tH\;)) ’ 에는잉유도리끼)λ1엇스냐임 1i-\!'영~!U，Oß)으효진잉조，.，등 

셔응서g으기시작샌용‘ 이 t 카잉 .. 잉L갱근 :1òïEl씨 씨 도조~1{i!IX 닝의 웃용。 어 잉 

W 호)응 노예꽁걷셔) ’" λ 엇 i니다 시ι"'-，=~이써기，.잉 용l니7 ι ~'"""ι’‘ 

…，，-~l9;. 써@주주써E예껴쩌잉\l(_~~<lI에ν애 

딩드즈5만죄Z앤요돼 안정으도성업 õm 서올3 기 씩이영응 L 얘 

〈이뺑(\957. S. 4.) 

깅칭흉이 대어낭욕애안애도 ]는신훈꺼으효쟁얘 갱안에애 태어$1이] 장대외 

깅융 가지 @융 f 엉었다 장대 잉안 사강응응 전용 사어 천인을이 얘깨 그었; 

핑대 신용용 에융하더 토씨를 7냉 수 잉어 오쩌 인속 예능 활용응 하며 살。냉 수 

임셔 id~t기 예운이다 

또조샌샤이9까지얀하더라도 C뜸과경응언급을흥해 일수있듯깨안 가정을 

녕어 깅안 단위g 각기 안소4 의 전송파 딴전에 힘응 연도 있아 

이보엉 딩，~ 이보영은 석잔흥국악Cil'S여교좌 호 잉1" 인영싱버。 "1응하였다 ’한양 

‘ 응 영 l 샤얘 \'!#17l-~。꺼 흐섣성익꺼 우에의 영석꺼훈용 j 잉혀써 오. 동안 ;*응 

얘우고 디녔다한셔 찌i 사갱 킹세온이 수=여깨 소지응에 9건 .니응 t얘 숫i응J‘-"~킹 

1 써 씨가소에으 ... 01 ... e:υU 와쳐이""~ 01 0..\써치 "'els "'으킹" ;\l.~';ν 

뾰긴징짧뾰. , 영% 이 쩨;용빼 능었나oll~아 η 
" 얘언잉 생 스얘 양쩌 굿이굿원 !μ§ 잉".'엠셔 얘잉@ 



，~_20씨 앤스역 g여 연용에 그 의이 '" 

경은 장1대응이라도 ~ 내쭈격으표는 서호 정생아는 연。'1 ~ 었기애 갱앙 당외의 

잉정현} 용소리 젠송도 있었익 것이아 

이등상얘잉얀λm응응 도.'대갱단에는경기 이욱의 쩌인온사잉능‘파경기 이 

냥익 화양이 갱당이 었는대← 정기 이육의 재씬은 샤iM'~응 ''* 팡얘이? 경기 
이닝의 화링에 깅얀응 우0/- 악앙 핑예었다R는 기종의 연구 껑과 "영.~ 개언이 

든 개잉이은 갱R에서등 익서공공 악기 인주용 기용객으호 δF는 갱단。1었다 

이 증 정끼 이냥의 3녕이 깅안에 대얘서는 갱동욱이 。 이 다응파 짙이 영한 척 

이었다 

cJ T'.'{1II;tl7t %-'1-{1ll;\;)~tl 으앙a표"" 꺼 。 +A). ;iC이" ‘ l “ “*' 등으오 

λ잉 """"J<\..-. 져오 *νι .. λ 'B"r.fi-i;'I *프많되솥3효'"용원효3리호따잉츠흐" 

강흐갱흐""'브냉c 장쭈(잉;\;)"J 피* αM 은 냥'1(~’@으초서의 갱효얘0" 가강1 쩌 

인u시응없 e우씨융얘야유씨영얀(냈익빼영깅 

(~IIfi!)이뺀다핑에ι”양상."뻐하1꺼 연내(잊 úß} 는.염M 것원@ 

약도이의겨 .샀9이인 용해'""가 .ε윤 이<11'"이 Rιηj이에 이야 ’ JN !Il'>: 。 여 Iι. 

잉@심요'"성"，' 

어언 굿에λ " 악기 연주흩 "3"}l:드 시링흘이 전문 응익엔 깅년이다 그러므호 갱운 

응~/<'J ~안이↑S서 증다기 양? 주의 7 얘 나 이양”농이 강응 연여도 ，"에 연-s.i!l도 

"3"lt. 작찌는 일개얀이나 71l!.2I깨τ 한 갱안인이나 한 지역인 등으~ 이워져 다 

른 개인이냐 기갱 혹용 다등 깅;ι1나 지역인을파 서호 유'712;;. 하고 갱영도 하던 

''''년까지의 정대 신훈의 징안에 속쩌잉언 잉소이l'tl등의 융끽씌 능력 혹온 정연. 

능역옹 영갱난것으포오늘낯그갱오융시승!상까능하기 여등다 

이형 ] 양대늑이 칙년잉소이가 "" 년 판기(야@ 세도의 3’재]이 이후에는 J잉대 

" 잉꺼 '," 갱앤 .아 역께 ，얘익 .", 응까끼깅옆 ι이 g←τ”양 
아 1뺑 ’"" 가왜 연구'，(N종생사 1\1:51), ""‘쪽 
U이 ι 염잉세 '"생 r셔용 G에에 인"<，， ,= 143옥 



"6 W영잊 ι@영 

집안져웅의 우기H!*l계 애생등 재까지 ~.되있다 안기 제도가싼정직 없"석 

이우냐 기생이 g 수 았었기에7 이응 우가끼 여성을이 우허가 되71.!.!.다 기생이 되는 

쪽응많이 택한것이다 

천흥 사피에서 기생은 지령의 갱‘f에서 니온다는 망이 있두깅1 기생의 앙응 가잉 

이 > 고 기생의 ι.)능은 샤형이나 동안파 강응 X 앙 원아δ피 "i;H} 't!:속이 되 는 것이 

었아 」언에 아양에 보두 판기 재도가 정혜의가 정기 。 깅f의 새승우 정'i!:의 여성 

등이 기생￡효 강이 응어간 것이다 

에는C얘 ‘g응꺼 흔앤 꺼aR= '0-기명의 자니 중얘 기”。 ζ 갱슬헤능 경끽 껴 

양윤 성애주<강가3끼}있 •. 여융 등아 η'"녕 l요건이냥오앙중 쉰앤 .. , ’에서조사 
한깅M뺑소속기생 n영증우"IÆiî< i}신이 8영。었다 생도앤띤!~Hf'lI'i애서 

는영끼 "명 증_'1-7) 을싱자.7)4영빼;싼엔양〈써 용i써 의현 킹효으]정 

iiλ 잉@생 1싸서 ~이아 。늑 ’“ "잉갱。 e 으.71"'''，，"''' Ll9.d>o 저。 … ” 

오늘냥외 여유 딴소리 영킹을에 대찬 사설등호도 아언 사깅은 영재 3익안이 윈다 

익F녹주 성얘양 깅역앙 꺼쩌회 깅소회 싹흐영 영유영 영\'ro~ 죠농욕 깅초향 깅 

늑주 한놓션 성우향 성갱순퉁퉁대위양의 원」응.갱응은새융우껴안「의 여성등g 

이총재 "갱의 경g 늘어서 안소리릉 애우찌 핑 것이다 이히한사실응 서응 지에셰 

소낀꾼등이 기생응파는 나흔 안‘ 을응 경싱해 용용정 에 비해 냥도꾀 냥1년 영장등 

은 걷은 안에를 안느는 깅으포도나EN;4."l 이듣옹 간응 우속인 깅안 을선등이었 

기 얘R이다 

。 등 우기계 기생 겨용의 여성 안소리인을~.언 • .，파 강용곳여셔 종파강응 

강E얘얘 니종에 이얘쥬극 공연 강옹 예사 그i응 유용하개 힐용썩기도 었으.Y-. '<l: 

스리에 있어 는 호기에는 대해료 간g헨 신융 형때의 도악 소리릉 주호 얘었다 

n> ‘사써$Il':~~"써'l1<R!f.1i) i'저 싱우생 역 연 ，옥에 연구" t히 :'õ-<M!. 19.요mι 

M욕 

써 킨외 ’씨) 신인기의 인숫U에 영생에 생 엠”찌찌에 ’i구써옹얘 긍악파 악λ8 
2003). 17~. 



，~얘기 g스익.，연용괴그의이 '" 

그러다디낭4과같은 '""년의 연소e 의 중B우영웅회어 치정 보고서의 잉긍i 경 

연낯리끼} 소영할 갱도이「까지 이르찌 >，자 이후 환소"응 션f아j 잉연 대부영입 

영갱응옹 딴ι려 보유X딩g 인갱의였다 이등응 Z암의 보유까능g 오두 핑대 깅 

안 계흉 사링들이었4， 13) 

우려 J썽사에 갱샌‘tl*"l-낭자TI% ol"i-~;.r>t ‘8소 '171-- .'<-혀 이으에 잉，.，양 

‘영의 찌기에 셔잉g꺼‘'l 3!.&씹양~J.-~잉이아녕 수잉셔 생Z앤 R 이것용 센그 

맨에애를층한'，，"，'경@입뼈연%오 λ냉여'"싸원인응!암잔 λ뼈응 

우고 이 ~쩌에 애인 은끈척인 요호유닝찍이 갱이 의씨언 이 에 앙니고 요아 e 안옷응 아녕 

생 성장써으오잊”앙안‘는 기생r!Þ)-7t얘e응여타스엉이고있τ 야응얘@ 예도의 

깅용 의엄에 "I-T i'ï얘고 안 것얀 이?에 생한 얘웰 이 생소야의 영구 .용 

도오6벼 ζ 째 .-저 '" ‘9씌용늑용히얘 3썽。*러 갱차육센 자R응용g빠자 

앤 첫 새생투효 안소허 춘양샤 한야양용 팩 것0 니 

아생 유'~H!-. 응잉'71m소에 호씨 3ι찌 운뼈앙"굿 ,%‘ 

이후 보유?당효 i 정. 사양장1 천수조교와 이수자 강응 재"H응용 얘충하고 

。1을 개"등이 또한8소여 전수소 강응 곳등‘써 다}사 개"을용 강벼냈다 또 m' 
년우터 지앙 우영v..l이}씨 자영 께도가 섣시외연서 "'"년 현재 샤 도 푸형운잉써 

보유지를 v명년i미 께 、년등응 견에내었다 앤얻 대찍쿄의 극야피얘서， 딴소리 전공 

자을융 두께 .고 。，~ 얘약 에슐중억쿄 에융고등익교 강옹 '1 셔 도 양소"융 갱증 

i직뉴三학갱을융우게 옹으료까 =년 힌채 "깨 대여에셔안해도얘년 1∞여 영의 

연소리 갱긍지을아 얘층이는 싱영이라 힌다'" 

1씨 'W녕 n잉 쩌긋기증X샘S찌얘 깨S~ ''i!소이에 깅연수 킹싹 갱여 cl:.'1l딴 ‘"",'!I. 
'!I~ 'ii<>l ~정!i1!!lof. 이후써온‘5째연수 써g 잉찌용꾸7j{"k'염 우궁7){'ll'iJ
수 ‘~，"，-!l)응g‘배 >II~l"，끽써 이~ ，뺏잉영7)"，정연깅 197J'연적어.~.'엠 

’없 ]’7써 지'"호 아éfffi- 띠생 ，죄g 깅.'CC. )(얘 층짜ξ 성우""' 인정 애아 
12 '1101 이호의 ，유지가 녕 것"다 

"' 이얘 r연생 !l.M 인랭간J ’쟁의 잉세 애써'<'1겨언@외 "씨 
'"져염 갱잉 f오혀'1l"'~↓그상이아원，싼e엄j 깨l싸여뼈 ι002) ， lC얘 



"" %잉g익-， 

그런때 이영게 ，.“녕 중요!우영푼화재 제도 옹에 의야 원소허응 애워 하개 깅 사 

~등용 그중에는 아직도용'H 잉단져동의 *주속이 있기는하‘안} 대부용자신 

의 쉬마나 ~갱호안소띠를하게 연사잉g늦이다 오오i 닝’에는 악}가 연주 증야기t 

"쩌주 동의 기예 당농이 인형극 동의 연.， 싼소려 웅이 오누 운파딩에 전숭끽고 

잉기애 헌채의 연스'1인응이께 잉소각 에의 디룬 능격응 기'H 이눈 것온 거의 용가 

능하새 되어 있q 

연대표오더 잉소이 예승의 진송 땅션~， ι게껴눈 여이 용제등이 강.~응혀대되 

고 "~I안 원소려얀등의 소양짜 능혁은전예의 왕대 싱용깅안 λ}응등애 "1해 현격 

히 영。 져 있는 것이이{ 

21 작용의 연아 

1M;년 (안우펴(IlWiii)) j(,) 때안"이라도 〈훈칭까-)， <싱갱끼t) ， <수궁가)， <걱억 

가1 ， ，홍우가-)， <~ 비상태경)， <，강용""1야악영1 ， ，우'+'1바굉 〈용고.타연!)， <장끼 

다킹1 ， ，기꺼신선니]영〉 앤강쇠타영〉 웅척이도 121꺼의 용소러응이션송야고있었 

다 그언데이후앵안등도판소:<'1의 양유X녕이 ; 셔서 양소4가"용의 양대을<1요 

q 't}냐아 당연 에웅~여켜λ 게 ，1연서 항대농이혀 생격이 강한공져성i켜척 /성 R 

아 강한 〈애비 장타영1 ， ，강릉애까약형)， <'1":듀이타'll>， <-웅고징다킹 1 ， ，장끼 약형 >

〈가치산성 띠얘1， ，연강-"w경〉 응 이~"l 실션(솟’'"뜯은 정사 진송아 ~，ρ써야 

그얘샤 긍때 우연h에는 〈춘양가)， <성갱가〉 용 이용야 션숭"을~닝케 되었다 

그러다 w’ 7 에 응。〕써인 1∞2 년애 최초 익 근얘석 주장인 힘융λl<W，l-fítl가 써 

우 X 자 연소~τ ~ 새i;l.-응 오습응 보。1께 원에 증 갱극이다 

1‘m년 영를‘.l{IßWó:I:)7} 써，겠융 예 칭극이 시객잉’온 나읍의 "사<←E。 용 

"한시질이다 

16) O~ 뺀 잉칙하었으냐깅j이 γ여 S여역을아i하지옷센%수여 샤ζ잉껴싹이 

상악인 .연& 노얘아 이 써 양혀 없 ;씹 uι앙’양I~써 야 



κhη。 기 잉스깅~-"I \!l ε피그의씨 "'" 

"I'lii"l"f ~]-E깃.~ -';l'악윤강껴"'안iμ얘써u씨 j 인의써‘;응 ~ol"f 

01'써도이언늘。17f 1l!이 있나내 외굿에서찌끼는용의느장자악"'fi켜니양 이 *HI서능 옹혀 

양오써 잉i써행셔}소"" 증~스익써 닝"양영겨'òé 등"，，，，*오"안이 양잉어영이 한써 

서 숫석ltl고 논다능예 .응 찍률안 양져오 짓고 그 ‘뼈 구깅%1;는 &겨g 상용에 운‘ ó} ~}-~ 

자'1'에영인 L요웅웅에는깐십언이.2. õ.움e 요싱씬 가허F밍이인 이.사에샤4、이셔앙영안 

시에 그밍디}하R능능3앤측 운잉에 농이에 이강 는 。μ}중도，õ]-E 거't-'에"띤'1.klξ~ 

갱샤 이3ι =，ι .~，으 iμj ‘"II낸요&랴3잉a쇼i흐임n 

〈이극산젠191)2， 1ι 16)1η 

그건에 。1러한 명융 }에서의 창큐응 다용 중얀이료 ιil"'극인으효 이뤄신 것이 아 

니」L 잉j얘〈온 중Z 의 여허 가 우 희응올용연하고 잊자'M셔 젠정 '"소리의 내 

용응 양부 상"회딩이 용연하였다 

그에나지긍이니〈춘양산 S 극혀우갱이 아니고 F시?생 j 여 그대 ~->;;.띠<악이‘l 한 

샤잉이 4익하연것용역니사양야각.용까 q ‘"아각하k양"소"ε껴야써 ?얘 F써 

융쩌잉에 C렁이 잉잉다 그'"'그상연프ζ그냉은첫쩌 까"""‘ 이 안기S 둥쩌피깅<1，’) 

응경연 농억ι 갱R죄뾰션뻐잉소녕간즈L스@져 "'어즉M이ε w.누때 샤잉 òl(= wl:l 

&엉-약정영OOÙ효영묘뜨경，，-

"'"년 이후 역러 가 우 여 다응의 간1냥한 *탁 용영 잉]식은 영C)<를 양전 없이 

193-1'il 쪼‘I~'익연구여가경생되어용격쩌인 칭극용g응하기 전까지 영을사 영우 

대， 양성샤 연，-Þ-l 장-<jA} 꺼'1-사용시응의 여러 긍대식 극상듣애서 시아의었 t↓ 

1919녕 3 ' , 야애 f안동으로 B께 숭격용 망아 '"ι잉얘 우단갱지릉여년 인져 가 

'" 년대 중어씨는 능섹} 정치g 갱쩍용 전환하자 다소 용용에 제익에 서어엔 운3' 

에승예 ~!AI-;}응 친용 운피} 예술응 부용까키고자 "iiJ-!<는 *직잉용 보이기 시작었t:l， 

'" 끼힌이(쐐 긍 ~이 4역셔 져 η용 
'" 잉생 중안 。'rl:!， ' .. R-신극Jγ 연구j씨용어웅얀우 1971), 320M"! 찌앤 



•@ 동잉g익 끼여잉 

。1τ시희 정안에 경셔 잉어난 당시 사라쳐 가던 얀족 운회에 대한 판성의 한 흥며} 

냐 19) 1934'J 송안깅-(1865-1'‘v， 이용액(1866-1947) 갱갱영(1873-193에 퉁 "" 

띠 원효등이 중성이 되이 경성원 죠‘!.버F견구펴는 양시 3깨 고우되어 있던 사혀 

션안의 건흥 응껴}푸용 ι음에 기I~ν얘씬소혀 ~.산 양잉에도힘융 용고딴"'- 제동 

의 근대척 정연용인 영턱에도 냥다옹 의욕용 보이게 딩다 그얘서 직속 연얘호 창극 

이당두고갱갱령이 주동에 헤어 1935년에 써쩌진 연극전용극칭인 옹">극장어아 

，，"년구터 〈얘야강진)(1936. 2.l. (춘잉갱)(193ι 9.l, {용부져)(1936. 1U, (성갱 

전)(1936. 12.l. (숙영녕9댄 )(1937. 2.>. (용고깅)(193R 8.> 퉁용공연하 1 시혜영 

다 이이영 용영온 정극g암호 g 것이었다 ~.선성각F연구i 의 활동으cè 인해 정콕 

응 용찍써인 옥경녕 중연웅이 8 것이다 

이후 5ε션성악연구펴의 갱극 활용의 증싱에 ι n'언 갱정힐이 ↓잇.년사망후에도 

장극쇠l-t 194û년 〈어흔。 하"이와 같응 시대용옹 * 정도가 되I~cl 190θ년에는 여} 
링망극단이 성링의이 갱링 공영으록 〈용억μU익 종소U니〉안 망각 창극융 하고 뒤이 

어 성링정 동양장콕얀오 강F링 용연으호 〈잉욕 캉군) 안은 창1 창극응 용연었다 

1939연추터는 X앤스영께 새흐운 갱극단을요 생겨났고， 전용 한ιe 의 해"l!보려틀 

녕여 이흔아 갱작 장극 시대효 니""t가고 있었던 것이냐'" 

그히나 이러한 장극의 ’f갱"N는 센대표 당시의 시대 t횡윤 1937년 중 인 건F앵 

，~，년의 때영양션쟁으요악와잉!Dl- !i어 잉제셔외 우리나띠!도납격에전시 어찌 

<~ 겁이을고 있었다 。에 일에는전통예슬인에 얘한자져 싱사찌오융아영'*겨 

끼여중올가친사당!얀이 공연 용웅응혀게 하엉고 공영 띤?에 수도증여 냐가 MO 

년 우영에 창극적} 애용c7l"킨.1.*강창극간 용인장극안 ζ션응익안 낭꾀 국악 ￥연 

약재등이 얘엉 우잉애R능 웅영갱극단 죠션갱극얀(캉극하양~'lJ"%극언이 ''"진 것) 

2깨의 연껴1안 낭응 갱도'.7]- 의었다 또 일온얄걷 당연살 것윤 강요"Õ"}<져 갱극얻융응 

갱극증 잉경을잉용g로히}거나*극공연 잉어씨 ∞훈내외의 역<?'lf호히눈여극 

” 성기흔 f뺏어 e소혀 ~.，.，(.샤으，qj '-:0/-'1 ‘“‘l1=!f. ι씨 잉 
i이 어쩌 딩 ’ t잉생 애야 연경옹 r Hlc 깃 ]이 야영 ’염샤 영'i"，C"Iε응씬 l “ "욕 
'"애익‘ μ~，.옥 



↑얘기 e스걱 용” 연엉 a 익이 •" 

요 '1넉는 영이용 혀양수"11에 없었4 정현 대옹외 시션 갱영아 공연 얘의 잉갱 .'" 

용 동해 지척응 방，연 그 앙샤”는 직끼응 고초를 겪는 것응 용용 엉응 λL영용 갱앵， 

니F이 튿샤앙ε ，용 대상이 되~것응 어씩 수 엉는일ι 었다 g써영 자려 정은 

은대색 용연율로서의 %곡이 일저FJ-;정기 리R능 사대혀 여건 갱 더 이상의 딴전용 항 

수 없는 운영애 써한 것이나 

한연 (-,HÞD. (성갱개 동전숭끼는사설상조선λ 대의 사화상융당I 있어 

근대 에 융꺼 기용격으호 안제가 3 었다 앤소g 천조(HõI'l 의 7]\잉L 장단익 엇￥ 

{). A1갱새의 c)양약등의 7교등용구A빼，)며근대썩 흥앵응E도이느갱도걱옹 

하허요었으나，깅웅싼소리등안〈춘양카)， (싱정?’ 〈용구가)， (.수궁'7t). (척어 

가〉 둥응 오우조성의 시대직 내용을융 안고 있기에 영쇼iψ↑ 근대어도 살아 있는 

공연g이 펴기 위해서는 근대격 내용융 디띔 딴소g 가 앤요었다 

이러한 사죄은 디H응처영 천통 연소g 인응도 인식하고 있었고 당샤 지생。l등의 

강려한 요구 사양이기ε 었다 

。 찌우다는 F리의 요깅 @억K'fi'0lj1;; 더껴조씨F써 깅도야엔워 주고샀으니 이애는앵잉 

&고，m슈L 의 잉상%‘5씨가긍끼핸우각익잉어도 A 뻐요뼈저\'ÞI "l~ 

에~셔응5:4 1;'려고앙t 에 그~'i! '!ét-l셔g 여그치" ，!i!I<&l 새g 에《씨티'" ..t."인.< 

‘이허고 1η니다 씨뾰 용유 노ζß 치어 。” 그역여 μ S<>l~~니다 

갱엉갱 u ,'Þ.) 영상 이웅예건(1937)'" 

싸d딩 7 쳐;，f ,,'-"''''"1 ~씬 야고 @얘견 껴극"''''. lMJ.이어m~71 ~~"，C‘ iι 

저이에냥그시@’허 }.T~ \llI7.I" '" -õl- 3l<Só1인앵 잉써써배킹g히써 

요르8똥닙님화보소와늘정의1냉zι 그어.~셔핑얘융 겨신요 요양이 상어야 .. ~잉 간 

A 펴 껴 서 유씨 인사듣이 지도 .. ，가 9l~1'* 양껴 앙써증 제’ itttl여 엉엉 강아 Z얘. 

아 R 기응 P싸노사 

경써 「쨌예의 시걱 양웬 그 기시JÜ9Y!)'" 

m 킹영잉 "잉 1잉장 이용"갱생-，. 1씬 3잉흐 'H! ".~ 성끼 i'!, i!익 으 ~ι 105'써 



↑깅 용앙응익 1 잉잉 

그리고 이 우영 오능닝까지 션숭익는 갱삭 안소아오 갱 g컬의 〈승영l캔;진〉이 

x 。 졌다 그후의 세때인 "p용잊(1897-1968 에 으U해에도오능냥까지 그 영푸 작용 

을이 전승의는 영사가을인 〈이ε가-). (안영긍가)， (-융갱경시) (Rif가〉 둥이 

지어겼다 그언이 이러얀 영사가늑응 싸종설이 6. 25 전후셰 핑4"3"}고 1%2-1%5 

년간의 한 얀맹정 조인으ζ 안밍 감갱용 조장한디는 이유표 국*에서 용에 예상으 

호 상응으호씨 이후 진~} 공꺼 공연응 이껴X씨 옷하고 사적 차띤F 셔 안 션숭회 

는 소이등이 되고 딩tu>i. 

언원 ”μ5년 i껴%시야 외연서 안소겨안을응 씨킹이 강극얀5윷 얀응이 새호 ε 중야 

응을 "3"1-:고자 었다 。1에 l씬~" 경연수장극당아 〈장당홍언전)， 1’.'년에는 국극샤 

가 〈션i당주) 국극협혀가 〈고구려의 혼)(얀R 장군)，조언영극디t<>] (농기1) ， (왕씨 

i동〉 등용 공연하여 야야흐오 장극 용의 용아가릉 조성었다i이 

그연써 ，~"녕 야성욱악동~잉가 경성，)이 〈욕증하)(훗양션)융 *영낀}고 이어 

""녕에 〈햇냥당녕)을 공연하게 원다 그언에 이 〈햇님"잉이 크개 홍앵에 성공 

하여 。 후 여성국극 시대을 영샤 수없이 생겨난 여성국극안등이 대도시 i장을응 

석권"H':-중에 얘땅후재건인장극단응응 I써생자디를없코하나써 우너셔 갔나 

'9%연 깅연수강주안이 우각국익단이한 여성극극C으3c 연요했l 익후써의 국약애 

는 '9ó'년 해산되었으여 벅늑'í07t 왜건한 국극사도 끼지약으;;;. 1958년 해상뇌고 

영았다 。 오써 오든 인간 캉극단윤 샤니μ 고 영았다，，' 

여생국극응 여생등안 훌연「하여 갱콕응 ""는 것에셔 시삭-5m>i. 그 λ 원은 'Oò’ 

년 용역장극얀의 창당 공영 〈잉욕 장군)에서 어정인 !↑귀회가 냥자 쌍군인 인당 장 

군역융 인δ얀} 예 잉다 맥에혁 는 。1후 1’‘ 녕 우영 웅잉장극단의 (춘동숫!). (홍운 

전〉에도 이도영 --g-- 강옹 낭성역융 안있다 
wη년 5기 께도가이치원 이후 누구나기생아 용수있었다 그혀고 기생등이 

시>1-，]용 
"'야삭 r뺑샤격잉1셔그까씨 f갱，.1?%\! 깨연 5~; 써야의긍 ]없 

쩌인용 

씨 "’i 앙써 "1, 161". 
m 꺼으， '‘ 23"'_ '!!셰 r에앙 ‘f"11쩌써 강극j 극엉웅O.l'_l 'li"i!!， '“‘새，에 갱극，(영 

싸인<1. =l. 61욕 



，，~아‘끼앤스허용”언，.그의이 '" 

얘우능 노애가 〈증 대의 가콕 샤 시조 9 에 장가냐 인.lL\;l .. '". 확대의었는이 냥도 

” 양 기생등은 이외에도 연;예늘 잉이 째영내 이종께 얘서 새유게 정링원 에영 소 

g 푼>이 '*년여성국악용호회을 경성"ð"}"l (-으"'"와"순양~)읍 상연안으표써 이 

응"1 역성국극이 시작녕 것이다 여성국야상호찌는 ""년 2갱 〈엣냉연닝〉으호 용 

쟁 언에사 대성공윤 확고 。 이 ]얘 n원 (앙g혜지〉도 ，언강으으써 영사 대중 극 

장의 용앵제를 ~，.，<하기 시작였다 양시 층연재응응 〈햇닝~"I의 경우 햇"앙자 

갱베어 단닝 공주 깅소여 (용주궁의 이힐〉의 경우 윌， 국양 잉옹영 "1응。 기 악초 

원 등 요우 영유 연소피인등。1었다 

여성국극은 장각 시극등을 주Iζ 공연강는에 이는 이전의 장극단을이 공연한 화 

;;!-'칭콕안h의 〈용의사의 종소디)(1939) 조성장극인의 〈양우아 우-pl '<l)094이， (논 

개)094에 〈영자 호농.)094에 굿극사의 〈션화용주)(1<)48) 등의 연장이었다 

여성국극이 용t앵적으호 갱공하자 여성국극단의 공연 칙닝홍 수는 ，，.，，년까지 기하 

급수호 늘 났다 디~~;응 이에 대한 한 영구자의 죠사 애용이다에 

19i8 년 l깨 언에 1개칙영 

'm녕 1개 당1 Z깨꺼업 

”’ι 녕 l깨 앙져 1쩌직풍 

'"'년 271 $IJ '"꺼용 

”’a닝 '" 딩. ml 직흥 

，~，년 9깨 얀!애 ‘얘 각* 

，~，년 "껴 단셰 Q씨 ι식영 

'"'년 9쩌 $11 
." '" 

1957년 '" 안치] "깨 각융 

'm년 10개 한체 2171 작용 

'M 년 7 꺼 딩채 "'"거당 

,,' 년 v꺼 안예 헤석* 

‘" 응수연 f예잉。]후씌 어싱긋극 영구"이잉여 ι .. 야꺼싸운 -, 



@ 응잉8약때"' 

중1 ’ t씨에m “%여연.， 

이 파갱에서 잉서 양영 얘혹 1956녕 깅연수창극단 ""년 국약사 19;’8년 국극 

샤 풍 요등 장극단을이 얘산'"' 양앙대 

그러나 이영제 앵패융 영i 던 이@욱특도 주연긍 애우등의 수는 한6와어 았는 

,', 수않은 한에응이 생겨 수준 이야익 장연도 하께 의고 인갱딩 극갱융에셔의 공 

연능융 위해 당에 간의 찍도한 갱쟁 천연일융어얀 왕자와 용주익 시양 이이ν1 풍으 

료 언한 굉찌등의 삭상 등으흑 인얘 '.잉녕대에 등에서는 대후용의 여성궁콕단녕늄1 

명하개 원마 1960，녕대에 ~급녕 w와 땅‘1 크깨 g써따원 국산 영싹도 약응의 용 

악융 기~여샤켰다 여녕국주용 대중꺼 오학용이었연 안풍 그 속→w 새E용 대증 

걱 오학웅아 냐오연서 급;특히 사라지게 오 이 있었언 것이다 

이 우영엔 1∞2연에 국영%극단이 갱얀펴었다 극양앙욕연응 야후 션짜도링갱극단 

(J9S9'd 정영L 용주시링궁극당(1989년 장탱J 낭원인속국야원'''"년 장잉 동의 지 

땅의 공영 장극단 퉁이 생링의기 이건끼지 ,., •,.., 녕대 유일얀 장극연이 띄었01， 
，."년이얘극영갱극e옹천용원소리 5"l당의 갱극으호의 정링 칭~%극요 

썩 디양한 갱극 양삭 오끽 웅의 작영을융 히었는:<11， "~Q닝까지 이 중 어느 것 하나 

써 예g 딩 것이 없이t 그히고 지잉의 꽁영 장극단띨도 대에g 국링징극당'1， 셰슷한 

오융을융하I 았다 

용소허흩 잇는 씨표웅 근대여 공연융호서의 장극은 고ε의 생각 써예융 구-~"ð"J니는 

명소g여 옹악영은 잇되 그 외의 싱애의 운짝걱 내용 그러한 훈끽씌 내용에 잉디얻 

잉쩨의 、약약석 내용〈성융 션을t 장안용연근얘씩인 것으흐종때 원소E 의 그껴져R는 

t떤것이 의어야힌다 그§데 1%2-2002'녕까지 국링잉드주당익 w6회 공연중 νi가 

녕는 75회의 용연 내용이 안소리 영* 거냐 〈총명천)， (싱갱전)， (용후전)， ，수웅 

m 쨌ft.OI.여짧아%양6잉생그영앤 우씨，.，영 4뺑여생걱 
e얘 피애잉국극효 g성"적t ‘h니스녀 걱% 에성임잉"" $"~짜그‘~I! 냉b써 
성굿극양 산여성국극얀 여쐐안 얘 응 

&꺼앙의긍 34-~ . 
• ，이응외%'암정약샤극한]아 갱영갱 잉의 ".~， 



j얘기 앤소걱 웬 5용끄그 잉。1 ↑잉 

7씨 (찍액가)， (얘 '1장ψ ， (강용대깅H!)， (71-'휴:171약영〉 등의 연소리 12D}당게 

홍외 캉극을 @아 "희의 융연얀이 장샤 갱콕인이t 그 겨%명응 t움과 강1다 

"앤랑)(1%3)， (서?엉의 영){1%이 (얘엉)(IWS) ， (장얘가){19'에 〈영영도전)(1~’‘ 

〈푸 아경:)(!9&l)， ('<l<l!의 영)(19&l)， (%D냉장씨"，.이 얘용링$14)(1\*‘，)， {우 

에)(193'η (춘옹천)(1969)， f양진O])(l9'XI) 갱이걷아 R응 당~~)(1~)， (악μ 션)(1\lS'ι 

〈이생규정전)(199‘，)， (킹역융 아스히)(199π 여영 갱구)(199<잉 〈눈，711)(2((11) 

2뽕 아 작중응이 ?생-8 31"1 7의 종'"씌S 

션인적으오옛성화냐샤희{~，~) 고전소설 용에서그소재응취싼것이다 (용 

용길 의사:)， (액영 깅구〉셔깅 인제강정기흩애정으오한 것이나 〈용얘의 용〉져녕 

영창 잉양흥'(1~←1%1)의 영생응 극찍한 것이다소 친천진 것。 다 그러나 선안칙 

으호 。때 (~，년대 정후 우엉의 〈용찍샤의 종소리)(화강것f.'l-Ù)， {고우려의 흔〉 

(국콕영피" (논깨)'"성장극단) 갱도의 λ，. 수준에 어융e’ ‘ 는 것융 앙 수 "'* 
더구나 당시의 시대웅깅 었언 원각사의 (칙영도다명 ’") 창극칙의 〈어용야 

회!-)(194O)에 β "연 근대응 녕어 연대표 이어지 능 국영앙극연의 공연 찍용에는 이 

러한 현대 시j씨의 시대용이 전썩 .'어f 

공연예용응탕대의 시대갱선과잉재되어 있어야한다는아5으노의탕용인용 

하지 않더라도 공연 예슬응이션식~，은 당예 λ" 외 시대적 갱신까잉정@관져 

용 양1 있이야 현}다 그언 연에서 I아제 사회의 주요 운께용 얀영하지 않는 아려안 

시거 지양걱 띄영격 대중 오학척 호사 해이꺼"(서연효P이 용영능응 기용걱으포 

당때 사헌둥이1 에 긴냉전강동융주7 는 어영아 

또한 이려한 정하 창극듣의 용악용 싹깅한사ζ셔를도 오우 이때@지 견룡 연소리 

융 해용 사캉응이기에끼) 오늘냥의 시대걱 강수성에 잊는 용악융 앙조한다는 것도 

찌 궁염중‘。랙 띤 f세계’ 샤얘의 ‘극“셈 인ι @‘，~쪽 
.，뺑 I ’‘g염§샤"국양상’0아셔영옹엄 .... l<JOO), B 정에서져인용 
3씨 깅연수 킹소t 외에껴 정양 오갱 강잉엄 성생 9양 안낮상 



”’ ~용잊~" 

잉정한얻저P↑있었다 

션f 판소리인으로일핵뿌더 강작f 앙소" 동을인은갱갱흥파약용설응이어 악 

용-'à5õ 1969년에 〈예수정)융 자이 용이 이느 갱도의 성~I를 "녕아 그허다H9B5년 

에이뤄깅 깅치하원석의 잉진역의 양아연소리 〈용꾀τ1-)30)는성께 당시의 얘"ÕCj-7)

it 충성으로 크깨 유앵갱고， 영홍 생당 용 인수파 운용응 딩[언 현강에A 도 인기리에 

잉아 공연여았나 잉갱택은 이후에도 깅X 아 원각의 〈오끽(To%))， (비이 ;I!;;~))， -4 

시이 직정 샤션용 지은 C요월 창‘(-) 등의 경'" 씬소이등옹 안요혔4 

그언데 이어한 그웅안의 8예f 앙쇼킥을파 당여 근4에 다양한 갱삭 양소띠 객똥 

을아 일사에 용"1셔여 이든δr 창에 싼소리 운용야 요잊웅안 이휘지고 았다 

힌때 상식H’소" 쪽아 작，.응 징증써으" 하고 있는 안에을얀 sl."- ‘ 3 •d 셰 7 

'1약소여 나우 얀새 둥이 있다 。1 중 가장 오얘원 단체는 소리여세 마 소혀 

여 는 1‘)8';'1'우너 정기칙안 오잉용 갖기 사직써~"1 2α@연 창링 공연용 기컸E 

2ω”넌어、는경수이의 장싸안71-(우역을각 셰 대동영〉 이악긴의 창작안소익 〈아 

l아의 영긍 재기 연 정 중 양고〉 앙〔속의 창작 wH그인 세상) 정이f 앤소약 〈눈 

언 ，~엉。J)， 이규호의 장에 연쇼리 (똥바다이격버션) ，조영꺼1 조성여의 혹왼 양소 

이 〈상끼끼U 둥대f솥F이 캉겨f 소리응호잉이쳐7외공연응가지키도엉나 이러한 

기존익 장각 영소이 &웅융 '1딩으오 션주 산조 R재 앵샤의 하나-~2001년"터 또 

~ 용(대 용예스드가 영려 현새끼지도 애녕 얘사음 하고 있는대 "'"년에는층딩 싹 

흥을 증 악얘오의 (스E 대전 용 지그 초인객쉬 대목)(스E넘얘프브ι 깅영자의 

〈슈이액 써릉대회 을칭기) 유수곤의 〈옛닝당딩) , 익써랴의 〈토끼얘 거용애 용ι1 

수혹원 φ릉 한 땅 안~}하기도 었아 또한 서융 ~Ål%에는 =연 7월우터 애주 

영요영 거리 쇼g 안이 영혀져 한웅안 이어샤'4. 

요능냥익 정작안소 <'IOJI'는외여1 소 R 굉샤용플외에 약성영의 〈애고구허) ，유수 

곤의 〈원드킹'" 。 용수의 〈오 뉴욕 <00" 익꺼 영썩 〈파*'ν 찍긍혈의 〈유견우 

“) 킹，에 깐칙의 gι-1(3，，) (운뺑.I<~): 애 이잉얻 ‘이에 

씨(4-<1을잉써예흥@ 영R시끼어싹〈얘)정융기” 이 8 중~"): "'~~강얘인 
갱 이새* 잉 ι 시정싼츄각~. ~능생.，이); WII 1m， 정"작'J. (ε끼견) 성전 

씬소eι 깅연수작잉 



↑9、;。얘기 ~~lMI 언g，.그때 '" 

냥끽녀〉 。 영규의 〈신씨와 니K'-<i'-> 서미화의 〈우주 망g 자브야〉 갱1"'1 .\l 의 " 

성댁 써냥령) 이.~ 성수석의 〈등연은 우리 t으.-，，'-) 성「응이 더 있마 이러한 앙 

각 연소i!1:': 매주 일lJ~:영에 이'\'lil떤 인 Fξ 거리 J:，.~ 안 쩌"t'다 이피X 는 또상 땅 

대 온혜스트 용응 동 얘 걱。 도 해아나 4←，연 갱도의 지R응추용 더해 았:[1’‘) 

。1영깨 근얘에 등이 깅차71 %~ 연소려 운농이 크제 잉。 냐깨 잉 것응 우션 현 

재 600여개의 "인 교응>>} 21깨 대여F’서 수 앙은 ~ι려 전공j똑용 얘축하고 있 

자안 。 등 오두4 우영운회개 보유자 찍힌 자리나 공경 "'J극안 단원 응 전용 잉소 

리양원갱원 자띠5ζ t.-I<'l"'J-수 잉기 예운이다 그밍고 가용격으호 조션 /μ”찍 에융 

에 입각한 전용 용소려인으<는 이세는 운냉 앤세가 있고 여기다 ，%，년￥e 는 야 

에 양소허가 우영 용잉재ζ 지갱의여그g써!-{}악걱 훈δ4석 내용응i이 고써{야아 가 

는 경정도 디R 성.lil의었기 얘훈이다 

그러연 요능냥상당장규오~밍어냐고 있는 이려한 @싸안소리 &중에 대해 여 

명 영기냐를내영 것얀7t? 영끼rc 잉단 아허정 칭작 싼소디 작업온 양"''' 댐으~，는 

역생하는 각엉으호 보고자 한다 

안소리는 견용 샤피에 셔 신용윤 세승하고 도2 죠지 "링 수 엉었던 영얘을이 ~ 

흔 여헤 소약을 중의 하나"1 싼스리 이전에 이들 정대틀은 오늘널의 깨그"'''에 

애딩τF능 회P.{à1i!llJ} 공 찌"극"，약 이러한 개업극에 몇 가지 노잉등응 녕어서 부르 

는 재냥소혀를 그을의 주A 공연응을ζ 연@찌 왔다 잉kε킥보다} 언저 있”언 %대 

응의 찌영극과 찌냥소리의 영장에서 연소리가 영잉녕 것 t:J-. -'61 그언 띤에서 재당 

소이는 싼소에14정써 선앵 용깨 소g 영 4. 11:←i깅까 재안ι치융 이어 성업껴었 

]4) 19<5\'! 경후써 @연쩌 ‘g요，'11 WI \'1."'<<1"" 오우 "앤으호소깨5씨 잉야 씨개앵 

잉약양소이착중g 깅영주 ’〕‘”써@상에 、8요%잉생쩌익어용’따 
짜응 3이이 ” ’‘양옹 여공õliflf이까ι -a}.':，애 얻 영의 강싸 중심이 끽야 ζ!앤 잉와 용니 이 기 • 용얘 세 
생의 여건영§써이쩌연얀，아뺀것써+얘의흥우웅궐〈싹싸잉 

긍이 얻 띠익 세양 강 E↑에 허 1닝 ’‘ 영g ‘’씨 잉략 9치써 옷얘 앙~ -;，'링써 
예인 잉엄연 연'1"빼찌에용얘염 이얘찌\h"* õ\-'E?위 잉성아 i 허õ}>lI\N~펴 

사에에얘터써 g정쳐 나예ψ「’‘지tl 1(Ð.i';j'i\7) ‘h에주요웅잉용애혀셔가‘'l'aQ， 

i고 r뺑 ""의 ι용피 그 약사h f용연응씬」 끼"뺏얘외 뼈 
;)6) ~서 앙~1 "i, 21&옥 2얀 



ι'8 lHI~약 l잉잉 

다는 것 은 판소리 "아딩증 중 요늘낭 선숭뇌지 잉응 얘이장타영)， (웅고깅랴캉〉 

〈상끼타영)， (강응i 학타영)， (우숙。 야한 ?내신성아-"i!)， <연강쇠이빙 퉁 이 

흔마 상션 77H들이 오두을까걱 내용을 하~~ 어 재냥소리책 성격이 강강 것용 흥 

낀’서도 영냐양 수 있다 이흔타 딴소려 이전에 쩌안소리 λII~;까 잉었" 조션 후가 

공연 운화의 생숙으효 영'1객이고 즉흥격인 재U소g 응용 녕어 보다지숙격으호 양 

n 수 있늠 노래을이 요구되자 아러한 재당소리들중 보다 연안걱으표 양용원 " 
작종아 양소리 "아당이 되m고 이러안 양소껴의 안건 찍갱에서 디시 융계칙 요소 

등이 잉아 쩌당소익걱 갱각이 강정 선션 "뜸이 당야의여 오~낭 전히~"I는 〈운양 

가-)， <싱갱7}) 등의 상승 " 애 이든 것이다 션숭 57J..:긍 이후 쩍여 년간 전승되며 

운찍셔으포냐응약거요호 앙전하게 원다 그러고 이중양1대등이 아와 에낀시킨 것 

은 융약 의 요소다 그래에 조선 후기 당시에도 8소리는주호유익걱인 .，어서 주옥 

양능 에승호 안진하-5:l.~_ 은대 이후@ 도 이어앤 경향용 i 속의었다 

그영 연에서 오늘닝 8소야에서 이어야 할 것옹 이허한 전용 8ι리에서의 응악 

적 성아4， 

그언대오능닝의 갱~~ 'i'!소"운용중어써 또강왕대’”웅용은그러한양소리의 

응~;직 생파률 써응부터 이으히 히지 않는4 그g고 오늘냥 정운 소리f등아 우으 

는 끼""' 용소띠등도 소이 수준에서 보연 산§ 연소리얘 '1영 야 옷원다 오능낭의 

청각 영소리를응 앤소리샤걱으cè 보영 오히혀 초장기 안"，"，~l'-+ 원쇼리 이전의 재당 

소라 당져오 되농아>1 에원 것이다 

천흥 원스리가 지닌 운져딩근용잭으호해경하기 위얘서 는 천흥 연스g 의 ~강신앙 

에서 그얘경 영얀융 갖아야!인속õtll ， 오능닐의 징랴 연스~H-동아 싼홍 영소끽벼 연장 

션상에 서끼보다 양쇼여의 안진 "갱에서 이미 극욕한 찌냥소라나 싱지이 쩌당극의 

앙애호 다샤 을@ν가어 -;;I-.~ 것용 밍소혀 당전사익 연앤 서 역행tl'능 연이 있τ 것이다 

그6 나 이써한 g셰갱에도 용구하고 긍혜의 앙직 연소리 웅똥아 상양깐 성파흩 

거누고11.，크것옹 λ，)(;。다 갱용한소리얀으효는g영찬정계가았고 고전에숭이 

” 양영얘는 영*직생.)는얀효;싸앤오등연에서 영。 1 rÞ>1 'l!이팬""이장대등 
얀F얀마 



”←2얘기 g스익 "'i4 'i!l용 l 그 애 '" 

。}니라이 시대에상‘}있는당대 에숙표서의 딴소리응용올운영히지향하고있기 

얘문‘끼l 으강오늘날용쇼리 제흥공연왕중윷@ 는 정콕파갱착안쇼g 가 있는셰7 

갱극은 인셔， 융;씌 어려 여건을이 갖주껴져야 항 수 있는 데 비gι 갱가 안소리는 

"tJ.f- 시영의 "，-'쩍예 의에I~도 이펴9 수 았7 에 상당히 ~을꺼인 용연 망삭이다 
그러므효 λPJ% 오늘같의 소리 서제를 앙숱써야 -o-fl<능공종의 욕요툴 X 닌 창극'''1 

갱삭딴소깅1어서 영연간 후지도 영정한 역"응 할수 있다고 여겨진다 

3) 향유 기얀의 연화 

"대연이에 대해 조션ι 얘 유학지등~， 용찍으호 우갱걱。1었다 

우전 공，"ι F-).'f-터 노，("Î'Iμ↓약 재상 시킹에 노.용".公)파 재킹'ìKl'Hγ%1이 

퉁앵용 위해 안 d용 얘 께나경에 셔 호에%’ 융 애용사 이응 대xl:i! 얘우을 내어 

연회응하자인깨 영“{[I;j;.)7t 군주응힌.엇다고하여 그을갱，. 하써 한적이 있 

었"l< r，사，" 홍자깨가').38) 천욱시대에는 조4으R능 쇠캉이 얘리하고 경대익 송씨 

가 흔흥석'i싼 딩" 유영했，-.::1<'.사'7]， 냉수얘댄영전). jo，l니라는 쇠용아 에리하니 

군λ많이 용영하." 핑대의 송이가 응영하니 액썽을의 생각}이 깊다는 것으오 얻 나 

라에시 쌍[양이7Ht 안한 것이 없이야 그 L냐 가 깅하다는 것。 다 ，f.'1l(U:IM)의 

장~c.t;;;. æ’→"'>으 또선 쟁대 농응융 애우 ;po\'S'f'겨 이응 장대등융 효은 엑슬자 

"등애까지 잉엉으냐그"1'얻장대에 의얘 오"어 X써이 채와 4년~에즉옹올영했 

디υ대1익연~ik망1ili!.)， 잉13}ι 

이러한 고새 • .，등아 잉"에 r영성보잠j에τ )우웃 용회 .. , 는 이호운 것이 

없고 " ‘)션~안이 장，.，이 있다 각고 하였다 쩌 융아Eε r학교오냉j에서 

에”잉"야ι 연 보끼 양고 예가。， 연 5서 영고 에기).ι 인 잉g ↓시 안고 에가애써 

앵용8뼈 양 ‘。πk 이，"，Uf 에까 "'"상 것응 죠긍이샤도 천"'天g에 어'N연 。 는 공 

3>)) OI"ß 'F:져가드F가 간용’ 예 $~긍주의 에，..용 요구앤것。따 
잉 κ.11; "' ... ’‘” ‘g찌 꺼ι리 



'30 1'i잉응약~" 

이씨}φ 에그얘것9염잉응f"f'Il ‘ -_N<l\!II 1의푸겨"끼6아~.굉슨써야의 

효효호슨깅앞흐l포효프펴되효효잉딴포냉ξ.，양호효정호경흐 어등 @ 양1 응혜야 원다 

는것이내 

~2 하고 있다@ 이에 대얘시는 공자도 -군"H는 애써1 서 있어야 한아 극7]-찍 

혜(J<:t:'.1!ij: 가 인，t 웅 히R三 것이냐 “)라고 한 바 있q 

이애 j 신의 λp'l인 4영응 억개하}어 공걱인 것응 춘구하R든 2 얘웅의 용1 흥 갖 

l 있.'언 유.κ'"1τ 이러한 강대늘이응 융리치는 것윤 그g의 수~!(I:!iM의 하나 

g 여겼나 

그러나 이이안 소신시대의 유악~;<p응도 잉상앙활 속에서 용대을의 놓이응 밍。}를 

여야 양때가았있다 공파거긍개'1 앵λF 서의 승얘/(，~jg)"l었다 

고려 장종 9년'"부터 시각잉객서; 는 낱서"을우~ "6궐의 은영연(잉젖용L 

건거 g 꺼 서의 ;-;잊 간의 유71G!Hm. '"땅 강l"~-의 긍져자의 푸요등 9 한 영친의 찢 

.. , 긍애자의 갱에서 영리 f 운이연'0 ‘., 동에 욱'1 앙위기 응 용우기 외얘 ~ 

투 치&대등이 동원의었다 

디바 시대보다보 성충인등얘제는 마육 엉후한자기 강리와 잉싱에서의 정소한 생 

앙이 요구‘었던조선시대에도다유쳐영 잉긍이 파거 급께xμ.'세 형때응 내킥는 응 

파거 긍7 자의 흑하 앵λh느 국7t7t 산비응 i。 는 것아었기 예:이다 

얘저 까꺼에 앙흑@지써/시는 잉깅 .잉애셔 %ι ~li)인아은 에안 tIIl;NJ"i!서 승융애'"' 

풋'"’ 영생 U4ll% '-Iì킹，에강싸연깅없이꾀고셰 ï1I.*p)- ~응양쩌 

}영용 ，Òr'){잉'"하 에 혀얘 영@용쩌 킥""' 

r용보 운?너ι 션거잉 세죠 @생υ 

‘이 ~.ec"l!! ll'iM!M> ;’ilM" JliI~JJI1 !lf ，~#"tlil- l!nl!:>:ll 씨"세 "ι_::z!!잉’T~ 
eι-$If;':fz'lr ;j!‘아*얘’Vl! iltUl'.tlïNl .-양션 a 신 j 견151째ll'l'-Of=딩 
μ‘t<!i!II!l" 

‘l) 11+:;'[~ ~è쩌，e 

써 사l4~ i1:í108!i ‘iN~i/!‘α.“ ‘ Agf\. II.OX!llJ'lI 二"1!!IJι"



'9-2<l>{’ I '1t'"히 응잉 연，. 0 익에 ” 

애ζ새 갱5t~l-71 È-， 

-。이 시킹(Õitlli!)얀 g파 -'<"4 증 에 강잉으~ 생각안 ’ 에 에는 각각 개@잉 우 기‘ 안앙 
갖운 양 ~ '!!{} 내허 주고 。*이 f죄f1Ml호조의쇼갱1tlti1장표흐" 

하었나 

f성응성.>;" 1，년 1원 R일(~Il'" 

그끽써 상웅의 사링을도이g낸}까거 긍j 자의 앵사ε파 강용 애" 경대，\-이특융 

오랫퉁‘ι 갱해 왔다 

딴소깅가성링의기 이전까시 이려한피}거 급제자걱 ξr"셔서여 장대의 얘표애 공 

연냉t 다유져영 ‘F주(음.，이었아 

으]퍼초"능펴죠효얹.FJ 11-1:효효N모호으않드k 그 천에 ‘깨를 히는 。까 잉‘8는 이L 

그 노애인 어” 다 언르시 yι냥이야 오냥。 。“ 고 히R는 i패H었아 이귀가 

너외 오히야 생 그안 등 얘i 의었는ψ 

야"'- ~.자 그에이 

냐액 성양성앙 ‘I\ll&\.' 응 어힘요 

샤고 .q는 것'.다 

갱용 깅상젠，，~키，~>응 잉생 보κ 양수가 쩍엉~ 장 옷; 즘 않았다 양우쯤씩 양 에 [ 즌 

시딩등응 sι i- Æ석경도g에노 갱ξ용옹어”히 이를 "'" 내 보씨지 앙i 디F 언검죄'"εd 

;"，，，"，ι가 이찌 "，.;jJ~，에=Þ찌 1 ’d ι@ν"" 1 >!I\-JO이i갱t회회"""흐검경암으l효 

융뾰요 그 쩨 익빼에 앙써릎 

-，능영%껴.’의이째잉:;10 익 에가생우섣잉을꾸어어애 정용g 

응 한연。 셔오.에 안수있다인 vl'~l 후정 상옹주갱다 

l 었이 

?~S-Ol ?J치에 S써ι 자띤\-!-.o. "'"':.ι잉… 8야처-<ò=다@지t 이에다 --，，，자 

약E'.' 조이 -õl- ~:αS 샤‘ .，，~el VMι셔þι "，" 0 " 잉Þo느 ;<1"씨 걷어 나끼~，느 

ι” 이，.’g ↑ιu"씨ψ ι~ jj;<;'Gε •• 얀 ;æJ&g< )..κι'J1\1i. 



”η 용잉 g야 •• 잉 

그잉보-'버""냉'"슨의융난또: 

“끼느써용어’‘ 써Þ 'Ml& ，셔이7 이?응 

-?이 δ 비 。"‘ 서~);Wi!llill .. l'，) ε수도4<;tB"It .. ltl 

아ôi!"\ll다 ?ι가요우 g갱도츠'IIJ.iL견용'Erl- "'"뺑 낀때 〈잉싱용:찌잉"'l)<o!-Þ 

성의요 

이이영('l<I>l\"， 1658-17ι잉 I소쩌깅 &;U~)J 생 "'1-'"원 .. ,“) 

"t급등에.，에)잔λ잉응렌드시 강"?;씌즐.".을상는 •. 장야}잉으!잉앤드씨 깅우등。l 

")-;Õ 유재애용) 능이원 것이 잉다 

。p익 ""→1찌" ’정호λ 정」 센 얀ιRλ'*''f''1 

(굉 ” 깅γ“t서의 여곡 용언 
n 영 업시죠깅:t!O‘ t내뼈슷의조잉 조잉 생」 

에딩 ↑="에 ↑뼈 

‘1) <!'I'~a;，"_‘U j(--i;휴~1l .. ~"'-m ι~~ 4- azSi 1èR ffi 'l- HZI~ W'liO.'" ι‘수쓰'Z~1Ii 

~;':;I'!i;뺑:웃 mr.;Il:ll‘λ jJjll'.!!I~ 1←;;-~lIr .,-‘" 값이 .. ，‘λ”’* ιι.， 
t!t Ä i1o'1 .. s ι}~ i1l!i;IH Il1t>l" il<!l:!>l<õJ=>r; f,I)Ç-;:: 1‘Ifa:z >Ió!l;!UI;.I); 1II[i1U! iI!~ 
4“''"←~上ι ，쭈Ir.Z 1jo)j.iIiiεS 1:1I~.“ iJ)liiliilUt:ts 10끼!:[-1'I.fη~ 
6!1t1i>:1r ,,"iil<lH!’ ‘~Pli*-Mt~~i' 이 7 용 안~"(lim 서애 의 인 ，@애 이찍겼아얻 
tl. (깅~， '19>17]-찌야 ‘’쇼이 없 연구“융애 써 ,m , ι씨 쩌 용 “) ι잉lHlo!i ιW~ifj\;$ "’“~~>::41tl!!:\ 



'9^""'，세기 •• 익 @.! 연용피 그 의이 딩3 

그이고 17 . IS세기에 썽잉왼 안소g 에 때해 λ 는 양한융은 중얘의 "때늘이는싸 

당'1 、특영한깐싱용 깃깨 진아 간"얀용내내 '1약 재꺼으-" 01껴지는 웅래의 *~ 

파 당리 연스g 에 는 ‘애를 푸으는 것아 "~ 그것이 정" 을긴 이강 것야 되자 

‘ζ인딪~I ~i'l릅 각갱걱으호 양유Zl세 깅 것이다 

。，벤사 9은 디용사」호보아 "λ 기 후안경터 시가딩것으혹여겨진냐 

"찌서씨유녕(JnJ 해 낭.，，--';l δ'"잉융여앵아서" 그상영과응웅을"'.쿠올。.;!.-<):iL 

。I~ 용셰경으호응아오셔서는 (.;}양까) 인연응 i 얘셨" 이오?쩌앙샤선"1등효부'1 

기용융 영히"1<t νi 

〈춘‘"f)에 얘한 최초의 7 욕이고 인스'1에 간얻 최i악 기흑。1기도 한 (앙회용 

(~!t'f*) ~‘F까.) (1754) -17: 얘얀 gψZ↓보 양안능이 앤소E 에 걱정격이 환*년 갖는 

것응 조흥기여었언 깃。 나 

그에나 "세기 초07} 되연 다용서영 고의흥 양반응이 딴ι" 장대응 한 당썩 에여 

고 있으여 싼소혀를 겁MI항 정도호 딴소g 는 양앤응도 을긴 중요한 꽁연용이 윈τ} 

'"잉에 안용 정예 1혀이 %에셔 앙키에 응융얘￥고 소랩 i쩌 지안 &앤 

(!S25) ’용중0↑켜i‘~ ""'\(~11'J 0 기 ~(~ι'ii!M)파 함께 1수용응 용굉‘1써능 한 양‘4냐 증. 

세 ,''''' 니은".극시(1m.) 영 수를 지 •• '아 
션에ψ111). '샌생j 꺼‘E 에악사 1900, 19l1응 

그랴냐 。 들의 안소이 강상에 대한 갱도는 다응서영 천칙서인 것이고 전문가써 

수준。었다 

‘6) M!'!"'ilhll:ι1 ’'M띠川，:::\10 ;11;'1:''1'#''''' tHHi'il::-'lIi ilii ，"Ii"If~2J!I 깅염 '('}잉 ~'양 
갱 연우끼연빼흔생 .r,‘ "쩨 얘j양 

‘" ‘씨 1히어 앙쩌 다영용 응'"야익 ζ써R 기앤 깃이익 
에상-:l07ó9-1써는 m써응얘긍저~!ij， 1816년 9세 18JJ\J 대사간응".고외엎용인까 

’S으에 죠잉 "1 세" 써 ~.，에 오누 인써 상젠 三@호 영헨 잉%의 유연 간!-~ 
인이끼도 '0 



↑μ 용잉응익~잉 

@째'f-~inlit:!l .:iL'송영양 센얘 야성강1에 

”‘);， Ifi，lIl:.，밍 인경」월2Il잉 내용 시쉬양띠)에서 음어.씨 

$liIHlP:lf!I;~뼈 우영사;i! 7J?11하711= {}싼ó];지 

lXl'l.i1i1'i: -1iiI!'; 용엄 한 야양용 .'찌 경영에 

신인 (영경기ι} (lRιJ 응써 

’'"→“"tt.mI:냉외i으1 회7f tHPt-프~ 

~~Pl!31H'J 호좌양을3회요으1츠'" ·…'̂ , 초애웅?써 얘 융야오니 2염빛 。텅고 
’‘*M~η ，" ‘，~“@의 주영 건으니 닫빛 새i씩도얘 

.HltiH~ji" 욕소"HI~ 써 비 오듯 하1 

^!l!f!ll;*￥@ 끼셰 l염자 드리우냐 옆 이는 돗 

f!;ili~뺑 웃고 ?슨 것이 기젓이야 빼 6낭 

R뺑φ잉 ili!객넙페j깅최효웅죄의또뾰깅 

이갱갱um-l8$에 (후잉갱없@ 까)"" 

판소'1융 응→드 것에 때한 경농응 "1영 *~ 기앙 인생 애년에 이 깅X 릉 찢 언 

이나 앗용 깃아가효 효한하고 고수판， 용흥욕， 영;에당" -~，용강 깅용운 등 연스'1 

I성장걱 이응욕 시에 그대포 석용으"꺼 당λ 에 이등이 사외격으효도 녕혀 알려갱 

냉장능이었，'，응 그대" 느허애는동시에 그등의 영대 판소비 영강ε에 대하 소잉도 

~t여수고있는것이다 

이 g어도 양소악애 대한깊은원-{，1ft기L셔。엔7벼한양앤씌 7유등이 너 있다’" 

그리고 。1 우컴 당샤 7þJ "1-;!-'1석인 훈핵연의 ~"" 노해I~ 송인이R의 〈안우희 

‘" 상” 앙의 긍 ”콕에셔 >ll'1l용 
’이 깅% 앙의 긍 %욕j끼 ?찌용 ‘" 아애 (영생생 yμ ιι극 a'll); -lIC씬 〈녕õl-9-0}'i'-) 응 



↑~，。애기 인성 gμ 언원 그 잉이 '" 

(W1Uì)) (1(lo13 는”장대등의공여종용아 영샌i 미 연-5:~언"" 타령(H<jl- 잉 

스에 안희(i!ifi 종다가y 장기(잉 ‘ .. 얘주)표안 의이 있다 용소리 이잔의 짱 

대의 t:Il.!i;객 공연융이있던 요능냥 l인 재그와 "1슷안 화컨딩1i!llI};옹 더 ψ* 보이지 

앙께 원 것。 다 

양언들의 이어한 안소려 "!*는 잉긍의 양소리 양유。ψ까지 이어졌다 

얀소리 굉때듣은 다응거영 잉긍의 탄산날장시 공 연(윷)날 같은 예웅링에 을어 

가 양，::i'j용 하-71 5'. 했다 

갱영엉，.찌) 

경정영용 거긍 %년 전에 건%오~;양썽잉 생이 웅갱진 '<!(시이다 깨”는 

。-l/{./;;f-)%l싸프쇼i영，@l:Ç)‘” 언앤 l셔잊 “ m에여용강썩셔 긍증 연% ’‘@써μi ζ~6~ ↓시l 

뺑서 그 ，영욕영층 더 세 써 션~i;:Ill)‘없다언다 

정의 ’5앤갱극사ι 조성영1."'"ι 194<), 1‘/옥 

이동예(*1lI:m 

?임 E쇠i용용l요희경'?I-，fI!!W!liô!견잉ζ '"영 여승에 안까 3껴 

(3ε션잉9.)(1939. 3. 9.) 

이영재 어견에셔 소리응한장IjJ，응응헌종얘에 영계당이 용"1<ι." 요흥강역시 

용시(떠M， -tli응 예에 최낭킹(‘~MIf:i)이 낭갱(JlJlIf:i)， i수 션이 션잉’~lt) ， 고종 애 깅 

갱*씨 의앙(il\'îf) 승종 얘 송잉갑에 껴경t<U) 등융 잉F 저:<J'i'! 야륙 영애직” 지 

안 벼슬을응 쩌수''1!91:1다 딩-A]Sl .. 는 연한 신용의 장대g서는 다q없는 영핑이었다 

또 X 양 @대회뉴의 굉성의 앵사에써도 딴소리가웅연"었다 지영의 산대에는 

~;，) I애인 서W 상덩 f간예안션이의 뺑 "셔 임찌째아 '1'1"1 즉아 야)응해 % 
.제 '1잉 9‘~;;:"*은”이 ." 양 는옹용 역Ol~ >,)01 i앵는이이@영는샤앙f써 ::!>，l~ ~.이 

웃얘위끽"궁끼지의응애'1 'i-o!l는앙의오양(간애)안이 ;;'1 5OT~1 힌'~l "， 써이 

용이;)Jaq.. ", 응혀 /영 3영 



야 등양악，~잉 

(없 영앙 깅샤짧증 (루의쿠”서의 응에씨능'" 
빽피μ때얘의@연찌"릭잉역융잉 f호생응R풍~ " 

O낀 νι ~‘，，~‘ 

，。 엮터 각"각i삐 가샌응/ν I 가는갱쐐쏘양3퍼"-"'오&료 

j1Ll. ，~’‘으서인셔j나니.;，I:ol"- ~l，，; ‘ 긍 감 능이 R는 익식응 영이지 앙것이다 

히었" 

지」샤 안a갱 등이 에。~l-71~， 

-이 에 ι1싸애향거이 써고꺼사연견우4느끼사주 ιg 컷주 서즈:s "'

곤죠돼죄요갱잉요흐""'"잉" ι 이‘ "Ç o\A}‘d O]A"드 에이는 ""'- "" 꾀 "l~"'- """"~‘ 

깅퍼웅일닌단 칙옹“!예g에옛앵 h응얘 ~H= '3응 용서양응인덩초냐그견대호히끼 

HPIl-1.:다 

.. q니 그대< 여녔다 

’'iI-~1i!"}J. 13년 i원 @영(’재 "엔정인” 

"'이，.’ g씨1ô-1'l"Jl!’i깅찌1!l!!lllil1t練 .. ‘없영 ttõlMijê;" 
rrz ‘씨‘ ”이~~~".klliilii~ \mjt;I:jZJl( ~l:Jl("H! IJíml;’iι μψ."'~‘lii! ""'1'.) 
-i!l òl!tlOm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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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이 영잉 강사 w.토중 C오용ξ인 E쇄〉 

서엉익g쇼엄 

싼논의률 용얘서도 양수 ‘ 듯 웅국에서 샤신이 오연 중욱용농여 우킥나이가 중 

앙의산대여를<>]-:등 중잉에서 강샤;tt 내히요능용증앙갱추약&깨야는 일이 있응 

예냉 지앙얘서는 중앙 정우를 높여 시앙익 산대희를 히능 깃응 일한니 

。 약 ‘è~ 지잉의 산'" 는 4성 선기 때까지안 하더i:'l도 얘년 '-I14 'JJ;;l(’” 강’사 

탓이산대$J ~ë 1닝에한번쩍。 상은 X 앙의 오은큰 l용을d아。l~ 정 4 그러나 

인 ε 에루다증앙잉μ↑도극내용산대여는 디 이상생에지지 않았7 에’이 꺼앙의 산 

대펴 오 이때부터 크찌 。1강J썩어 이후 λVJ상 영혀지 앙게 되었 융 것이다 

그러냐 지방의 산대 g 가 증앙갱추을농이는 ‘}앙에λ1 이적지는것。， 에 비흑 

증해야 강에 산써을 "등?써 "/;R드 영응 없었"각도 억연 끽으호든 잉종의 j 영 산 

이여류의 "사는이적겼다 강애는 X 양 수경툴이 해당 l 역등융장 다l스여는지를 

운앵(;gfi)융 통얘 완땅에 중앙에 보고ε}는 것이 주잉우ψ1에 지앙 수영튿윤 。l

a 한 앙샤용 농。 지 잉띨 수 .，언기 예f→이다 

‘" 죠잉시얘 !’얀1 앙?는원 1 ，\1언에 없 @끼도는 3씹갱지 따 잉아 강견샤 f진 

국 ‘ "f:l"씨 얘뼈약 사씬b ’" 앙국 써 양1 써애"는 j얘시 영잉다 



';0 용없’잉g 

이러얀 지r양 산대야바의 앵샤용 이국 

꾀R 디 에섹스 익닝하안"영‘F강사 환영 

연도〉를용에장용수있다 우임한앵안 

도 강사 공 영양강λ뜯 영잉의 .숭지 쭈 

쩍후(11~!t:써 양 " 고 그 앞에는 당 

농이와 중~'I가 영져자1 있다 

그런에 지h앙 산때여유의 앵샤도 1떠세 

기후강연녕가 어느갱도지.상피 난 

튀에는 쌍대을의 장회를 원소리 용연으 

호대신허써되는것응을수었다 서& 

대 벅서종!’ε 〈영앙강'1 환영연도)"i]~ 

"흥장이 농싹도，(P!liI.，e l에서 양소리릉 

뿌르고 앙고 〈영잉장사 용산융 9운도〉 

에도 강/γ4 영산의 영승자 신신용-(ijJÞ띠 

>>l에서 양소리를강상하고 았으-， 완" 

• 명망 ~f연도 경상강사 J우잉 λ 에 대 

구에서 〈춘잉카〉릉 용혔다” 

지랑 강아의 얘 .. 앵λl-"J "1'l!-의 큰 

고용을잉P다 거의 얘연 g 셨언 이러한 지 

영산대희류의 앵샤에셔의 용소리공연은 

?사지인 씬소리인융껴 재는 그 시대의 대요예얀 팡예영융 공식걱으흑 인갱 앙논 앵 

(정4)m원""잉꿇효중 <~I~) 
’，~쨌경-잉짧뼈 

.'빼인~flll"'''‘쩌 
잉양"업 1표 

사와 앙ξ 것이었융 것이다 

그 외에 찌인등의 λμ}효운 4이등이나인간의 ~깅;장씨 강은 것을에꺼의 !’소리 

공연 동옹 군이 다후지 않아도 충잉히 경 서1. 수 있융 것이다 

이러한 "세기까X 의 연소리 용유 기안쩌 았어 ,p, 중요~，년 것응 역시 까기 긍 
께가각 앵λH얘 야 수 있니t 

찌 갱노싱 ';<Æ잉긍~hGó1!잉잉 •• 이 형 



19"，、아끼잉스히원\!l1;!"1그의이 @ 

파거는 3년nt<l의 식년세~<f-~가 있어 갱기쩍인 언이 았고.'ε선 h저 용져1% , 

깨월에 한언씩 있었언 문 우과급쩌자안용는영시용명도"'‘ 01라도 쇠닝Aμ+ 

증영사 강옹 생연 100양 진사 100영 운파 "영 우과 ~영 용 ""，영 아‘응 용는 

은파거"용여I~ ，년에 한앤 있。 에 이을갖b영 。1상이 오두길거리。ν} 용7l도 

히고 월으효용이기써는측이하강쩌인 운여연융응 여는 것이71 "11， 급셔 사 풍의 한 영 

에 유기F률 영연 익"，%대 5영안 〈경정패 보너아오 천여 영이 녕는 쟁대g이 훨요 

찌}었"i， 또조션정기끼껴안"더라도~명이유지원무과급ι 자가조성~기에 튿 

어서는 식년시에도 수찍 명 아성을융 용，n’” 영시에는 수샌 영융 용기도 였으니 이 

이 경우 수경 영의 격9얘가 아니라 수안 영의 명대'" 영.a'Õ"}71도 했대 

그얘서 과거갱이 "연 진측의 녕대g이 구응 서영 셔웅호 요여응용 ''''다 그러 

한 파지? 의 장!대의 오융용 용안째는 〈양우찌HHß\)i!.l이μ에서 이F유야 경~I 노얘하 

고있다 

“수 

‘R이쩨，"~$ 극기뻐 갱4는 ，냥옹성이 깨 에ι" 

~Þ:fH!M:tom- ~흐조깅흐포업E좌 

띠’*길O‘."' 킹죄흐깅요죄회-"능즈검，.， 

쳐"‘~!I;~，t 와서가 나까오냐 거E까 "1에 

"'수 

iiUιν‘F잉!1Il11 융퍼효죄돼죄」죠댄효3양브'-"" 

，，"，;1 m이때.， 갱조흐묘호i경의보응호호조표강꾀 

., 얘우 r앙X여 i↑거 찌티-<l~'it， 1찌 꺼 "양 
’끼 今% 43\'!{l9l'lll, 경"년"얘 영ξ 2G\'!1131덩) 갱죠 l‘이쩌 용 j4\:!(t\S 1 'llJ 언웅 9 

"'쩌 *!- 3'’ i 영) 고’“~(lJ1J잉 %, >IW, 써외 • I ι…* 
~，’""낸1~13'll)， $1 10년'3.<OO'lI)， 정에 1생()'~J ， %에 1…'llU!조“에5:;0<5'l1). 

X경 ι녕"쩌‘M-~' 2년(↑'8 ，251엔 잉조 1‘년 M ’) 정죠 S\'!(2 ，M\ι 고종Z6'dCl2，51l 
명) %.상용 

'"이하인얹웅안얘익(뺑뺑소씨와해야장;;l-;!애이예구 r송얘암 

껴.，앙 lll 'i-Ji\ 영주녕 기영 논응징 1955). 용U.'함 연회사 연i'，('생 "'''l-6.,&, 19&1). 



"。 증않냥씨'"잉 

~~~t;""Ij!lll 뼈"1 우려 X 어 야영애 7ν↑ 

'"찌ζI'l'~-jjg 익잉 읍조를공야 한 얘주썩 -"'<>I'R 

사응 "거" 우7시f{m::ε) 증 장부거"에서도 과거정의 항예에 대해 디옹파 같이 

노래하고있다 

앞흐효의긴효닌호요 

전각도냥킨장.，아~1 1-<이L어운익얘 

。 f'"뺑져알總응I 

호강대는호 옹고앤얘너웅 h응애 

정죄쇠엎잉요녕~ 

경검3‘윷오i닝둥양김쇠호응요냥~ 

얀앙에j낭씨경상잉λ1，:'L'1잉뼈'"을니'"티나 

'"'용애三 smm등웅으생에 

션"에ι역타òl，-'j'1!에소풍하고 

용꾀으-，，'é-"ÞJ>.l，'츄、ι써연양"，I:rr，~운강 i ιj 

과7]7t :\t으연 양오의 왕얘을E 걱라도셰셔 간이'. 하며 서용호음<1았던 것。 cf， 

그리고 경기도의 화'!Þ'H을은 다응져덩 3년에 한 언 있는 파기 식년사에 앗추어 

서&에서 갱기 종희흩 연용 했다 한아 

도요쓰æn t까어 •• 시? 。씨 ~.서 ℃잉 •• 으1 ~，-.r->，- Qj이 션생안 lll- "'M~I_ 예얘‘ 

ιn 선I?'~ 'r"1 ij-:ι 애응 앙언이 
，，'‘~1Fl생 jfl!\~ω 우엉if(JI;:::O~) i'''l.잉-9-\1 01, ';<o{l우용의 영구" ('<1)(용용성 1937:l~I) 

-흥 



"0ω‘’1 띤소a 를어연10:>1그익이 … 
혀 아야 역밍m 선캠 ’한 후 향연응 영어 7}-~‘은 응<1<1-_ω 

까거와 관현원 장대E의 양똥아 영이나 정기찍이며 대유오얘。 었년거응 '<1'적으 

호양허 주는사성이다 

그리고 파거긍어사의 축하찬치는 "응져정급세자가있는옷애서는이나의 시 

악 축재셔영 수안 영의 관/킥을"' 요이 상굉히공 했다 

S께사는증"tl(ffi%) 최역'"' 엉엉;l'I.!f~ 잊L ￥에 0 으허 강시 응식 ~-ll-응놓이 지i껴 

융 _I.ll .!v를 영”이이씨센~(IIi~루은낸앗댐여‘ *양주11'1 층 야 잉으샤켠 

R 징익 닝~ 영송 @써 노느 ，씌응 .，견옛‘i니다 

하었" 내7，;. 를 얘려서 늑연히 약상융 보내 거 @공 뉴져 엉" 조긍 ”니으니 고각κ""' 

스잉가등이등1라내껴C빼 지”이 중응밍 앙부가，쩍 3월이종일 *7 었다 오얀 

사앙둥이 상젠 영응 여 t었다 

‘L쟁응 ’~)<>J-l'<lI'b. 1뺏 앤 "뺑 

납거자의 경애셔 공연@얘는영안 끼;'-"1A'~까지 ‘8건융응언꺼갱도호인7]i~에 

용연외연 했" 

E니 그등에개강n자 안소각 영캉유정6느 lW:l-l<)써 이。17111디 노4부으연서 2끼 앙효 

어는스g 에 훈~/~에연시 노a 등 부용서 。 'þ'얀디 ’엔}영옛앙찍에녁 얘'WTI 영아섯 

상익야애"사영7 염 ‘꺼 치형기τ。오 cl. 고 서응.;ι는디 시응기서 그 져냐아'"‘쇼쩌 

셔 노"를우은니 어찌 그얘 에잉딩지 -'1!\'l-피 영극，，.。 프난죄난으으바Z닙앙회좌늪의 

구영 'W 숫가‘ 7 니 띠싸rlI:!i!.olIAl =1 드&ιd ，씨"오욕디 디 기빼 

~뾰양승:팩@띠그""뺏 패1니생 그~f，.= 연저얘 !!l- 1"-<>1 

“) 격總‘ F잉g뺑 g저 상용갱 여 l_'~’시 ~까 

6S) /ò 1 써 .. 히\'(!ÕWj ’‘’4 “!il-Wl!iIii;J;)! 4;nfilííU!씨l:UßIIR 江zifj JU,’J;;ßJil 
’a써*’‘~"'Il!J ι φ* ’5삐용 ’ 1lj{f1l'.:t ;tA!I<:!t ‘a*lll ilt; ölI:lI“ *~ ÕJ~+ι 



1‘2 용잉응익 !ι싸g 

에O"'"~" -，써기행::;;..>1 ",-.J,.q o}<}A 그잉성쇼C 양오쇼ε응해째딩 

으3ξ 

‘~'<t， 89)6이 치보'0， 

”세71'11-:<는 아러한파거 긍j 샤의 앵사속의 종연。 야잉~연소도의 대g써 증 

언이었연 것이다 

그얘서 1937\! 원소리 영창 갱갱영{1876-1938}응 다유.) 강이 .고하고 있다 

‘~<281-';o.싸.，.써 ""써 1얘;강써야”ι，엔t.1ù ~}ovll!Jl"''''~':;;'''~71 

’에 까지 3여 71，." ... " 계잉ll1Fl3l'.:ll그짜"거 ‘ 잉 가 w ιι뇨 ，，ol]，.뼈 

"'그응X쇼님요 

파거때)에긍.:<1l()J '>1응핸써다긍의%’야빼고긴갱캉1i빼유가 

뼈아영l!;l"l'l!õ는.앙엄.，딩긍011탬*π~노얄하엿&따’에，학 

?뀌는도동상엠 l쇄요엿양찬씨를찌얘뼈?승료으뺏아가거‘한양?이 

노쩌용융잇δ니다 」입칭새 ~-"l7f앤N"，，，，， rjl.g.역1사練} 사얘m셋 

에 ]싸* 강원1I'l;!<)의 디경 "'"도상녕‘’ ... 히엿고 션'P17낭 딘애는샤어l(ô!1tι노써후 

떼)킥잊습니다 i 거，)앙A 찬 어애는우깅 거도희허한노용용영섯으{ 

〈ι 일 신보)11937. 5. 5) 

같은 예 딴쇼라 영양 깅양웅{1 ;r?2-1!)43 도 다응，) 강이 i고승ι고 었다 

응빼혀빼'l-..，""(얘E깅 。셔FfI 'F'flotrlSLg 그셔는노빼양뺑 

。J양('ÐËl약엇섯고“새 양을씩 종얘 ’ .. ，오 ~~l에엿앙니다 

。제추'lÞ:ja~.'L얘t빼써에드"\7} ~ij!.응월용갱ψ'/-Gi!ti!:*곳 야H下 

ι)이끼 '"'도 우gν)0 에 는이양녕(후"" ’여코 올으지안 나도 용찍(J;;i~ 써야 영에옹갱대 

6δ) 1m년생 
6η 얘잉 이정i 깅얘 r없쨌 영원겨 언상.，('세d도우얘 ]쩌협에세 예인용 



κ~，아11'1 연소리 ,. 언용파 그 의이 1씨 

어I-<:!，Hj; 증 gμH下g 아C냉‘i 니아 

〈얘g싱호)(1937. 5. 4.1 

와거" 잉I 잉긍용에훗엔상용샤캉풍1 연소리를틀고앤소려 광대응특영히 

대갱써 주던그.'，원'"려 캉대둥이제는"장 ‘'*겠덩 때연덩 것이다 

그’나 1894~ 강오정잉으혹과거저l가 1 지쟁으록써 g소리장대듣의 찍혀정 g 

융이었언 과거 납세자익 욱짜 찬j도 디 이상 영*' 앉깨 띄었다 

인간에서의 찌깅앤같S λμR응응t 。전했겠지1 '<1-. 20에기 융어서의 완소랴 ￥얘 

을의 기장 공걱 활용은 형융ι}(l902) ， 챙"4'-I1l(l907) 양생써m기 연용ι!(J9æ) 장 

안λ10M) ， 왼각시{19(8) 등 대증 극{써 녁 잉상효릉 내고 을이온 강걱등 앞에셔 

;잉릉 히는것이었다 

1910연 이후의 깅갱양 형융시， 송안강 영융사， 1935년의 갱극파， 얘't-7R당) 

1939\!;의 화링갱극a 용양강극단 동 순회 공연융 *는 당제융의 활용을도 여%는 

용앵에 성공-'il]-:능 여도 았었겠시안‘ 에호는 용앵에 실째 아연 여관 주인이 링에 군용 

융 때워 주시 양아 추~ 앙얘서 X운 경우도 않았다6이 

해방 후 대한극악원 산히애 있언 갱극단인 욱콕ι」융 195ò 년 빅~주7↑ 쩌건히껴 

앙용쟁￡냐" 1955년 부산， 핑주， 녹.~ 동에서의 인야 g 홍영 싱.~ 당사 안갱이었 

연 익w추 i써)<>1 욕포의 한 여 a애 용.'L.'il.장해 있고 니중에는 대구에도용자 냥야 

있는 동 끝예 단쩌의 용앵 생웅융 보>， 용한 척도 잉었다% 이려한 국극사 시갱융 

그디는 다녕파 강이 여고하고 있다 

”고년 째우척후쩍의낭 것용] 있이 g‘j끼에 꺼야쩌강국뿌덤농요 얘& 

슬피옛 언 잉。] 이오 그영 f씨잭 

6!J) t1I%7R'i1(193:y- l~‘써서 양용없 쩨'''-1썼1 중역인것。띠 잉끽5 얻저 깅기도 

’얘끼” 킹7Ke111.-유져잉~I'i에~닌생 익 언니오간악깨극강옹것& 강얘 d 오용익&양 
잉tι 

“”강연앙좌에 '" 깅끼소o!'!lT<! 싸εκ 。씨g지않양앙싹이 
'"선짧) ‘"' 맴우 、셰 이<9"\(30'， (~쟁(19'/4， 2.. 19J 



1 ‘ 4 용잉응익뼈잉 

’깅엄]써 그§따 영E 게 우 뺏/ι 二"1 염양 용δ 아에 

이쩌도 안소이는/때에 잇지 않는 연이 있아 죄적의 깅융 경다 ，%<년부터 중 

요우영푼외쩌 지정 양식으포 보존의 길은 영n으샤 "~년때가자도사갱이 그 §게 

"}아1 지는 옷-~，l 1964\4" 정 이후 보유자에개 이우런 ?원긍이 없다가 '%11년 

우터 a써 이상 "'유λ 써 당F얘 "1윌 3αlO!영의 생에 보조，~17} "'1을‘었다 그i 한 

보4공여F중에는전숭 X원긍에 'm년에는%새 이상애재는애용~=핀，，"세 

이하에게는얘월 24.00 으호조긍씩 증액회고 1978년。 는 연영예 관제&이 일융객 

으~- ，，-납f 어 ''>1'녕에는 w얀영 m 언채는 '00얀원이 외었다 

'''' 년대부터 한ι려는 얘중칙 용얘이 이"1 혹7~1겼고 소수의 애호기F을~l이 

，，1 ，에 냐71-1는 공연 종옥이 되었다 용연앙응 얘위앙 공연자이 제자용1냐 용j을 " 

촉 깅척을풍용영자야연정한관져가있는사양응'~채와켰다 연재 국영극장이나 

국앙극악원익 완양용연등이나이정하공셰사꺼 기획 공6둥이서 잉소리가 。1느 

갱도 양유되고 있는 것응 시ι씨} 딩에 예승호서깅.t:}는 고선 예슐오서의 "%1<，~r 갱도 

에 그치는 것으호 보。}야 원 갯。l다 

국겁장극당용‘1룻한연P얘 4찌의 용링 장극딩을도애연 정기공연 용윤앙고 잊 지 

안 영안임 쟁*니응 기의 3 는 연이C}， 

오늘날공아써이연껴도 "'중격앙 양소이 양유 운j싸R는 거의 사혀써다고 보o}야 하 

는것이다 

3 오늘날 판소려의 나아깔 깅 

파거블등i<>}!i'_는것 s 현재응위한。 고 현지를써정해 보는것은또한 "1얘증워 

영것。1다 

m 상옹 
m뺑 ’‘};'우잉>찌쩌 정끽 〈찌찌싱양응양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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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안쇼낌에에 주어진 영등온 우엿~.다도 운녕하디f ~소리의 응익걱 생피나승 

9 는 우려 λ 대의 소야을융 ~옹 노얘r 긴 노껴든 g、;는 것이고 안소이응 잇는 

근대걱 공연융g서의 젓당격인 갱극융 안!도는일이다 이어한잊을용용이얘 ~소리 

제에서 있어 았，，~소리응 애우고 익'" 스웅의 딴소리와 기얘 가"，.. 오습의 완 

소혀를 공연히여 용혀으도 인갱잉는 그퍼한 양늬으호는 이피경 수 없는 것이다 양 

소리를 익혀 안ι"익 에승 세껴 을 지기 것으호 한 R 새호& 노얘 /이e운 양직'1 

용영용올 ~등이 내야 하는 영인 것이다 

그런영응야영자 힐것얀 P애 얘빼서는 아， 이우E 당응증수없까 그언 인흩 

。l직 성공객으，. 한사잉능이 있기 예운이다 용재는가응외 잉스띠 전송영~에 억 

응치 &고 그현 연응응 해 보는 것아t 

me연애에 잉진액이 장각 ""려 사성용 척어꺼 갱겐긴(1927-1~)얘께 보여 

주어 이언 것윤 안소혀모 얀을고 싶B'2 허}자 정갱이 안 언 보고τ 응융 '11'아셔 

상용위에 잉어 놓고 E 을애내려지 않잇다정4. 영 ;;. 198’경에대익냉응응 E아 

악용신(1916강00"이꺼 안"""'1융 때우고 싶아2 ，*사 안쇼혀가 민주화 운옹의 한 

수연" ￥l까와 끝얘 "1국에 가야원띠고 커것인þf시 하며 소g 를 'f르지치 ~~갔다 

Eε 져근까지도새호웅 소g응을 안응어서능 용용하능 2 샤'f 있으연 그사당윤 제 

자 이콩에서 지예 어리는 것이 강셔 였다 진웅 ~i'l보 옷하연서 새로운 것응 한다는 

것이다 그영제 에서 8소g 융 j 컸다 

오늘널 완소외§ 고갱 에승효암아'"옹다연 더 。 상 영허할 것도 고인양 것도 엉 

다 우형용회개 세계 우앵용찍 융산 간응 쩨또껴 보호악응이 있고 오능냥애도 "은 

λr~，*이 양소히융 "ðj-.:il. 있기 얘용이다 그어 나 고전 에승이 아닌 딩채 예승3ζ서의 

연소리와 안소띠 예용 공언뭉융 몽꾼다연 혼영 지긍까 같응 앙삭응 안 원4 

고전 예슐g서의 연소리를 전승;;-}1는 옛파는 옐도오 잉소이 껴홍의 요능녕의 노 

래 오등년의새오웅공연융융안드는각입이 연소리계에서 더중요하고주원연이 

끽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고션 에숭이 5'1t'\>'1여 만완~리가 장으로 선정으호 'f 

려는 ~ól 핑 것이다 



'" 용~익""잉 

4 남는말 

잉" ，생7"는 '" 제 에응A에애 새호f 예승 서 제 용 연 영스.i:']，한 재욕으호 우 

러나리}애 꺼F 새?예정 가지을 지년 여소이'1 간응 고3띄 성악 예승아 성정원 것에 

대써 첫째 우~1.-}"써 에엔 있었언 근대 우잉까지E 있었던 하냐의 신용 깅a으로서 

의 ~얘 징션의 촌지A ε얘 중애 시대 중국m←”여) 우야냐”이ν"'’H잉‘)， 앤냥 

(lO}4- I888)'에안 있었년 4:거 세g의 A 앵 'ì!~， q이나<\<에서얀 유일하게 갱승띤 

고대 。1래의 서 f 무가의존개 동세계이씨유헤가 없거나드운?↑지 조건등이 격 

어도 있었가 때운에 "능g다고 었t;f.72! 그이고 싼소리는 셰계 에ξ아걱 연얘 서 운 

영 경갱려이 있ζ 것。].;il， 이러한 딴소이익 에숭성응 잇는 우리 시대의 에응오λ 의 

성용각이! ’*응도 연2씨의 서양의 오쩌아처인 각1.영응 수 잉게 히ζ，. 새꺼 얀 응이 현 

2얘 오P애리등 깨우펴고 <I}'웃 성공직인 캉극도 세애인둥이 얘우려끄 하는 것이 i 어 

야 한냐는 주장도 해 보았다，，' 

그러나 허”은 아직 안ι리의 응약끽 생각" 이이재고 L 。 가 더육 ?써깅 아은 

"1 성공척인 창극도 아의 안을어? 시 않었고 근얘에 오히려 뎌 양이 오쩌l"t"Õ1우스 

등에 새외X 고 있으며 성지'" 는 ?여니라른 내.R"ðh" 끗이 용 얀강의 노를쉬어’L지 

오 주건을g 요에'*"1-1-ζσ} 안등어선 아고 ε다Jι 

겐세기도지나언써 "새기에 들어"" 딴소g 가 중요우앵운와개ζ 지갱킹지도 

명써 ’ 년이 녕었다 '9세71'1]-:< 얀 하너라도 ?껴나아의 71-"J- iJ--용걱얀 공영g이었 

고 셔제 에슬 F쳐5덩도자쌍안 인1'l.'<! 'Il소여용 가끼고 그용안 우리는 ""영 무영 

였덩7l-? 

m 에이 융 
7시 원 r증요 우1업킹;.，，-사이 안스이 응이ι3이앤 6잉 s-.{.'!j, i<'산쩨 씻@이 1써 야 

숱대히@요응 

'" ’?갱오끼h씨호조잉중인전앙에승성상~ol 오는쩌이*얘 ιω앤잉생 〈굿 
엔인)i)(201O_ ~_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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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용g 

n이씨뼈:t;lI'liiiili 명원강4 

’까 이1 ’했잉서'. '<115 잉쩌 l씨 익뾰 •• δ!;:! ii!)' 

’쐐즈앵‘ 

(헨잉호)(2010.6. 2:잉 

격잉생!，!， "에 써떠g 연프4 인깅 = 
권~ ，째 잉생 인왜 잉얘 견낀 응예λ 회.'이 잉구ι 원띠 R악이 ψ"" = 
깅껴 f뼈 써의 요원외 깅l잊 r행구i 때 .~띠 ↑~ 

-앤스리의 잉잉 여욕을위잉지잉조직때괴씨 ’양잉잉구‘”때 양1약.~ι 

깅얘 뺑 i야허@조<jg" r，싹구'. ~14liI. ~이아 ~ 

一 r씨기 A때연뼈_.아'. '~I\'l"'，에11 lô1. ~'1μ= 

~'!!색의 인잉 진잉이구호J 쨌j 뼈 g스빽이 = 
깅똥 「영 J뻐 연‘ 응유응핀시 "버 

) 앙회 "'~ 엉구'" \'l‘ 뺀투 1976, 

깅8잉 ’잉 어영굿극사 연구j 용앤 %션예갱 성앤응 '00' 

강석씨 -히떠 오원 앤양인ι I등뻐 t이， '113• g 응획잉앤뼈 = 
깅잉주 '>0ιP 띤 ~V ， 잉쐐 연오없 잉구 정책 핵양 익띤 @ψ 

~iHI， '19'171_써，"" !!쇄 연앓.，구J 뼈 악뺀 띤@ 

g진영 강용깅 r용익핀어그얘은석ιf씹j쩨 없혀익이 = 
g싫 엔굿응잉뺑 잉극 ~Ð을쩌안>11\'1"극ξ없 8. '.써씨딩 ~， 안극피'òJiJ， 

= 
’L약 띤 。삐'1(31)'. <생보" 때 2. '9J 

악 g 이;녁시 잉구'J. '11[-쏟아 @ 

에앵 f빼 스g때 연구ι 용해 국어콕원 뺑 = 
억~D I. ;뼈억샤쐐↑ S연얘;시애→S덕 1 ();)0， o:l'앤 4(}cl응허톨여 '015.> 

ι앤"원뭇-1it.= 
써~， '1iI극믿인의 세뚫 앙빼 g영 '1:;),. "싹잉E ι:f2lô1， e!스깅뼈 w 

행 S뼈 를자안 응염S증 떠 거54'1" '.’5생잉구， ，잉 ε!~'lll ， • g 
써특S시 ?생ιr씨I~ tl"앤인i •g 

λJ옆 ’빼 ε외피뺑은@인잉J ’강스리연"에1냉 e，::a l약여 = 
잉기<1， '19Wd'껴 싼~I~ι 서횡 국잉펴 씨1연 = 
;11"1, 'i!/CII 깅K씌 운여 해 경때의 7~ !.rn., .g~， 2003. 

흘고 r싹때 햄 ，.의 그 역사，원앤" 쩌α잉 잉극융떤빼 =. 
_， 'RI'I.혐뼈g집ε예인이떤 6영~잉 깅생--씨"M지，얘잉엉 



“, .양앙씨잉잉 

유인" '썽걱엽 ζgι 흑잉충염 8. ''1재여얘징농 연펙인긴 = 
용<!1m. '면언의시 g구 j 용융예뺑 ，~ 

융수잉 1얘빼여싱R 영구'" 0뼈짧앵= 

애ζ ε안쐐융의빼-IDJ1-2Wl'rlOC 딩요딩 ~등앓Lf쐐j세7{1， B잉여 

，~ 

0원 f영 ι밍 g구ι /앓연루 1971. 

OI{W, 뺑 괴처 씨~ .• 운딩 ↑잉‘ 

。썽 f영우영\òtl"8 ~ 억써전.'Ë，). J ll:!lEl, αd 

。연 r승안1예 견쩍」 응잉 이씩~n주인 ,,, 논운'il!. 1955. 

잉잉 "κ냉~~예 ，닝잉 연염 " .생 g임 인Jg세 n ι얘g샤 띤잉 

영 인명 얘힌 ε잉」 국 •• 앙콕~B. '생/때 ζ딪j 얻펙 ~'<!. =. 
진 g 앵 앤쩍 ”쩌@ 영오 굿링증%씨 ''<1'1μ 빼 @극j 잉팎 인ι = 
/;1%회 r국영앤ιtι ’갱않째 픽잉홍영 Iα 

@녕 f초bζ덕씨 iι!~""ι ，~ 

정엉"생얘 잉퍼 공혀잉 g뻐」 띤→외떠，. 에 ↑'ill.~익Ol.=. 

최쟁 。여 깅011>1. t.용씨 잉%의 잉뭔 g잉1 앤g닝호 구에공 ↑~ 

.현 '~"V며 공혀 없， ’쐐" ，.뼈 연스리얘 = 

적용 g썼에 추1'l~!<.!Ioij，:응져잉영익!잉우측각연‘“~. "1). {5.앓 t(lS7 .1=1001. 

g깅런연g아@↑↑ 1.8. ， ?Il 1스i! 1Ö'i'lf.3얘ε태도 。환 X 짧늑을""에 。뺑ξ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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