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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현육각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폭넓게 쓰인 연주형태이면서 음악이다. 조선 후기 풍속화에
보이는 삼현육각 형태를 통해 지방관아의 공식 행사뿐 아니라 사가(私家)의 관혼·혼례·연회 등
에서 음악을 맡았던 악대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삼현육각은 의식 및 각종 행사에서 수반되었는데, 그 음악은 용도에 따라 거상악(擧床樂)·무
용반주·행진음악 등으로 나뉜다.1) 민간의 각종 무용 및 무속의식에 쓰인 무용반주 용도는 현재
서울과 영남에서는 북춤, 검무 등에 쓰이고, 해주 및 경기도 광주에서 탈춤에 쓰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신관 사또의 부임이나 급제자의 유가 등에 사용되던 행진음악과 연
향의 부대음악으로 연주하던 거상악의 전통은 단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삼현육각이 관청이
나 향교 등에서 일정한 수요가 있었다가, 20세기에 이르러 근대식 관청의 운영으로 공식적인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삼현육각을 담당하는 담당층의 신분 및 삼현육각패의 해체 등
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문가가 없어진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오늘날 삼현육각의 음악에는 국립국악원을 통해 전승되는 취타계열의 악곡과 민간에서 전승
되는 취타풍류로 대별된다. 민간풍류는 대풍류, 취타풍류, 염불풍류 등으로 나뉜다.
해서지방은 굿에 선율악기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경기 및 남도 지역 굿음악에 쓰이는 삼현육
각의 형태는 없었다. 1984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된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5-KFR-1230003).
1)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 문화재관리국, 1984,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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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에 따르면, “황해도 해주에서는 관아의 연례와 사가의 향연에 거상악으로 삼현육각을 쳤
고, 검무, 승무 등 무용반주로 삼현육각을 쳤으며, 귀인의 행차에 행악으로 삼현육각을 쳤고,
탈춤의 반주에도 삼현육각을 쳤다.”고 한다. 해주 삼현의 용례를 참고하면, 해서 삼현은 거상악,
행악, 무용반주, 탈춤반주 등에 쓰인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해서 삼현육각의 음악이 오늘날
서울의 대풍류, 행악으로 일컫는 취타풍류, 민속무용에 쓰이는 염불풍류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
었는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보형의 자료 가운데 해서풍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음악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을 해주, 은율, 봉산 등의 지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다른 지역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2) 1984년에 발행된 삼현육각에서 해서 삼현에도
해주와 은율 두 지역만을 소개한 것도 조사 당시 다른 지역의 삼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사정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으나, 봉산
탈춤의 반주자로 다녔던 박동신3)과 그에게서 황해도 피리가락을 배운 지관용 그리고 양소운
등이 강령탈춤을 복원하는 데에 참여하였고,4) 특히 강령탈춤 악사로 지정되었던 지관용이 박
동신에게 피리가락을 배운 배경을 고려할 때, 박동신의 가락을 사용하는 강령탈춤 반주음악으
로 강령 삼현육각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보형은 삼현육각의 용도를 일반 세속과 무속으로 나누고, 무속의 용도를 다시 무의식 거상
과 춤반주, 무가반주로 구분하였다. 서도지역 무의식에 삼현육각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경기 및
남도지역 무의식에 쓰인 삼현육각의 용례는 볼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해서 삼현에 대한 무의식
에 쓰인 거상악이나 여타의 음악은 논할 수 없다.
본 논문은 해서 삼현에 대한 심도 있는 음악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보형의 조사자료에
대한 가치를 논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해서 가면극에 대한 음악학
의 논문이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을 제시할 정도이거나 음악적으로 새롭게 조명할 부분이 없다.
다만, 해서 삼현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점5)을 고려하여 이보형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삼현의 갈래와 쓰임 등을 살필 것이다. 아울러 이보형의 자료를 근거로 오늘날 해서탈춤
반주가 과거와 적지 않게 달라진 점을 강조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는 김호석이 강령,
봉산, 은율 등 해서 탈춤의 피리가락을 정리하면서, 박동신의 타령, 염불, 타령시나위6) 등의 가
락을 은율탈춤에 적용하였다고 하였다.7) 따라서 과거와 달리 계통이 다른 음악이 전승되지 않
고, 특정 곡이 해서 탈춤에 두루 사용하는 오늘날의 음악에서 해서 삼현의 음악을 탐구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이보형의 조사자료는 과거에 해주와 다른 은율삼현의 면면을 알려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형 조사자료의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
가 있다고 본다.
2) 강령, 봉산 삼현육각에 대한 조사자료가 거의 없어 해주와 은율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논의할 수 없는 제한 점이 있다.
3) 박동신 : 1909년 황해도 해주음 상정리 출생. 197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피리악사로 인정되었다.
4) 김호석, 강령탈춤, 민속원, 2007, 17∼18쪽 참조.
5)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에서 이보형은 해서 삼현을 거상악, 춤반주, 탈춤반주 등의 용도 기준으로 제시되
지 않아 체계가 미흡한 아쉬움이 있다.
6) 김호석은 타령시나위가 재령 가락이라고 기술하였다. 김호석, 봉산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6, 16쪽 참조.
7) 김호석, 은율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9, 21∼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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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보형의 해서 삼현육각 조사 내용
이보형의 해서 삼현육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한 무형문화재 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관리국에서 1983년 전국 일원의 삼현육각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1984년에 간행되었다. 당시 해서 삼현육각에 대해서는 해주와 은율 두 곳의 것이 조사
되었다. 본래 서도지방에서는 평안도 용강(龍岡) 삼현이 제일이었다고 하나, 조사 당시에는 용
강 삼현 보유자를 찾을 길이 없어 용강 다음으로 황해도 해주의 삼현이 세었고, 해주삼현과 용
강삼현을 반반씩 보유하고 있던 박동신, 그리고 양소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은율 삼현육각에 대해서는 김영택이 조사되었다.
해서 삼현육각에 대한 중요한 조사 내용은 1983년의 자료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밖에 이보형
이 1983년 이후 진행한 서도소리 조사 중에도 해당 내용이 산재되어 있다. 이보형의 해서 삼현
조사자료 중에는 은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해주이고, 봉산, 강령 등지의 내용은 적은 편이다.
해서 삼현조사는 남한으로 이주한 서도 음악인들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조사가 실시된 까닭에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더 이상은 접할 수 없는
해서 삼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사자료에 내재된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해서삼현에 대한 이보형자료를 종합해 볼 때, 논지 전개상 해주, 은율, 봉산 및 장연 등 기타
지방으로 구분하여 해서 삼현의 음악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지역별로 이보형 조
사자료 목록과 내용을 간략히 제시해본 다음, 음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해주 삼현육각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의 민속악 현장조사자료 DB구축 가운데 해주 삼현육각을 집중적
으로 다룬 자료는 최선묵, 양소운을 조사한 내용만 있고, 1983년에 삼현육각 실태조사 때의 박
동신에 대한 자료가 없다.8) 박동신의 대담 내용은 없지만, 박동신 연주 음원이 있다. 해주 삼현
에 대한 자료는 최선묵과 양소운의 대담이 유용하다. 그 외 양소운의 배뱅이굿 공연에 박동신
이 장구를 친 음원, 이옥주의 만구대탁굿에 반주를 맡았던 박동신의 피리 연주가 있다. 만구대
탁굿 중 삼현장단에 춤추는 거리의 박동신 피리가락이 짧게 있는데, 해주 삼현육각의 음악을
유추할 수 있다. 황해도 철몰이굿에서 피리반주를 했던 지관용과의 대담 중에도 해서 삼현육각
에 대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 최선묵의 대담에서는 해주 삼현에 대한 내용이 짧게 언급되
어 있다. 이보형의 조사자료 중 해주 삼현육각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
다.

8) 해당 음원은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과 관련 있으므로 문화재관리국에 조사 당시의 음원 자료가 있을 것
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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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주 삼현 자료 목록 및 내용
자료번호

목록

녹음시기

1) 해주 삼현육각 중 긴짜(00:00) 중영산(02:51)
2) 해주 삼현육각 중 긴염불(05:08) 자진염불(07:20)
3) 해주 삼현육각 중 도드리(09:27) 자진도드리(11:51)
타령시나위(13:50) 늦타령(14:07) 자진타령(15:00)
4) 해주 삼현육각 중 굿거리(15:55)
5) 해주 삼현육각 중 길군악(20:11)
피리 박동신 장구 양소운

B-031

해주 삼현육각 현장녹음
(I-422에 수록)

B-069

최선묵 음악조사 ②

1984. 9.30

최선묵 대담

B-070

최선묵 음악조사 ①

1984. 9.30

A면: 최선묵 풍류 대담(00:00)
B면: 최선묵 대담(00:00) 1) 염불별곡(01:30) 단소 연주
2)장연, 해주 삼현육각 경잰패(0:17)

I-422

이보형채록 삼현육각
문화재관리국 기관조사
모니터용 음반녹음

I-125

양소운 배뱅이굿

A-373

만구대탁굿 음반녹음 ③

I-535

공간사랑 황해도 철몰이굿
(지관용 대담)

1983-05
(인천)

세부사항

1983

1991.5.24
미상
1981(?).1.10

A면 1) 해주 삼현육각 중 긴짜(00:00) 중영산(03:01) 긴염불(05:19)
자진염불(07:29) 도드리(08:41) 자진도드리(10:36) 타령시나위(11:02)
늦타령(12:56) 자진타령(13:48) 굿거리(15:10) 길군악(19:11) *피리
박동신 장구 양소운
2) 은율 탈춤 삼현육각 중 도드리(22:18) 보완사타령(24:30)
자진타령(25:24)
3) 은율 탈춤 삼현육각 중 염불(27:44) 자진염불(30:29)*피리 김영택
해금 최수경 장구 민남순 북 박일흥
3) 전주 삼현육각 중 염불(05:56) 굿거리(09:11) 타령(11:20)
자진타령(13:29) 승전곡(14::09)
*대금 전태준 피리 김광남 이정렬 장구 이기주
4) 통영 삼현육각 중 길군악(15:15) 길연주(20:08) 자진타령(22:28)
*피리 정평만 박복률 대금 유덕관 박복률 장구 이기숙 북 유동주
양소운의 배뱅이굿 공연에 박동신(만82세)이 장구반주
우옥주의 만구대탁굿(말명거리, 성주거리) 박동신 피리연주
피리 세가락 다섯가락 도드리 굿거리 타령 난봉가 산염불 육가락
네가락 탈춤 등의 내용

해주에는 황해도 감영이 있어 삼현육각을 연주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았으나, 조사 당시 이름
이 전하는 사람으로는 ‘먹튀기’라 불리는 이와 이호윤이 있었고, 서도소리 명창으로 삼현 장구
를 쳤던 장양선(張良善)이 있었다고 한다. 이보형은 장양선에게 삼현을 배운 박동신과 장양선에
게 장구를 배운 양소운을 통해 해주 삼현의 내용을 파악하였다.9) 조사 내용에 따르면, 장양선은
서도소리 명창으로 삼현의 장구뿐 아니라 구음으로 피리 삼현을 잘 불었다고 한다. 박동신이
장양선에게 피리삼현의 가락을 피리로 직접 배우지 못하고 구음으로 익혔을 가능성이 높다. 연
백 출신의 지관용은 소리꾼이나, 박동신에게 해주삼현의 피리 가락을 배웠다.10)
해주 삼현은 서울 삼현과 마찬가지로 대피리(향피리) 2, 대금, 해금, 장구, 북 이렇게 6잽이로
편성된다. 그러나 잔치의 규모에 따라 잽이의 수를 늘이고 줄이는데, 삼잽이면 피리2, 장고로
편성되며 오잽이면 피리2, 장고, 북, 해금으로 편성된다고 한다. 요즘 서울 삼현에 북을 쓰고
있지 않으나, 옛날에는 북이 흐트러지면 삼현 전체가 못쓰게 되므로 북을 중시하여 북을 꼭 썼
다고 한다.11)
해주삼현에는 긴짜, 중영산, 긴염불, 자진염불, 도드리, 자진도드리, 타령시나위, 늦타령, 자진
9)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 문화재관리국, 1984, 47쪽.
10) <I-535> 지관용 대담 참조.
11)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 문화재관리국, 1984,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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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령 등의 곡이 있다.12) 검무반주에는 긴짜, 중영산으로 시작하였으나, 긴짜와 중영산은 생략하
는 때가 많고, 보통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자진타령으로 연주하였다. 승무에서 북을 칠
때에는 만장단을 쳤고, 성인인상무라는 춤은 승무와 같은 음악을 쓰면서도 약간 달랐다. 이보형
의 해주 삼현육각 자료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용도와 악곡과 용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해주 삼현육각의 악곡과 용도
용도

승무/검무 반주

악곡

거상악

긴짜

○

△

중영산

○

△

긴염불

○

○

○

자진염불
도드리
자진도드리

○

○

○

○

○

타령시나위

○

○

○

○

○

늦타령
자진타령
굿거리
자진굿거리
만장단
굿거리

승무

검무

탈춤
(봉산)

행악

참고사항

승무와 검무 곡은 같지만
가락을 달리함.

○
허튼타령에 해당
타령에 해당
탈춤 중 은율탈춤에만 쓰임.

○

○

볶는타령

○

○

○

○
○

승무와 탈춤의 굿거리 가락
다름

○

길군악

○

취타

○
(※ △는 때에 따라 생략되는 곡)

해주에서는 도드리와 염불도드리가 혼용되어 도드리를 염불도드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하는데,13) 그렇지 않다. 박동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는 염불과 도드리가 별개의 악곡으
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주검무 보유자인 양소운은 검무 반주로 타령-자진타령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염불이 쓰이는 것이 빠져있는 듯하다.14) 평양에서 예기 김학선으로부터 승무와 검무를 배운 이
봉애에 따르면, 평양검무에는 염불-타령-자진타령-만장단 등이 쓰였다15)고 하였기 때문이다.
지관용의 대담에서는 해주 삼현의 피리 연주법 내용이 주목된다. 박동신에게 해서 삼현을 배
운 지관용은 피리 연주법을 통해서 악곡이나 가창자의 청에 따라 다양하게 쓴 사실을 알려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1995년에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제작한 <한국고음반연구회 음향자료선집(1) 이보형 채록-삼현육각> 음반(음반번
호:HKYCD-01)에 1983년에 녹음한 해주 삼현육각, 은율 삼현육각이 수록되어 있다.
13) 임혜정, 한국 가면극 음악 고찰-본산대놀이 계통을 중심으로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42쪽 참조.
14)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9) 입춤·한량무·검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56∼57쪽.
15) 앞의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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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삼현의 피리 연주법>16)

해서 삼현에서 피리는 ‘세가락’과 ‘다섯가락’ 잡는 것을 많이 쓴다.
세가락은 왼손의 엄지·식지·장지·명지로 잡고, 다섯가락은 왼손의 엄지·장지·명지, 오른손의 식지·장
지·명지로 잡는다.
세가락은 도드리·굿거리·타령 등에 쓰이고, 다섯가락은 난봉가와 산염불에 쓰인다. 산염불은 처음에
다섯가락으로 불다가 세가락으로 불고, 육청으로 소리하는 사람의 목을 따라서 육가락으로 하기도 한다.
조금 되게 하는 사람은 오가락, 아주 되게 하는 사람은 세가락으로 하지만, 네가락을 별로 쓰지 않는다.
탈춤에는 세가락을 잡는다. 세가락은 한 손 밖에 필요가 없다.17)
굿을 할 때에는 다섯가락, 세가락으로 한다.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삼현육각에서 피리는 악곡 또는 탈춤, 굿 등의 갈래에 따라 연주법이
다르게 쓰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는 해서 삼현의 피리에만 있는 특수성은 아니지만, 해서 삼
현에도 다양한 주법이 쓰인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18) 또한 용도에 따라 피리 주법
을 달리해서 쓴 내용을 통해 해서 삼현육각이 거상악, 탈춤, 민요, 굿 등에 두로 쓰인 사실도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2. 은율 삼현육각
이보형의 은율 삼현육각 조사는 198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김영택을 조사한 자료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하여 은율 삼현에 대한 내용은 김영택 조사자료의 의존도가 높다.19) 그 외에 서도민
요나 잡가 등에 대한 조사 중에 관련 내용이 일부 있다.
은율 삼현육각 조사 내용 중에서 은율 근방의 안악 삼현육각과 회갑 잔칫집에서 함께 공연한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은율 삼현 조사자료 및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은율 삼현 자료 목록 및 내용
자료번호

B-017

목록

김영택 음악조사 ①

녹음시기

1999.1.

세부사항
김영택의 가족관계와 음악활동 및 줄타기, 서도창, 삼현육각 등에
대한 내용
A면: 김영택 대담(00:00) 1) 병신가(52:24~56:14) 가창자 김영택
장구 김영택 대담 중간에 김영택이 병신가 노래함.

16) <I-535> 참조. 대담은 1980(1981?)년 1월 10일에 공간사랑에서 이루어진 철몰이굿의 공연 전에 짤막하게 이루어졌다.
17) 봉산탈춤에서 외손만으로 연주하는 실제를 본고 <사진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택은 피리를 잡을 때 왼손을 앞으로
잡을지, 오른손을 앞으로 잡을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를 참조하면 한 손 연주는 반드시 왼손으로 연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18) 이와 관련하여 해주 삼현육각에 쓰이는 피리 설명의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관대에는 뒷구멍 하나와 앞 구멍 7개가
뚫렸는데, 앞 구멍을 위에서부터 짚는 구명 수에 따라 몇 가락 잡는다고 한다. 여섯 가락이면 거의 모든 삼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허튼 타령은 제 가락으로 짚으며, 7가락이나 8가락은 뜬 음 날 때 쓴다고 한다.”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
육각, 문화재관리국, 1984, 48쪽.
19) 김영택의 은율탈춤의 반주 음악은 한국고음반연구회 음향자료선집(1) 이보형 채록 삼현육각(1995년) 및 정창관의 김영택
의 국악세계 음반에 담겨 있다. 두 음반에는 ‘긴영산-중영산-잔영산’이 빠졌는데, 당시에 대금과 해금 연주법 전승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김영택의 피리 독주만으로 연주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긴염불부터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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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면 김영택 대담(00:00) B면 김영택 대담(00:00)
1) 은율 탈춤에 사용되는 불림장단 시연(13:24~16:03)
장구 김영택 구음 김영택
대담 중간에 김영택이 은율 탈춤에서 사용되는 불림장단 연주

B-019

김영택 음악조사

1982.9

B-020

김영택 대담 ①

1999.1.

B-021

김영택 음악조사 ②

1999.1.

김영택의 배뱅이굿 전체적인 내용

1999.1.

김영택의 학습이력과 배뱅이굿의 음악적 특징 및 광대촌 등의 내용
A면: 김영택 대담(00:00)
1) 변강쇠타령 (24:09~끝)
B면: 2) 경복궁타령(04:12~06:15)
3) 개타령(06:16-10:26)
4) 산염불(19:51~20:08, 20:14-20:32)
5) 양산도(21:27~21:47) 6) 공명가(22:10~22:31)
7) 초한가(23:18~24:04) 8) 물레타령(25:47~26:01)
9) 물레질타령(27:46~28:21)
창 및 장구: 김영택

B-022

김영택 음악조사 ③

B-017과 같은 내용

B-023

김영택 음악조사 ④
(B-022에 이어지는 내용)

1999.1.

황해도 회갑잔치에서의 삼현육각 공연, 서도소리 및 광대촌 등에
대한 내용
A면: 김영택 대담(00:00) 1) 창부타령(21:15~22:00)
2) 태평가(22:32~24:11) 3) 한강수타령(24:52-25:41)
4) 산염불(27:02-27:16)
태평소 김영택 장구 이보형
5) 양산도(30:44~30:57) 세피리: 김영택 장구: 이보형
B면: 해주 삼현 연주 내용과 피리 시연

I-069

은율탈춤 공연녹음

1979.10

A면: 상좌춤 팔목중춤(연주자 미상) B면 없음
A면: 1) 황해도 길군악 돔부리-자진모리(00:00)
태평소 김영택 장구 박일흥 북 차모씨 꽹과리 차부회
2) 서도소리 중 늘난봉가-자진난봉가(07:48) 산염불-자진염불(24:15)
발림(32:03)
가창자 김영택(주창) 박일흥(조창) 장구 김영택
B면: 3) 황해도 은률 탈춤 반주 음악(삼현육각) 중 긴염불(00:00)
자진염불(05:45) 늦타령(보완사)(09:54) 자진타령(14:33)
피리 김영택 차모씨 장구 박일흥 북 차부회
4) 황해도 해주 검무 반주 음악(삼현육각) 당악(20:35)
피리 김영택 장구 박일흥 북 차부회
5) 태평소 독주 창부타령(25:28) 태평가(28:41)
태평소 김영택 장구 박일흥

I-196

2000년 제작된 <김영택의
국악의 세계> 모니터용
음반녹음

I-309

은율탈춤 공연녹음 ①

A면: 1) 길놀이(00:00) 2) 첫째 과장-마부와 사자춤(02:20) 3) 둘째
과장-상좌춤(04:39) 4) 셋째 ...

F-105

은율탈춤 공연녹음 ②

A면: 1) 다섯째 과장-노승춤(00:00) 2) 다섯째 과장-취발이춤(01:00)
3) 여섯째 과장-할미춤(07:12) ...

I-422

이보형채록 삼현육각
모니터용 음반녹음

*1995년에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제작한 <한국고음반연구회
음향자료선집(1) 이보형 채록-삼현육각> 음반(음반번호:HKYCD-01)에
1983년에 녹음한 해주 삼현육각, 은율 삼현육각, 전주 삼현육각,
통영 삼현육각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 음원은 이 음반 제작과 관련된
모니터용 음원자료
A면: 1) 해주 삼현육각 중 긴짜(00:00) 중영산(03:01) 긴염불(05:19)
자진염불(07:29) 도드리(08:41) 자진도드리(10:36) 타령시나위(11:02)
늦타령(12:56) 자진타령(13:48) 굿거리(15:10) 길군악(19:11)
*피리 박동신 장구 양소운
2)은율탈춤(26:46) 은율 탈춤 삼현육각 중 도드리(22:18)
보완사타령(24:30) 자진타령(25:24)
3) 은율 탈춤 삼현육각 중 염불(27:44) 자진염불(30:29)
* 연주자 : 김영택(피리) 최수경(햐금) 민남순(장구) 박일흥(북)
B면: 1) 은율탈춤 삼현육각 중 자진염불(00:00)
2) 은율탈춤 삼현육각 중 늦타령(00:43) 자진타령(01:52)
굿거리(03:16) 만장단(04:46)
피리 김영택 해금 최수경 장구 민남순 북 박일흥

I-383

대동민속경연대회 공연녹음

미상

1983.5.14
(인천
시민회관)

?

B면: 은율 가면극(00:01~07:54) 양반장면
(※ B-013 삼현타령 느린허튼타령 현장녹음(지역 미상) 최근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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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에서와 같이 김영택을 통해 서도소리뿐 아니라 해서 삼현, 연희 등에 대한 폭넓
은 내용이 조사되었다. 김영택의 대담을 종합하면, 해서 삼현은 거상악, 잔치 때의 춤반주, 탈춤,
행악, 연희(줄타기, 작대기재주 등)에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삼현 악사들 중에는 기성권번
의 선생으로 있었던 김순명과 같이 서도소리 명인이면서 피리, 해금, 대금 등 악기 연주에도
능한 이들이 상당히 있었음이 확인된다.20)
김영택의 대담 내용을 통해서 은율 삼현의 쓰임, 연주악곡, 연주법, 연행방식 등의 중요한 사
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의의를 살펴보겠다.
먼저 환갑잔치에서 거상악과 승무, 검무 반주를 할 때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내용 중 그 일부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 1> 환갑잔치 주인 부부가 옷을 입을 때 긴영산을 연주한다. 악사들의 식사 상이 나온다. 악사들
식사하고 나면 부부가 옷 갈아입고 상 받으러 나올 때까지 긴영산 혹은 염불 혹은 길군악부터 연주한다.
부부가 앉으면 잠깐 쉰다. 맏아들부터 시작으로 잔을 다 드릴 때까지 긴영산 혹은 도드리부터 연주한다.
아이들까지 잔올리기가 끝나면, 기생들이 검무를 춘다. 상을 다 받았으면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친구들
이 춤을 춘다. 검무 끝나면 장삼고깔 입은 춤(승무)을 춘다. 끝나고 손님이 가고도 남은 손님이 있으면
선소리를 한다. 손님이 많으면 놀량사거리부터 부르고, 적으면 길이를 줄여서 한다. (중략) 피리가 가락을
먼저 내서 연주하면, 대금과 장구가 받아서 연주한다.21)

위의 글에서는 환갑잔치 때에 긴영산, 염불, 길군악 등을 연주하였고, 잔치에서 승무와 검무
를 출 때에도 삼현육각을 연주한 내용, 잔치가 끝날 무렵에 놀량사거리도 부른 내용이 있다.
거상악으로 삼현육각을 연주할 때에 피리가 가락을 먼저 내고 대금과 장구가 받아서 연주하는
내용에 이어 피리연주를 시연한 음원에서 은율 삼현육각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사진 1> 이보형의 은율 삼현육각 김영택 조사장면

20) <B-017>, <B-023>, <B-023> 자료 참조.
21) <B-023> 중 거상악 삼현 연주 참조.

<사진 2> 은율 삼현육각 연주장면(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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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규모가 큰 잔칫집에서 삼현육각 연주가 두 패 이상 모여 연주한 내용이다. 삼현육각
이 두 패가 되어 공연한 내용은 다른 조사자료에는 없어 매우 귀중하다.
<인용 2> (전략) 환갑잔치를 해서 초대하잖아? 안악패를 초대했다 하는데 어디 환갑집이 크다 하면
은율패가 또 갑니다. 안악이지만 은율도 간다.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면 안악이지만 은율패도 얼른
말하자면 쓸 만하거든. 그니까 여기서 육잽이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그니까 저기서 육잽이 하고 이쪽에서
육잽이 하고 두 패가 되요.〔이보형 : 그럼 쌍육텃네.〕그렇지. 정 큰 데는 세 패가 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돈 벌어 먹을려니까.

은율 출생의 김영택은 14세부터 9촌 조카로 그보다 15세 연상인 김순명22)에게 서도소리, 피
리, 태평소, 장구 등을 배웠는데, 길군악을 비롯해 주로 황해도 은율 삼현육각을 익혔다고 한다.
김영택은 어려서부터 부자집 회갑잔치 등에 김순명과 삼현육각의 쌍피리 연주자로 함께 다녔
다고 한다.23)
김영택은 은율에서 연주 활동할 때, 은율 삼현 악사로 김순명·김순선(김순명의 동생)·김순천
(김순찬?) 그리고 김영택 8촌 형인 김영준(김순명의 부친) 등이 갔었는데, 김영택도 끼어서 연
주하였다. 잔치에서 받은 삼현육각패의 수익금은 같이 나누었다.24)
은율에는 김순명 외에 삼현으로 이름난 악사로 김영화(김순명의 제자로, 피리와 젓대를 연
주)와 김명산(김순명의 제자로, 피리·젓대·해금을 연주) 등이 있다고 한다. 은율 차유동 마을 외
에도 안악 대악면 한복리와 안국리에 산이촌(재인 집단 거주지)이 있었다 한다. 한복리에는 일
제 강점기 때에 산이 가족 네 가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삼현육각 육잽이를 잡혀서 회갑 잔칫
집 등에 일을 나갔다고 한다. 그 중 김영택보다 25세가량 연상으로 서도소리, 피리 명인인 신태
호라는 이가 있었다고 한다.25) 내용을 종합하면 삼현육각 악사들은 대부분 재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은율에서 삼현육각은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리 2(우두머리인 상잽이, 즉 목잽이와 겉잽
이)·젓대·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앉는 순서는 ‘해금-젓대-피리2-장구-북’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현육각 편성은 때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육잽이를 갖추는 것은 아니었다.26)
김영택의 대담 중에는 삼현육각이 환갑잔치에서뿐 아니라 땅재주, 줄타기 등의 연희가 벌어
지는 놀이판에서도 연주된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내용이 있다.

22) 김순명(황해도 은율군 일도면 장통리)은 일제강점기 때 김종조를 능가하는 ‘서도소리 왕자’였고, 피리, 해금, 대금, 가야금,
남도소리 등 여러 음악에 두루 통했다. 노재명 편저, 배뱅이굿, 아름출판사, 2002, 62∼63쪽 참조.
23) 노재명 편저, 위의 책, 2002, 62쪽.
24) <B-017> 참조.
25) 노재명 편저, 위의 책, 67쪽 참조.
26) 그런 점에서 삼현육각 육잽이를 다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연주하는 형태를 삼현육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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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3>
이보형 : 땅재주에서 패고장단은 어떻게 쳐요?
김영택 : 정-기/적-구/정기적/구-이보형 : 정-기/적-구/정기적/구-김영택 : 자진이야.
(중략)
이보형 : 덩-기/더-덕/덩-덕/--김영택 : 그렇지. 타령이야. 그거 삼현에 타령하고, 줄 타는 타령하고는 분위기 약간 달라요
이보형 : 조금 달라요?
김영택 : 그렇지. 덩-기/덕-구/덩기덕/구-- 이렇게 쳐야 맞고.
이보형 : 조금 자진 타령이네.
(중략)
이보형 : 그러면은 양반걸음 흉내내는 거도 있어요?
김영택 : 있죠. 그건 본능으로 있어. 점잖은 양반 내가 양반이다. 양반하면 그야말로 양반걸음으로
가야것지. 그러면 보완사 때려 주는 거야. 보완사라고
이보형 : 예. 삼현육각 보완사 허고
김영택 : 그냥 정꿍하면 타령 덩--/떡-떠/쿵-떡/--- 보완사는 양반걸음이지.
덩--/기덕-덕/딱-딱/---. 이렇게 해야 양반걸음이 되겠지. 보라고 (중략)27)

김영택은 황해도에서 줄타기할 때에 다른 지역처럼 소리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줄광대의 소
리는 장고 반주자가 받아서 했으며, 줄타기 때의 삼현육각으로 타령을 반주하나 줄타기의 타령
가락은 좀 달랐다고 한다. 김영택은 승무, 검무의 반주 가락과 탈춤 반주의 가락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종합해보면 같은 곡일지라도 거상악, 줄타기, 춤반주, 탈춤반주 등 용도에 따
라 가락에 차이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관원의 행차 때에 길군악을 연주하고 또한 작대기재주 때에
길군악을 연주한 김영택의 대담 내용이다.
<인용 4> 내가 보여줄게. (중략) 행차 때에 ‘그면 안녕히 댕겨오십시오’ 하고 삼현육각 길군악을 쳐서
나가니 까니. 또 예를 들어 그 선전을 지금에는 선전이 어디 있어. 날도 없는 풍악소리들이 덩실덩실대고
이 땅재주를 넘고 이 작대기 재주를 하고. 그러니까 행차에서 나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중국을 간다
거나 일본을 간다거나 하면, 삼현육각 길군악을 치면서 나가는데 이자 아까도 했지만 (휙∼휘파람소리를
냄) 이걸 갖다가 할 딱 넘어서 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뒤를 넣어서 뒤를 또 넣구. 이게 작대기 재주야.
작대기 재주. 그러면 갔다 오실 적에도 해야 되는거야. 그때 이 작대기 재주라는 건, 행사 길군악에 구경꾼
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나오면서 재주를 부려 주는거 심심하니까. 그게 인사가 되게 해주는 거야.
27) <B-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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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김영택의 대담 내용은 조사자료 중 일부인데, 그 밖의 김영택 증언을 총괄
해서 도출된 은율 삼현육각의 악곡과 용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28)
<표 4> 은율 삼현의 악곡과 용도
악곡

승무/검무 반주

용도

거상악

긴짜

○

중영산

○

잔영산

○

긴염불

○

○

○

○

자진염불

○

○

○

○

승무

검무

탈춤

행악·
기타연희

행악

참고사항
잔치에서 헌수 때

해주에는 잔영산 없음(해주
에는 자진염불 다음에 도드
리 연주)

도드리

승무와 검무
곡은 같지만 가락을 달리함.

○

보완사타령

○

○

○

○

줄타기
(양반걸음)

자진타령
(허튼타령)

○

○

○

○

줄타기
(패고장단)

해주의
타령시나위

타령

○

늦타령

○

자진돔부리

○

은율탈춤에만 있음.

굿거리

○

김호석 음율탈춤 음악본에는
없음.

돌장단

○

영산도드리

○

길군악
(돔부리장단)

○

은율탈춤에만 쓰임.

작대기재주

○

<표 4>에 제시된 내용 중 일부는 다른 자료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무형문화재
(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에는 굿거리가 은율탈춤과 승무, 검무 반주에 쓰이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김호석의 은율탈춤 음악본에는 굿거리가 쓰이지 않고, 강령탈춤에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은율탈춤에 굿거리가 쓰이지 않고 ‘은율굿장단’이라는 곡이 김
호석의 자료에 나온다. 임혜정의 “한국 가면극의 음악 고찰”에는 1978년 11월 녹음된 국립문화
재연구소 소장 음원에 은율탈춤 제5과장 노승춤에 굿거리가 쓰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29)
28) <표 4>에 제시된 내용 중 은율탈춤에 쓰이는 악곡은 김호석의 은율탈춤 음악본과 다소 차이가 있다.
29) 임혜정, 앞의 논문,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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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역의 삼현육각
앞에서 제시한 해주와 은율 삼현육각에 대한 것 외 다른 지역의 자료는 강령·봉산·장연 등지
가 있다. 강령과 봉산·장연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강령 삼현육각 관련자료 목록
자료번호

목록

녹음시기

F-367

국풍81 동래야류 강령탈춤
꼭두각시놀음 공연녹음
(서울 여의도)

사-021
007

강령탈춤

1981.6

?

세부사항
1) "국풍81"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981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공연된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 중,
31일날 있었던 동래야류, 강령탈춤, 꼭두각시놀음 공연을 녹음한
자료 (연주자 미상)
강령탈춤 조사 사진 (음원 아님)

<표 5>에 강령 삼현육각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실제 강령탈춤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담자료는 없다. 위의 <사-021007>은 강령탈춤 사진 한 장이고, <F-367>은 1981년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현장 공연을 담은 것이다. 1981년의 강령탈춤은 재현과정을 거친 것이
다. 20세기 전반기 강령탈춤 음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다음은 봉산·장연·평양 지역의 삼현육각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봉산·장연·평양 삼현육각 관련자료 목록
자료번호

목록

녹음시기

세부사항
김금선, 김애선이 대담에 참여하여 봉산탈춤의 장단 등에 대해 증언
A면: 봉산탈춤 장고 장단 연주(00:00)
B면: 김금선 대담(00:00) 김애선 대담(29:00)

B-036

봉산탈춤 음악조사

1989.7

B-069

최선묵 음악조사 ②

1984.9.30

A면 최선묵 대담(00:00) B면 없음
봉산탈춤의 오광대 언급

B-070

최선묵 음악조사

1984.9.30

해주풍류방 내용. 장연 용정촌 삼현 내용

F-287

이봉애 대담 조사

?

F-180

황해도 민속 조사

?

이봉애가 본인의 춤 학습이력에 대해서 증언한 자료이다. 대담
이후에 이봉애가 타령 장단에 맞춰 평양 검무를 추었음.
(평양 검무 연행 순서 조사됨)
황해도 민속에 대한 전반적인 대담 조사(대담자 본명 미상)
황해도 무가 걸립 재인 농악 길군악 농무대회 달맞이 소대동굿 등

봉산 지방 삼현육각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이보형선생이 강령탈춤 음악을 전한 박동신,
은율탈춤을 전한 김영택 등을 찾아 조사하였으면서 봉산탈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은 1967년 문화재지정 당시에 이미 본래의 음악이 아닌 강령탈춤의 음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70년대 이후 봉산 출신 전문음악인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30)
30) 그러나 80년대 봉산탈춤을 추던 이유경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면, 그 지역 삼현육각의 음악에 대한 정보도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필자는 80년 말 이유경씨가 운영하던 봉사탈춤 보존회에서 잠시 봉산 출신의 이유경씨에게 탈춤을
배운 경험이 있다. 이유경씨 보존회에는 봉산에서 연행되었던 탈춤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해서 삼현육각 음악 연구 13

<사진 3> 봉산탈춤 팔먹중춤
(백중날 사리원공연장면, 1931.8.31. 송석하 촬영)

장연출신으로 풍류를 했던 최선묵을 조사한 <B-069>와 <B-070>은 장연에 경잔패가 있었고,
그들이 정초에 마당굿하며 삼현육각을 쳤던 내용이 있다. 최선묵이 단소로 별곡타령을 연주한
음원이 있는데, 김영택, 양소운 등의 조사내용에서 그 곡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 최선묵이
장연에서 20세 무렵 해주로 이거해서 풍류와 소리 등을 두루 학습할 때에 타지역에서 온 선생
들에게서도 배웠다는 말을 참고하면, 최선묵이 연주한 별곡타령은 본래 해서 삼현육각의 음악
은 아닌 다른 지역의 취타풍류로 여겨진다.
이보형의 조사자료에서 사리원 출신의 김금선(金錦仙, 1923년생)의 대담31)에서 탈춤장단에는
굿거리, 타령(느린타령, 빠른타령), 도드리가 있었다고 한다. 1942년대 콜럼비아 음반(ColumBia
2023-A 타령, B-굿거리)에 수록된 음원을 통해서 예전 봉산탈춤의 음악의 일면을 접할 수 있다.
사리원에서는 경암산 앞에서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탈춤을 췄다. 낮에는 그네 뛰고 씨름하
고, 밤에는 탈춤을 췄다. 공연하는 사람이 따로 출연료를 받지는 않았고, 탈 노는 사람들은 농부
였다고 한다. 이로써 탈춤 연행자들은 전문 연희패가 아닌 농부와 같은 일반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현육각 악사들과는 평소에 접촉을 안 하다가 놀이판이 벌어지면 한데 모여
연행했다고 한다. 악사들은 피리 젓대 장구를 연주했고, 해금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
다. 북은 안 쳤다. 악사들도 평소에는 농사일을 했다. 사리원에는 악사들이 정초에 걸립하거나
하는 풍습은 없었고, 회갑잔치에 가서 연주했다.
장연 출신의 최선묵을 대상으로 풍류를 조사한 중에 해서 삼현육각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에 따르면 황해도 장연읍 용정촌에 경잰(경재인패)32)이 있었다. 경잰은 경재인의 줄임말이다.
용정촌에는 경잰 촌락이 따로 있었고 10여 집이 살았다고 한다.
경잰패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데, 정초에 돈 있는 집을 다니며 서낭대를 집에 세우고 그 마
31) <B-036>에 김금선이 장구장단으로 만장단-굿거리(홑장단/ 겹장단)-도드리를 시연한 것이 있다.
32) 황해도 재인촌 사람들에 대해 부르는 명칭은 경재인, 경잔인, 경잔이, 경장인, 경재임, 사니, 재비, 재인, 광대 등 다양하다.
황해주 만신 우옥주에 의하면, ‘경잔’의 ‘잔’은 낮추어 부르는 말로, 양반들이 재인들을 낮추어 부를 때에 쓰는 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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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마당굿을 한다. 대금, 북, 징, 꽹과리, 해금, 피리 등을 연주했고, 장구는 없었던 것 같다.
서낭대를 들고 온 사람이 쌀을 밥그릇에 담아 손에 들고 춤을 춘다. 노래도 있는데, 고사소리는
안택소리에 가깝다. 잠깐 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간다. 갈 때는 길군악을 치면서 행진한다. 박동신
씨 길군악과는 대동소이 한 것 같다. 마당에서 놀 때는 젓대와 피리를 불며 춤을 추곤 했다.
악기는 서서 불고 가운데서 춤은 서낭대를 든 사람이 혼자서 춘다. 춤추는 사람의 복색은 바지
저고리에 백 창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며 쌀을 들고 소리하면서 춤을 춘다. 춤은 탈춤과 비슷하
며 음악은 자진타령 정도의 속도이다. 경잰은 굿은 하지 않았다. 회갑 잔치 등에 가서 연주를
하곤 했다. 소리는 없었다. 탈춤을 추고 젓대를 불던 사람들은 경잰이 아닌 양인이다. 경잰은
탈춤을 추지 않았으며 그 지방의 한량들이 추었다. 박동신은 경잰은 아니었는데, 어디서 배웠는
지 모르겠다.33) 지금 양소운이 추는 봉산탈춤 중 오광대는 예전과 다르다.

Ⅲ. 해서 삼현육각의 쓰임과 악곡
1. 거상악
거상(擧床)은 귀인에게 잔을 올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거상행위에서 연주하는 삼현육각 음악
을 ‘거상풍류‘라 이른다고 한다. 거상풍류는 본디 관악영산회상을 연주하는 것이지만 조선 후기
에 서울에서는 자진한잎(경풍연)을 연주하는 일이 잦아서 거상악을 자진한잎만으로 아는 이들
이 많다. 하지만 자진한잎을 거상으로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그 이전
에는 서울에서도 거상에 관악영산회상을 치던 것이다. 지방에서는 거상 행위에 관악영산회상
을 연주하였고 자진한잎을 연주하는 일이 없다. 조선 말기 전통사회에서 거상악은 문희연, 회갑
연, 생신연, 별감놀음, 편사대회와 같은 연향이나 축제에서 귀인에게 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
주되었고, 이 밖에도 향교제, 작성제, 홍패고사, 입비고사와 같은 제의에서도 잔을 올리며 거상
악을 쳤다. 이때에 연주되는 거상풍류(거상악)는 상영산에서 군악까지 대풍류(관악영산회상)였
다.34)
이보형의 조사자료 가운데 해서 삼현육각 중 거상악에 대한 내용은 김영택의 대담을 통해서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해서 삼현육각의 거상악에 대한 내용은 김영택의 대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임을 밝힌다.
해주와 은율에서 거상악으로 연주한 곡은 대동소이하다. 조사자료에 근거하면, 두 지역 모두
긴짜(상영산)에서 시작해서 중영산으로 이어지는데, 해주에는 잔영산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해
주에서 타령시나위에 해당하는 곡을 은율에서는 보완사타령이라고 한다. 또한 거상악으로 자
진타령이 연주되고 늦타령은 연주되지 않는데, 늦타령은 거상악으로는 연주되지 않고, 검무, 승
무, 탈춤 반주에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해주와 은율 삼현의 거상악 악곡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33) <B-069> 참조.
34) 이보형 삼현육각 특강 음원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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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표 7> 해주·은율 삼현의 거상악 악곡 비교
해주 삼현

은율삼현

긴짜

긴짜

중영산

중영산

-

잔영산

긴염불

긴염불

자진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보완사타령

?

늦타령

자진타령

자진타령

참고 내용

무의 반주로 치는데, 3장으로 되었고, 7박자로 되었다.
도드리장단으로 치는데, 3소박 6박자. 서울의 반염불과 같다.
해주의 타령시나위와 같은 장단.

위의 해서 삼현의 거상악은 현재 연주되는 민간 대풍류에 상응한다. 그러나 현행 민간대풍류
가 대령산-중영산-잔영산-삼현도드리-염불도드리-삼현타령-별곡타령으로 구성되는 것과 비
교할 때, 해서 삼현의 거상악은 악곡 구성에서 현행 민간대풍류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하
겠다.
위의 <표 7>은 현행 민간대풍류에 상응하는 해서 삼현의 곡을 제시한 것일 뿐 해서 삼현육각
악곡 전체는 아니다. 해서 삼현육각의 악곡 중 거상악의 연주곡을 선별한 것이므로 승무나 탈
춤에 쓰이는 장단과 악곡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표 2>,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현육각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연주곡에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해서 삼현육각=해
서 대풍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35)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거상악과 승무·검무 반주가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다. 물론 거상악으로 연주되는 긴영산, 중영산, 잔영산은 승무·검무 반주로는 쓰이지 않았지만,
염불과 타령은 쓰였기 때문이다. 잔치에서 거상악 한 바탕이 연주되는 가운데 승무와 검무를
추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회갑연에서는 이 구성곡을 모두 마치면 대체로
‘타령·염불·도드리’ 3가지 악곡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구분을 모호하
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회갑연에서 잔을 올릴 때 긴영산을 연주하다 끝 부분에 ‘보완사타령늦타령-자진타령’을 연주하였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거상악과 춤반주로 연주되는 곡에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35) 이에 대한 문제는 결론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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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무, 검무 반주
해주지방에서는 환갑잔치에서 승무, 검무를 주로 추었다고 한다. 은율 기생들은 승무, 검무,
수건춤을 췄다고 하는데, 수건춤은 잔치에서는 추지 않았던 것 같다. 승무를 먼저 하다가 끝이
나면 의상을 바꿔 입고 검무를 췄다고 한다.
승무를 출 때는 ‘긴염불-자진염불-보완사타령-자진타령’을 연주했고, 검무를 출 때는 승무와
장단 구성을 조금 다르게 했다고 한다. 검무 반주에는 긴짜, 중영산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흔
히 긴짜와 중영산은 약하고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자진타령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승
무의 반주에도 옛날에는 긴짜와 중영산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흔히 긴염불로 시작하여 자진
염불, 타령시나위, 늦타령, 굿거리로 구성된다. 승무에서 북을 칠 때에는 만장단을 쳤다고 한다.
또한 성인인상무라는 춤의 반주음악도 승무와 같았다고 한다.
앞서 거상악과 춤반주의 혼용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같은 곡일지라도 무슨 용도로 연주하느
냐에 따라 연주방법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염불도드리의 경우, 방중악의
풍류 또는 춤반주로 연주할 때에는 볶지만, 거상악으로 연주될 때에는 볶지 않는 차이를 들 수
있다. 타령도 춤반주로 할 때에는 볶지만 거상악에서는 볶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거상으로 치는 영산회상과 춤반주 영산회상이 다른 것도 같은 예이다. 거상으로 치는 영산회상
은 상영산・중영산・세영산 등 악장 구성이 그대로 있지만, 춤반주는 무용의 짜임새에 따라서
앞뒤로 음악이 바뀌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서 삼현육각에도 그에 상응하는 차
이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승무는 현재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허튼타령, 굿거리, 당악으로 연주되는데, 은율에서는
‘긴염불-자진염불-보완사타령-자진타령’으로 대풍류 중 후반의 곡을 사용한다. 줄여서 할 때에
는 염불-타령을 주로 연주하였다. 현재 승무 반주에 쓰이는 굿거리와 당악이 없는 차이가 뚜렷
하다. 승무를 출 때는 검무는 이 곡 외에 당악이 추가된다. 승무와 검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곡은 같은 곡일지라도 가락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밖에 양소운이 해주 춤 명인 장양선에게 배웠다고 하는 또 다른 승무계열의 춤 ‘성인인상
무’ 반주 음악은 영산도드리-자진도드리-굿거리-빠른타령-느린타령의 순으로 연주되었다고
한다.36) 양소운은 1980년대 초에 해주검무를 재현하였는데, 춤 반주로 타령장단, 타령시나위, 자
진타령, 느린타령장단을 사용하였다.

3. 탈춤반주
이보형 조사자료 중 해서 3대 탈춤에 대한 내용이 김영택을 조사한 은율탈춤 외에 봉산탈춤
과 강령탈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봉산탈춤은 박동신의 해주 삼현육각
을 토대로 파악이 가능하나 강령탈춤 반주음악의 경우, 박동신의 가락을 수용하여 복원한 것이
어서 원가락을 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서 탈춤에 쓰인 삼현육각에 대해서는 해주
36) 입춤·한량무·승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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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은율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해서탈춤을 반주할 때에는 삼현육각 편성을 다 갖추어서 연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악사들은
피리 젓대 장구를 연주했고, 해금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으며, 북은 안 쳤다.
반주음악은 도드리, 염불, 타령(느린타령, 자진타령)37), 굿거리가 중심이 된다. 은율탈춤에는
특별히 돔부리장단이 더 추가된다. 봉산탈춤은 피리·대금·해금·장구·북의 삼현육각에 꽹과리와
징이 함께 연주되는 염불·타령(긴타령과 자진타령)·굿거리(자진굿거리와 아주자진굿거리) 등을
기본 장단으로 한다.
해주 삼현육각 중 타령시나위는 본래 거상악 또는 승무와 검무반주에만 쓰고 탈춤에는 들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호석이 타령시나위를 봉산탈춤 제2과장 첫목춤과 팔목춤의 느
린타령 장단에 적용하여 연주하고 있다. 또한 본래 타령시나위는 해주 삼현의 곡으로 은율 삼
현에는 없고 은율탈춤에도 쓰이지 않던 것인데, 현재에는 은율탈춤 제6과장 미양할미·영감춤에
쓰고 있다.38) 본래 없던 곡을 쓰이는 것이므로 훗날 연구자들이 은율탈춤에 대해 연구할 때 참
고해야 할 사항이다.
탈춤의 염불과 타령은 거상악 연주 때에도 연주되며, 춤반주에도 쓰인다. 요컨대 거상악, 춤
반주, 탈춤반주 등에 두루 연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굿거리는 탈춤에만 주로 쓰였다. 굿거리
는 해서 지역의 봉산탈춤, 은율탈춤 외에도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등에도 쓰인다. 가면
극에 따라서는 느린굿거리(늦은굿거리)와 자진굿거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해서탈춤에서 굿거리장단은 강령탈춤, 은율탈춤, 봉산탈춤에 모두 쓰인다. 현재 굿거리장단
은 타령장단과 함께 강령탈춤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다.
오늘날 봉산탈춤에 쓰이는 기악곡에는 도드리, 타령, 굿거리 등이 있는데, 이들 악곡은 강령
탈춤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두 가면극의 기악음악이 박동신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39) 해주 출신인 박동신이 전한 음악은 해주 삼현육각이므로 오늘날 봉산탈춤은 황해도 내륙
평야지대인 봉산 및 사리원 등지에서 연행되었던 음악은 아닌 것이다.
예전 봉산탈춤 반주음악에 대한 내용은 기록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36년 8월 31
일 사리원 경암산(景岩山) 아래의 마당40)에서 경성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백중절 공연에
김춘학·김학원·김성진·방영환·연덕붕·김명근 등이 악사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러나 이들의 행방과 연주에 대한 기록은 해방 이후 알려진 바가 없다. 양소운의 증언에 따르면,
예전에 해주에서 공연활동을 하던 이들이 모여 봉산탈춤을 재현하기 위해 김진옥·민천식·이근
성 등이 1958년 8월 한국봉산가면극연구회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1961년 10월 이두현에 의해
재현된 봉산탈춤이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공연에
참가한 연주자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며, 공연이 있을 때에만 외부의 전문연주자를 청하여
37) 요즘에는 은율탈춤에는 늦타령을 연주하지 않고, 타령을 연주한다. 김호석, 은율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9, 57쪽.
38) 김호석, 봉산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6, 36쪽 및 김호석, 은율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7, 21쪽 참조.
39) 김호석, 봉산탈춤 음악본, 민속원, 2006, 14∼16쪽.
40) 1928년에 사리원 경암산에 공원이 건설되었는데, 그 공원의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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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하였다.
현재 봉산탈춤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박동신이 전한 해주삼현을 토대로 하고 있다.(황해도 피
리가락은 연주기법상 난이도와 독특함이 다른 지역의 피리와 확연히 다르다.)
봉산탈춤은 1947년 1월에 국도극장에서, 8월에는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서도명창, 배뱅이굿, 병
신재담과 공연되었고41), 9월 9일부터 4일간 영남일보 주최로 대구 송죽극장에서 배뱅이굿, 병
신재담과 함께 공연되었다.42) 1947년도까지도 봉산탈춤은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이후 남한에서는 공연이 중단되었다. 이두현이 월남한 김진옥, 민천식의 구술에 의해
다시 복원되면서 강령탈춤과 함께 황해도 탈놀이의 최고봉을 이루었으며 1967년에 중요무형문
화재로 지정되었다.
해서탈춤의 재현과 복원과정을 거치는 동안 본래의 반주 음악과 다르게 바뀐 부분이 있음을
이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다. 정조도 차이는 있으나, 강령탈춤처럼 봉산탈춤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4. 행악, 길놀이
조선 후기에 삼현육각은 행악으로 귀인행사, 사정(射亭)으로 활 쏘러갈 때, 진사급제하여 유
가할 때, 산소로 소분갈 때에 쓰였다. 그러나 10세기에 들어서면서 행악으로 삼현육각이 쓰이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어 행차 때, 잔치 때, 탈춤의 길놀이 정도로 쓰이다가 오늘날에 조선 후기
세악수와 관련있는 삼현육각의 연주는 지방에 따라 가락에 차이가 있었을 것인데, 다른 지역의
가락은 대부분 전승이 단절되고 오늘날에는 국립국악원 전승의 취타계 악곡과 경기지역의 취
타풍류가 전승되고 있다.
행악은 옛날 지방에서는 ‘행락’이라 하였고, 이를 뒤집어 ‘락궁친다.’ 하였다. 해서에서 삼현육
각이 행악으로 쓰인 내용을 이보형의 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내용에 의하면,
행악 또는 탈춤의 길놀이에서는 주로 길군악을 연주했던 것으로 정리된다.
탈춤에서 길군악은 탈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길놀이와 제1과장 사자춤에 사용하
는 장단으로, 태평소와 꽹과리 장구 북 징으로 연주한다. 전체 12박자 한 장단으로, 굴리는 장
단을 3번 반복한 뒤에 마무리를 하는 장단이다. 상쇠의 인도 아래 연주하는데, 강령탈춤의 길놀
이장단을 은율탈춤에서는 돔부리장단이라고 부른다.
해서에서 행악으로 연주된 곡이 본래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사자료에서는 길군악
외에 특별히 언급된 곡이 없다.
국립국악원의 취타계 악곡은 ‘취타-길군악-길타령-별우조타령-군악’으로 구성되고, 민간 전
승 취타풍류는 ‘취타-길군악-길타령-염불타령-삼현타령-별곡타령’으로 구성된다. 해서에서 이
에 상응하는 정도의 곡이 본래 있었는지는 미상이지만, 길군악 이외에 더 많은 곡이 존재했을
41) 민주중보 1947. 8. 31. 기사 참조
42) 영남일보 1947. 9.2. 9. 9 기사 참조. 9월 2일 기사에는 봉산탈춤과 해서명창대회를 공개하며 이국권 구성 및 연출, 이봉주
기획 민형식 창도(唱導)로 남녀 수십 명이 총망라한 궁연을 펼쳤다는 홍보 글이 있다. 1부에서 상곡무·첩승무·서도입창·검무·
병신가, 2부에서는 화랑무·배뱅이굿·승무·사자무가 공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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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해서 삼현육각에서 행악은 잔칫집, 각종 행사에서 폭넓게 연주되었다. 탈춤에서의 길놀이도
행악의 용도에 해당한다. 환갑집에서 삼현육각은 먼저 환갑집에 들어갈 때 악사들이 등장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집에 들어서기 전 몇 백미터 전방에서부터 연주하였다. 또한 결혼식
때에 가마 또는 말탄 신랑 신부 마중 나가서 집에 맞아들일 때에도 연주하였고, 높은 사람들(경
찰서장 면장, 군수 등)이 개최하는 연회식에서도 쳤다.

5. 줄타기, 땅재주 등의 반주
황해도에서 재인은 각종 잔치나 놀이판이 벌어질 때 줄타기를 하였다. 줄타기에서 삼현육각
을 연주하는데, 이런 것은 부자집에서 할 수 있는 공연으로 흔하지가 않았다고 한다.43) 즉, 육잽
이를 갖추어 줄타기 반주를 하는 경우보다는 편성의 일부가 쓰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상에서 해서 삼현육각의 음악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연주되는 곡을 중심으로 정리해보
았다. 이보형의 조사자료와 다른 관련자료 들을 종합하면, 해서 삼현육각에는 현재 민간 삼현육
각을 <대령산(대풍류)>, <취타풍류>, <염불풍류>로 구분하는 것에 상응하는 확연한 구별은
없어 보이나, 용도에 따른 삼현육각의 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해서탈춤에 대해서는 국문학, 민속학 분야에서 1940년대부터 조사가 되었으나, 주로 연희본
에 비중을 둔 까닭에 탈춤에 수반된 음악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음악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그 탈춤 반주 음악을 통해 해서 삼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취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러한 가운데 1970년대에 이보형에 의해 해서 삼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것은 매우 다행스
러운 일이다.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던 1980년에 해서 삼현의 악기별 음악을 세세하게 채록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해서 삼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박동신,
김영택, 지관용 등의 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해서 탈춤을 통해 해서 삼현의 유음이 전해지기는 하나, 후대로 오면서 본래의 반주 음
악이 온전하게 전승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을 이보형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인식
하게 되었다.
이보형은 무형문화재(음악)조사보고서(4) 삼현육각에서 삼현육각을 거상악, 무용반주음악,
43) <F-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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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음악 등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러나 해서 삼현육각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분을 기
준으로 서술하지 않아 용도에 따른 악곡의 구성이나 장단 등에 대한 내용의 체계가 없이 제시
된 아쉬움이 있었다.
필자는 이보형의 해서 삼현육각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
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거상악, 춤반주, 탈춤반주, 연희반주, 행악 등 용도에 따라 연주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풍류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 논문 중에는 해서탈춤에서 연주되는 반주 음악을 비롯해서 검무, 대동굿, 풍어
제 등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서도대풍류로 총칭하는 사례가 있었다.44) 그러나 삼현육각의 음악
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기풍류에서도 구분하여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해서 삼현은 오로지 해서탈춤만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데, 탈춤에 쓰이는 음악과 거상악
의 악곡 구성이 달랐고, 같은 장단에 붙여진 악곡일지라도 거상악의 용도와 춤반주의 용도에서
선율이 달랐던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서탈춤에서 연주되는 곡을 서도대풍류라고 하
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나 현재 해서탈춤 반주음악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본래와 달라진 음악을 분석해서 본질에서 왜곡되는 내용이 양산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하겠
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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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악보> 해서 삼현육각 중 은율탈춤 장단(일부)46)
(1)만가락(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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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장단(혼소박 4박자)
<악보 2–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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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은율탈춤의 장단은 <I-309>의 1978년 11월 25일 은율탈춤 공연의 자료를 서수복(국립국악원 단원)의 도움을 받아 채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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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변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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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돔부리 장단
<악보 3-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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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해서 삼현육각 음악 연구 에 대한 논평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본 발표 논문은 이보형 선생님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된 해서 삼현육각과 관련된 조사
내용, 쓰임과 악곡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이보형 선생님의 발표 문장들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실제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 발제문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발제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현 학계에서 삼현육각에 대한 분류가 아직도 모호
하다고 생각된다. 삼현육각은 군영의 세악수들의 음악으로 민간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 음악
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세부 악곡에 따른 다양한 음악적 변이와 쓰임새에서의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보형 선생님의 용도에 따른 분류와 최근 국립국
악원에서 삼현육각을 정리하며 분류하였던, 아마도 지영희를 중심으로 정리된 취타풍류, 염불
풍류 등의 분류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관악기 중심의 풍류라는 대풍류
라는 용어, 필자가 생각하는 바 6명의 악기로 연주하는 악대의 특정 음악이라는 뜻의 삼현육각
이라는 명칭이 넓게 쓰임새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보형 선생님의 조사와
특강 자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도지역 무의식에서 삼현육각이 쓰이지 않았음을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본 발제
문에서 그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주 삼현육각 부분에서 무속에서 삼현육각이 쓰
인 예를 제시하고 있어 의문이다. <표 1>에 보이는 음원 설명 중 “만수대탁굿 중 삼현장단에
춤추는 거리의 박동신 피리가락이 짧게 있는데, 해주 삼현육각의 음악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해주 삼현육각 중 삼현이 굿에 사용된 용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공간사랑
황해도 철몰이 굿 음원에서 피리 세가락 다섯가락으로 도드리 굿거리 타령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이보형 선생님의 현장 조사에서는 시나위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법이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악종학에서 악기를 조사할 때 연주법과 음조직을 연결하여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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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6쪽에서 “해주에서는 도드리와 염불도드리가 혼용되어 도드리를 염불도드리와 동일하
게 취급하기도 하는데”라는 부분에서 박동신의 삼현육각에 염불과 도드리가 별개로 취급되는
악곡이라 보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박동신의 삼현육각에는 염불도드리의 악곡이 <표
1>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도드리와 염불도드리가 혼용되었다고 본 견해의 원 출처 등
에 대해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혼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삼현육각
악곡 명칭 그 자체에 유사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보형 선생님의 삼현육각 조사가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로는 삼현육각의 쓰임
새, 용도, 문화에 대해 가능한 많은 내용을 조사대상자로부터 뽑아내고자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땅재주와 삼현의 결합 및 회갑에서의 삼현육각의 연주 절차 등에 대한 소중한 조사는 앞
으로 새로운 복원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단소 연주곡으로 제시된 최선묵 염
불별곡이 어떤 곡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해서 지역의 단소 풍류곡으로 복원하여 연주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본 발제문에서는 봉산탈춤 반주 음악으로 삼현육각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논
의가 거의 없었다. 최근 콜럼비아의 봉산탈춤 이외에도 폴리도루에서 취입된 음반이 발견되었
고, 북한 자료를 통해 봉산탈춤 음악을 살펴본 필자의 “북한 봉산탈춤 음악에 대한 고찰” 또한
발표된 바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봉산탈춤 음악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본 발제문에서는 해서 삼현육각의 쓰임을 거상악, 승무·검무 반주, 탈춤 반주, 행악·
길놀이, 줄타기·땅재주 등의 반주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분류보다
세분화되었고, 명확히 이해하기 쉬워 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삼현육각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
적인 분류가 꾸준히 시도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보형 선생님의 삼현육각 조사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
원을 조사한 것에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삼현육각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진 오늘날 과거
삼현육각의 본 바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조사,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제를
통해 그 가치가 충분히 규명되었고, 아직도 그 기록물들에 대한 정리,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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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보형은 1930년대 중반 전북 김제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농악, 굿음악, 판소리, 산조, 민요
등 전통적인 음악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자랐다. 이보형의 이러한 어린 시절 경험이나
현지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이보형이 전통음악문화에 몰입하여 수많은 국악인을
만나고 유성기음반을 수집하고 판소리 완창발표회를 기획하고 국악연주회에 관한 공연 자료를
모으며 민속음악학자로 우뚝 자리매김하기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1)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토대연구사업(2016-2018)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DB의 구축”사업의 주요 연구 대상은
1960년대 말 이후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속음악을 조사하고 채록해 온 이보형의 소장 자료인데,
판소리와 관련하여 1차 연도에는 이보형이 1969년에서 1990년까지 판소리 명창을 대담하거나,
판소리 유적지를 조사한 자료, 그리고 판소리 공연을 녹음한 Cassette Tape를 대상으로 두 시기
로 나누어 수록자료의 특징과 연구사적 가치를 검토한 바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5-KFR-1230003).
1) 김영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국립국악원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이보형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출판하여, 이보형의 판소리 관련 현지조사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시기적 상황과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보형의 현지조사방법론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의 이보형 구술채록 자료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1990년대 말
부터 2000년대까지 이보형 선생님을 모시고 현지조사하거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공부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
식과 경험, 자료를 토대로 기술해 나가고자 한다. 김영운의 구술채록 자료는 『국립국악원 구술총서2 이보형』(국립국악원,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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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보형이 판소리 창자들을 대담하고 메모한 대학노트 및 수첩자료와 카셋 테잎
자료, 그리고 이보형이 후학들과 함께 행한 판소리 창자 대담을 기록한 비디오 자료 등을 통하
여 이보형이 각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나름의 현지조사 방법론을 어떻게 정립하고 체계
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판소리 창자를 대상으로 한 이보형의 현지조사가 판소리
연구 및 이론 정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이후 후학들이 판소리 창자들을 조사와 연구 대상
으로 삼아 판소리 음악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하는 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판소리 창자 대담의 기록화 작업과 판소리 관련 저술의 시기별 검토
1. 원로 국악인 대담과 판소리 관련 저술의 시작 (1964년경∼1975년)
1) 판소리 창자 대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

이보형이 국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60년 무렵 서양음악 작곡 전공인
나운영을 만나 민요 채록을 하는 등 그와 교류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형의 구술에
의하면 이보형은 1960년대 초부터 국악학회에 참석하면서 이혜구, 장사훈을 만나고 국악의 학
문화 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다가, 이후 관심 분야를 확장하고 국악원에도 다니게
되면서 판소리 창자인 강장원, 박동진 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2) 즉 이보형이 판소리에 본격
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1960년대 초 이보형이 국악계에 입문한 직후는 아니고 몇 년
정도 국악계에 인맥을 점차 넓혀나간 1960년대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이보형은 국악계와 인연
을 맺고 국악인들과의 교류를 넓혀가다가 1969년 국악예술학교에 들어가고 그 이후 1975년에
정권진 선생 댁으로 들어가고 1974년 무렵부터 김명환에게 각각 소리와 고법을 배우게 되기까
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3)
그래서 이제 에 국악원에 드나들면서 강장원 선생님 만나고, 그러고 명창들 가장 가까이 뵌 사람이
이제 고향말고는 요쪽에 강장원 선생님이에요. (한숨) 그러다가 이제 박동진 선생님이 올라오더라구요.
박 선생님 뭐 이렇게 접촉은 없었고. 그 이제 박헌봉 선생님 때문에 유성기 때문에. 박헌봉 선생님 가깝게
지냈고. 그때 뭐 타령도 배웠다 그러고 거기 그 거기 있던 명창들한테 단가 배우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국악예술학교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운니동에 있을 때 이제 거기 들어갔고. 정권진 선생님
댁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명창들 소리들 듣고 또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명환 선생한
테…(중략)…한승호 선생님, 김명환 선생, 또 박봉술 선생 뭐 이런 명창들 올라와 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
지니까 그냥 국악예술학교 와서 놀구. 그 김명환 선생님 댁에 와서 놀러와. 심심허니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2) 김영운 구술채록, 『국립국악원 구술총서2 이보형』(국립국악원, 2011), 68-70쪽.
3) 김영운 구술채록, 위의 책,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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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은 1969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국악예술학교 전임강사로 활동하였는데, 1964년 전후의
시기는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많은 명창이 서울로 모여 공연을 기획하거나 적극
적인 활동을 모색하던 때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보형은 소위 ‘민속음악계’의 여러 원로 국
악인들을 만나서 전통음악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그들의 사승관계나 학습내력, 그리고
전통적인 용어와 음악의 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1969년경부터 이보형이 집중적으로 대담
한 창자는 박록주, 박동진 등이며, 이 시기 이보형은 판소리 창자와의 대담 시 녹음을 하지 않고
대학노트에 메모를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보형이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창자 신갑진 등의 소리 공연
을 자연스럽게 익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보형은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을 갖는 데에 그
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유성기음반 수집을 통해서 공부를 심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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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 의해 1964년경부터이며 8년 정도 집중적으로 음반을 모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보형은 1960년대 중엽부터 판소리 관련 유성기음반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명창들과의
대담을 통해 파악한 20세기 초 근대5명창을 비롯한 전통사회 판소리에 관한 지식을 유성기음반
에 수록된 음원을 통해서 하나하나 대조해나가고 종합하는 작업을 행한 것이다.

1970. 2. 17 동아일보 기사
(이보형소장 신문기사 자료)

이보형은 1960년대 후반기 이후 박록주, 조선성악연구회 인력거꾼인 한영감4)을 중심으로 박
초월, 박봉술, 박동진, 박헌봉 등의 국악인에게 판소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꾸준히 대담을 하였
다.5)
한 영감인인데 성씨만 알려졌어요. {한 영감}. 네. 본명을 내가 한승호 선생한테 물어보면 알텐데, 한
영감은 내가 국악예술학교 때 자주 만나가지고 이 양반이 중요한 양반이거든요. …(중략)…이 양반이
소리 속을 잘 아세요. 그러고 명창 대목을. {예.} 그럼 내가 이제 조사해 싸니까 뭔 얘기를 또 해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를 받았죠.

한편 1971년에는 유기룡의 주도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친목단체인 판소리
보존회가 조직되고 1971년 제1회 판소리유파발표회, 1972년 제2회 판소리유파발표회를 개최하
였으며, 1973년 초대 이사장으로 박록주를 추대하고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사)판소리보
존회를 설립하게 되었다.6) 이후 판소리 명창들이 모여서 판소리보존회와 관련하여 정관을 만
4) 이보형이 박록주와 한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는 김영운 구술채록, 위의 책, 90-100쪽 참조.
5) 김영운 구술채록, 98-100쪽.
6) 판소리보존회 연혁에 관해서는 http://www.koreapansori,com/introduce/history-1980.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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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등 문서 작업을 하거나 여러 토론을 하기 위해 박록주의 집(운니동)에 자주 모이게 되었
고, 이보형의 회고에 의하면 이때 박록주로부터 옛 명창이나 협률사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7)
그게 이제 박녹주 선생님이 이제 회장이니까 가서 이제 뭐 문서 수발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 양반이
에 뭐 내가 술 먹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달라고도 않고 미안하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해주셔
요. {예.} 당신 컸을 때 얘기, 그런 얘기. …(중략)… 판소리 명창들은 오전 새벽부터 목을 풀게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을 어떻게 푸느냐 이제 실연은 안하고 먼저 우조로 다스름 비슷하지. {예.}우조로
하다가 나중에 계면으로 해가지고 마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그걸 녹음을 못했어요. {예.} 녹음을.
…(중략)…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인제 국악인들이 우리가 왜 권번
에 의지하느냐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 그것이 ‘조선성악연구회’예요. {예.} 근데 조선성악연구회를 이제
만들자 하면 우선 명창 5명창들이 원로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 모시고 허자. 그래서 그 회의를 김초향
선생님 댁에서 {네, 그랬다고.} 다음에 이제 김초향 얘기 할랑가부다. {예.} 김초향 선생님 댁에서 모였다
고 그 얘기를 김초향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보형은 김초향(1899-?), 박록주 등의 당대 판소리 명창들이나 조선성악연구회 한영감 등의
정보제공자(informant)로부터 전통사회에서의 판소리 음악문화나 전승계보, 판소리 더늠이나
붙임새 등에 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동시에 유성기음반 수집과 조선창극사 및 창악
대강 등의 판소리 관련 문헌 중 관련 내용을 꼼꼼히 공부해 나감으로써 대담자료와 음악분석,
문헌 자료를 교차 연구해 나갔다.

7) 김영운 구술채록, 앞의 책, 90-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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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이 작성한 위, 아래와 같은 노트를 통해 이보형이 어떻게 판소리 창자를 대상으로 한
대담 결과를 문헌 연구, 그리고 음반 분석 등을 총체적으로 엮어 판소리사에서 의미가 큰 논문
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그 공부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2) 현장조사를 반영한 판소리 연구 성과

이보형이 박록주, 박동진, 박헌봉 등의 국악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담을 하며 판소리 공부
에 입문했던 시기(1964년 전후-1969)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겠다. 판소리 명창에 대한 집중적
이고 심층적인 대담과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1971년 이보형은 논문
“권삼득 설렁제”8)와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9)를 연달아 두 편 발표하여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10) 이후 이보형이 “판소리 염계달 추천목론”과 “판소리 팔명창 음악론”을 씀으로써 8명창
의 더늠과 그 전승에 관해 정리하면서 19세기 이후의 판소리에 대해 음악사적 이해와 음악 분
석적 이해를 동시에 이루어내었다. 이 시기 이보형의 연구성과는 1975년 “판소리 사설의 극적상
황에 따른 장단 조의 구성”이란 논문을 씀으로써 매듭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보형은
1960년대 중엽 이후 1975년까지 판소리 명창에 대한 집중적 대담과 유성기음반 및 판소리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판소리 사설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아닌 판소리 공연문화 그 자체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8) 이보형, “판소리 권삼득 설렁제,” 『석주선선생회갑기념민속학논총』, 통문관, 1971.
9)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 『서낭당』창간호, 한국민속극연구회, 1971.
10) 권삼득의 설렁제는 1971년에 조직된 판소리보존회의 제1회 유파발표회(1971)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였다. 당시 포스터 및 유
파발표회 구성에 관한 이보형의 구술은 김영운 구술채록, 앞의 책, 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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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적 조사 시행과 기록화 작업의 시작 (1976∼1982)
1) 본격적인 판소리 창자 조사의 시행과 그 배경 및 과정

판소리 및 국악과 관련된 이보형의 사사 과정 및 이력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1969년 한국국악예술학교 강사를 시작한 이래 이보형은 1970년대 중반부터 판소리계에 더욱 깊
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1)
1969-1975 한국국악예술학교 전임강사
1972-1999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974-1976 김명환(문화재 보유자)에게 판소리 고법을 배움
1974-1983 국립문화재연구소 상근전문위원
1975-1976 정권진(문화재 보유자)에게 판소리를 배움
1975-200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강사
1980-1981 철제 오옥진(문화재 보유자)에게 판소리를 배움

이보형이 판소리 창자들을 대담하면서 녹음자료를 남기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이후인데, 이
시기부터는 문화재관리국(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판소리 창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대담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녹음장비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형이 남긴 최초의 판소리 창자 대담자료는 1976년 2월 1일에 있었던 박춘성 조사자료
(A-130)와 1976년 4월 26일에 이루어진 공대일 조사자료(A-013)12)이다. 박춘성과 공대일 대담
은 현재 문화재연구소가 된 당시의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를 위해 시행한 것
으로 관련 대담은 1980년에 간행된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아
쉬운 점은 현재 이보형이 소장하고 있는 카셋테잎 자료에는 1980년에 간행된 조사보고서에 수
록된 창자와 관련한 녹음자료가 모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조사가 문화재관리
국에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담 내용을 녹음한 테잎도 대부분 문화재관리국에서 보
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춘성과 공대일의 대담자료 등 몇 개의 자료를 이보형이 소장하
고 있는 것은 박춘성과 공대일이 붙임새 등에 관해 직접 자세한 시연을 해 준 것과 같이 해당
창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보형은 당시 대담 이후 녹음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수첩에 당시 대담
내용을 기록했음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국 시절 ‘구술 대담 하는
것을 녹음기록으로 남겼는지’의 여부를 묻는 김영운의 질문에 대한 이보형의 대답이다.13)
11) 김영운 구술채록, 위의 책, 252쪽 참조.
12) 1976년 4월 26일 전라남도 광주 남도국악학원. 조사자: 이보형(문화재 전문위원) 이주영 계장(당시 문화재연구실 계장).
13) 김영운 구술채록, 위의 책,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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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일부, 일부는 문화재연구소로 갔고, 나는 나 나름대로 따로 했거든요. {네.} 그건 여기 있는데
아마 국악원에서 필요로 하면 가져갈는지 어쩔는지 모르죠. 그러고 내가 수첩에 남겨놨고.

이보형이 언급한 수첩이란 이보형의 대담 관련 소장 자료 중 주요 자료의 한 가지인데, 이보
형은 1976년경 문화재관리국에서 본격적으로 판소리 창자를 대담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수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형은 정보제공자(informant)를 대담하면서 연구자가 의도한 바대로
답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내용을 제보할 때도 있기 때문에 녹음
기 사용과 별도로 수첩에 메모식으로 대담 내용을 적음으로써 그때그때 새로운 질문을 정해나
가거나 혹은 대담 내용을 연구자 스스로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크기의 수첩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14) 현재 이보형이 판소리 창자를 대담하며 작성한 수
첩 중 이 시기의 것을 예로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6년에 행해진 대담 자료 중 박춘성의 대담을 녹음한 카셋테잎 자료는 앞부분이 잘려나가
있어서 대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공대일의 자료는 전체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
있어서 대담이 이루어진 맥락과 참여자, 질문 내용과 답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보형은 연구
자가 판소리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쓰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공부할 때, 공대일로부터 반드

름15)이나 판소리 붙임새에 관해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실제
공대일을 대담한 녹음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당시 대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형] 선생님이 들으시기에 그 전에 공창식 선생님 바디요. 바디가 요새로 하면 누구 바디하고 비슷
하던가요? 그전에 박동실 선생님 바디하고 비슷하던가요?
[공대일] 아니죠. 박동실 선생은. 그 선생한테 조금 배웠는데. 박동실 선생은 서편이고 공창식 선생은

14) 이보형은 1990년대 후반 판소리 창자 등 국악인을 대담하는 조사에 연구자가 참여할 때 ‘을지로 지하에서 파는 양지사에서
나온 다이어리를 현장조사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보형이 특정 회사에서 나온 수첩이 현장조사에 필
요하다고 한 이유는 적당한 크기(18cmX20cm)와 두께로 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책등에 누구를 언제 대담한 자료인지
적어 일렬로 세워서 보관했다가 즉시 찾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15) 반드름에 관한 논문은 장휘주, “판소리 반드름에 관한 연구,” 『한국음반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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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인데 소리 이름이 반드름이란 소리라고.
[이보형] 네. 공창식 선생님이요?
[공대일] 시방은 없지. 요새는 없어, 그 제가.
[이보형] 그러고 박동실 선생은 서편이고요?
[공대일] 예.
[이보형] 박동실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얘기가 없나요?
[공대일] 김채만 선생님한테. 내가 공창식 선생님 모두 선생입니다.
[이보형] 그런데 다 같은 선생인데 제가 다르군요.
[공대일] 네. 소리 제 되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공창식 선생은 김채만 선생한테 배우다가 동편
송만갑 선생한테 가서 배워버려서 서편하고 우편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이보형] 그래서 반드름이라 하는 건가요?
[공대일] 예. 반드름이라고 그것도. 우조하고 계면하고 섞어서 반드름 소리가 돼서 좌우판 돼버려서.
소리를 잘 했어요, 참 그 때.
[이보형] 반드름 소리라는 게 동편하고 서편하고 섞여서 부르는 걸 말하는 거군요?
[공대일] 예.

이보형은 공대일에 대해 소리를 잘 했지만, 그 자신이 20세기 초에 유행하던 반드름으로 소리
하는 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소리했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소리의
정통성과 계보를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 명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
대일은 김채만의 수제자이자 자신의 8촌형 뻘인 공대식에게서 소리를 배웠고, 이후 장판개와
임방울 등 쟁쟁한 명창들에게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소위 ‘소리 속’을 매우 잘 아는 창자였다.
이보형은 공대일과의 대담에서 특히 붙임새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하고 각 붙임새별로 소리
시연을 요청해서 녹음을 해 두었는데, 해당 부분을 채록한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대일] 비교를 하자면 5바탕을 다 다르게 하지요, 저는 소리를. 또 그렇잖아요. 목도 다르고 붙임새도
다르고. 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리에 완자붙임이 있고, 잉어걸이가 있고, 교대죽붙임이
있고, 반드름이 있단 말이야. 거기 적으시오.
[이보형] 예.
[공대일] 소리하는 사람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쎄 버렸어.
[이보형] 잉어걸이요?
[공대일] 지 소리가 뭔 붙임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꽉 찼거든.
[이보형] 완자걸이요?
[공대일] 완자걸이.
[이보형] 교대죽 붙임이라 그러죠?
[공대일 응. 교대죽.
[이보형] 교대죽이라 그러나요, 교대죽 붙임이라고 그러나요.
[공대일] 괴(고양이)가 걸음 걸어가는 붙임이라고. 그러고 반드름이란 말. 아까 공창식. 그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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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아닌.
[이보형] 다른 붙임 또 이름은 없나요?
[공대일] 다른 붙임은 없습니다.
…(중략)…
[공대일] 각고 쳐서 이 붙인 것 보고 완자고.
[이보형] 네.
[공대일] 각고를 이렇게 친단 말이여. 완자여.
[이보형] 예. 완자 문. 기계. 문 찰사 완자 같이.
[공대일] 예. 붙여서 나가는 소리. 종류가 다르고 잉어걸이는 베를 짜는데 씨하고 날하고 짤깍 닥 북이
쇠로 지나가는 이 흉내를 내서 짜는 걸 잉어걸이란 것이고.
[이보형] 예.
[공대일] 교대죽은 이렇게 이렇게. 얼름(얼른) 소리가 교대죽은 ‘제비 노정기’래도 ‘서촉 지척이요 동행
창망한다 축융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요것이 교대죽붙임이고.
[이보형] 네.
[공대일] 완자붙임은 ‘서촉은 지척이요 동해 창망하구나. 축융봉’ 이것을 보고서 각고를 쳐서 나가는
게 완자붙임이란 말이야.
[이보형] 예.
[공대일] 요새 사람들은 전부 ‘서촉은 지척이요 동해 창망하구나.’ 전부 이렇게 붙이는 게 완자붙임
아니 교대죽붙임밖에 안 되는데. 완자붙임은 ‘서촉은 지척이요 동해 창망하구나.’ 이렇게 붙이
는 게 완자붙임이지.
[이보형] 예.
[공대일] 종류가 참 달라.
[이보형] 이 붙임이 없는 건 뭐라고 하나요? 대마디라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대마디 대장단.
대장단 대마치라 그러던가요.
[공대일] 대마디 대장단이라는 건 동편에서 많이.
[이보형] 대마디 대장단이라 그러죠?
[공대일] 예.
[이보형] 근데 이건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대일] 그렇죠.
[유대기] 그러면 심심해.
[이보형] 잉어걸이 조금 해주시겠어요?
[공대일] 잉어걸이요? 네.
[공대일] ‘그 때여 향단이 요염섬섬(妖艶纖纖) 옥 지겁에 봉선화를 따다가 도련님 얼른 보고 깜짝 반겨
나오면서,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오날은 왜 늦었소. 예리성(曳履聲) 신고 왔소.” 요것인데.16)
…(후략)

이보형의 연구성과 중 공대일의 대담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논문은 1977년에 발표된 “판소
리 붙임새에 관한 연구”이다. 이보형이 구술채록에서 밝혔듯이 논문 구술 시 김명환, 김연수,
16) A-237자료: 19:38에 전후 녹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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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순, 공대일 등의 구술을 주로 하였으며, 박춘성 등과 같이 대담 시 판소리 창자가 붙임새에
관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소리 시연을 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적다고
생각하면 논문에 반영하지 않았다.17)
붙임새에 대해서 옛날에 명창들이 ’잉어걸이’다, ’완자걸이’다, ‘교대죽,’ 또 ‘도섭’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
요. {네.} …(중략)… 그래서 자잘한 사람들은 다 저마다 딴소리 허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래도 정확
하게 그걸 지시할 수 있는 분만 그것을 선택하자’ 한 게 김연수 선생의 『창본 춘향가』에 붙임새가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김연수 선생한테도 직접 내가 또 그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러고 인제
김명환 선생님도 붙임새 이론 얘기한 그거 하고, 공대일 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애순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 얘기가 비교적 정확한 거 같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가지고 하나의 논문으로 묶어서 쓴
거예요.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은 판소리 명창들이 구체적으로 소리 시연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대담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인용되었으며, 명창의 구술 중 어떤 의견이 더
신빙성이 높은가, 즉 어떤 내용을 취사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연구자인 이보형이 갖고 있
던 음악적 지식과 판단력이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2) 현장조사를 반영한 판소리 연구 성과

이 시기 현장조사 결과 이보형이 이룬 연구사적 업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에는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판소리의 전승 계보와 바디,
유파, 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이후 판소리 음악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표적 논문으로는 1977년에 발표된 “판소
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18)과 1982년에 발표된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19)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살펴보았듯이 또한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는 이보형이 판소리의 전승과 계보 등에 관해
1980년대 초까지 공부한 모든 공력이 집약되어 드러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인용문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논문에는 1960년대 후반기부터 박초월, 박록주, 박봉술, 정광수 등 여러
명창과 조선성악연구회 한영감 등이 구술한 중요한 내용이 매우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20)
송만갑의 소리제는 그의 제자 장판개·박중근·박봉래·김정문 등 수 많은 제자에게 전승되었다. 박록주·
김초향·김연수·박초월·김소희도 한때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운 적이 있다.
17) 김영운 구술채록, 앞의 책, 218-219쪽.
18) 이보형,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회갑기념동양음악논총, 한국국악학회, 1977.
19) 이보형, “판소리 ‘제(派)’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학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20) 이보형, “판소리 ‘제(派)’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학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70쪽 및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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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은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웠으나 그는 뒤에 김채만에게 배운 적이 있어 더욱 속조로 바꾸어
짜아 불렀다 한다. 박초월의 말에 의하면 소리청에서 송만갑이 김정문을 소개하기를 「김정문은 내 제자
인데 초 치고 양념 쳐서 소리를 맛있게 나보다 잘 한다」고 하였다 한다. 그의 음반도 수종이 있다. 박록
주·강도근이 김정문에게 소리를 배웠다. 박록주 말에 의하면 그는 김정문에게 흥보가 한 마당을 배웠던
바 제비노정기는 김창환에게 배워 이제로 짜았다 한다. 박봉술의 말에 의하면 박록주의 비단타령은 백점
봉제로 짜아서 불렀다 한다.21)
김봉이는 김창환의 아들로 김창환에게 소리를 배운 뒤 소리제를 속조로 바꾸어 불러 항상 김창환에게
꾸중을 들었다 한다. 김봉학은 그의 아버지 김창환의 소리를 충실히 이어 받아 불러서 김창환에게 항상
칭찬을 들었다 한다. 김창환이 늙어서 쇠약했을 때 그를 도와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다. 한다. 정광수는
김창환과 김봉학에게 판소리를 배웠다.22)

이 논문 이후 국문학계와 음악학계에서 판소리에 대한 논의는 판소리의 유파나 명창 개개인
에 대한 명창론 등 판소리의 전승에 관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1980년에 발표된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와 1982년에 발표된 『전라북도국악실태조
사』 보고서를 통하여 원로 국악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전통 음악
문화가 사라지고 있던 시기에 지방의 국악인과 국악문화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 이 두 보고서는 전라남북도의 여러 국악인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각 판소
리 창자에 대한 기술 내용이 길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보고서의 발간 목적에 국한되지 않
고 이보형은 각 판소리 창자가 제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어 여러 논저와 평론,
그리고 음악 관련 잡지에 판소리 관련 소개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판소리에 대한 학자와 일반인
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이보형이 소장하고 있는 카셋테잎 녹음자료 중 1976년부터 1982년까지에 판소리 창자를
대담한 현지조사 자료는 박춘성 판소리 조사(A-013), 공대일 대담(A-013), 이상술, 한애순, 한진
옥, 박종선 대담(A-211), 판소리제 조사(A-439), 박춘성 판소리조사①(A-131), 박향산 판소리 산
조 조사(A-132)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이보형의 판소리 조사 후 문화재관리국에서 대
부분의 녹음자료를 보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1988년 전후로 판소리 조사를 한 후 1992
년에 발행한 『판소리유파』 조사보고서 관련 대담을 들어보면, 이미 1988년 전후 조사 대상이
된 판소리 창자들을 이보형은 한 차례 이상 만난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76년
에서 1982년 사이 판소리 창자를 대담한 녹음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
미 이보형이 활발히 판소리 명창과 고수, 그리고 그 외 전통사회의 판소리 음악문화에 대해 제
보해 줄 수 있는 지방의 고로(古老) 일반인 등을 활발히 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선행 논문인 “이보형 채록 판소리 자료의 연구사적 가치 및 특징”에서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대담일시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언급한 바 있지만, 본고의 II장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보형이 1982년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를 작성하며 인용한 내용은 1969년 이후 1970년대 초 사이 이보형이 국악예술학교와 판소리보존회에서 활동하며 국악
인들을 대담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졸고, “이보형 채록 판소리 자료의 연구사적 가치 및 특징,” 한국음악연구 59집, 한국국
악학회, 2016, 87쪽,
22) 이보형, “판소리 ‘제(派)’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학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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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보형은 이 시기 1976년, 1977년, 1979년에 3차례에 걸쳐 판소리 고법에 대한 보고서를
냄으로써 판소리 공연에 있어서 판소리 창자의 소리뿐 아니라 고수의 북 반주가 얼마나 음악적
으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하였다. 이는 이보형이 1970년대 중반 김명환에게
소리북을 배우며 고법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판소리 고법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판소리의 장단에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3. 조사 대상의 확대 및 체계적 조사보고서의 완성 (1983∼1992)
1) 전국적인 판소리 조사의 시행과 의의

1983년에서 1992년 사이 이보형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이룬 성과는 전국에 생존하고 있고

판소리 공연 혹은 교육에 종사하고 있던 판소리 창자를 거의 빠짐없이 찾아가 대담을 하는 현
지조사를 행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판소리 창자 현지조사는 크게 이미 이름이 알려지고 문화재
로 지정받은 명창들과 그렇지 않고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창자들을 모두 포괄하여 이루어졌
다.
먼저 이미 이보형이 여러 번 대담한 바 있거나 무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판소리 명창으로
서 이름을 얻고 있던 창자들을 조사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아마도 이보형이 가장 많이 대담하
여 이보형 소장 판소리 현장조사 중 가장 카셋테잎 분량이 많은 창자는 정광수일 것이다. 다음
의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정광수에 관한 녹음자료는 1986년부터 2000년 초까지의 자료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미 1982년에 발표된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에서 정광수의 구술이 인용되고
있듯이, 1986년 대담이 첫 대담이 아닐 뿐더러 녹음자료를 이보형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에도 정광수를 대담한 것은 여러 차례이다.
<표 1>23)

1

데이터
번호

원자료
번호

대표표제어

3433

A-249

정광수 대담조사

녹음시기

대담자
(연주자)

조사내용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2

2112

A-238

정광수 대담조사

1986-09-04

정광수

A면 17:14~17:45 시조시범
“천지자만물지역려요
광음자백대지과객이라”
A면 20:02~20:10까지 소리가
나오지 않음.

3

1551

A-241

정광수 대담 ②

1988-07-05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4

1771

A-239

정광수 대담조사 ①

1988-07-05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23) 이 표는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의 <민속악 현장조사자료 DB구축 시스템>을 활용해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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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70

A-237

정광수 대담조사

1990-05-01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6

1772

A-240

정광수 대담조사

1990-05-02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7

3387

A-246

정광수 대담조사 ①

1991-04-28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8

3388

A-247

정광수 대담조사 ②

1991-04-28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9

3389

A-248

정광수 대담조사 ③

1991-04-28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10

1774

A-243

정광수 대담조사 ②

1999-09-12

정광수

A-243B는 A-242B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A면 17:45-17:56 정광수 심청가
중 "화초타령"
A면 22:26-22:39 정광수 단가
"진국명산"
A면 26:55-27:13 정광수
삼공잽이장단
B면 05:11-05:52 정광수 단가
“사창화류”

11

1773

A-242

정광수 대담조사 ①

1999-09-12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 대담

12

1876

A-244

정광수 대담조사 ③

1999-09-12

정광수

B면: 정광수대담

13

1799

A-235

정광수 대담조사 ②

2001-04-27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14

1775

A-253

정광수 대담조사 ①

2001-04-27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
B면: 정광수대담

15

3413

A-027

정광수 대담조사

미상

정광수

A면: 정광수대담(22:25-30:50)
B면: 정광수대담

이보형은 정광수를 2000년대 초까지도 여러 번 대담한 이유에 대해서 정광수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많이 해서 판소리 사설을 잘 알고 있고 소리를 한 집안이라서 옛 명창들의 학습 내력
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에도 밝아서 판소리 사설집을 직접 내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1988년에 이루어진 정광수 대담은 조사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을 꼼
꼼히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추가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정광수 대담(1988년 7월 5일) [A-239]
이보형: 종로구 와룡동 정광수 선생님 학원, 정광수 선생님 판소리 대담
이보형: 선생님 성함은?
정광수: 정광수인데요, 정가는 거머리 정자고, 인광 변에 빛광자입니다.
이보형: 무슨 광인가요?
정광수: 구슬 광 그럽니다.
이보형: 그다음에요?
정광수: 빼어날 수자지요. 정광수는 예명입니다.
이보형: 본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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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호적에는 정용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보형: 무슨 잔가요?
정광수: 나무목 변에 얼굴용자
이보형: 무슨 잔가요?
정광수: 나무용자.
이보형: 훈자는요?
정광수: 향기 훈자. 향기 훈 그러기도 하고, 정 훈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보형: 연세는?
정광수: 지금 80 다 되었습니다.
이보형: 갑자을축 무슨 생이신가요?
정광수: 기유생입니다.
이보형: 닭띠시군요.
정광수: 예.
이보형: 호적으로는 몇 년 생이에요?
정광수: 1909.
이보형: 생일은요?
정광수: 7월 28일입니다.
이보형: 음력으로는요?
정광수: 같지요.
이보형: 현주소는?
정광수: 평택시지요.
이보형: 평택 그다음에요?
정광수: 평택시 합정동.
이보형: 여기 학원은?
정광수: 종로구 와룡동 93-1 태을빌딩 2층 무형문화재전수원이라고..
이보형: 본적은?
정광수: 본적은 광주시 사동 236일겁니다.
이보형: 나시기는 어디서 나셨어요?
정광수: 출생지는 나주지요.
이보형: 나주군 무슨면이예요?
정광수: 공산면. 귀공자에 뫼산자.
이보형: 무슨리예요?
정광수: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요.
이보형: 한문학습부터 먼저 하셨어요, 소리학습 먼저 하셨어요?
정광수: 한문.
이보형: 몇 살 때요?
정광수: 그때 한 10세 이하여서, 열두 살, 열세 살까지 했어요.
이보형: 몇 년 동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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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한 4,5년
이보형: 그러면 9세 때부터 해가지고 13살까지 했군요?
정광수: 예.
…(중략)…
이보형: 소리는 몇살 때 입문 하셨어요?
정광수: 15부터는 소리 한다고 어쩐다고, 정식으로 선생님을 안 정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정식으
로는 꼭 가서 거기를 17살부터...
이보형: 그 이전에는 그냥...
정광수: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넣을 것도 없고. 17살부터 정식으로 입학하였어요.
이보형: 김봉학 선생한테 갔나요? 김의관한테 갔나요?
정광수: 입학은 김봉학 선생님한테서 했지요. 김창환씨 큰 자제.
이보형: 나주. 선생을 모셔다 했나요? 양화집으로 가서 했나요?
정광수: 가서 배왔지요.
이보형: 나주군?
정광수: 삼도(三道)면, 석삼자 길도자 입니다.
이보형: 무슨 리예요?
정광수: 양화리.
이보형: 버들양자예요?
정광수: 버들양자 썼을 겁니다.
이보형: 될 화자요?
정광수: 예.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꽃 화자를 안 쓰고 될 화자를 썼어요.
이보형: 동네 이름이 그냥 양화리예요?
정광수: 예, 양화입니다.
이보형: 그래서 양화집, 양화집 한 거에요?
정광수: 예. 양화 터를 잡았어요, 김의관, 김창환씨가...그래서 그 마을이 자기 자손들 외에는 두 가구
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보형: 양화리에서 김봉학. 받들 봉입니까, 새 봉입니까?
정광수: 새 봉자지.
이보형: 학 학자입니까, 배울 학자입니까?
정광수: 학 학자. 맞아요. 봉학씨 우리 선생님.
이보형: 김봉학 그 어른에게 처음에 뭐부터 배우던가요? 단가를 배우던가요?
정광수: 단가를, <옥창앵조>를 배웠습니다.
…(후략)

다음은 1986년과 1988년에 정광수를 대담하며 이보형이 기록한 카셋테잎의 표지인데, 이 시
기부터는 판소리 창자를 대담한 연도를 표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보다 분류와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하며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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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판소리를 학습한 이후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1960년
대 이후 판소리가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제자를 가르치거나 혹은 여전히 판소리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창자들을 대담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1992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판소리유파』에 실린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루어
진 것이다.24) 이 조사보고서에는 흔히 판소리권으로 알려진 호남 지역과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살고 있던 서울 지역 이외에 충청권이나 영남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판소리 창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920년대 무렵 출생하여 20세기 판소리사의 부침을 겪으며 지
방에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던 창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흥보가> 집터잡이: 남해성 창 / 이보형 채보
<춘향가> 천자풀이: 나성엽 창 / 이보형 채보
<춘향가> 춘향집 가는데: 나성엽 창 / 이보형 채보
<춘향가> 방치레: 나성엽 창 / 이보형 채보
<적벽가> 조조호령: 신옥주 창 / 이보형 채보
<적벽가> 군사설음: 신옥주 창 / 이보형 채보
<단 가> 천생아재: 신옥주 창 / 이보형 채보
<심청가> 망사대: 김영애 창 / 이보형 채보
<춘향가> 사랑가: 김순례25) 창 / 최헌 채보
<심청가> 황성가는길: 김계화 창 / 최헌 채보
<적벽가> 군사설음: 김계화 창 / 최헌 채보
<흥보가> 흥보집: 선동욱 창 / 최헌 채보

판소리유파의 말미에 실린 부록 악보를 보면 나성엽, 신옥주 등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거주
하고 있던 창자들의 소리가 주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조사자인 이보형 역시 이처
럼 숨어 있던 창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통해 전승이 끊어질 뻔한 소리를 녹음했다는 점에 의의
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졸고, “이보형 채록 판소리 자료의 연구사적 가치 및 특징,” 『한국음악연구』59집의 83쪽 <표3> 참조.
25) 김순례는 김계화의 본명인데, 판소리유파에 제시된 최헌 채보 악보 중 ‘사랑가’는 김순례 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목은
‘김계화 창’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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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김토산제를 전승하고 있던 신옥주를 대담한 현지조사 당시 이보형이 기록한 수
첩 자료의 일부이다. 이보형은 당시 신옥주의 학습 내력뿐 아니라 실제 정정렬이나 김토산에게
전승한 소리를 직접 북을 치면서 녹음하였다.
2) 현장조사를 반영한 판소리 연구 성과

1983년에서 1992년 사이에 이루어진 현장조사를 통한 판소리 연구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이루어진 전국의 판소리 창자 조사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에 출생한 창자들이 아직 생존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또한 널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창자들까
지 모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김토산제 등과 같이 전승이 끊어질 뻔한 소릿조를 보유한 창자
를 찾아내고 그들의 소리를 녹음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보형이 녹음해서
보유하고 있던 카셋테잎 자료 중 소리 공력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전승이 거의 끊
긴 소리를 보유한 창자의 소리를 선별하여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한국음반학』 8호 부록으
로 제작한 CD <이보형 채록 판소리(1)>26)와 『한국음반학』 13호 부록으로 제작한 CD <이보
형 채록 숨은 명창들의 단가>27)에 수록함으로써 학계에 공개된 바 있다. 이 두 CD에 수록된
창자와 채록 일시, 그리고 원자료 번호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1998. 10 지구레코드 제작
27) 2003. 11 화음레코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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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보형 채록 판소리(1)’와 ‘이보형 채록 숨은 명창들의 단가’에 수록된 내용
원자료
번호
A-365
∼375

채록일시
및 장소
1990년대
충남 서산

1919년생
충남 서천

A-062

1988.8.9
충남 논산

1921년생
전남 보성

A-130

판소리 창자

출생연도

심화영(여)
본명: 심화영

1913년생
서울 종로

나성엽(남)
본명: 나완집
박춘성(여)
본명: 박옥심

신옥주(여)
본명: 신옥주

1923년생
충남 청원

김재근(남)
본명: 김재근

1923년생
경남 삼천
포

A-372

1924년생

A-118

1925년생

A-132

1925년생
전남 나주

A-001

김애정(여)
본명: 김망내
박향산(여)
본명: 박정례
김계화(여)
본명: 김순례
백남희(남)
본명: 백남희
안채봉(여)
본명: 안채봉
진춘옥(여)
본명: 진춘도

1926년생
1926년생
1927년생
전북 김제

김여막(여)
본명: 김화선

1928년생
전남 함평

이옥진(여)
본명; 이옥진
김명심(여)
본명: 김명심
최해윤(여)
본명: 최명임

1930년생
함북 해령
1937년생
전남 나주
1942년생
충남 대전

A-363

A-139
A-191
∼192
A-362
∼363
A-371

A-362
A-364
A-312

1978.8.30
전남 보성

1988.8.9
충남 논산
1989.6
경남 사천
1989
경남 마산
1979
전남 순천
1989.7.6
경남 울산
1988.7.15
서울
1989.3.11
전남 광주
1988.8.9
충남 논산
1986.2.15
전남 함평
1988.8.9
충남 논산
1989.5.22
경남 부산
1988.8.9.
충남 대전

채록된 소리 대목
단가 만고강산
최명곤제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
단가 이산저산
정응민제 <적벽가> 중
‘싸움타령’-‘주유가 불로 공격하려 하나
바람이 없어 애를 태우는데’
단가 진국명산
정정렬제 <적벽가> 중
‘조조가 음식을 베풀어 군사를 위로하는
데’-‘군사설움타령’
단가 천생아재
단가 편시춘
송억봉제 <적벽가> 중
‘공명 동남풍 비는데’-‘조자룡 활쏘는데’
박봉채제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뜬 뒤 좋아하는데’
오수암제 <춘향가> 중
‘긴 사랑가’-‘자진 사랑가’
단가 적벽부
백성환제 <수궁가> 중
‘고고천변’
정응민제 <수궁가> 중
‘용왕탄식’-‘약성가’

녹음
시간
03:53
05:28
04:14
09:03
02:46
06:47
03:48
03:33
09:44
01:43
04:31
04:27
06:22
05:19

단가 이산저산

03:43

최막동제 <수궁가> 중
‘왕왈 연하다’-‘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09:57

단가 이산저산

04:51

단가 사창화림

05:14

단가 적벽부

00:54

단가 관동팔경
(동해가 막막허여)

05:01

둘째, 19세기의 8명창 세대인 권삼득, 모흥갑, 송흥록, 김세종 등에 관한 유적지를 민족지
(ethnography)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조그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제공자
(informant)라도 찾아가 조사하고 직접 명창과 관련 있는 여러 장소를 찾아가서 전해지는 이야
기로만 남아 있던 명창들의 삶을 실체가 있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낸 것이다. 이보형의 명창
관련 유적지 조사는 1987년에 『예술계』라는 잡지의 4권 1호28), 2호29), 5호30)에 차례로 발표되
28) “판소리의 가왕 송흥록,” 예술계 4권 1호 통권 20호, 한국예총, 1987. 1.
29) “적벽가의 명창 모흥갑” 및 “판소리의 명창 권삼득,” 예술계 4권 2호 통권 21호, 한국예총, 1987. 2.
30) “판소리 이론의 선구자 김세종,” 예술계 4권 5호 통권 24호, 한국예총, 198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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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후 1994년 무렵 다시 『판소리연구』에 재수록 되었다.
셋째, 판소리학회에서 기획하여 1991년 4월에서 5월 사이 정광수, 박동진, 김소희, 강도근, 한
승호를 면담한 내용이 1991년 간행된 『판소리연구』 2집31)에 수록되었는데, 이처럼 음악학자
뿐 아니라 국문학자들도 판소리 명창을 대담하는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한 것은 1960
년대 이후 이보형이 부지런히 행해 온 판소리 명창 대담 조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이후에도 이보형의 현장조사를 통한 판소리 연구와 그 대담의 기법은 손태도, 최혜진
등의 국문학자와 권도희, 성기련, 신은주 등의 국악학자 등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재
명 국악음반박물관장의 경우 유성기음반 등 다양한 국악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성우향
의 생애를 정리한 저서 등을 발간하거나 중고제 명창 등 다수의 판소리 창자를 대담하는 현장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판소리명창』이라는 저널을 발간하여 판소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III. 이보형 대담조사의 기본 틀과 현지조사에서의 적용
1. 이보형의 판소리 창자 대답기법의 틀
이보형이 판소리 창자를 대담한 녹음자료 중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자료는 1976년 대담자료
이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전부터 이보형은 많은 판소리 창자들을 면담해 왔다. 그러나
이보형이 판소리 창자들을 면담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일정한 대담조사의 틀을 갖고 있었던 것
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에 판소리명창을 대담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정노
식의 『조선창극사』와 역시 정노식이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일보에 실린 명창들의 인터
뷰 기사 정도이기 때문에 이보형이 처음 판소리 창자들을 진행했을 때에는 ‘질문지
(Questioannaire)’ 혹은 ‘면담기법’ 등의 개념이나 기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재명에 의하면 판소리 명창을 대담한 최초의 녹음자료는 1963년 장사훈(1916-1991)이 박록
주를 면담한 KBS의 소장 자료인데, 이보형이 당시 국악학회 등에서 장사훈과 교감하고 학문적
영향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이보형의 판소리 창자 대담에도 이러한 인터뷰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장사훈에 의한 박록주(1905-1979) 대담의 첫 부분을 일
부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32)

31) 「특집 판소리 인간문화재 증언 자료」, 『판소리연구』2집, 1991.
32) 1963년 KBS 녹음. KBS 방송자료실에 소장 디지털오디오테잎입 관리번호 5845-00241∼00250, 10DAT, 박록주 춘향가 1∼5,
2세트 수록 음원.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컴팩트디스크 관리번호 NICD-2784∼2788, 5CD. 되어 있는 노재명, “국악 유성기음반
관련 명인명창 주요 증언자료 해제,” 『한국음반학』제22호, 189-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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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이 판소리 마지막 시간으로 으, 춘향가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우리나라 국창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그 옛날 명창이신 박록주
여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으,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점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 노래에, 방송꺼징 와 주셔셔. 에, 근데 저 이, 지금이 몇이신가요?
박록주: 쉬흔 아홉입니다.
장사훈: 쉬흔 아홉이요? 참 연만하십니다. 근데 뭐, 소리하시는 데 좀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박록주: 아 물론이지요. 나이 많이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장사훈: 글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르구 으, 어디 태생이신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록주: 경상북도 선산입니다
장사훈: 예, 선산이요?
박록주: 네.
장사훈: 음, 그러면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에, 누구한티 배우셨는지, 누구 문하생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박록주: 송만갑씨 하고.
장사훈: 예.
박록주: 정정렬씨 하고.
장사훈: 예.
박록주: 김창환씨 하고.
장사훈: 예, 이 세 분이요?
박록주: 네.
장사훈: 에, 그러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 세 분이 다 우리나라 그 5대 명창 어, 참 마지막
판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섯 명창 중에 한분인데요, 이 세 분이 다 그렇죠?
박록주: 네.
장사훈: 에, 그러면은 송만갑 선생한티서는 무슨 노래를 배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후략)

이보형이 현지조사에서 판소리 창자들을 면담한 질문의 순서 및 기본 틀은 장사훈이 박록주
에게 질문한 순서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이보형이 판소리 창자들을 면담할 때에는 다음의 김
여막을 면담한 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등에 대해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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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질문하는 기본 틀은 1976년 2월과 4월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를
위해 행한 면담 시 녹음한 카셋테잎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름:
예명, 아명, 본명에 대해 질문
② 생년월일:
반드시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간지, 양력과 음력, 그리고 주민등록상 기재된 생년월일을 질문
③ 본적 주소와 현 주소:
본적지 주소와 현 주소를 질문
④ 가족 관계:
부모의 성함이나 혹은 친척의 이름 질문
⑤ 학습내력:
어렸을 때부터 차례로 만난 스승의 이름과 스승에게서 배운 구체적인 소리 대목 및 학습 기간
⑥ 음악문화 경험:
판소리 이외의 국악 학습이나 국악 경험 등
⑦ 창자에 따른 맞춤형 질문:
판소리 창자의 학습내력, 활동 이력, 나이 등에 따라 판소리 용어를 질문하거나 소리 시연 요청

이보형은 연구자에게 현장조사에 관한 방법론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이름을 다양한 방법으
로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판소리 창자는 본명이 아닌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활동 시기마
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조사 대상자가 사용했던 모든 이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특히 또 다른 정보제공자가 판소리 음악문화 혹은 전승계보에 관해 구술할 때 어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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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있을 교차 검토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곤 하였다. 다음으로 연로한 조사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것은 ‘간지’를 묻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질문법의 중요함을 누차 강
조하였다. 그 외에 나이와 관련하여 한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출생한 해보다 한 살 더 많게
나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본적의 나이와 실제 출생연도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양력과
음력 중 한 가지를 택해 생일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보형이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
보 중 하나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은 위의 정광수 대담(1988. 6. 5)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2. 대담자에 따른 대답기법의 유연성과 차별화
이보형은 따로 학위 과정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
원으로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인류학자들에게 현지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되고33) 또한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민속음악현장론] 강의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리에서 민족지(ethnography)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현지조사에서 판소리창자를 면담하면서 판소리에 대해 조사할 때에도 조사대상자
(informant)에게 판소리 학습 내력 등에 관해 묻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소리를 제외한 다른 전통
음악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집안 내력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끄집어내어 자세히 기록하였음
을 그의 카셋테잎 채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식은 ‘한국음악학에 있어서 음악민족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외국에서 민족음악
학을 공부한 학자나 외국의 민족음악학자들이 1년 이상의 철저한 현지조사(intensive fieldwork)
를 하면서부터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34) 하지만 민족음악학 분야에서도 현지조사를 행하는
주체를 insider와 outsider로 구분하며 현지조사 작업이 반드시 장기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음악 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으로 나가서 연주자 혹은 음악연
행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보형이 1960년대 중반부터 판소리 창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면담이야 말로 한국음악학에 있어서 현지조사(fieldwork)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5)
뛰어난 이론을 갖추고 있는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
한 상황이나 예기치 못했던 제보자의 태도 등을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구자가 현장에
서 만난 대부분의 대담의 대상자들은 학자들이 녹음기기나 녹화장비 혹은 사진기 등을 갖추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 종종 긴장하거나 혹은 대답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원활히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학자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33) 이보형은 문화재관리국의 민속종합조사보고 작업이 문화인류학회의 주도로 기획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김영운 구술채록,
『국립국악원 구술총서2 이보형』(국립국악원, 2011), 182-188쪽.
34) 이용식, “한국음악학과 음악민족지,” 197쪽.
35) 이용식은 음악민족지에 대해 ‘음악이라는 문화연행(cultural performance)이 행해지는 이벤트를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음악민족지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용식, “한국음악학과 음악민족지,”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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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를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유형 혹은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는 대개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 자신의 집안내력 등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로 답을 꺼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
- 학술용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탓에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
- 판소리 창자가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실력이나 학습 기간을 과장하는 경우
-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창자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경우

다음은 Nettle이 민족음악학자가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Ideal ethnomusicological fieldworkers are formidable individuals indeed. According to various writers
on the subjects (e.g. Jacobs in Freilich 1970, Hood 1971), they should control several disciplines anthropology, history, art, religious studies, biology, psychology – besides their musical traning. They
must be talented musicians so that they can quickly learn a strange system. …(중략) In fieldwork there
is less standardization than in other activities of the research process; it is more art than science.36)

위의 인용문 중 밑줄 친 부분에서 현지조사를 할 때 조사자는 음악적으로도 훈련되어 있어야
조사대상자(informant)로부터 음악과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이러한 점에서 이보형은 판소리와 같은 민속음악학 현지조사에 최적화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호남권에서 민간협률사나 굿판, 걸립 등
전통음악문화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판소리 창자들의 음악어법에 익숙해져 있
었으며 김명환으로부터 직접 소리북을 배우고 정권진 명창에게 판소리를 학습함으로써 대담조
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가 제공하는 음악적 정보를 바로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음악적 반응과
새로운 대담(interview)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지조사는 다른 학문적 연구 과정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지조사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혹은 기술)에 가깝다’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보형 판소리 채록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보형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습내력을 가지고 활동해 온 다양한 연령대의 창자들로부터 각자의 조사제
공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6) Bruno Nettl, The Study of Ethnomusiclogy: Twenty-nine Issues and Concept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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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구전예술인 판소리는 20세기 이전까지 그 전승계보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음악용어, 음악
이론 등이 정리된 문헌이 없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 판소리 창자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이지만, 저자인 정노식은 음악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 판소
리를 애호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와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어서 학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박황이 저술한 판소리
소사 등의 책이 출판되기도 하였으나, 자료의 신빙성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보형이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낸 판소리 연구는 판소리 연구사에 있
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보형이 남
긴 카셋테잎 자료의 수록 내용과 연구사적 가치를 주로 논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이보형이
판소리 명창이나 국악인, 혹은 고로를 대담하고 남긴 대학노트를 비롯하여 현장조사 시 기록한
수첩 등을 포함하여 이보형이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판소리 연구 실제에
적용했는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보형의 판소리 자료를 연대순으로 끊어서 제1기를 1969년에서 1980년, 제2
기를 1981년에서 1900년으로 나누었다면, 본고에서는 이보형이 판소리 명창을 대담하면서 현장
조사를 시작한 시기를 1964년경으로 보고 첫 번째 시기를 1964년경에서 1975년, 두 번째 시기를
1976년에서 1982년, 그리고 세 번째 시기를 1983년에서 1992년으로 보았다. 이보형이 현장조사
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은 각 시기의 마지막 단계마다 이보형은 판소리연구에 있어서도 한
단계씩 더 종합적이고 나아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첫 번째 시기에는 19세기 판소리 명창
즉 8명창의 더늠과 그 전승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 시기에는 판소리 붙임새나
판소리 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거시적으로 판소리사와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 시기에는 전국적인 판소리 창자의 조사를 행하였으며, 보다 큰 틀에
서 판소리 음악문화의 특징과 전승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한국음악의 박과 장단, 조의 특징 등
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닦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1992년 간행된 조사보고서인 판소리유파 발표 이후에는 연구자로서 이보형 개인뿐 아니
라 문학계의 여타 연구자나 음악학계의 후학 및 제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판소리를 더 깊이 연
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조사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에는 매체의 발달로 비디오 카메라를 일반인들도 휴대하고 촬영하기 용이해짐으로써 이보형과
함께 판소리 현장조사를 나선 다른 연구자나 제자들에 의해 당시의 현장조사 장면을 동영상으
로 촬영한 비디오자료가 기록자료로 남아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보형의 판소리 관련 현장조사 자료에는 판소리뿐 아니라 판소리 창자가 경험
한 다양한 음악문화적 경험이나 판소리 창자가 판소리 학습 이외에 배웠던 여타 장르 등이 기
록되어 있어서 판소리뿐 아니라 한국음악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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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본 발표문은 완성본이 아니므로 인용이 필요한 경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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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이보형의 판소리 현지조사와 연구 성과의 분석적 고찰 에
대한 논평
김미영(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의 토대연구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
국학진흥사업단의 토대사업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DB의 구축”으로 인하여 우
리나라의 민속 전반에 걸친 엄청난 분량의 현장조사와 연구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가로서
후학들의 모범이 되시는 이보형선생님의 자료가 DB로 구축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라 생각됩니다.
이 글은 민속음악학자로서 많은 성과와 족적을 남기신 이보형선생님이 판소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검토 · 분석한 후 조사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의 연구 성과를 고찰한 것입
니다. 한 학자의 연구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음악이론을 전공하는 후학들의 당
연한 의무라고도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보
형선생님이 판소리 명창과 대담하면서 남긴 필기·녹음·동영상 자료를 시기별로 검토하면서 현
장조사를 반영한 판소리 연구 성과와 업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보형선생님이 현장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대담조사의 틀과 조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잘 정리되었기에 발표자의 시대구분에 의한 연구
성과 결과에 따른 논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여쭙
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생존해 계시고, 발표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가 사제로서 맺어진 친분관
계이다 보니 발표자의 논지에서 연구대상자의 연구 성과 평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
셨습니다. 혹여, 이보형선생님의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내용에 있어서 보강되어야 될 사항이나
비판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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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대상자의 현장조사를 통한 판소리 연구와 그의 대담기법은 손태도, 최혜진 등의
국문학자와 권도희, 성기련, 신은주 등의 국악학자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북한의 조선음악 조식연구의 전개양상

김영운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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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북한의 조선음악 조식연구의 전개양상
김영운(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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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 전통음악 연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무성하고, 학계의 결집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악조이론이다. 개별 연구자별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과의 도출이 쉽지 않은 이유의 하나가, 연구자마다 관점과
연구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한국음악학계의 전통음악 악조론은 연구
자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달리 설명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음악의 악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각 연구자에 따른 연구방
법이나 연구대상, 또는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같은 한민족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북한 학자들은 전통음악의 악조이론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학자들의 전통음악(*1)조선음악) 악조(*조식)연구
의 진행 과정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2000년 이전의 성과를
정리한 첫 번째 글만을 발표한 바 있다.2) 이 글은 전편에 이어 2000년대 북한 학자들의 연구성
과를 정리한 글이다. 앞서의 글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이 북한 연구자들의 전통음악 악조론은
주로 민요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의 연구물에서도 달라지지 않았
다.
이 글은 2000년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악조연구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인바,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5-KFR-1230003).
1) 남북 학자들 간에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이해한 적절한 용어를 이 글에서는 *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김영운, 북한의 조선음악 조식연구 초기의 전개 양상 , 한국음악연구(서울:한국국악학회, 2017), 제62집, 19-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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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계의 예술관련 연구물이 주로 발표되는 조선예술에 수록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다루
고자 한다. 이 잡지에 실린 글을 발표시기에 따라 살펴보면서, 남한 학계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는 한편, 북한 연구자들의 관점이나 결과에 대하여 필자의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견해를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하여 남북한 연구자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나아가 한국 전통음악 악조론의 보다 진전된 논
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2000년대 북한의 민요조식 연구성과 개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까지의 북한의 민요 악조론을 살펴본 결과 “민요의 조식(mode)
은 5음음계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조식으로 대표되고, 각 조식은 3음렬(tetrachord)의 결합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2000년경까지의 북한 민요 음조직 연구는 조식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치중하였고, 한시형의 제안과 같이 지방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데 까지 관심을 두
었으나, 민요가 지니는 지역적인 특징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 음악학계의 연구 성과물 중에는 민요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킨 결과물이 산견되는 바, 이들 연구물을 포함한 북한 학계의 최근 연구 성
과를 조명하는 작업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민족 전통음악 악조론의 전개를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2000년대 북한의 민요조식 연구 성과물 중 조선예술에 수록된 것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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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년대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수록 민요조식 연구논문
저자
전혜영
윤광철
윤광철
신 호
서병복
리창호
위 혁
추대명
허성철
박춘식
장송철
장송철
장송철
장송철
윤정희
정세영
황민영
황민영
김련희
장송철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제목

년도
조선민족음악의 본색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식적특성
2000
3음렬은 조선민요의 조식적기초
2001
각 지방민요의 굴림새의 음조적특성
2001
조선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조식구조적기초로서의 3음렬에 대하여
2002
우리 나라 민요 5음계조식에서 《상》조의 조식기능적특성에 대한 리해
2003
우리 나라 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특성
2005
서도민요의 선율음조적특성
2008
서도지방민요들에 적용된 조식적특성
2009
조선민요
2009
강원도민요의 조식과 음조적특성
2009
조선민요 《몽금포의 노래》의 조식-조성과 선율발전수법의 몇가지 특성
2010
조선민요 《물레타령》의 조식-조성과 그 음계적특성
2010
조선민요조식-조성분석의 중요성과 음악실천적의의
2010
전통적인 평조, 계면조식에 기초한 동명조식과 그 음계적 특성
2010
지방별 특성에 따르는 민요의 구분
2010
중부지방민요의 일반적특징
2012
조선민요조식의 고유성
2013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음조와 음조 발전수법의 몇가지 특성
2014
서도민요에서의 굴림적용
2015
조선민요선률의 조식-조성분석
2015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1) ① 수심가제의 분석(3음렬, 롱음) 2016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2) ② 념불제
2016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3) ③ 강원도메나리제
2016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4) ④ 창부타령제
2016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5) ⑤ 경드름제
2016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6) ⑥ 륙자배기
2016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7) ⑦ 애원성제
2017

수록 정보
호(루계)
면
05(521) 31-32
06(534) 71-73
11(539) 54-55
11(551) 60-61
08(560) 72-73
11(587) 58-60
04(616)
57
05(629)
75
12(634)
16
12(634)
78
04(640) 64-65
05(641)
67
06(642) 65-66
07(643) 64-65
12(648)
28
01(661)
59
12(684) 29-30
05(689) 52-53
06(702) 79-80
11(707)
69
07(715) 63-65
08(716) 66-67
09(717) 79-80
10(718) 79-80
11(719) 79-80
12(720) 79-80
01(721) 57-58

<표 1>에 정리된 연구물은 연구자 15인에 의한 27편이다. 이 중 윤광철이 2편, 장송철이 5편,
전희옥이 7편(7회 연재물), 황민영이 2편의 글을 각각 발표하였고, 다른 11인의 연구자는 각 1편
의 글을 발표하였다.
위의 연구물 중에는 비교적 치밀한 논의를 통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우도 있으나, 허성철의
조선민요 와 같이 민요 일반에 대한 개설적인 글도 있다. 이들 27편의 글 중에는 여전히 2000
년 이전 북한 음악학계의 민요조식 연구경향을 답습하면서 민요의 조식을 3음렬과 기둥음(*골
격음, 핵음), 대조(*장조)적 성격의 평조와 소조(*단조)적 성격의 계면조 등으로 논의하면서 ‘조
식의 구조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물이 많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새로운 관점이나 이론
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2000년 이전의 연구성과를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중에는 민족적인 색채를 띠는 작품의 작·편곡을 위하여 전통민요를 분석하는
문제와 관련된 ‘분석 이론적인 연구’에 해당하는 글도 있는바, 장송철의 글 대부분이 이에 해당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의 하나는 우리 민요가 지역적으로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악곡을 제시하면서 서도·강원도·중부지방 등의 음악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을 논의’한 글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민요의 지역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2016년 7월호부터 이듬해 1월호까지 7회에 걸쳐 연재된 전희옥의 연구에서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전희옥의 연구에서는 상당부분의 논의가 남한 민요학계의 논의에 근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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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 1>에 정리된 북한 민요조식 연구물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2000년대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수록 논문별 주제어 정리표
년도 저자

제목

주제어(*필자가 정리한 것임)

2000 전혜영 조선민족음악의 본색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식적특성
2001 윤광철 3음렬은 조선민요의 조식적기초
2001 윤광철 각 지방민요의 굴림새의 음조적특성
2002 신 호 조선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조식구조적기초로
서의 3음렬에 대하여
2003 서병복 우리 나라 민요 5음계조식에서 《상》조의 조식기능적
특성에 대한 리해
2005 리창호 우리 나라 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특성
2008 위 혁 서도민요의 선율음조적특성
2009 추대명 서도지방민요들에 적용된 조식적특성
2009 허성철 조선민요
2009 박춘식 강원도민요의 조식과 음조적특성
《몽금포의 노래》의 조식-조성과 선율발전
2010 장송철 조선민요
수법의 몇가지 특성
2010 장송철 조선민요 《물레타령》의 조식-조성과 그 음계적특성
2010 장송철 조선민요조식-조성분석의 중요성과 음악실천적의의
평조, 계면조식에 기초한 동명조식과 그 음
2010 장송철 전통적인
계적 특성
2010 윤정희 지방별 특성에 따르는 민요의 구분
2012 정세영 중부지방민요의 일반적특징
2013 황민영 조선민요조식의 고유성
2014 황민영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음조와 음조 발전수법의 몇가
지 특성
2015 김련희 서도민요에서의 굴림적용
2015 장송철 조선민요선률의 조식-조성분석
2016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1)
2016
2016
2016
2016
2016
2017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제》와
《제》와
《제》와
《제》와
《제》와
《제》와

그
그
그
그
그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민요들(2)
민요들(3)
민요들(4)
민요들(5)
민요들(6)
민요들(7)

분류

평조 계면조, 지역별 평조와 계면조
조식구조
3음렬, 평조 계면조, 골조음
조식구조
지역적 색채, 굴림새, 기교적 선율토막, 곁소리, 보조음 경과음 지역특징
3음렬, 기둥음, 성격음

조식구조

3음렬, 평조·계면조, 5음음계

조식구조

3음렬론
서도·동부지방 민요의 음조적 접근. 성격, 하행형
3음렬, 대소와 소조, 평조와 계면조
민요 종류, 3음렬론(X), 평조와 계면조
강원도 민요의 음조. 미계면조·라계면조, 련결음조, 굴림음조

조식구조
지역특징
지역특징
조식구조
지역특징

3음렬론

분석이론

동명조식, 동명조3음렬
조식-조성분석

분석이론
분석이론

중간3음렬, 배함3음렬, 동명조3음렬, 동명조식

조식구조

민요의 지역성 구분, 대표곡 제시, 지방별 민요의 정서
지역특징
지역구분(5개), 대표곡, 창부타령제 경드림제. 쏠평조·라계면조 지역특징
3음렬, 중간3음렬, 선률음조
조식구조
평조, 계면조, 중간3음렬,

조식구조

난봉가제. 민요의 정서
조식의 주음(종지음)의 중요성. 미분음 제외.
‘제’의 개념(동서편, 권마성제·석화제 외 민요제의 명칭 제시
① 수심가제의 분석(3음렬, 롱음)
② 념불제
③ 강원도메나리제
④ 창부타령제
⑤ 경드름제
⑥ 륙자배기
⑦ 애원성제

지역특징
분석이론
지역특징
지역특징
지역특징
지역특징
지역특징
지역특징
지역특징

<표 2>에서 2000년대 북한 학계의 민요조식 관련 연구를 ‘조식의 구조적 이해’, ‘분석 이론적
인 연구’, ‘지역적 특징 연구’의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세 유형별로 각
연구물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2000년대 북한의 민요조식 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2000년 이후 북한의 조선예술에 수록된 민요조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앞서 논
의한 세 가지 내용 유형으로 나누고, 발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남한
학계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며, 북한 학계의 견해 중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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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살펴볼 내용별 유형 세 가지는 앞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조식의 구조적
이해’, ‘분석 이론적인 연구’ 그리고 ‘지역적 특징 연구’의 세 분야이다.

1. 조선민요 조식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연구
이 절에서 살펴 볼 ‘조선민요 조식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연구’란 2000년대 이전을 다룬 필자
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는 것으로, 주로 리창구·황민영 등에 의하여 주도된 북한의 민요
조식이론을 답습하거나 계승한 연구태도를 지칭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 민요 음조직의 구
조적 특징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5음음계·3음렬·평조·계면조·안정음(기둥음)·성격음 등으로 민
요 음조직의 구조적 특징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태도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전혜영(2000), 윤
광철(2001), 신호(2002),3) 서병복(2003), 리창호(2005), 허성철(2009), 장송철(2010.7), 황민영(2013,
2014) 등의 연구가 포함돤다. 장송철의 2010년 4·5·6월의 글과 2015년의 글은 크게 보면 이 부류
의 저작물에 속하지만, 조식의 구조보다는 이를 분석하는 부분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항목을 달리하여 다음 항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전혜영, 조선민족음악의 본색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식적특성 (2000년 5월)

2000년대 들어 처음 발표된 민요 조식연구는 전혜영의 글4)이다. 전혜영의 글은 “조선민요에

서는 조식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선률의 민족적색갈을 풍부하게 살리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김정일의 말을 인용한 다음, 조식의 정의로 시작된다. 전혜영은 “조식은 가장
안정된 주음을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안정한 음, 불안정한 음들의 끌림관계로 이루어 진
조직적인 체계를 말한다”고 조식을 정의하였다. 이어서 민요의 조식은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되
고, 계면조는 지방적인 변종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요 조식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쏠》평조, 《라》계면조, 《도》평조, 《레》평조, 《미》계면조가 5음계조식의 기본 형태라고
하여 리창구 등 선배 연구자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전혜영은 같은 해 4월호 조선예술에 발표된 조선민족음악의 본색을 나타내는 몇가지 선율
발전수법 이라는 글을 쓴 점으로 보아 작곡분야 전문가로 보이는데, 5월호에 조선민족음악의
본색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식적특성 을 발표하면서 “조선민요조식은 선율적특성에 따라 크게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라 하고, “중세기에 이미 음계성격을 대조(*장조)적인것
과 소조(*단조)적인 것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다.5) 그리고 평조와 계면조에 대하여는
“평조는 각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식”이고, “계면조는 평조와는 달리 지방마
다 서로 다른것만큼 지방적인 변종들이 있게 된다. -(중략)- 계면조는 두 개의 조식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그 하나는 계면조4도안정형6)과 계면조 제1변형의 변격형태7)와 계면조5도안정형8)
3) 부교수, 학사 신호의 글 말미에 ‘필자는 중국연변대학 예술학원 교무처장임’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4) 전혜영, 조선민족음악의 본색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식적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2000년 제5호(루
계 521호), 31-32쪽.
5) 전혜영, 위의 글, 31쪽.
6) * 4도안정형 : 주음과 4도관계에 있는 음이 안정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 즉 솔-라-도-레-미의 5음음계에서 솔과 도가 안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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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묶어진 메나리쩨계면조이다. -(중략)- 그리고 일정한 지방에 국한된 특수한 조식으로는 평
조에서 서도평조와 계면조에서 서도계면조, 남도계면조이다”라고 하였다.9)
전혜영이 일정한 지방에 국한된 특수한 조식으로 언급한 것은 ‘메나리쩨계면조’와 서도평조·
서도계면조·남도계면조이다. 이 중 서도평조는 ‘서도식 경토리’(* 진경토리)10), 서도계면조는 수
심가토리를 가리키는 것11)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조식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종
래의 관점보다 진일보한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혜영은 신민요에 관하여 “신민요는 우리 나라의 오랜 민요들의 음악언어적 전통과 체계를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나 그 절대다수는 평조의 전회형과 계면조의 원형(즉 궁조와 우조)으
로만 되여 있다”라고 하여 신민요의 악조가 전통적인 악조를 잇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평조의 전회형(궁조)’은 서구의 5음음계(pentatonic scale)나 일본의 요나누키
장음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계면조의 원형(우조)’은 요나누키 단음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2) 윤광철, 3음렬은 조선민요의 조식적기초 (2001년 6월)

윤광철은 2001년 6월호에 실린 글12)에서 “평조, 계면조는 3개의 음으로 이루어 진 3음렬에
의하여 형성된다. 3음렬이란 평조와 계면조의 조식을 절반으로 나눈 결과에 이루어진 조식음계
의 한 구성부분이다”13)라 하면서, “조식의 기본형태를 이루는 3음렬의 량극단의 음이 안정음이
면서 조식의 골조가 완전4도로 이루어진 것은 다른 나라 5음조식에서 찾아 볼수 없는 평조, 계
면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중략)- 또한 조식의 기본특징을 나타내는 성격음이 불안정음
이며 평조나 계면조의 주음으로부터 각각 대2도(*장2도) 또는 소3도(*단3도)우에 놓인다. 이것
역시 평조나 계면조에만 있는 성격적특징이다. -(중략)- 평조, 계면조의 독특성은 성격음이 주
음에로 내리 끌리거나 반대로 골조음에로 올리끌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조식음계는 일정
을 이루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 솔-도의 4도안정형은 ‘평조4도안정형’, 라-도-레-미-솔에서 라-레의 4도안정형은 계면조4도
안정형이라 한다.
7) * 제1변형의 변격형태 : 라-도-레-미-쏠-라의 음계에서 주음이 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안정음인 레로 바뀌어 계면조
제1변형으로 되는 것. 리창구, 조선민요의 조식체계(평양:예술교육출판사,1990), 80쪽.
8) * 5도안정형 : 주음과 5도관계에 있는 음이 안정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 즉 솔-라-도-레-미의 5음음계에서 솔과 레가 안정형
을 이루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 도-솔의 5도안정형은 ‘평조5도안정형’, 라-미의 5도안정형은 계면조5도안정형이라 한다.
9) 전혜영, 위의 글, 32쪽.
10) 북한 학계에서는 <구조아리랑>을 <서도아리랑>이라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산도>·<방아타령>·<도라지> 등을 서도
민요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 민요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민요들을 북한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도지방의
민요로 주장하여, 북한이 우리 문화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글에서 북한 학계의 ‘서도평조’를
‘서도식 경토리’라 표기하는 것은 경토리(진경토리)와 다른 ‘서도식’의 경토리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 학
계가 주장하는 서도지방의 경토리’라는 의미이다.
11) 서도계면조는 리창구에 의하여 “서도지방의 계면조의 기본음계는 남도계면조에서 변화음계였던 반계면조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악보례: A-B-d-e-g-a) -(중략)- 따라서 서도계면조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초3음렬은 <상3>과 <상5> 사이에 놓인 계면
조3음렬이다. 바로 이것은 이 조식으로 하여금 게면조의 한 변종으로 되게 한다. -(중략)- 서도계면조의 조식적성격과 륜곽
을 규정하는 주요한 3음렬은 기초3음렬과 <궁>-<상3> 사이의 2-4도 3음렬 및 주음우에 구성되는 평조3음렬이다. (악보례:
A-B-d-e-g-a)”라 제시된 바 있다. 리창구, 조선 민요 조식의 연구(5) , 조선음악(평양: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7),
1967년 제1호(루계 108호). 31쪽. * 이 글의 본문이나 주석 등에 보이는 밑줄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필자가 강조하기
위하여 임의로 친 것이다. 이하 같다.
12) 윤광철, 3음렬은 조선민요의 조식적기초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2001년 제6호(루계 534호), 71-73쪽.
13) 윤광철, 위의 글,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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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률성을 가지게 된다”14)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리창구 등 선배 연구자들의 견해를 따르
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없다 하겠다.
3) 신호, 조선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조식구조적기초로서의 3음렬에 대하여 (2002)

2002년 11월호 조선예술에는 연변예술대학 부교수인 신호의 글15)이 실려 있다. 조선민요5
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조식구조적기초로서의 3음렬에 대하여 라는 그의 글은 “평조, 계면조
의 5음계에 기초한 3음렬의 음조를 핵으로 하여 선률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수법은 조선민요
선률의 가장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들중의 하나로 된다”16)라든가, “조식음계의 한돌이17)안에 배
렬된 2개의 3음렬에서 각각 아래음과 웃음을 기둥음이라고 하고 그것들 사이에 놓이는 음을
성격음이라고 한다”18)는 등 기존 북한 학계의 조식구조론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신호의 글에
서 “2전음 3음렬중에서 아래음으로부터 우로 올라 가면서 만들어 진 3음렬은 평조 3음렬의 특
징인 아래로부터 대2도가 두 번 겹쳐 져 만들어 진것만큼 평조적성격이 강하고 우의 음으로부
터 내려가면서 만들어 진 3음렬은 계면조 3음렬의 특징인 우로부터 소3도가 아래로 두 번 겹쳐
져 만들어 진것만큼 계면조성격이 강하다.”19)는 언급이 있는데, 밑 줄 친 내용은 필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서병복, 우리 나라 민요 5음계조식에서 《상》조의 조식기능적특성에 대한 리해 (2003)

서병복의 이 글20)은 선행 저술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5음계조식과 3음렬, 평조와 계
면조 등의 이론을 답습하고 있다. 다만 글의 끝부분에서 상조(* 商調)에 대하여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있다.
“《상》 평조조식은 완전4도로 된 두 개의 3음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래 3음렬은 주음으
로부터 대2도, 소3도로 된 평조식체계의 3음렬이고, 웃 3음렬은 소3도, 대2도로 된 계면조조식체
계의 3음렬로 구성되여있다”21)고 하면서 “결국 《상》 평조는 평조와 계면조의 조식체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상》 평조가 “주음을 중심으로 아래, 우로 각각 련접음들로
갈 때 그 음정구성이 모두 같은것이다”라는 지적이다. 레로부터 레-(장2도)-미-(단3도)-솔-(장2
도)-라-(단3도)-도의 상행시 음정관계가 레-(장2도)-도-(단3도)-라-(장2도)-솔-(단3도)-미의
하행시에도 같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상》 평조의 주음이 음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14) 윤광철, 위의 글, 73쪽.
15) 신호, 조선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조식구조적기초로서의 3음렬에 대하여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2), 2002년 제11호(루계 551호), 60-61쪽.
16) 신호, 위의 글, 60쪽.
17) * ‘한 옥타브 안에 정리된 음계’라는 의미로 추측됨.
18) 신호, 위의 글, 60쪽.
19) 신호, 위의 글, 60쪽.
20) 서병복, 우리 나라 민요 5음계조식에서 《상》조의 조식기능적특성에 대한 리해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3), 2003년 제8호(루계 560호), 72-73쪽.
21) 서병복, 위의 글,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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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며, “이와 같이 《상》 평조는 우리 나라 민요 5음계조식에서 조식기능적으로나 주음
의 위치로 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22) 이 같은 주장은
상조 즉 《상》 평조가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음조직인 ‘수심가토리’이므로, 북한의 수도권인 이
지역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5) 리창호, 우리 나라 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특성 (2005)

2005년 11월호에 게재된 리창호의 글23)은 기존의 북한 학계의 견해와 다름이 없으며, 음악이
론개설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평조, 계면조체계에 기초한 민요5음계조식은 일반적으로 2개의 3음렬이 호상결합되여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련접에 의한 것이다. 3음렬의 련접에 의한 결합이란 두 3음렬이 계단적 차이가 없이 서로 직접
잇닿아 련결된 것을 말한다. 례를 들면 《쏠, 라, 도, 레, 미, 쏠》의 음계인 경우에 《쏠, 라, 도》의 3음렬에
서 성격음인 《라》 또는 골조음인 《도》음을 각각 기초3음렬로 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3음렬 즉 《라,
씨, 레》 또는 《도, 레, 미》 등의 3음렬이 만들어질수 있다. 이와 같이 련접에 의한 3음렬은 계단적차이가
없이 련속적으로 잇닿아 련결된것을 말한다. 련접에 의한 3음렬들은 민요의 선률음들이 발전하는 악곡의
내부에서 류동전조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24)

위 인용문에서 련접 3음렬의 성격음이나 골격음을 기음으로 새로운 3음렬이 만들어질 수 있
으며, 이러한 3음렬이 악곡 내에서 류동전조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황민영의 견해를 수용한 것인데,25) 아마도 민요에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음계 밖의 음들
을 ‘류동전조’로 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설명이나 보기를 제시하지 않아 진의
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리창호의 글에서 강조하는 부분의 하나는 “아래와 우의 두 3음렬은
조식형성과 조식체계 및 음계구성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한다. -(중략)- 아래3음렬은
조식형성의 기초적인 3음렬로써 보다 고정적이며 비교적 불변적이라면 웃3음렬은 상대적으로
매우 류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조식의 질적특성은 아래3음렬에 의
하여 규정되며, 조식음계의 다양성은 주로 웃3음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26)는 언급이다. 이
는 마치 서양음악 장·단음계의 구조에서 장조와 단조를 구분하는 것은 아래 4음열(tetrachord)이
고, 자연(natural)·화성(harmonic)·선율(melodic) 등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윗 4음열인 점과 상
통하는 것으로, 우리 민요의 음조직에서 아래 3음열의 구조가 평조와 계면조를 판별하는 중요
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사병복, 위의 글, 72-73쪽.
23) 리창호, 우리 나라 민요5음계조식의 형성원리와 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5), 2005년 제11호(루계 587
호), 58-60쪽.
24) 리창호, 위의 글, 59쪽.
25) 황민영, 음악기초이론(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0), 189-190쪽.
26) 리창호, 위의 글,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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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성철, 조선민요 (2009)

2009년 12월호에 실린 허성철의 글27)은 조선예술 상식 란에 실린 반쪽 분량의 간단한 내
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의미가 있는 것은 글의 서두에서 북한 사회가 인식하고 있
는 ‘민요’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허성철은 “일반적으로 민요라고 할 때 작사, 작곡가가 따로없이 인민대중속에 널리 불리워오

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와 함께 전문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족적선률의 특성을
뚜렷하게 체현하고있을 때 민요화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민요의 범주
에는 구전민요(전통적인 민요), 신민요, 민요풍의 노래가 속한다”고 하여, 북한 사회에서 민요를
구전민요, 신민요, 민요풍의 노래로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각각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전민요 ; 작가·작곡가가 따로 없이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인민대중의 생활세태와 그 감정을
담아 부르기 시작하여 구전으로 전승되고 다듬어지면서 완성된 노래28)
신민요 ; 1920∼1930년대에 일제의 가혹한 민족전통말살책동을 반대하여 진보적인 직업음악가들이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하여 창작한 노래
민요풍의 노래 : 해방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노래29)

이어서 “전문음악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게 잘 지어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지게 되면 민요화되였다는 의미에서 민요라고 부른
다”라 언급한 점은 ‘민요풍의 노래’를 보충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허성철의 글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평조와 계면조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는 “평
조와 계면조의 정서적색갈은 서로 상반되는데 일반적으로 평조로 된 노래들은 밝고 편안하여
락천적인감을 주며 계면조로 된 노래들은 비교적 어둡고 격하며 슬픈감을 주는것이 특징적이
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서적느낌이고 주체적으로 민요들마다 장단과 속도
등 이여의 표현수단과 수법에 따라 그 정서적색갈이 매우 다양하다. 서도민요는 대다수가 평조
로 되어있으며 남도민요는 계면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30)고 하였다. 평조는 밝고 편안하여
낙천적인 것으로, 계면조는 어둡고 격하며 슬픈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조는 서도
민요, 계면조는 남도민요와 연결되는 인식태도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7) 허성철, 조선민요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09), 2009년 제12호(루계634호) 16쪽.
28) 북한에서 ‘구전민요’라 부르는 장르는 향토민요(토속민요)와 통속민요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북한의 민요관련 저술물에서
이들 두 가지의 민요를 특별히 구분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민요관련 논의에서 보기로 드는 악곡에도 이 두 가지의 노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허성철, 위의 글, 16쪽.
30) 허성철, 위의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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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송철, 전통적인 평조, 계면조식에 기초한 동명조식과 그 음계적 특성 (2010.7)

2000년대 조선예술에 수록된 장송철의 글 중 조식이론과 관련된 글은 모두 5편이다. 이중
4편은 조식분석과 관련된 글이고, 조식구조에 집중한 글은 2010년 7월에 실린 이 글31)이다. 여
기서 장송철은 단순한 5음음계만으로는 설명이 곤란한 민요의 음조직을 해석하기 위하여 ‘동명
조식’과 ‘배합3음렬’ 등 다양한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조, 소조체계의 조식에서 동명조식에 관한 리론은 조성이 서로 같은 《도》 대조와
조식이 서로 다른 《도》 소조사이에 있는 조적련관성과 근친성을 동명조라고 하였다’라 한 바 있다.
우리 나라 전통적인 민요조식의 동명조식 은 이와는 달리 기초3음렬의 4도골조안에 평조3음렬과 계면
조3음렬 또는 평조3음렬과 계면조3음렬에 각각 중간3음렬이 련접된 결과에 이루어진 2개 형태의 배합3
음렬로 구성되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시말하여 전통적인 조선민요조식체계와 골조를 나타내는 아래
3음렬이 배합3음렬이고 웃3음렬은 배합3음렬과는 달리 해당 조식의 본음계의 3음렬로 구성되여있다.
이와 같은 3음렬의 관계를 전통적인 민족음악리론에서는 기본형 동명조라고 부른다.”33)
32)

위 인용문에서 ‘동명조식’은 2개 형태의 배합3음렬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는 평조3음렬과 계면
조3음렬이 중첩된 것으로 음렬을 구성하는 네 음이 장2도+단2도+장2도의 음정관계를 보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평조3음렬 또는 계면조3음렬이 중간3음렬(* 장2도+장2도의 장3도 3음렬)
과 중첩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평조3음렬과 중간3음렬의 중첩은 음렬을 구
성하는 네 음이 장2도+장2도+단2도의 음정관계를 보이는데 비하여, 계면조3음렬과 중간3음렬
의 중첩은 음렬을 이루는 다섯 음이 장2도+단2도+단2도+단2도의 음정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관
점은 반음을 포함하고 있는 남도계면조의 음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한 악조 안에서 세 개의 단2도가 연속되는 음조직이 우리 민요에서 발견되는지는 의문으로 남
는다.
이어서 장송철은 ‘동명조3음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기초3음렬에 2개의 3음렬 즉
평조3음렬과 계면조3음렬 또는 평조, 계면조3음렬과 중간3음렬의 련접에 의하여 결합된 조식음
계를 전통적인 민족음악리론에서는 동명조3음렬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동명조식을 형성하는
음계적기초는 반드시 기초아래3음렬이 2개의 3음렬로 구성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
래3음렬이 동명조3음렬로 이루어지고 웃3음렬은 평조, 계면조3음렬로 구성되여있으면 평조형,
계면조형 동명조라 한다. 또한 아래3음렬이 동명조3음렬이고 웃3음렬이 중간3음렬로 린접되여
있으면 중간형동명조식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조형 동명조식인 경우에
는 음계가 주음으로부터 대2도, 소2도, 대2도, 대2도, 대2도, 소3도(라-시-도-레-미-파#-라)로
되며 대2도, 소2도, 대2도, 대2도, 소3도, 대2도(라-시-도-레-미-솔-라)로 구성되면 계면조형동
31) 장송철, 전통적인 평조, 계면조식에 기초한 동명조식과 그 음계적 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0), 2010년
제7호(루계 643호), 64-65쪽.
32) 이 글에서 특별히 서체를 강조한 것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이하 같다.
33) 장송철, 위의 글,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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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로 된다. 또한 중간형동명조인 경우에는 음계가 주음으로부터 대2도, 소2도, 대2도, 대2도,
대2도, 대2도(라-시-도-레-미-파#-쏠#-?)로 구성된다”34)고 한다. 그러나 중간형 동명조식과 같
이 장2도(*대2도) 네 개가 연속되는 음조직이 우리 민요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인지는 의아하다.
이처럼 장송철이 동명조3음열에 주목하여 다소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민요에서
드물게 보이는 반음을 가진 음조직이나 또는 반음관계의 속칭 ‘유동음’을 가진 음조직을 이론적
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장송철은 여기에 더하여 “전통적인 민요조식에 기초한 동명조식의 음계구성에 있어서
《쏠》→《라》→《씨♭》→《도》→《레》→《미》는 6개의 음계로 되는데 이와 같은 음계를
전통적인 민족음악리론에서는 6음계적5음계조식이라고 한다”35)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
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거나 실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8) 황민영, 조선민요조식의 고유성 (2013)

북한의 대표적인 음악개설서인 음악기초이론36)의 저자인 황민영이 2013년 12월호에 발표
한 글37)은 종래의 조식구조 이론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 황민영은 ‘조식’의
개념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황민영은 “음악은 선률의 예술
이다. 선률의 수단에서 조식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조식은 선률의 진행을
높이의 관계에서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선률에 음악적울림의 색갈을 주어 그것이 형상창조의
유기체로서의 생명을 가지게 한다. 선률의 형상수단으로서의 조식은 매개 나라와 민족에 따라
조식의 형성원리와 조식체계 그리고 조식의 음계구성과 적용수법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38)고 하였다.
9) 황민영,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음조와 음조발전수법의 몇가지 특성 (2014. 5)

2014년 5월호에 실린 황민영의 글39)은 작곡적인 입장에서 민족적인 선률을 창작하기 위한
방법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황민영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선률은 그 음조가
독특하고 특색이 있으며 음률들이 잘 째여져있다. 뿐만아니라 민요선률발전의 흐름이 감정발
전의 론리에 맞게 능란하게 전개되여있다. 이 모든것은 민요선률의 중요한 형상수단인 민요조

식과 조식기능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음조와 음조발전수법에서도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있다”40)고 하였다. 이 글에서 황민영은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음조’와 ‘음

34) 장송철, 위의 글, 65쪽.
35) 장송철, 위의 글, 65쪽. 황민영의 이러한 생각은 한시형의 관점에서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한시형, 조선 민요 조식에
대하여 , 조선음악(조선 작곡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1960) 제12호, 36-37쪽 참조.
36) 황민영, 음악기초이론(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0)
37) 황민영, 조선민요조식의 고유성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3), 2013년 제12호(루계684호), 29-30쪽.
38) 황민영, 위의 글, 29쪽.
39) 황민영,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음조와 음조발전수법의 몇가지 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4), 2014년 제5
호(루계689호), 52-53쪽.
40) 황민영, 위의 글,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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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발전수법’으로 ‘평조, 계면조체계의 5음계조식에 기초한 변화형의 3음렬의 선률음조’를 제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과 예를 제시하고, 그 특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음렬의 개별적인 선률음조라는것은 각각 횡적 또는 종적(횡적 및 종적관계로 동시에 위치를 바꾼것
도 포함)으로 매개 음들의 위치와 출현순서가 바뀌여진 3음렬의 선율음조를 말한다. 실례로 원형의 평조3
음렬의 음조에 기초한 개별적인 선률음(쏠-라-도)을 횡적(출현시간의 차이) 또는 종적(높이의 차이)인
관계로 매개 선률음의 위치와 그 출현순서를 서로 바꾸면 《라-도-쏠》, 《도-라-쏠》, 《쏠-도-라》,
《라-쏠-도》, 《도-쏠-라》 등 변화형에 기초한 5개 형태의 평조3음렬의 선률음조가 특색있게 만들어진
다. -(중략)- 이런 선률음조들을 우리 나라 민요조식과 전통적인 민요선률에서는 통칭 변화형에 기초한
3음렬의 선율음조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민요선률은 선률음조발전의 기본단위자체가 다름아닌 평조, 계면조
의 특색있는 5음계조식에 내재된 민족적인 3음렬(원형 및 변화형)의 선률음조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음악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렇듯 민족적인 3음렬음조의 반복에 의한 선률의 발전수법이 매우 많이 적용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민요선률이 우리 인민의 심금을 울리며 민족성이 강하고 부르기 쉽고 간결한것이다.”41)

위 첫 인용문에 제시된 변화형 선률음조들은 평조 3음렬의 변화형만 제시한 것인데, 계면조3
음렬과 중간3음렬의 선률음조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5개의 변화형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
러한 음조(*선율형)를 체계화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이론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후속 인용
문에 보이는 해석 역시 자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태도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혹시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우리 나라의 민족적선률은 정서적면에서뿐아니라 조식과
장단, 음조와 선률발전수법에서도 다른 나라의 음악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42)는 김정일의 언급을 해설·부연하거나, 그러한 발언을 학술적인 입장에서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진 것은 아닌가 짐작된다.
있다

지금까지 민요조식의 구조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2000년대 북한의 연구물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글은 2000년 이전의 선행연구에 보이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부연하는 것이
었고, 이 시기에 새롭게 제시된 이론이나 학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학계의 민요조
식 이론 중 조식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토대는 리창구 등에 의한 2000년 이전의 연구결과가
정설로 굳어진 듯하다.
다만 이 시기에 서병복은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악조인 수심가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41) 황민영, 위의 글, 53쪽.
42) 북한의 학술적인 글 대부분은 그 서두에 김정일(* 시기에 따라 김일성, 김정은 등) 등 최고통치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글 전체의 서체가 명조체로 되어 있지만 이들 어록은 반드시 고딕체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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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조’의 조식적 특징에 대한 논의를 발표하였으며, 리창호는 평조 또는 계면조3음렬
로 이루어진 우리 민요에서 이들 3음렬과는 다른 <도, 레, 미> 등의 음렬을 해석하기 위하여
황민영의 ‘류동전조’를 더욱 발전시켜 설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장송철은 남도민요에 발견되는
반음과 여타 지역 민요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5음음계 이외의 음을 해석하기 위하여 배합3음렬,
동명조, 6음계적5음계조식 등의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리창구 등 선행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2. 조선민요 조식의 분석을 위한 연구
2000년대 북한 음악계에서 민요의 음조직과 관련된 연구 중 민요의 조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민요의 조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연구물 이외에 민요풍의 악곡을
작곡하거나 편곡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악곡의 조식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씌어진 글들도
더러 보인다. 조선예술에 게재된 글 중 장송철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0년 4월호부터 6
월호까지 3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1) 장송철, 조선민요 《몽금포의 노래》의 조식 (2010.4)

2010년 4월호에 발표된 장송철의 글43)은 당시 만수대예술단의 삼지연악단에서 창조한 녀성
10중창 《몽금포의 노래》”의 조식구조를 분석한 글이다. 《몽금포의 노래》는 민요 <몽금포타
령(* 장산곶타령)>을 편곡한 것인데, 장송철은 이를 “고정도법의 견지에서 보면 기초3음렬인
《레》→《화》→《쏠》은 계면조3음렬이며 웃3음렬은 《라》→《도》→《레》로서 역시 음정
구조적으로는 서로 같은 계면조3음렬이 대2도관계로 호상린접되여 하나의 완전한 독자적인 조
식음계가 이루어져있다(《레》→《화》→《쏠》→《라》→《도》→《레》)”라 하였다. 북한에서
는 이탈리아식 계명을 고정식 음명(音名)으로 사용하는 바, 이는 음명으로 d→f→g→a→c→d에
해당한다.44)
장송철은 이 곡을 분석하면서 중간부분에 대하여 “다섯번째 소절부터는 기본형 《레》-계면
조식선률로 시작하면서도 이 조식의 평행관계조인 《화》-중간 조식 평행조식(*파-솔-라)에로
림시적으로 류동되였다가 인차 본래대로 돌아와 첫째 부분을 끝맺는다”다고 하거나, “둘째 부
분 역시 첫째 부분의 후반선률과 같이 조적으로는 《화》-중간 평조식으로 림시적류동을 하였
다가 다시 본래조식 조성인 《레》-계면조식으로 되돌아와 전반적인 선률을 끝맺고있다”고 하
였다. 즉 한 곡 안에서 임시적인 조바꿈이 일어나는 것을 ‘림시적류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43) 장송철, 조선민요 《몽금포의 노래》의 조식-조성과 선율발전수법의 몇가지 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0), 2010년 제4호(루계 640호), 64-65쪽.
44) 이동도법 계명으로는 라-도-레-미-솔-라에 해당하여 반경토리에 해당하며, 실제 노래에서는 re의 활용도가 낮아 반수심가
토리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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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송철, 조선민요 《물레타령》의 조식-조성과 그 음계적특성 (2010,5)

장송철은 2010년 5월호에서는 남도민요 <물레타령>을 분석하고 있다.45) <물레타령>의 음조
직에 대한 그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민요 《물레타령》의 조식-조성은 계면조형 《쏠》-동명조식으로 되어있다. 계면조형 《쏠》-동명조
식이란 전통적인 민요조식에서 민요조식체계의 기초3음렬이 배합3음렬이고, 웃3음렬은 계면조3음렬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안정한 주음인 쏠로 시작된 조식음계를 말한다. 민요 《물레타령》에 적용된 계면조
형 《쏠》-동명조식은 기초3음렬안에 평조3음렬(《쏠》→《라》→《도》)과 계면조3음렬(《쏠》→《씨
♭》→《도》) 사이 서로 련접된 결과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3음렬을 전통적인 민요조식리론의 견지에
서는 동명조3음렬이라고 한다. 민요 《물레타령》은 조식적 음계가 고정도법으로 보면 《쏠》→《라》→
《씨♭》→《도》→《레》→《화》46)로 이루어져있다.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아래 기초3음렬(2개의 3음
렬) 《쏠》→《라》→《도》는 대2도, 소3도로서 평조3음렬이며 《쏠》→《씨♭》→《도》는 소3도, 대2도
로서 계면조3음렬로 구성되여있다. 민요 《물레타령》은 웃3음렬이 《레》→《화》→《쏠》로서 계면조3
음렬로 되어있다”47)

장송철은 남도계면조 즉 육자배기토리의 구조를 ‘계면조형 동명조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동
명조식’은 북한 학계의 유반음 음계 이해의 중요한 관점인 듯하다. 이 같은 남도음악의 유반음
음계에 대하여 그는 “우리 나라 전통적인 민요조식-조성리론에서는 이와 같은 조식음계를 6음
계적5음계조식이라고 한다. 조식의 음계는 비록 6음계로 되어있지만 민요선률의 음조와 선율발
전수법에서는 우리 나라 민요조식에 고유한 평조3음렬, 계면조3음렬, 중간3음렬의 음조로 다양
하게 류동되여있기 때문에 평조계면조의 5음계적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난것과 관련된다”48)
고 하였는데, 남도계면조에서 솔이 사용되지 않는 점이나, 반음이 상행시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
는 점 등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장송철, 조선민요조식-조성분석의 중요성과 음악실천적의의 (2010.6)

2010년 6월호에 실린 장송철의 글49)은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맑고 우아하며 은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음악을 즐겨왔으며 선률도 유순하고 아름다운것을 좋아하였다. 조선민요의 선률

은 노래마다 음조가 독특하고 특색있으며 음률이 째여져있으면서도 선률의 흐름이 감정발전의
론리에 맞게 능란하게 전개되었다. -(중략)-우리 민요의 민족적색갈을 풍부하게 살리는데서 중
45) 장송철, 조선민요 《물레타령》의 조식-조성과 그 음계적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0), 2010년 제5호
(루계 641호), 67쪽.
46) 이동도법 계명으로는 라-시-도-레-미-솔로 읽을 수 있다. 즉 남한 학계의 ‘남도계면조(육자배기토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계 표기에 있어 최저음 결정하는 점이 남한 학계와는 다르다. 즉 변격선법인 육자배기토리를 북한에서는 정격선법처럼
표기하고 있다.
47) 장송철, 위의 글, 67쪽.
48) 장송철, 위의 글, 67쪽.
49) 장송철, 조선민요조식-조성분석의 중요성과 음악실천적의의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0), 2010년 제6호(루
계642호),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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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단은 선률이며 이 선률은 전통적인 조선민요조식체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
면서 “우리 인민은 조식이 없는 음악을 부를줄 모르며 자기에게 익순된 조식의 노래를 부리기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김정일이 언급한 바 있는 말이다.
이 글에서 장송철은 조선민요 조식-조성의 중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언급50)하였다.
① 조식-조성은 조선민요선률음조형성의 기본기초로되며 민족적인 음악사유의 기본형식인 민요선
률발전수법의 근본바탕으로 된다.
② 조선민요조식-조성은 다음으로 민요선률뿐만아니라 전통적인 민요구조형식형성의 근본바탕으
로 된다.
③ 조선민요조식-조성은 다음으로 민족화성, 복성의 기초로 된다.

이어서 그는 “민요조식-조성분석은 전통적인 민요를 파악하고 민요선률의 감정정서적내용
을 작품마다에 살리며 이미 파악된 선률음조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음악을 새로운 맛이 나게
창작형상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평조, 계면조체계에 기초한 조
식을 연구분석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전통민요를 시대적미감이 나게 새롭게 창작형
상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 글의 말미에서 장송철은 ‘민요선률음조의 민요구
조형식 그리고 민족화성, 복성의 구조적특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히려면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조선민요조식-조성의 민족적본색과 본태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음악가들은
조선민요조식-조성의 중요성과 그 음악실천적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
기호에 맞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우리 식의 민족적선률을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음악을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즐길수 있는 우리 식, 조선식의 주체음악예술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
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4) 장송철, 조선민요선률의 조식-조성분석 (2015)

장송철은 2015년 11월호 조선예술에 실린 글51)에서 다시 ‘민요 조식-조성분석’에 대하여 논
의하고 있는데, 이 글에도 “전통적인 민요선률은 조식체계와 조식음계의 구성자체가 평조, 계면
조, 중간3음렬의 선률음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종래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서양음악과는 다른
전통적인 민요조식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대조, 소조식체계의 측면에서는 올림
표 3개가 붙으면 라대조식(* 가 장조, A Major)과 화올림소조식(* 올림 바 단조, f# miono) 즉
2개의 조식-조성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요조식에서는 올림표 3개가 붙으면 미평조
식, 화올림계면조식, 도올림계면조식, 라중간평조식, 씨평조식, 쏠올림계면조식, 레중간평조식
등 7개의 조성으로 된 조식의 음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7개의 조식은 다음과
같다.
50) 장송철, 위의 글, 65쪽.
51) 장송철, 조선민요선률의 조식-조성분석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5), 2015년 제11호(루계 707호),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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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송철이 제시한 ‘올림표 3개가 붙은 조식-조성에서 가능한 민요조식-조성’
솔#
G#
미평조식
화올림계면조식
도올림계면조식
라중간평조식
씨평조식
쏠올림계면조식
레중간평조식

라
A

시
B

도#
C#

레
D

0
0
0

0
0
0

0
0
0

d#
0

미
E
0
0
0
0
0

파# 솔#
F# G#
0
0
0
0
0
0
0
0
0
0
G

라
A
0
0

시
B
0
0
0

도#
c#
0
0
0

레
d

미
e
0

파# 솔#
f# g#
0

0
0

0

0

그러나 <표 3>에 제시된 7개의 조식-조성 중 ‘쏠올림계면조식’과 ‘레중간평조식’의 두 가지는
구성음에 차이가 있어 올림표 3개가 붙은 조식-조성에서는 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장송철의 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러므로 대조, 소조의 조성기호에 의하여 5선악보로 표기
된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조식-조성을 구체적으로 판정하려면 선율이 완전히 끝나는 마무리 종
지음을 반드시 주음(조성)으로 하여 해당 민요선률에 나타나고있는 매개 음들의 높이를 차례로
배렬하여야 한다. -(중략)- 민요조식-조성분석에서는 미분음들도 다같이 해당 조식의 음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민요선률의 조식-조성을 민요조식의 본성적요구
에 맞게 정확히 분석하려면 해당 조식체계에 내재되여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잘 알고 대조, 소
조식체계에 의한 선율분석과 엄격히 구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52)는 지적이다. 민요의 조식에
서도 종지음이 곧 주음이라는 것을 지적한 점과 미분음을 조식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
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민요조식-조성분석의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한 글을 살펴보았다. 장송철에 의한 이
들 글은 민족적 색채가 담긴 창작품을 만들기 위한 ‘민족선률음조’와 ‘민족선률발전수법’ 그리고
‘민족화성·민족복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민요조식-조성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글이다.

3. 조선민요 조식의 지역적 특징에 대한 연구
앞에서 살펴본 민요조식의 구조적 이해에 대한 연구나 이에 대한 분석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2000년대 이전에 확립된 리창구 등의 이론을 계승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 학계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각 지방 민요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찾
으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남한 학계의 연구방법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
는 바,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적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남한 학계
와 이해를 같이하는 부분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52) 장송철, 위의 글,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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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광철, 각 지방민요의 굴림새의 음조적특성 (2001. 11)

윤광철은 2001년 11월에 발표된 글53)에서 각 지방 민요의 특징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굴림새’에 주목한 결과를 내어 놓았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 나라 민요는 서도지방, 남도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등 지역과 지방에 따라 고유한 선율적특징
과 정서적색채를 나타내는 다양하고 풍부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중략)- 민요의 지방적특
성은 여러 측면에서 표현되지만 중요하게 굴림새에서도 나타난다. -(중략)- 굴림새는 굴림기교
가 집중된 선율토막이다. 즉 기본선률음에 곁소리나 보조음, 경과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식
적요소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여 있는 기교마디이다”54)라고 하였다. 이 내용으로보아 ‘굴림새’
는 곁소리(*장식음)와 보조음·경과음 등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남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김새’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인
다. 그동안 음계나 선법을 구성하는 구조에 집중하여 다양한 3음렬의 조합으로 민요 조식을 규
명해 오던 북한 학계에서 ‘굴림새(*시김새)’가 민요의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신선해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윤광철은 각 지방의 민요에 드러나는 굴림새의 특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평안
도를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경기도의 북부지방을 포괄하는 서도지방민요들의 굴림새는 밝고
가벼우며 부드럽고 섬세하다”55)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서도지방은 평안도·황해도·경기북부를
포괄하는 소위 경서토리권에 해당한다. 이어서 “전라도를 비롯한 경상남도지방과 충청도지방
을 포괄하는 남도지방민요들의 굴림새는 굴곡이 심하고 강한 력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적이
다”56)라든가, “중부지방(경기도지방)에는 서도나 남도지방민요의 영향을 입어 독특한 양상과
정서를 가진 민요들이 많은데 그의 굴림새는 평조적성격을 가지면서 파도형을 이루는 것이 특
징이다”57)라는 언급이 이어진다. 남한 학계에서 동부민요로 구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
를 중심으로 함경도와 경상북도의 일부지방을 포함한 동해안지방민요들의 굴림새는 자유롭게
구사되는 특성을 가진다. -(중략)- 계면조에 기초하여 《레도라》, 《라쏠미》와 같이 내리진행
하는 음조와 《라도레도》와 같이 굴곡 있는 음조에 1∼2개의 곁소리가 덧붙으며 음조를 단위
로 하는 구분성이 명백하다”58)고 한 바, 특히 이 지역 민요가 지니는 특징 중의 하나로 라-솔미 등의 하행선율을 주목한 점은 남한 학계의 일부 견해와 맞닿아 있다. 이어서 윤광철은 “이외
에 북부지방민요들도 있지만 굴림새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미분음과 결합된 단조로운 롱음
형태가 있을뿐이다”59)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함경도지방과 양강도·자강도지역 등 중국·러
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북부지방의 민요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53) 윤광철, 각 지방민요의 굴림새의 음조적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에술종합출판사, 2001), 2001년 제11호(루계 539호),
54-55쪽.
54) 윤광철, 위의 글, 54쪽.
55) 윤광철, 위의 글, 54쪽.
56) 윤광철, 위의 글, 54쪽.
57) 윤광철, 위의 글, 55쪽.
58) 윤광철, 위의 글, 55쪽.
59) 윤광철, 위의 글,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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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혁, 서도민요의 선율음조적특성 (2008)

2008년 4월호에 실린 위혁의 글60)에서는 “음조는 일정한 정서적뜻을 나타내는 선률의 가장
작은 표현단위이다”라 하면서, 서도민요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 먼저 “서도민요의 선율에서 2-3
도진행은 민요적5음계에서 련접계단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순차진행들로서 조약감이 없고 순탄
한 정서적흐름을 가진다. 특히 이 음조들은 평조3음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때문에 안정감을
주며 정서적으로 밝은 색채를 나타내고있다”61)고 하여 남한 학계에서 수심가로 대표되는 서도
민요의 보편적인 정서를 ‘어두운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위혁은 서도민요 조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도민요에서는 2도-4도련결음조와 4도-2도련결음조는 평조의 5도안정형(쏠, 라, 레)에 기초한 노래
들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다.
여기서 2도-4도련결음조는 선율이 상승진행할 때 나타나며 4도-2도련결음조는 선율이 하강진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련결음조진행에서 4도관계는 조약성을 가지고있지만 하강할 때 린접계단의 음과 2도관계로
련결되기때문에 안정성을 가진다.
서도민요의 선률에서 2도-4도련결음조와 4도-2도련결음조는 2도-3도련결음조, 3도-2도련결음조의 부

드럽고 유순한 선률정서보다 지향적이고 약동적인 선률정서를 가지며 흥겨운 률동성을 부여하기도 한
다.”62)

위 인용문에서 위혁은 서도민요의 보편적인 조식을 ‘평조 5도안정형(쏠-라-레)’으로 이해하
고 있는데, 이는 서도민요 음조직에서 제3음이 생략되는 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의 말미에서 위혁은 ‘서도민요의 선률음조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우선 서도민요에서는 순차적인 련결음조가 선률의 지방적성격을 나타내는 기본음조로 되면서 밝고
락천적인 정서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도민요에서는 3도, 4도조약음조의 련속적인 진행이 없고 조약음인 경우에도 대2도음조와
련결되어있으므로 부드러운 안정감을 잃지 않고있는것이다,

또한 서도민요에서는 순차적인 음조진행이 상승과 하강으로 결합되여 나타남으로써 선률의 굴곡에서
도 일반적으로 균형성을 가지게 하고있는것이다.”63)

위혁의 견해에서 드러나는 주된 흐름은 서도민요의 정서를 밝은 것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다. 이는 논의 중간에 비교의 예로 든 동부민요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언급에서도 짐작된다.
60) 위혁, 서도민요의 선율음조적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08), 2008년 제4호(루계 616호), 57쪽.
61) 위혁, 위의 글, 57쪽.
62) 위혁, 위의 글, 57쪽.
63) 위혁, 위의 글,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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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민요의 선율에서 성격음조는 3도-2도련결음조이며 이 음조들은 계면조3음렬의 음계(레, 도,
라), (라, 쏠, 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둡고 처량한 정서를 나타낸다.
서도민요에서 2도-3도련접음조는 대체로 선률의 악구나 악단, 악절의 시작부분에서 상승진행으로 나
타나면서 밝고 지향적인 정서적색갈을 가진다.
그리고 3도-2도련결음조는 주로 선률의 악구나 악단, 악절의 마무리부분에서 하강진행으로 나타나면
서 부드러운 안정감을 준다.”64)

위 인용문에서 동부지방민요의 성격음조는 3도+2도의 계면조3음렬로 보면서, 이를 ‘어둡고
처량한 정서’라 하였는데, 실제 보기는 레-도-라·라-솔-미의 2도+3도의 하행형을 예로 들었다.
이에 비하여 서도민요는 2도+3도의 상행과 3도+2도 하행의 평조3음렬로 예를 들어 그 정서를
‘밝고 부드럽고 안정감을 준다’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혁 자신도
서도민요 음조직에서 제3음을 제외하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서도민요 조식에 대한 설
명과 정서적 이해는 실제의 음악현상과 차이를 보인다. 어쩌면 이 같은 설명과 해석은 이 글
앞부분에서 인용한바 있는 “《서도민요는 선율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류창하며 민족적정서가
풍만하여 사람들이 리해하고 부르기도 쉽다.》”는 김정일의 지적을 수용하여 북한의 수도권 음
악인 서도음악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 추대명, 서도지방민요들에 적용된 조식적특성 (2009)

2009년 5월호에 실린 추대명의 글65)에서는 앞부분에 “《조선민요에서는 조식도 자기의 고유
한 특성을 가지고 선률의 민족적색갈을 풍부하게 살리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김정일
의 지적을 직접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요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서도민요는
선률이 유순하고 민족적정서가 풍만하여 사람들이 래해하고 부르기 쉽다”는 지적도 반복하고
있다.
“서도민요의 조식에서 특징으로 되는 것은 우선 기초3음렬과 웃3음렬이 다같이 대2도, 소3도로 되어있
는 기본형 평조식에 기초한 선율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조식에 기초한 민요들은 모두가 다 선률의 오르
내림이 심하지 않아 류창하고 유순한 정서적특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개의 평조3음

렬이 서로 아래우에서 횡적으로 호상 결합되여있기 때문에 선율발전에서 평조식의 조식적색깔이 매우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도민요조식에서 특징으로 되는 것은 또한 아래3음렬은 대2도, 소3도로 이루어진 평조3음렬에 기초
한 선율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식에 기초한 선률들은 조식적기초를 이루는 아래
3음렬이 평조3음렬로 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평조식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면서도 처량하면서도 건드
64) 위혁, 위의 글, 57쪽.
65) 추대명, 서도지방민요들에 적용된 조식적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09), 2009년 제5호(루계 629호),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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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 계면조적인 정서적특성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우 선율에서는 두 조식의 정서적특성이 다같
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평조3음렬의 조식적골조를 이루는 완전4도의 골조음이 생략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66)

추대명의 글에서 위 첫 인용문은 위혁의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는 다른 견해가 보인다. 우선 서도민요조식이 평조적인 성격과 계면조적인 성격을 함께 나타내
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 선률에서는 두 조식의 정서적특성이 다같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라고 하였는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논의인지 의아하다. 특히 두 조식의 정서적특성을 반영하
기 위하여 평조3음렬의 조식적골조를 이루는 완전4도의 골조음이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서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서도민요조식에서 제3음이 생략되는 것이 일
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리고 추대명은 ‘반수심가토리(난봉가토리)’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도민요의 조식에서 특징으로 되는 것은 또한 조식음계가 계면조식으로 된 일부 민요들 속에서
계면조식자체의 성격적특질과는 달리 평조적인 정서적색채를 많이 담고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민
요들이 조식음계 그자체는 계면조식으로 되여있지만 여기에다가 평조3음렬의 조식음계를 매우 특색있
게 적용하고 있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황해남도 룡연지방의 《장산곶타령》을 들수 있다. 민요 《장
산곶타령》은 《레》음을 주음으로 하면서 아래3음렬과 웃3음렬이 다같이 계면조3음렬로 된 기본형태의
계면조식이다.”67)

위 인용문에서 <장산곶타령>이라 한 노래는 <몽금포타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추대명은 이
를 레 주음의 계면조식으로 보았는데, 레-화-솔-라-도-레는 곧 라-도-레-미-솔-라이므로, 남
한 학계에서 ‘반경토리’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에 제3음이 생략되는 특성이
더해진다면 남한 학계에서 ‘반수심가토리(난봉가토리)’라 부르는 것과 같다.
추대명은 ‘미분음’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남한 학계에서 경기민요의 진경토리
제5음인 미가 파로 높아져서 이를 ‘유동음’이라 부르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을 미분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도민요조식에서 특징으로 되는것은 또한 기본형평조식과 평행관계에 놓이는 이여의 다른 조식들
이 서로 혼합되여 여러가지 형태의 미분음들이 나타나면서 독특한 정서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조식에서는 높아지는 형태의 미분음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실례로 기본형 《쏠》평조식과 평행조관계에

있는 《도》중간평조식이 서로 혼합된 결과 《쏠》평조식의 아래성격음인 《미》음이 약간 높아지는것
과 같은 미분음이 나타나게 된다.”68)
66) 추대명, 위의 글, 75쪽.
67) 추대명, 위의 글, 75쪽.
68) 추대명, 위의 글,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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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명은 위 인용문에서 ‘《쏠》평조식(* 솔-라-도-레-미-솔)’과 ‘《도》중간평조식(* 도-레파-솔-라-도)’의 혼합으로 미가 파로 ‘약간 높아지는것’을 미분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
밖에도 여러 경우를 조식혼합에 의한 조식적인성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미분음으로 해석하
고 있다.
4) 박춘식, 강원도민요의 조식과 음조적특성 (2009)

2009년 12월호에 실린 박춘식의 글69)은 강원도민요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박춘식은 “(강
원도민요는) 대부분이 《미》계면조와 《라》계면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원도지방민

요에서 쓰이는 《라》계면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대적인안정음인 《미》와 불안정음인 《쏠》
이 주음아래로 전회하여 주음과 완4도 대2도관계를 이루고있는 것이다”라 하였는데, 이는 강원
도민요 조식이 주음 아래음을 활용하는 즉 음계의 중간에 주음이 있는 ‘변격선법’임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박춘식은 “《미》계면조는 강원도지방의 대표적인 조식의 하나
이다”라고 하면서, “《미》계면조식은 《라》계면조와 음계구성이 다를뿐이지 매개 음들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주음과 상대적안정음이 달라진것만큼 매 음들의 인성관계가 달라지고
따라서 음악형상도 일정한 차이가 생기게된다”70)고 하였다. 그가 설명하는 《라》계면조는 남
한 학계의 ‘메나리토리’, 《미》계면조는 ‘아라리토리’71)에 해당한다. 박춘식은 이와 같은 강원도
민요의 음조에 대하여서는 “강원도민요에는 여러 가지 음조(* 선율형)들이 쓰이고있는데 이 가
운데서 지방적특성을 나타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동도음조, 2도-3도 련결음조, 굴
림음조라고 할수 있다. 2도-3도는 대2도 소3도가 순차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음조인데 대2도는
매우 짧은 리듬으로 소3도로 거쳐 급격히 하강하여 주음이나 상대적안정음으로 해결된다. 강원
도지방의 민요에서 2도-3도 련결음조는 대체로 선율이 하강진행하거나 악구, 악단, 악절의 마
지막부분에서 많이 쓰이고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강원도민요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라-솔
-미의 하행선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2도는 매우 짧은 리듬으로 소3도로 거쳐 급격히 하강’
한다는 표현은 남한의 일부 연구자가 솔의 주된 기능을 ‘하행시의 경과음’으로 이해하는 점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 같은 견해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위혁의 견해와도 같다.
5) 윤정희, 지방별 특성에 따르는 민요의 구분 (2010)

2010년 12월호에 실린 윤정희의 글72)은 조선예술 반 페이지에 해당하는 짧은 글이다. 이
글에서 윤정희는 “우리 나라 민요는 크게 서도민요, 남도민요, 동해안지방민요, 북부지방민요,
중부지방민요 즉 5개 지방 민요로 나누어볼수 있다”고 하여 민요권을 5개로 나누었다. (28쪽)
69) 박춘식, 강원도민요의 조식과 음조적특성 , 조선예술(평양:문학에술출판사, 2009), 2009년 제12호(루계 634호), 78쪽.
70) 박춘식, 위의 글, 78쪽.
71) 최근 김영운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음.
72) 윤정희, 지방별 특성에 따르는 민요의 구분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0), 2010년 제12호(루계 제648호), 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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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북지방의 민요, 다시말하여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과
일부 경기도지방에서 나와 서도지방에 널리 보급된 전통적인 민요들을 포괄한다. 대표적인 서도민요들
로서는 《서도아리랑》, 《룡강기나리》, 《양산도》, 《군밤타령》, 《정방산성가》, 《풍년가》 등 많은
노래를 들수 있다. 서도민요의 특징은 우선 거의 모든 민요들이 일반적으로 밝은 정서를 가지고있으며
조식은 전반적으로 평조에 기초하고있고 장단은 주로 밝고 흥겹고 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섬세한
굴림을 쓰면서 부드럽고 유순한 선율정서로 류창하게 흐르는 서도민요는 주로 장고를 많이 쓴다.”
“남도민요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의 일부지역을 포괄하는 전통적인 민요들을 포괄
한다. 대표적인 남도민요들로서는 《물레타령》, 《농부가》, 《옹헤야》, 《진도아리랑》 등을 들수 있다.
남도민요의 특징은 선율정서에서 일반적으로 무겁고 처량하며 애조적이면서 어둡고 극적이다. 조식은

전반적으로 계면조에 기초하고있으며 장단은 정서가 짙고 무거운 중모리계통 장단들과 느리고 무거운
진양조장단이 리용된다. 굴곡이 심하고 력점이 두르러지게 대조되는 남도민요는 주로 북을 많이 쓴다.”
“동해안지방민요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을 따라 북남으로 길게 늘어진 지방의 민요들을 포괄한
다. 대표적인 동해안지방민요들로서는 《바다의 노래》(* 뱃노래), 《신고산타령》, 《회양닐리리》 등을
들수 있다. 동해안지방민요의 특징은 《도》 음을 축으로 진행하는 선율음조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며
장단은 이 지방 독특한 장단인 반굿거리장단을 많이 쓴다.”

“북부지방민요는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민요를 포괄한다. 대표적인 민요들로서는 《새타령》,《돈돌
라리》, 《흘라리》 등을 들수 있다.”
“중부지방민요는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을 포괄한다. 대표적인 민요들로서는 《흥타령》(* 경기
흥타령), 《베틀가》, 《긴아리랑》 등을 들수 있다.” (28쪽)

윤정희의 글에서 분류된 민요권에는 제주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포괄
하는 ‘북부지방민요’를 별도로 설정한 점에서는 남한 학계의 견해와 다소 차이를 보이나, 서도
민요, 남도민요, 동해안지방민요(*동부민요), 중부지방민요(* 경기민요) 등의 구분은 남한 학계
의 견해와 같다. 윤정희의 글은 각 지방민요의 조식구조나 지역적 특징을 상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국적인 민요권의 면모를 살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6) 정세영, 중부지방민요의 일반적특징 (2012)

2012년 1월호 자료 난에 실린 정세영의 글73)은 서두에서 “우리 나라의 민요를 그 특색에
따라 크게 다섯개로 즉 서도지방민요, 동해안지방민요, 북부지방민요, 중부지방민요, 남도지방
73) 정세영, 중부지방민요의 일반적특징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12), 2012년 제1호(루계 661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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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로 나눈다. 중부지방민요라 할 때 그것은 서북쪽으로 황해도와 면해있고 동쪽으로는 강원
도와 그리고 남쪽으로 충청도의 남부와 면해있는 지방, 경기도와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서 널리
불리워진 전통적인 민요들을 말한다”라고 하여 앞에서 살펴 본 윤정희의 견해와 같이 민요권을
구분하고 있다. 이 점은 2010년 이후 북한 학계의 민요권 구분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임을 짐작
케 한다.
정세영의 이 글에서는 중부지방민요 즉 경기민요의 일반적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
하고 있다.
“《닐리리야》, 《오동동추야》, 《이팔청춘가》, 《창부타령》, 《천안삼거리》, 《사발가》, 《오봉산
타령》 등 많은 민요들은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중부지방의 인정세태민요들이다. 중부지방에는 또
한 산천경개를 노래한 세태민요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박연폭포》를 비롯하여 《한강수타령》 등 여러
민요들을 들수 있다”고 하면서 “중부지방에는 크게 창부타령제의 민요와 경드림제의 민요들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창부타령》이나 《이팔청춘가》 등 창부타령제의 민요들은 조식적으로 볼 때 모두 《쏠》
평조로 되어있고 장단도 거의다 굿거리장단으로 되어있어 밝고 흥겨운 정서를 나타낸다. 경드림제에

속하는 민요들도 《천안삼거리》나 《사발가》를 비롯하여 비록 《라》 계면조에 기초하고있으나 거의
모든 민요들이 굿거리장단과 같은 흥겨운 장단으로 되어있어 흥취를 돋구어주고 있다. 중부지방민요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그것이 이 지방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민요발전의 사회력사적환경뿐만아니라 특히
는 그와 린접한 황해도지방, 크게는 밝고 흥겨우며 아름답고 우아한 서도지방 민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중부지방민요를 통해서도 서도민요가 우리 나라 민요에서 기본을 이루며 서도민요를 위주로
하여 민요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민족음악발전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명백히 립증하게 된다.”74)

정세영의 이 글에서는 경기민요를 창부타령제(* 진경토리)와 경드림제(* 반경토리)로 양분하
고,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부타령제를 《쏠》 평조, 경드림제를
《라》 계면조로 이해하는 점도 남한 학계의 견해와 상통한다. 다만 경기민요가 지니는 ‘밝고
흥겨운 정서’를 “린접한 황해도지방, 크게는 밝고 흥겨우며 아름답고 우아한 서도지방 민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설명하는 점은 이어지는 “서도민요가 우리 나라 민요에서 기본
을 이루며 서도민요를 위주로 하여 민요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민족음악발전방침의 정
당성을 더욱 명백히 립증하게 된다”는 주장에서 보듯이 북한 사회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이
해로 보인다.
7) 김련희, 서도민요에서의 굴림적용 (2015)

2015년 6월호에 실린 김련희의 글75)은 민요조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민요창법을
주제로 삼은 글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는 “《우리 나라 민요에서 서도민요는 주되는 자리를 차
74) 정세영, 위의 글, 59쪽.
75) 김련희, 서도민요에서의 굴림적용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5), 2015년 제6호(루계 702호), 79-80쪽.

80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8 토대연구 학술대회․(사)한국국악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지하고 있다. 서도민요는 선율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류창하며 민족적정서가 풍만하여 사람들
이 리해하고 부르기 쉽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어서 “서도민요라고 하면
지난날 관서지방으로 불리운 평안도와 황해도, 자강도 일부 지방에서 나온 전통적인 민요들을
말한다. 전통적인 서도민요에는 대표적으로 평안도지방에서 널리 불리워진 《양산도》와 《방
아타령》, 《잦은 방아타령》, 《서도아리랑》, 황해도지방에서 널리 불리워진 《정방산성가》
와 같은 이른바 난봉가제에 속하는 수많은 민요들을 비롯하여 《몽금포타령》 등을 들수 있다”
고 하여 서도민요의 분포지역과 대표적인 악곡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굴림’을 “주로
강박에 나타나는 선률음에 한두음 또는 그 이상의 곁소리를 붙여 내는 굴림을 장식적굴림이라
고 하며 여러개의 선률음을 거쳐 이루어지는 굴림을 선률적굴림이라고 한다”고 두 가지로 구분
하며, 이어서 “서도민요가창의 굴림적용에서 중요한것은 《정방산성가》나 《룡강타령》, 《황
해산타령》과 같은 념불제민요의 가창에서 장식적굴림을 옳바로 적용하는 것 -(중략)- 다음으
로 《양산도》와 《방아타령》과 같은 서도지방 민요들의 가창에서 선률적굴림을 노래의 형상
에 맞게 바로 적용하는 것이다”라 하여 <정방산성가>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난봉가제’ 이외에
‘념불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는 수심가토리를 가리키는 용어
로 보인다. 반면에 <양산도>와 <방아타령>은 서도평조 즉 ‘서도식 경토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저자는 수심가토리는 장식적굴림, 경토리는 선률적굴림이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8)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1∼7) (2016.7.∼2017.1.)

전희옥은 2016년 7월호부터 2017년 1월호까지 7회에 걸쳐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
인 민요들 이라는 연재물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표 4> 전희옥의 조식연구 논문 목록
제목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조선민요에서

《제》와
《제》와
《제》와
《제》와
《제》와
《제》와
《제》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민요들(1)
민요들(2)
민요들(3)
민요들(4)
민요들(5)
민요들(6)
민요들(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심가제
념불제
강원도메나리제
창부타령제
경드름제
륙자배기
애원성제

년도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7

수록 정보
호(루계) 수록면
07(715) 63-65
08(716) 66-67
09(717) 79-80
10(718) 79-80
11(719) 79-80
12(720) 79-80
01(721) 57-58

전희옥의 글은 회당 두 면에 이르는 원고량이나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2000년대 북한 민요조
식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전희옥은 첫 회의 글76) 서두에서 ‘제’라는 용어
의 정의와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76)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1)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7호(루계 제715
호), 6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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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요에서 《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요의 지방적, 음조적특성에 따라 묶어놓은
것이다. 제라는 말은 민요의 묶음, 토리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본래 19세기 초엽부터 《판소리》가 성행
하면서 《가왕》으로 불리우던 송흥록의 《동편제》, 박유전의 《서편제》, 권삼득의 《권마성제》, 김제

철의 《석화제》 등 가창과 연기형상에서의 특징들을 서로 분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세월의 흐
름과 더불어 오늘에 와서는 민요의 지방적특성과 함께 중요하게는 음조적특성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되
고있다.”77)

특히 ‘제’를 ‘토리’와 동일시하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데, 북한의 민요연구에서 ‘토리’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예를 처음 보는 듯하여, 이 무렵 북한 연구자들이 남한의 민요연구성과에 대한 어
느 정도의 학술적인 정보를 접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북
한 민요연구 성과들에서 남한 학계의 견해와 닯은 점들이 산견되고, 특히 전희옥의 연구에서
그러한 점이 크게 늘어난 점 등으로 보아 그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추측하게 된다.
전희옥의 이 글에서는 “조선민요의 제는 지방적, 음조적특성으로부터 크게 일곱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다시말하여 서도지방의 《수심가제》, 《념불제》, 동해안지방의 《강원도메나리
제》, 중부지방의 《창부타령제》, 《경드림제》, 남도지방의 《륙자배기제》, 북부지방의 《애
원성제》이다”78)라고 하면서 민요권은 서도·동해안·중부·남도·북부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제’는 일곱가지로 나누고 있다.
(1) 수심가제

전희옥의 첫 번째 글79)은 ‘수심가제’를 대상으로 한 글이다. 이 글에서 “수심가제는 평안도지
방의 유명한 민요 《수심가》의 음조적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는 민요들을 말한다. -(중
략)- 민요 《수심가》는 슬픈 마음의 노래 또는 외로운 마음의 노래라는 뜻이다”라고 하여 수심
가제의 정서적 느낌을 애조(哀調)로 인정하고 있어서, 종래의 ‘서도평조’로 다소 무리한 해석과
함께 이 지역 노래를 ‘밝고 즐거운 정서’로만 이해하려던 태도를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서도민
요를 대표하던 수심가를 북한사회에서 한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정은 이어진 “민요 《수심
가》가 평안도지방에서 수십종의 류형으로 많이 발굴되였지만 현재까지 불리워지지 못하는것
은 수심가의 선률가락이 지내 느리여 선률의 생동성이 부족하고 곡명과 가사에서 한문투와 오
늘의 언어생활에 맞지 않는것들이 있으며 더우기 해방후 새롭게 편곡, 편작, 창작된 수심가제의
민요들과 민요풍의 노래들이 우리 인민들속에 많이 불리워지고있기때문이다”라는 언급을 통하
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심가제 민요의 조식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전희옥은 “수심가제는 조식적으로 볼 때
에는 기본이 쏠음으로 끝나는 평조식이고 도음으로 끝나는 평조식으로 된 민요들도 있다. 수심
77) 전희옥, 위의 글, 63쪽.
78) 전희옥, 위의 글, 63쪽.
79)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1)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7호(루계 제715
호), 6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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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의 음조적특징은 대체로 3박계통에 의한 선율들로서 쏠, 라, 도(평조3음렬)와 같이 순차적
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선율들로 구성되어있다. 전통적인 조선민요 5음계조식의 3음렬은 조
선민요조식의 5음계에 있는 임의의 음과 그로부터 8도우에 있는 음을 포함한 음을 절반으로
나눈 3개의 음으로 된 조식음계의 한 구성부분을 말한다”고 하면서 종래의 주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추대명의 견해보다도 퇴보한 것이다.
이어서 전희옥은 수심가제의 ‘롱음(* 요성)’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롱음표기기호’
와 ‘조선민요연주기호’ 등 악보에 표기되는 부호를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심가제의 조식구조에 대해서는 종래의 평조3음렬에 의한 ‘쏠평조’로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민
요로 <방아타령>·<양산도>·<룡강기나리>(기나리부분은 수심가제, 타령부분은 념불제이다)·
<서도아리랑(* 구조아리랑)>·<도라지> 등을 들고 있으며, 수심가제에 기초하여 창작한 신민
요, 민요풍의 노래로 <노들강변>·<삼아리랑> 등을 예로 들고, “평조식에 기초한 거의 모든 노
래들이 속한다”고 하였다. 이들 노래 중에는 남한 학계에서 진경토리 또는 신경토리로 분류하
는 악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도 남북한 학계의 견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대상 악곡이나 분석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또는 정
치적인 이유 때문에 비롯된 문제일수도 있다.
(2) 념불제

전희옥의 연재물 두 번째 글80)은 ‘념불제’에 대한 것이다. 전희옥은 “념불제는 서도지방의 민
요에서 주로 레평조식에 기초하고있는 민요들을 말한다. -(중략)- 념불제의 조식은 레음으로
끝나는 황해도의 《산타령》류들과 함께 쏠음으로 종지를 이루는 《난봉가》류, 도음으로 종지
를 이루는 《산념불》류들이 다양한 종지음을 이루고 평조식에 기초하고있지만 모든 민요들이
념불제에서만이 있게 되는 음조와 롱음, 정서적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념
불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은 우선 롱음에서 나타나는데 념불제의 민요선률들에는 우리 나
라의 어느 지방민요에도 없는 레음에서 내리4도롱음을 한다. -(중략)- 《수심가제》의 민요들
에서 간혹 념불제음조와 혼영되면서 내리4도롱성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81)고 하였다.
이처럼 염불제는 종지음이 다양한 반면 그 특징을 ‘롱음(* 요성)’에서 찾고 있는데, 보기로
제시된 악보에서도 요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악보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롱음표시 위에
숫자로 롱음의 음고변화폭을 지시하고 있다. 3도∼4도의 깊은 요성은 c“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음 아래의 인접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 글에 제시된 <물레타령> 악보에 의하면 출현
음이 솔-라-(도)-레-미-(솔)이고, 요성은 제5음인 레에 집중되어 있어 전형적인 서도민요의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음조직을 전희옥은 ‘념불제’로 이해하고 있다.
80)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2)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8호(루계 제716
호), 66-67쪽.
81) 전희옥, 위의 글,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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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민요 <물레타령> 중에서

전희옥은 염불제의 음계구조를 아래 <악보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염불제를 ‘계면조형
《레》 평조식’이라 하면서도 윗3음렬을 계면조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아래3음렬의 윗안정음
인 솔과 연접(conjunct)한 평조3음렬로 인식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 3음렬의 윗안정음은 ( )로
묶어 표기하였으며, 솔-라-(도)-레의 5도 음렬을 ‘3음렬’이라 부르고, 이를 ‘《념불제》 기본음
조’라 하였다.
<악보 2> 염불제의 조식구조인 게면조형 <레> 평조식

이어서 “괄호안의 도음은 념불제민요들에서 거의 쓰이지 않거나 미미하게 쓰이면서 주음으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반대로 레음이 주음으로 되면서 롱음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악보 3>과 같은 악보를 제시하면서 “민요 《룡강타령》의 7소절안에는 무려 5개의 소절안에
념불제의 기본음조가 들어가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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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민요 <용강타령> 중에서

그런데 <악보 3>에 보이는 ‘염불제의 기본음조’는 d“-a’-g‘의 세 음으로, 상행이 두 번, 하행이
3번 표기되었다. 기보상으로는 ‘레-라-솔’로 읽히지만, f”과 g“음이 출현하는 점으로 보아 ‘라-미
-레’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이 선율형은 남한 학계에서 말하는 ‘수심가토리’의
전형적인 구조가 된다.
전희옥의 설명을 종합하면 ‘념불제’는 최저음과 최고음이 완전5도를 이루는 음렬 중 최고음
이 요성음이고, 그 바로 아래음인 제3음이 생략되는 경향을 가진 음렬을 포함하는 조식으로 이
해되며, 이는 남한 학계에서 ‘수심가토리’ 또는 ‘서도토리’라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차
이점은 남한에서는 레-미-(솔)-라-도-레의 음계에 레-라가 5도음렬이고, 솔이 생략되며 라를
요성음으로 이해하는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레-미-솔-라-(도)-레의 음계에 솔-레가 5도음렬이
고, 도가 생략되며 레를 요성음으로 보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어서 전희옥은 “념불제에는 쏠음으로 끝나는 평조에 기초한 민요들도 있는데 이 민요들은
주로 《난봉가제》라고 한다. 《정방산성가》(《긴 난봉가》, 《중 난봉가》, 《잦은 난봉가》),
《박연폭포》(개성난봉가)로 불리우는 이 민요들은 굴림관계를 비롯한 음조적특성이 념불제와
꼭같으므로 념불제의 변종으로 볼수 있다”82)고 하였다. 그러나 음계 구성음을 파악하는 과정이
불명확한데, 이는 제시된 악보의 채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래 <악보 4>에서 보는바와 같
이 전희옥이 “쏠음으로 끝나는 평조에 기초한” 난봉가제라고 하는 <정방산성가> 악보에 드러
나는 출현음을 낮은 음부터 쌓아보면 솔-라-(도)-레-미-파-솔-라이며, 첫째 단은 솔, 둘째 단
의 겹세로줄부분은 레로 마치고 있다. 전희옥의 구성음이나 종지음 파악은 불분명하지만, 이들
노래의 조식을 ‘념불제의 변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에는 이견이 없다.

82) 전희옥, 위의 글,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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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민요 <정방산성가> 중에서

전희옥이 “념불제의 대표적인 민요들은 평안도지방의 《룡강타령》, 《물레타령》(서도),
《구녕변가》, 여러 가지 《김매는 소리》, 《벼베는 소리》, 《풀베는 소리》 등과 황해도지방
의 《풍구타령》, 《정방산성가》, 《사설방아타령》, 《귀암포타령》, 《장산곶타령》(잦은 타
령), 《황해산타령》, 《산념불》, 다양한 《산타령》류들, 개성지방의 《박연폭포》를 비롯한
《난봉가》류들을 비롯하여 서도지방민요들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83)라고 한
점으로보아 ‘염불제’는 5도음렬의 최고음이 요성음이고, 그 바로 아래음인 제3음이 생략되는 음
렬이 주된 역할을 하는 조식, 즉 남한 학계에서 서도토리로 부르는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강원도메나리제

전희옥의 연재물 세 번째 글84) 소제목은 ‘강원도메나리제’이다. 전희옥은 강원도메나리제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바, 남한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메나리토리의 면모와 대체
로 일치한다.
“강원도메나리제민요들은 동해안지방민요라고도 한다. 이 민요들은 주로 강원도를 비롯한 조선동해
연선을 따라 북으로는 함경북도까지, 남으로는 경상도의 해안가에서 널리 불리워진 전통적인 민요들이
다. 강원도메나리제민요들은 조식적으로 볼 때 조선민요5음조식의 계면조식에 기초하고있으며 같은 계
면조식이라고 하여도 륙자배기민요(전라도지방)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민요들은 종지음이 주로
라음과 미음으로 되며 도음이 륙자배기계의 민요들에서처럼 곁소리로가 아니라 선율음으로 되고 있다.
-(중략)- 강원도메나리제민요들에서는 기본형 라계면조식으로 된 민요들도 많지만 중간형 미계면조식
과 혼영되여 불리우는 민요들이 적지 않다. 강원도메나리제민요들의 음조적특징은 라, 쏠, 미이다. -(중
략)- 강원도메나리제의 롱성의 특징은 주음과 안정음들인 미음과 라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래선률음으

로 미음이 오는 경우 라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짙은 롱성을 하게 되며 라음은 롱성을 하지 않거나 경우
에 따라 얕은 롱성이 적용된다.”85)

83) 전희옥, 위의 글, 67쪽.
84)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3)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9호(루계 제717
호),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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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말미에서 전희옥은 “강원도메나리제의 대표적인 민요들은 《강원도아리랑》, 《정선
아리랑》, 《경상도아리랑》, 《회양닐리리》, 《둥개타령》, 《쾌지나 칭칭나네》, 《신고산타
령》(《어랑타령》), 《바다의 노래》 등 조선민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남
한 학계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강원도메나리제에 기초하여 창작된 신민요와 민요풍
노래들로는 《금강산타령》(1930년 신조곡), -(중략)- 등 많은 노래들이 있다”86)고 하였는데,
1930년대 최정식(崔貞植)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금강산타령>은 오늘날 남한지역의 경기명창
들에 의하여 불리는 곡조로 보아서는 창부타령토리의 평조선법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메나리
제로 이해한 점으로 보아 혹시 북한지역에는 남한의 <금강산타령>과 음구조가 다른 노래가
전해지는지 의문이다.
(4) 창부타령제

전희옥의 네 번째 글87)의 소제목은 ‘창부타령제’이다. 이 글에서 전희옥은 경기민요와 창부타
령제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창부타령제민요들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민요들에 속한다. 우리 나라 중부지방민요라고 하면 북쪽으
로는 황해도,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의 남부와 면해있는 지방의 민요, 즉 경기도와 그리
고 충청도의 일부를 포괄하는 우리 나라 중서부지방에서 전승된 전통적인 민요들을 말한다. 주로는 경기
도지방의 민요가 기본이므로 중부지방의 민요를 간단히 말하여 《경기민요》라고도 한다. 중부지방민요
들은 음조적, 정서적특징으로부터 《창부타령제》 민요와 《경드림제》 민요들로 나뉘여진다.”88)

위의 서술에서는 먼저 중부지방민요(경기민요)의 분포지역에 관하여 언급한 다음, 이 지역
민요를 창부타령제와 경드림제로 양분하고 있다. 이 중 창부타령제의 조식구조에 대하여는 아
래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
“창부타령제민요들은 조식적으로 볼 때 쏠평조식에 기초하고 있다. 창부타령제민요들의 조식은 서도
지방의 수심가제 평조식과 매우 가까운 조식체계를 이루고 있다. 창부타령제민요들이 서도지방민요와
일맥상통하게 된데는 경기도지방의 지역적특수성 즉 고구려,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쳐 평양(부르
나, 류경), 개성(개경), 서울(한양)을 비롯한 수도, 도시의 중심지로 된 사회정치경제적특수성으로부터
서도지방민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창부타령제의 음조는 레, 도, 라, 쏠이다.”89)

이러한 설명은 창부타령제 즉 진경토리에 대한 남한 학계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 다만 서도
민요와 경기민요의 친연성을 역사적배경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창부타
85) 전희옥, 위의 글, 79쪽.
86) 전희옥, 위의 글, 80쪽.
87)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4)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10호(루계 제718
호), 79-80쪽.
88) 전희옥, 위의 글, 79쪽.
89) 전희옥, 위의 글,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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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의 음조를 ‘레, 도, 라, 솔’로 이해한 점은 선율적 특징을 ‘순차적 하강형’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롱성(* 요성)과 굴림(* 장식음)에 대하여는 “창부타령제민요들의 롱성의
특징은 주음이며 안정음들인 도음과 쏠음에서 우로 올리롱성을 하게되며 경우에 따라 올라가
는 선율음에 놓이는 레음에서 기교롱성을 하게 된다. 창부타령제민요들의 굴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 개음이상의 굴림들이 선율적으로 련결되여 자연스럽고 매우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하
면서 창부타령제민요들의 정서적특징을 ‘밝고 류창하며 부드러운 정서’라 하고 있다.90) 이어서
“창부타령제의 민요들로는 경기지방의 여러 변종으로 전해지고있는 민요 《창부타령》류, 《노
래가락》류, 《모란봉》, 《닐리리야》, 《오동동추야》, 《이팔청춘가》, 《매화타령》, 《느리
개타령》 등과 신민요, 민요풍의 노래들인 《풍년가》, 《능수버들》, 《신이팔청춘가》 -(중
략)- 등 많은 노래들이 창작보급되었다”91)고 하였는데, 창부타령제 민요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제시한 노래 중에는 진경토리와 신경토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전희옥은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경드림제

‘경드림제’를 소제목으로 한 전희옥의 다섯 번째 글92)에서는 창부타령제와 더불어 중부지방
민요(경기민요)의 중요한 조식이라 할 수 있는 경드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드림제민요는 중부지방민요들중 일명 《경기제》라고도 하는 평조형계면조식으로 된 민요를 말한
다. 경드림제민요들은 선율구조적으로는 계면조식에 속하지만 음조나 굴림, 장단, 정서적특징들은 평조
식민요들에 가까운 밝고 가벼우며 건드러진 정서를 안고 있다. 경드림제민요들의 조식은 종지음이 주로
라음으로 끝나는 민요들이 대다수이며 일부 미음으로 끝나는것도 있다. -(중략)- 민요 《사발가》는 종
지음이 라음이며 민요 《밀양아리랑》은 미음이지만 -(중략)- 계면조3음렬과 중간3음렬들이 평조3음렬

과 혼영되여 선율이 흐르면서 계면조식적인 애절하고 처량한 정서보다 밝고 흥겨운 정서가 지배적인데
바로 여기에 경드림제민요조식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 경드름제민요들의 기본음조로는 레, 도, 라를 들수
있다. -(중략)- 이처럼 경드림제민요들은 평조식음렬을 위주로 계면조식음렬을 배합하여 이루어졌으므
로 그 색채가 다른 민요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게 된다.”93)

경드림제는 반경토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소리의 경드름이 진경토리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를 ‘경드림제’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의 논의를 필요로 할 듯하다.
다만 위의 논의에서 경드림제가 비록 계면조3음렬로 구성되었으나, 그 정서는 애절하고 처량한
계면조와는 달리 밝고 흥겨운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경드림제가 계면조3음렬과 중간3음렬이
평조3음렬과 ‘혼영’되었다고 하였다. 북한 연구자들의 일관된 관점의 하나가 계면조는 애절하고
90) 전희옥, 위의 글, 80쪽.
91) 전희옥, 위의 글, 80쪽.
92)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5)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11호(루계 제719
호), 79-80쪽.
93) 전희옥, 위의 글,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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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느낌의 악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격선법에 해당하는 라-선
법 5음음계인 경기민요 반경토리나 종묘제례악 중 <정대업>은 애절한 느낌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민요 중 애절한 느낌의 계면조로 이해되는 것은 (라가 주음이라는 관점에서 계면조라 한
다면)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처럼 변격선법으로 된 라-선법의 경우로만 제한되어야 할 것
이다. 앞의 견해와 같이 밝은 정서를 지닌 경드림제 민요들이 계면조3음렬·중간3음렬·평조3음
렬이 ‘혼영’된 것이라는 견해는 계면조는 ‘슬픈 느낌’이라는 선입견적 전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이어서 “경드림제의 대표적인 민요들로는 《베틀가》, 《사발가》, 《밀양아리랑》, 《흥타
령》, 《강타령》(오호타령, 한강수타령), 《오봉산타령》, 《사설난봉가》, 《영천아리랑》(9/8
박자) 등을 들수 있으며 신민요나 민요풍의 노래들은 《뽕따러 가세》, -(중략)- 《몽금포의 노
래》(몽금포타령) -(중략)- 등 많은 노래들이 있다”94)고 하였는데, 경드림제 악곡의 예로 든 악
곡은 대체로 남한 학계에서 반경토리로 알고 있는 곡들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경상도민요로 분
류되기도 하는 <밀양아리랑>을 경드림제로 분류한 것은 전희옥의 시각이 비교적 이론적 합리
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륙자배기

전희옥의 여섯 번째 글95)은 ‘륙자배기제’에 대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륙자배기제’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륙자배기제의 민요들은 주로 라음이 종지음이며 조식은 계면조식에 기초하고 있다. -(중략)- 라음과
도음사이 즉 소3도사이에 씨음이 보충되면서 계면조형6음계(씨음이 곁소리형태로)로 되어있는것을 볼수
있다”96)
“륙자배기제민요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도음이 낮아지는 미분음처럼 주로 곁소리(채기)형태로 씨음
으로 연주되는 것이다. -(중략)- 도, 씨, 라는 륙자배기제민요의 기본음조이다. 이 3개 음들가운데서 도음
은 주로 곁소리형태를 띠고 씨음에로 끌리게 되며 라음은 주음으로 된다. -(중략)- 곁소리인 도음은 약간
낮아지는 미분음이 되어 씨음에로 채기기교로 연주하여야 하며, 레음과 쏠음은 약간 높아지는 미분음으
로 연주하여야 민요의 본색을 살려 형상할수 있게 된다. 륙자배기제민요의 정서적특징은 매우 처량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륙자배기제민요들이 기초하고있는 장단은 주로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들이다.97)

위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종지음인 라를 주음으로 보는 관점이며, 도-시의 음형을 하행
형으로 이해하는 점도 주목된다. 남한에서 ‘꺾음’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채기’라 다르게 표현하
94) 전희옥, 위의 글, 80쪽.
95)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6)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2016년 제12호(루계 제720
호), 79-80쪽.
96) 전희옥, 위의 글, 79쪽.
97) 전희옥, 위의 글,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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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발견된다. 전희옥은 육자배기제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물레타령》, 《농부가》, 《날
개타령》, 《륙자배기》(《잦은 륙자배기》), 《둥가타령》, 《동백꽃타령》, 《옹헤야》, 《강강
수월래》, 《진도아리랑》, 《까투리타령》 등을 예로 들고 있으나,98) 이 중에는 남한 학계에서
남도경토리(남부경토리)로 달리 구분하는 악곡과 메나리토리에 해당하는 >옹헤야>도 포함되
어 있다.
(7) 애원성제

전희옥의 연재는 2017년 1월호에 실린 ‘애원성제’99)를 끝으로 완결된다. 이 글에서는 “애원성
제민요에는 북부지방민요 즉 량강도와 자강도북부, 함경남북도 내륙지방, 북청, 단천지방에서
전해오는 많은 민요들중 음조가 특이한 민요들이 속한다”100)고 하면서, “애원성제민요들은 대
체로 계면조식에 기초하고 있다. -(중략)- 애원성제민요들은 레, 도, 라음조를 기본음조로 하고
있다. 애원성제의 음조는 중부지방민요의 경드림제음조와 같다.(애원성제민요들이 발굴된 지역
은 조선봉건왕조시기나 퍽 이전시기부터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류배지로 되어 개성이나 서울
에서 살던 사대부들이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하던 북관도지방으로서 중부지방민요들의 음조가
토착화되였다는 설이 지배적이다.)”라 하고 있다.101) 이어서 애원성제 민요의 대표적인 악곡으
로 《함경도애원성》, 《함경도농부가》, 《하청애원성》(함북길주), 《애원성》류(함북, 함남도
지방의 회령, 북청, 새별 등)들을 들고 있으나, 이들 악곡은 남한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다.
이상에서 전희옥이 소개한 애원성제는 구성음이나 각 음의 성격과 기능에서 명확한 공통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한 지역의 음악어법을 드러내는 소리제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의문이 남는다.
전희옥은 연재를 마치며 그 결론으로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민요들은 지방별
또는 음조적특징으로부터 7개의 《제》로 나누어볼수 있다. 하나의 《제》에 속하는 모든 민요
들은 음조나 롱성, 굴림, 미분음, 장단들에서 일련의 공통점들이 많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
에서 널리 불리우며 전해오는 민요들에는 7개의 《제》에도 속하지 않는 민요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요유산들을 더 과학화, 체계화하여 주체예술의 보물고를 더
욱 풍만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 하며 끝을 맺고 있다.102)

98) 전희옥, 위의 글, 80쪽.
99) 전희옥, 조선민요에서 《제》와 그 대표적인 민요들(7) , 조선예술(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7), 2017년 제1호(루계 제721
호), 57-58쪽.
100) 전희옥, 위의 글, 57쪽.
101) 전희옥, 위의 글, 57쪽.
102) 전희옥, 위의 글,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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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00년대 북한의 민요조식 연구의 성과
Ⅱ장에서는 2000년대 북한 학계의 민요조식 연구성과를 ‘조식의 구조적 이해’, ‘분석 이론적인
연구’ 그리고 ‘지역적 특징 연구’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들 세 분야별
로 이 시기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 중 주목되는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민요 조식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연구’는 2000년 이전에 수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이를 재확인하고 강조하려는 입장의 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민요 조식 이
론의 큰 변화는 찾기 어렵다. 다만 몇몇 새로운 관점이 추가된 것이 엿보인다.
우선 장송철은 동명조식, 동명조3음렬, 배합3음렬 등의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반음을 갖고 있거나, 5음음계 밖의 음이 출현하는 민요의 조식을 설명하
고자 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를 통하여 반음이 있는 민요조식을 ‘6음계적5음계조식’이라 하였는
데, 이는 한시형의 관점을 이은 것이다. 리창호 역시 황민영의 관점을 이어 ‘류동전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평조3음렬 또는 계면조3음렬로 조식구조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노래 선율에서는 이들 3음렬로 구성된 선율형(* 음조) 이외의 선율형이 자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처음 보이는 언급으로 서병복의 ‘《상》조’ 문제가 있다. 서
병복은 ‘상조’ 즉 레선법 5음음계의 독특한 구조를 제시하면서 서도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주변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민요조식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 분야는 주로 장송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
로, 그는 <몽금포타령>의 조식분석을 위하여 ‘림시적류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물
레타령>(남도)의 음조직은 ‘동명조식에 의한 6음계적5음계조식’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
요의 조식-조성은 민요선율 형성의 기초이며, 민요선율 발전수법의 근본바탕이라 하면서, 민족
화성, 복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민요조식의 분석은 종지음을 주음으로하여 음계를
배열하여야 하며 미분음을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민요조식의 지역적 특징을 연구’한 부분에서는 윤광철·김련희에 의하여 굴림새 즉 시
김새가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위혁·추대명에 의한
서도민요 조식, 박춘식에 의한 강원도민요의 조식, 정세영에 의한 중부지방민요(경기민요)의 조
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우리 민요의 지역적인 민요권 구분은 윤정희에 의하여 서도·남
도·동해안·북부·중부의 5개권역으로 분류되었고, 전희옥에 의하여 5개 권역과 일곱개의 ‘제’로
정리되었다.103) 전희옥에 의한 7개의 ‘제’와 남한 학계의 대표적인 민요 연구자인 이보형의 연
구성과104)와 남한 학계의 보편적인 견해를 함께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103) 북한에서 《제》에 대한 논의는 1966년 박에섭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다. 박예섭, 《제》와 조식에 관한 약간한 고찰 , 조
선음악(평양: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1966년 제3호(루계 99호), 32-34쪽. 박예섭은 이 글에서 지방적 특징에 의한
‘제’의 구분을 ‘서도제·남도제·함경도제·강원도제·창부타령제’의 다섯 가지로 나눈 바 있는데, 이는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반면에 같은 해 리창구는 ‘중부지방·남도지방·서도지방·함경도지방’의 민요 조식을 분석·연구한 바 있다. 김영운, 북
한의 조선음악 조식연구 초기의 전개 양상 , 한국음악연구(서울:한국국악학회, 2017), 제62집, 3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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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북한 학계의 민요권 및 민요 음조직 연구결과 비교
북한 학계의 견해
분포 지역 조식 명칭
이보형의 분류
북부 내륙
애원성제
수심가제
(경서토리 제5·6형)
서도지방 평안도·황해도
경서토리 제1·2형
염불제
경서토리 제3·4형
창부타령제
경서토리 제5·6형
중부지방 경기도
경드림제
경서토리 제7·8형
남도지방 전라도
육자배기제
동남토리(육자배기토리)
동해안지방 강원도.함경도 강원도메나리제 동남토리(메나리토리)
민요권
북부지방

남한 학계의 견해
명칭
구조
(진경토리?)수심가토리
레-미-(솔)-라-도-레
난봉가토리
라-도-(레)-미-솔-라
진경토리
솔-라-도-레-미-솔
반경토리
라-도-레-미-솔-라
육자배기토리 미-라-도-레-미/미-레-도-시-라-미
메나리토리
미-라-도-레-미/미-레-도-라-솔-미
(제주토리)
-

<표 5>에 의하면 남한 학계에서는 아직 제주민요의 음조직에 관하여 명백한 결과를 도출하
지는 않았지만,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 학계에서는 제주민요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대신, 양강도·자강도와 함경도 내륙지방을 아우르는 북부지방 민요의
애원성제를 제시한 점에 차이가 있다. 물론 북한 학계에서도 애원성제의 명백한 실체를 제시하
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지역은 남북한의 지리적 사정에 따른 것이지만,
서도민요에 대한 견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점의 하나로 보인다.
북한 학계에서는 서도민요를 수심가제와 염불제로 양분하는데, 이 중 수심가제는 남한 학계
에서 진경토리라 부르는 평조를 가리키고, 정작 수심가토리는 염불제라 부르고, 이 염불제에는
난봉가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서도지역에 경토리로 된 민요가 많이 존재한다는 남한 연
구자의 선행연구도 있으므로, 서도민요에 진경토리·수심가토리·난봉가토리 등의 다양한 음조
직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Ⅴ. 맺는말; 북한 민요조식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
지금까지 2000년대 북한 학계의 민요조식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 음악학계의
민요 음조직 연구의 성과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적지않은 차이점도 발견되는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민족 민요음조직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
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민요의 음조직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통음악 전반에 걸친 음조직 이론의 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음조직은 전통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민족적 색채
를 짙게 간직한 미래의 음악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도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북한 연구자들에 의한 민요조식 이론의 전개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난 남북
104)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1992, 문화재연구소); 이보형, 동남(東南)토리 음구조 유형 생성과 변이-메나
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8), 115-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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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북한 연구자들의 성과에서 엿보이는 몇몇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북
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요조식의 기초가 되는 3음렬이 평조3음렬과 계면조3음렬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민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점이 무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분석태
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보인다. 계면조와 평조는 고려와 조선의 문화
중심지였던 개성과 한양을 중심으로하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음악어법이었기에, 지리적으로
먼 지역의 음악까지 이 같은 체계로 해석하려는 지나친 의욕이 다소 무리한 해석을 낳은 것으
로 보인다.
둘째, 계면조는 슬픈 느낌이고, 평조는 밝은 느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조
식체계와 정서가 다른 민요를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과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
히 서도토리와 관련한 설명에서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셋째, 북한에서는 음명으로 이탈리아식 계명을 고정도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조식의 구
성음을 지칭하는 방법에서 남한 학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북한 연구물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장해가 되고 있다. 또한 5음음계 구성음을 나열·제시하는 과정에서 파(fa)와 시(si),
심지어는 올림표(#)와 내림표(♭)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음악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련접과 이접, 정격과 변격 등의 용어를 달리 적용하
고 있어서 역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그동안 남한 연구자들은 각 지방민요의 구성음과 각 구성음의 성질(요성·퇴성 등) 및
기능(종지)·비중(중요도) 등에 관심을 두었던데 비하여, 북한 연구자들은 민요조식의 구조적 체
계를 갖추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둔 듯하다. 특히 조식의 구조를 ‘3음렬 이론체계’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민요 각편들의 음조직 모두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
우 복잡한 체계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음렬 이론체계’로 규명되지 않는
민요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섯째, 남한 학계에서는 민요를 통속민요와 향토민요(토속민요)로 구분하고, 특정지역에 존
재하는 이 두 가지 민요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 민요 음조직상의 특징을 고찰하려는 경우가 일
반적인데, 북한에서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를 아예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연구의 대상면에서
는 남과 북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어법은 전문가의 음악
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곱째, 북한의 민요조식 연구 초기에는 서양음악이론에 이해가 깊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이론체계를 세운 것으로 짐작되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전통음악 이론에 밝은 연구자들
의 참여가 늘어난 듯하다. 그 결과 민요조식 연구의 방법이 조식구조 체계이론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적 특징을 규명하려는 방향으로 옮겨진 듯하다. 여기에 비해서 남한의 민요음조직 연구는
초기부터 전통음악 이론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0년대 남북의 민요 음조직 이론
은 그 접점이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남한 민요 음조직 연구의 성과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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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민요조식연구와 분석이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
의 창작을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아홉째, 북한의 민요조식 연구에는 정치적인 입장도 반영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서도민
요의 조식이나 정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몇몇 견해는 북한사회의 문화지도계층의
의지가 일종의 규범적 제한처럼 작용하여 대부분 연구자들이 획일화된 결론에 이르는 듯한 느
낌이 든다.
위에서 지적한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분단을 통하여 사회구조와 음악문화 현상에
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남과 북은 음악적인 정서와 학문 연구방법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남북의 간극을 극복하고 한민족 민요 음조직, 나아가 한민족 전통음악
전반의 음조직이론을 규명하기 위한 상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연구자료와 연구성
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시각차를 좁히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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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2000년대 북한의 조선음악 조식연구의 전개양상 에 대한
논평
김인숙(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의 역사적인 만남과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즈음 그동안의 북한의 음악연구
에 대한 관심이 이 발표문으로 인해 조금은 해소되고 한편으로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학문
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서로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성과, 학술용어, 개념과 표현
의 문제 등 우선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발표문은 아시다시피 발표자께서 이미 발표한 2000년경까지 북한음악의 조식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200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민요의 조식연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한과 비교하
며 이론적인 차이와 의미를 밝힌 글입니다. 북한의 민요 연구의 방향과 성과, 그리고 학술적
성향 등을 잘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으로 제가 토론자이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으로서 논의의 깊이를 더하기보다는 발표문에 나타난 몇몇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를 드림으로써 북한음악 조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
다.
1) 먼저 연구와 분석 대상인 민요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현장에
서 채집한 민요를 날 것 그대로 연구하기보다 일단 오선보에 채보된 결과나 인민대중의 오락물,
혹은 계몽적 교재로서 정리(편곡)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남한의 민요 연구는 채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분석과 이론적 결정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음고와 음정의 결정에 대한 문제, 선율적 특징에 대한 문제 등...이보
형의 경서토리 음구조에 대한 연구, 동남토리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이미 평균률로 결정된 상태의 민요를 다루는 점이 큰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방법론면에서 남북의 연구 방식을 각기 귀납식, 연역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북한과 남한이 민요의 조식, 혹은 음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
다. 가령 다같이 음계로 정리하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3음렬의 개념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5음계의 음악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옥타브의 개념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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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한에서는 일부 테트라코드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음계와 옥타브의 기본 개
념을 깔고 있지 않나 합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미>계면조, <솔>평조 등의 용어는 남한의 미
선법, 솔선법에 비해 더 합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요?
3) 박춘식의 강원도민요의 조식과 음조적 특성 (2009)에서 강원도민요의 조식은 ‘<미>계면
조’와 ‘<라>계면조’로 나누었는데, 선생님께서 이것을 각각 아라리토리와 메나리토리로 해석하
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종지음으로 구분한 것인지, 이 둘의 관계
가 조금 궁금합니다.
4) 북한 학계에서는 <구조아리랑>을 <서도아리랑>이라 부르고, <양산도>·<방아타령>·<도
라지> 등을 서도민요로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한과 북한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 민요를 경기민요로 보는 근거는 역시 선율적 차이
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요?
5) 북한에서 지방적 특징의 민요 조식을 장단(박자)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고 생각합니다. 가령 수심가제는 3박과 관련이 있으며 육자배기제는 중모리, 중중모리 등과 관
련이 있다는 설명 등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민요에 대한 글을 보면서 남한의 연구에서 경서도민요로 존재할 때와 분단 이후에
남한의 인식 차이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지적하는 수심가제
와 염불제는 남한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분단 이전의 음악을 두고 볼 때에는 오히려 합리
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날 남한에서 수심가조, 난봉가조로 나누고 있는
음악적 특징은 오늘날 남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음악의 특징인 것일 수 있습니다(즉, 레미라도,
레파라도...) 이는 음악의 시대적인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음악에 대한 인식, 채보에 대
한 관행, 평균률에 대한 강박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전후의 연구를 나누다보니 지방적 특징을 밝히는 내용을 주로 남한의
성과와 비교하셨는데, 이미 1966년부터 리창구의 선구적 논의가 있었으므로 북한 내부의 학문
적 논의의 연장적 측면에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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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조사는 이제까지 해방 후 생존했던 명인들의 구술들을 모아 기술되거나 아니면 특정 구술
자의 증언을 음악분석의 방법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전부
터 해방 전에 향유되었던 산조 사료들이 다수 발굴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그간
명인들의 구술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낯선” 현상들을 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심정순의 산조처
럼 계면조가 극도로 억제된 “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의 연속체로 된 산조를 만나게 되었고,
또 장단연속체 속에 원모리, 엇중모리, 사설, 평타령, 살풀이 등을 활용하는 산조들과도 대면하
게 되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당시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를 중심에 놓고 구성되는 산조와 공존
했지만 해방 후 산조사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의 조우는 동시대
적으로 공존했던 산조들 간의 양식적 다양성을 가늠케 해주었다.1) 실제로 이러한 점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면, 해방 전 산조사가 현재 알려진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발
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무형문화재 조사에 의하면, 산조는 지역에 따
라 크게 충청제, 전남제, 전북제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 산조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심상건은 192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순일하게 충청제 산조의 양식을 구현한 적이 없었
다. 그는 육자백이 토리권의 산조 음악을 구현하되, 필요하면 얼마든지 서울 경기에는 물론이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5-KFR-1230003).
1)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59집(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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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남제 김창조계 산조의 여러 요소들도 유연하게 취했음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2) 나아
가 그와 같은 서산 창우집안 출신이자 선배 음악가 심정순도 충청제 양식으로만 산조를 구현했
던 것이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서울 음악을 적극적으로 포용했다. 이런 점들은 산조사
에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근본적인 물음, 명인들의 구술을 근거로 산조사를 서술하는 것에
무리는 없는 것인지 묻게 한다.
물론 명인들의 구술은 산조사의 전개에 대해 결정적 증언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구술자들 간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서, 예를 들면 어떤 명인은 산조가 심방곡(시나위)에
서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명인은 그것이 아니라 봉장취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증언들을 종
합한다 하더라도 산조사의 전개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연구에
서는 1920∼30년대 당시 산조는 특정 지점을 향해 단선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위,
굿거리, 살풀이, 봉장취 같은 주변 기악 음악 갈래들과 관련을 맺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3) 이
러한 점은 산조사가 직선적으로 전개되지만은 않았고 특정기간 혹은 일정기간 동안만큼은 나
선형으로 발달했을 수도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경로는 그간 탐색 조차되
지 못했다. 왜냐하면 구술자들은 산조사가 개척한 여러 경로들 간의 경쟁에서 승리한 편에 속
한 음악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개인이 기억하고 구술하는 ‘산조사’는 개인의 승리의 역사 혹
은 산조의 단선적 발달사가 된다. 결과적으로 구술에 의존한 산조사 기술 역시 직선적 발달사
라는 논리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산조사를 직선적 발달사로 이해하면, 산조 양식이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했던 “결
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통해 과정을 해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즉 현행 산조, 즉 결정된 사실을 통해 과거의 산조를 재해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조사 발전기의 역동적인 변화와 창조적 국면들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해방 전 심정순과 심상건의 산조에 보이는 당악 악장을 굳이 휘모리나 단모리 악장으로
보고자 한다면, 현행 산조의 휘모리나 단모리가 1920년대부터 분명코 산조의 구조 내부로 들어
왔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동시대의 산조 명인들 가운데 유독 심정순과 심상건이 그러한
구조로 자신들의 음악가적 개성을 구체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어진다. 비슷한 사례
는 더 있다. 함동정월이나 박종기의 산조에는 굿거리 악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몇몇 선율은 현행 산조와 유사한 대목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 산조의 굿거리 악장을 중중모
리나 자진모리로 해석한다면 해방 후 산조의 선율적 원천을 해방 전 산조에서 찾는다는 즐거움
은 있겠지만 산조사의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는 없다. 즉, 함동정월이나 박종기가 활동하던
당시 여타 산조에 중중모리나 자진모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이 두 명인이 굳이 중중모리
나 자진모리가 아니라 굿거리 악장을 취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이상의 경
우는 해방 후의 산조의 원천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방 전의 사례를 고려했던 행운을 얻었던
사례이다.
2) 권도희, 「산조의 지역성·계보론에 관한 음악비평적 재고-심정순․김해선․심상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61
집(2017.6);「유성기음 반의 가야금 산조의 중모리 연구-평조유형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6호(1996);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 『한국음반학』 9(1999).
3) 각주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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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거론한 것과 같이 해방 후 산조에 대한 관심사와 엮이지 못한 사건들은 산조사
의 “낯선” 국면들로 남았고, 그것이 산조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조사를 정당하게 기술하려면 결정된 사건을 넘어서, 또한 명인의 증언을 넘어서 실제 사실들
을 폭넓게 수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려면 구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조사의 사료들을 교차
시켜 검토·분석·해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조사의 사료들은 명인들의 증
언 이상으로 방대하게 편재해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까지 개별 자료들에 대한 연구가 상
당히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산조사에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조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이 실제 사료에 비추어 산조사의 역정
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할 것이다. 특히 산조 초기사 진술을 대신했던 세
가지 명제, 즉 “산조는 시나위로부터 나왔다”, “산조는 봉장취로부터 나왔다”, “산조는 판소리의
기악형이다”라는 명제가 산조사 기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세 개의 명제들은 해방 후 여러 명인들의 증언에 의거해 추적된 일종의 산조 발생론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조 발생론과 관련하여 명인들의 진술은 매우 단편적이
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산조사를 정교하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여러 명인들의 여러 증
언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혹은 그것을 단서로 진행된 몇몇 연구들이 있어서 명인들의 증언의
진의를 파악할 수는 있다. 실제로 이르면 1940년대 말부터, 늦어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산조
발생에 대해 명인들의 구술이 수집되었고, 1970년대 초부터 이보형을 위시로 하여 여러 연주자
들은 여러 명인들의 구술을 전하거나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소략한 구술을 보완하는 일이라 다
행스러운 일이지만, 명인들의 증언과 실제 사료가 비교 검토되지는 못했다. 1990년대 이후 해방
전 산조 사료가 대거 발굴되었고, 개별 사료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척되면서 실제 산조와 명인
들의 구술은 상호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4) 구술과 실제 음악을 관련시키는 시도는 전보다
진일보한 방법론적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명인들의 구술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구술 내용 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실제 음악과 구술 간의 차이를 직시하고 이를 해명하
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구술에 기반하여 제시된 산조 발생론을 세 명제로 압축하여 검
토해보기로 할 것이다. 이를 그간 제시된 산조 발생론의 기여를 정리하고, 실제 산조 사료에
비추어 논리적 한계나 모순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보려 한다. 사실상 산조 발생론이란 말은 산
조가 특정 악곡이 아니라 일정한 기악 양식으로 이해하면 적당치 않은 용어이다. 일정한 양식
은 개별 창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보다는 발전이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명인들의 증언을 통해 산조 발생을 추동한 몇몇 중시조들을 지목하고 이들의 음악
을 추론함으로써 초기 산조양식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를 폐기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조 발생론이라는 이름 하에
산조 양식의 발전론을 검토해 보기로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산조 발생론·발전론과 관련된 세
4)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수용론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18집(1996), 131∼48쪽; 심정순 굿거
리 연구 한국음반학 제8호(1998), 73∼85쪽;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논문집 창간호(국립
민속국악원, 2001), 209∼22쪽; 김창조의 가야금산조와 후기(근대)산조 전승론 , 산조연구, 서울: 은하출판사, 2001, 41∼53
쪽; 「박종기 대금산조-군로사령음반 소고」 『한국음반학』 13집(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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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명제를 검토하되, 사료와 구술이 교체되는 지점에서 맞닥뜨리는 “낯선” 음악사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산조사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 어떻게 배치시킬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한다. 이는 산조사의 전개에서 보이는 창조적 역동적 국면들을 정당
하게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Ⅱ. 본 론
1. 시나위 발생론
산조의 발생론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시나위 발생설이었다. 시나위 발생설은 1948년 함
화진이 김창조의 산조를 기술하면서 제시되었다. “김창조는 心方曲을 변작하여 산조를 창작할
세 우조와 계면조로 분류하여 각종 악기에 탄주하기 시작했다”5)라는 짧은 문장은 산조 시나위
발생설에 가창 처음으로 등장하는 진술이다. 함화진(1884∼1948)의 이력으로 보아 이것은 서술
당시 주변의 산조 명인들의 증언을 재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함화진은 초대 (대한)국악원6) 원
장(1945∼1947)이었으므로 그의 주변에는 다수의 민속악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산조 명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진술은 더 이상 보완되지 못한 채로 1967년에 박헌
봉(1907∼1977)에게 계승되었다.7) 박헌봉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충청·경기 산
조의 표본으로 성금연을, 호남 산조의 전형으로 김윤덕을 주목하고, 이들에게 각각의 사승관계
를 물었는데 성금연은 박상근을, 김윤덕은 김창조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산조의 초
기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박헌봉은 한국 전쟁 전 명인들과의 대담을 기록한다. 즉,
박헌봉이 함화진을 대신하여 (대한)국악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1947∼1950) 그는 한성기, 심상
건, 박상근, 강태홍, 정남희, 오태석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산조의 시초를 논한 일을 기록했다.
이에 의하면, 당시 정남희는 김창조를, 한성기는 이모씨를, 박상근은 유모씨를, 심상건은 자신
의 스승을 거론했다 한다. 박헌봉은 당대의 명인들이 지목한 음악가들의 면면이 서로 비슷한
연배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목도하고, 산조의 창시자를 특정 개인으로
보고자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박헌봉은 산조를 관통하는 몇몇 돌림가
락8)을 제외하면, 모든 산조가 특색이 있으므로 산조를 특정 창작자의 산물로 간주하기를 포기
하고 대신 전승 연원이 오래된 음악으로만 정리하고 끝냈다. 단, 그는 “지금의 시나위曲의 新羅
의 曲으로 연상되기도 하며 굿거리 휘모리曲等은 옛날 巫業에 그 原流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하
여 산조의 원천으로 시나위나 무속음악을 지목했지만 이 이상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보형은 1970년대 초에 산조를 심방곡이라고 증언하는 서공철 명인의 구술을 단서로 삼아
5) 함화진, 『조선음악통론』 서울: 을유문화사, 1948, 210쪽.
6) 해방 직후 국악건설본부를 통해 함화진 등에 의해 결성된 국악단체는 “국악원”이었고, 대한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설립 이후
“국악원”의 개명이었지만, 본고에서는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국립국악원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악원”을 “(대한)국
악원”으로 적었다. 권도희, 「현대-국악」『서울 공연예술사』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621-2쪽.
7) 박헌봉, 가야금 산조(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9호), 서울: 문화재관리국, 1967.
8) 반복되는 선율이라고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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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음악 현장에서 시나위가 연주되는 여러 장면을 주목하고, 한편으로는 신재효의 <변강쇠
가>로부터 무속의식으로부터 독립한 감상용 시나위를 발견하여 무속음악에 기원을 둔 독립적
기악 독주 양식으로서 심방곡(시나위)의 발생을 상정했다.9) 그 결과 산조의 시나위 발생설은
거칠게나마 산조 발생에 그 논리적 골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리는 함화진이나 박헌봉
과 비교하여 민속의 음악향유 현장을 거론하기 때문에 이후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산조와 시나위 간의 음악 세부적 구조에 대한 논증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산조
의 시나위 발생설은 문화 현상과 예술양식 간의 관계를 상식 수준에서 추론하는 것 이상의 산
조 발전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즉 민속악의 모태가 무속인데, 무속적 종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적 기악 음악, 시나위가 민간의 영역에서 향유되며 새로운 음악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 해석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10)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말부터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보형은 서공철이 산조의 원천으로 지
목한 심방곡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한정했다. “원형을 지니고 있는 시나위와 함화진이 말한
를 구별하는 명칭이 따로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두루 심방곡 혹은 허튼가락이라는
뜻의 散調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중략)…
를 이를 때 전통 시
나위(심방곡)와
를 가리켜 산조라는 말을 선택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서 굳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밑줄, 진한 글자, 이탤릭체는 필자)11)라고 하여, “변작된 시나위”와 “전통시나
위”라는 대립항을 설정함으로써 산조사의 전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이에 의하면, 양자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며 공존하다가 그 중 “변작된 시나위”가
산조라는 명칭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공철이 지목한 산조의 원천이 되는 심방
곡이란 “전통시나위”가 아니라 함화진이 말한 심방곡(변작된 시나위=다른 시나위)이라는 말이
다. 역으로 이는 서공철은 전통시나위(원형을 지니고 있는 시나위)를 산조라고 지목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보형의 2001년 연구에 의하면, 위의 “전통시나위”란 신재효의 <변강쇠가>(1876년
이전)에서 심방곡의 연주 장면으로 한정했고, “변작된 시나위”는 안민영의 <금옥총부>(1881)에
보이는 심방곡이거나 김창조(1865 혹은 1856∼1919 혹은 1920)계 산조를 제외한 여타 산조들, 이
보형이 명명한 바에 의하면 “전기산조 심방곡”이 이에 해당한다.12) “전기산조 심방곡”은 전남
제 한숙구계, 유성천계 및 기타, 전북의 박한용계, 이영채계, 박학순계 그리고 충청의 박팔괘계,
심정순계 및 기타로 한정된다. 이보형은 오로지 전남제 김창조계 산조만을 “후기산조(근대산
조)”로 구분할 뿐이라서, 이 계보에 속하지 않는 여러 계파의 산조는 모조리 “전기 산조 심방곡”
에 속하게 된다. 이보형은 “변작된 시나위”(=“전기산조 심방곡”)가 “전통시나위”를 제치고 “산
조”라는 명칭을 전유하게 되는 절차는 설명하지 않다. “전통시나위”의 양식을 “살풀이형 심방
곡”이라고만 한정하고, “변작된 시나위”의 양식은 정리하지 않은 채, 김창조계 산조 즉 “후기
산조”의 양식적 특징만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즉흥성에서 벗어나 고정성을 갖게
변

작된 시나위

변작된 시나위

다른 시나위

9) 이보형, 가야금 산조(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94호), 문화재관리국, 1972, 14∼16쪽.
10) 이보형, 「시나위권의 무속음악」 『한국문화인류학』 4집(1971).
11)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민족음악학』18집(1996), 134쪽.
12) 이보형, 「김창조 가야금 산조와 후기(근대)산조 전승론」 『산조연구』(서울: 은하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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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점, 둘째, 선법(악조)을 다양하게 갖추게 된 점, 셋째, 산조 간 서로 통하는 공통선율인 더늠
선율을 구성했다고 요약했다.13)
2001년 이보형이 제시한 산조 발생론을 정리하면, “전통시나위”→“변작된 시나위(전기산조
심방곡, 비김창조계 산조)”→“후기(근대)산조(전남제 김창조계 산조 직계)”로 전개되는 산조 발
생·발전에 대한 도식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도식에서 “전통시나위”로 지목한
시나위가 무속계 시나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보형이 그 근거로 제시한 아래 인용문은 신재효
의 <변강쇠가>에 보이는 시나위인데, 이는 무속계 시나위와 거리가 있다.
劍舞추난 아희놈이 兩손에 칼을 들고 연풍좌우사위 번듯번듯 드러매고 들어서서…劍舞장이 일어셔
셔 여민락 신방곡을 滋味있게 한참노니14)

위의 인용문에서는 검무의 반주로 시나위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아가 신재효
의 <변강쇠가>에는 “歌客은 앞을 서서 
악고 심방곡”이라 하여15) 가야금 반주에 가창되는 심
방곡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19세기 중반에 심방곡은 민간의 기악곡 혹은 성악곡으로
널리 향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중 적어도 기악곡은 산조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인용문은 시나위가 무속계 기악곡이라는 기존의 견해, 즉
1970년대∼1990년대까지 견지되고 있었던 무속 시나위 발생론을 대체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보형은 1990년대 후반까지 “살푸리, 덩덕궁이 장단에
육자백이 토리 허튼가락을 얹
어 연주하던 시나위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에 패기제 우조, 평조, 계면조 붙박
이가락(고정선율)으로 변작되었는데 그 음악적 원천은 판소리에 있다”(굵은 글자 필자)16)라고
하여 산조 발생을 어정제(무속계) 기악곡임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산조의
발생의 모태가 되는 시나위를 어정제가 아닌 풍각쟁이 음악으로 달리 지목한다. 풍각쟁이 음악
이 어떻게 창우집단의 음악으로 직선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즉 산조의
연행 주체가 변화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시나위라는 기악 갈래의 직선적인 발전 경로만으
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산조 양식의 변화로 인정하기에는 논리적 도약이 있다. 산조사
의 전개를 절차적 변화가 아닌 양식적 변화의 측면으로 축소시켜 이해한다 하더라도 풍각쟁이
봉장취의 발전설은 산조가 무속적 시나위와 양식적 구조를 공유하는 있는 한 산조사에서 해명
해야 할 과제로 남기는 여전하다.
이처럼 산조의 시나위 발생설은 가장 오래된 산조 발생론이지만, 의외로 등장 이후 지금까지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이는 산조와 시나위 연구가 균형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탓도 있어 보인다. 그간 산조 연구에 비해 시나위 연구가 미진했고, 산조 연구라 할지라도 개별
산조의 구조 분석에 집중되었던 점은 산조와 시나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이
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나위 발생설이 지금까지 미진한 논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정제

13) 앞 글, 51∼3쪽.
14) 강한영 역주, 『신재효 판소리』
15) 강한영 역주, 『신재효 판소리』
16)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18집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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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사회·제도적 이유도 있어 보인다. 시나위와 산조는 각
각 별도로 지정되는 무형문화재 종목이었다.17) 이런 상황은 그간 양자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원인으로도 보인다. 최근 다양한 시기에 여러 양태로 존재하는
시나위에 대한 음악 분석적 연구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지만,18) 여전히 그것과
산조와의 양식적 관계가 면밀히 비교 분석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자의 음악 양
식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조의 시나위 발생설은 여전히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상식 차원에서 시나위 발생설이란 무속계 시나위로부터 발전하여 산조가 되었다는 것으로 한
정된다. 이보형은 2000년 이후로 이러한 상식을 거부하고 풍각쟁이 심방곡으로부터 비롯된 산
조의 발전 경로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무속계 시나위 발생설의 대안이 될 만큼 입증되지는 못
했다. 예를 들면 해방 후 심상건 산조에 보이는 음현상에서 해방 전후의 경기 시나위의 특징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무속계 시나위와 산조의 관계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여하
튼 현재로서는 시나위 발생설이 처음에 등장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져 버린 것이 사실이다. 2000
년 이후 산조의 시나위 발생설은 무속계 심방곡과 풍각쟁이 심방곡 모두를 산조 발생에 놓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나위 발생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경로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무속계 심방곡 발생설은 판소리 기악화론과 일정 부문 연계되어 있고, 풍각쟁이
심방곡 발생설은 봉장취 발생론과 관련된 점이 있기 때문에 시나위 발생론은 그 자체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시나위 발생론과 관련된 봉장취 발생론과 판소리 기악화론은
그 논리상의 오류가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산조 발생론의 논리를 비평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하의 항목에서 상술하게 될 것이다.

2. 봉장취 발생론
봉장취 발생론은 1970년대 초에 이보형이 시나위 발생설과 함께 거론한 것이 처음이다.19) 봉
장취 발생론은 김윤덕 같은 산조 명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것이 제자 황병기 등의 연주자들
사이에 회자되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이보형이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였다. 이보형은 연주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변강쇠가>에서 찾아 제
시했다.
洞簫불던 얽은 봉사 송장 낯을 못본고로 죽음조차 모르고서 먼 눈을 뻔득이며 鳳將皺를 한창 불제

무서운기 왈칵들고 독한 내가 칵 지르니 내밀 심이 점점 줄어 그만 자진하였구나20)

17) 위와 같음.
18) 최태현·박신영,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의 비교연구」 『음악과 문화』(22호).
19) 이보형, 가야금 산조(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94호), 문화재관리국, 1972,
20) 강한영, 『신재효 판소리 사설 여섯 바탕집』 서울: 형설출판사, 1992,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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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강쇠가>의 일부가 산조의 봉장취 발생론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그러나 위와 같
이 <변강쇠가>의 기록은 지극히 소략하여 봉장취를 연주한 음악집단이 풍각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 외에21) 별다른 논리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봉장취 발생론은 제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재론되었다. 산조의 봉장취 발생설이 재부상한 것은 1994년에 안
희정이 해방 후 녹음된 성금련과 지영희의 <봉장취>를 해방 전 봉장취와 분석한 이후였다.22)
안희정은 봉장취의 여러 사례를 현행 산조나 시나위 선율과 함께 비교했다. 비록 선명한 결론
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봉장취의 산조 발생설이 재탐색되기 시작했다.23) 사실상
단일 논문으로 봉창취와 산조의 관계를 정리하기에는 봉장취의 양식적 존재 양태가 생각 이상
으로 다양했고, 설령 기악 봉장취만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악곡마다 형식이 달랐기 때문에 면
밀한 분석이 필요했다. 이후 연구에서 개별 봉장취들에 대한 분석이 뒤따랐지만 개별 악곡들의
분석만으로는 봉장취의 정체를 파악하고, 또 그것과 산조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보형은 해방 전 봉장취 자료들을 섭렵하여 봉장취의 연행(performance practice) 양식
을 참조하여 유형 별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산조와 동일한 양식으로 된 것을 “원초 산조형 봉
장취”라 따로 명명하여 분리했다. 이로써 산조의 봉장취 발생설을 재론할 만한 논리가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이보형은 “원초 산조형 봉장취”(이하 “산조형 봉장취”로 약함)를 음악 구조적
차이에 의해 둘로 나눴다. 하나는 해방 전 강태홍의 봉장취의 형식과24) 다른 하나는 안희정이
언급했던 해방후, 즉 1950년대 말(60년대 초 추정) 성금련·지영희의 <봉장취>의 형식이다. 양자
는 장단연속체의 구성방식에 따라 음악 구조적 차이를 보이지만, 이보형은 이 둘의 차이만 언
급할 뿐 별도의 음악사적 해석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방 후 “산조형 봉장취”가 유독 산조의
구조와 동일한 점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보형을 통해 “산조형 봉장취”가 여러 봉장취
양식 가운데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세부가 분석될 수 있게 된 점은 1970년대 초
무형문화재 보고서에서보다 진보된 논리였다. 그러나 상세한 음악 분석이 미진하여 “산조형 봉
장취”와 유사한 구조로 된 음악들을 “산조형 봉장취”와 별로도 다뤄야 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이후 동북아연구소나 반혜성에 의해 봉장취 사례가 추가 발굴·분석되었고, 권도희에
의해 해방 전 봉장취의 장단연속체 구성법이 정리됨으로써25) “산조형 봉장취”의 사례는 좀 더
확장될 수 있었고, 해당 음악에 관한 음악적 변화 역시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조형 봉장취”의 조성은 모두 계면조로 되어있음이 확인되었고, 비단 독주곡뿐만 아니라 합
주곡으로도 확장되었으며, 굿거리나 자진중중모리를 중심에 놓고 앞에 중모리나 엇모리같은
더 느린 악장을 비정례적으로 취해 두어 악장의 장단연속체를 구성하고 새소리를 형용하는 악
구를 선택적으로 포함한 기악곡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이 전에
21) 이보형, 「풍각쟁이음악고」 『한국민속학』11집(1979).
22) 킹스타 KMS 1105(1950 중반 경 녹음). 안희정, 「봉장취에 관한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23) 장휘주, 봉장취 연구-유성기음반에 취입된 봉장취를 대상으로 한국음반학 4집(1994).
24) Korai CM 809-A·B.
25) 동북아음악연구소, 「봉장취 연구와 복원 재현연주」 서울: 동북아음악연구소, 2009; 반혜성, 「유성기음반과 장시간음반에
전하는 봉장취 연구」 『국악원논문집』 24집;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59집(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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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이 판단을 유보했던 해방 후 “산조형 봉장취”의 사례도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보형
은 해방 후 산조형 봉장취와 산조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을 뿐이다.
산조형 봉장취에서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의 의장(意匠)을 판소리에서 따온 것인지, 아니면 기왕
에 생성된 산조에서 딴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중략)…이런 덧붙여진 장단 의장을 판소리에서 딴
것이라 한다면 봉장취가 판소리 장단을 수용하면서 산조가 생성되었다는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기왕에 생성된 산조에 장단을 수용한 것이라 한다면 산조 발생에서 봉장취의 역할은 단지 봉장취 새소리
선율형을 삽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산조 발생론에 중요한 것인 만큼
숙고할 일이니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는다”(밑줄은 원문에 없고 인용자가 추가함)26)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로 된 해방 후 봉장취가 생겨난 원인을 1) 판소
리 장단 수용과 2) 기존의 산조 수용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는 위와 같은 해석
에 다른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면, 반혜성은 이보형이 언급한 해방 후 봉장취(킹스타 KMS
1105)의 장단연속체를 “진양-중모리-굿거리-자진굿거리”로 보았고,27) 권도희는 해방 전 봉장취
와 산조 사례들 중에서 굿거리 악장이 포함된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반혜성과 권도희의 분석
을 종합하면, 봉장취의 양식사적 전개를 추적하면 해방 후 봉장취의 구조에 대한 반혜성의 견
해가 더 합당한 해석으로 이해되며, 위의 인용문에서 이보형은 암묵적으로 봉장취를 산조와 동
일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굿거리와 자진굿거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봉장취 발생론을 전부 폐기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이보형과 반혜성의 견해가 일치하는
곳을 찾아 검토해보면, 이보형과 반혜성은 1930년대 봉장취에 대한 해석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
이는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반혜성의 진술은 시기별 봉장취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다.
1930년의 봉장취는 무속보다는 판소리나 산조에 사용되는 장단을 사용하지만, 1960년과 1980년의 봉장
취에는 무속음악에 사용되는 장단을 차용하고 있어서 이 시기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봉장취는 1930년의

것과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28)

이상의 인용문에서 1930년대에 “산조형 봉장취”가 산조와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이보형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실제로 해방 전 봉장취와 당시 산조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같다. 첫째, 봉장취가 산조와 유사한 장단악장(중모리·엇모리-자진중중모리)을
연속체로 구성한다는 점, 둘째, 오로지 두어 악장만으로 연속체를 완결한다는 점, 세 번째, 산조
형 봉장취를 연주했던 정해시, 김덕진, 한성준, 지용구, 박종기, 심상건 등의 음악가는 산조도
연주했다는 점 등이다. 한편, 권도희는 두어 악장만으로 산조의 장단연속체가 완결되는 사례가
26) 이보형, 「봉장취의 연원과 변천고」 『한국음반학』 10집(2000), 21쪽.
27) 안희정은 이 중 굿거리 악장을 중중모리(전반34각)와 굿거리 악장(후반13각)으로 분리하여 해석했다.
28) 반혜성, 「유성기음반과 장시간음반에 전하는 봉장취 연구」 『국악원논문집』 24집.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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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많음을 보고한 바 있다.29) 즉, 해방 전 산조 사례가 28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15건이
나 두어 장단(악장)만으로 완결된다. 그런데 가야금이나 거문고 산조의 경우 9/20(45%)가, 관악
기(해금 포함) 산조는 6/7(86%)이 두어 장단(악장)으로 연속체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적극적 해
석을 요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동시대 산조 중에는 진양으로부터 자진모리(휘모리)에 이르기
까지 “느린(慢)·중간(中)·빠른(數)” 속도의 장단을 골고루 섞은 연속체를 구성했던 것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전만하더라도 두어 장단(악장)으로 완결된 산조 사례가 사실상 더
많다는 점은 두어 장단으로만 구성된 산조가 동시대에 산조계에서 “미”완의 산물(product)이 아
니라 여러 “다른” 형식을 보여줄 뿐이라고 해석된다. 심지어 통계적 결과는 해방 전 산조는 간
결하게 장단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삼았고, 특히 관악기 산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간결한 장단연속체를 활용할 만큼 1930년대 당시 간결한 장단구성법이 대세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환기해보자. 당시 기악 연주가들
이 먼 미래에 산조가 주류 기악음악이 될지 봉장취가 될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 앞서 산조 연주
가들과 봉장취 연주가들이 겹치는 것을 상기하면, 산조를 연주한 연주가들은 미래의 주류 갈래
가 반드시 산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봉장취도 연주했다고 이해된다. 다만,
산조만을 연주하되 봉장취를 연주하지 않은 음악가도 보이는데, 이는 그들의 유연성이 양자를
연주한 음악가만큼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하튼, 해방 전 산조에서 반드시 “만중삭”의
모든 장단을 아울러 연속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중삭”의 장단악장만으로
된 연속체로도 충분히 전문적 음악행위를 해냈다는 점은 적어도 이 무렵까지는 산조의 장단연
속체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시대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산조형 봉장취”
가 간결한 장단연속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산조와 비교하여 양식적 약점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1930년대 무렵 산조와 봉장취는 미래의 주도적 양식을 구성하기 위해 서로 경합 관계
에 있었던 음악 갈래였을 뿐 그 중 어느 하나가 원형이고 다른 하나가 완성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해방 후 산조계에서 만중삭의 장단을 갖춘 산조를 완성된 산조로, 그렇
지 못한 산조를 미완의 것으로 간주하려는 미적 표준이 제시되면서 모든 산조는 만중삭의 장단
연속체를 완성하기 위해 질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어 악장만으로 구성된 장단
연속체를 미완의 산조로 보고, 그와 같은 구조로 된 1930년대 봉장취를 “원초” 산조형 봉장취로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닐까? 이는 적어도 산조사의 전개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중삭 장단의 연속체와 두어 장단의 연속체 간의 경합을 벌이
는 1930년대 상황은 그대로 산조사의 전개 과정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는 산조사를 직선적 발전
관계로 설명하는 모델의 논리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음악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산조사의
역동적 발전 과정을 굳이 외면하면, 그 가운데 펼쳐진 창조성의 경주 과정을 산조사의 기술에
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1930년대 당시 양자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경쟁을
29)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59집(2016.6)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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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였던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산조사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담아내려는 태도라 할 것이다.
1930년대 전후의 산조사의 역동성을 기술하려면 창우집단이 주도했던 산조가 선행 갈래로
지목되는 풍각쟁이의 기악 봉장취의 도대체 어떤 점을 취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러나 창우집단의 (산조형)봉장취 이전의 음악사례, 즉 풍각쟁이가 연주하는 봉장취의 음악사례
는 현재 찾을 수 없다. 오직 창우집단의 봉장취 사례들 중에는 그 흔적을 확인할 수는 있을 뿐
이다. 다행히 그것들 중에는 창우집단이 연주하는 “산조형 봉장취”와 다른 구조로 된 봉장취가
있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면 풍각쟁이의 봉장취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풍각쟁이의 봉장취로 추론되는 음악은 계면조 자진모리 “단일” 악장에 아니리나 새소리 악구를
포함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30) 이는 “산조형 봉장취”와는 다른 구조임이 분명하다.
19세기 중반까지 풍각쟁이 집단은 대체로 주류 공연집단의 연행 방식을 모방하는 소규모 하
위 집단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독자적인 레퍼토리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1) 그 중
하나가 봉장취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봉장취같이 탈민속적 공연물을 혹은 고급문화와 연
계된 연희물을 자신들의 종목으로 만들었는지는 분명치 않다.32) 그러나 적어도 19세기 중반에
이미 풍각쟁이들은 봉장취로 민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재효의 <변강
쇠가>를 보면, 풍각쟁이의 공연 장면이 자못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묘사되는데, 이에 의하면 봉
장취 역시 당시 화재로 거론할만한 장관으로 이해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봉장취는 본래부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연하는 연희물이었다.33) 예를 들면, 포수의 총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은 암고니를 추모하기 위해 뭇새들이 모여 죽은 고니를 애도했는데, 봉장

취는 이러한 서사를 재담이나 아니리로 구현함과 동시에 새들의 추모 행위를 형용한 기교적
악구를 기악 및 성악 연주로 재현하는 “연희 음악”이었다.
한편, 신재효의 <변강쇠가>에 묘사된 풍각쟁이의 봉장취는 비록 새들의 추도식에 관한 서시
는 아니지만, 변강쇠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에 등장한다. 이처럼 봉장취는 비극적 서사와 관련되
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의 의식을 치르는 그 외형은 자못 화려하게 재현된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속에서 장례의식은 엄숙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의 일상을 벗어 사는 화려한 의장과 행위가 수반되는 의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러한 점은 가면극이나 인형극 같은 연희극에도 포착되었다. 풍자와 해학을 목표로 삼는 가면극
이나 연희극에서는 장례는 엄격하기보다는 민초들의 모순적 삶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감각적 화려함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속성은 늦어도 1910년대에 극장의 공연물로 재구성될 때
도 마찬가지였다.34) 극장 연희에서는 민속 연희의 마지막장에 등장하는 넋타령이나 상두꾼 노
름을 분절시켜 무대에 올렸는데 그 이유는 그 대목의 감각적 화려함 때문이었다. 이처럼 민속
30) Victor Junior KJ-1043-A, Victar Star KS 2007-A B.
31) 권도희 『한국근대음악사회사』 서울: 민속원, 2003.
32) 이보형, 「봉장취의 연원과 변천고」 『한국음반학』 10집(2000) 20-1쪽; 이진원, 「봉장취 형성과 주변국 음악과의 연관성」
『한국음반학』 11집(2001).
33) 이보형, 「풍각쟁이음악고」 『한국민속학』 11집(1979); 「창우집단의 광대소리연구」 『한국전통음악연구』(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34) 권도희, 「20세기 전반기 극장연희의 종목과 그 특징」 『한국음악연구』 47(2010), 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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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죽음의 의식이란 비극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화재거리가 되곤 했다. 심지어 연희의 맥락
에서는 민생의 역설을 강화하기 위해 화려하고 감각적인 면이 부각되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
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다음 지영희의 봉장취 해설은 공교롭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신아위 중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 신아위, 신쪼, 신쩨, 신곡, 계면조, 비조, 비곡, 귀곡성, 애원성,
신방곡, 봉장취, 봉고황곡, 봉황곡, 살푸리곡 암호로 나위신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애원성까지넌 슲은곡
이요 봉장취에서부터넌 흥겨운 곡이다.(문장 부호와 밑줄은 인용자)35)

이상의 인용문에는 시나위와 봉장취는 민간의 기악곡이라는 맥락 하에 함께 거론될만한 것
인데, 봉장취는 시나위에 비해 즐거운 분위기에서 연주된다고 한다. 즉, 민간에서 봉장취는 풍
각쟁이의 봉장취가 구성하는 비극의 서사보다는 흥겨운 기악곡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봉
장취 서사에 등장하는 고니의 울음소리, 즉 새소리 형용은 비극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기악 유희의 한 대목이 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박헌봉은 “金允德散調의 特有한 단모
리 가락에 두기당당 살기당당 하는 妙法은 누구도 追從을 不許하는 것이며 발굽소리 봉학소리
개구리 소리에 이르기까지 森羅萬象을 섬세하게 表現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의 特色이라 하겠
다”36)고하여 산조의 표현법 중 하나로 자연물의 묘사하는 국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산조가
기악적 매력을 구성하기 위해 봉장취 같은 서사적 갈래의 표현법, 특히 다양한 자연물을 기악
적 기교로 표현하는 방법을 참고했다고 여기게 한다. 즉, 1930년대 즉 산조가 정형화되기 전에,
그리고 봉장취가 건재할 무렵 산조와 봉장취가 서로 경합한 음악적 내용이란 순음악적 구조로
된 기악을 구현하는 것과 자연물의 표현이나 서사적 배경을 기악의 기교로 표현함으로써 표현
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최근 권도희는 1910년대부터 해방 전 산조 및 관련 기악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나위류와 굿거리류 음악자료는 1910년대부터, 산조의 음악자료는 1920년대
부터 확인되지만, 살풀이류와 “산조형 봉장취” 음악자료는 193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다는 사실
이다. 이 사실만으로 어떤 갈래가 더 오래된 양식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근대 이후
기악음악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나중에 “산조형 봉장취”로 넘어갔다는 점은 살필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권도희는 풍각쟁이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창우집단의 고인 출신 음악가
들이 산조를 선보이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봉장취의 향유관례가 한동안 지속되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봉장취의 산조화는…(중략)…그 수용범위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악,
즉 봉장취의 형식과 향유 기반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즉, 1930년대 후반 이후 창우
집단의 고인들이 풍각쟁이의 음악 구조를 산조의 그것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산조의 수용기반이
확장되었다 할 것이다”37)라 하였다. 이는 창우집단이 그들이 고안한 산조가 일정한 양식이 되
35) 성금련편,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 서울: 민속원, 2000, 153쪽.
36) 박헌봉, 앞 글, 659쪽.
37)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59집(2016.6)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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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풍각쟁이의 기악적 표현 기교를 주목하고 수용했던 이유가 그들이
구축했던 기악 음악의 향유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산조의 봉장취 발생론을 해방 전후의 봉장취 자료와 함께 검토해보면, 봉장취가 산조
사로 수렴되는 과정이 포착될 뿐 봉장취에서 산조가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점에
서 산조가 봉장취라고 했던 김윤덕의 증언은 특정 시기를 경험한 특정 개인의 견해였다고 해석
된다. 다만, 그의 증언을 통해 산조사의 전개에서 봉장취를 주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산
조사의 발달이 직선이 아니라 주변 갈래의 장점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나선적으로 전개되었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해방 후 창우집단의 후예들이 더 이상 산조와 봉장취를 경쟁 갈래로
놓아두지 않았고 산조만을 선택한 이상, 봉장취의 운명이 달라졌다 할 것이다. 즉, 해방 후 봉장
취는 산조를 모방하여 만중삭의 연속체를 구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산조와 경쟁할 수 없었다.
봉장취의 조성은 계면조로 단순했기 때문에 산조와 같은 연속체를 구현했다 하더라도 서사와
특정 선율단락의 도움이 없이도 음악 전개를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산조를 이길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해방 후 외형 상 산조와 닮은 봉장취의 존재는 산조의 봉장취 발생론을 뒷받침하는 사
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3. 판소리 기악화론

판소리 기악화론은 시나위 봉장취 발생론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봉장
취 발생론과 같이 1970년대 초 무형문화재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지만, 봉장취 발생론보다 전면
적이지는 못했다. 즉, 판소리 기악화론의 초기에는 단지 산조에서 사용되는 조성명이 판소리와
같다는 점을 주목했을 뿐이다. 판소리 기악화론은 한동안 거론되지 않다가 1980년대 중반 넘어
서야 비로소 재등장했다.38) 해방 후 사회에서 판소리가 대중적 통속물이 아니라 고급예술로 재
평가되는 과정에서 판소리 예술론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각 분야별로 판소리 연구에 매진했
는데, 음악 부문에서는 판소리 음악에 보이는 고도의 기교나 표현법을 음악 분석(musical
analysis)의 과제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 초에야 비
로소 판소리 음악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한 단계 마무되었다. 따라서 판소리
기악화론 판소리 음악론이 일차적으로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재등장할 수 있었다.
박범훈, 최태현, 김해숙 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백대웅의 판소리 음구조론을 원용하여 산조
를 분석했는데 이를 계기로 판소리 기악화론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39) 세 연구자 모두
백대웅의 판소리 음구조론 가운데 “청”의 구조적 기능을 주목하고 이를 산조의 변화를 설명하
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특정 산조의 특정 악장이 아니라 산조 전반에 나타나는 청
의 이동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백대웅의 판소리 선법론은 김해
숙만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김해숙은 산조의 음현상의 분석에도 판소리 음구조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리적 검토없이 적용 실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소리 기악
38) 김해숙, 『산조연구』 서울: 세광출판사, 1987, 114∼5쪽.
39) 백대웅,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 서울: 대광문화사, 1982; 박범훈 『피리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김해숙
앞 책; 최태현, 『해금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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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이 정당화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판소리 기악화론이 재등장하여 산조의 “청”
이동 현상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었다. 판
소리와 산조에 보이는 공통적 특성을 주목하고 양자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보형
이 처음이었는데, 그는 음구조에 접근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장단 구조에 주목했다.
이보형은 “산조 장단에 나타난 리듬형의 다양성은 판소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뒤에 기악곡으
로서 산조의 독자성이 형성된 것”이라 상정하고, “판소리와 산조의 장단에 나타나는 원형태를
지니는 리듬형태를 추려내고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산조 장단의 원류는 밝혀질 수 있다”고 생
각하고40) 판소리와 산조의 장단리듬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근원적으로 봐서 판소리와 산조의 장단에는 광대소리(패기소리)에서 나온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
리, 단모리와 같은 중중모리형, 무당소리(어정소리)에서 나온 엇모리형, 진양형, 가사에서 나온 엇중모리
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판소리와 산조에 쓰이는 장단의 근간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이며 이것은 창우집단의 광대소리 장단에 근원을 둔다고 할 수 있고 판소리가 발전되면서 진양,
단모리, 엇모리, 엇중모리와 같은 장단이 첨가되어 현행 판소리 장단이 되었던 것을 시나위가 판소리
음악을 수용하면서 산조가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엇모리 장단으로 구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밑줄, 이텔릭체는 인용자)41)

위의 인용문은 산조가 장대한 장단연속체를 구성하기까지 두 번의 불연속적 절차가 있었음
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창우집단의 광대소리에서 사용된 중중모리형(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장단을 산조의 장단으로 공유하는 단계와 두 번째는 비광대소리계 장단(무
속계(엇모리형, 진양형) 장단)과 가사(엇중모리형)의 장단을 추가로 수용한 판소리를 모범으로
삼아 장단을 재추가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산조에서 근간이 되는 장단계통을 제시하고 산조가
만중삭의 장단연속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단계적 모형으로 제시한 점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은 형식논리상의 오류가 있다. 패기소리(광대소리)를 판소리의 근원적 배경
으로 상정하고 거기서 나온 장단 중 하나로 단모리를 지목했는데, 판소리로 발전된 이후로도
산조에 단모리가 진양, 엇모리, 엇중모리와 함께 추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이
문장 전후에 전개되는 글을 보충해서 이해해 본다 해도42) 위의 문장에서 단모리를 통해 서술하
고자 한 음악적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모리에 대한 해석을 차지하고라도 해방 전에 산조의 실제 사례
와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이 있음이 발견된다. 첫째, 산조의 근간되는 악장들을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라고 한정했지만 이는 산조의 현실과 다르다. 실제로 해방 전 산조
에서 중중모리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엇모리, 엇중모리 장단이 산조에 사용되는
40)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18집(서울대 동양음악연구
소, 1996) 132쪽.
41)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18집, 137-8쪽.
42) 이보형, 앞 글 143-4쪽에 “단모리”항 있는데, 여기서는 2소박 4박계 리듬형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3소박 4박계 리듬형
과 다른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137쪽에 의하면, “판소리와 산조에서 단모리는 자진모리가 몰아져서 된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산조 발생론 검토 113

일도 흔치 않다. 해방 후 중중모리 악장은 모든 산조에서 포함되게 되었지만, 엇모리 장단은
해방 전이나 후에 거의 모두 거문고 산조에만 등장한다. 그리고 엇중모리가 산조의 독립악장이
된 것은 해방 전후를 통틀어 심상건 산조에만 보이는데, 심상건이 남긴 여러 바탕의 산조들 가
운데에서도 오로지 해방 전 산조의 단 한 건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심상건은 해방 전후를 가리
지 않고 당악(현행 산조의 단모리 혹은 세산조시)을 산조의 개별 악장으로 두었던 것에 비해
엇중모리 장단악장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이는 해방 전후 산조사의 자료 전체를 통틀어도 단
한 건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인용문을 인정한다면, 비광대소리계 장단으로 산조에 남은 장단은
진양과 단모리인데, 심정순과 심상건의 산조를 통해 단모리 역시 무속계 장단 즉, 당악으로 확
인되기 때문에, 결국 진양만이 판소리 장단 모델의 수용 사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진양이 산조
의 독립악장으로 추가되는지 절차가 이의 인용문과 같이 산조의 초기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증
명하기 어렵다.
둘째, 기능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판소리와 무관한 장단이 일찍부터 산조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당악(현행 세산조시) 장단은 실제 판소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장단이지만 산조에서 당악
(세산조시)은 기악 연주자가 현란한 기교를 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악장이다.
당악이 기능적으로도 판소리와 무관한 장단이고, 그것이 일찍부터 산조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보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보형은 당악 장단(악장)의 원천을 농악에서 따온 것이라 설명
했다.43) 그러나 산조와 가까운 시나위 갈래에 당악이 있는데 굳이 농악까지 가서 세산조시를
취할리가 없으며, 산조가 농악으로부터 장단을 취하려는 왜 하필이면 세산조시만을 똑 떼어서
산조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 산조에서 세산조시 악장은 심정순의 산조에서 등장한
당악이 그 최초의 사례이고 이후 음악가들은 이를 모방했다는 사실을44) 굳이 외면하면서까지
산조 발달의 2단계 모델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하다.
셋째, 해방 전 산조와 기악 자료들을 통해 위의 인용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되
었다. 예를 들면, 산조가 장단연속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오로지 판소리와 산조와만의 관계 속에
서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방 전 산조에는 굿거리 악장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굿거리류 기악곡은 심방곡류 기악곡, 봉장취,
살풀이, 산조만큼이나 독립된 기악 범주로 별립해 있었고,45) 당시 여러 연희음악에서도 굿거리
는 춤반주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보형은 산조의 “근간”이 되는 장단악장
을 중중모리라 상정했지만 이 역시 해방 전 산조 사례에 비추어 좀 더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심정순 산조는 “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으로 되어 있다. 즉 이 산조에서는 굿
거리가 근간이 되는 셈이다. 물론 중중모리 장단과 굿거리 장단은 장단의 심층구조가 동일하
며,46) 이상의 연속체 사례는 마치 “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로 해석될 수도 있다.
43) 이보형, 앞 글, 137쪽.
44) 권도희,「심정순의 가야금 산조」 『국악원논문집』 35집(2017);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한국음반학』9호(1999).
45)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59집(2016.6);
「산조의 지역성 계보론에 관한 음악비평적 재고-심정순 김해선 심상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61집, 7∼33
쪽.
46) 이보형, 「한국민속음악 장단의 리듬형에 관한 연구-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푸리와 같은 3小拍 느린 4小拍形 장단을 중심으
로」 『민족음악학』 16집(1994), 3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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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봉장취의 굿거리-자진굿거리를 굳이 중중모리-자진모리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해방 전 산조를 해방 후 산조의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해방 후 김창조계 산조를 암묵적으로 정형으로 삼고 이것의 구조를 기준으로 해방 전에 보이는
다양한 사례들을 해석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해방 전에 발견되는 모든 산조가 “만중삭”의
장단을 모두 연속체로 삼지는 않았고 또 “중삭” 장단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연속체를 구성했
던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해방 전 산조의 양식을 굳이 해방 후 특정 계통의
산조로 환원시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해방 전후의 산조계의 상황이 다르
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경기 시나위에서 2소박 6박으로 된 도살풀이가 발견되고, 굿거리 장단을
중심으로 삼은 산조에서 2소박 6박의 리듬패턴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례 역시 발견된 이상 해방
전에, 즉 산조에서 다양한 장단연속체를 실험하던 기간에 6박으로 된 느린 장단(악장)이 오로지
판소리의 진양으로만 비롯될 수 있었다는 사고 역시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소리 기악화론은 음구조적 측면으로도 거론되었다. 이보형은 1969년에 무가, 판소리
와 산조의 엇모리 대목에 보이는47) 음구조가 모두 육자백이토리인 것을 밝힘으로써, 산조와 판
소리의 계면조가 서로 같고, 또 계면조의 구성음을 활용한 음현상, 즉 청의 이동과 꺾는음의
확장을 통해 음세계가 화려해지고 다채로워지는 현상이 양자 모두에서 확인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엇모리 대목을 넘어서서 산조와 판소리가 음구조 현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판소리와 산조의 조성에 대해 명인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았고, 음악
학자들은 이를 음구조의 논리로 해명하려 했기 양자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판소리의 경우
석화제, 설렁제, 우조, 평조, 진계면, 평계면, 단계면 등으로 특정 음현상을 조(調)나 제(制)로 설
명해왔는데, 조나 제는 조성이나 선법 등은 물론이고 정조(情調)까지도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음고구문론(pitch syntax)을 구명하고자 하는 음악학자들이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
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판소리의 조나 제는 사설의 이면, 즉 노랫말이라는 비음악적 세계, 즉 언
어 체계를 통한 일상의 세계에 대한 해석적 뒷받침을 받아야 실현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악 논리의 자율성(autonomy)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산
조에서는 노랫말이라는 비음악적 체계에 기대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음고구문론적 논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악 논리에만 근거하여 음악적 의미 차를 만들어내는 산조는 판
소리만큼 많은 조성을 변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실제로 산조는 판소리 같이 세분된 조성
을 구현하지 않는다. 산조의 계면조는 판소리와 거의 같은 음악적 의미를 표현해내지만, 우조,
평조, 설렁제, 경드름 등 간의 의미 차는 판소리만큼 미묘하지 않으며 심지어 각각이 구분되는
음악적 의미를 일관성 있게 갖고 있지 않다.48)
오히려 산조는 판소리와 비교하여 조성 밖의 요소를 음악적으로 계발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
면, 산조는 기악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신체라는 생리학적 구조에 종속되는 인성(人聲)의 음역
대를 넘어서서 보다 넓은 음역을 활용한다. 인성의 한계를 넘어선 음악 공간에서 음들의 움직
47) 이보형,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 엇모리 가락 비교」 『만당 이혜구 박사 회갑기념 국악학논총』 (서울: 동간행위원회,
1969).
48) 이보형,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논문집 창간호(국립민속국악원, 2001), 20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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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판소리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소리와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는 노랫말의
보조를 받지 않는, 즉 일상 언어적 의미와 논리를 넘어서는 오로지 음악적 논리만이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청의 이동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대립적 조성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긴장을 창출해내며, 종지 및 각종 관용구를 통해 긴장감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청과 조성을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하여 단락을 구성함으로써 변화를 논리로 통제한다. 이처럼 음 현상의
변화만이 음악의 내용이 되는 점은 이면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판소리의 구현 원리와는 근본적
으로 다르다. 따라서 판소리의 기악화론은 산조에서 벌어지는 음악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판소리 기악화론은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음악 요소
들에 대한 유일한 해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판소리 기악화론을 증명하기 위해 판소리 선율이 산조에 옮겨간 사례를 들기도
한다. 박종기의 대금 산조에서 판소리 “군로사령”대목이 반영되어 있다.49) 그런데 이것으로 판
소리 기악화론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기악적 논리로 통제되는 산조
의 특정 단락이 판소리의 선율을 차용해 구성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판소리와 산조
는 제법 상 필연적 관계를 상관 관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마치 지영희 산조에서 경기민요가 한
악구로 구성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50) 만약 판소리에서 노랫말을 탈락시키고 순기악만으로 연
주해서 그것이 산조가 된다면, 왜 판소리의 수많은 대목이 산조로 구현되지 않는 것인가? 결론
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해봐야 산조라는 양식적 미덕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는 성악이기 때문에 기악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논리를 구조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악으로 연주해봐야 산조의 양식적 요건들이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산조의 맛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판소리 선율을 차용한 산조의 악구가 “판소리 기악화”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악구의 구성논리와 산조 양식 전체를 관통하는 음악 논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평에 놓인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랫말의 보조를 받지 않고 기악 논리가 구현되고 있는 여타 기악 갈래
들이야 말로 산조의 선행 갈래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앞
서 본바와 같이 시나위나 봉장취는 노랫말이라는 언어의 의미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음악을
전개하기 때문에 산조와의 친연성이 판소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나위와 산조
의 갈래 간 차별적 성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조가 시나위에서 취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시나위가 육자백이 토리권의 산물이기 때문에 같은 육자백이 토리권의
음악인 산조와 닮았다는 정도가 밝혀졌을 뿐이다.
김해숙 등은 백대웅의 판소리의 음구조론을 원용하여 산조를 분석했지만,51) 원용된 이론의
논리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백대웅의 음구조론이 노정한 한계를
그대로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백대웅은 우조와 평조 간의 논리적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산조에 적용했을 때 마찬가지 분석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
어 백대웅은 김해숙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 판소리와 산조의 음구조에 대해 논의했음에
도 불구하고 “판소리와 산조는 성악과 기악이라는 음악의 매체만 다를 뿐 먼저 발생한 판소리
49) 이보형, 「박종기 대금산조-군로사령음반 소고」 『한국음반학』 13집(2003).
50) 최태현, 앞 책, 쪽
51) 백대웅, 「판소리에 있어서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 제8․9집 합병호(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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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어법이 그대로 산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분석해보지 않아도 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산조를 판소리의 기악화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다만 악기의 조건과
사설의 제약 때문에 장단에 있어서는 산조에 더욱 다채로운 기법이 쓰이고 음 조직에서는 판소
리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산조에 나타난 음조직은 모두 판소리
에 포함되어 있고 판소리에 나타난 음조직은 그 일부만 산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밑줄
인용자)52)라고 하여 산조와 판소리와의 관계를 분석을 통해 증명하기보다는 음악적 직관에 기
대고 있고, 심지어 산조가 판소리를 전범 삼아 직선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로 이보형은 산조와 판소리에서 우조와 평조 대목의 특성을 분석하고 양자가 같은 계면
조와 대립되는 조성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53) 그러나 양자의 미묘한 차이를 산조의
전영역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차가 산조의 의미를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
키는 지에 대한 해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산조의 조성을 이해하는 문제는 판소리만큼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성악과 달리 기악에서 조성은 선율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락의 음악적 의미를 확정하고, 구성음과 청의 움직임을 극대화하여 활용하는 한
편, 구성음을 미묘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긴장과 해결을 유도하기 때문에, 산조의 조성적 구조는
여러 겹으로 은폐되어 있다. 다행히 해방 전후 산조의 평조 조성의 운용 상황이 충분히 파악되
었고54), “청”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며,55) 최근 김우진이 제시한 조성론을 통해 산조
의 우조와 평조가 보다 선명하게 구분됨으로써56), 산조에서 구성음과 청을 공유하고 은폐하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판소리 기악화론, 특히 음구조로에 대한 반론이나 대안이 제안된다 하더라도 기
악론의 연장선에서 거론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도움 없이 음악적 의미를 구현하는
산조는 성악을 기악으로 연주하는 단순한 전환 과정이 아니라, 판소리와 다른 음악적 의미체계
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일 뿐이고, 산조의 논리구조를 만드는데 판소리의 음구조는 시나
위나 봉장취보다도 간접적으로 참고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산조의 논리구조가 지금처럼 분명
해진 이상 더 이상 판소리 기악화론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견된다.
물론 이제까지 산조가 판소리 기악화론을 통해 양자가 같은 음악적 양상을 공유하는 “현상”
을 대면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특정 “시기”에 대한 엄격한 해명이 없는 한 산조의 판소리 기악화론은 산조사의 전개를 설명해
주는 논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산조와 판소리의 사례를 놓고 분
석해 보면, 판소리 장단이 산조 장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에는 위와 같은 몇 가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산조의 조성이 판소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역시 실제 산조의 구조
를 통해 확인해 보면, 양자는 서로 다른 음악 제법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결코 증명될 수 없
는 명제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해방 후 산조와 판소리에서 보이는 공통적 현상은 특정 시기가
52) 백대웅, 판소리와 산조의 음조직 , 한국음악연구 제17․18집 합병호(1989), 216쪽.
53) 이보형,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창간호(국립민속국악원, 2001), 209∼22쪽.
54) 권도희, 「유성기음 반의 가야금 산조의 중모리 연구-평조유형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6호(1996); 「가
야금산조의 평조유형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4).
55) 황준연,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 민족음악학 18집(1996), 111∼129쪽.
56) 김우진, 「거문고산조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 62집(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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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수 있는 한 산조사의 후반기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점이 등장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이 경우라 할지라도 산조사가 산조와 판소리간의 폐쇄적·단선적 전개과정 속에서 설명되
지 못한다는 점은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그간 산조사는 음악 실제에 대한 천착보다는 구술에 의존하여 정리되어왔다. 그런데 구술의
주체는 거의 모두 해방 후의 인물들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산조사 전개에서 벌어졌던 갈래
별 경쟁에서 성공한 산조 명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구술을 통한 산조사의 이해는 특정 기
악 갈래의 일방적 발달사로만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나아가 특정 개인의 기억에 의존
하다보니 산조사 전개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들 중 몇몇은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
래되기도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방 전 산조 사료들을 주목하고 그것들 중에서 이제까지 산
조사의 기술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사실들을 찾아 산조사의 맥락 하에서 놓아보고 이것들의 해
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조 발생론 혹은 발전론 전반을 재고하게
되었다.
구술에 의해 개진된 산조 발생론은 상당한 정도로 음악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산조사 연구에서 마주치는 논점과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널리 알려진 산조
발생론들을 산조사의 사료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논리 구조와 한계점을 정리해보았다.
산조 발생론은 1940년대 제기된 시나위 발생론을 위시로, 이후 봉장취 발생론과 판소리 기악화
론까지 점차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각각은 독립적으로 전개되면서 최근까지 공존하고 있
지만, 각각의 논리 구조에 대한 분석과 그 내용에 대한 비평은 전무한 상황이다. 산조 발생론은
현재 산조사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조사 연구와 기술을 위해서는 이를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의 세 가지 발생론의 논리체계와 내용에 대해 비평적
으로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산조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 가운데 판소리 기악화론은 이제 폐기되어도 무방할만한
논리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악과 성악의 근본적인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고, 판소리
기악화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의 상당 부분이 산조사의 사실과 무관한 일임이 드러났기 때문
이다. 이에 비해 봉장취 발생론과 시나위 발생론은 상대적으로 산조사 전개에서 의미있는 영향
을 미쳤던 지점들이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특히, 봉장취는 독립적 기악 갈래로서 그 역사적 운
명을 다 했고,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양자 간의 관계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에 근거하여
봉장취 발생론을 검토해보면, 산조사의 발전 속에 창우집단이 봉장취를 취해 산조와 동시적으
로 발전시켰음이 확인된다. 이는 그간 봉장취 발생론이 풍각쟁이의 연희음악으로서의 봉장취
로부터 산조가 나왔다는 논리와 위배된다. 그러나 기존의 봉장취 발생론이 있었기에 산조사의
발전에서 봉장취를 주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산조가 특정 시기에 직선적으로 발달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갈래와의 관계 속에 그 표현의 역량을 확장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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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나위 발생론은 가장 먼저 제기된 산조 발생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리적 구
조가 체계화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전개된 시나위 발생론을 보면,
산조의 원천이 되는 시나위가 무속계 기악 시나위인지 탈무속적 맥락에서 향유되었던 시나위
인지 확정되지 못했고, 심지어 후자는 봉장취 발생론과 사료를 공유하고 있는 난맥까지 보여주
고 있다. 가장 오래된 시나위 발생론이 논리적으로나 그 내용이 가장 미진한 이유는 시나위 갈
래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나위와 산조 간의 비교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판소리 기악화론이 처한 상황이나 봉장취 발생론
의 기여와 한계를 엄밀하게 평가해보면, 현재로서는 시나위 발생설이야말로 여타 산조 발생설
중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향후 시나위와 산조와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논의 없이 산조사의 전개를 정당하게 기술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정 시기 별로 시나위와 산조 간의 양식적 관계가
파악되어야 하고, 양자의 “차이”가 개별 갈래로서 심화되는 과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이를 바탕으로 산조와 주변 기악갈래들 간의 관계까지 검토하여 산
조사 기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조에 대한 음악 양식적 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
에 도달 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갈래의 양식사로서 기술되기 위해서는 산조사 초기와 관
련된 시나위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조사의 서술은 시나위 발생론이
논리적으로 구성된 이후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나위 연구는 산조사 연구의 과제로 삼는 것
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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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산조 발생론 검토 에 대한 논평
김유석(한국예술종합학교)

산조는 국악 고등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기악 연주자들의 입시, 입사, 경연대회
등에서 그 기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을 정도로 대표적인 갈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웬만한
악기로 구성된 ‘○○○산조’가 국가 및 지방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학적으로 뛰어난 점은 높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원에 대한 설은 다양
한 견해가 있어 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악계에서 산조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산조 발생의 역사를 고민하고, 산조연구의 흐름을 조망
할 수 있는 요약본을 만들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께서 제시해주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선험된 지식으로 인해 비판없이 지나쳤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반
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학습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토론자의 역할로서 이 자리에 있으므로 무지함을 무릅쓰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토론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의 글을 읽다보면, ‘연속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두어 장단(악장)으로
연속체를 만들고 있다…”나 “골고루 섞은 연속체를 구성했던…”과 같은 표현입니다. 토론자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다보니 ‘장단구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한편, “1930년대 당시 간결한 장단구성법이 대세”와 같은 표현이나 “산조가 장단연속체를 구
성하는 절차가…”를 보아 다른 표현, 즉 ‘구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계셨기에 용어가 의미하
는 바를 이해하는 데 혼동이 생겼습니다. 본 토론자는 ‘연속체’=‘(장단)구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만 기존의 논문의 제목57)으로서도 이를 사용하고 계시기에 혹시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용어인가를 여쭤봅니다.
둘째, 발표자의 글을 통해 1930년대 봉장취와 산조가 경쟁구도에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조가 좀 더 ‘완성’되었고, 봉장취가 ‘미완’된 형식인가에 다른 시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속음악의 연주 전통에 의한 차이는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57)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59집(서울: 한
국국악학회, 2016),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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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무속에서 삼현육각을 연주할 때, 어느 (악곡 개념으로서의) 장단이 되었건 그 음악을 마무
리하는 지점은 일정치 않습니다. 무당이 음악을 그치라 하면 “따리리-” 하면서 음악을 멈추는
식을 말합니다. 또, 산조 연주자가 평소 연습을 하다가 돌발상황(전화를 받거나 집에 누가 왔을
때 등)으로 인해 연습을 중단할 때도, 굳이 산조의 한 장단이 마무리되는 음을 연주하거나 종지
형태로 마무리한 뒤에 다른 용무를 보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민속)기악곡의
특징으로 언제든지 연주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꼽고자 합니다. 따라서 봉장취나 산조와 같은
기악곡은 비단 완성도문제 이외에도 연주현장의 상황에 따라 장단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
지 않나 싶습니다. “‘미완’의 봉장취가 ‘완성’ 단계의 산조보다 원초이다.”라는 논리는 의심해야
마땅하지만 그 둘만의 ‘경쟁’ 구도가 아닌 다른 가능성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
된 생각입니다.
셋째, 혹시 산조의 판소리 기원설과 관련하여, 20세기 초 극장에서 창극을 할 때 판소리를
따라 연주했던 수성반주나 군목질하는 소리 등은 산조에 어떤 영향을 얼만큼 주었는지, 또는
창극의 막간 기악곡 연주 가능성이 산조의 발생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나아
가 이러한 논의는 산조의 판소리 기원설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건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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