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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과 음악의 리듬에 관한 음성학적 고찰
- 한국 노래는 한국어의 옷을 입혀 노래해야 -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 현 복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것은 세종대왕이 중국의 한자가 한국어 (표기)에 맞지 않

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개탄하고, 우리말에 맞는 훈민정음 28자를 새로이 만들어 

낸 경위를 설파한 훈민정음 서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랫말은 한국어답게 불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작곡가에게 있다. 작곡된 노래는 이미 법이고 성악가는 

법을 따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운율적(음악적) 구조와 특성을 외

면한 작곡은 국적 불명의 노래로 귀착되기 마련이다. 가령, “갑시다” 라는 가사에 어떻게 곡

을 붙여야 할까?

(1) 갑시다 (   ♪ )        (2) 갑시다  ( ♪ )

(1)은 첫음절 <갑>이 강하고 길게 나고 (2)에서는 <갑>이 짧고 약하게 발음되는 것을 뜻한

다. 필자는 (1)을 “땅디디” 리듬이라고 하고 (2)를 “디땅디” 리듬으로 명명한다. 따라서 (1)은 

회화체의 리듬과 일치하나 (2)는 동떨어진다. 따라서 작곡가가 “갑시다”에 ( ♪) 와 같은 

리듬의 작곡을 한다면 대단히 어색한 곡이 될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같은 잘못된 리듬을 오

페라 공연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국 노래가 한국 국적의 한국적인 노래로 불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

다. 가사의 발음(모음과 자음 등의 음가)이 한국어의 음성학적 체계에 부응해야 하겠으나, 무

엇보다도 운율적인 요소(장단, 강약, 고저) 도 한국어의 특성에서 지나치게 이탈해서는 듣기

에 부자연스럽고 의미 전달에도 지장이 있다. 노래의 예술성을 지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작곡가로서는 그것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겠으나, 예술성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

어의 특성을 작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한국의 노래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는 각 언어마다 음성적, 운율적 구조가 다르며, 한국어는 그 나름의 고유한 특

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고유의 특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작곡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가수

는 그 노래를 부르기가 부자연스러우며, 그 노래를 듣는 청중 또한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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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사와 작곡의 리듬 일치와 불일치

말의 리듬을 비교적 잘 살려서 작곡한 노래로 “산토끼”와 “선구자”를 들 수 있다. 다음에서 

작사와 작곡의 리듬이 일치하는 경우는 <  > 안에 표시하고 무난한 경우는 ( )로, 심한 불일

치를 보이는 경우는 [   ]로 나타낸다. 

1)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2)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 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반면에 반세기전 6·25 전쟁 중에 나온 “미사의 노래”라는 가요곡은 곡의 리듬과 가사의 

리듬이 크게 어긋나는 것을 보여 준다.

가령, <달도 없고 별도 없는..>이란 말은 <*달도 *없고  *별도 *없는..>으로 나는 것이 올바

른 리듬 패턴이나, 미사의 노래에서는 <달*도 없*고 별*도 없*는..>으로 리듬 패턴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빚는다.

외국의 노래 중에는 “Because”와 “Believe me if all those endearing young charms”가 상

당히 대화체 영어의 리듬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는 노래의 강세가 대화체 언어의 강세 위

치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3)  Be*cause you *come to me with *nought save *love.

     And *hold my *hand and *lift mine *eyes a*bove

     A *wider *world of  *hope and  *joy I *see

     Be*cause you *come to *me. 

4) Be*lieve me if *all *those en*dearing *young *charms

    Which I *gaze on *so *fondly to*day,

    Were to *change by to*morrow and *fleet in *mine *arms 

    *Like *fairy *gifts *fading a*way. 

이에 비해서 “Coming through the Rye”라는 스코틀랜드 민요는 불일치의 극치를 보인다. 

다음에서 (*)는 대화체의 리듬과 곡의 리듬이 일치하는 경우, <#>는 불일치를 나타낸다.

5)  #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If a bo#dy *kiss a bo#dy *need a bo#dy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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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la#ssie *had a la#ddie, *nane they *say ha‘e *I

     Yet *all the *lads they *smile on *me 

     When co#ming *through the *rye.

II. 한국어 음절의 특성

한국어는 음절 구조가 영어, 독어, 러시아 등의 언어와 같이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즉, CVC와 같이 종성(받침 자음)을 가진 음절이 많이 있어서 CV 구조를 보이는 이태리어나 

스페인어, 일본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령, <적극적 압박>이란 말을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

라. 그리고 이는 <해바라기 바다>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마치 독일어의 sprechen, 

liegst나 영어의 spring, back spin, hat trick 등에서 나는 자음의 연속, [spr], [ksp], [ttr]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적극적 압박> 같이 무성파열음이 겹치는 낱말은 비록 한국어의 독특한 음

절형태이긴 하나 성악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운율과 리듬

한국어의 운률과 리듬은  성악과 작곡에서 특히 중시해야 할 요소이다.

1. 모음의 장단

한국어는 모음의 길이, 즉 장단이 음운론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말/말:>, <설/설:>,  

<선수/선:수>, <산토끼/산:토끼>는 모두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2. 한국어의 리듬 

전통적으로 한국어의 리듬은 음절의 수에 바탕을 두고 모든 음절이 동일한 길이와 크기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가령,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들아> <상기 아니  일었느냐> 

이 같은 시조는 글자의 수에 따라서 34 44조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글자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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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석은 우리말 리듬의 실체를 밝혀 내지 못한다.

IV. 한국어의 리듬 유형

한국어 리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것은

1)  땅디(디),   2) 디땅(디)  리듬 형태이다. 

여기서 <땅>은 강하고 긴 음절을 나타내고 <디>는 짧고 약한 음절을 말한다. <땅>의 음절

은 모음이 길거나 또는 비록 모음이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종성이 있는 음절을 뜻한다.  

<디> 음절은 길이도 짧고 종성이 없는 약한 음절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에 한국어의 리듬은 결국 길고 강한 음절과 약하고 짧은 음절의 결합으로 구

성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V. 리듬의 규칙

1. <땅디디 리듬>은 

1) 1음절의 모음이 길거나,

2) 1음절에 종성이 있고 2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C)VC + CV(V) 의 구조를 보일 때 실현된다, 

    보기) 수박, 사람(들), 연극(원), 대통령, 부총리, 전기(電氣),

            이순식, 김규식, 박정희

2. <디땅디 리듬> 

위 5.1의 땅디디 리듬의 조건에 벗어 나는 경우는 <디땅디>의 리듬이 된다. 

보기) 바람,  사랑,  노래,  파도, 도라지,  키다리,  수도관, 

        다람쥐,  김인숙,  박인수,  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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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모음의 장단과 리듬을 판단하는 방법

1) 발음 사전을 활용한다. 

2) 음성독본을 활용한다. 음성 독본(Phonetic Text)은 실제 발음되는 대로 적어 놓은 자료

를 말한다. 따라서 발음사전을 참조하지 않고도 해당 단어의 리듬을 확인할 수 있다.

VII. 장단과 리듬의 분석

다음의 시 “웃은 죄”(김동환) 를 읽고 장단과 리듬 유형을 가려내 보자.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샘물 떠*주고,

그*러고는 *인사하기에 *웃고 받*았지요.

평*양성에 해 *안 뜬대도 난 *모르오.

*웃은 *죄 밖에.       

이 시를 낭송할 때의 올바른 리듬은 별표가 붙은 음절이 <땅>으로 나야 표준적인 한국어 

발음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별표 뒤의 음절을 강하고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에 작곡을 한다면 별표가 붙은 음절을 강하고 긴 <땅>이 오도록 해야 우리말 운율에 맞는 

곡을 지어낼 수 있을 것이다.

VIII. 창작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 오듯”

필자는 수년전 한국오페라단 주최의 세미나에서 작곡가와 성학가를 대상으로 “대화체의 

리듬과 가곡의 리듬”에 관한 강연을 두 차례 한 바 있다. 대화체의 한국어 리듬을 작곡가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가곡이든 오페라든 모든 악곡을 작곡해야만 자연스럽고 한국인의 언어 

정서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주문이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리듬 법

칙을 잘 이해해야 하고 발음사전을 이용하여 낱말의 리듬 패턴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곡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1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달이 물로 걸어 오듯”이란 창작 오페라 작품이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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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랐다. 작곡자는 서울대 음대 최우정 교수였다. 공연을 감상한 필자는 매우 기쁘고 만족

스러웠다. 그 작품의 대사가 한국어의 표준적인 리듬 패턴에 거의 다 완벽하게 일치하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물론 그 오페라를 듣는 동안 다른 가곡이나 오페라에서 경험한 부자연스러움

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음악과 음성언어학이 협동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X. 맺음말

성악은 언어(가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노래는 한국어의 말소리와 리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노랫말을 매체로 하여 노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곡

가와 가수는 모두 우리나라 표준말의 발음과 운율 및 리듬에 관한 음성학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곡가와 가수는 노래가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

는 막중한 영향을 고려하여 음악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국어 표준발음의 

체계를 따르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가수나 작곡가 개개인은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볼 때에

도, 국어 교사 수만 명보다 더 큰 영향력과 함께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면  노래와 우리말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술성의 제고에도 이바

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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