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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을 노래하다

“소리를 메기는(선창) 모갑(某甲)이를 따라 열 명 내외가 한데 어우러질 때는 질서와 신명이 돋

보입니다. 마음 편히 살면서 서울의 앞산(서울 근교)과 뒷산(전국의 유명 산)을 구경하게 되면 

타령이 절로 나오겠지요. 이래서 한평생 사는 겁니다.”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황용주

노래패의 우두머리인 모갑이가 장구를 메고 앞소리를 부른다. 나머지 소리꾼들은 소

고를 치면서 손짓, 발짓을 곁들여 뒷소리를 받는다. 느리게 시작한 노래는 뒤로 갈수

록 점차 빨라진다. 씩씩하고 명쾌한 우리의 음악, 바로 선소리산타령이다.

지정번호 19.

선소리산타령 | 서울·경기 지역과 서도지방에서 불리는 잡가 중 서서 소리하는 

선소리의 대표 곡목.

선소리산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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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노래하는 선소리산타령

1968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선소리산타령은 소리꾼

들이 서서 노래한다고 하여 선소리라고 하며, 가사의 내용이 산천의 

경치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타령이라는 곡명이 붙었다. 

종류는 서도 소리꾼들에 의하여 발전된 서도선소리타령과 경기 소

리꾼들에 의하여 발전된 경기선소리타령으로 나누어진다. 경기선소

리산타령이 서울근교의 산천을 묘사하고 뒷소리꾼들이 소고를 치는

데 비해, 서도선소리산타령은 평양의 경치를 노래하고 소리꾼들이 손

수건을 들고서 발림하며 비교적 빠른 박자로 경쾌하게 진행된다. 각각 

<놀량>·<앞산타령>·<뒷산타령>·<자진산타령>●으로 되어 있다.
선소리산타령

•사진 출처 : 선소리산타령보존회

<자진산타령>

<자진산타령>은 경기에서 <도라지타

령>이라 하고, 서도에서는 <경발림>

또는 <경사거리>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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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량>에서 시작하여 <앞산타령>을 거쳐 <뒷산타령>에 이르기까지 

장단은 점점 빨라지며 <자진산타령>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한다. 산타

령에 맞추어 소고를 치며 춤추는 발림춤도 느린 <놀량>에서보다는 빠

른 <뒷산타령>과 <자진산타령>에서 더욱 흥이 나게 마련이다. 

경기와 서도 산타령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놀량：경기 <놀량>은 일정한 형식과 장단이 없으며 넓은 음역

을 지니고 고음을 많이 쓴다. 서도 <놀량>은 경기 <놀량>의 후반과 같

고,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지며 세마치·도드리·자

진타령장단을 섞어서 친다. 

② 앞산타령：경기의 것은 서울 근처에 있는 산을 주제로, 일정한 

장단이 없고 고음을 많이 쓴다. 서도의 것은 세마치장단을 쓴다.

③ 뒷산타령：경기의 것은 <중거리>라고도 불리고 리듬과 음역은  

<앞산타령>과 같고, 조금 빠르다. 서도의 것은 경기의 것보다 갑절이

나 빠르고, 가락은 경기의 것과 거의 같다.

④ 자진산타령：경기의 것은 일명 <도라지타령>으로도 불리고, 처

음은 느리게 부르다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바뀐다. <뒷산타령>의 

파생곡으로 음악적 특징 또한 같다. 서도의 것은 일명 <경사거리>· 

<경발림>으로 불리고, 그 음악적 특징은 경기의 것과 같고, 선율도 비

슷하여 서로 혼동될 경우가 가끔 생긴다.

불교에서 시작해 우리의 노래로 이어지다

흔히 산타령의 시초는 조선 말기 ‘오강(五江)’으로 불린 ‘한강·용

산·삼개·지호·서호’ 등의 소리꾼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재효●의 박타령과 변강쇠타령에 사당패들이 나와서 

놀량을 비롯한 산타령을 부르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종 연

간의 오강의 소리꾼들을 산타령의 시초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15년에 간행된 『무쌍신구잡가(無雙新舊雜歌)』에는 지금의 놀량을 

‘판염불’이라 하여 “진국명산망장봉에 청천삭출금부용 음도로 시법이

라……”고 하여 운문의 불가어(佛家語)로 시작하다가 한참 뒤에야 산

천을 부르는 “산천초목이”가 나온다.

신재효(申在孝, 1812-1884) 

19세기에 고창 지역에서 활동했던 

중인 출신의 판소리 이론가이자 비평

가, 판소리 여섯 바탕 사설의 집성자, 

판소리 창자들의 교육 및 예술 활동

을 지원한 후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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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타령의 시초는 스님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

된 사당패의 판염불 합창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판염불

은 소리꾼들에 의해 계승되어 선소리타령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가 조선조에 와 어렵게 되지요. 산속으로 밀린 스

님들이 생계나 제대로 유지했겠습니까. 그 파계승들이 모여 산천경개

를 찬탄하고 더불어 여유와 한을 가미시킨 게 곧 선소리산타령인 것입 

니다.”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황용주

본격적으로 산타령이 불린 건 고종 연간에 서울 오강의 소리꾼들에 

의해서이며, 산타령 중 놀량의 불가어 부분은 오강의 소리꾼들이 부

르기 시작하면서 따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의택이 나

타나 선소리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의택 - 종대 - 신낙택의 계보

로 전승되었다. 신낙택 이후로는 이들의 가락을 서울 주변의 소리꾼

들이 익혀 여러 곳에 선소리패가 생겼다. 

그 뒤 1920·1930년대에 이르러 패의 개념이 차츰 사라지고 대신 원

각사나 광무대 또는 극장무대를 중심으로 불렸다. 1968년에 국가무형

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는데, 이명길에게 배운 이창배, 소완준에게 

배운 정득만, 김태봉 및 김태봉의 문하에서 배운 김순태, 그리고 유개

동 등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에는 이창배에게 배운 황

용주가, 2009년에는 최창남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서

울 강남구에 선소리산타령보존회를 두고 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서도의 산타령은 서울의 산타령이 옮겨간 것이다. 이는 산타

령의 시조라 할 만한 의택과 종대가 평양에 가서 부벽루에 올라 산타

령을 불렀는데, 당시의 서도 명창인 허득선(許得善)과 임방울(林芳蔚)

이 이를 듣고 서도 산타령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서울에 올라

와서도 선소리를 불러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선소리산타령은 사당패의 음악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가 될 뿐 아니라 전통음악 가운데 가장 화창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우리 음악이다. 

선소리패로는 뚝섬패·한강패·쇠봉

구패·용산삼개패·동막패·성북동

패·왕십리패·진고개의 호조다리

패·배오개의 마전다리패·과천의 

방아다리패·자하문밖패 등이 당시

에 이름을 날렸다.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황용주

•사진 출처 : 선소리산타령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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