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and Fixation between 20th Century's
Seodo and Gyeonggi Popular Song
-focused on rcpetoires-

Kim, In Suk'

I, Preface
"ms ,"tudy aims to

~onrempla,e

the actual Orcum""na..,; arKl changes of 201h

century', G)'L'Dng scodo(SeooI "nd North "'est part of Korea) popular songs,

showing that the

.'>COp"

of Scodo popuhlr song has been withered compared to

that of Gyeooggi ropular song irI the second half of 'he 20th cemury, A, the
title of Gyeong seo:Io song mdies""', GY'->onggi and 5e"do popular songs were
rdCv.ml to each other feg.ro;ng mu'ical

featuRe;

or c'""'gories, singer unci

!l'-~'llmphical backgrounds. However, since the div1sion of Kor""" Peninsula,

Gyconggi and Soodo popular song have been serarated grmually and ,.ken

each o!her's O\YTl pmh_
In ,his paper, I'll ooflSlder the dIVision and fIXation between 20th century's
Gyeonggi .nd Seodo populor songs focused 011 repeloires. Examining the
ooncep< of cognilion which Lee Chan.g !x\c(J916--1983) anJ Kim

Jeong

)=(1913-1987) who had the kMling role of trnnsmi!.hlon of each part of musk

W<lllld provide the springboard for

di5cu.~,ion

of how Gyeong ,.,000 popular

sons w:lS divided and flffilly fixed during 50 yea",. 111e subj= for this research

"'''cud be Lee CIIfU\g ooe's Hanguk G!ldltwg

Daegve(l*l\lI~,g::k;f,)1)

and Kiln

Jeong yean's Sctx!o Soli LlI<fr<J1JU?<i'!iJ;3:::.i!1::k~jj;).')
At UlC vC"ry IX-'ginning, I v.ill look into thc rq:otoir'-'s of Gyoong sc>odo
popular songs in the fir.;t half of the 2flth century, ,urnnlllii7£ the categories and
characteristics of genres, and mUSLcal featl"es, and finally compare and anal)'7£

how they were di,oded. R=h lllmerials for repetoires of early 20m centUIY are
mainly trascd on phoncgr-«phic record:;, "nd more inforr"mion was

obJainoo

frum the mJio program at the """'" pcricd of time.

2, The reality of Gyeong seodo popular songs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ll

1) Practice of performance

During the for>! half of the 2Gth century, Gyeonggi popular sonll" were often

recotded

s..ng

not

in

the gramophone system by Seodo singers. Gyeonggi singers also

only Gyeonggi lX'Pular songs but also Seodo lX'Pu1ru- songs. I'spedaily,

1) 1""

""'"s-""', 1976, "''''8',k Gxh,"3 fbeBJ-e, Se001: Hoos·in ""ohw<>5a.

2) fill"

i"""'-y<'(m.

1979 S<Wo Sod n_p.

""""

G-,=!;"uog>k Publ<shing.

more [,roous sin)<ers often used vanous Gycong soodo rer«oire, in the

,,-,--ordings, Le. representati'.'e .';(lnll' of Gyeong ",-uIo such as Norae gamk.
Changbu ""YCOIl.'(, Susim 10, and Nanhong.ga.

2) Genre of music

·Ihe genre of Gy<'"ong·,,<."oJo songs in !he early 2O<h century lacks cons'"itency.
and the way of cl,;:,Uiattion is dilTerem from today"s. For =:ample. you can "ec

that y.ftf}"'ndo, one of the """" famous G)"""ng·geocio songa in the early 20th
ceruury, ",as sometimes mtro,h,ced a, Gyeongg; "-"!lion Japga,

Soodo region

l,P&'. or Soodo mi'<.-elbn<.""us songs. After die diviSIon 0/ Korean P€nin.'1JIa.
mOO! Gyeong soodo popubr songs sung in both GYe0llAAi and $endn reginn'
ll",dually helonb'ed to " particular region.

3) Regionalities and Tori(mcxle)
In (he early 20th century. Gyeong stodo singers san.<: l",tt1cu]ar reret0ires in

thei' own mu,ical styles. i.e. in Gyconggi music....l Slylc or Seodo musical style.
111ere is " researt:h work that the m:xlo:: cf Gy<.'Ong: secdo is ultimately the ""me
in the tonal :ttrudUre whcre""" the wdght> of lOnes are differem, which ,nea",
the

OOsi~

condiMns of Gyeonggi and Sc'Odo popular >O!'lg are in common.

4) M\lSica! circumstances
There h .., heen tremendous chanb"'"s in the ""dy of mjoying music and music
indu<try in 20th century.

),1(»1

of the traditiorntl Gy<."Onggi "nd Soodo vocal music

were composed or arranged a. a [>Of>ular mu.,ic during the pcrio:.!. and mu>ic

":as more

()f

le~<

flXcd anJ hard [0 expect indivtdual ""nation. change. or

c::remivity. More study ncec1,; to be done to prO'.'" how those changes have made

on imp:1ct upon music, and what was the nature of the orJginal music bcfon; the
changes.

3. Repetoire of Gyeong seodo popular song
in late 20th century
1) Ipchang(standing songs) and j,....achang(sitting songs)
]pchaIlS(staooing SOtlR") was transmitted as a separate category sioce early
20th century.

n""" were more than one repetoire in Seodo ]p;:hang at the ve",

beginning, bef"", Nolryang, and nn

Lee

]pd~mg

repc10ire sud, as Uiju sanmryeong

a,'1l!! ooe e:<p:1ooed the :;cope of Gyeonggi popular oungs by

intrOOLlCing newly ffi1de musics and

~ing

orig"'''] Seodo song to Gyeonggi

category, whereas Kim Jeong yeon "nintenti()fl.lly reduced Seodo musical
carq,'<>ry a littk.
PungdeUflg ga, Keumgang,;an larJI'-vng, Keumgang yuramga in G)'conggi

proVIIlce .nd Jeokbeok ga in Seodo province were newly com[)Cl&ed in late
20th century. Lee dmIlS ooe lmd introduced these song; to Gyeonggi p:>pular
song and p:1sscd down (0 next generotiOQ Kim Jeong yeon dilS5ified Seodo

]wadnng(sit!ing songs) into 12 pieces, but she excluded. some famous songs
such

3"

Gi<eong palgyeong. We can frnJ

=

r'-1"-1oirc~

>uch as Sanruicrirn,

Ncyango" ga, and Oryun ga in Seodo J-.:hang from [>honographic records

and ",dio broodcasttn.<; program in early 20th century.
A

gre", portion of Jaedun sori(tmditiooal comic songs) in Gyeong seodo

popular wng are mis;ing in KTIn< of

tr:an,rni~~

Jacdam Son b u.,ualiy

=po><-..J of song:, and &Ill" or pwcly comic song:,. Bark Chun jae, famous
Gyconggi singer, ond Choc Sun ky{,ong, KimJu

ho and many oilier singers in

Scodo provine" had leaded !l= kinds of perforrnanccs, bul ].c<iam sori, a

>!,,-'Cial ;,,,,rue of lr'dditional rnu),k, was replaCL>d by

~landams,

Cmruxlic£, and

Gag>.,

2) Popular folk songs
It "' ffiteresting lhat lee O1ang me ClIegori7ed OIxmgsan t:>ryeong, Rang

a mryeoog, Jajm l3ang " mryeong, Yangsando, Ga=ng Nanbong go,
S""enl N.nbong &I, GunOOm taryeong, Monggeumf>') taryeong os. Gyeonggj
popular ""ngs wIlerea.' Kim Jeong yenn at""
song.< a' well, It is not

ea.")' to

d,,~,"fied

them

a., Sendn popular

"l;fferenti.te Gyennggj .nd Seodo dearly from

Gyenng seodo song", F..'pe<'i.lly, S1nffiinyo(new follksong.<) was also sung. by
Gyeonggj arid .seodo smg= at lbe same <ime .lthough their musics were mostly
based on !lie Gyeonggi mode. Therdore, somCIimcs it is difficult to dttcmtine
wIlc'!her

;orne

ph" of mu,ic should belong to its own province or the origirnl

region of that picce really exists, However, moot of the popular songs that w,ere

recogniZL'd "" each one's category now belong to only Gyeonggj popular songs,

LL", 0Jang bae included Ga=g Nanbong. go, SaseoJ N.nbong go,
Gendeureng t:>ryeong, Saseol Bang a taryeong 10 the Gyeonggt calegory as
well, Kim, Jeong yeon "'<:Ie ne( inle=~'d in Gcndturycng tarymng and
Saseol Banga raryeong

"'= !hough thL)' were in 3o:x)(1o province mIL,,;cal style,

Also, many ",!,,-wtrcs of S"oJo popular songs existed which were not passed
do\'m any more ttxlay ,-ueh. "" Gilgunak, Gin doral', Won

Ya!lOIl& ",,}',-,ong.

nanbofl& sa,

4 Transmission of Gyeonggi and
Seodo popular songs
Lee
many

d~ongbae ~ppeared
area>.

to make effort to sp,eMi Gyconggi popular SO!1gs to

He included m.ny new follk scmg; n""-iy emerged in early 20th

century .s well ." Gycmg Seodo popular SO!1flS which had beC!l sung in
common in GyeooAAi .nd Send" province, leo 13ang'a ta,,'oong, Yangsanoo.

Seodo p>pular sotlflS stand at a di&illvml!.geoltS position because of it, laek
of territory. Jl.loreovet, Kim Jeong yeon ratoj S,-,ooo popular songs from high
0wadmng) to low 0.pp) •• nd ,he considCTIxl Jwad>ang. or Chohan gao
GongmY'-'''IJg ga, Susim gao Gw""san yungma." high r.nked music whereas

Nanbong gao Bango taryrong, Yangsando. dleongchun ga

a.;

low grade

5. Remarks
]he fuet that Gy,-"onggi and Seodo popular song; were ',-"parmdy tronsrnitted

in terms of the divisjon and tixation of Iwscal reP"loires may depend on the

sy:<tem of !I:lflSIlIission, change> in musical circumstances, and the "ill of

"'기 '!l"l "'-W의

m

경~

"‘

20세기 경서도창의 분화와 정착
연주욕옥융중심으호

김인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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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떠한

2. 20 셔 ~I

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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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양1

살상

~_ 20ψ1 후'l!71 경서도i 의 연주용”

‘

3

경기장아서도칭이 갱승
찢용.

1

머리말

이 글은 요늘냥서도칭의 영역이 정기칭에 셰해 외응뇌니 있강융 지석하고 그 싱

상파연오의 끽것녕 m세기에션성 3 어션"여보기 외얘 "l연외었다 경서도갱이아는
이용이 드퍼니고 iζ4 경기앙아서도장응 응악혀 특생이나앵주

칭자

j 연써

배정 언에서 얘우긴원히 연안이어온끼영향이 있었으나，훈단。후에는 경기와서도
의 옥자거인 응악 영역으로운리되어 이션파 그 g도가시웃 '"↑져 ~는 상황이다
용안 이후 킹서도1/<>1 <l-'l'피고 정착잉 잭갱에 대엔 냥서는 이*써의 r얻국가장

대계lJ 1)어 애 ""명 수 있다 r가장대께 J 는 이갱애가 ，~’연 한국의 전 1동 생익1욕용

서.'써이a

" 야써 f염싸짜 "l %o .J인~~.μ뺏 이후 f째호

’"'

~got 때æ ，

•'"

집대생한 끼}요입정 j 융 얻강안이때 잊 ~헤 증보를거률하얘 얀든 엮시으iζ 그이
후응간원강연서칙에 경대격인 영향응’ 8냈나 현재국악에 예한 잉g끼나개흔

서 해성서 퉁에 쇼깨혀야 있는통측얀요에 대안 내용의 기용구도는 mó년층간잉
이칭얘(191운-1983 의 '7Hì대계꺼서크게벗어나지옷하고있다는인상융양셰 익
는데 정서도소g 에 대한 이아경응 쳐계적인 인식파 상건은。J.1]-1애에서 "1*'의는
것으g 보이기 Q얘훈이다

Z얘기 경세도갱의 연깅융 상이 '1 위정 ←의의 %강 g 빚 기준션용 여μH 아창

애 ~l '가강대계 j 증 경서E￥ 쭈용에서 성도1Ã} "*'아 이."는경서E칭「익 명갱이
자형세의 영 71~" 의 ~응응주도한안을E서 그의 이잉대계 j에는오능낭익 징기
소걱의 녕주아 꺼숭 실얘가 개훌찍으오 드 q나 있다 또성 이 쩍은 연쩌 의 경기와

서도캉얘 대한 it류와그에 대한인석의 영단~Sõ보이주고있기 예문에 2애기 갱기
의 경서도갱응 4강하는 데에도 준거~셔 활용할 수 았융 영오3è~딩윈다

아약 아응러사 요등난 서 i소리 전승의 기초를 마련안 갱갱연(ω1 3-1987)의 r서
도소이대져갱 j잉도용 얘 서 S갱의 잉X 를 디언-;;l--E샤어 E셔 이긍의옥칙에푸양

의는 대상으포 판단연디l 띠녀서 이 긍셔서 는 이갱해의 r건극7HN계j 약 "찌 깅
갱연의 r서도소이~천성 j 윤 β 교얘 7여 논의를친앵하고자한나 훈단이후의 경
서도갱의 용외하 전숭에 판한 중요한 역양응 한 이갱얘아 깅정연 잊 그등이 '1겼언

정시도소리에 대I~ 얀 4 을 용에 오늘냥정서도강이 운화적고 갱찍하계 윈 요인"
"'t"l!융 1{.여보1자 하는 것。 다
논의외 수서는 언저 m세기 션반기 경서노장으호 융컸던 생왜곡등응 살피g고

그 엠주 ~H!:얘의 특정 잊 옹악꺼 성견응 깨장" 후 이들아 오늘날 어영깨 영키와
서도칭으" 나뉘3는지흥 β 교 용석얘 요고지 한다 그 7)-{ξ에이”서도 영주콕옥응

증성으로 이전의킹서도소리가야영제 갱기인요 서도딘&경 71~}창 서도좌장등
의 갈애로 운-:òl-'‘1이 갱악끽어 있는X 를 융떠보갱 4.

z

애기 갱반기의 연주팍욕‘ 윤생기 융t익 자요흔 중짐으호 취 냉으，. 그 내용

이 이비항경우 각응 시기 라나오 영송요깅그쟁”가운데 해당곡옥융 갖아대조하

” 경정연 ’새‘스에전굉 」 서* 뺑파응앤 .m.

2잉끼기 경

응

엉식으효 확〉성 ...~71-;;t

...}.잉다

오상잉 ε'-"121 ~^I

157

살웅이나 응원이 없고 오늘 d익 익옥과 녕일앙'1

의 여용등 안?바하기 어려운 경우는 논의의 대상에시 제외하L아 한다 역 w애기
천'1!:7! 'ì! ^i:<<.장의 연주옥욕에 얘얘서는 현져끼지 6껴진 째 의응하고7 용뽕

잉이 짝성하다고 판단되는 까li을 응싱으호 나우겠 cl 얘라셔 온푼에서 언급핑

w

세기 선안7 의 경셔도갱의 <;1.주곡옥응 i 금까지 ‘Ll\껴진 최스엔의 영위에 용객-1}용
양껴등냐

2_

20세기 전반기 정서도창의 설상

1) 장시아연주판챙
이보형은임세 에 써즌유성기응‘}에서도소연명잉에 경기소이응휴영1 경기소

g 영 +'1 서도소리등까릉에가더라 있공용거흔'1연서 서도영갱이경기소여흩 우
흔 에호 αtα"" 용년가 ~，각1--:1'-올 등었고 정기소이영장 q 서도소여릉 우은 애
호 Vνβ= 앵잉육경 신허증웹융 r 비 았다시 그언에 이후 6안까앙송 잊 안

연자"'1 혹얘의이드 1나연서 。1의 3’응이"'1 얘우흔하깨 이후어g응←ε 상세 와

인할수 았게 띄었[ι”
이전시대에는 비흑정7 아 서도용 4기 응산지역「이 나프더라도회냥f이냐환종
응 두 지역응 。'14-.으여 이우껴겼덩 것이 영한객이었다 이러한 얘경에서 서도영양
응옹 종종 경기 소리를 위임었으 oj ， ;;1 71 영깅을도 정서도의 용익영 기펴지 %고 i二얘
을 윤었다 특히 〈노햇가역〉아나 <%부껴생)

”

송 용

1수싱가-)， (단용가)의 킹써 각각 정

용성 '1 ， '깅성썽얘*극옷S껴잉 세*， 'il.;"t! (X씨

" 。 보잉 t깅서이 완조 용찌 싼 연’i 셔용 얘져앙구‘1992)， 7'1'.

”

꺼시 ι 정지아 늑옹 악극에 때에

는 얘앤익 r셔요이 *"↑~'I! 연구생%악 j 끼 Hi ，

ft-".g.안한씌 iυ셔 양 깅응 익 r 깅기@써 에승1ι와 연.\，，('경끼'"융연구 시인
킹기에 수윈 킹 )생당 -

n

야 얘R써이다 "'.II\Xl7-I <;ls'<l<>l-.시 션국유%용센샘

자효용"'에 죄 i 얻 얻끽응안*1이브연R소의 응에아7W"Lp'ν*κ、w.<_"&， ι~ 가 씨1딩 7영
씨용찌야 엔1 시'iI"i~ 서이씌고 잉이 O) <i tt%~ 수 외냐

..영역-

"8

기와 서도응 대요끼능 악유영수용 또한 。 릉낭 영경영수등 다양한 익곡이익 녹용예
갱여영디} 어릉 등어유성기응안에 추잉윈경기 <%깅서녕〉융 갱찍에 보연이 경 '1

융인의 기수‘에도이잉용， 낌용영 이영얀흥 선우연션 깅주호 장학션동의 서도
갱자가부흔늑응도다R나릉차P지하고 있응용용수 있4. 서도의 〈우싱가〉의 경우
도 b댄가지인데 갱인승 강연역 조국양， 익F츄용， 꾀펀꺼 이κ. 깅언욕 신허 증필
응 수&옹 경기영양양1<수성ÞH 의 늑응에 칭이하고 있다 이러한 한앙용 요능날
의 경기 잊 서도 정악저외 현상피논 대이원4

기 응악의강해
정서오징의 간애는오i 닝에도서표 4릉잉갱이 있용수있지안 2에기 친반기
에는현쩌보다터육 영쉰벼이 없으며오늘날의 인‘파 C떤경우도 f 께 안견안수

있다 가i영 오늘냥경기민요의 "요옥 가운데 하니인 이강산잉가 ∞셔 기 전안 갱성
방송극의 표3그영μ 는

정 7끼(갱생 가요표 갖개완 외에도 서도가요

서도속요

샤오앙가 응 다양하게 나C싸고 있다끼 다샤 앉얘 〈양상표〕흩 용해 효연 경셔도장
의 경우 서도와 경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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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의 경서도소리에서는거의 자취를 간추고있나 앙시 언급한사 E외 〈연강

수타영〉이 U까S. 그러찬 계동" 소"얀에 〈앵인역인nl>， <피"'， 휴응 〈흥원갱〉과
안응 쩌양소"는 용디 λ1 5ó.'에꺼 흔히 용 수 샀양아 연수옥유‘ j으나 연재는 전승

이 항앙하지 않다

"’

〈갱닝용1얘냐 (앵션2얘야괴↓ 강옹 재납스리는 경기 영창 엮은

쩌의 장기었다 서도영장 7H판

서도겨'i!-':，，<'I예 g 어냥언최순정 서인준 경주

호 용이 있었으나 깅갱연이 갱 g 한 r시도소리대진생j 여 는 。 아 같응 소g 가 드이
눈에 프지 잉는ιf

。1"> 겉은 재'it~리가 시경맨 연인 개.'에 히ιR는 이러하 악흑껴 앵인올 • •전
〉엉Í'-7t ‘;‘떤 까당야，> 악δ져의 〈강녕 아익 희"J>이나 〈정인 우당아정〉 또정
〈장냥경〉이나 〈익당'(j>， (아정) 등 서오의 각응 개당 t깨 소εJ 퉁이 오두 앵인융
소재ξ 안소리여시 징얘얀애 애얀비E밑 낭은것이라히여 소g 꾼응이 상자딩 '1
하개 되잉나 재양소리등하연 상자 iκ씨 천익h쩌친다고 여겨 의도석으호 g 재야

계 깅 에에도원이이 ‘는 깃으표보_~14_
이?버)도 〈냉신난양가-) '--t (사갤 n-，가)， (깨"영〉 퉁 속잉 잉이나 적나타한 π

현이 득갱걱。1었딩 ‘ι얘응은 '"세기 후한기에 이으이 15:-~i-'원 가사흐"11'어 부흐고
있δ 웅 확인힐 수 있다 。，> 。많이 쇼리앙등이 대이}ζ 주고안R는 엉삭익

재g 응

4‘어 노얘tR는 ~식응 〈r÷하거나 /ε"* 응에 그허안 능 3이 었는경우오 j 퓨 드

양어 오늘날 재당소아는 시경상 시라찬 생아냐

" 통4쓴인요
김정영의 r서도소이대견씌j은서노년요안을c)-루-:i!있는데 이정‘ ~ '7J1)이제계 j
에서 전국의 통 §얀R를 꺼앙영 g 운유하고 있어 그 기다내 경서도 지역음 핑아
〈요 ”에 쩌샤얘，>

흥이호운정응 〈오용잔ε}쟁〉

얘아야영"

I잦용‘'"악영)， I양~_t，;:)， (개성난

ν” 이인P 당경)에 l얘 긴징연 5 간파@인 에 비 1찌서 오히허 。， ψ} 깅，>한 서 ε상에 성저

있1ι

'""

용잉1'14 'l3J~

용가)， (샤션난l.'7l> ， (군함!õJ-'정>. (용긍포타킴에 대서1여 。1칭애는 정기얀Aζ
겁갱연은 거도인요료 각기 간4&고 있는 갱이다 경서도인요에 대얘 그 지역직인
위속응영획'1 가으기 어정나능응ε 양서도영셔냐1'1 신"요양 정우대쭈훈경기

인'ß.의 응악 이영으호 쩌셔 았시안 킹서도의 강기가 오" 녕영었기에 경기아 서도
호 나뉴는 영이 써양스이용 수 있다 여에흔 연재 이응 인'"는 대개 경기민요오 간
주되고있다

이갱애는서도용익샌 냥용가셰영의 〈깨^J안용가〉아 〈λ써얀용가〉도 정기응?써
3ε@시컸다 그는

('1 생난용가)의

애설에λi "，ψ’ \:Ft:-7)소는횡해도시앙이 기P앙 앙

에 이 노혜도용해도낭'~-7l의 엉향응 잉이 영。 ν1 싱응경 '1인 k세 역에냐황얘
도인요에 가깅다 M~ 성명으호경 '1 인요에끌어대였다 현쩌 〈악영휴오)호도용

g 는 〈깨정냥용가〉의 유성기응안의 늑영잉응 ~연 서도꺼인 특갱도 1ε안피이 "개안
정7 소러호 얻이을여자연서 。V 는 정기소이화 히여 전승히고 있다
〈샤성안용가〉는 셔도연요e 깐주용 수 았는 곡써안에
흐 셜영한다 g앤난상ψ 에 대i 서 이*쩌는

"냉얘 이 j에서 경기';'12-

서도의 〈영신난웅가〉와 비t하고

〈킹욕궁타영〉에셔 찍%영 노애호흠수있냐 그러사예천

?

타킹)에서 연조잉노

얘이다 211"1-'게 여러 양양어서 성I성 <>lJJ: 았다 실상 μL영난용가〉는 U용가 께영의
극용 연당아"냐늘 얘 D}"'l \!j-~용ο1 건정에 딩쨌응 얘 익상스런 /냉응성이 우으

는곡으후 (^냉얀용가〉안욕임얘 쭈르기 이혀&정으호용 얘서도의 낭용가꺼영
악콕에 냉이야 항 것아 ct r-가갱얘계 j에서 〈샤성난용가〉릉 경기민요에 넣온 것응
경끼도아 인g 안，~애도응익똥 최대안 ε잉뜯6 고" 히R는 의5õ..'iè 용 수 있다

〈건드영냐링〉은 에이랴~.익 4응응주호쓰이 라에서도욕의강응요얘R용써
서 정기소이보_"H=- 서도소g 의

산S친앵응 그대흐 보여중다 이 노얘의 완공5

V1ctorKJ131‘l'에 서도영강 김진영。1 ￥，，'7 (공드영악영〉이다 〈긍드정다녕)파 에
.iit"i;j여 경기 익 〈건1드영나경〉응 l이으기ν} 쟁씬 느혀졌고 가샤혼 재호 X 어 넣은 것
으로 ."얀다 흑 이갱애가 서도의 〈긍드영타정융 기}져 다가 가 얻 에내이 개험}

w， 이쩨씨야 1 옥

'"

δ 써 O쩌 8 ‘아

@셰기 g 셔오정의 ，.임 정~

'67

여 경기딩1요호 앤입시킨 각흥으료 잉 ↑잉다

이 8찌는 (사딩앙아타영)~완옥피 가사아곡용 머한손질했다연서 ('lr'tEl-영〉
에서 싸잉원 특으흐 설영호~'l 그이 S 서도

〈시갱앙이륙영 >"l"F'잉~ 서도 옥 즉

n는 소려 찍는 〈려 웅* 서도옥이여야 등용 벗。1 잉다 고 갱I:f. "1~굉1의 증언에
의「석연 〈시4 "J<>l타영〉옹 서E영창인 인성식이 안든 것이라 한다"

경갱연。 제

〈시션냉아니정〉에 대연 정!it가 없었융 수、a 있지만 서도용악의 션응구조블 가엔

μP용@이좌영〉응 경국 이갱애의 걱극적인 의지어) 의얘 경 '1소.~ 연앙되어 있"1
’가1대계 j 애녁 경기얀요로운듀헤어 있는 〈사용가)는샤싱 〈왕녕7ψ 의 한가지

인대 이~，，"'ß는~~욕검사킨갱도땅선양수있다 〈λ 냉가〉는정^};t-<의 r커각새
'"ζ 。 도 〈용넌가)와 강응 콕으로 성영혀이 있으어 유성기응안에도 정'1는 것인

미'" 。 쟁’는 이 (샤정가〉는 〈용녕가〉의 곡에따가 }안<<.>zl:다으'Jll， 'Ì경제 지
응 노얘 ，，'호 성영양으효끼 일증의 옥욕의 확대를 '1하I 있다
정 '1인요에 이쩌 서도인요의 상앙은 훈단 이전에 "1얘 얘우 씨옥외이 있다 우션

"조"의 ’가칭예제 i 애 정이원엉해도 영안도외 인R응보너 경기川요.s} 11 교대상
이 안 핑 갱도오 옥?씨 인익빡I다 그허나 파연 서도스낀익 엠주 7

’가낀대깨J에 나

타난 그얘 i영까 김정연응 서도갯 의 엉주증 인요와 정7ι .용 둥으포 니듀이
이봐냐 녕제 용고 잉응용 일 수 있다 앙셔도 성영었듯이 (용긍표다영). ，양산도〉
〈앙얘냐영〉 등은서도측에서도 X 죄익 영역에 속.-;-\-l'는소여호여?고 있cf. 어쩌연

깅갱 E은 이보다 더 영응 약특융 서도인요의 영역에 쪼.하여 전수양 수 잉 었 }지
도 모은다 ‘l명정 것은 wλ 기 전안의 자깅을 용찌 보-'f! 야윤 앙끽 서도인요욕응이

더 이상 전숭이 융어셔 용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 g격인 곡이 〈윈인g

7]-) • (긴도각끼)와킹응 :二잉 노래야 《길군익’이나 (이 나리〉찌용파 갇응 토악칙인
노킥을인셰 이야도 운E기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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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_，，<1쩍1 꺼 영{f "\1세얀 ψA에오 회싱엮찌갱이 쪼얘 잉으내 " 뼈 j 에서는이
능 성 } 양써% 여효 l써 있으으흐 어얘요 져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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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과 서도창의 전숭

4

행이후서도강응인격

지역꺼 "안융잃고급S 히 외좌에?운터↑ 。 천 시

7 까지 풍존용쟁의 R승옹 보었인 정λ1도것" 갱응이} 천숭의 외기용 。끼 대 기 외힌
용￥응 이제는 응λ 댁으로 해나가게 원4. 정셔 E강에서 그나아 유리한 외치응 유

;.<]<3l고잇는흔응시역걱

tt-~'"걱

얀겨 기얀이녕상쩌는경기소리계용이었다 서

도소리는싱대혀으호어려웅잉지어서 양웅양수.에 없었는끼1 갱서도공히 중요우

영R아쩌 껴 도의 융타R끽 ξ셔꺼 선숭의 l엉액융 유지할 수 았잉다
경기소여의 진숭애서 이칭얘가 냥긴 업걱응 엔}마디표 정 '1 소밍의 영역융 최대안

잉히고，'"던 갱이다 그는 정기인요에 Î，;..，.헛기악")， Î창우티R깅)-'4 l!:은 기응의 무
속용익에 연띤옹 두고 있거나 〈양。'}El해>， (양산도)와 강이 정서도에셔 힘쩌 펴자
되는 노래등 외에 w 에가 정간지 새용제 등장한 이은바 신인요등융 대기 포잉었다

특 〈아.앙-). Î긴아.앙). í이영가>. (정용기.). (도각지다영，. (노응강연>， (샤앙
가>， (에틀가')， (오용산다‘경 1 ， {오융옥>. (용년가->. (한깐유타킹>， (성리<'1 "F)
(운앙티영〉 등이 그것이다 용S 이응 i리가 w셔기 전안 ~.융지역융 중생으."
서응의응'1어앵 에개g 세 안응어져 유앵하기 시작한갱이，'"은。유일것이다
이 가운대 (노을강연 1 ， {얘영m 는 약사

직서;'<}7r 영h혀져m 았는 안용 천용꺼 깨

영의 민요" 아닝에도 영찍이 킹기얀요호 수용ε1었디{
。]갱애"보이고잉는신인요의 수용응서도꽉익상잉야성명한 rll"

응。룬다

요늘냥 서도소리제영에 보。1는 다"한 저득외 악곡응 거의 갱여원 인표 엉」프여 정
기스.와 킹L이 헤아흐려가 디"하지도 옷하" 서도소리에는 경기소리에

B 교될

안

등신낸요가아를어지지 ml연것g까 。 에 대애 서 E영강 악"종의응‘싸1 장고
"용 수았지 ".까한다 현쩌 '"얘도우앵운~;저효서도소리의 3ι유지인 악기종

용 그외 r서오스.，'이 응안써서 각종 ({!-<영*>파 〈안용-J}). (용조도라시다영〉융

m

αι “”이

."

노.W;!

’ ;Hfj ft'~

Pol)>;Io c' 9Ut-A I얘s ι% 에α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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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땐이 「신인요 연~，얘샤염 싣인요 연구시F항용안.， 께 ~，얻긋고;안양9회
@씨 n

,"

용g 응킥서"잉

"1훗해서 〈증깨셔링)， (웅그。앵타영)， (새δ'~71다잉 풍 (요 "의 애도인요의 종

유에 "l'fi'71는 *양한 악곡총 녹옹@써 껴보이고 았다 스승융 퉁이’ 애> 것이은
응안융 웅해 악힌 것이든 또는 신ια。)는 깨때의 노래아든 응익응 션승하고 교육
4제 ';-1'는 중요한 웅영은 용의f 설쩌아 머용어 대상응 ~.기회，;-~여 순용히허 τ 의치
가깨잉;어야하는 것잉옴껴달게 낀나

이갱띠가갱리하여 전숭하고있는 "인요의 연연응살펴보，~ ，엉찌에 경기지방

의 소혀효 천승"1는 노예 이외에도 경서도에서 우우 유a 언 스리냐 서도지역익 소
여도 경기민요호 수용-"t}여 천수 고l욱허 용 갓용 용 수 있cJ， 이는 응악의 현싱을
영"1간 왜곡서써 。l~ 쳐송g 는 경서도갱킥 냉주와 응갱걱 연요듬 이애하는 에 다

소강 용평요한 파당응 지속격으오 끼쳤나고 용 수도 있지얀 경기소.에 국정해 용
얘 경기소리의 응악칙 ~，‘ι융늘이고교째 개영응휘얘 끊잉없는 Nι연응 기융였다

는긍갱적인 영기}융 혈 수 있다 。1엮에도 이갱얘는 사때에 섯지 앙는다고 안딩의는
셔@스건 언이나 li'U， 용견이 낮1다」ι 딴낭뇌는 노랫양용 대욕 경러낸 자리에 스스3
시샤가'. 의이 잉은 노엿영윤 X 이 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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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인엉 iζ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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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당영응잉수i주하0，갓귀

슨넥영이 하깅1lrJ-. ,.)

즉 오늘냥의 경기상은훈단이후이 . . 가 재연하고긴수교욱얀응악혀 유산을
이녕으표 하" 있용융 악 수 있 니k 강은 λ때 셔오소리의 보유자호_"1 "1장애와 강ε

위치에 았언 강갱영 역사 전응용악의 전수용 외에 전용소각응 얘겁 하고 갱허정 ".
있으나 궁토의 용연으"서도소괴를보유하고었는인쩌 i낸이 얘우우즉한상태

었으며 서호응"의 보고하 항 잉생 유2ν1옹안윤 용용양 여건이 i성ι 지 옷한 사
건잉 닷에 친수에 에"이 않았을 것염이 잉냉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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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캉tl\'!J.l 느꺼 오는깃응앤t]-7] 얘는없인써 그분언응 ~"'I'!l

‘ 었고 지오잉

링 등에 'H써 상회i은~""~얀e 얻용수어이써 ，m
쩨 이혀져각 훗。l<f 에

。l썩써 오션 1인1<>1<든등에 상고그* ‘ '!-7J.'r:、i 오。R앤서 자신이 용F도찌 셔 건수양gε

"어 왔육 y냐”

겁갱영은 오.디아 함에 서도소리의 전수싸 교유의 잉우융 영상드\l 경기소혀예
비해 "아도여가 꽁묶하E 션송의 여건 역사 취약한 상영e λ ‘ 。 우어경 수익에 없

었다 더융어 김정연의 깨인껴 쉬양도 요능년의 서도소리의 전f에 잉정 부양 잔여
응하고있는것」으표보인이} 갱갱연응셔도응qj-'익 아악에 고급자긍의 가지릉 푸

여하여 〈수신，f)약 〈초한가-) • (공영가〉 동약 sJ-'i/(!>，，~: 셰 〈싼산용_to}) 와 강은 시
장용 농아 여겼으며

〈수싱가) • í긴아리〉 응응 ‘ 요 야 한 악언에 〈냥옹가〉윤

〈냉。)타갱) . í "J잔도j . í갱훈/}) 층은 강/ 킥 히여 꺼응 낮깨 보있다씨) 깅갱연
외 서노소리 션?에 대한 써숭의 2 시가 더유 확고@ 다연 오능닝의 서~얀s익 악
옥이 더용 디행할 수 있시 않았음까

현재 경셔x.'강가&에 경 71 'il-1l1재 19L1아 션소 '1산타훈이안 영갱으-'>- 1%8년
중요우형운화재오 지정되었고

, . .년에는 〈얀산융아)-!l~ í수 J 가〉융 증싱￡호 한

사도스.'어m호j가 X 갱} 었으"i， ，’ '75년 경기좌갱〈개~7_호Y이 갱기인요싼 영깅
으호 응~~.채호 인갱 εtU'디t. 1984년에는 서도소.'，찌2f):ß.)에 。 은관의 〈배앵 이굿〉

이 추가의이 잔숭되고 잉나씨 킹기장이 각각 경기염 ~파 정 '1인1St(내용응 킹기좌
장)의 두 장욕으도 지정 꺼숭씌고 있는 i 에 야얘 사 5"0.1)-'& 서도소리 한 종욕에
〈수쉬1개와 〈연잔융아-). {애앵。1굿〉옹 。 F↑L르고 있는 시쉴도 이약 강옹 경서E상

의 용윤영한 4↓상용 당해주는 풋낀다

"，잉갱뺑

l%<.
'" δ1'1인 깅뾰 꾀 ’‘ ”ι

i 영상 S에꺼오 어. λ냉1다

"'얘헥오킹기@에이얘 서￡장익 생싣씨 와써는것응걱정히써~，예 (산영'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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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끼 서도션%이 .샤끼양운아 1얀잉에오우영양새>l H'~ 써영자정 8 아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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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션 는의응 용얘 응익 익 건i께서 전승 f애의 의까

'1

크게 앙여하~ 있으어

정서도i에 .까의이 오늘널외 환경에 뿌이 내e↑눈에 이강얘야 ”정연 二l응의 응악

찍 인식 잉 션승 의，가 :ι에 악용하고 잉 응올 1M! 한 f

잉었다 '"세기 갱서 E장

응 ~샤 간ξ 연오응 간이 연패의 오습으포 정작깅 갯」으호 정끼야 수 있다

것얘

〈앙추티령)， (노얘7ff-j->， %:까 강윤 정 '1정파 ( ~í"싱가-)， (산영용〉 등으호

대효 '1는 셔도징은 ∞’ 기 천안기얀 해도 경서도 "갱이 지역성의 구영 없이 두루
생야꺼용‘U으나운단。후 각지의 제한씬 영역에 어융제 ‘1연서 옥!써인 응악영

역응 구"，"ðj-;에 원4， 유익걱 Ji\류카 드응이지던서 그용아 셔오 녕L뜯내 공유찌던
응?셔염 ~ '11;샤 f링; 는 경양을 "1께 되었으「에 지역적 얘경융 상{ 안 서도용악4

양쩌 경서5õ

Y-'r

서도혀 특갱이 경강윈 특걱 용 보안다

'"얘 현재 잔P되는 경기인요외 영주곡욕ι 아장얘 개인의 전숭 익꺼 가 3게 각

용엉용용알수잉나 이@’는기존의 갱셔도킹으흐전승3셔민〕ι허가운대 경 '1 창
의 전숭에주력었는예 비교석 진흥끽인 익R의 전수이쳐에도이 5에}선인요에 속
하는 〈아리<?)， (~동강연)， (한강수~}경)， (정킹긍다영)， (천안상커리〉 용도 수용

τ때 천수 교을했으며 서ι칭써 승i5Rõ- (난용가〉유의 잉우 잊 〈사션양아냥링〉아
나 〈긍드정티핑〉과강ε λi 5's 리호 간주되는 스리도수용f찌 경 7]%의 영역을 닝
혔다 야에 비해 깅정연은 상얘꺼으， 서약한 조건 욕에서 셔 E ι리의 천승을 와쩌

노력g으나인걱 아당까자료의 우측및 깅갱연의 깨인적 위양에의얘 서도소리 전

안F에 대장 선송이 "'" 푸족'l9.，~.이 j익잉원다
셋째，요F냥경기갱샤서노앙여구영。 는 二ιg안있었언 깅승적인가장깅갱 훈
얀아니라응악서 호히나선언에띠N흔기준도사용하고았다 이는경기쇼리와서도
소리를 가르τ 보나 영효얀회h응꺼인 기준응 요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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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언 것으， 이에 띠싹 기

존익 ‘~.il-:석인 특정용 연 색상에서 영피 e)<겨 정? 의 용익어영과 서도의 응악 어영
이 갱자 영어)， 는 경갱 까지 이께 외었다

엣’여， , 써기 전안기의 흥속화 예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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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잉되연서 고급 저긍의 "F꺼 기준에 띠싹흔속여M 간였으며 7μHte>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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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

lbst 이~ " " '

kðnnte ich mir 、"m매'^"이.e zum &ispi 야

diverse Komαmis!en Ncucr Musik αiγ ωf hybride Ge1이 de ausgeri이tete Vertreter

…

. . ‘'Weltt sik" in I\JP, Rock ωσ J= ci tlCr ""씨"'1st"ικ'" Ideolo밍""

V= “re"αl!! von Musikstilen oder gar Ku뼈-en anzu!dngcn

,-

씨d 띠"' κι ，，~빼 띠.lSika!i schen ph싸

.en nachzufor-

schen. hiπr wie dorπ D，야 ifi여， .ψ '"에c ich im이cr~여"M잉 iken， welch
kψ=

,

Do ιb‘”ι die im Eιrunden des F..t.Niç~ι ψι pres'l "e ，κ)l1. 111

.，뼈 is<hes Niemanc 빼 빼 씨에lelltisch
aαw 이 c 써1eignung freπ띠kuJtureller

Elemente

‘

wi d di "", 싸lik， WC 이 c

eiαi씨 eαm k，πm ，

weniger

dιψ

dic E“’übun~ ‘。Wissen UIld Kδll/IeIl im kα0"。이torischen Handwerk oder 띠，'，
in musikantischer Hinsκ;ht， das ne α dun:h das ETlangcπ von kombinaωri，e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