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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의 악곡을 중심으로－

이 소 영

(동양음악연구소 객원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의 20세기 전반기의 공연활동 양상을 고찰

하고, 당  최고 명인인 오태석의 악곡을 통해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유성기음반과 방송 

기록의 고찰을 통해서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이 

독립된 음악 갈래로 형성되고, 전성기를 이룬 시기에 이미 독자적인 목으로 연주되면서 연주자

와 중 모두에게 사랑받는 표적인 악곡이었음을 확인하 다. 당  최고 명인인 오태석의 음악

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설구조는 판소리의 사설을 수용하면서도 가야금병창에 적절한 사설들로 

재구성하 다. 선율적 측면에서는 기존 판소리와 같이 소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구성하면서도 

가야금반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야금병창만의 묘미를 잘 살려 노래하 다. 본 연구를 통하

여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의 목이 가야금병창의 전성기인 20세기 전반기에 표적인 

악곡이며,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성이 잘 표현된 악곡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오태석 

가야금병창의 악곡 운용방법이 오늘날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 확 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오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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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판소리의 주요 목을 가야금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형태의 가야금병창은 

20세기 전반기에 독립된 음악 갈래로 형성되고 전성기를 이루었지만,1) 오늘날

까지 계승되면서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되는 목은 한정되어 있다. 특히 심청가 

중에서는 주로 <황성올라가는데>와 관련된 목을 중심으로 박귀희 계열과 강

정열 계열에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다.2) 

하지만, 유성기음반에 녹음 기록이 남아 있는 가야금병창 심청가의 목은 

<곽씨부인사별>, <선인따라서>, <소상팔경>, <방아타령> 등 보다 다양하게 존

재한다. 이 중 <선인따라가는데> 목은 체로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목

부터 <범피중류>를 거쳐서 물에 빠지는 목에 이르는 사설로 이루어졌으며 다

양한 연주자에 의한 녹음 기록이 남아 있어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된 표적인 심청가 목 중 하나 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의 공연활동 양상에 해 고찰하고, 당  가야금병창의 표적인 명인 오태석이 

연주한 악곡을 상으로 그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심청가 <선인따라가는데>에 한 음악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오늘날 가야금병창 레퍼토리 복원 및 확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의 

공연활동 양상

20세기 전반기는 근 적인 사회로 전환하던 시기로 시 적 변화와 신문물의 

유입은 전통음악계에도 향을 주었다. 특히 새로운 음악매체인 유성기음반과 

 1) 이소 ,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구｣(서울  박사학위논문, 2014), 196쪽.
 2) 국립문화재연구소, 가야금산조 및 병창(민속원, 2010), 36쪽 내용 참조.



목 방송횟수 연주자

소상팔경 21회 심상건(17회), 이소향(2회), 정남희(1회), 최소옥(1회)

범피중류 15회
이소향(3회), 최소옥(3회), 최계란(3회), 김운자(2회), 강태홍(2회), 심상건(1
회), 정남희(1회) 

선인따라가는데 13회
박추월(5회), 김채련(1회), 김옥편(1회), 김종기(1회), 이기화(1회), 한성기(1
회), 정남희(1회), 강계향(1회), 홍소월(1회)

황성올라가는데 11회 오태석(9회), 정남희(1회), 미상(1회)

심황후자탄 7회 최소옥(4회), 유 복(2회), 김성기(1회)

<표 1> 경성방송국에서 송출 된 가야금병창 심청가 (1926.7.12.~19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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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한 공연활동의 기록은 당시 가야금병창의 전개양상을 이해하는데 유

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3) 

본 고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경성방속국 국악방송곡 목록
의 1926.7.12. ~ 1944.1.3.에 한 방송기록을 상으로 가야금병창 심청가의 방

송 기록을 고찰하고, 20세기 전반기 유성기음반의 가야금병창에 한 선행연

구4)를 토 로 당시 심청가의 연주양상에 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의 위상을 살펴보겠다.  

    

1) 경성방송국 방송목록

심청가가 가야금병창으로 방송에 송출된 것은 1926년부터 1944년까지 총 

183회이다. 방송목록을 보면,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와 병창 등으로 분류된 장

르에 특별한 목의 구분 없이 <심청가> 혹은 <심청전>의 명칭으로 불렸던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상팔경>, <범피중류>, <선인따라가는데>, <황성올라가

는데> 등의 목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었다.5)

 3) 이소 , 앞의 논문, 6쪽.
 4) 이소 , ｢유성기음반목록을 통해 살펴 본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한국음반학 제24호(한국고음

반연구회, 2014), 132~135쪽 내용 참조.
 5) 방송기록에 명시된 목명은 보다 상세하게 구분되지만, 본 고에서는 목의 내용에 따라 묶어 제시하

다. 예를 들어 <선인가>, <선인따라가는데>, <임당수로가는데> 등의 목은 <선인따라가는데>로 제

시하 다.



장승상 4회 정남희(3회), 오태석(1회)

눈뜨는데 2회 정남희(1회), 안기옥(1회)

곽씨부인사별 2회 심상건(1회), 정남희(1회)

화초가 2회 김옥진(2회)

심청가/심청전 106회

오태석(18회), 박추월(15회), 심상건(13회), 정남희(9회), 김해선(7회), 김종
기(4회), 성금화(4회), 강계화(3회), 김운선(3회), 김운자(3회), 이옥화(3회), 
강태홍(2회), 김채련(2회), 이기화(2회), 이소향(2회), 최계란(2회), 김녹주(1
회), 김여란(1회), 김옥희(1회), 박괘동(1회), 박성옥(1회), 성금련(1회), 성금
화(1회), 심정순(1회), 안기옥(1회), 이순근(1회), 조 학(1회), 한공숙(1회), 
한성기(1회), 한성태(1회)

1931. 6.1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백발가, 선인가> 한성기

1932. 1.29 가야금병창과 남도합창 <초한가, 선인가, 적성조타령, 옥중가, 심청가> 김옥련

1933.12. 8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 창극조 심청전 중 심청이 작별하는데> 홍소월/지용구(고수)

1934.10.25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 창극조 선인따라가는데(심청가중)> 박추월

1934.10.30 가야금병창과 산조 <병창 단가 공도난, 부친이별(심청가 중), 산조> 김종기/조상선(고수)

1934.11.13 가야금병창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이기화

1935.12.20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

1936. 1.15 가야금병창 창극조<심청가 중 임당수로 가는데, 적벽가 중 활쏘는데> 김채련/한성준(고수)

1936. 2.15 가야금병창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심청이 하직하는데> 강계향/한성준(고수)

1936. 6.25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 창극조 심청이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지용구(고수)

1937. 5.11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지용구(고수)

1937. 9. 4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

1938. 2.15 가야금산조와 병창<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심청가 중 사당하직하는데> 정남희/정원섭(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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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심청가를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연주자는 오태석, 심상건, 이소향, 정

남희, 김종기 등으로 다양하 고 특히 오태석은 총 28회로 방송에서 <심청가>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불 다. 목이 구별되는 경우에 오태석이 부른 심청가 중

에서 <황성올라가는데>의 목은 총 9회이며, 이외에는 체로 ‘심청가’ 또는 

‘심청전’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에서 <황성올라가는데>가 가야금병

창으로 불린 것은 총11회인데 이 중 오태석이 총 9회를 방송한 것은 이 목이 

오태석의 표적인 장기 던 것을 짐작케 해준다.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의 목이 방송에서 불린 것은 총13회로, 방송

목록을 인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성방송국 방송목록 중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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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인따라가는데>는 방송에서 김옥련, 박추월, 

이기화, 오태석 등 다양한 연주자에 의해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상팔

경>, <범피중류>와 더불어 오늘날 계승되고 있는 <황성올라가는데> 보다도 많

은 방송횟수로 당시에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의 목이 연주자와 중 

모두에게 심청가 중 독립된 목으로 사랑받고 인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유성기음반목록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한 심청가는 총 68면으로, 1927년부터 1943년까지 심상

건, 오태석, 이소향 등이 가장 많은 녹음을 하 고 10여명의 다양한 연주가가 

녹음한 기록이 있다. 또한, 유성기음반으로 녹음 및 취입된 목을 살펴보면 당

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판소리의 심청가 눈 목을 중심으로 하여 가야금병

창의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간 것을 알 수 있다.6)  

방송에서는 특정 목에 한 구분 보다는 ‘심청가’(심청전)으로 소개된 경우

가 많았으나 유성기음반목록을 보면, <오호곽씨부인>, <심봉사 젖비는데>, <심

봉사눈뜨는데>, <심봉사 황성도중 방아타령> 등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악곡명

이 보다 세분화하여 드러난다. 

<선인따라가는데>의 목은 ‘선인따라서’, ‘선인가’ 등의 다양한 목이 포함

되며, 오태석, 한성기, 이옥화, 이소향 김종기, 정남희에 의해 총 12회의 음반 

취입이 있었다. 이 목에서는 오태석이 총 5회, 이소향이 3회로 두 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7) 

  

이상 20세기 전반기 방송 및 유성기음반의 음악매체 기록을 통해서 심청가의 

다양한 목이 여러 연주자에 의해서 가야금병창으로 불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야금병창 심청가 <선인따라가는데>는 <소상팔경>, <범피중류> 등과 같

 6) 이소 , 앞의 글, 132~135쪽.
 7) 이소 , 위의 글,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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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방송 및 유성기음반에서 자주 연주되었던 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는 가야금병창이 독립된 음악 

갈래로 형성되고 전성기를 이룬 시기에 이미 독자적인 목으로 연주되었지만 

오늘날 계승이 끊어졌다. 그러므로 당 에 연주자와 중 모두에게 상당한 인기

를 얻었던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의 가야금병창 음악 발전의 방향 모색에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3.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의 음악적 특징

본 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으로 가장 중의 사랑을 받았던 오태

석의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를 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당  판소리 명창 박녹주의 <선인따라가는데>와 사설 및 선율적 

측면에서 비교하고,8) 오태석이 창과 반주를 어떻게 결합하여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 는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 사설구조

먼저 박녹주와 오태석이 부른 <선인따라가는데>의 사설 비교의 편의를 위하

여 임의로 단락을 구획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8) 가야금병창은 판소리의 일부 목을 취하여 노래하는 장르로, 그 사설 또한 판소리와 유사함이 있다. 
가야금병창으로 불리는 <선인따라가는데>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 목의 판소리 사설

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 판소리 <선인따라가는데>를 박녹주의 음원으로 택한 것은 박녹주의 

사설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오태석의 사설과 가장 유사하 기 때문이다.  



창자
단락

박녹주(판소리) 오태석(가야금병창)

1
선인들을 따라 선인들을 따라간다 
끝리난 끝리난 초매자락을 거듭거듭 걷어안고

선인들을 따라간다 /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
끝리난 추마자락 / 거듬거듬 안고 /
붙들여 나가는디/

2
비같이 흐르난 눈물 옷깃이 모두다 사무찼네
허트러진 머리털은 바람결에 나부끼고
엎더지며 자빠지며 천방의 지축의 따러 갈적으

피같이 흐르난 눈물 / 옷깃이 사모찬다/
만수터벅은 흩으러진 머리를 / 바람제비가 나부치고/
이리비틀 저리비틀 / 천방지축으로 따라가며/

3

건넌집을 바라보며
이진사  적은 아가 작년 오월 단오일의 
앵두따고 노던일을 행여 니가 잊었느냐

너희는 모시고 잘있거라
나는 오날 우리부친 이별허고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건너마을 바라보며/
검동지네 큰 아가 / 작년 오월 단오일은/
앵두따고 놀던일을/ 행여 니가 잊었느냐 상침질 수놓기를/
누와같이 허랴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있거라/
내 팔자는 기박허여 / 인당수로 죽으러간다/

4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게 모두 울고
하나님이 아오신 백일은 어디가고 음운이 자옥허야

듣고 보난 구경꾼들 /
눈이 붓게들 설리 울고 사공 분수하는/
하느님도 아는바라 / 백일은 어디가고 음운이 자욱헌디/

5

청산도 찡기난 듯 간수난 오열허여
휘늘어져 곱던 꽃이 울고 저 빛을 잃고

청조난 슬피울어 백반제송 허는구나

뒤돌아 저 곱든 얼굴 / 님을 보니 빛을 잃고/
요요한 버들가지 / 졸듯이 늘어지고 춘조난 다정허여/
백반제송을 허는구나

6

묻노라 저 꾀꼬리의 
뉘를 이별 하 간  환우성을 짓어 울고 
뜻밖으 두견이는 피를 내여 설리우니
야월공산 어디두고 진정 제송 단장성으
제아무리 불여귀라 가지우으가 울건마는

묻노라 저 꾀꼬리/
환우성의 계서울고/
뜻밖으 두견이는 가지위에 높이 앉어 / 쾌쾌꼴 쾌쾌꼴

7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찌 돌아오리 값을 받고 팔린 몸이 / 어느때나 다시올까

<표 2> 박녹주․오태석의 <선인따라가는데> 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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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는 박녹주와 오태석이 부른 <선인따라가는데>의 사설 전개방

식을 단락별로 나누어 제시하 다. 제1, 2, 4, 7단락은 어휘의 선택 등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같고, 제3, 5, 6단락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제1단락에서 오

태석은 박녹주의 사설에 “붙들여 나가는디”를 추가하여 심청이 선인들에 이끌려 

따라나서는 상황임을 덧붙여 설명하 다. 이처럼 상황에 한 아니리적인 사설

을 첨입하는 방식은 오태석의 <고고천변>에서도 볼 수 있는 사설구성 방식이라 

하겠다.9) 

제2단락에서는 “비같이”를 “피같이”로, “허트러진 머리털은”을 “만수턱벅은 

흩으러진 머리를”로 체하는 등 어휘 선택에 차이를 보이는 정도만 있을 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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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이러한 방식은 제4단락과 7단락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제3단락에서는 

어휘를 바꾸어 표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설을 추가하여 박녹주와의 차이를 보

다. 즉, “건너집”을 “건너마을”로, “이진사  적은 아가”를 “검동지네 큰아가”

로 언급하는 등 어휘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상침실 수놓기를 ~”의 사설을 추

가하여 함께하던 일들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차이를 보 다. 또 박녹주가 “너희

는 모시고 잘있어라”하고 언급한 부분을 오태석은 “팔자 좋아 양친모시고”의 사

설을 추가하거나, 박녹주가 “죽으러 가는길이로다”라고 한 부분을 “인당수로 죽

으러 간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 판소리의 사설을 수용하되 보다 구체적인 묘사

를 하는 방식으로 사설을 재구성하 다. 

제5단락에서 박녹주는 “찡기난 듯”, “오열하여”와 같은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슬픔에 해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오태석은 이 같은 판소리의 사설

을 그 로 취하지 않는 신에 새로운 사설로 이별의 슬픔을 순화시켜 표현하

다. 그리고 마지막의 제6단락에서는 박녹주의 사설을 축소하고, “두견이 피를내

여 설리우니”의 사설 신에 두견새의 울음소리인 “쾌쾌꼴 쾌쾌꼴”의 의성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 다. 오태석이 직접적인 새의 울음소리를 추가한 

것은 장황한 설명보다는 새의 울음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슬픔을 표현

하고자 한 오태석 만의 사설 구성방법이라 하겠다.  

요컨  오태석은 판소리 <선인따라가는데>의 사설을 비교적 그 로 수용하

다. 그러나 상황을 설명하는 아니리적인 사설과 효과음이 표현 가능한 새의 울

음소리를 추가하는 등 가야금병창에 적절한 사설들로 재구성하 다. 한편 오태

석은 기존 사설을 재구성하면서 33장단으로 부른 박녹주의 <선인따라가는데>보

다 5장단이 더 길어진 38장단으로 불 다. 이러한 차이는 오태석이 가야금병창

으로 선율을 재구성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선율구조 부분에서 후술할 것

이다.

 9) 이소 ,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구｣(서울  박사학위논문, 2014), 160쪽. 



단락 장단(장단수) 사설
종지 또는 반종지음

소리 가야금

1 1~5(5) 선인들을 따라간다~ 붙들여 나가는디 Do-Si la

2 6~11(6) 피같이 흐르는 눈물~천방지축으로 따라가며 mi la

3
12~17(6) 건넌 마을 바라보며~누와 같이 허랴느냐 mi la

18~19(2) 간주 2장단

4 20~22(3) 너희들은 팔자 좋아~인당수로 죽으러간다 mi la

5
23~28(6) 듣고 보는 구경꾼들~빛을 잃고 mi la

29(1) 간주 1장단

6 30~32(3) 요요한 버들가지~백반 제송을 허는구나 mi la

7 33~38(6) 묻노라 저꾀꼬리~어느때나 다시올까 mi la

<표 3>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의 단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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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구조

오태석의 <선인따라가는데>는 사설내용과 선율형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

이 총7단락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각 단락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단락 내에 한 장단 내지는 두 장단으로 

이루어진 간주가 두 번 등장한다.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의 단락별 종지음을 

살펴보면, 소리부분은 제1단락에서 Do-Si로 종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mi

로 반종지하고 가야금반주 선율은 모든 단락에서 본청인 la로 종지한다. 소리선

율은 종지음에 구애받지 않고, 가야금반주는 la로 단락을 맺도록 하여 단락을 

구획한다. 오태석은 가야금병창으로 <선인따라가는데>를 재구성하여 부르면서 

가야금반주를 통해 단락을 구획하고 종지감을 주도록 의도하 고, 이를 통해 악

곡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진행을 보인다. 

다음으로 오태석이 박녹주가 판소리로 부른 <선인따라가는데>를 어떻게 변개

하여 가야금병창으로 불 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 붙임새, 가야금반주의 구

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특히 오태석이 <선인따라가는데>를 가야금병창으



<악보 1-1> 박녹주 <선인따라가는데> 제1~4장단

<악보 1-2>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1~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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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성하면서 소리와 가야금반주를 어떻게 결합하 는가에 해 살펴보겠다. 

<악보 1>은 박녹주와 심상건의 사설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다. 

위의 <악보 1>에서와 같이 박녹주는 악곡 전반에 걸쳐 e－a－c'b－d'(미－라

－도시－레)의 구성음을 사용하는 계면조로 노래한다. 굵은 시김새는 쓰지 않지

만, c'(도)음을 꺾어주거나 퇴성하도록 하여 선율을 진행한다. <악보 1-1>에서와 

같이 제7장단까지는 전형적인 mi-la-do'-si의 구성음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선

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후 제8장단부터 12장단까지 선율의 주요 구성음이 

la-re'-mi'로 바뀌면서 re'가 길게 지속되고 sol'과 do'가 일시적 경과음으로 출현

하는 등의 우조로 노래하는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후 제13장단부터 다시 do'음



선 인 들 을 - - 따라 선 인 들 을 - - 따라 - 간 다 - △ 끝 - - - 리난

선 인 들 을 △ △ 따라 - 간 다 △ △ 선인 - 들을 - △ △ 따라 - - 가는 - 디

끝 - - - 리난 - 추마 - 자락 - △ △ 거 듬 - - 거듬 - - - 안 고 △ △

- 초매 - △ 자 락 을 거 듭 - - 거듭 - 걷어 - 안 고 △ △ 비같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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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꺾거나 퇴성하며 계면조로 구성한다. 이와 같이 박녹주는 악곡 전반에서 계

면조의 음구조를 기본 틀로 하면서 중간에 일시적으로 우조로 넘나들며 선율의 

변화를 주었다. 

가야금병창으로 노래하는 오태석도 악곡 전반에 걸쳐 박녹주와 동일하게 e－

a－c'b－d'(미－라－도시－레)의 구성음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계면조 선율로 진

행한다. 시김새의 쓰임에 있어서도 박녹주와 마찬가지로 굵은 요성이 쓰이지 않

고 do'음을 꺾거나 퇴성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악보1-2>에 제시

한 것 외에 악곡 전반에서 보이며, 판소리에서 쓰인 음구조를 수용하는 방식으

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선인따라가는데>의 목은 심청가 목들 가운데 비극성을 최 한도로 표출

하는 부분으로 박녹주와 오태석은 모두 사설내용에 맞게 느린 중모리로 불 다. 

그러나 장단 내에 사설을 붙이는 방식은 차이를 보 다. 박녹주는 33장단 중 8

장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 장단의 끝으로 사설을 당겨 붙이는 붙임새를 주로 

사용하 다. 반면 오태석은 체로 마디 장단의 붙임새로 단순하게 사설을 

붙여 노래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 중모리 한 장단 내에 배분되는 사설의 자

수(8자 내외)보다 많은 자수(15자, 17자)의 사설을 엮어 부르는 변화를 주었다. 

박록주와 오태석의 공통사설부분에서 붙임새를 다르게 활용하는 예를 제시하

면 <악보 2>와 같다.

 

     

박록주

오태석

<악보 2> 박녹주․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붙임새 비교



<악보 3>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16장단, 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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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에서와 같이 박록주는 “끌리난”으로 시작하는 다음 장단의 사설을 

앞 장단의 끝으로 당겨 붙여 노래하는 방식으로 악곡 전체를 구성하 다. 오태

석은 체로 장단 중간이나 장단 끝에 두 박 정도를 소리의 공박으로 두어 노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는데, 이 같은 사설 배분 방식을 취한 것은 가야금병창

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태석은 <선인따라가는데>를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여 부르면서 일

반적으로 중모리 한 장단 내에 배분되는 사설의 자수보다 많은 자수의 사설을 

엮어 부르는 방식으로 악곡에 변화를 주었다. 

오태석은 제16장단에서 15자, 제20장단에서는 17자를 한 장단 내에 엮어 불

다. 위의 악보는 일반적으로 중모리 장단 내에 배분되는 자수보다 많은 사설

을 부르는 부분으로, 이러한 방식은 악곡 내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사설

을 엮어 부르는 부분에서, 위의 <악보 3>과 같이 장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5

박~6박의 음을 퇴성하거나, 소리에 공박을 두는 방식으로 사설배분을 하 다. 

오태석이 이 같은 사설배분 방식으로 변화를 준 것은 가야금병창에서 소리와 가

야금반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태석이 가야금병창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드

러내기 위해 어떻게 악곡을 구성하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악곡 내에서 소



<악보 4>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1~2장단, 제11~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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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야금병창에서 가야금반주는 소리의 선율진행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공히 가야금병창의 특징이라 하겠다. 오태석의 <선인따라가는데>에서 소

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 양상은 체로 소리와 가야금반주 선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야금병창에서 가야금반주가 

단락의 종지감을 주고 이를 통해 악곡의 통일감을 주는 역할은 악곡 전 단락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10) 

 

  

위의 <악보 4>에서와 같이 가야금반주 선율은 장단 내에서 소리와 동일한 음

으로 진행했다. 다만 장단의 중간 내지는 끝부분에 소리가 쉬는 박에서는 가야

금반주가 채워주었는데, 이때 가야금반주의 선율은 중모리장단 단위리듬인 2분

박의 ♩을 기본 리듬으로 하여 리듬 분할이 적은 단순한 형태를 취하 다. 

한편 오태석은 <선인따라가는데>를 가야금병창으로 재구성하면서, 장단의 첫

머리와 끝부분에 소리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10) 본문 말미의 참고악보 참조.



<악보 5>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5~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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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와 같이 오태석은 소리선율을 구성하면서 사설을 장단의 중간으로 

몰아붙여 노래하는 방식을 취하 다. 이로 인해 생기는 장단 첫 부분과 소리 끝

부분에 생기는 쉬는 박은 가야금반주로 채워주면서 소리와 소리 사이를 이어주

었다. 이때 가야금반주 선율이 특별한 선율적 진행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옥타

브 혹은 동일음 등으로 단순하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리와 

가야금반주의 결합양상은 오태석이 소리의 여운을 길게 주고자 한 의도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사설을 장단의 중간으로 몰아붙여 노래하는 부

분에서는 가야금반주 선율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태를 보 다. 

오태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 것은 보다 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음악

적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해 취한 결합방법으로 보인다. 즉, 오태석이 장단 내에

서 소리와 가야금반주가 선율을 주고받듯이 결합하도록 구성한 것은 음색의 다

양화 관점에서도 한사람의 소리꾼이 부르는 판소리와는 차별화 되는 특징인 동

시에 가야금병창의 묘미를 매우 잘 활용한 예라고 하겠다. 

한편 오태석은 <선인따라가는데>에서 간주의 활용을 통해 판소리와의 차별화

를 꾀하 다. 가야금병창에서 간주는 단락을 구분하거나 장면을 전환하는데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오태석은 다음과 같이 간주를 넣어 악곡의 분위기

를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악보 6>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18~19장단, 29장단

①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18~19장단

②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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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은 제17장단과 20장단 사이에 두 장단 길이에 해당하는 간주를 넣어 

단락을 구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제18장단에서는 일시적인 변조를 함으로써 악

곡의 분위기를 전환해 주었다. 또 악곡 전반에 걸쳐 ♩을 단위리듬으로 한 단순

한 형태로 구성하던 가야금반주 선율을 제29장단의 간주부분에서는 , 
의 리듬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음악적 변화를 꾀하 다. 

오태석은 가야금병창으로 <선인따라가는데>를 부르면서 간주에 가야금의 독

자적인 선율진행을 넣기 보다는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악곡의 분위기를 전

환하고, 리듬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이러한 간주의 삽입은 악곡 

내에서 소리선율에 집중하도록 반주를 구성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보

다 일관성 있는 짜임새를 갖추게 한다. 이러한 악곡의 구성은 오태석이 가야금

반주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연주자임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이다. 바꾸어 



<악보 7> 오태석 <선인따라가는데> 제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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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가야금병창 내에서 가야금반주가 줄 수 있는 효과를 제 로 알고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오태석의 가야금병창<선인따라가는데> 제36장단에는 두견새의 울음

소리인 “쾌쾌꼴”의 의성어가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가야금병창에서 새소리를 묘

사하는 부분은 기존 판소리와는 다른 음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표적인 부분

으로 가야금반주를 활용하여 새소리의 음향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11)

  

   

<악보 7>에서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태석은 가야금병창에서 새소리를 묘

사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던 가야금반주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오태석

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악곡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의 연기력이 뒷받

침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 즉, 오태석은 오히려 가야금반주를 과감

히 생략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판소리 창자의 소리구성 뿐만 아니라 다른 가야

금병창 연주자들의 악곡과도 차별화한 것이다.

  

11)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으로 활동하던 박팔괘, 심상건, 김해선 등은 가야금병창<새타령>을 부를 때 

새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야금반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악곡을 구성하 다. 
이소 , 앞의 글. Ⅲ장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중 1. 심상건의 가야금병창 2)새타령 

참조.
12) 명창 오태석은 특히 남의 흉내를 잘 냈고 무언극으로 관중을 울리고 또 웃기기도 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연기 배우이기도 하 다. 이중훈, ｢오태석 명창의 가야금병창 사설에 하여｣,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한국음악사학회, 1993),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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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는 20세기 전반기에 오태석을 비롯

한 여러 연주자들에 의해 많이 불렸던 목임을 방송목록 및 유성기음반의 목록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심청가 중 가야금병창으로 불리는 경우

에 독립적인 목 명으로 분류되어 연주되었던 당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 

목이 더 이상 가야금병창으로 전승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라 하겠다. 

당  최고 가야금병창의 명인인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선인따라가는데>를 박

록주가 부른 판소리 <선인따라가는데>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태석은 기존의 판소리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의 사설을 비교적 그

로 수용하면서도 상황을 설명하는 아니리적인 사설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부분

적으로는 새로운 사설로 체하 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체로 판소리의 악조, 장단 등을 유사하게 활용하 다. 

다만 장단 내에서 사설배분에 변화를 주었다. 장단 내에서 첫머리와 끝부분에는 

소리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사설을 몰아넣음으로써 엮어 부르도록 하는 방식

의 변화는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의 묘미를 잘 살리기 위해 선택한 특징적인 운용

방법이라 하겠다. 선율적 측면에서 소리와 가야금반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야금

반주는 소리선율을 근간으로 반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 이는 공히 병창에

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가야금의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여 반주가락을 화

려하게 구성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악곡 중간에 가야금반주를 과감하게 생략하

는 방식으로 악곡을 구성하 다. 이는 오태석이 <선인따라가는데>에서 사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았다. 또한 

악곡 중간에 간주를 활용하여 악곡의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가야금반주 리듬에 

변화를 주면서 음악적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 다. 그러나 가야금이 소리와 등

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소리에 보다 집중하게 하는 일관성 있는 짜임새로 악곡을 

구성했다. 즉, 소리로만 전달하는 판소리에 가야금의 음색을 활용하여 병창의 묘

미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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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오태석은 <선인따라가는데>를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면서 소리와 가야

금반주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판소리와는 차별되는 가야금병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맛깔스러움을 조화롭게 표현하도록 재구성하 다. 아울러 오태석의 음악적 

운용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가 보다 확 되고 다양

화 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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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ayageum Byeongchang <Suninga>
in Simchungga

Lee, So-Young

(Fellow Researcher,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sical performance activities of gayageum 

byeongchag <Suninga: While follwing the sailors> in Simchungg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furthermore aims to analyze that performed by Taeseok 

O, one of the leading gayageum byeongchang musicians of the time. 

The release of phonograph records and the broadcast activities shows that 

gayageum byeongchang <Suninga> in Simchungga is one of most frequently 

performed song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omparing gayageum 

byeongchang <Suninga> in phonograph record by Taeseok O and pansori 

<Suninga> by Nokju Park, contents of both texts are similar but Taesok O 

rearranged the text for more effective musical expression. O's gayageum 

byeongchang also showed harmonious musical relationship of the singing and its 

gayageum accompaniment balancing vocal and instrumental sound. 

This study re-evaluated <Suninga> as one of most frequently sung gayageum 

byeongchange simchungga song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also 

showed that O's song well reflected musical characteristics of gayageum 

byeongchang in his song. In addition, Taesoek O's gayaguem byeongchang 

<Suning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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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uld be referred for the repertoire expansion of gayageum byeongchang 

of present-day.

【Keywords】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gayageum byeongchang, <Suninga> in Simchungga, 

Taesoek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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