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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논문 개요>
특정 지역의 민요는 해당 지역사회의 총체적 환경과 삶의 역사를 반영한다. 그 중에서도
아리랑과 같은 보편적 예술형식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오던 지역의 특성과 함께 다른 지역
과 소통해온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전통적 노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서는 문경지역 민요전승의 기반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경아리랑의 위상과 ‘선별적 전통’으
로의 자리매김 과정을 ‘재발견’의 맥락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문경아리랑은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도 살아
생동하는 유기체로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북도 산간과 강원도와 인접한 문
경지역은 아리랑의 본체로 일컬어지는 메나리 계통의 노동요가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왔으
며, 여기에 아리랑의 대중문화적 속성이 강화되는 조건 속에서 전국적인 대표사설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초의 서양악보로 기록된 헐버트의 아리랑 역시 문경아리랑의 사
설을 앞세우고 있다. 최근 30여년간 문경아리랑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문경
새재의 대규모 관광지화, 헐버트의 아리랑, 아리랑연합회와 전공학자, 문경새재아리랑보존
회, 지역정치에서의 대규모국책사업 유치경쟁 등이 변수로 작용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리랑의 기반이 되는 민요 전통을 다양한 각도에서 대중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정지역 아리랑이라는 틀에 갇혀 민요전승의 기반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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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고 새로운 아리랑으로 창출되는 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아리랑은 각 지역의 아리랑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
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전승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살아있는 전통문화로서 가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문경새재, 아리랑, 아라리, 선별적 전통, 전통의 재발견

1. 머리말
특정 지역의 민요는 해당 지역사회의 총체적 환경과 삶의 역사를 반영한
다. 그 중에서도 아리랑과 같은 보편적 예술형식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오
던 지역의 특성과 함께 다른 지역과 소통해온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전통적 노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경지역은 분명
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경상, 충청, 강원의 접경지역일 뿐만 아니라
영남대로의 중심에 놓여 있고, 문경새재(조령)라는 주요한 고개길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문경인 것이다.
문경지역에서 연행되어온 민요는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맥을 같
이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민요의 전승맥락에서 근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한 지역의 특성이 드러난다. 영남대로
를 통해 영남과 한양을 이어주면서 다양한 문화의 유통경로가 되기도 하였
으며, 가은 일대 탄광업 성황과 문경새재 일대 대성목재 등의 활황으로 인
해서 수많은 유동인구가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2010년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현장조사 결과에서도1) 모심기소

1)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현장조사사업단 경북팀(책임연구원 임재해 안동대 교수,
공동연구원 조정현, 연구보조원 기미양, 박혜영 외)의 조사결과로 민요가 170여편 수집되
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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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의 농요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통속민요들이 채록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2012년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경아
리랑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아리랑박물관 혹은
국립아리랑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대 아리랑으로 일컬어져온 진도, 정선, 밀양 등 타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문제(문경새재와 문전세전2))는 광주시가 2012년 10월 <세계아리랑축
전>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다시 부각되었다. 광주시장이 이를 시정해달라고
교육부 등에 진정을 내면서부터이다. 이에 글쓴이는 교육부 등에 “문경새재
가 맞다”라는 취지를 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의외에도 <경상도 김연갑씨
의 진도아리랑에 대한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글>이란 인터넷상의 공박이 올
라왔다. 지역집단들에 의해 의도되어서 지역감정으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 매우 감정적인 대응이다. 이 문제 역시 마찰과 갈등이 진행 중이다.3)
영화 ‘서편제’에서 구불구불한 돌담길을 배경으로 불려진 아리랑이 바로
진도아리랑이다. 전남 진도군은 지난 1월 지식경제부에 ‘민속 문화 예술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정선군을 벤치마킹한 진도아리랑문화재단과 연구소 설립도 검토되
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 달 아리랑을 테마로 ‘경성26년 뮤지컬’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밀양시는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아리랑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신청 이후 역사와 문화,
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둘레길인 ‘밀양아리랑 길’을 총연장 15㎞ 길이
로 만들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밀양아리랑축제, 밀양아리랑가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밀양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아랑의 전설’을 활용한 콘텐
2) 진도 성문 앞의 세 고개, 즉 남산재, 연등재, 굴재를 일컫는다.
3) 김연갑, <[김연갑 아리랑] 진도아리랑과 문전세전, 맘대로?>, 뺷Newsis뺸, 2012.06.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26_0011224995&cID=10201
&pID=10200). 이 글에서 김연갑은 진도의 ‘문전세전’설을 비판하면서 학술적인 문제와 함께
아리랑으로서 전승방향에 대해서도 진도 측에 제안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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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개발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방영된 신민아 주연의 TV
드라마 ‘아랑 사또전’은 ‘아랑의 전설’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4)

문경 지역의 경우 문경새재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자원으로서 그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문경새재를 주요 사설로 다루고 있는 아
리랑에 대한 주목과 활용이 더욱 박차를 가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부터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송옥자)에 1천-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
급해오고 있고, 2008년부터 문경아리랑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문경시장부터 적극 나서서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를 위해 중앙정치권
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문경새재옛길박물관에서는 국립민속박
물관과 함께 <아리랑 특별전>을5)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지역의 전통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아리
랑 관련 요소들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지역주제들
의 적극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집중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별적 전통’은6) 형성된 과거와 이미 형성된 현재라는 식의 의도적
인 선별성을 지닌 해석으로서, 사회 문화적 정의와 정체 설정 과정에서 강
력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전통은 의도적 선별성을 지닌 연결과정으로서
당대의 질서에 역사적 문화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경
지역 민요전승의 기반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경아리랑의 위상과 ‘선별적 전
통’으로의 자리매김 과정을 ‘재발견’의 맥락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4) 최근 정선아라리 측에서도 ‘정선아리랑’을 표방하는가 하면 2018년 동계올림픽을 내세우며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창현, <지자체
‘아리랑’ 선점 기싸움 치열 - 출혈 경쟁 역사·전통성 훼손 우려>, 뺷강원도민일보뺸,
2013.03.18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5970).
5)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3년 4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옛길박물관에서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되었다. 옛길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뺷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
랑뺸, 2013.
6) 레이몬드 윌리암즈, 이일환 역, 뺷이념과 문학뺸, 문학과지성사, 1982, 146-151쪽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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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경지역 민요전승의 토대와 현황
문경지역은7) 험준한 조령이나 주흘산 등의 산맥과 상주, 예천, 안동 등으
로 이어지는 평야를 함께 갖고 있어 국지적인 지역에 따라서 논밭의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논농사가 활발한 지역이었다. 또한 문경새재길을 중심으로
한 영남대로가 통과하면서 상당한 외부인의 통행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
다. 문경은 경상북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영남과 기호 지방이 맞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예부터 교통·군사상 요충지로, 신라는 아달라 이사금 3년
(A.D 156)에 계립령(鷄立嶺 : 지릎재, 하늘재 - 문경읍 관음리와 충북 충주
시 상모면 미륵리 사이에 있는 고개)을 개통시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
고, 조선은 태종 14년(1414)에 조령로(새재길)를 열었으며, 현재도 국도 3호
선과 34호선이 교차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북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
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개로서 이화령(이우릿재)이 있다. 이 때문에 새재
의 유래로서 하늘재와 이우릿재 사이에 있는 고개라 하여 새재라 했다고도
전한다.
문경지역은 선사시대 신석기시대부터 집단마을을 형성하며 사람이 살았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한시대 변(弁), 진(辰), 한의 읍락 국가에 속했
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한계 근기국(勤耆國, 산양면 지역), 진한계 호로국
(戶路國, 함창, 점촌, 호계지역), 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함창지역 및
시내 일부 포함), 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離彌凍國, 함창 혹은 용궁) 등에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시대 지증왕 6년(505) 신라 지방제도 확정
에 따라 관문현(冠文縣) 혹은 관현(冠縣)이라 부르고 고사갈이성(高思葛伊
城)이라 불렀는데 현재의 문경읍, 마성면 지역이다. 또한 가해현(加害縣)은

7) 문경지역 관련 일반현황은 <聞慶市, 뺷聞慶誌뺸 增補版(초판 1994) 上 下, 2011>를 참조하였
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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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농암지역, 호측현(虎側縣) 혹은 배산성(拜山城)이라 하였다. 조선시
대 1414(태종 14년) 8도 체제가 완비되면서 문경현의 감무가 현감으로 바뀌
고 호계현을 합병하였다. 가은현은 문경현의 속현으로, 산양, 영순현은 상
주의 속현으로 있었다. 1892(고종 32년) 문경도호부로 승격하였으며 이때
상주, 용궁, 예천 등 이웃 군에 할양되어 문경군이 없어졌다가,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 23부 체제가 다시 13도로 개편되고 문경군이 환원되었다.
현재의 문경시계는 대체로 일제하 초기에 이루어졌다. 본래의 문경현은
1892년(고종29)에 문경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1895년 지방관제를 개편하
여 23부 331군을 둘 때 문경이 없어지고 1896년의 지방제도 개정 때에 문경
군이 되었다. 1906년(광무10)에 예천군의 동로소면과 화장면이 그리고 상
주군의 산서·산남·산동·산북·영순의 5개 면이 문경군에 편입되고 1914
년에 부·군·면의 폐합에 따라 용궁군과 함창군의 동면 일부 전촌리·율
곡리, 현재의 영순면 율곡리가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광복 후 1963
년에 농암면의 삼송리가 충북 괴산군에 편입되고 1973년에 상주군 이안면
의 저음리가 편입되었다. 1995년 점촌시와 통합하였다.
문경시는 행정구역 상 우리나라의 동남부, 경상북도의 서북단 내륙에 자
리잡은 중산간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예천군과, 남쪽으로는 상주시, 서쪽
으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충주시, 단양군과 경
계를 이루고 있다. 영남지역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산세가 아치형으로
둘러싸인 관계로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지형 산악기후에 속한다.
최근 수년간 연도별 평균기온 분포를 보면 최저가 1993년도에는 10.9도씨
였고, 최고는 1994년도에 12.5도씨였으므로 연평균기온의 평균율은 작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문경시 연평균 강수량은 1,319.6mm로 타지역에
비해 다우지역에 속하며 최다 강수량은 1998년에 1,847.4mm이고, 최소 강
수량은 1994년에 857.8mm이다. 논농사 적합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사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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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등의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각광받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문경시 조사에서는 총 8개 마을을 조사
했는데, 산간지역이 3개 마을, 평야지역이 2개 마을,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1개 마을, 시내 지역이 2개 마을이었다. 조사된 170여편의 민요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모심기소리와 아리랑, 통속민요 등이었는데, 문경
아리랑과 정선아라리가 거의 모든 마을에서 비슷한 수로 조사되었고, 본조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이 대다수 마을에서, 그리고 상주모심기소
리가 반수 정도의 마을에서 수집되었다.
문경아리랑의 전승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언제
구연했는가’이다. 모심기소리로서8) 불렀다는 제보가 가장 많고, 나무할 때
와 장사길, 탄광일 등 힘겨운 일을 할 때,9) 나물 뜯을 때10) 등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진도아리랑처럼 잔치 때나 놀 때 불렀다는 제보는 없다. 즉,
문경아리랑은 노는 소리로서 연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놀
때 ‘쾌지나칭칭(치이나칭칭)’을 부르며 놀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모
심기 혹은 초벌 김매기와 두벌 김매기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모심기나
초벌 김매기 때는 느리고 유장한 소리를 하지만 두벌 김매기 때부터는 흥겨
운 ‘에이용’, ‘칭칭이 소리’를 하면서 김을 맸다고 한다.
결국 일의 노동강도, 경중, 혼자 혹은 소수가 있을 때와 군중으로 모였을
8) 문경아리랑의 대표적 사설인 “홍두깨 방망이는 팔자가 좋아 큰애기 손길로 놀아나네”는 남
성 성기의 상징으로서 홍두깨와 젊은 여성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어, 모의적 성행위 모티브
를 적극 활용하는 모심기소리의 전형을 잘 드러내고 있다.
9) 뺷MBC 한국민요대전뺸 경상북도 편, 1995. <문경 아리랑-“문경아 새재”>(1993.10.14 / 문경
시 문경읍 하초리 하초 / 송영철(남, 1917년생). 구연자는 모심기나 나무하러 갈 때 불렀다
고 하였다. 또한 한양명, ｢고갯길의 이야기와 노래｣, 뺷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뺸, (문경
시, 2002, 291-292쪽)에 제보자 송영철이 곶감장사를 다닐 때나 징용가서 탄광에서 일할
때도 즐겨 불렀다고 하였다.
10) 문경시·안동대학교박물관, 뺷문경새재(지표조사보고서)뺸, 2004, 405-410쪽 참조. 특히 당
시 구연자인 박얌전(여, 81세)은 나물 뜯는 사설뿐만 아니라 삼베길쌈, 젊은 가족의 죽음
등 생애 관련 내용도 아리랑에 담아내고 있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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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르는 노래가 구별되어 있었고 이에 맞는 소리를 연행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놀고 잔치 할 때는 노랫가락, 청춘가, 본조아리랑 등을 불렀다고
하며, 실제로 조사현장에서도 진중하고 유장하게 부르는 문경아리랑이나
정선아라리와, 곁에서 박수도 치며 흥겹게 부르는 본조아리랑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연행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경아리랑 연행의 맥
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논의로 넘어가보자.

3. 지역경계의 넘나듦과 아리랑의 정체성
문경시는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동남부, 경상북도의 서북단 내륙에 자
리잡은 중산간 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예천군과, 남쪽으로는 상주시, 서쪽
으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충주시, 단양군과 경
계를 이루고 있다. 충청도 괴산, 단양, 강원도 영월, 정선으로 이어지는 소
백산맥(백두대간)의 흐름과 상주, 예천, 안동 등지로 이어지는 낙동강의 줄
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 속에서 자연스레 정선
아라리나 상주모심기 소리와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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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

백두대

<문경 주변지역과 백두대간>

위 지도를 통해 보면 백두대간의 흐름을 따라서 강원도 정선, 영월, 충청
북도 단양, 괴산, 경상북도 영주, 예천, 문경, 상주 등이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원도 정선과 문경은 꽤 먼 거리임에도 아라리가 전승되
고 있으며, 그 중간지역에 해당하는 단양이나 영주 등지에서도 아라리가
널리 전승되어왔다.11) 예천아리랑 역시 문경아리랑과 같은 선율이자 정선
11) 강등학, ｢정선아라리의 민요생태와 문화적 의미｣, 뺷한국민요학뺸 23, (한국민요학회, 2008,
269-271쪽) 참조. “아라리는 강원도가 전승의 중심이 되는 노래로서 산맥의 흐름을 따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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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와 유사하며, 영월-단양-예천으로 전파된 것으로12) 주장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정선아라리의 전승과 더불어 해당 지역 본래의 모심기소리나
나무하는 소리, 나물하는 소리 등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왔으므로 이를 전파
론적 시각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선아라리는 근현대 들어
유성기음반이나 통속민요화를 통해 전국적인 대중성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리랑은 본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지역에 향촌문화로 존재하던
노래이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가와 유흥의 문
화가 되고,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1926년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이 크게 성공하면서 아리랑의 유
행은 보다 강하게 증폭되었다. 그런가하면, 영화 아리랑이 일으킨 붐에 자극
받아 1930년대부터는 아리랑이 대중가요로 창작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업
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리랑의 내력이 이러한 만큼 그 노래들은 대부
분 향토민요, 통속민요, 대중가요의 세 부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13)

향토민요로서 아라리, 자진아라리, 엮음아라리에서 통속민요 아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문경아리랑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1965년부터 7년간
이루어진 경복궁 중건 때 문경새재 사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후 확산되
어 전국적인 대표사설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지역에 전승되는 <아리랑>은 경복궁 중창기, 당대 강원도 정선
등지에서 부르던 ‘아라리’의 후렴구를 각지에서 모여든 목수나 부역꾼들이
강원도의 산간지역으로부터 서남방향으로 퍼지면서 오늘의 분포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12) 편해문, ｢문경새재아리랑의 뿌리를 찾아서｣, 뺷문경의 민요와 아리랑을 찾아서뺸, 문경시,
2008, 21-22쪽 참조.
13) 강등학, ｢아리랑의 부류별 국면과 문화형질의 전승맥락｣, 뺷한국민요학뺸 35, 한국민요학
회, 2012,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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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역의 토속적인 노래에 후렴을 덧붙이면서 확대 재생산한 노래이다.
<문경아리랑>의 형성 또한 이러한 양상과 맥을 같이한다.14)

1896년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악보로 기록한 헐버트(H. B. Hulbert)의 아르
랑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바로 문경아리랑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헐버트 채보 <아르랑>이 현재의 <문경아리랑>과 다른 점은 제3마디에서
‘라－시－도’도 상행하는 선율형태를 보이는 점이다. 메나리토리에서 ‘시’음은
상행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하행선율에서 ‘도－시－라’ 혹은 ‘레－도－시’로
나타난다. 두 노래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가창자가 경기지역 사
람이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악곡 상으로 두 노래는 메나리토리의 영
향 하에 있어 그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리랑>의 첫 기
록인 헐버트 아리랑은 바로 <문경새재소리>라고 할 수 있다.15)

상세한 검토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문경아리랑의 대표사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악곡 상으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확인된다. 그런데 문제는 악곡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려
면 실제 음반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동국대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자료에는16) 강원도(정선) 아리랑 음반이 총 3매(1936년 2매, 1942년 1매)에
발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최초의 아리랑 음반은 1930년 콜롬비아레코
드에서 발매되었다가 1933년 금지곡이 되었다.
영화 아리랑을 제작한 춘사 나운규 역시 당시 인터뷰에서 이북 회령지역
에 살던 그가 남쪽에서 온 철도노동자들이 부르던 아리랑 노래에 감동하
여17) 서울에 왔을 때 여기저기 아리랑을 수소문했지만 강원도아리랑만 겨
14) 김기현,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의 아리랑사적 위상｣, 뺷한국민요학뺸 29, 한국민요학회,
2010, 68쪽.
15) 위의 논문, 75쪽.
16) 동국대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http://sparchive.dgu.edu/v2/index.ph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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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아리랑은 기생들이나 명창들로부터도 들을 수 없었
다고 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로부터 들었던 기억을 되새겨 가사를 지었고
곡조는 단성사 음악대에서 만들었다고18) 했다.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시기
가 1926년이므로 적어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대중화된 아리랑이 강원도
아리랑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3년 뺷개벽뺸 5월호에 <聞慶謠>로 소개된 노래에도 아리랑 후렴구가
없으며, 1980년대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 문경아리랑이 음반으로 소개된 적
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뺷MBC민요대전뺸, 뺷문경의 민요와 아리랑을 찾아
서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문경아리랑이 기록되었다. 2010년 구비문학
대계 개정증보사업으로 수행된 문경지역 조사에서 여러 편의 문경아리랑
중 아리랑 후렴이 없는 곡이 상당수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경지역 자체 내에서는 아리랑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상당히 후대에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문경아 새재야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나간다
홍두깨 방맹이가 팔자가 좋아 큰애기 손길로 다나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이후후후후
아우라지 뱃사공아 날 좀 건네주소 싸리골 올동팔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를 간다19)

17) 이러한 맥락은 1865년 경복궁 중수시 집단노동의 장면 속에서 꽃피었던 아리랑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집단노동 속에서 불려졌던 아리랑의 맥락과 심상을 나운규는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이며, 이것이 영화 아리랑과 본조아리랑의 정서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나운규, ｢명우 나운규씨 <아리랑> 등 자작 전부를 말함｣, 뺷삼천리뺸, 1937, 136면.
19) 박남진(여, 79세) 구연(2010.07.20,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리1리 마을회관), 조사자: 조정
현, 김신효, 기미양, 박혜영 외.
12

문경지역 민요전승의 기반과 아리랑의 재발견 247

긴아리랑 형식으로 문경아리랑을 부르고는 ‘이-후후후후’라는 소리를 여
러 분께서 구연했다. 이러한 소리는 대표적인 모심기 혹은 김매기 소리에
곧잘 등장하는 여흥구이다. 할머니들의 구연임에도 노동요로서 아리랑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게다가 바로 붙여서 같은 곡조
로 정선아라리 사설을 연행했다. 결국 긴아리랑으로서 문경아리랑은 노동
요로서 모심기소리와 연결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선아라리로 이어지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은 아리랑의 전승과정상 강원도 지역의 <정선아라
리>, <평창아라리>, <횡성아리랑> 등과 더불어 향토의 토속소리가 지역아리
랑으로 확대 재생산된 아리랑으로서의 동일한 유형과 위상을 가진 노래이다.
<아리랑>이 민족의 표상으로 인지되고, 한국 민요를 대표하는 노래 양식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사실 <아리랑>의 많은 개체요들이 근대에 와서 만
들어진 소리이다.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가치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지
만, 향토민요는 기층민들의 삶과 노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린 토속소리
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경새재소리>는 <문경
새재소리아리랑>이 기층의 삶과 노동의 과정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중
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이 지닌 전승과정과
맥을 같이 하며 한국 아리랑의 전승사를 대변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20)

1965년경 조사된 자료에서는 상주모심기소리와 문경새재소리가 복합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리랑 후렴이 없는 상태로 상주와 문경의 대표적
사설을 합쳐서 부르고 있는 것이 특이하고, 연밥이나 홍두깨가 아닌 ‘밤[栗]’
과 ‘밤[夜]’을 차용하여 성애적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20) 김기현,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의 아리랑사적 위상｣, 뺷한국민요학뺸 29, 한국민요학회,
2010, 86-87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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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을랑 내따주께
이내품에 잠들어다오
문경아 새재야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맹이로 다 나가네
홍두깨 방맹이 팔자가 좋아
큰 애기 손길로 놀아난다
뒷동산에 밤 따는 처녀
밤한톨을 나를주오
두톨밤을 드릴까요
세톨밤을 드릴까요
두톨밤도 나는싫고
시톨밤도 나는싫어
동지섣달 긴긴밤에
하루밤을 나를주오21)

이 자료를 기록한 홍재휴는 각주에 당시 조사된 문경새재소리를 실어두
었는데, 1983년 문경새재민요비에 새겨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물론 이 자료에도 아리랑 후렴구는 붙어있지 않다. 따라서 1965
년까지는 아리랑 후렴이 없는 문경새재소리가 문경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문경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영주시 안정면 동촌마을에서도 문
경아리랑을 모심기노래 사설로 사용하고 있다.22) 즉 아리랑 후렴은 생략한
21) 洪在烋, ｢<공갈못> 踏査報告(二)｣, 뺷語文學뺸 13, 韓國語文學會, 1965, 122-123쪽.
22) 박시훈(남, 82세) 구연(2013.02.07, 경북 영주시 안정면 동촌1리 피끝마을), 조사자: 조정
현, 강선일, 김준수, 김도연, 이정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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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문경아리랑의 대표적인 사설만을 느린 장단으로 부르는 것이다.
문경새재는 물박달나무
따듬이 방망이로 다나가네

제보자에게 후렴도 불러달라고 재차 부탁드렸지만 구연자는 후렴을 모
른다고 하였다. 결국 문경새재의 대표적인 사설이 아리랑의 맥락이 아닌
모심기소리의 맥락에서 차용되어 불려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넘어간다
문경새재는 물박달나무
큰애기 처녀손끝으로 놀고논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넘어 간다
(말로) 서울에 가는 양반도 문경 그라면 몰래도
이우리재 물박달나무라고 그라면 다 압니다
(청중: 서울에 그거는 문경이래만 몰라요.)23)

문경새재뿐만 아니라 한 제보자는 이우릿재 물박달나무를 아리랑에 담
아내고 있다. 서울사람들이 문경 그러면 못 알아들어도 이우릿재라고 하면
잘 안다는 것이다. 즉 문경지역 내에서도 마을에 따라서 ‘아리랑고개’가 반
드시 ‘문경새재’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의 쟁점 하나가 드러난다. 바로 가칭 ‘아리랑의 정선아라리
23) 김대우(남, 82세) 구연(2010.01.07,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마을회관), 조사자: 조정현,
김신효, 기미양, 박혜영 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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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문경아리랑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한 이보형,
김기현, 편해문 등 모두 정선아라리로부터 문경아리랑으로 전파되었을 가
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종합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때 역으로 본래의 문경지역 소리가 있었고,
아리랑이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정선아라리와 친연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조사된 각종 보고서류들을 통해 볼 때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사설인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가 문경아리랑에서는 불려지지 않고, 문
경아리랑의 대표적인 사설 “문경새재...”도 정선아리랑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두 지역 모두에서 각각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문경아리랑과 정선아라리의 다양한 사설들이 혼효
되는 양상이 드러나는데, 아리랑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은 모든 사설에 열려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현재 조사되는 문경아리랑에는 온갖 다른 성격의 사설들이 활용되
고 있어 문경주민들의 아리랑에 대한 폭넓은 인식지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원이나 전파를 따지기보다는 해당지역의 복합적인 인식
을 드러내는 민중예술의 장(場)으로서 아리랑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문경아리랑의 재발견과 현재적 의미
이보형은 아리랑소리 변천과정에 따라 그 생성문화유형을 ‘1. 농민집단
24) 편해문, ｢문경새재아리랑의 뿌리를 찾아서｣, 뺷문경의 민요와 아리랑을 찾아서뺸, 문경시,
2008, 31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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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속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소리 문화유형’, ‘2. 소리꾼집단의 통속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소리 문화유형’, ‘3. 대중음악집단의 신민요로 생성된 아리랑
소리 문화유형’, ‘4. 현대사회집단의 축제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소리 문화유
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유형의 아리랑소리가 생성되게
된 시대적 문화환경, 아리랑소리를 연행하는 사회집단, 그리고 이를 향수
(享受)하는 사회집단, 아리랑소리를 생성하는 문화행위, 아리랑소리의 사설
및 곡조와 같은 제 특성을 밝힘으로써25) 아리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경에서 소리꾼집단의 통속민요로 생성된 아리랑은 문경새재아리랑보
존회가 활동을 전개한 2000년 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통속민요로 유통되었던 여러 아리랑을 접하면서 문경의 아리랑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한 각편 중 한 부류가 현재 불려지고 있
는 송영철의 문경아리랑이다.
새재의 조곡관 위 길섶에 <새재 아리랑>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고장 사람들이 부를 줄 모르는 벙어리 노래가 되어 뜻있는 사람
들이 <새재 아리랑>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9년 김택수 교육장의 제안
으로 발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재현(문경정보고교 음악교사)의 주관으로
문경지방의 오지마을을 돌면서 <새재 아리랑>을 부를 줄 아는 노인으로부터
채록한 가락을 분류 검토하여 유사하게 많이 불려지는 가락을 중심으로 채
보하였다. 채보한 악보를 각급 학교에 보내어 지도 보급하게 하였고, 문경문
화원에서는 민요경창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때 문경읍 하리에 사는 송영
철(당시 78세) 옹이 채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새재 아리랑>이 본조 아리
랑에 비해 장단이 늘어지고 우수적이며 애련하고 한을 삭이는 노래여서 부
르거나 듣는 이의 처지에 따라서 흥겹게도 혹은 처량하게도 느껴지겠지만,

25)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뺷한국민요학뺸 26, 한국민요학회, 2009,
97-98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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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짐 지고 고개를 넘나들며 삶을 일구어 나가다보니 한이 되어 흥얼거리던
소리가 가사가 되고 가락이 되어 우리 지방의 전통민요 <새재 아리랑>이 되
었을 것이다.26)

<문경새재 민요비(1983)와 문경새재아리랑비(2000)>
26) 聞慶市, 뺷聞慶誌뺸 增補版(초판 1994) 下, 2011, 443-444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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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조령의 3개 관문과 성곽이 사적 제147호로 지정되고, 1981년에는
조령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조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문경새재가 본격적으로 관광지화되면서 1983
년 최초로 <문경새재민요비>가 세워진다. 1986년에는 각 마을 이장에게 제
공된 방송용 테잎에 문경아리랑(송영철 녹음)이 수록되었다.27) 문경지역
내에서 문경아리랑의 대중화는 사실상 이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 문경아리랑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다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
하게 되는데, 바로 <문경새재아리랑> 노래비로 2000년 새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소리’에서 ‘아리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아리랑이었음에도 ‘소
리’로 인식했던 전통지향적 문맥과, ‘소리’로 인식해오던 것을 ‘아리랑’으로
재발견하는 전환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경아리랑의 재발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승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근거가 되어 선별적 전
통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전승자료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
째, 헐버트(H. B. Hulbert)의 서양악보로 기록된 최초의 아리랑 자료이다.
둘째, 전통적인 일노래로서 전승된 아리랑인 송영철 옹이 남긴 문경새재아
리랑 자료이다. 셋째, 현 아리랑보존회 및 여러 연구자에 의해 현재적 시점
에서 조사된 자료이다.
첫째, 서양악보로 기록된 헐버트의 아리랑은 전통적인 모심기소리로서
전승된 노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28)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 악보는 미국
인 선교사이자 고종황제의 고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헐버트 박사가 기록하

27) 송옥자의 제보(2013년 6월 21일 보존회연습실). 1986년 당시 남편이 이장을 맡았는데 방
송용 테잎에 송춘희의 <문경아가씨>, 나훈아의 <문경재>, 조용필의 <진도아리랑>, 그리
고 송영철의 <문경아리랑>이 담겨 있어 이때부터 문경아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
금까지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28) 이에 대해서는 김기현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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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896년에 쓴 뺷朝鮮留記(KOREA REPOSITORY)뺸에 수록되었는데, 그
는 이 책에 수록된 글 중 <KOREAN VOCAL MUSIC>에 아리랑은 물론, 군밤
타령, 시조 한편을 가사와 악보를 처음 수록하였으며, 미국에 소개하여
1896년 7월에는 헐버트가 채보한 것과 같은 아리랑이 녹음(실린더 음반)되
어 미국 의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아르랑 아르랑 아라리오
아르랑 얼싸 배띄어라
문경 새재 박달나무
홍두께 방망이로 다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 바로 ‘배띄어라’ 부분이다. 보통 특정
지역 아리랑의 차별성은 대표적인 사설과 함께 후렴의 차별성에 있다. 현재
까지 수집된 어떤 자료에서도 ‘얼싸 배띄어라’라는 후렴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헐버트의 아리랑을 문경아리랑이라고 확정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다. 물론 문경아리랑의 대표사설이 최초의 악보에 수록된 것을 통해 가장
유명한 전국적 대표사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이다. 또한 악곡 측면에서도 상당한 거리감이29) 드러난다.

29) 송옥자는 처음 헐버트의 아리랑 악보를 대하고는 주변 지인에게 연주해줄 것을 부탁했는
데, 처음 듣는 느낌이 동요 같았다고 했다(2013년 6월 21일 보존회연습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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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버트의 아리랑 악보>

둘째, 전통적인 일노래로서 문경아리랑 자료이다. 뺷영남구전민요자료뺸,
뺷MBC민요대전뺸 자료 등이 포함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
문경아 새자야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홍두깨 방망이는 팔자가 좋아
큰애기 손질로 놀아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
문경아 새재 고개는 왠 고갠지
구비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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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심으고 조게 심으고
오배출 나는 자리만 찾아 꼽아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가주소
이 물꼬 저 물꼬 다 널어놓고
우리집 영감님은 어두로 가싰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가주소
우리야 농부님네 내 말씀을 들으소
천하지대본 이 농사는 우리 농부일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가주소31)

위 송영철의 구연자료는 현재 새재길에서 들려주고 있는 문경아리랑이
다. 20여년 전의 구연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으며 어느 정도 자연 전승의
명맥이 남아있을 때의 자료이다.
셋째, 현 아리랑보존회의 전승자료와 여러 학자들의 현재적 시점 조사자
료이다. 현재 문경아리랑의 전승자는 송옥자32)이다. 문경새재아리랑보존
회 회장이자 문경아리랑의 주요 전승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옥자씨를 처음

30) 뺷MBC 한국민요대전뺸 경상북도 편, 1995. <문경 아리랑-“문경아 새재”>(1993.10.14 / 문경
시 문경읍 하초리 하초 / 송영철(남, 1917년생).
31) 뺷MBC 한국민요대전뺸 경상북도 편, 1995. <문경 모심는 소리(문경아리랑)>(1993.10.15 /
문경시 산북면 우곡2리 도치골 / 선창자: 마동진(남, 1923년생), 후창자: 김영규(남, 1926
년생 외).
32) 1951년 대전 출생, 시집오면서 문경에 들어왔고, 1993부터 송영철 옹으로부터 아리랑을
배웠다고 하며 2001년 아리랑보존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다. 송옥자의 생애와 아리랑에
대해서는 기미양, ｢구술생애사에서 본 송옥자의 <문경아리랑> 재현｣, 뺷구술사연구뺸 2권
2호,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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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된 것은 2010년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
어진 문경지역 구비문학 조사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와 노래를 적극
적으로 알려주려 노력하였고, 우리 팀의 현장조사 때에도 함께 참여하여
마을분들의 옛노래를 경청하기도 하고 구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직접 자신이 노래를 불러주어 민요구연판을 더욱 들썩이게 할 정도였다.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한때 부천까지 경기잡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였을
정도로 소리 욕심이 많다. 문경지역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따뜻한 성원을 받
지는 못했지만 20여년간 꾸준히 문경아리랑의 전승자로 자리를 굳혀온 것
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문경아 새자야 물박달낭구
홍두깨 방맹이로 다나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홍두깨 방맹이는 팔자가 좋아
큰 애기 손질로 놀아나네
문경아 새자를 넘어갈 제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 나네
문경아 새자야 쇠무푸리 낭구
말채 쇠채로 다나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문경아 새자야 참싸리 낭구
꼬깜아 꼬지로 다나가네
문경아 새자야 뿌억싸리 낭구
북어야 꼬지로 다나가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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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점이다. 1980년 대까지 문경
아리랑의 실체가 모호했다는 사실이다. 송영철 옹의 몇 가지 아리랑 각편이
녹음되어 있었을 뿐 문경아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불명확하
다. 따라서 송영철 옹의 사후 송옥자가 문경아리랑의 전승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진본성을 갖춘 문경아리랑의 확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편해문의 문경아리랑 수집 자료, 구비문학대계 사업 때 수집된 자료 등이
문경지역 전반을 아우르면서 확보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경아리랑의
실체를 명확하게 구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 문경아리랑은 문경새재 개발과 관련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
후 보존회의 활동이 시작된 상태에서 헐버트의 아리랑악보가 확보되면서
아리랑의 중심지로서 문경새재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문경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문경새재 아리랑축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
경새재아리랑 재조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재발견’의
과정은 외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리랑연합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 관련 학자들의 조사와 연구 등이다.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
하고 있는 아리랑연합회는 다른 지역 아리랑의 발굴, 조사, 축제화, 대중화
등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경시 및 보존회와 협력해왔다. 문경시와
는 아리랑 축제, 아리랑 아카데미,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개최한 아리랑 특
별전 등의 사업을 함께 하고, 보존회와는 다른 지역과 네트워크를 공유함으
로써 활발한 보존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다.
지금에 보면은 진짜요 아리랑연합회가 진짜 아부지 엄마 같애요. 힘이, 뭐
물질적인 뭐가 아니고, 정신적이라고 그러나 의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분들은 연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니까 우리의 실정을 잘 알아주
33)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조사자료(2010.1.20,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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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누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해가꼬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였고. 그리
고 다른 데서 아리랑을 한다면은 인제 가족, 형제 같이 느껴지고요. 뭐 공주
아리랑이래든지 정선아리랑이든지, 인제 아리랑을 한다고 하면 같은 형제 같
은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고, 연합회는 뭐 엄마 아부지.34)

송옥자의 입장에서 아리랑연합회는 어버이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
다. 자신이 하기 힘든 조사연구 부분, 관공서와의 원활한 소통(위상 강화
및 경제적 지원), 아리랑을 전승한다는 연대의식 등 2005년경부터 큰 버팀
목이 되었다. 또한 자료적 이론적 기반이 약했던 문경시 당국에도 민요 관
련 학자들과 연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경아리랑의 재발견
과 활성화 논의에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국립아리랑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문경시 당국은 정선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리랑 대부분이 악보없이 구전
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지역 명칭이 들어간 악보가 있는 아리랑은 문경
새재아리랑이 유일하다는 점, 백두대간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어 제1고개로
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지난 2012년 12월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7차 무
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에 등재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세계인의 유산으로
정식 평가받게 되면서 아리랑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
점이다. 문경시는 이를 대비해 그간 박물관 건립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고
윤환 시장은 “문경이 실질적으로 아리랑(문경새재아리랑)의 원조 지역인 만
큼 국가 차원의 상징적인 아리랑박물관이 문경새재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문경시는 문경새재아리랑이 우리민족의 혼이 담긴 백두대간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다 문경이 지역적으로도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입

34) 송옥자의 제보(2013년 6월 21일 보존회연습실).
25

260 구비문학연구 제36집 (2013. 6. 30)

지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시장은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팔도에 아리랑이 지역
을 대표하고 있지만 무려 17개의 아리랑 가사에 ‘문경새재아리랑’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문경새재아리랑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조차 아리랑
심포니가 있는데 우리도 얼른 준비해 세계 속의 아리랑의 주역으로 서야 한
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500년간 한양과 지방을 잇는 연결로로 이용된 문경
새재는 아리랑의 가사에서 사용된 고개의 원 고개로 추정된다는 근래 학계
의 설(說)이 부각되고 있다. 경복궁 중건 당시 문경아리랑이 가인(歌人)들에
의해 전국으로 구전됐고, 영남권 지역 30개군 중 14개군에서 17번에 걸쳐 문
경아리랑류가 불렸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는 논리도 작용
했다.35)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제기되는 문경아리랑과 관련한 재발견 과정은
이와 관련된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문경시
당국, 송옥자를 중심으로 한 보존회, 아리랑연합회와 같은 단체, 관련 학자,
타 지역 아리랑의 반작용 등 같은 문경아리랑에 대한 여러 ‘재발견’들이 상
호작용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발견의 다양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면서 향후 논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
이 집약된다.
첫째, 아리랑의 대표사설로서 문경새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문경새재아리랑이어야 하는가?
김기현은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이라 표현하고 있고, 편해문이나 보존
회, 아리랑연합회 등은 <문경새재아리랑>이라 표현하고 있다. 김기현의 표
현에 추가되어 있는 ‘소리’는 모심기소리, 나무하는 소리 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경지역 아리랑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경새
35) 윤대열기자, ｢‘문경 아리랑’ 국립박물관 연내 첫삽 반드시 떠야｣, ｢경북도민일보｣,
2013.01.03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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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리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고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아리랑의 ‘원조’가 되기 위
해서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문경아리랑을 부르거나, 아니면 아리랑의 발
생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연갑도 아리랑 사설에 등장하는 고개로서 정선의 성마령과 문경새재,
문제적 고개로서 경복궁 중수 당시 수난과 수탈의 고개로서 문경새재, 또한
당시 가장 많은 수고를 한 문경인들에 대한 동병상련과 아리랑의 탄생 등이
어우러져, 아리랑 고개가 상징적 고개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실재하는
문경새재가 있었다고36) 주장하였다.
조선시대 한강유역에 도읍이 들어서면서 관방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백
두대간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그 대표적인 곳이 철령관과 대관(령), 그리고
조령관이다. 한강유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을 둘러싼 분수령, 즉 백
두대간과 기타 정맥들의 고개가 관방의 요처라는 것은 당시의 지리 인식으
로는 거의 상식에 가까운 문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설치된 관방 시설을 근거
로 관서나 관북, 관동, 영남 같은 명칭이 생겨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
독 새재 남쪽인 영남지방에만 관남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고 다만 영남으로
불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문경새재가 단지 현지의 고갯길에 국한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조선의 고개를 대표하는 ‘제1고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을 암시한다.37)

36) 김연갑, ｢아리랑고개는 <문경새재>｣, ｢문경신문｣, 2010.10.20 (http://blog.daum.net/qjawlqjac
ks/198).
37) 문경새재박물관, 뺷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뺸, 문경시, 2002,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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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1950년대 발매된 아리랑 음반의 표지이다. 장승이 서 있는 고
개길을 선비가 넘어오고 있는 장면이다. 또한 이보형은 서울의 아리랑고개
가 경복궁 중창시에 생겨난 지명이면서 긴아리랑을 탄생시킨 고개로 보고
있다.
동원된 강원도 장정들이 서울에서 아리랑소리를 불렀다는 증거는 있는 것
인가? 그것은 서울 돈암동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아리랑고개’라 이
르는 유래에서 알 수 있다. 필자가 직접 아리랑고개 현지 주민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경복궁 중수 시에 동원된 강원도 장정들이 이 고개를 넘어 재목을 운
반하면서 아리랑을 불렸기 때문에 ‘아리랑고개’라 이른다고 하였다. 물론 그
때 강원도 장정들이 부르던 아리랑은 강원도 아라리계통소리였을 것이다.
당시에 강원도 장정들이 부르던 아리랑소리에는 이런 소리 밖에는 없었다.38)

결국 구조아리랑이나 본조아리랑의 직접적 고개는 서울의 아리랑고개일
38) 이보형, 앞의 논문,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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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고개가 노래말에 담기면
되는 것이지 노래제목에 고개를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대표사설
과 지역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새재’라는 표현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문경아리랑은 문
경새재만이 중심이 되어 불린 것이 아니라 문경 내 전지역에서 다양한 표현
태와 기능으로서 아리랑소리로 전승되어왔고, 또한 특정 ‘지역이름 + 아리
랑’으로 명명되던 아리랑 작명의 방식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문
경아리랑>이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아리랑은 지역색을 갖는 것
이 특징이고 자기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인데,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고개를 연상하는 것과 타지역에 있는 문경새재를 상
상하는 것이 과연 같은 맥락에 놓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노래나 언어전승 속에서 특정 지명이 강조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되는 경향은 여러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성주풀이가 대표적인데, 전국
곳곳의 각종 굿에서 성주의 본향을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에서 찾고 있다.
성주의 본향이 어드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성주풀이를 통해서 보면 본래의 성주굿 맥락에 놓여있던 성주풀이가 지
신밟기에서 불리는 성주풀이나 통속민요화된 성주풀이와 분명하게 차별성
을 띠게 되는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복궁 중창을 계기로
한 아리랑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원초적 국면은 이미 통속민요화, 대중가
요화, 지역아리랑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재 상황에서 대표사설로서 구비공
식구와 같은 위상 정도만 의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진도에서는 ‘문경새재’가 아니라 ‘문전세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타
지역 아리랑의 반작용), 학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본조 아리랑의 고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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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아리랑 고개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문경아리랑 진본의 구성을 헐버트, 송영철, 송옥자 중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가?
2008년부터 이어져온 문경새재아리랑축제에서 헐버트의 아리랑을 관중
들이 직접 배우고 불러보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외국인이 직접 헐버트의 아
리랑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음계에서 유사하다는 견
해도39) 제시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후렴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고,
실상 문경아리랑의 경상도 메나리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40) 진본으로 삼기
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문경아리랑 ‘재발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헐
버트의 아리랑을 문경시 당국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송영철의 아리랑인데 편해문은 뺷문경의 민요뺸에 실린 신동일
의 아리랑이 원형에 더욱 가까울 것이라는 의견을41) 피력했다. 민요학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원형적이고 전통적인 소리를 진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다.42) 마지막으로 송옥자는 아리랑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문
경아리랑 사설 200여편을 채보하거나 창작하였고, 연행형식의 발전을 꾀하
며 다듬이, 길쌈, 시집살이, 모심기와 김매기 등을 공연에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경찻사발축제에 맞춰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하였다.
송옥자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들이 정리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
하여 최대한 진본에 가깝게 연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39) 김기현, 앞의 논문, 같은 쪽.
40) 여러 논문에서 헐버트의 아리랑은 구조아리랑이나 서도아리랑 등과 유사한 악곡이라는
견해가 도출되어 있다. 기미양, ｢뺷梅泉野錄뺸 소재 ‘아리랑’ 기사의 실상과 의미｣, 뺷한국민
요학뺸 36, 한국민요학회, 2012, 99-100쪽, 각주 102번에 서도아리랑과 거의 유사하다는
북한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41) 편해문, 앞의 글, 24쪽.
42) 2013년 2월 22일 문경에서 개최한 민요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를 마치고 문경새재아리
랑보존회의 시연이 있은 후 문경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는데, 이때 민요학자 중 한분이
시장에게 지금 이 소리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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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셋째, 문경에서조차 지역현장의 대중적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리랑
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정선아라리의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장터에서 자연스레 ‘아라리
배틀’이 벌어질 정도로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현장적 전승이 살아있기 때문
에 지금과 같은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몇몇 전승자를 통해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보존에만 급급해하는 것은 진정
한 아리랑의 계승이나 발전방향과는43)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인근 지역인 영주시에서도 2007년부터 소백민요연구원 주관으로
영주아리랑 발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백산 맑은바람 감돌아드는
아흔아홉 죽령구비 쉬었다가세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는 넘어가네
(중략)
죽계천 흘러드는 충절의 혼은
피끝마을 조개섬에 감돌고 있네(후렴)
(중략)
43) 이창식은 문경아리랑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아리랑마을(하초
리 등)과 옛길박물관을 연계하여 아리랑 체험특구 조성이 필요하다. 옛길아리랑 브랜드
를 살려야 한다. 오감체험의 아리랑 유산에 대한 K-아리랑 붐조성의 메카로 문경새재관
광지가 되기를 바란다. 문경새재아리랑집의 발간이 필요하다. (중략) 더구나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선율의 가창구조(원형론), 사설의 적층적 추이 문제(변이론),
아리랑비와 문경새재아리랑마을 재검토 문제(활용론) 등을 정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
경시, 경상북도, 문화재청 차원의 지원과 관심의 전환을 촉구한다. 결국 행정 개념의 경
계를 넘어서서 아리랑의 핵, 대간의 등고선, 전승 주체의 길과 고개, 마을에 따라 분포되
는 원리를 상정하자는 것이다. (중략) 문경새재아리랑백서를 발간할 것과 옛길박물관의
아리랑전시와 아리랑콘텐츠관의 개관을 제안한다.” 이창식, ｢태백문화권과 문경새재아리
랑의 가치｣, 뺷어문론총뺸 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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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동네 전통마을 영주의 자랑
아름답게 보존하여 후세에 남기세(후렴)

거의 공식화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소백산이라는 지역의 명산, 그리고
아흔아홉으로 일컬어지는 죽령고비 즉 ‘고개’가 상정되고 있다. 또한 지역
의 가장 인상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 정축지변 즉 단종복위운동으로 인해
몰살한 금성대군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담아내고 있다. 지역정체성의 형
상화로서 아리랑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인 것이다. 실제로 소백민요연
구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무섬마을)의 제보자
는44) 구연 말미에 무섬마을 대목을 추가해서 아름다운 무섬마을의 전통을
후세에 널리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내었다. 이는 아리랑이 지역 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을 단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자 아리랑, 농민 아리랑 등 각 계급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로도 활용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문경의 아리랑은 1차적으로 문경새재가 본격적인 관광지로 소비되
면서 주목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재발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2차적으
로는 경복궁 중건시 아리랑, 헐버트의 아리랑, 몇몇 학자들의 제1고개 논의
등에서 학술적 근거를 발견하는 가운데,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정치에서의 대규모 국책사업유치 경쟁이 촉발되었
고,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점차 확대되는 ‘재발
견’의 과정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발견의 과정은 기존 3대
아리랑으로 유명세를 누리던 정선, 밀양, 진도의 아리랑을 단번에 긴장하게
만드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정선, 밀양 등 기존
44) 김두병(남, 77세)의 제보(2013년 1월 31일, 조사자: 임재해, 조정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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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리랑의 전승지로부터 견제를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5. 맺음말
문경아리랑은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이다. 더욱이 현대사
회에서도 살아생동하는 유기체로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북
도 산간과 강원도와 인접한 문경지역은 아리랑의 본체로 일컬어지는 메나
리 계통의 향토민요가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왔으며, 여기에 아리랑의 대중
문화적 속성이 강화되는 조건 속에서 전국적인 대표사설로 자리잡기에 이
르렀다. 또한 최초 서양악보로 기록된 헐버트의 아리랑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아리랑에서 문경새재로 대표되는 문경아리랑의 사설을 앞세우고 있
고, 아리랑고개 역시 제1고개로서 문경새재가 아니냐는 담론 형성을 통해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호한 문경아리랑의 전승맥락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고, 헐버트의 아리랑이 문경아리랑인가 하는
문제나 제1고개로서 문경새재가 아리랑에서 말하는 고개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확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 30여년간 진행되어온
문경아리랑의 재발견 과정에 참여하게 된 문경시 당국, 문화원, 보존회, 아
리랑연합회나 전공학자들 역시, 어떤 방향으로의 지향과 실천이 문경아리
랑의 바람직한 계승과 재창조, 아리랑문화의 전승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제는 아리랑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이 요구된다. 강원의 아라리, 영
남의 메나리와 정자소리, 전라의 육자배기, 경기충청의 경토리와 이북지역
의 서도소리 등 아리랑의 기반이 되는 전통을 다양한 각도에서 대중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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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정지역 아리랑이라는 틀
에 갇혀 민요전승의 기반을 해체하고 새로운 아리랑으로 창출되는 것이 반
드시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정지역의 아리랑을 통해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노래문화를 새롭
게 일신해나가고 대중화해나가는 작업 역시 소중하고 의미가 크다. 한민족
의 아리랑은 각 지역의 아리랑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전승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한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살아있는 전통문화로서 가치
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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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sis for Passing Down the Folk Song of the
Mungyeong Area and Re-discovery of Arirang
Cho, Jung Hyun(Andong National University)

Folk song of specific area reflects the comprehensive set of environment
of the applicable regional society and the history of life in the region. Among
them, universal art form such as Arirang can be considered the form pertaining
to traditional song that discloses the history of communicating with other
region as is as well as manifes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at was
passed down from the ancient times. While examining the basis of passing
down folk song in the Mungyeong region,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status of Mungyeong Arirang and to disclose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position as ‘selective tradition’ from the ‘re-discovery’ context
Mungyeong Arirang is the song that effectively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Moreover, it shows powerful life energy as the organism that
is alive and moving in the modern society as well. Mungyeong region that
is close to the mountainous area in Chungcheongbukdo and Gangwondo was
passed down naturally when it comes to the labor song of the Maenari genre
which is considered the origin of Arirang. On top of this, it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the nationwide representative song amidst the condition in which
Arirang's popular culture attributes strengthened. Moreover, Hulbert's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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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recorded as the first Western music note cites Mungyeong Arirang.
Going forth, it is recommended to focus on the popular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folk tradition that serves as the basis of Arirang from
diverse angle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dismantling the basis for passing
down folk song by getting locked up in the frame of Arirang of specific region
and for getting created as a new Arirang is not necessarily the right direction.
Arirang of the Korean people advances as the Arirang of each region becomes
even more vitalized and grows while expanding the popular base. Likewise,
there is a need to mention that it is not easy to secure the value as a traditional
culture that is alive merely by pushing towards one specific direction on the
policy level without having secured the live passing down capability.
Key words : Mungyeongsaejae, Arirang, Arari, selective tradition, re-discovery

of the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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