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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소리의 발생(發生) 초기(初期)부터 북장단이 딸렸는지 알 길이 없다. 판소리는 판노

름의 여러 놀음이 연출되는 사이에 광대(廣大)가 혼자 소리와 아니리와 발림으로 이야

기를 엮는 놀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된다. 별신굿의 거리굿이나 당굿의 뒷전에서

는 화랑이나 무(巫)가 혼자서 소리와 아니리와 발림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어가는

데 이 때 화랑이나 무당의 연출방법(演出方法)이 소리 광대(廣大)의 그것과 비슷하다. 

반주(伴奏)는 양중이나 기대의 장고(長鼓) 장단이다. 반대로 전라도(全羅道)나 충청도

(忠淸道) 고사광대(古事廣大)의 고사(告祀) 소리는 판소리와 연출방법(演出方法)과 같이 

북장단을 치는 고수(鼓手)의 반주(伴奏)도 딸린다. 줄타기나 발탈에서 어릿광대가 있으

나 이것도 장고 장단이 고작이다. 따라서 판소리 형성(形成)과정에서는 북장단이나 장고 

장단이 두루 쓰 을 가능성이 있으나 광대(廣大)가 음량(音量)이 크고 또 극적(劇的) 표

출(表出)을 소리로 엮기 떄문에 광대(廣大)의 소리를 돕는데는 장고보다 음량(音量)도 

크고 극적표현능력(劇的表現能力)이 큰 북이 장고를 압도한 것 같다.

판소리가 적어도 조선초기(朝鮮初期) 판노름에 원시적(原始的)인 모습으로 끼어 있었

겠으나 이에 대한 기록(記錄)을 찾기 어렵다. 판소리 최고(最古) 문헌(文獻)으로 류진한

(柳振漢)(1911∼1791)의 만화집(晩華集)에 춘향가(春香哥) 이백구(二百句)가 있다. 판소

리가 민속예술(民俗藝術)로 발생(發生)해서 사대부(士大夫)의 문헌(文獻)에 오르기까지

에는 많은 발달과정(發達過程)을 거친 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때에 이미 여러 마당

의 판소리가 소리 광대(廣大)의 놀음에서 판을 벌렸을 것이며 판소리로 오늘날과 같은 

연출형태를 갖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장단도 북으로 쳤을 것이고 또 북장단에 솜씨를 보

이는 고수(鼓手)가 있었을 것이다.

조선조(朝鮮朝) 순조(純祖) 무렵에는 송만재(宋晩載) 관무희(觀優戱)1) 신위관극시(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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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觀劇詩)2) 윤달선(尹達善) 광한악부(廣寒樂府)3)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4), 

이삼현(李參鉉) 이관잡지(二官雜志)5) 등 여러 문헌(文獻)에 판소리 가수(歌手)에 대한 

기록이 보이나 고수(鼓手)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옛부터 가객(歌客)보다 

악공(樂工)을 아래로 쳤던 관습도 있겠지만 또 조선조(朝鮮朝) 판소리 발달과정(發達過

程)에서 반주음악(伴奏音樂)인 고법(鼓法)은 항상 판소리 보다 한발 늦게 발달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조(正租)때에는 하은담(河殷潭) 최선달(崔先達) 우춘대(禹春大) 권삼득(權三得)과 

같은 명창(名唱)들이 있었고 순조(純祖)때에는 송흥록(宋興綠) 염계달(廉季達) 황해천

(黃海天) 모흥갑(牟興甲) 김계철(金啓喆) 고수관(高壽寬) 송광록(宋光綠) 신만엽(申萬葉) 

방만춘(方萬春) 송광록(宋光綠) 주덕기(朱德基) 박유전(朴裕全)과 빛나는 명창(名唱)들

이 나서 판소리의 기틀을 세웠다. 이 무렵의 고수(鼓手)에 대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조

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송광록(宋光綠)과 주덕기(朱德基)가 한 때 고수(鼓手)로 행세한 

것이 적혀있다.

송광록(宋光綠)은 순조(純祖)때 전라도(全羅道) 운봉(雲峰)에서 나서 헌종(憲宗)때 이

름을 떨친 판소리 명창(名唱)이다.6) 조선조(朝鮮朝) 첫손 꼽는 순조(純祖)때 판소리 명

창(名唱) 송흥록(宋興綠)의 아우이며 철종(哲宗)때 명창(名唱) 송우용(宋雨龍)의 아버지

이며 고종(高宗)때 명창(名唱) 송만갑(宋萬甲)의 할아버지이니 판소리 명문(名門)에 난 

것이다. 

젊어서 형 송흥록(宋興綠)의 고수(鼓手)로 행세했으나 당시만 해도 고수(鼓手)의 대우

가 말이 아니어서 판소리가수(歌手)에 뜻을 두고, 4, 5년간 소리공부를 하 다. 가수로 

대성(大成)한 형(兄) 흥록(興綠)과도 기예(技藝)를 치루었다 한다.

고수(鼓手)의 보수가 가수(歌手)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었다든가 고수(鼓手)는 언제

나 미석(未石)의 차별(差別)을 받았다는 것7)과 또 오늘날 가수(歌手)나 고수(鼓手)들이 

전하기로는 8명창(名唱) 당시(當時)에는 진양을 6박(拍)으로 쳤다는 것으로 봐서 송광록

(宋光鹿) 당시(當時)만 해도 고법(鼓法)은 그리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덕기(朱德基) 또한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보이는데 전라도(全羅道)명창(名唱)에

서 나서 조선조(朝鮮朝) 순헌철(純憲哲) 3대(代)에 살았던 판소리 명창(名唱)이다.7) 젊

어서는 송흥록(宋興綠) 모흥갑(牟興甲)의 고수(鼓手)로 여러 해 일했으나 고수(鼓手) 행

세를 거두고 깊은산에 들어서 판소리를 닦아서 명창(名唱)이 되었다 한다. 서울대학교

(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있는 평양감사부임(平壤監司赴任) 팔첩병풍(八疊屛風)의 모

흥갑(牟興甲) 판소리도(圖)에 보이는 고수(鼓手)는 주덕기(朱德基)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고법(鼓法) 또한 송광록(宋光鹿)의 경우와 같은 정도이었을 것이다. 모흥갑(牟興

1) 宋晩載. 觀優戱. 「長安盛說禹春大 當世誰能善繼聲 一曲樽煎千段錦. 權三牟甲少年名」

2) 申偉, 觀劇詩「高末廉牟一代才 狂歌引我脫詩因淋灕慨金龍雲 演致荊釣一雁秋」

3) 尹達善, 廣寒樂府 第一百八疊 「淨丑場中十二腔人間快活更無雙 流來高宋명牟唱 共和春風畵鼓

撞」十

4) 李裕元, 林下筆記 「餘聽高宋廉牟唱 四唱而高八能唱 金則調近歌詞 故老霞似稱之而廉唱最後聽

之 不讓四人也 蓋此五人者 단유명어일시 而俗以牟唱爲優云」

5) 李參鉉, 二官雜志 「二名唱擅名自 權三得牟興甲 宋興綠 卽 今日之最而 稍前則禹春大 尙傳名字

也」

6) 鄭魯湜, 朝鮮唱劇史(서울 : 朝鮮日報社 1940)

p.35

7)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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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판소리도(圖)에 보이는 것이 주덕기(朱德基)이고 또 이것을 화공(畵工)이 잘못 묘사

한 것이 아니라면 북 놓는 자세와 북채를 치는 자세가 지금 명인(名人)들의 논리(論理)

에 어긋나 있다. 고수(鼓手)는 온각 채를 치는 것 같은데 북채의 머리를 하늘로 치켜들

고 있으며 북은 오른편으로 당겨져 있다. 오늘날 고법(鼓法)에서는 북채를 머리 위로 치

켜드는 것은 잘못된 수법(手法)으로 치며 북은 반드시 왼편에서 당겨 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철종(哲宗)때에는 박만순(朴萬順) 이발치(李撥致) 장자백(張子伯) 김창록(金昌綠) 정

창업(丁昌業) 한송학(韓松鶴) 김세종(金世宗) 송우용(宋雨龍) 정춘풍(鄭春風)과 같은 대

명창(大名唱)들이 나서 판소리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고종(高宗)때에는 김찬업(金贊業) 

박기홍(朴基洪) 김창환(金昌煥) 김석창(金碩昌) 송만갑(宋萬甲) 이동백(李東伯) 김창용

(金昌龍) 전도성(全道成) 유성준(劉成俊) 정정열(丁貞烈)과 같은 명창(名唱)이 나서 오

늘날과 같은 판소리를 완성(完成)시킨 것이다. 

이 무렵에는 박판석(朴判石) 오수관(吳壽寬) 신갑두(申甲斗) 오성삼(吳聖三) 이화중 

주봉현(朱鳳鉉) 신찬문((申贊文) 장판개(張判介) 박기홍(朴枝洪) 咸일곤 한성준(韓成俊) 

정원섭(丁元燮) 이홍원(李興元) 신고주(申高柱) 조두(趙頭)와 같은 고수(鼓手)들이 활약

했는데 오성삼(吳聖三) 주봉현(朱鳳鉉) 신찬문((申贊文) 장판개(張判介) 한성준(韓成俊)

과 같은 명고수(鼓手)들이 고법(鼓法) 체제를 세우는데 공헌했다.

박판석(朴判石)(1857∼1940)은 나주(羅州) 출신이며8) 조선성악연구(朝鮮聲樂硏究)에

서 잡일을 거들었던 한노인(韓老人)에 의하면, 김창룡(金昌龍) 한성준(韓成俊)과 같은 

명인(名人)들이 「북을 칠려면 나주(羅州) 박판석(朴判石)과 같이 쳐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한다. 명고수(名鼓手) 김명환(金命煥)이 17세쯤 박판석(朴判石) 문하(門

下)에서 잠깐 북을 배운바 있었는데 김명환(金命煥)의 이야기로는 박판석(朴判石)은 북

의 기량과 고법(鼓法)에 뛰어났으나 이론(理論)에 밝지는 못했다 한다. 그는 이계치 정

창업(丁昌業) 김창환(金昌煥)과 같은 명창의 북을 쳤다고 한다. 

오수관(吳壽寬)은 1875년 년생(年生)이며 전남(全南) 벌교(伐橋) 낙안에서 낳았다.9) 

일정(日政)때 가야금 병창(昌)으로 이름을 떨치던 오태석(吳太石)(1895∼1953)의 아버지

이다. 한때 집장사령도 지내고 고수(鼓手)로 여러 해 종사하다가, 김창조(金昌祚)문하

(門下)에서 가야금을 배우고 가야금 병창으로 행세했다 한다. 김명환(金命煥)씨에 의하

면 명고수(名鼓手) 오성삼(吳成三)도 자기 선배 고수(鼓手)로 종형(從兄)이 되는 오수관

(吳壽寬)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

신갑두(申甲斗)는 전남(全南) 보성(寶城) 출신이며 살았으면 120세쯤 된다고 한다. 승

무(僧舞)를 잘 추었고 소리북도 쳤다고 한다. 김명환(金命煥)의 이야기로는 신갑두(申甲

斗)가 승무를 추었기 때문에 소리북 가락에도 승무북가락이 들어서 흠이었다 한다. 판

소리 고법(鼓法)에서는 못방구가락이나 승무북 가락이나 설장고가락을 소리 북가락에 

넣는 것을 기물(忌物)이라고 한다

이(李)화중은 1863년 계해생(癸亥生)으로 경북(慶北) 포항(浦項)에서 낳았다. 일정시

(日政時) 가야금병창으로 이름이 났던 이소향(李素香)의 아버지이며 동해안(東海岸) 별

신(別神)굿의 대가(大家)인 김석출(金石出)의 외조부(外祖父)이다. 경남(慶南)지역에서 

8) 朴晃, 판소리小史(서울 : 新丘文化史 1974)

p.100

9) 上揭書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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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북의 명인(名人)으로 그가 기해년(己亥年)에 손수 깎아서 각자(刻字)한 북채를 외손

(外孫)인 김석출(金石出)이 간직했던 것을 김석출(金石出)이 김명환(金命煥)에게 기증하

다 한다.

고수(鼓手) 신은휴(申銀休)씨에 의(依)하면 오성삼(吳聖三)은 고종(高宗) 때 이름을 떨

친 명고수(鼓手)라 하며 송만갑과 동배로 오명창(名唱) 북뿐만 아니라 이발치 장자백과 

같은 그 웃대 명인(名人)들의 북도 쳤을 것이라 한다.

명고수(鼓手) 김명환(金命煥)에 의하면 오성삼(吳聖三)은 살았으면 110여세가 되며 가

야금 병창(倂唱)으로 이름을 떨치던 오태석(吳太石)의 당숙이 되는데 전라도(全羅道) 벌

교(伐橋) 악안(樂安)에서 나서 고흥(高興)으로 이사했다 한다.

명창(名唱) 김연수(金演洙)에 의하면 오성삼(吳聖三)은 북뿐만 아니라 각종악기(各種

樂器)에 능통(能通)하 다 한다. 오성삼(吳聖三)은 진양을 4각 24박으로 치며 그 맺고 

푸는 것을 기(起)․경(景)․결(結)․해(解)라 했다고 한다. 이 말은 한시(漢詩)의 기승전

결(起承轉結)이론(理論)에서 나온 것으로 판소리 진양에서는 셋째각에서 맺으므로 결

(結)이라 하고 셋째각에서 풀으므로 해(解)라고 고쳤다 한다.

김연수(金演洙)는 창본(唱本) 춘향(春香歌)에서 오성삼(吳聖三)의 엇중모리와 엇모리 

론(論)을 적고 있다.10)

「엇중머리는 중머리와 달라서 굿거리 장단 속에 <대노리>라는 장단이 있는데 옛날 

대명고수(大名鼓手) 오성삼(吳聖三)씨 말 에 의(依)하여 이것을 <엇중모리>라고 부르

게 되었다.」

엇모리와 엇중모리는 서로 혼칭(混稱)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8분(分)의 10박(拍)을 

엇모리라 부르고 4분(分)의 6박(拍)을 엇중모리라 부르는 쪽으로 굳혀져가고 있으므로 

오성삼(吳聖三)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명환(金命煥)이 그가 23세 때 낙

안에 가서 오성삼(吳聖三)에게 북을 배웠다 한다. 김명환(金命煥)에 의하면 오성삼(吳聖

三)은 송만갑(宋萬甲) 이동백(李東伯) 정재근(鄭在根) 유성준(劉聖俊)의 북을 쳤고 실기

에도 뛰어났으며 북의 이론이 매우 밝았다 한다. 소리의 등배에 따라 북을 가려치는 것, 

북채로 북통을 때려 잔가락을 넣는 이른바 또드락을 피하는 것, 추임새는 소리의 극적

상황에 따라 성음(聲音)이 달라야 하는 것, 북은 성의 있게 치며 박력있게 쳐야하며 고

수(鼓手)는 가수(歌手)에서 눈을 떼어서는 않된다는 것과 같은 이론을 내세웠다 한다.

김명환(金命煥)은 오성삼(吳聖三)의 가락이라하며 자진모리 맺는 가락을 소개했다, 

「딱, -,다, 다, 구, 따, 구, 구, 당, -, 궁, -, ∣, 당, 궁, -, 구구, 궁, -, 궁, -, 딱, 궁, -, 

-,」

하여튼 역대 고수(鼓手) 가운데 실기와 이론을 겸한 것으로는 가장 뛰어난 이로 꼽히

고 있다. 

신찬문((申贊文)은 전라도(全羅道) 곡성(谷城) 출신(出身)으로 조선조(朝鮮朝)에 화초

(花草)사거리(四巨里)를 쌓았다는 신방초(申芳草) 집안에서 났다. 방초(芳草)․ 초((永

硝) 형제(兄弟)는 잡가(雜歌)뿐만 아니라 정악(正樂) 가곡(歌曲) 가사(歌詞)에도 명인(名

人)이었다 한다. 명고수(名鼓手) 김명환(金命煥)에 의하면 신찬문(申贊文)은 오성삼(吳

聖三)과 동배(同輩)로 북이 명수(名手)이며 잡가(雜歌)도 잘 부르고 춤도 명수(名手)이

며 쌍호적(雙胡笛)과 쌍피리로 유명했다 한다.

10) 金演洙, 唱本春香歌(서울 國樂藝術學校 1960年)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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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胡笛) 둘을 입에 물고 상하(上下)청 달아놓고 시나위를 부는 기이한 재주를 갖었

다 한다.

신찬문(申贊文)의 북 솜씨는 추임새가 좋고 고법(鼓法)도 훌륭했으며 그가 춤을 춘 만

큼 태가 좋고 너름새가 그렇게 멋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김명환(金命煥)이 젊어서 

신찬문(申贊文)에게 북을 배운 적이 있는데 소리등배(陰痒 맺고 푸는것)에 따른 고법(鼓

法)에 밝어서 소리에 따라 여기는 양성(陽聲)이니 떄려라 여기는 음성(陰聲)이니 풀어라 

하고 지도했다 한다.

고수(鼓手)로써 너름새와 추임새로는 역대(歷代) 고수(鼓手) 가운데 제일(第一)로 치

며 명창(名唱) 송만갑(宋萬甲) 은 신찬문(申贊文)의 북을 제일로 꼽았다 한다.

함(咸)일곤은 전남(全南) 강진(康津) 병 (兵營) 출신이며 현(現) 가야금 산조(散調)로 

첫손을 꼽는 함동정월(咸洞庭月)의 아버지이다. 김채만(金采萬) 공창식(孔昌植)의 북을 

쳤으며 북의 수법도 좋았다 한다.

주봉현(朱鳳鉉)은 1884년 갑신년(甲申年)으로 전남(全南) 화순(和順) 능주(陵州)에서 

났다. 한량(閑良)으로 신갑두(申甲斗) 박판석(朴判石)과 같은 고수(鼓手) 밑에서 북을 배

운 뒤에 고수(鼓手)로 행세했고, 김채만(金采萬) 공창식(孔昌植) 송만용(宋萬用) 장판개

(張判介)와 같은 명창(名唱)의 북을 쳤다 한다. 학식(學識)이 있어서 이론에 밝고 북을 

점잖게 쳤다 한다.김명환(金命煥)이 20여세 때 능주(陵州) 처가(妻家)에 가서 주봉현(朱

鳳鉉)에게 북을 배웠다 한다. 주봉현(朱鳳鉉)은 한양 고수(鼓手)로 활약하여 후세에 많

이 나온 한량고수(鼓手)의 선각자가 되었다고 하겠다.

장판개(張判介)는 1885년으로 전남(全南) 옥과(玉果)에서 나서 전북(全北) 순창(淳昌)

으로 이사했다. 어려서 줄타기 학습(學習)하다가 13세 때 소리북을 배워 젊어서 고수(鼓

手)로 일했다. 처음에는 김채만(金采萬)의 고수(鼓手)로 있다가 송만갑(宋萬甲)의 고수

(鼓手)로 옮겼다. 송만갑(宋萬甲)  밑에서 3년간 판소리 다섯마당을 공부했다. 절에 들

어가 2년간 수련한 뒤에 세상에 나오자 대명창(大名唱)으로 이름을 떨쳤다. 뒤에는 박만

순(朴萬順)에게서 다시 판소리를 닦었다고 한다. 송만갑(宋萬甲) 의 수제자(首弟子)로 

이론과 기량에 있어서, 뛰어난 명창(名唱)이었으나 1937년 53세(歲)로 세상을 떠났다. 

명창(名唱)이 된 뒤에는 고수(鼓手)로 행세하지 않았다. 김명환(金命煥)은 그를 역대

고수(鼓手) 가운데 실기로나 이론으로나 첫손을 꼽고 있다. 김명환(金命煥)이 16세 때 

몇년간 장판개(張判介) 밑에서 북과 소리를 배웠다 한다.

장판개(張判介)는 북을 왼편에 끼고 치며 북채는 짧게 그리고 꼭 쥐는 수법을 썼다 

한다. 북채는 머리위나 오른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각에서는 수평으로 통을 때리는 

수법을 썼다 한다. 소리의 등배에 따라 응고(應鼓)가 뛰어 났고 소리의 특이한 리듬이나 

부침새에 교묘한 북가락으로 장단을 쳤다 한다. 그의 북가락은 매우 둥굴고 박력이 있

으며 교묘한 리듬을 구사했다 한다.

김명환(金命煥)은 그의 북가락으로 자진모리 장단 「구다라, 닥, -, 다, 다, 구, 다, 쿵, 

-, 구, 구, 당, 궁, 다, 궁, -, 구, 궁, -, 딱, 궁, -, -」하는 가락을 소개했다.

조두(趙頭)는 그의 별명(別名) 조(趙)대가리의 한역(漢譯)이며 본명(本名)은 전하지 않

는다. 능주 출신으로 김채만(金采萬) 공창식(孔昌植)의 북을 쳤다 한다.

신고주(申高柱)는 기산(岐山) 박헌봉(朴憲鳳)에 의하면 조선조(朝鮮朝) 고종(高宗)때 

진주(晋州)에서 활략하던 명고수(名鼓手)이며 명창(名唱) 박기홍(朴基洪) 고수(鼓手)로 

오년간(午年間) 수반(隨伴)하 다 한다. 기산(岐山)이 한 때 신고주(申高柱)에게 북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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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한다. 신고주(申高柱)는 북장단에서 「또르락」은 절대 금하 다고 한다. 신고주

(申高柱)가 말하기를 「또르락」가락은 전라도(全羅道) 소리꾼들이 또르락가락을 쓰는 

것으로 이것은 금물(禁物)이라 했으며 박기홍(朴基洪)은 또르락가락을 쓰는 고수(鼓手)

에게 북채를 뺏어 고수(鼓手)의 손등을 친 적이 있다고 한다.

기산(岐山)은 창악대강(唱樂大綱)에서 신고주(申高柱)가 전했다는 박기홍(朴基洪) 판

소리 장단의 「머리」와「모리」의 이론을 적고 있다.11)

「그의 실담(實談)에 의하면 박기홍(朴基洪)이 말하기를 어떤 장단(長短)이든지 독립

된 장단(長短)은 <머리>라 하고 이 <머리> 장단(長短)을 빨리 몰면 <모리>라 한다고 

하 다.」

기산(岐山)에게서 들은 바에 의(依)하면 신고주(申高柱)는 북채를 꼭 쥐지 않고 가볍

게 쥐었다는 것으로 봐서 장판개(張判介)의 북채 쥐는 법(法)과 달랐던 것 같다. 신고주

(申高柱)가 북채를 가볍게 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장판개(張判介)와 같은 굵은 가락은 

쓰지 못했을 것이며 장고가락과 비슷한 가락을 썼을 것 같다.

이흥원(李興元)은 수원(水原) 이용우(李龍雨) 노인(老人)에 의하면 경기도(京畿道) 남

(南)쪽 어데에서 난 분이라고 한다. 지금 이흥원(李興元)에 대하여 아는 이는 거의 없으

나 1920∼1930년대(年代) 한성준(漢成俊)이 나오기 이전에 초기 S.P. 음반(音盤)에는 이

흥원(李興元)이 판소리 반주를 독판치고 있다. 일축소리반 춘향가전집(春香歌全集)에서 

이동백(李東伯) 김추월(金秋月) 신금홍(申錦紅)등의 북을 친 것을 비롯하여 많은 판소리 

장단을 쳤는데 가끔 장고로 판소리장단(長短)을 친 것을 보면, 이흥원(李興元)은 혹시 

장고(長鼓)에 능한 이인지  른다,  그의 고법(高法)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성준(韓成俊)은 1874년 6월 12일 충남(忠南) 홍성군(洪城郡) 고도면(高道面) 갈미도

리(道里)(南下道里) 홍주(洪州)골에서 났다.12) 7세 때부터 외조(外祖)인 백설(白雪彩)에

게 춤과 북가락을 배웠고 14세 때부터 4년간 서학조(徐學祖)에게 줄타기와 땅재를 배웠

고13) 다시 박순조(朴順祚) 문하(門下)에서 북을 배워 고수(鼓手)로 나아갔다. 17년(年)

부터 갑오년(甲午年)까지 15차(次)나 창(唱)을 치루었고 그 뒤 서울에 올라와 김창환(金

昌煥), 박기홍(朴基洪), 송만갑(宋萬甲), 이동백(李東伯), 김창용(金唱龍), 정정열(丁貞烈)

등 당시 국창들의 북을 도맡아 쳤다.14) 춤에도 대가이어서 원각사를 비롯한 많은 공연

을 가졌으며 전통무를 무태화하는데 큰 공을 쌓은 명인(名人)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Polydor판 심청가전집에서 이동백(李東伯) 김창용(金唱龍) 정정열(丁貞烈) 

조학진(曺學進)의 북을 친 것과 Victor판 춘향가전집(春香歌全集)에서 정정열(丁貞烈), 

이화중선(李花中仙), 朴綠, 임방울(林芳蔚), 김소희(金素姬)의 북을 친 것을 비롯하여 많

은 S.P. 음반(音盤)에 그의 북장단(長短)이 녹음되어 있다. 서울에서 고수(鼓手)로 활약

한 만큼 고수(鼓手)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춤의 명인(名人)인만큼 북의 채집도 매

우 좋고 추임새도 좋으며 북 솜씨도 좋았다 한다. 대명고수(大名鼓手)이면서도 소리북을 

치고 나오면 임방울(林芳蔚)와 같은 후배(後輩)와 방금 친 수리의 박(拍)을 따져보며 북

장단(長短)을 토론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학구적이었던 것 같다.

11) 朴憲鳳, 唱樂大綱(서울 國樂藝術學校 1968年)

p.100
12) 朴晃, 上揭書 p.120

13) 上同

14) 鄭魯湜, 上揭書 pp.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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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全羅道) 고수(鼓手)들의 이야기로는 한성준(韓成俊)이 대명고수(大名鼓手)이긴 

하지만 장판개(張判介) 신찬문(申贊文) 오성삼(吳聖三)과 같은 명고수(名鼓手)를 웃도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김명환(金命煥)은 한성준(韓成俊) 가락이라 하며 「딱, -, 따, 닥, -, 닥, 궁, 다다, 닥, 

-, 닥, 닥, 구구, 당, -, 당, 궁, -, 궁, -, 딱, 궁, -,-,」하는 자진모리 가락을 소개했다.

정원섭(丁元燮)은 조선조(朝鮮朝) 고종(高宗)때 판소리 오명창(名唱)으로 꼽는 정열

(貞烈)의 아우이다. 형(兄) 정열(貞烈)의 소리에 북을 많이 친 고수(鼓手)인데 후인(後

人)의 평(評)으로는 대가(大家)로 꼽을 수는 없고 그저 명인(名人級)에 드는 정도라 한

다. 정정열(丁貞烈)의 소리에 북장단을 쳐서 S.P. 고음반(古音盤)에 그의 이름이 더러 

보인다. 대표적(代表的)인 것으로는 Okeh판 춘향전전집(春香傳全集)으로 정정열(丁貞

烈), 이화중선(李花中仙), 임방울(林芳蔚), 신숙(愼淑), 김소희(金素姬)의 소리에 북장단

(長短)을 친 것이 남아 있다.

김종길(金宗吉)은 광(靈光)에서 낳았으며 조선조(朝鮮朝) 고종(高宗)때 판소리 오대

명창(五代名唱)으로 꼽는 김창환(金昌煥)의 육촌(六寸) 아우가 된다고 한다. 판소리의 

대명창(大名唱)으로 뛰어난 기량(技倆)을 가졌으나 지방(地方)에 묻혀 있어서 세상에 널

리 알려지지 못했다. 김명환(金命煥)에 의하면 김종길(金宗吉)은 소리에 못지 않게 북에

도 명인(名人)이었으나 북으로 행세하지는 않았다 한다. 북의 이론(理論)에 밝고 교습

(敎習)에 능(能)했다 한다. 김명환(金命煥)이 한때 그의 문하(門下)에서 북을 닦았는데 

그가 소리하며 대목대목 북치는 법을 가르쳤다 한다. 소리의 등배에 따른 고법(鼓法)이

론(理論)에 매우 밝았다 한다.

박기홍(朴基洪)은 1889년 전남(全南) 나주(羅州)에서 났다. 박기홍(朴基洪)과 종형제

간(從兄弟間)이며 김창환(金昌煥)에게서 소리를 배웠다. 판소리에도 명창(名唱)이지만 

북이 명고수(名鼓手)이어서 종형(從兄)인 박기홍(朴基洪)을 수년간 따라 다니며 북을 쳤

다. 후년에는 후배(後輩)양성에 힘을 써 명사(名師)로 이름이 났다. 1960년에 73세로 세

상을 떠났다.

조선조말기(朝鮮朝末期)와 일정초(日政初)에 많은 명고수(名鼓手)들이 나와서 고법(鼓

法)의 기틀을 잡았는데 판소리의 발전에 비교하면 두어 세대(世代) 쯤 늦게 발달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고법(鼓法)은 왼편에 북을 놓는 자세, 북채를 넓게 휘두르지 않

는 자세, 소리의 등배에 따른 북의 타점(打點)의 변주(變奏), 북통의 또르락 가락을 피하

고 뒷손에 중점을 두는 점과 같은 고법(鼓法)등으로 공통점을 갖는데 이러한 고법(鼓法)

은 오늘날에는 겨우 몇몇 고수(鼓手)가 이어 오고 있다.

오명창(五名唱) 뒤에는 장판개(張判介) 박중근(朴重근) 김정문(金政文) 공장식(孔昌

植) 정응민(鄭應珉) 임방울(林芳蔚) 김연수(金演洙) 박록주(朴綠주) 이화중선(李花中仙) 

김소희(金素姬)와 같은 명창(名唱)이 활약하던 시절이며 판소리에는 이 때를 고비로 내

리막 길을 걸은 것이다. 이 때 서울에서는 김봉업(金奉業), 김재선(金在先), 이정업(李正

業)과 같은 고수(鼓手)들이 활약했다.

김봉업(金奉業)은 한성준(韓成俊)이 간 뒤에 서울에서 이동백(李東伯)등 고노(古老) 

판소리 명창(名唱)의 북을 친 고수(鼓手)이다. 본래 줄타기 땅재주에 뛰어난 명인(名人)

이며 서울 경기지방(京畿地方) 삼현육각(三絃六角)에서 해금악수(奚琴樂手)로 첫손을 꼽

고 있는 명인(名人)이라고 전한다. 줄타기와 해금(奚琴)에 비하여 북은 그저 여기(餘技)

로 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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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金在先),은 김봉업(金奉業)의 경우와 같이 줄타기 명인(名人)이나 후에 고수

(鼓手)로 행세했다. 1962년에 나온 한국연예대감(韓國演藝大鑑)에는 그가 경기도(京畿

道) 수원(水原) 출신(出身)이며 그 당시 61세라 했고 한성준(韓成俊)에게서 북을 배웠고 

광일극단(廣一劇團)등 여러 창극단(唱劇團)에서 북을 친 것으로 되어 있다. 15)

신세기(新世紀)레코드사에서 나온 임방울(林芳蔚) 수궁가(守宮歌) 및 적벽가전집(赤壁

歌全集)에 그의 북장단(長短)이 감음(鑑音)되어 있다.

이정업(李正業)도 수원 출신으로 줄타기와 해금의 명인(名人)이었으나 뒤에 북치는 법

을 공부하여 고수(鼓手)가 되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 적

벽가(赤壁歌)16)에는 이정업(李正業)이 한성준(韓成俊)에게서 북을 배운 것으로 되어 있

으나 명창(名唱) 박초월(朴初月)의 이야기로는 이정업(李正業)이 그의 처형벌 되는 박초

월(朴初月)에게서 소리북을 배웠다 한다. 박초월(朴初月)의 말대로 정통고수(正統鼓手)

에게서 고법(鼓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고수(鼓手)에는 여러 가지 위법(違法)

이 있다. 각을 분명히 내지 않는다든가 장고기법(長鼓技法)을 쓴다든가 또르락이 많다든

가하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서울에서 판소리 고수

(鼓手)로 독(獨)판을 쳤던 것은,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성실한 독공(獨工)으로 가수(歌

手)의 소리에 호흡을 잘 맞추고 소리의 졸라떼는 타점(打點)을 잘 가려서 크게 부쳐주

는 기량을 터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때에 나온 LP. 레코드에 판소리 및 산조(散調)와 같은 음악(音樂)에 그가 친 장단

(長短)이 녹음(錄音)되어 있다.

서울에서 활약하던 이들은 모두 한성준(韓成俊)의 기량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

는 지방에 군소(群小) 한량(閑良)북이 번창하고 있는데 백남희(白南熙) 송 주(宋榮柱) 

김명환(金命煥)등 고수(鼓手)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김명환(金命煥)은 장판개(張判介) 신찬문((申贊文) 박판석(朴判石)등 여러 

명고수(名鼓手)에게 잠간씩 수업한 바 있고 또 장판개(張判介) 정응민(鄭應珉)등 많은 

명창(名唱)의 북을 쳤으며 다년간(多年間) 선배(先輩) 고수(鼓手)의 고법(鼓法)을 수련

하 음이 인정되어 1973년에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53호(號) 「고수(鼓手)」의 

보유자(保有者)로 지정되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는 여러 명고수(名鼓手)와 명창

(名唱)에게 수업하 으므로 현 고수(鼓手)로는, 첫손을 꼽히며 이론(理論)에 있어서도 

그를 능가할 이가 없다.

10. 맺는말

1고수(鼓手) 2명창(名唱)이니 암고수 숫명창이니 하여 판소리에서 고수(鼓手)의 구실

이 중요하다고 일러 왔으나 지금까지 고수(鼓手)의 구실이 어떤 것인지 밝혀져 있지 못

했으므로 판소리 고법(鼓法)에 따른 모든 문제(問題)를 조사(調査)해 본 것이다. 

판소리 반주에 쓰이는 북은 소리북(고장북)이라 이르며 이것은 크기나 제작법에서 걸

궁북(맹구북), 굿북, 용고(龍鼓), 좌고(座鼓), 장고(長鼓) 따위에 다른 북과 다르게 발달

15) 韓國演藝大鑑(서울 : 成榮文化史 1962) p.276

16) 劉基龍, 赤壁歌,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88號 

(文化財管理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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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통에는 북채로 치는 「딱」하는 소리가 메마르지 않은 소리

로 「쩍」하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북통에 먼저 베를 바르고 그 위에 딱지를 바르고 가

죽을 입힌다든가 가죽은 「두리둥」울리는 소리가 묵직한 소리를 내기 위하여 가죽의 

변의 안쪽 면을 미리 어낸다든가 한다.

북채는 흔히 승무북에서 치는 긴 북채(북가락)를 대용(代用)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승무북채보다 좀 짧고 굵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북채의 재료도 승무

북의 재료인 박달보다 오히려 탱자나무나 도장나무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을 알았다.

소리북은 아무 데나 때리는 것이 아니고 때리는 곳(打點)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소리북의 타점(打點)은 고수(鼓手)마다 좀 다르다. 북통에 세 개의 타점(打點)이 있

다는 고수(鼓手)(金命煥), 아홉 개의 타점(打點)이 있다는 고수(鼓手)(宋榮柱)), 네 개가 

있다는 고수(鼓手)(朴學周)가 있어 다르나 한결같이 장단(長短)과 소리의 맺고 풀음에 

따라 타점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다. 김명환(金命煥)의 고수(鼓手)에는 반각자리 온각

자리 매화점(梅花點)자리로 되어 있다.

북채 쥐는 법은 장고의 열채와 같이 가볍게 쥐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으나 정통

고법(鼓法)에서는 단단히 쥐는 것이다. 또 흔히 북채를 길게 쥐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약간 짧게 쥐는 것이다. 왼손은 아무 때고 북통에서 떼는 것으로 아는 이가 있으나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윈칙적으로 왼손의 엄지는 북통에서 떼지 않고 대고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환(金命煥)은 채궁자리, 반작자리, 온각자리, 매화(梅花)자리, 뒷궁자리

의 연주법이 따로 있어 채 쥐는 법이 타점(打點)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채궁에서는 북

채를 말아 쥐고 반각과 왼각에서는 말아 쥐되 엄지를 세워 쥐며 매화점자리에서는 북채

를 말아 쥐되 북통과 직각으로 쥐게 되어 있다.

또 각 타점(打點)에서 팔의 운용(運用)하는 자세가 있으니 채궁을 칠 떄에 채가 오른

편 팔 밖을 벗어나지 않고, 온각을 칠 때에 채가 머리 위에 오르지 않고 정면(正面)으로 

수평(水平)으로 뉘어 치며, 뒷궁은 왼손가락을 모아친다는 것이다.

판소리에서 「등배」니 「생사맥(生死脈)」이니 「기(起)․경(景)․결(結)․해(解)」

니 하여 소리의 고 달고 맺고 푸는 선율(旋律)적인 흐름이 있다. 흔히 알기로는 맺는 

대목에서 크게 부쳐주는 것으로 북의 구실이 다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수가 있으나 소

리의 비는 부분에서는 북채로 북의 박각자리를 약간 크게 치고 소리의 다는 부분에서는 

채로 매화점(梅花點) 자리나 반각자리를 굴려치고 소리의 맺는 부분에서는, 채로 북의 

온각자리를 매우 크게 치고 소리의 푸는 부분에서는 왼손으로 뒷궁을 굴려 쳐야 하며 

소리의 맺고 푸는 단위(單位)의 첫박(拍)에 채로 북의 채궁을 크게 치며 그밖에 부분에

서는 채로 채궁을 크게 치는 것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다.

추임새가 가수(歌手)의 흥을 돋구는 구실을 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그밖에 추임

새는 소리의 강약(强弱)을 돋우어 준다든가 소리의 공간(空間)을 메꾼다든가 고수(鼓手)

가 타고(打鼓)하는 대신 추임새로 박절감(拍節感)을 낸다든가 소리를 이끌어 낸다든가 

고수(鼓手)가 추임새를 하므로 극(劇)으로써 판소리 고수(鼓手)의 상대역(相對役)을 맡

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수(鼓手)는 먼저 가수(歌手)의 소리에 따라 정확한 한배로 장단(長短)을 쳐야하는 

것이 기본적(基本的)인 고법(鼓法)이지만 실제 판소리 공연(公演)에 임하여서는 여러 가

지 음악적 변화에 따른 고법(鼓法)을 구사해야 하는데 가수(歌手)의 소리의 변화에 따른 

고수(鼓手)의 여러 가지 고법(鼓法)의 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았다. 고수(鼓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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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용고법(應用鼓法)에는 각내기, 거두기와 늘이기, 소리 등배에 따라 가려치기, 반각

치기, 소리의 공간(空間) 메꾸기, 소리의 특이한 리듬따라치기, 소리를 이끌어 내기, 소

리의 붙임새 가려치기, 북가락 가려 치기 북소리의 음색(音色)의 변화주기, 북가락으로 

소리의 사설(辭說)에 나타난 극적내용(劇的內容)을 표출(表出)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음

을 알았다.

북가락을 넣는데는 판소리 북장단에 맞는 가락이 따로 있는 것이며 못방구가락, 승무

북가락 설장고가락과 같은 느낌이 드는 가락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소리 고법(鼓法)은 주로 조선말기(朝鮮末期)에 발달 한 것 같다. 판소리가 

틀을 잡히던 순조(純祖) 철종(哲宗) 때에는 고법(鼓法)이 단순했던 것 같고 고수(鼓手)

의 대우도 시원치 않아서 전해지는 고수(鼓手) 이름도 없고 고법(鼓法)이론도 없다. 고

종(高宗)때에 이르면 박판석(朴判石), 오성삼(吳聖三), 신찬문((申贊文), 주봉현(朱鳳鉉), 

장판개(張判介), 한성준(韓成俊)과 같은 명고수(鼓手)들이 나와 판소리 정통고법(正統鼓

法)의 체계를 세웠다.

해방 전 후하여 서울에서는 김재선(金在先), 이정업(李正業)과 같은 고수(鼓手)가 활

약했으나 한성준(韓成俊)을 넘지 못했다. 현재는 김명환(金命煥)이 정통고법(鼓法)을 이

어가고 있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이나 지방(地方)에 행세하는 

고수(鼓手)들이 정통고법(正統鼓法)을 익힌 이들은 드물고 소리꾼에게 배운 고수(鼓手)

들이 장단(長短)만 부드럽게 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으므로 정통고법(正統

鼓法) 전승(傳承)에 힘을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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