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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민요는 1930년  이후 산업적 필요에 의해 사업상 접근하기 손쉬운 민요를 우연히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조선에서 불렸던 민요를 의도적으로 포착하여 도시적 양식과 절충한 결과물

이었다. 이 글에서는 서도민요의 음구조(음의 기능과 시김새)와 형식(서도 긴아리계 민요) 그리고 

창법(멜리스마부의 가창 실천) 등이 신민요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민요를 서도계 신민요라 

정리했다. 서도계 신민요의 음구조는 경토리계 신민요와 구성음에서 유사하지만 음의 기능과 시

김새, 창법, 노래의 형식 등에서 구별된다. 이 글을 통해 서도계 신민요가 확인됨으로써 신민요는 

각 지역의 민요 양식을 체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신민요의 양식적 절충은 1930년  이후 도시에 집중된 다양한 이념과 세계관을 구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신민요는 민요의 음구조와 창법을 통해 민속적 세계를 재현할 수 있었고, 

가곡의 발성법이나 장단조 조성을 통해 도시적 세계와 근 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당시 수용자로 하여금 신민요를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가 조정된 양식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 결과 신민요는 10여년 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신민요가 전국의 민요와 양식적 연관성을 맺었던 점은 당시 조선문화에 한 민족적 호출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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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했고, 또 전근  도시의 가창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맑고 고운 음색을 

내는 발성법은 신민요의 도시적 산물로서의 양식적 완성을 가능케했다. 그 결과 신민요는 민족적

이면서도 도시적 갈래로 수용될 수 있었다. 

【주제어】신민요, 서도민요, 서도계 신민요, 토리, 형식, 창법, 발성법, 음악양식, 절충, 표명, 도시

문화, 민족문화

1. 머리말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은 서로 다른 이념을 지향한다. 각 집단의 이념은 취

향에도 반 되는데, 음악에 한 집단적 취향은 음악 양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

다. 따라서 음악 혹은 음악 양식은 특정 집단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음악 

양식을 통해 그것을 향유했던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악 양

식을 통해 집단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식에 한 다면적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야한다. 음악 양식이란 음구조나 리듬구조 혹은 음악형식 등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음악 양식을 특정 사회나 문화에 따라 발달된 

관례화된 음악 규범이라고 본다면, 창법이나 발성법 등과 같은 가창 실천

(performance practice)까지도 음악 양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창법

이나 발성법은 음구조나 리듬구조와 마찬가지로 관례에 구속을 받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의도적으로 통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창법이나 발성법 역시 음악 

양식이라는 범주 하에 다뤄볼 것이다.

부분의 경우 특정 음악 갈래는 특정 음악 양식을 갖춘다. 그런데 중음악

이나 민속음악의 경우에는 악구의 “반복”을 음악 실천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갈

래적 특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음구조, 리듬, 형식 등보다는 가창 실천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음악 분석 연구에서는 창법과 발성법보다

는 음구조, 리듬 구조 등에 한 관심이 더 높았다. 그 결과 중음악이나 민속

음악에서 창법과 발성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한 적극적인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법과 발성법

이 신민요라는 갈래를 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내 보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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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요는 1930년  이후 조선 민요와 양악 가요의 음악적 절충을 통해 탄생

된 갈래로 알려져 있다. 신민요는 전통적인 조선 민요의 선법성(modality), 장단

체계 및 창법 상의 관례는 물론이고 서양의 장․단조 조성성(major-minor 

tonality) 및 리듬체계를 양식적으로 절충하여 탄생한 새로운 갈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민요의 선법적 특징이 충분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까지 창법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민요의 선법적 원천으로서 여러 지

역의 민요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도민요는 그 구성음이 경기민요와 같

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다. 실제로 경기민요와 서도민요의 구성음은 같다. 그

러나 양자의 창법은 뚜렷이 구별된다. 한국 민요에서 창법은 일관성 있는 시김

새와 관련되어 있고, 시김새는 음구조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나아

가 서도민요의 창법은 음구조는 물론이고 민요의 형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창법에 천착하여 신민요와 서도민요의 구조적 연관성을 살펴

봄으로써 신민요의 선법적 원천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다양했음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신민요의 음반서지, 음악과 노랫말, 예술가와 제작자, 그리고 신민요의 

세계관 등이 밝혀짐으로써1) 신민요에 한 적극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소 에 의해 신민요의 음악 양식 연구가 상당히 진척됨으로써 민요와 양악 간

의 절충에 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소 은 신민요 분석에서 수심가토리

를 주목하기는 했지만 그것의 신민요에의 독자적 기여는 거론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신민요에 보이는 수심가토리를 경토리로 판단하기도 했고, 혹은 민요와 무

관한 별도의 5음 음계로 보기도 했으며, 아예 관련 악곡을 분석에서 누락시키기

 1) 송방송, ｢한국근 음악사의 한 양상－유성기음반의 신민요를 중심으로｣, 음악학 제9집(한국음악학회, 
2002); ｢신민요 가수의 음악사회사적 조명－권번출신의 여가수를 중심으로｣, 낭만음악 통권 제55호

(낭만음악사, 2002); 이진원, ｢신민요 연구(I)｣, 한국음반학 제7호(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신민요 

연구(II)｣, 한국음반학 제14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장유정, ｢1930년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 
민족문화논총 제30호( 남 학교, 2004); 이소 , ｢일제강점기 신민요의 혼종적 연구｣(한국학중앙연

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송선형, ｢신민요의 전통음악적 구현에 한 조명－오케레코드 발매 신민요

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56집(한국국악학회, 2014); 권도희, ｢근 기 상업민요와 중음악｣, 
동양음악(서울 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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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이러한 점은 이제까지 신민요 창작에서 서도민요가 독립적 원천이 되

었던 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서도민요에 한 연구와 토론이 다른 지역 민요에 비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서도민요 연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논점에 

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서도민요의 음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혼

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민요의 원천으로서 서도민요에 접근하

려는 시도마저도 차단되었던 정황이 없지 않다. 신민요와 지역 향토 민요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단지 신민요의 세부적 음악 구조에 한 미진한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민요라는 갈래가 당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를 알지 못하게 할 만큼의 큰 문제에 해당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신민요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100여곡의 악곡들 중2) 서도민요와 관

련된 신민요를 상으로 양자의 관계를 밝혀보도록 할 것이다. 

신민요와 서도민요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서도민요의 음구조에 

한 선행연구들을 정리․비평해야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신민요의 원천

으로서 서도민요가 독립적 자원임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도민요와 신민

요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신생의 갈래 던 신민요가 새로운 음악 양식을 구

성하기 위해 서도민요의 음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서도민요가 신민요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의 분석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신민요의 발성법

을 분석함으로써, 즉, 서도민요와 무관한 발성법이 어떻게 신민요의 양식을 구성

할 수 있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정리가 끝나면, 신민요의 당  사회에서의 기여를 살펴보기 위해 그것

이 표명했던 사회문화적 정체가 무엇인지 거론해 보도록 할 것이다. 신민요는 

당시 지역 민요는 물론이고 중가요 갈래 중 하나 던 잡가와 선법성을 공유했

 2)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1925~1945)>(신나라레코드, 1992);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신나라레

코드, 1996); <30년  신민요>(신나라레코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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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똑같은 선법성을 수용하고 있는 갈래들이 어

떻게 서로 다른 갈래로 수용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음악 양식

의 사회적 표명(articulation)에 한 관심 부족으로 이해된다. 음악 양식이 특정 

집단의 정체를 표명하는 일은 중음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특정 양식 

혹은 갈래의 특정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표명을 이해하는 것은 특정 양식 및 

갈래의 사회적․역사적 기여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최근 필자는 신민요가 신구(新舊) 예술양식을 의도적으로 절충시켜 조선의 

토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3) 그러나 그 연구에서는 신민

요가 민족적 양식이 되는 절차 혹은 그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꼼꼼하게 

서술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민요가 “근 ” 혹은 “도시”를 바탕으

로 “민족”적 정체를 구성하게 되었던 절차와 방법을 밝혀보도록 할 것이다. 즉, 

신민요에서 서도민요의 음구조가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악곡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의 창법과 발성법을 분석해봄으로써 신민요 양식으로 표명되었던 사회문

화적․정치적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보도록 할 것이다.

 

2. 서도민요의 음구조와 창법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에 해 서술하기 위해서는 서도민요의 음원 및 악보 

등을 참고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서도민요를 수록한 여러 악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곤란한 점도 있다. 따라서 이것들을 

상호 일관성 있는 시각으로 비교하고, 그간에 제시되었던 분석 방법과 소통하며, 

또 이에 한 비평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악보 정리 절차와 분석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오선보를 사용할 것인데, 민요를 오선보로 

 3) 권도희, 앞 글, 그런데, 이소 은 신민요에 한 문화사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를 혼종문화의 소산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소 , 앞 글 참조) 그러나 필자는 신민요라는 단일 갈래를 문화 혼종의 결과로 해석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신민요에 등장하는 현상 즉, 당  향유되었던 여러 음악 양식들이 

섞이는 현상을 절충(eclecticism)으로 이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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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하다보면 특정 사안에 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민

요의 미분음은 그 중요도에 비해 오선 체제 안에 표기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서도민요의 음구조

적 관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음들을 우선적으로 오선 위

에 기보하도록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서도민요의 분석에 활용되었던 5음 음

계 선법틀(“레－미－솔－라－도” 혹은 “라－도－레－미－솔”4))을 십분 활용하

기로 하되 시김새를 적극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서술 시에는 선법 상의 최저

음과 창법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법 상의 최저음을 

제1음 혹은 기음으로, 두 번째 음을 제2음, 세 번째 음을 제3음, 네 번째 음을 

제4음, 다섯 번째 음을 제5음으로 지칭할 것인데, 이 때 기음은 선법 상의 최하

음일 뿐 가창 실천 중에 등장하는 최하음과 기능적으로 구별된다. 한편, 선법과 

무관하게 특정음을 지시해야 할 때에는 보례 악보에 기보된 음들의 음고로 지시

하도록 할 것이다. 

서도민요와 신민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도민요의 특징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서도민요와 경기민요의 음구조적 변별

점들에 해서 연구자 마다 다른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서도민요의 구조적 이

해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비평적

으로 재론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문제를 검토․정

리해 봄으로써 신민요 분석 시에 요긴한 서도민요의 음구조적 특징을 제시해보

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심가토리(“레－미－솔－라－도”)에서 “솔”이 중요

하게 사용될 경우 이를 경토리로 판단하거나 혹은 경서도 민요로 뭉뚱그리는 상

황이 있었다. 또 반수심가토리에서 반드시 생략되어야하는 음이 있는지 여부에 

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생략음이 없다면 구성음은 수심가토리

와 경토리가 같아지므로 이에 한 논의 역시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심가토리의 선법적 특성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특히 구성음을 확정짓는데 필

 4) “라－도－레－미－솔”은 “레－파－솔－라－도”로 말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와의 소통을 위해 양자의 

기음을 구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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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점들(제3음과 교차음)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민요의 음구조적 특징은 선법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요의 형식이나 창법 역시 서도민요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예를 들면 “서도 메나리”는 부분의 민요와는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창법 역시 독특한데, 이는 그 자체로써 서도적 정조를 충분히 구현하면서도 서도

민요만의 음구조적 특성을 빗겨가지 않는다. 따라서 서도민요의 특징을 정리하

는데 있어서 시김새와 음구조만큼이나 악곡의 형식도 중요시되어야한다. 특히, 

“서도메나리”의 사례는 형식과 창법과의 관계가 독특하기 때문에, 창법을 중심으

로 서도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심가토리

로 된 특별한 형식의 노래, 즉 “서도메나리”의 창법을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1) 수심가 토리의 3음과 교차음

서도민요의 음구조에 한 관심은 민요연구 초기 시절부터 있었다. 그러나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석 모형이 제시된 것은 1990년  이후 다.5) 이보형은 

｢경서도 소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구성음에서 친연성을 

보 던 경서토리의 범주를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그리고 2차경토리로 구분했다. 

이 중 2차경토리는 남도 민요와 관련된 것이므로 본고의 논지를 넘어선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수심가 토리와 친연성을 보이는 경토리까지만 거론하기로 할 것

이다.6) 이보형은 구성음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던 두 토리, 즉, 경토리와 수심

가토리를 음의 기능으로써 구별해 냈고, 나아가 각각의 하위에 “진”과 “반”이라

는 립적 유형을 구성음 간의 음정 간격을 통해 변별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

 5) 한만 , ｢태백산맥이동지방의 민요선법연구｣, 예술논문집 12집(1973); 윤양석, ｢서도민요 수심가 가

락의 이디엄｣, 숙 논문집 14집(1974); 이보형, ｢경서토리권의 무가․민요｣, 나운 박사회갑기념 음

악학논총(세광출판사, 1982);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문화재연구소, 1992); 임미선, ｢황
해도민요연구｣(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6) 한편, 경토리와 수심가 토리와 동항에 배치되어 있었던 ‘2차경토리’는 경토리나 수심가토리처럼 “진”과 

“반”의 립적 구조로 구분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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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진경토리와 반경토리, 진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의 네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는데, 각각의 유형은 종지음의 위치에 따라 다시 두 개의 최하

위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결과적으로 경서토리 분석 모형의 최하위에는 모두 여

덟 가지 음구조 유형이 제시되었다.7) 

이보형의 경서토리 음구조 모형에 의하면, 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의 

차이는 제5음에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수심가토리의 제5음은 경토리보다 같거

나 높아서 그 차이는 크지는 않다. 예를 들면 이보형은 진경토리를 “레－미－솔

－라－시․도”로, 진수심가토리를 “레－미－솔－라－도”로 기록하며, 또 반경

토리는 “레－미․파－솔－라－시․도”로 반수심가토리는 “레－미․파－솔－라

－도”로 구분한다. 이처럼 양자의 구성음에서의 차이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보형은 수심가토리와 경토리는 구성음의 기능(종지, 요성, 중요음, 퇴

성)에서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점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향을 끼쳤다. 

그러나 민요의 종지음을 주목하고 그것으로써 음구조 모델의 최하위 유형을 구

분했던 점은 후속 연구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물론, 김 운은 민요의 종지음이 

특정음이 되는 점을 주목하고 그것을 민요의 음구조적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했지만, 그의 종지음의 판별 기준은 이보형과는 달랐다. 이보형은 

종지음은 가창자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음들로 이해했던 측면이 있지만, 김

운은 종지음이 음구조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본고에서

는 종지음의 기능과 성격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즉 구성음의 음정 간의 차이와 

시김새를 통해서도 선법 간의 차별을 서술할 수 있으므로 종지음에 한 비평

을 심화하지는 않겠다.

한편, 이보형은 진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서도 전역

에 발견되는 음구조로, 후자는 경기북부 혹은 황해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음구조

라고 서술한 바 있다. 이 점은 지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서도민요의 음

구조적 변이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이후 연구자들에게도 향을 

 7) 이보형은 추가로 2차경토리에 속하는 두 개의 음구조를 더 소개했지만 이에 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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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김 운은 서도민요의 음구조를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로 구별했는데, 

후자를 이보형의 반수심가토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 운은 난봉

가토리에서 제3음이 생략되거나 약화된다고 보는 점에서 이보형과는 다르다.8) 

즉, 김 운은 “레(제1음)－미(제2음)－솔(제3음)－라(제4음)－도(제5음)”의 구성

음으로 되어 있고 “레”로 종지하며 “레”나 “라”에 요성이 강하면 수심가토리(진

수심가토리)로, “라(제1음)－도(제2음)－레(제3음)－미(제4음)－솔(제5음)”(혹은 

“레(제1음)－파(혹은 미, 제2음)－솔(제3음)－라(제4음)－도(제5음)”의 구성음)

로 되어 있고 “라”로 종지하는데 “미”를 떨되 “레”(제3음)이 생략되면 난봉가 

토리로 이해하고 이를 황해도지역 민요의 음현상으로 설명했다.9) 실제로 황해도 

지역 민요 <풍구타령>은 이와 같은 음구조로 되어 있다.10)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난봉가>의 음구조를 분석한 손인애는11) <난봉가>의 

음구조를 진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로 구별했다. 여기서 반수심가토리로 분

석된 노래들의 음구조는 김 운이 제시한 이른바 난봉가 토리의 음구조와 같았

다. 그러나 <난봉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반수심가토리로 구분되는 노래에서 항

상 제3음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김인숙은12) 평안남도 평원에서 불리는 평안

남도 <후리질소리>의 구성음은 “레－파(혹은 미↑)－솔－라－도”인데 제2음의 

높이가 진수심가토리의 그것보다 조금 높아 “파”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를 반수

심가토리로 보았다. 김인숙은 <후리질소리>에 잇 어 부르는 <자진소리>가 진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쉽게 비교하도록 다음 <악보 1>과 같이 

 8) 김 운, ｢한국민요선법의 특징－기존연구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8집(2000); ｢20
세기 민요 변화의 한 양상－개성난봉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집(2004).

 9) 김 운, 국악개론(음악세계, 2015), 44쪽. 그런데 같은 책 48쪽에 의하면, “이러한 토리 역시 서도토

리와 경토리의 접경지역인 경기도 북서부 지방에 보이는데 개성지방의 민요 <개성난봉가> (혹은 <박연

폭포>)가 이 토리이며 평안도 지방 향토민요 중에도 이러한 토리로 구성된 토리가 많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10) 임미선, 앞의 글(민족음악학 (재간행), 84쪽).
11) 손인애, ｢서도민요 사설난봉가 연구｣, 한국민요학 16집(2005); ｢서도민요 개타령연구｣, 한국음반학

15호(2005); ｢서도민요 긴난봉가에 한 사적고찰－사당패 동풍가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23호(2008).

12) 김인숙, ｢서도 <메나리>에 관한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23집(2008).



<악보 1> 메나리－후리질소리

평남 평원군 덕포리/김진하(66)/1977 채보: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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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3음(“솔”) 즉, 반수심가토리의 제3음(진수

심가토리의 맥락에서 기보했을 때도 제3음)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보형의 연

구를 제외하면, 그간의 연구에서 반수심가토리에서 제3음이 등장하는 것은 파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악보 1>에서는 제4음(“라”)을 요성하고 제1음(“레”)으로 종지하는 현

상이 분명하므로 서도소리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3음(“솔”)이 선명하고 요성

도 붙어있음이 보인다. 이것을 김인숙은 “경서토리”로 판별했다. 김인숙은 이 노

래의 음현상을 반수심가토리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심가토리(혹은 난봉

가토리)에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제3음(“솔”, 난봉가 토리식의 설명으로

는 “레”)이 등장했기 때문에 최종적 서술에서는 경토리나 서도토리 중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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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아니라 그보다 한 층위 위의 유형으로 판별했다. 현재 발견된 서도소리 

가운데 반수심가토리로 된 노래는 진수심가토리로 된 것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

고, 반수심가토리로 된 노래에서 제3음(“솔”, 난봉가 토리식의 설명으로는 “레”)

이 드물게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악보 1> 같이 서도소리에서 

제3음이 등장하는 이상 그 노래를 서도소리라 판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경서토리

로 후퇴하여 이해해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악보 1>에 등장하는 음

들의 기능과 움직임은 서도민요의 정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서도민요의 음구조적 전형을 결정할 때에는 <수심가>가 주목되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서도 소리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심가>는 

20세기부터 잡가로도 분류되면서 서도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불리게 

된 노래 다. <수심가>가 탈지역적․탈민요적 성격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 그것은 서도라는 지역의 정체를 나타내는 노래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분단 후 남한의 민요연구에 향을 미쳤다. 민요 연구 초기부터 <수심가>의 음

구조는 서도민요 판정에 기준이 되었다. 이보형의 수심가토리 역시 이에 준해 

판별 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유성기 음반시절부터 최근까지 불렸던 모든 서도잡가를 분석한 이성

초는 <엮음수심가>에는 모두 제3음(“솔”)이 등장하지만 <긴수심가>에는 그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함을 보여주었다.13) 예를 들면 장학선, 표연월, 조

기탁, 한경심, 김정연, 오복녀 등이 부른 노래에서는 노랫말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제3음(“솔”)은 중요한 음으로 사용되지만, 백모란, 이 산홍, 김주호, 김칠성 

등이 부른 <긴수심가>에서는 제3음(“솔”)이 등장하지 않거나 중요치 않게 사용

되었다. 이는 서도 잡가 중 <초한가>, <배따라기>, < 변가> 등에서 창자와 관

계없이 제3음(“솔”)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다. <수심가>의 

음구조적 차이가 향유 지역이 넓어지면서 원래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

터 있던 구조들이 산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여하

13) 이성초, ｢서도잡가연구｣(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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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다음 <악보 2>와 같이 <수심가>(<엮음수심가>)에 제3음이 등장하는 현상은 

경토리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처럼 서도민요는 그 음구조적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제1음과 제4음

은 5도 간격의 골격음정을 구성하고, 중간에 있는 제4음을 떨고 제1음으로 종지

한다. 반수심가토리의 경우, 이른바 난봉가 토리로 한정지을 수 있는 노래를 제

외하면 진수심가토리로 된 노래이건 반수심가토리로 된 것이건 간에 서도민요

에서 제3음은 구성음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도민

요에서 제3음을 중요음에서 배제해야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간 서도민요에서 제3음의 사용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서도민요의 요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3음이 중요하게 사용되면 경토리로 판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성음만으로 토리를 결정한다면 경토리와 서도토리는 구별될 수 없다. 

다른 지역 민요에서 발견되지 않는 서도민요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러

한 조건 위에서 제3음이 발견되는 이상 그것을 경토리로 판단해야할 논리적 필

연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제3음이 중요음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악보 2>와 

같이 제1음과 제4음이 골격을 이루고 제1음으로 종지하며 그리고 제4음을 요성

하는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경토리로 판별할 수는 없다. 심지어 가

창 시 제3음을 요성하면서 그 방향을 제4음으로 향하게 한다 할지라도(제3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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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이 제4음이라고 할지라도) 위 <악보 2>와 같이 제4음과 구별되는 제3음이 

독립해 있다면 그 음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한편, 민요 가창 시 개별 음들을 유동적 음고로 노래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보형은 이 경우 선법 상의 특정 음을 두 음으로 표기한 바 있다. 진경토리의 

제5음(“레－미－솔－라－시․도”)과 반경토리의 제2음과 제5음(“레－미․파－

솔－라－시․도”) 그리고 반수심가토리(“레－미․파－솔－라－도”)의 제2음 등

이 그것이다. 이 음들은 가창 실천에서는 특정한 한 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법 상의 한 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다

만, 경서토리의 제2음과 제5음은 독립된 음으로 기능하지만 가창 시 복수 음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교차음”이라는 용어로

써 그 기능과 음구조적 의미를 정리해 볼 것이다. 

경서토리 교차음들 중에서 제2음은 “진”이냐 “반”이냐를 구별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중요한 음이라 할 수 있다. 즉, 반수심가토리의 제2음은 교차

음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단일한 음으로서 진수심가토리와 구별되는 중요음이다. 

따라서 가창 시 음고의 유동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적 의미를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진경토리 제5음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진경토

리의 제5음은 선율전개의 상․하행 여부에 따라 교차적으로 선택되기도 하고, 

선율전개의 상․하행과 무관하게 “시”와 “도”의 사이음으로 소리나기도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진경토리의 교차음, 제5음의 성격은 제4음과의 관계를 통해 이

해되기도 했다. 그런데 양자의 관계는 수심가토리에서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주목해 왔었다. 그 중 임미선은 진경토리의 제4음과 제5

음 그리고 진수심가토리의 제4음과 제5음을 비교하여 각 음들의 음악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었다. 임미선은 “경기민요의 음구조에서 제5음 mi는 다소 유동적이

어서 간혹 fa에 가까운 음고가 되기도 하여 re↔mi의 음정이 장2도보다 넓게 나

타나기도 하고, 서도민요의 La↔do의 음정은 단3도 음정보다 좁아서 re↔mi음

정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고,14) 양자의 음고를 기계로 측정

하여 “1910년 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경기의 re↔mi, 서도의 La↔do 음정은 

장2도와 단3도 사이가 되는 250cent 내외를 줄곧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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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구조의 차이는 출현음 중 제4, 5음의 음정으로 변별하기 어렵다. 두 지역의 

선율구조의 차이는 이러한 음정 차이보다 선율의 골격과 시김새에서 좀 더 분명

하게 드러난다. 즉 경기민요는 sol↔do의 4도가 선율의 골격을 이루고, 서도민요

는 Re↔La의 5도가 선율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서도민요는 중간음 La를 요성

하는 특징이 있다”15)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처럼 진경토리 제5음과 진수심가토

리의 제5음의 기능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제5음은 양자를 구분해내는 결정적인 

음은 아니지만 선율의 상하행이나 음악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음이

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수심가토리에 제2음은 진과 반의 관계를 통제하는 중요음이라고 할 

수 있고, 제1음과 제4음은 5도 관계를 구성하는 골격음 및 요성음으로서 중요하

며, 제5음은 선율적 지향을 지시하는 중요음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음(진수심가

토리의 “솔”)은 수심가토리의 비중음(weighted tone)으로 이해되지 못하거나 생

략되는 음으로 간주됨으로서 그 중요성이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  무

렵부터 현재까지 발견되는 <수심가> 사례 중 절반 이상에 제3음(“솔”)이 중요음

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반수심가토리

에서의 제3음은 드물게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중음이라고까지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탈락되는 음은 아니었고, 곡종이나 

가창 지역을 상징하는 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수심가토리를 구성하는 필수음

으로의 성격을 외면해야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서도메나리의 굴곡음형과 그 창법  

분단 이후 민요연구는 현장 조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한 지역

의 민요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분단 이전의 산물이었

던 신민요가 어떤 음악적 원천들을 어떻게 끌어들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4) 임미선,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한국음악연구 29집, 206쪽.
15) 임미선, 위의 글,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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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요음악권 

지도는 분단 후 북한 출신 실향민의 제보와 북한 출신 가수들이 남긴 노래를 

토 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남한 민요 현장과의 연장선 상에서 작

성된 것이기 때문에 분단 후 북한 지역의 음악 현장을 균형감 있게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 지난 10여년 전부터 MBC 라디오의 최상일 PD에 의해 

1970년  이후 녹음된 북한 지역의 민요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또 1990년  후

반부터 다량의 북한 민요집이 남한에 공개되면서16) 분단 후 북한 민요 현장에 

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 민요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공개된 북한 민요들 가운데 경토리

로 된 것이 다수인 점은 주목된다. 김정희에 의하면 수심가토리의 중심지로 알

려져 있는 평안도 지역에는 수심가토리로 된 민요 외에도 경토리와 메나리토리 

등으로 된 민요들이 혼재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7) 이러한 정황은 서도민요

의 음악적 관례가 현재 알려진 내용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이러한 추정은 최근 김인숙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만큼 확인되었다.18) 

김인숙은 ‘메나리’라는 음악 현상이 태백산맥 동부지역의 기층음악에 보이는 특

별한 현상으로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김인숙은 20세기 전반부터 최근까지의 알려진 남북한의 음악 자료와 문헌자

료를 망라하여 검토한 결과, 서도민요 <긴아리> 계통의 노래들 중에서 메나리로 

볼 수 있는 노래들을 “서도메나리”라는 범주로 묶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민요 

음구조 연구에 따르면, 메나리란 메나리토리로 된 민요를 말한다.19) 그러나 김

인숙은 서도민요 가운데 메나리토리의 가창법을 따르지만, 메나리토리가 아니고 

경서토리로 된 사례를 “서도메나리”라는 범주로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

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서도지역의 메나리의  음구조를 경서토리라고 판별

했다는 점이다. “서도메나리”는 수심가토리의 주요 특징 즉, 5도간 골격, “레”종

16) 권도희, ｢북한의 민요연구사개관｣, 동양음악 29호(2007).
17) 김정희, ｢평안도 민요의 음조직연구｣, 한국음악사학보 33집(2004). 
18) 김인숙, 앞의 글.
19) 이보형, ｢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 한국문화인류학 15집(1983).



<악보 3> 서도메나리－달구지모는 소리

황북 곡산군 서문리 / 김승범(62) / 김인숙 채보

24   동양음악 제38집

지, “라”요성 등을 갖추고 있지만, 경토리에서 중요음인 제3음(“솔”)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앞서 거론 한 바와 같이 서도민요의 여러 조건을 갖추고 그 위에 

제3음을 사용하는 이상 해당 수심가토리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서도메나리는 정해진 장단 없이 부르며 노랫말의 한 음절을 길게 늘여 

부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멜리스마, 즉 일자다음(一字多音)을 수반하기도 

한다.(<악보 1>과 <악보 3> 참조) 이러한 음패턴은 동부민요에서도 흔히 보이는 

것인데, 이 때 멜리스마를 구성하는 음들은 잔리듬으로 연결된 굴곡있는 선율형

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이하 굴곡음형) <악보 3>에서처럼 굴곡음형은 화려

한 움직임을 음악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창되는 상황에서는 개별음에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악보 3>의 노랫말 “구”에 붙은 굴곡음형의 

경우(네번째 단) 그 길이가 길어서 일견 동부지역 메나리와 매우 비슷하게 보인

다. 그러나 요성의 위치를 보면 동부민요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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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보 3>의 “아”(다섯번째 단) 이하에 붙어있는 굴곡음형 역시 동부지역

의 그것과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선율의 상․하행시의 지향점이나 종지 등

이 동부지역의 그것과 다르다. 이처럼 “서도메나리” 굴곡음형은 그것을 구성하

는 개별음에서는 동부민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음군의 움직임이나 지향 

및 시김새의 위치, 굴곡음형의 종결 혹은 연계된 요성 등을 살펴보면 동부민요

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의 굴곡음형에 등장하는 “솔”은 동부 민

요의 “솔”(제2음)이나 경토리의 “솔”(제3음)이라기 보다는 수심가토리의 제3음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서도메나리”의 굴곡음형은 선법 내에 내재하는 

제3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김인숙이 정리한 “서도메나리”의 세 번째 특징은 가창 시 고음부에 가성을 사

용한다는 점이다. <악보 3>에 ▼로 표시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동부 메나리에

서 멜리스마를 진성으로 소리내는 것과 구별되는 창법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도민요에서 제3음의 기능이 살아 있다는 점, 또 “서도메나리”라

는 특별한 형식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굴곡음형이 창법 상 서도민요의 구성음·시

김새(종지음·요성)와 교차된다는 점, 그리고 굴곡음형의 고음은 가성으로 소리내

어야한다는 점 등은 서도민요의 양식적 가능성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도민요의 제3음과 창법은 서도민요의 특징

을 거론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서도계 신민요의 양식적 특징

신민요는 1930년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 갈래이고, 서도민요는 근  

이전에 그 양식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음악 양식은 서로 다르다. 그러

나 양자는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신민요의 선법과 창법에 

주목하여 양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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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민요에서 확인되는 서도민요의 음구조와 창법  

신민요는 지역 민요의 음구조와 장단을 반 한 가창부 그리고 서양의 장단조 

조성과 리듬을 중시하는 반주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일

찍부터 주목된 바 있었고20) 이소 에 의해 기초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

러나 이제까지 신민요의 양식적 원천으로서 서도민요가 적극적으로 거론된 적

은 없었다. 이소 은 <포곡새천지>와 <관서천리>의 해설에서 두 곡의 종지음과 

요성 그리고 5도 간의 골격 등을 확인하고 수심가토리와의 관련을 주목하기는 

했지만, 전자는 단조적 선법성을 갖는 오음음계로 판정했고 후자는 전통적인 반

수심가토리를 활용한 신반경토리로 된 노래로 판단했다.21) 수심가토리에 등장

하는 “솔”(<악보 4>)을 반주부의 화성과 함께 고려함으로써 반경토리로된 노래

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해석의 한계는 이미 앞 장에서 충분

히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가창부를 반주부와 별도로 떼어 놓고 창법에 주목하

다보면 이상의 두 곡의 음구조는 수심가토리의 그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악보 4>에 등장하는 “솔”은 그 기능 및 여타음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반수심가

토리의 제3음으로 이해된다. <악보 4>를 보면, 제4음을 떨고 제1음으로 종지하

기 때문이다. <포곡새천지>도 제3음이 생략되지 않은(난봉가 토리가 아닌) 전형

적인 반수심가토리라고 할 수 있다. 

20) 권도희, ｢20세기 초 서울음악계의 성격과 조선 중음악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제22호(서
울학연구소, 2004).

21) 이소 , 앞의 글, 105~106쪽, 125~126쪽. 



<악보 5> 초로인생 

<악보 4> 포곡새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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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악보 4>보다 3년 전에 발표된 <초로인생>(1938)에서도 반수심가토리의 

음구조와 시김새 그리고 창법이 확인된다. 다음 <악보 5>는 <초로인생>의 일부인

데, 제1음과 제4음의 관계 그리고 제2음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이 역시 반수심가 

토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5>에는 <악보 4>의 <포곡새천지>와 마찬가

지로 제3음이 생략되지 않은(난봉가 토리가 아닌) 반수심가토리인데, 여기서는 

제3음(악보 상에서 “솔”)이 <악보 4>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중요하게 사용된다.



<악보 6> 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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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6>의 <미녀도>에도 <악보 5>에 보이는 “솔”이 등장한다. 이 음의 

주변음과 시김새를 살펴보면 이는 서도민요의 제3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미

녀도>에서는 수심가토리의 기음(제1음)보다 낮은음이 보이고(기음보다 4도 아

래음, 악보 상의 “a”) 그 음에는 요성이 붙어있어서 마치 반수심가토리처럼 보인

다. 그러나 <악보 6>의 “a”음에 붙는 요성은 다른 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

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창 실천 시 가변적으로 붙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악

곡의 전체의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5도간 골격(d'-a')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음 (d')에 요성이 붙어있으며 d'로 종지하고 e'음이 선명하다는 점에서 

<미녀도>는 진수심가토리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진수심가토리로 된 신민요 <미녀도> 뿐만 아니라 반수심가 토리

로 된 신민요 <포곡새천지>, <초로인생> 등에서도 제3음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다는 점은 서도민요의 제3음(“솔”)이 진수심가토리뿐만 아니라 반수심가토리에 

등장하는 것과 같다. 



<악보 7> 첩첩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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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악보 7>의 <첩첩청산>의 음구조는 앞서 거론된 악곡들보다는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서도민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악보 7>의 제10

마디에서는 가창 실천 상의 최저음(악보 상의 a)과 5도 관계에 있는 음(e')에 요

성이 붙어있고, 심지어 제11마디에는 가창 실천 상의 최저음(a)과 5도 관계에 

있는 음(e')이 골격구조를 만들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가창을 정밀하

게 들어보면, 제10마디의 요성은 최저음(a)과 4도 관계의 음(d')을 e'방향으로 떠

는 것이고, 제11마디에 보이는 e'는 충분한 싯가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요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가창에서는 제4마디와 제12마디에서

와 같이, e'에서 d'로의 지향이 확인되며 이와 연장선 상에서 d'에 요성이 붙는다

(제10마디)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악곡 전체의 선율 진행을 보면, e'는 

d'로의 하행 진행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또 곡 전체에서 a'를 일관성 있

게 떨기 때문에 <악보 7>의 d'는 진수심가토리의 제1음, e'는 진수심가토리의 제

2음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악보 7>에 보이는 “a-e'”의 진행은 수심가토리의 

골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악보 7>의 <첩첩청산>에도 

“솔”(제3음)이 나타나지만, <악보 5>이나 <악보 6>과 비교하여 그 강도가 약화

되어 있어 주목된다. 



30   동양음악 제38집

이상과 같이 신민요의 가창부를 반주부와 별도로 떼어놓고 그 음구조와 창법

을 살펴보면, 수심가토리의 음구조적 관례들이 신민요에 고스란히 구현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민요에서 진수심가토리가 활용될 경우 제3음은 강화되기도 하

고 약화되기도 하지만, 반수심가토리가 활용될 경우에는 제3음이 항상 중요음으

로 사용되는 점은 주목된다. 이처럼 서도민요의 양식적 관례가 신민요에 관철되

는 한, 서도민요의 음악적 원천을 활용한 신민요는 서도계 신민요라고 분류할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악곡 외에도 서도계 신민요로 볼 수 있는 악곡으로는 <물

레방아>, <스리스리 봄바람> 등이 더 있다. 

2) 서도계 신민요에서 굴곡음형의 다양한 활용법   

민속음악이나 중음악에서 창법은 갈래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음구조

보다 우선시되는 요소로 평가된다.22) 서도계 신민요는 음구조적으로 서도민요

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악보 8>의 <관서천리>는 a-b-d'-e'-g'(혹은 레-

미-솔-라-도)23)의 구성음으로 되어 있고 5도 간 골격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음에서 제1음으로 하행진행하고 제1음으로 종지하는 진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창 시에는 제3음을 약화시켜 부르고 제1음(a)과 제4음(e') 간의 

5도 관계를 <악보 6>이나 <악보 7>만큼 강조하지 않고 제4음의 요성도 굵게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관서천리>는 창법 상 진수심가토리의 음구조가 살짝 감

춰진다. <관서천리>라는 악곡의 첫 인상이 서도계 신민요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감각적 요소, 즉, 청각을 자극하는 창법이야말로 신민요라는 

갈래의 음악 양식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간 가창 실천에 

한 분석은 기보법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구조 분석 보다 소홀히 

다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서천리>의 경우를 보면 이 곡만의 특별한 

22) John Shepherd, 1991, Music and Social Text (Polity Press), pp. 90~91; Simon Frith, Towards an 
Aesthetic of Popular Music, in Richard Leppert and Susan McClary (eds) Music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145~146.

23) <악보 8>에 조표로 # 하나를 붙여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악보 8> 관서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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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가창 실천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서도민요의 정취를 드러내려면 음구조보다는 창법을 중심에 놓는 전략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신민요 분석에서 창법의 분석이 강조되어야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관서천리>의 경우 창법의 조절을 통해 진수심가토리의 음구조적 특성은 가

려졌지만, 역시 창법을 통해 서도민요의 다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서도가요의 

정취가 표현되었다. <악보 8>의 <관서천리>에서 ▼표시된 부분 즉, “두메산

골…”에서 “메”, “낙엽지니”에서 “엽”, “소식이”에서 “이”, “옛날에”에서 “에”는 

가성으로 노래한다. 특히 <악보 8>에서 가성이 등장하는 위치는 이후 전개되는 

굴곡음형과 이어지는 지점인데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서도 메나리”에서 

확인되는 현상과 같다. 즉, <악보 3>(“서도메나리”)의 멜리스마에서 고음부를 가

성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관서천리>도 그렇게 노래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서

도계 신민요에서는 서도민요의 창법 상의 관례가 다면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서도계 신민요에서 “서도메나리”의 음악 형식을 활용한 사례

는 더 있다. 

  



<악보 9> 미녀도의 굴곡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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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의 <악보 9>의 <미녀도>는 박절적 구조로 시작되지만 제32마디부터는 

비박절적으로 바뀐다. 여기부터는 일자다음의 멜리스마가 배치되는데, 이는 “서

도메나리”에서와 같이 굴곡음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악보 10>의 세 번째 단

(제32마디)에 보이는 굴곡음형의 전개는 서도민요 <악보 1>과 <악보 3>의 끝 

두 단 및 마지막 단의 음진행과 같다. 따라서 서도계 신민요의 굴곡음형은 음의 

지향, 종지 등에서 서도민요의 그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물론 <악보 8>이나 

<악보 9>에서 등장하는 굴곡음형은 “서도메나리”의 그것과 비교하여 굴곡의 깊

이나 세밀함이 덜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 창법과 효과는 같기 때문에 기능 역시 

같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도계 신민요에서는 서도적 정취를 구체화하게 

위해서 “서도메나리”의 형식과 그 창법을 백분 활용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서도계 신민요의 굴곡음형은 항상 서도민요와 동일한 패턴으로만 구

현되는 것은 아니다. <악보 9>의 <미녀도>의 제32마디처럼 비박절적 구조에서

만 굴곡음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보 10>의 <첩첩청산>의 제26마디~

제30마디처럼 8/9박자(세마치 장단)라는 박절적(장단) 맥락 안에서도 그것이 

등장한다. 이는 서도계 신민요가 서도민요의 양식적 관례를 유연하게 수용함을 

보여준다. 



<악보 11> 황해도 감내기 중 멜리스마의 굴곡음형

황북 곡산군 룡암리 / 안승학(62) / 1973 / 채보 김인숙

<악보 10> 첩첩청산－굴곡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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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서도계 신민요의 굴곡음형은 서도민요의 전형적 특징을 복잡하게 활용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악보 9>의 <미녀도>의 굴곡음형은 종지음(제1음)으로 

향함으로써 금세 수심가토리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보 10>의 <첩첩

청산>의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된 굴곡음형은 서도민요의 굴곡음형과 복잡하게 

관련을 맺는다. <첩첩청산>의 굴곡음형 중에 늘임표가 붙는 현상은 “서도메나리”

와 같다. 그러나 그 전개는 서도민요를 쉽게 연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고음에서 

시작한 한 굴곡음형은 박절적 구도 하에서 여러 음을 거쳐 요성음(a')과 연결되는

데, 여기까지의 진행만을 살펴보면 이 악곡은 수심가토리로 되어있는지 메나리토

리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악보 10>의 굴곡음형을 황해도 

지역 감내기류 소리인 <달구지모는 소리>(<악보 11>)와 비교해보면, 신민요 <첩

첩청산>의 굴곡음형의 모형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악보 12> 날다려가소의 멜리스마에 등장하는 굴곡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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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11> 즉 “서도메나리” 첫 단의 굴곡음형은 고음에서 하행하여 a'로 

일단락 지어진다는 점에서 일견 메나리토리로 보인다. 그러나 연속되는 음들의 

진행을 살펴보면 a'를 거쳐 최종적으로 d'로 향함을 알 수 있다. <악보 10>의 

굴곡음형도 “어디가리”의 가사 “어”는 일차적으로 a'(요성음)로 이행하지만, 최

종적으로는 노랫말의 종결인 “리”를 따라 d'로 향한다. 따라서 <첩첩청산>의 굴

곡음형의 구조는 “서도메나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악보 12>의 <날다

려가소>(1939)에 등장하는 굴곡음형은 일견 위의 <악보 10>이나 <악보 11>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지향은 다르다. <악보 9>~<악보 11>에 보이는 굴곡음형

은 서도민요의 요성과 골격음 그리고 종지와 연결되고 있지만, <악보 12>의 굴

곡음형은 메나리토리의 요성과 종지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24) 

<악보 12>와 <악보 10>․<악보 11>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곡음형이 모두 메나리토리처럼 보 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굴곡음형이 노

리는 음악적 효과가 화려한 목놀림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도계 신민요에 

나타나는 굴곡음형은 항상 서도민요의 음구조적 특징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굴곡음형은 그 자체로 역동성을 보여주는 패턴이고, 굴곡음형의 역동성은 불안

정한 움직임을 음악적 목표로 삼는다. 신민요에서 굴곡음형은 그것이 상행하든 

하행하든 혹은 양자가 섞여있든 간에 5음 음계 순차진행의 연속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노릴 뿐이다. 따라서 부분의 굴곡음형은 안정음과 이어지거나 단락이 

24) <꿈꾸는 녹야>는 수심가토리와 메나리토리의 멜리스마가 급격하게 립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서 <날다

려가소>의 구조와는 다르다.



<악보 13> 꽃을잡고의 멜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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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음구조적 배경 위에 놓여있는지 구별하기 쉽

지 않다. <악보 13>의 <꽃을잡고>에서는 요성으로 연결되는 굴곡음형이 등장하

는데, 악구의 최종 종결 및 주변음들의 기능을 살피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음구

조를 배경으로 실현되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악보 13>의 <꽃을 잡고>는 5음음계 장조를 기반으로 구현된 굴곡음형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이 곡에는 비박적절 맥락 안에 긴 멜리스마가 배치된다는 점, 

특정음에 한 지속이 선명하다는 점, 지속음 이후에 굴곡음형이 배치된다는 점 

등에서 앞서 거론한 “서도메나리”계 신민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악보 10>의 <첩첩청산>의 굴곡음형은 박절적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여러 마디

를 통합하여 긴 악구를 형성한다는 점, 또 음형을 구성하는 특정음에 늘임표가 

붙어 있다는 점 등에서 <꽃을 잡고>과 같다. 나아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평양 

출신 기생가수 선우일선이었다는 다는 점은 <꽃을 잡고>가 음구조적으로 서도

민요와 무관하지만 형식 및 창법 상으로 “서도메나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서도계 신민요는 음구조로서 한정되는 범주가 아니라 형식과 창법

을 우선시하여 구별되는 범주라 할 것이다. 

굴곡음형은 그 음형을 구성하는 낱낱의 음들 보다는 음형 혹은 음덩어리로

써 음악적 효과를 낸다. 서도계 신민요에서 등장하는 굴곡음형은 연속된 음들

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음구조적 배경이 메나리토리인지 

경토리인지 수심가토리인지 아니면 장단조 화성을 기반으로 한 5음 음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의 <악보 9>와 <악보 10>의 굴곡음형은 서

도민요의 종지와 요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서도메나리”적 음구조와 창

법이 신민요에 구현된 것이고, <꽃을 잡고>는 “서도메나리”의 악곡의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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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법이 신민요에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민요의 굴곡음형은 악곡 

형식과 창법 그리고 음구조를 다면적으로 분석해야만 그 음악적 원천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도계 신민요는 서도민요의 음구조는 물론이고 가창 실천을 

폭넓게 수용한다. 특히, “서도메나리”의 형식을 창법 상의 기교로써 포용하여 

서도적 정조를 나타낸다는 점은 서도계 신민요의 양식적 특징으로 주목된다. 

4. 신민요 양식의 도시적․민족적 표명

신민요는 지역 민요와 양식․창법을 공유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정취를 구체

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민요는 동시 에 공존했던 다른 갈래의 음악 양식․

창법과 관련되기도 했기 때문에 민요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했다. 이하에서는 신

민요가 지역 민요 외에 어떤 음악 양식들을 끌어들 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할 것

이다. 특히 그간 주목되지 못했던 신민요의 발성법을 중심으로 신민요의 양식적 

독립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었는지 검토하기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민요

가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표명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1) 신민요 발성법의 도시적 표현력 

서도계 신민요는 수심가토리의 제1음과 제4음을 골격음으로 삼고 제4음을 반

드시 요성하며 제1음으로 종지하는 음구조로 된 갈래 혹은 이를 구체화한 음악

형식 및 창법을 통해 서도적 정조를 표현하는 갈래를 말한다. 서도적 정조를 표

현하기 위해서는 서도민요의 개별 요소를 통제하는데 그 방법은 가창자 마다 혹

은 악곡 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5도간 골격구조는 요성을 통제하여 약화시키기

도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민요의 음악적 요소를 통제하는 것만으

로는 신민요의 갈래적 개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민요라는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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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 민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서도계 신민요가 음악 수사(musical rhetoric)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민요라

는 갈래를 넘어서는 절차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신민요의 양식적 기반으로 알려진 것은 지역 민요의 음구조와 장단 

그리고 서양의 장단조 조성과 리듬이다. 실제로 신민요의 반주부는 가창부에 비

해 상 적으로 서양의 음악 규범들을 많이 따르고 가창부는 민요의 그것을 우선

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창부라 하더라도 민요의 음악적 관례만 따르는 

것은 아니고 반주부처럼 서양의 음질서를 따르기도 한다. 다만, 신민요의 가창부

에 서양음악의 규범이 관철되는 비중은 반주부에 비해 크지는 않다. 반주부가 

장단조 조성을 기반으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가창부의 선법성(modality)을 드

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25) 가창부도 이에 상응하는 음구조적 절충이 일

어났다. 예를 들면 신민요는 지역 민요보다 넓은 음역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

데, 이 때 넓혀진 음역 안에서 구성음의 기능은 조정되기도 했다. 민요의 선법성

이 해체되지 않는 한에서 장단조 조성성이 교차되었고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선

에서 마무리되었다. <관서천리>의 경우, 구성음들은 부분 서도민요의 선법성

을 뒷받침하도록 기능한다. 그러나 기음(제1음)의 옥타브 윗음과 주변음들은 민

요의 선법성을 재현․강화하기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조성성을 구현하는데 유리

하도록 조정되었다. 비슷한 현상이 <미녀도> 혹은 <첩첩청산>의 제11마디 그리

고 <포곡새천지> 제4마디, 제8마디, 제12마디, 제14마디에, 또 <초로인생>의 제

11마디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서도계 신민요에서는 서도민요의 기음보다 낮은

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조성성을 보강하기도 한다. 기음보다 낮은음이 보조

음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서도민요(<악보 2>의 수심가 등)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지만, 신민요에서는 해당 음이 기음에 한 보조음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데 그치

지 않고 장단조 조성성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서도민요의 관례는 창법으로 통해 약화되도 한다. 예를 들면 <미녀도>

25) 이소 ,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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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서도민요의 제4음에 붙는 요성의 음악적 집중도를 낮추거나 혹은 가창시 

제4음에 입타령 악구를 연결시킴으로써 전형적인 서도민요와 거리를 둔다. 즉, 

특정음에 해서는 서도민요의 관례적 창법을 벗어남으로써 서도민요의 곡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민요적 원천이 신민요

의 음악 양식을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

는 기교들은 신민요의 갈래적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만으로 신민요가 독립적 갈래가 될 수는 없었다. 이상의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민요의 음구조를 창법상의 변화로써 신민요적 특성을 구

체화해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민요 갈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신민요는 상당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민요 양식과 거리를 두어야했다. 신민요에서 탈민요의 목표는 음구조적 차원에

서가 아니라 가창 실천 차원에서 실현되었다. 가창 실천 차원에서 민요와 신민

요의 차이를 만든 것은 발성법이었다. 

신민요의 발성법은 신민요와 음구조적 얼개와 창법을 공유했던 지역 민요나 

잡가와는 달랐다. 신민요 가수는 체로 맑고 청아하며 가늘게 떠는 음색을 발

성의 기초로 삼았다. 물론, 신민요 가수 모두가 이 발성법을 구현한 것은 아니다. 

미스코리아(모란봉)가 부른 신민요의 음색은 다른 신민요 가수와 달랐다. <포곡

새천지>의 발성법은 민요보다는 전문적인 민속악적 훈련을 받은 음색으로서 소

리를 통제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매끄럽다. 소리의 밀도는 마치 무가나 잡가처

럼 조밀하고, 거친듯하면서도 강렬한 음색을 구현한다. 그러나 미스코리아의 발

상법은 신민요 발성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현재 남아 있는 100여곡의 신민

요 발성법은 맑은 소리 혹은 청아한 목소리를 기본으로 삼는다. 이 점에서 맑고 

청아한 음색은 신민요라는 갈래가 지향했던 미적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맑

고 청아한 발성법에의 지향은 신민요 갈래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다. 이러

한 음색은 당시 유행가는 물론이고 신민요 이전에 향유되었던 가곡창에서 추구

했던 음색이기도 했다. 

선행연구에서 이보형은 서도민요에서 제5음은 퇴성한다고 밝히 바 있다.26) 

앞서 거론했던 서도계 신민요 <관서천리>를 살펴보면, 이보형이 제시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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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음을 퇴성한다. 그런데 신민요에서는 이 음 외에도 여러 음에 퇴성이 

붙는다. 신민요의 퇴성은 제5음 외에도 제4음(<초로인생>, <관서천리>) 및 제2

음에도 등장한다.(<관서천리>, <첩첩청산>) 퇴성이 붙으면 선율전개가 매끄럽

고, 선율선에 맵시가 살아나며, 가창의 전개가 세련되어 보인다.(악보에 “⌒” 표

시) 한편, 신민요에는 퇴성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추성도 보인다. 비록 흔하지

는 않지만, <미녀도>나 <첩첩청산> 등에서는 추성이 확인된다. (악보에서 “  ̆ ” 
표시).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추성과 퇴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가창 

갈래는 가곡 등과 같은 풍류방의 노래들이다. 나아가 신민요에서는 아예 선율 

전개가 가곡을 연상케하는 부분도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면 <관서천리>의 종지

부는 마치 가곡의 우조에서 등장하는 전형적 선율전개(황→태→남→임)과 비슷

한 선율진행과 창법이 보인다. 따라서 서도계 신민요에는 민요의 음악적 관례와 

별도로 도시적 풍류방의 유산도 유전되었다 할 것이다.

가곡의 음구조와 그것을 즐겼던 문화적 배경은 민요의 그것과는 달랐다. 가곡

창은 도시적 풍류방을 전제로 향유되었다면, 민요는 지역의 민속적 현장에서 향

유되었다. 그런데 신민요 발성법의 문화적 배경은 민요의 그것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도시적 가요와 가깝다. 신민요의 음구조적 원천과 창법이 향토 민요 음

에도 불구하고, 그 발성법은 향토민요와 다른 음악적 원천을 취했다는 점은 주

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전통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

기 때문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특정 발성법은 특정 음악 갈래와 관계를 맺는 것

이 보통이다. 발성법은 개인보다는 가창 집단 혹은 향유집단의 성격과 그 향유 

문화에 종속적이었다. 예를 들면 판소리 창자와 감상자가 판소리에서 가곡의 음

색을 바라지 않았고, 가곡의 창자와 그 향유자가 가곡에서 민요의 음색을 기

하지는 않았다. 전통사회에서 발성법은 음구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태시킨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신민요에서 문화적 배경

이 달랐던 음구조와 발성법 간의 절충은 전통사회의 붕괴 이후, 즉 근 적 문화

26) 이보형,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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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된 이후를 반 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풍류방을 배경으로 발달했던 도시 가요는 신민요 등장 이전

부터 도시에서 향유되었고, 신민요가 등장했던 1930년  이후에도 도시에 남아

있었다. 이는 곧 1930년  이후 양자는 동시 적으로 향유되는 여러 가창 갈래

들 중 일부 음을 의미한다. 물론 풍류방을 전제로 향유되었던 도시가요의 수용

자 수는 신민요의 그것에 비해 한정되어 있었고 그 성격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30년  당시 신민요에 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여창 가곡이었다. 

신민요에 여창가곡의 음악적 관례가 관철되었던 이유는 신민요가 사실상 기생 

가수의 독점적 역이었기 때문이었다.27) 

신민요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도시 공간에서 가요의 담장자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했던 가수집단으로는 중인 혹은 평민 가객, 기녀 그리고 삼패 등이 있었

다. 이 중 신민요 갈래의 발성법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여창가곡의 담당자

던 기녀이다. 여창 가곡의 발성법은 민요의 그것과는 다르고 신민요의 그것과 

유사하다. 여창가곡을 부른 기녀와 신민요를 부른 기생의 역사적․사회적 정체

는 다르다. 기녀는 전근 의 도시문화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존재 고, 기생은 근

 문화를 전제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근  이후 기생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서 근 이전에 향유되었던 도시가요가 학습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과정

에서 전근  풍류방 기녀들의 맑고 청아한 소리 혹은 가늘고 얇은 소리가 근  

기생에게 전해 질 수 있었다. 특히 평양기생들이 그것을 새로운 갈래(신민요)의 

가창 실천에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근  도시가요의 발성법은 근 적 가

창 갈래의 구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기생 학습 과정에서 습득된 여창가곡의 음

색은 신민요의 음구조적 골격 및 창법에 살을 붙이면서 창조적 갈래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민요의 발성법은 그 태생이 도시적이었기 때문에, 신민요의 도

시적 자질을 보이기에 적합했다. 이 점은 신민요가 처음부터 민요와 다른 기능

27) 장유정, ｢1930년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 민족문화논총 제30호( 남 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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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도록 했고, 민요의 향유 문화 즉 민속문화와 거리를 두게 했으며, 도시적 

감성의 중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제까지 신민요는 민요와 양

악 간의 음구조적 절충 혹은 장단․리듬 간의 절충의 결과로만 이해되었다. 그

러나 발성법에 천착하다보면 도시가요와 지역민요 간의 절충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신민요의 양식적 절충은 알려진 것보다 다층적이고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2) 신민요의 민족적 표명  

신민요라는 말은 처음에는 개항 전후 혹은 갑오년 무렵 이후 만들어진 민요의 

범칭으로 이해되었다. 신민요의 접두어 “新”은 “舊”에 한 상 어 는데, “신”

은 근 를 나타내며 “구”는 전근 를 상징했다. 따라서 신민요는 근 적 일상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민요들을 구분하는 범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30년  전

후부터 신민요와 구민요는 음악 양식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음악 

시장에서 특정 갈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상업용 음반이 처음 등장했던 

1907년부터 해방 전까지 발매되었던 유성기 음반의 총 매수는 약 6,000매 정도

인데, 이 중 신민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내외이다. 1934년 전후로 신민요

가 독립적 갈래를 구성했고, 또 1940년부터 신보 발매가 급속도로 줄어 1943년 

이후로 거의 중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발매된 신

민요 음반의 수는 그것의 향력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민요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신민요의 정체 파악

에 관건이라 할 수 있다. 

1930년  이후 신민요는 ‘전근  민요’의 립항으로서 ‘근  민요’란 뜻이 아

니라 음반 시장이 팽창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음악 갈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갈래는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전에 없었던 음악 양식으로 되어 있었

다. 음구조적으로는 민요 선법과 서양의 장단조를, 시간 구조로서는 장단구조와 

리듬체계를, 창법 상으로는 민요를, 그리고 발성법에서는 가곡과 같은 기존의 도

시가요를 절충한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 것이 신민요 다. 특정 예술 양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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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배태시킨 문화 혹은 향유했던 특정 집단의 정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

서 음악 양식은 그와 관련된 집단 혹은 문화와 사회적․정치적 상동(homology) 

관계를 설정한다. 특정 집단(혹은 문화)은 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집단(혹은 

문화)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예술 양식으로 구체화하는데, 이 과

정에서 특정 집단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바가 음악 양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1930년  이후 신민요의 양식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된 바 없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심을 두고 신민요의 사

회적․역사적 기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  이후 음반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음악을 음반으로 향유하는 문화

가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반의 수용자들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갈래의 음악 중 신민요를 특별한 범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신

민요라는 범주는 음반업자가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 확산 속도는 매우 빨랐고 

그 향유 범위 역시 매우 넓었다. 이 점은 신민요의 중적 수용이 상업적 주체의 

조종에 의한 결과로만 볼 수 없게 한다. 신민요 갈래의 급성장은 당시 특정 사회

적․정치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현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3․1 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에는 전에 없었던 근 적 이념, 즉 민족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인에게는 역사, 민속, 언어를 공

유하는 공동체에 한 자각이 확산되었다. 당시로서는 민족주의는 전근 적 세

계관을 체할만한 쉽고도 구체적인 근 적 안이자 실천 이념이었기 때문에 

당  사회의 주도이념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민족주의

란 조선의 독립을 기약하거나 독립 후 국민국가의 건설을 준비할 수 있는 정치

적 이념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선 민족의 문화적 정체를 구명․확인하

는데 필요한 실천 이념이기도 했다. 민족주의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실천적 행위와 연계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 가장 

요긴한 것이 조선의 문화적 독자성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민족주의의 기

치 하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양식 등을 밝히

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작품의 창작 행위와28) 민속학 연구에서 민요를 주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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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9) 문예계에는 창작행위를 통해 조선의 정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창작론

으로서 민요론을30) 전개했다. 그러나 엘레트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민속

학자들도 민요를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산물로 이해했지만 민요를 철저히 민속

적인 현상으로 한정했다. 그 결과 중문화의 확산과 함께 민요를 향유했던 절

 다수의 도시인은 민요 향유문화에서 소외되었고, 민요는 암묵적으로 전근

에 향유되었던 산물이 되거나 저속한 통속물이 되고 말았다.31) 그러나 문인들이 

민요를 창작의 원천으로 삼아 근 적 혹은 도시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민요는 새로운 외형을 갖게 되었다.32) 문인들이 창작한 민요시가 그것이다. 

1920년  이후 민요시는 민요와 갈래적 속성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양식적으로

는 민요와는 다른 것이 되었고, 근 적 조선을 표명하는 산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개항 이후 민요(신민요)가 역사의 주체로 부상한 민중이 공적 공간에서 부

를 수 있는 노래로 간주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현상이었다. 민요시는 당  사회

에서 민족주의 의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지만, 전통적인 민요처럼 절 다수의 

향유를 유도해내지는 못했다. 

민요의 민족문화로서의 자질을 절 다수의 군중이 공감할 수 있었던 계기는 

신민요의 등장이었다. 신민요는 문화상품으로 탄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족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신민요 노랫말의 

창작배경은 문인들의 민요시와 맞닿아 있었고, 또 그 음악 역시 작곡된 음악이라는 

28) 김 철, ｢개화기 민요연구｣, 語文硏究 제37권 제1호(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박선애, ｢한국근 민요론 

연구 I｣, 인문과학연구 제30집(성신여자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최은숙, 민요담론과 노래문화(보고

사, 2009); 임주탁, ｢한국 근 시의 형성 과정 연구｣, 한국문화 제32집(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3); 
엄성원, ｢1920년  민요시의 전개과정과 근 적 특징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8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심선옥, ｢애국계몽기와 1910년  ‘민요조 시가’의 양상과 근 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20호(민족문학사

학회, 2002).
29) 인권환, ｢한국민속학의 형성․전개와 과제｣, 한국민속학 29호; 임돈희․로저 L. 자넬리, ｢최남선의 

1920년 의 민속연구｣, 민속학연구 2호; 류기선, ｢1930년  민속학 연구의 한 단면－손진태의 ‘민속

학’ 연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호.
30) 최 한, ｢조선민요론｣, 동광 33호, 1932년 5월호, 86~87쪽. 
31) 蘇瑢叟, ｢신흥민요의 단편적 고찰｣, 학생(1930. 10.), 84~87쪽; 金思燁, ｢예술민요존재로｣, 조선일보

(1937.2.), 20~24쪽; 崔榮翰, ｢조선민요론｣, 동광(1932.5.), 82~89쪽; 高晶玉,朝鮮民謠硏究(首善社, 
1949), 495~496쪽. 

32) 권도희, ｢근 기 상업민요와 중음악｣, 동양음악(서울 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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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근 적 음악 행위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특히 신민요가 양식적으로 민속적 

요소를 활용한 점은 신민요를 민속적 산물보다는 조선을 상징하는 민족문화로서 

받아들이게 했다.33) 신민요가 당 에 조선민족을 호출하는 문화적 부호로 인식되

면서, 신민요는 신․구민요의 립 중에 구민요의 상 편이 나이라 근 문화 속에 

통합된 조선 민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용(appropriation)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3․1운동 이후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었던 민족주의가 산업적 흥행술의 도움으로 

군중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할 것이다. 

근 화의 역정 중에서 계몽적 지식인이 주도하던 시 가 가고 근 적 지식인

이 부상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근 화의 노선도 계층화되었다. 1920년  이후 

근 적 지식인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근  담론을 구성했고, 이를 배경으로 민

족적 양식을 구현한 산물이 등장하면서, 근 의 민족양식으로서 충분하다 인정

되는 것들은 향유의 중심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놓이게 되었다. 잡

가는 신민요와 음구조 및 창법을 공유하면서 공존했지만, 1930년  이후 도시

중문화의 중심을 신민요에 내 주고 주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1930년  이전에 

잡가가 중문화의 중심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은 민요의 지역적 성격이 도시의 

민속적 주체에 의해 전용된 결과 다면, 신민요가 중심에 놓이는 현상은 민족적 

주체에 의해 민속적 성격이 전용된 결과 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민요의 음악 양식은 근  도시의 감각으로 조선이라

는 민족 정체를 구체화한 결과물이었다. 신민요는 음구조적으로 조선 전역의 민

요를 고루 활용했고, 민요 선법과 서양의 장단조 조성을 조화롭게 교차시켰으며, 

창법을 통해 신민요의 민요적 속성을 강화시키고 발성법으로써 도시적 표현력

을 증 시켰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의도적으로 통제됨으로써 신민요는 독립

적 갈래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신민요가 다른 가창 갈래와 다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이자 짧은 기간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이유 다 할 것이다.

33) 신민요론에 해서는 장유정, ｢1930년  신민요에 한 당 의 인식과 수용｣, 한국민요학 제12집; 
권도희,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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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신민요는 민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 갈래 다. 그간 신민요 창작

의 원천이 되었던 민요를 거론할 때 서도민요만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서도민요가 신민요의 창조적 가능성을 확장시켰음이 확인되었다. 서도계 

신민요는 경토리계 신민요와 구성음에서 유사하지만, 음의 기능과 시김새, 창법, 

노래의 형식 등에서 서도민요의 원천을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비록 그 수는 많

지 않지만 서도계 신민요가 밝혀짐으로써 신민요가 각 지역의 민요를 의도적으

로 수용한 음악 양식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신민요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 발달한 여러 음악 양식을 

절충하여 탄생시킨 새로운 갈래 기 때문에, 신민요의 양식은 민요와의 관계만

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민요는 조선민요의 선법성과 장단조 조성

성 간의 절충, 민요 창법과 도시적 발성법 간의 절충을 바탕으로 탄생한 갈래

다. 이처럼 양식적 포용력이 넓었던 점은 신민요의 급작스러운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신민요의 양식적 포괄성이 그것의 빠른 팽창의 유일한 원인이었

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민요에 활용된 여러 음악 어법들은 사실상 

동시 에 경쟁했던 다른 음악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

에서 신민요의 빠른 성장은 수용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주의는 조선의 독립과 근 화를 위해 긴요한 이념으로 부

상했다. 이에 따라 민족적 양식에 한 요구도 성장했는데, 여기에 적중할만한 

양식이란 전조선을 통합할 수 있는 근 적 주체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다. 신

민요의 가창자 던 기생은 도시적 주체로서 도시가요의 발성법으로 민요의 음

구조와 창법을 활용했고, 작곡가는 조선민요의 선법성과 서양의 조성성 간의 절

충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며, 작사가는 당시 중의 이상향을 민족주의 노선 속

에 포용했다. 따라서 신민요는 민속적 세계는 물론이고 도시의 세계 그리고 근

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갈래로 기능할 수 있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다양한 양식을 고르게 절충시켰던 점은 당시 사회 구성원 절

다수로 하여금 그것을 구성원 간의 사회․문화적 편차가 조정된 양식으로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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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게 했다. 그 결과 신민요는 전조선을 노래하는 도시적 양식이 될 수 있었

고, 민족문화를 호출하는 문화적 부호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신민요가 등장하기 전까지 도시 중들은 지역민요에 한 향수를 잡가를 통해 

해소했다. 잡가는 신민요와 마찬가지로 민요의 음구조와 창법을 사용했지만, 근

본적으로 양식적으로 신민요와 달랐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여 역시 달랐다. 잡가

는 도시 중 속에 민속적 정체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신민요는 민족적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간 신민요가 당시 사회문화적․정치적 과제

를 충분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기여가 정당하게 거론되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 식민지 조선이라는 조건 속에서 민족문화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비장미가 신민요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산업적 목적 하에 부여된 신민

요의 통속성이 당  엘리트 모더니스트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34) 그러나 본고를 통해 신민요의 양식적 특징과 사회적․문화적 표명

이 거론된 이상 기존의 신민요에 한 평가는 재고해봐야 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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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ing Practice and Voice Timbre of Popular Genre, 
Neo-folksong Articulating

National and Urban Identity After the 1930s

－Focus on Seodo-style Neo-folksong－

Kwon, Do-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w genre of Neo-folksong was not accidentally made for industrial purpose 

using folksongs easily from the 1930s. It was the product that was made into e

clectic urban style capturing the entire Korean folk songs deliberately. In this 

article, I found that modal syntax(the function of the note and sigimsae) and form 

of the song(Seodo menari-folksong) and singing practice(melismatic singing) of 

Seodo-folksong made a direct impact on Neo-folksong genre, and I classified it 

Seodo-style Neo-folksong. The notes of Neo-folksong is similar to Kyeongki-style 

Neo-folksong, but it is different from Kyeongki-stylistic Neo-folksong in modal 

syntax, form, and singing practice. On this point we could know Neo-folksong 

was systematically made of the folksong style of each region.

Neo-folksong not only responded to interpellation of national culture with the 

stylistic similarity in the folksong of the each region, but also accepted the soft 

and clear voice timbre as ballad inherited in Korean musical culture of the 

pre-modern city. Therefore, Neo-folksong has been accepted as a na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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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genre. Further, stylistic eclecticism of Neo-folksong have a advantage to 

articulate various ideologies and values concentrated in the city since the 1930s. 

It could be able to recreate folk images with modal syntax, form, and singing 

practice and to express the urban world with voice timbre descended like gagok 

and modern world major-minor tonality from west. These are allowing audiences 

to accept Neo-folksong voluntarily as a style that adjusted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hich had opposing opinions. As a result Neo-folksong could grow rapidly, 

eve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bout ten years.

【Keywords】Neo-folksong, Popular song, Seodo-folksong, Seod-style Neo-folksong. modal syntax 

of tradtional folksong, form, singing practice, voice timbre, musical style,  eclecticism, 

national and urba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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