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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의 음악관 형성의 배경과
실천적 음악활동 연구
윤재원(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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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음악관과 음악활동을 살
펴보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서유구의 음악활동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고찰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서유구는 영‧정조조에 궁중음악에서 두각을 나타낸 서명응(徐命膺, 1716~1787)
의 손자로 태어나 음악학적으로 중요한 가문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북학파(北學派)
등 당대 문인들과도 교유한 인물로서 문인음악의 흐름에 중요한 인물이다. 또한, 서
유구는 조선후기 유서(類書)1)의 형식으로 국내외의 문헌을 집대성한

임원경제지

1) 類書란 부문별로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문헌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유서에 담긴 내
용이 편찬자의 연구 결과물은 아니지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학문적 신념이 도달한 귀결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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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園經濟志)Ã를 19세기 전반기에 편찬하였다. 114권의 방대한 도서인 『임원경제
지』는 16지(志)로 구성되어 있어

임원십육지Ã라고도 하는데, 이 중 13번째 지

(志)인 「유예지(遊藝志)」의 卷6, 14번째 지(志) ｢이운지(怡雲志)｣ 卷1, 2에 거문
고를 비롯하여 고금, 양금, 생황의 음악을 악보로 남긴 ‘방중악보(房中樂譜)’와 악기
에 관한 논의를 다양하게 싣고 있어서 주목된다.
조선시대에는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금가(琴歌)와 금악(琴樂)이 문인들 사이에
서는 널리 연주되고 있었다. 16세기 이래로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는 금(琴)을 연
주하며 시를 노래하는 중국 금조(琴操)의 영향으로 금가와 금악의 전통을 잇고 있
었으며,2) 17-18세기에는 거문고를 통해 금론(琴論)을 실현하고자 하였다.3) 특히
17세기에 이르러 문인들의 거문고와 고금(古琴) 관련 음악활동이 더욱 발전한 것으
로 보이는데, 문인들의 발전한 음악활동은 거문고 악보의 편찬, 거문고와 고금의 제
작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 고금을 비롯한 양금, 생
황 등의 악보를 비롯해 연주, 제작과 관련한 기록을 남겨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전개
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이유로 서유구의 다양한 음악활동의 전개에 주목하게 되
었다.
본고에서는 서유구 삶 속에서의 음악에 집중하여 서유구의 음악관을 조명하고,
음악관의 형성 배경과 특징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며, 또한 서유구가 향유한 음
악활동은 비슷한 시기 문인들의 음악활동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활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서유구라는 인물에 집
중하는 것과 더불어 가학의 전통과 교유의 영향, 그리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서유구
가 동시대의 문인들과는 다른 음악관을 형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를 비롯하여 서유구의 저서와 달성 서
씨 가문의 인물들이 남긴 문집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서유구와 교유한 인
물들의 문집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서유구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기록을 살펴
보는 과정을 통해 서유구 음악관의 형성 배경과 음악활동의 특징 그리고 시대적 맥
락 속에서의 서유구 음악의 지향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서유구에 관한 연구는 사학, 국문학, 음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음
악학 분야에서의 서유구에 관한 연구 중 대부분은 다양한 악보가 실려있는 「유예
자 당시의 시대정신이 집약된 도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창록, 「『임원경제지』의 찬
술 배경과 類書로서의 특징」, 『震檀學報』 108호, 진단학회, 2009, 22쪽.
2) 윤영해, ｢조선전기 사대부 금악(琴樂)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14,
132-137, 159-160쪽.
3) 최선아, 『조선후기 금론연구』, 민속원, 2017, 258-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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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예지」에는 악곡이 다양하게 실
려있어서 19세기 초의 음악 변화를 잘 보여주며, 특히 농현(弄絃)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악보이기 때문이다.
｢유예지｣에 수록된 악곡 분석에 관한 연구 외에도 서유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임미선은 서유구가 「유예지」 <현금자보(玄琴字譜)>, <당금자
보(唐琴字譜)> 등에 수록한 악곡을 자세히 고찰하는 동시에 서유구가 「유예지」를
편찬한 시기의 음악문화와 연결하여 19세기의 음악 사회를 살펴보았다.4) 이 연구에
서는 서유구가 「유예지」를 편찬한 사상적 배경을 고찰함과 동시에 「유예지」와
비슷한 시기의 악보를 비교하여 「유예지」의 편찬 시기를 추정하였다. 또한, 서유
구가 「유예지」를 편찬하면서 인용한 국내와 중국의 문헌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
해 서유구가 추구하고자 한 음악을 확인하였다. 임미선의 연구를 통해 18세기 후반
에서 19세기 초반 음악 발전과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문인들의 음악활동 또한 알 수 있었다.
이후 송혜진은 서유구를 비롯하여 북학파의 음악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였
다.5) 이 논문에서는 중국 악기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양금(洋琴), 생황(笙簧), 칠
현금(七絃琴)의 수용에 북학파가 관련이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외래 악기를 가야
금, 거문고 등과 함께 연주하며 영산회상(靈山會上), 가곡(歌曲) 등의 곡에 함께 연
주하는 유행이 시작되어 정악으로의 수용이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유구에 관한 연구는 송지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999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6) 청(淸) 문물의 수용이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선 중화주의(中華主義)의 입장에서 추구한 음악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琴)의 한국적 수용에 관해 서술하며 서유구의 「유예지」에 담겨있
는 <당금자보(唐琴字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 악보의 편찬 당시에는 금의 한
국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의 음악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였
다.
송지원은 이후 2015년에 『임원경제지』를 통해 서유구의 음악 생활을 살펴보
아 주목된다.7)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문인 지식층, 즉 북학파를 위주로 그들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고, 「유예지」와 「이운지」의 특성과 함께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4) 임미선, 「『遊藝志』에 나타난 19세기 초 음악의 향유 양상」, 『韓國學論集』 제34집, 한양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2000, 175-207쪽.
5) 송혜진, 「조선 후기 중국 악기의 수용과 正樂문화의 성격 : 양금, 생황, 칠현금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5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2, 127-142쪽.
6) 송지원, 「朝鮮 中華主義의 음악적 실현과 淸 文物 수용의 의의」, 『國樂院論文集』 제11집, 국립
국악원, 1999, 231-250쪽.
7) 송지원, ｢ 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楓石의 음악 생활」, 『풍석 서유구 연구』 下, 사람의 무늬,
2015, 161-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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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와 음악을 분석하여 『임원경제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음악 생활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이를 통해 서유구의 악기와 음악에 관한 다양한 관심은 당시 조선의 음악
상황과 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유구는 관념적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적 차원으
로 음악을 끌어올린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서유구가 남긴 「유예
지」, 「이운지」와 함께 그와 관련 있는 북학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사료를 정리하
여 서유구의 음악 생활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후 2017년 송지원이 18세기 음악의 ‘멋’을 드러내는 요소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발표하였는데,8) 이 논문에서는 음악의 향유방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
어 문인 지식층들의 음악 향유와 활동에 대해 다루었다. 북학파를 중심으로 주변 인
물들의 음악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는데, 이와 아울러 서유구의 음악활동을
함께 고찰하여 북학파와 서유구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주목된다.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음악학 분야에서의 서유구 관련 연구는 ｢유예지｣
에 담긴 곡들의 분석은 물론이고 임미선, 송지원 등에 의해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
활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음악학 분야에서의 서유구 음
악관의 배경과 음악활동의 의의에 관한 연구가 주로 「유예지」와 「이운지」의 내
용에만 집중하여 진행되었고, 서유구라는 인물을 배경에 두고 『임원경제지』에 담
긴 음악관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좀 더 서유구라는 인물에 접근
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악학적인 관점으로
서유구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음악관과 음악활동에 영향을 미친 가학, 교
유 등의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유구의 음악활동이 비슷한 시기의 문인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문인 서유구가 남긴 기록을 통해 음악관의 형성과 음악
활동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유구가 활동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를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삼도록 하겠다. 또한,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
활동을 문헌학적 연구 방법9)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라, 현전하는 서유구의
문집과 악보 등 저작물을 위주로 고찰하되, 서유구와 교유한 인물들의 문집과 사료
를 함께 검토하여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8) 송지원, ｢18세기 음악의 ‘멋’ 추구 향방」, 『韓國實學硏究』 제33호, 2017, 317-344쪽.
9)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 민속원, 2015,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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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문인들의 음악활동을 거문고와 고금 관련 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유구 이전 시기의 문인음악이 전개된 방식과 특징을 시
대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17-18세기 당시의 문인들이
남긴 글과 그림, 편찬 도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대적 맥락 안에서의 문인음
악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이후 서유구의 음악활동이 기존 문인음악과 어떤 차별
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서유구의 음악관이 형성된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서유구의 음악관 형성에는 가학, 북학파(北學派)와의 교유, 그리고 정조대 초계
문신(抄啟文臣)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서유구의 음악
관 형성을 가학과 교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서유구의 음악관 형성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유구 가문에 남아있는 여러 인물의 문집은 물론, 서유구와 교유
한 북학파 인물들의 기록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유구의 학
문관은 물론 음악관의 형성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Ⅳ장에서는 서유구의 저서인 『임원경제지』의 「유예지」와 「이운지」 그리고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등을 고찰하여 서유구 음악활동의 지향점에 대하여 밝
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유구가 남긴 글에서 거문고, 고금, 양금, 생황 등 다양한
악기에 관한 악보와 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유구가 지향하는 음악관과
음악활동을 「유예지」와 「이운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Ⅱ. 17-18세기 문인들의 거문고와 고금(古琴) 관련 음악활동
1. 문인들의 거문고 연주 전통
거문고는 17세기 이전부터 문인들에게 수신(修身)의 목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악기 중 하나였다. 문인들은 거문고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
으로 직접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거문고
제작에 관련한 기록은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에도 나타나지만, 이후의 거문
고 악보에는 거문고의 산형 정도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거문고 연주에 있어 악보
는 필수적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금보 외에도 조선의 문인들은 다양한 금보를
필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17-18세기 활동한 문인들의 기록 중
거문고와 관련한 기록을 제작과 연주 그리고 악보 필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
해 19세기 전반기 서유구의 음악활동이 기존 문인음악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인들의 거문고 제작과 연주, 거문고 악보 편찬을 통해 17-18세기 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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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음악을 향유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남 윤씨의 음
악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를 이어 음악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문
인들은 교유하며 함께 거문고 음악을 향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악기에
관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거문고를 연주하였으며 합주의 형태보다는 독
주로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7-18세기 문인들은 금재를 얻으면 거문고를 만들고 연주에 실제로 사용
하였는데, 다만 이들이 남긴 자세한 기록이 없어 어떤 방법을 통해 악기를 제작했는
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셋째, 문인들은 금보를 필사하면서 거문고 음악을 가까이하고 자주 연주하였는
데, 17-18세기 금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목판본으
로 제작된

금합자보Ã,

양금신보Ã를 필사한 악보가 남아있어 고제를 지향하는 모습

을 찾아볼 수 있다. ②스승의 가락을 담은 악보를 편찬하였다. ③악론과 금론 등이
적혀있는 모습을 통해 거문고 연주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수양과 수신이라
는 사상의 목적을 가지고 거문고를 연주하였다.
17-18세기 문인들의 거문고와 관련한 음악활동은 연주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
도 간혹 보이지만, 대부분 거문고를 수신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금보 편찬
에 있어서도 당시의 음악보다는 옛 악보를 필사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고악을 추
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문인들의 고금에 대한 관심과 활동
중국의 악기인 고금(古琴)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문인, 사대부 등에게 연주되며
거문고의 이상이 되는 악기였다. 고금과 관련한 기록을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집에서
적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데, 박연(朴堧, 1378~1458), 김일손(金馹孫, 1464~1498),
윤두서(尹斗緖, 1668~1715), 홍대용(洪大容, 1731~1783) 등이 고금과 관련한 기록
을 남겼는데, 박연과 김일손의 기록을 통해 조선전기 고금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17-18세기 문인의 고금에 대한 인식은 윤두서와 홍대용의 고금과 관련한
음악활동,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연과 김일손은 예로부터 군자가 성정을
기르기 위하여 연주한 악기가 고금이라고 하였고, 특히 김일손은 거문고가 옛 제도
를 따라 만든 것이니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이 오현금, 칠현금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윤두서는 실제로 고금을 제작하고 연주한 것으로 보이
지만, 주로 개인적인 음악활동으로만 고금을 향유했다. 홍대용의 사행에 관한 기록
을 통해 홍대용을 비롯하여 사행에 동행한 장악원 악사도 고금의 성음을 인상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고금이 조선후기에도 이상적인 악기로 인식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는 이전시기의 고금 기록과 비교하여 고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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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연주 등의 활동을 민간에서 전개하였으나, 윤두서와 홍대용 모두 개인적으로 향
유했을 뿐 고금의 국내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세
기에 이르러 서유구는 고금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여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Ⅲ. 서유구의 음악관 형성 과정과 특징
서유구의 음악관의 형성 과정은 가학(家學)과 북학파(北學派)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학은

서유구의

조부(祖父)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을 중심에 둔 학문관의 형성이며, 북학파(北學派)의 영향은 박지원(朴
趾源, 1737~1805), 유금(柳琴, 1741~1788) 등과의 교유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박학(博學)을 추구한 서명응의 영향
서명응 가문의 학문 배경에는 박학(博學)이 있었다. 박학은 조선 후기에 인간과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문헌고증을 통하
여 천문, 역법, 역사, 문학 등 갖가지 영역의 사실을 기록한 고증학(考證學)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연행(燕行)을 통한 장서의 수입과 요직을 맡은 덕분에 서명응
가문은 당시 청에서 유행하던 학문을 빠르게 자신들의 가학에 적용할 수 있었다. 박
학을 추구한 서명응은 국내에서 개인의 문집에 총서(叢書)를 붙인 첫 인물이었
다.10) 이후 아들과 손자들은 서명응의 학문 영향을 받아 총서, 유서(類書) 등과 같
은 형태의 문집을 남겼다. 서유구에게 미친 가학의 영향과 그 안에서의 음악관의 형
성 배경과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구는 할아버지 서명응부터 아버지 서호수 그리고 중부 서형수까지 그
는 가문의 어른들에게 글과 학문을 배웠다. 특히 서명응을 중심으로 달성 서씨 가문
은 함께 책을 편찬하며 가학을 잇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후 서유구가 총서
(叢書), 유서류의 책을 편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둘째, 달성 서씨 가문의 가학의 배경인 박학, 고증학 등의 영향이 서유구에게도
미쳤는데, 박학과 고증학의 영향은 그가 이후 여러 서적을 모아 엮은

금화경독기Ã,

임원경제지Ã 등을 편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셋째, 서유구는 서명응을 비롯한 가문의 어른들에게 음악의 사상적 면을 강조한
10) 서명응 가문에서의 박학의 전승과 가학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민섭, 「徐命膺 一家의 博學과 叢書
‧ 類書 編纂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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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았으나, 19세기 초반 정계에서 멀어진 후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였다. 당시
편찬한

임원경제지Ã,

금화경독기Ã 등을 통해 서유구가 이상에서 현실로 학문관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임원경제지Ã 등 서유구의 저서를 통해 현실에서 적용 가

능한 내용을 위주로 싣고자 하였다.
달성 서씨 가문은 서명응의 영향으로 당시 교유한 문인들보다 고악을 지향하는
음악관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고악 지향의 모습은 서유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서유구는 가학 외에도 교유관계를 통해 다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
져 있어 달성 서씨 가문의 인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음악관이 전개되고 있음에 주
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교유관계를 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음악관에 미친 교유의 영향
서유구는 가학의 영향만큼 북학파의 영향 또한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유금(柳琴,

1741~1788) 등과는 젊은 시절부터 교유하며 가깝게 지냈다.
특히 박지원과 유금의 영향을 받았으며, 서유구는 박지원에게서 경제지학의 영
향을 받아 농, 공, 상업에 관심을 보였고, 서유구가 임원에서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
지해 나가면서 서유구에게 농업은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학문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11) 또한, 서유구는 어린 시절부터 스승이었던 유금에게서 글 짓는 것을 배
우기도 하였으며, 함께 노래하고 거문고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덕무와도 교유했는데,
특히 서유구가 그의 손자인 이규경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학파가
음악을 향유하는 모습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주하는 모습으로 나타
나는데, 서유구에게서는 단체 활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유구가 공동체적
음악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이유로는 19세기 이전에는 가학의 영향으로 고악 지향
적인 모습과 함께 독주의 형태로 음악을 향유한 것을 꼽을 수 있으며, 또한 19세기
전반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지 못하고 낮에는 밭에서 경작하고 저녁에는 편찬
활동에 몰두하였기에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음악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이다. 서유
구의 교유관계는 크게 북학파와 창녕 성씨를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초계문신 제
도를 통해 교유한 정약용, 김조순 등의 인물을 서유구의 교유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
다.
11) 서유구의 학문은 가학으로 이어진 서명응의 학문과 교유한 인물들과의 학문과도 결을 달리하는
데, 특히 서명응의 경학(經學) 연구나 이덕무, 성해응, 정약용 등의 저술에서 경학고증이 차지하는
비율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Ã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학고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으로 보아 서유

구의 학문은 의리지학(義理之學)에서 명물도수학(名物度數學)과 경제지학(經濟之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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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유구의 실천 지향의 음악활동
총 11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Ã는 19세기 초반 서유구

가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실제 농업에 종사한 경험한 기반으로 편찬한 도서이다.12)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원(林園)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임원경제지

Ã는 16지(志)13)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음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지(志)는

임

원경제지Ã의 13번째 ｢유예지(遊藝志)｣와 14번째 ｢이운지(怡雲志)｣이다.
「유예지」에는 독서, 활 쏘는 법, 글씨 쓰는 법, 그림에 관한 내용 그리고 卷6
의 <방중악보>에 거문고, 고금, 양금, 생황의 악보를 수록하고 있어 <방중악보>를
통해 서유구의 음악적 관심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유구는 ｢유예지인
(引)｣에 심오한 사상적 내용은 배제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藝)와 관련한 내
용만을 담고자 하였다고 밝혀두었으며,14) 이를 통해 서유구가 ｢유예지｣에 실생활에
서 실천15)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운지｣의 목
차를 살펴보면 선비들의 취미생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음악 또한 선비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로 서유구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12)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자신의 고향인 장단으로 돌아간 뒤부터 저술한 책으로, 순조 13년인
181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저서인 『금화경독기』 등을 비롯
하여 중국의 다양한 서적을 바탕으로 고증하였다. 김문식, 「楓石 徐有榘의 학문적 배경」, 『震檀學
報』 제108호, 진단학회, 2009, 2쪽; 서유구(저)/진재교 외(역), 『금화경독기』, 서울: 자연경실,
2019, 49쪽 참조.
13)

임원경제지Ã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내용인 주로 담은 식력(食力) 부분의 ｢본리지(本利志)｣, ｢

관휴지(灌畦志)｣, ｢만학지(晩學志)｣, ｢전공지(展功志)｣, ｢위선지(魏鮮志)｣, ｢전어지(佃漁志)｣, 「정조
지(鼎俎志)｣, ｢섬용지(贍用志)｣, ｢상택지(相宅志)｣, ｢예규지(倪圭志)｣ 이상 10지(志)와 향리에서 누
릴 수 있는 문인 사대부의 취미생활을 담은 양지(養志) 부분의 ｢예원지(藝晼志)｣, 「보양지(葆養
志)」, ｢인제지(仁濟志｣, ｢향례지(鄕禮志)｣, ｢유예지(遊藝志)｣, 「이운지(怡雲志)｣ 6종의 지로 나누
어진다. 염정섭, ｢ 임원경제지』의 편찬과 구성 체제 및 주요 내용｣,『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소와당, 2011, 36-37쪽; 조송식, ｢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서유구(徐有榘) 예술론의 체계성과 특
징」,

美學Ã 제82권 3호, 한국미학회, 2016, 41쪽 참조.

14) 「유예지」의 서문과 뜻에 관련해서는 조창록, ｢일본 대판(大阪) 중지도도서관본(中之島圖書館
本)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Ã의 인(引)과 예언(例言)｣,

韓國實學硏究Ã 제10호, 한국실학학회,

2005, 377-378쪽; 송지원, ｢ 林園經濟志Ã를 통해 본 楓石의 음악 생활｣, 풍석 서유구 연구 下Ã, 사
람의무늬, 2015, 178쪽; 김세종, ｢서유구의 《유예지》 방중악보의 편집과정과 그 내용｣,
석학술대회Ã, 풍석문화재단, 2017, 30-37쪽; 서유구(저)/임원경제연구소(역),

2017 풍

유예지(遊藝志) 3Ã,

풍석문화재단, 2018, 71-76쪽 참조.
15) 임미선은 「유예지」 제명(題名)의 근원인 ‘유어예(遊於藝)’를 해석함에 있어, “유어예는 단순한
기예에 머물지 않고, 객관 기예, 사물법칙의 물질적 실천에 대한 숙련을 통해 사람의 자유를 실현하
는 자유유희를 뜻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유구가 실천을 숙련하고 이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
고자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임미선, ｢ 遊藝志Ã에 나타난 19세기초 음악의
향유 양상」, 『韓國學論集』 제3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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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이유로 ｢이운지｣ 卷2 <산재청공>에 거문고와 고금을 비롯하여 양금, 생
황, 적 등의 악기 제작과 관련 기록이 적혀있는 것이다. 즉, 서유구는 거문고, 고금
등의 음악을 임원에서 생활하는 문인이 누릴 수 있는 예술적 기예이자 취미생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유구의 음악 인식을 배경에 두고
「유예지」와 「이운지」에 남긴 거문고, 고금, 양금, 생황 등의 기록을 통해 서유구
의 음악활동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본 장에서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1. 서유구의 거문고 악보 편찬과 거문고 애호
서유구의 거문고와 관련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활동
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구는 거문고를 이전의 문인들이 목적으로 두었던 수신의 목적을 탈피
하여 현실적 관점에서 거문고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음악을
<현금자보>에 담아 이상에 가까운 음악보다는 현실에서 연주 가능한 음악을 악보
에 수용하려 하였다.
둘째, 거문고 제작법을 남겨두어 이를 통해 문인들이 임원에서 혹은 자신의 거
처 등에서 악기 제작을 이루어 실천적인 음악활동을 펼치길 바랬던 것이다. 실천에
초점을 맞춘 서유구의 음악활동은 그가 남긴 사료는 물론이며 특히 북학파의 음악
관과도 일치하고 있다.
서유구의 거문고 관련 음악활동에서는 이상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유예
지」와 「이운지」에서는 거문고를 비롯하여 고금, 양금, 생황의 악보도 실려있으므
로 이 악보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서유구의 음악관과 음악활동의 지향점을 더욱
또렷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유구의 고금 악보 편찬과 고금에 대한 저술
서유구는 서명응으로부터 이어지는 음악관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금으로 아악을
연주하거나 이를 통해 예악사상을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임원경제지』에
서는 문인들이 직접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당금자보>를
통해 향악 조현과 연주 전통 속에서 고금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서유
구의 고금 관련 음악활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구 이전의 문인들 또한 고금에 관심을 갖고 고금과 관련한 활동을 전
개해보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서유구에 이르러 예악사상, 유가악론과 같은 이상에서
벗어나 현실적 차원의 고금 연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 세기의 기간을 두고 윤두서와 서유구는 가학의 전승, 장서의 영향 등을 바탕으로
고금과 관련한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윤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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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작까지는 이뤄냈으나 이에 그쳤으며, 자신이 만든 고금을 통해 음악활동을 전
개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악보를 통해 고금을 연주한 것이지 국내의 음악으로 수
용하지는 못한 것이다.16)
둘째, 「유예지」와 「이운지」에 담긴 고금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서유구가 고
금의 제작부터 연주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실정에 맞춘 고금의 수용을 목표로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유구의 저서에 담긴 고금 관련 내용을 통해 <당금자
보>, 고금의 제작, 보관법, 연주법 등의 현실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를 모으
고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서유구는 고금을 국내의 음악문화로 수용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
며 『임원경제지』에 고금과 관련한 기록을 엮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의 노력은
그가 활동하던 때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금의 국내 음악으
로의 수용이 이루어져 윤용구(尹用求, 1853~1939)의 『칠현금보(七絃琴譜)』,
『휘금가곡보(徽琴歌曲譜)』17)가 편찬되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3. 서유구의 양금과 생황 악보 편찬과 그 배경
서유구는 「유예지」, 「이운지」에 양금과 생황의 악보를 비롯하여 악기 제작
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두었다. 양금과 생황의 악보는 가곡, 영산회상 등의 곡
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시 풍류방에서 연주되고 있던 악보를 실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양금은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歐邏鐵絲琴字譜』 영향을 다
수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규경은 앞서 서유구의 교유관계에서 언급한 이덕무(李
德懋)의 손자로서 서유구의 교유가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생황과 관련한 악보, 악기 제작 등의 내용을 통해 서유구가 생황을
향락적 사용보다는 생황이라는 악기 자체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연주에서 활용하고 실천하고자 당시 널리 연주되던 생황 음악의 악보
와 악기 제작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서유구의 음악관 형성과 음악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유구가 지향하
고자 하는 음악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특징
16) 윤두서가 고금을 그림에 그려낸 것도 중국의 음악문화로서 고금을 받아들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7) 윤용구의 『칠현금보』, 『휘금가곡보』에 대해서는 엄혜경, 「七絃琴의 韓國的 受容」,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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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
첫째, 서유구는 할아버지 서명응부터 이어진 가학을 자신의 학문 배경으로 두고
북학파와의 교유를 통해 실제적인 학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문이 기울었
을 때에는 농업에 몰두하여 이후 가학의 전통과 북학파의 영향 그리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학문을 새롭게 형성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서명응, 박지원 등의 인물들과
는 다른 학문관을 펼쳤다. 서유구의 학문관은 음악관에도 영향을 주어 실제로 연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만을 그의 저서인 『임원경제지』에 담고자 하였다.
둘째, 서유구 이전 시기인 17-18세기 문인들의 음악활동을 고찰해보면, 금보와
거문고, 고금과 관련한 음악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악보를 남긴 문
인 중 대부분은 스승의 가락을 담거나 고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거문
고, 고금 연주 활동에 있어서도 유가악론, 예악사상에 기반한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유구는 이전 시기의 문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통해 당시의 음악을 총체적으로 모아 자신의 저서에 남기고자 하
였으며, 19세기 전반기의 음악을 담아 비슷한 시기 악보들보다 악곡 수가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18-19세기에는 청으로부터 문물의 수입이 활발히 늘어나 양금, 생황 등
다양한 악기가 조선의 풍류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서유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외래 악기의 제작부터 연주까지 조선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악
기 제작이 조선에서 이루어져야 완전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악기 제작을 통한 조선에서의 수용에 관한 모습은 서유구가 남긴

임원경제지Ã ｢유

예지｣와 ｢이운지｣의 고금, 생황을 비롯하여 적(笛), 경(磬) 등의 악기의 제작에 관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악기 제작부터 연주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실정에
맞춘 음악관련 기록을 통해 서유구가 추구하는 음악활동은 현실적 관점에서의 실천
과 활용 지향에 있다.
이처럼 서유구는 자신이 배운 전통적 학문관 위에 경험에 의한 실천적 사상을
더하여 이전 문인들의 금보와 비슷한 시기 음악 관련 서적과는 다른 양상의 악보와
음악 관련 기록을 만들어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통해 서유구가 실천을 바
탕에 둔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국내의
실정에 맞춘 음악과 관련한 기록을 취합하고 엮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
예지｣, ｢이운지｣의 내용을 통해 서유구가 생각하는 음악은 취미생활로 향유할 수 있
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실천을 염두에 둔 활동의 한 부분이었음은 분명하다.

석사논문 발표 2

19~20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 변화 연구
박재린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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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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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산회상>의 구성곡 중 '가락덜이'는 그 명칭 그대로 앞의 곡인 '세령산'의 가
락을 덜어낸 형태로 연주되는 곡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가락덜이'가 몇몇 고악
보에서 '가락도드리'나 '가락환입'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래 '가
락덜이(加樂除指)'란 가락을 덜어낸다는 뜻으로 그 앞의 곡인 '세령산'의 가락을 덜
어냈다는 의미인데, '가락도드리'와 '가락환입(加樂還入)'은 '돌아 들어간다'라는 반복
을 나타내는 뜻이므로 '가락덜이'와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이를 단순히
비슷한 발음의 혼동으로 인한 오기로 추정하는 것은 두 명칭의 성격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므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가락덜이가 다른 곡들과
달리 서로 상이(相異)한 뜻을 가진 두 가지의 명칭으로 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사훈은

구라철사금자보Ã 상현도드리의 초장 선율이 가락덜이 초장을 변주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변주한 이유는 가락덜이에 이어 상현도드리를 접속 연주할 때에
상현도드리를 가락덜이와 연결하기 위함이었고, 이로 인해 원래 환입형식이었던 상
현도드리가 환두 형식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상현도드리는 본래 반복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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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환입형식의 곡이었으나, '가락덜이'에 이어 접속연주 되는 관행으로

구라철사

금자보Ã이후 그 초장 선율이 변주되어 환두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가락도드리' 또는 '가락환입'의 명칭은 상
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 유입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상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 언제부터 출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18세기 말~19
세기 초의 악보로 추정되는

유예지Ã의 거문고보에서 '삼현회입'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 순서는 오늘날과 달리 오히려 '영산회상(현 상영산)'보다 앞에 따로 독립된 곡으
로 적혀 있어서 <영산회상>과는 관련이 없는 곡처럼 보이지만, '영산회상 삼층제지
(현 가락덜이)' 4장 뒷부분에 '상영산'부터 '삼현회입'까지 잇대어 연주하는 방법이
부기되어 있어, <영산회상> 구성곡에 이어 '삼현회입'을 타는 것이 상례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산회상>에 상현도드리를 이어 타는 관행은 늦어도

유예지Ã에서 '

삼현회입'이 등장한 이후 1800년을 전후하여 이미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유예지Ã이후

구라철사금자보Ã에서 상현도드리의 초장 선율이 변주되어 20세기

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
하다. 또한, 19~20세기에 '가락덜이'가 ''가락도드리' 또는 '가락환입'의 명칭으로 기
록되었을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궁금하다.
현행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 모두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
는

유예지Ã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상 거문고 악보 중 ' 유예지Ã부터

한국음악학자료총서Ã에 영인된 영산회

창하유필Ã(1964)까지'의 악보와 현행 거문고정악

보를 기준으로 '세령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의 경계 및 분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그런데 상현도드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장사훈은 현행 상현도드리 초장
앞의 제1~4각(돌장부터 제3각까지)는
데 비해

유예지Ã의 '삼현회입' 초장과는 선율이 다른

구라철사금자보Ã의 '제편(除篇)'의 3장과 4장과는 같다고 하였다. 즉,

예지Ã에서 삼현환입이 처음 등장한 이후 동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

구라철사금자

보Ã에서 그 선율이 변주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점을 고려하여 양
금 악보인 구라철사금자보Ã의 '제편(除篇)'과 '환입'까지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가락덜이가 다루어진 연구에는 이미화, 김수민, 이은지, 최윤진, 이아
람, 김소연 등의 논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산회상> 상영산부터 가락덜
이까지의 형성과정을 다룬 김수민의 논문과, 고악보(古樂譜)에 전하는 <영산회상>
과 오늘날의 <영산회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락덜이를 다루고 있는 이미화ﾷ이
은지ﾷ최윤진ﾷ이아람ﾷ김소연의 논문, 등으로 나뉜다. 그중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본 논문의 주제와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락덜이가 <영산회
상> 9곡 중의 한 곡으로 다루어졌고, 그 범위가 좁게 한정되는 경우에도 선율적인
특징만을 비교하여 선율 외에 다른 부분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내
용이 가락덜이의 분장법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락덜이가 나타나는 악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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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피지 않아 시대적 측면에서의 비교 관점에 의한 고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처럼 현재 독립적으로 가락덜이만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선
율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어 선율 외에 다른 특성이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음악학자료총서Ã에 영인된 영산회상 거문고 악보 중 가락덜
이가 처음으로 등장한

유예지Ã 이후부터 20세기

창하유필Ã까지의 악보들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19~20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그에 따른 분장구조의 변화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살펴
본 후, 가락덜이의 경계 및 분장구조가 상현도드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해 '가락도드리'의 명칭이 생겨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이다.

Ⅱ. 상현도드리의 영산회상 유입
현전 고악보 중 <영산회상>에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말~19세기 초로 추정되는

유예지Ã 중 「방중악보」이다. 그런데

유

예지Ã 이후 19세기의 악보에 전하는 가락덜이는 악보마다 각각의 경계나 분장이 다
르게 나타난다. 현행 가락덜이 1장의 앞 부분(현 세령산)을 포함하는 경우와 현행
가락덜이 3장보다 뒤(현 상현도드리)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즉, 19~20세기의 가락
덜이는 세령산과 상현도드리의 가락을 포함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
산회상>에 '상영산'과 그 계통을 달리하는 '상현도드리'가 유입되면서 가락덜이에 이
어 접속 연주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현도드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장사훈은 상현도드리는 본래 반복 연주되는
환입형식이었기 때문에 현행 상현도드리의 4장이 초장과 동일 선율이어야 하지만
다른 선율로 되어 있어서 환두형식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행 상현도드리의
초장 4각(돌장~1장3각)의 선율이 달라지게 된 것은
되었다.

구라철사금자보Ã로부터 비롯

구라철사금자보Ã의 '제편(除篇)'은 현행 가락덜이에 해당하는 곡인데, 그 3

장과 4장은 초장을 변주한 선율이다. 그런데 '제편(除篇)'의 3장·4장의 선율은 현행
상현도드리 돌장부터 1장3각까지 해당된다. 즉,

구라철사금자보Ã의 제편 3장과 4

장은 결국 가락덜이 초장의 변주곡이므로 상현도드리가 가락덜이와도 연결성을 갖
게 된다. 가락덜이 초장을 변주한 이유는 원래 반복 연주하던 환입형식의 삼현환입
이 가락덜이에 접속해서 일동선율로 고정화됨으로부터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를 연
결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취해진 것으로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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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보면

유예지Ã의 <영산회상>에 상현도드리가 유입되어 가락덜이

에 접속해서 연주되었고, 이후 이러한 연주관행이 고정화되면서

구라철사금자보Ã에

서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가락덜이의 3장과 4장의 선
율을 초장의 변주곡으로 하여 상현도드리로 넘어갈 때 돌장의 기능을 갖도록 한 것
이다. 그 3장·4장 선율이 현행 상현도드리 돌장부터 1장3각까지의 선율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예지Ã의 <영산회상>에 처음 등장하는 가락덜이와 상

현도드리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구라철사금자보Ã의 제편과 환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예지(遊藝志) '영산회상삼층제지'와 '삼현회입'
1) '영산회상삼층제지’
유예지Ã의 거문고보에서 오늘날의 가락덜이에 해당하는 곡명은 '영산회상삼층
제지'이고, 오늘날의 상현도드리에 해당되는 곡명은 '삼현회입'이다.
유예지Ã의 '영산회상삼층제지'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4장 뒷부분에 '삼
현회입'으로 넘어갈 때에 연주되는 돌장 선율과 그에 따른 설명이 함께 부기되어 있
다. 그 내용은 다음 <인용 1>과 같다.
<인용 1>
만일 (4장에서) '삼현회입'으로 넘어가려면, '이층제지' 4장 중간에서 '삼현회입' 2장
머리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따로 한 장을 세워 그 법을 밝힌다(若越三絃回入, 則自二層除
指四章中間入三絃回入二章頭. 故別立一章以明其法). 만일 '이층제지'·'삼층제지'를 타지 않
으면, '소령산'('세령산', 즉 오늘날 '중령산'을 가리킨다.) 끝에서 곧바로 '삼현회입'으로
들어가니, 또 그 법이 있다. 그러므로 따로 한 장을 세워 그 법을 밝힌다(若不彈二ㆍ三層
除指, 彈小靈山末直入三絃回入, 則又有其法. 故別立一章以明其法).

위의 <인용 1>을 통해 '영산회상 삼층제지'에서 '삼현회입'으로 들어가는 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삼층제지'를 4장까지(끝까지) 타고
서 '삼현회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층제지'와 '삼층제지'를 타지 않
고 '소령산'(현행 '중령산')에서 '삼현회입'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부수적으로, 오늘
날 '상현도드리'에 해당하는 이 곡을 향제풍류나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에서
처럼 '삼현~'으로 표기하여, '상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 처음 유입되었을 때 원래
명칭은 '삼현회입'이었고, '상령산~가락덜이'의 네 곡이 원곡과 파생 관계인 데 비해
'삼현회입'은 기원을 달리하는 곡이므로 초기 <영산회상> 구성곡보다 앞에 따로 적
되 실제 연주에서는 으레 이어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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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현회입’
유예지Ã의 거문고보에서 오늘날의 상현도드리에 해당하는 악곡은 '삼현회입'이
라는 명칭으로 전한다.
유예지Ã의 '삼현회입'은 6박으로 시작되는 도드리장단으로 오늘날 10박 돌장
선율이 있는 상현도드리와는 다르게 연주되었다. 삼현회입을 연주하는 방법은 2가지
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가락덜이에 이어 연주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독립된 곡으로
써 삼현회입 이하 우조별지, 이장두, 사장末까지 연주하는 것이다.
유예지Ã에서 오늘날 상현도드리 돌장에 해당되는 선율은 6박으로 현행 돌장의
10박 선율과는 전혀 다르다.

유예지Ã의 삼현회입은 처음부터 6박 도드리장단으로

연주되는 악곡이었기 때문에 10박으로 연주되는 '영산회상삼층제지(가락덜이)'에 이
어 6박의 삼현회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곡을 연결하는 돌장 선율이 필요했는
데,

유예지Ã 당시에는 6박으로 연주되었다.
요컨대 '삼현회입'이라는, <영산회상> 본 곡들과 계통을 달리하는 곡이 <영산

회상>에 포함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영산회상>에 '삼현회입'을 이어 타
는 관행은 늦어도

유예지Ã 시절인 1800년 전후에 이미 확립되었음을 엿볼 수 있

다.

2. 구라철사금자보(歐邏鐵絲琴字譜) '제편(除篇)'과 '환입(還入)'
구라철사금자보Ã에서 오늘날의 가락덜이에 해당하는 곡명은 '제편(除篇)'이고,
오늘날의 상현도드리에 해당되는 곡명은 '환입(還入)'이다.
구라철사금자보Ã의 제편 3편과 4편은
고, 환입 1편은

유예지Ã의 삼현회입 초장과 동일선율이

유예지Ã 2장에 해당한다. 제편 3·4편의 선율은 현행 상현도드리 돌

장부터 1장3각까지 해당된다. 즉,

유예지Ã 이후

구라철사금자보Ã의 상현도드리 초

장 선율이 가락덜이의 변주 선율로 연주되면서 가락덜이의 경계가 상현도드리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본래

유예지Ã에서 6박 도드리장단이었던 상현도드

리의 돌장 선율이 10박자의 가락덜이 선율로 변주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그
렇다면 다음으로 19~20세기에는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 구조가 어떤 형태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겠다.

Ⅲ.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구조
가락덜이는 18세기를 전후하여 상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 포함된 후,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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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세기에 그 경계가 확립되지 못한 유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19~20세
기 가락덜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현행 가락덜이의 형태와 어떤 점이 다
른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1. 19세기
19세기의 고악보중에서 가락덜이를 전하고 있는 악보는
자보Ã,

동대금보Ã,

아금고보Ã,

죽취금보Ã,

초입문금보Ã,

삼죽금보Ã,

오희상금보Ã,

김동욱소장금보Ã,

유예지Ã,

구라철사금

현학금보Ã,

희유금보Ã,

현금오음통론Ã,

역양아운Ã 등이 있

다.
[표 1] 19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 변화
현행

세령산

장
각
악보(연대)

3장
1

2

유예지
(1779~1813)

4장

구라철사
금자보
(1817추정)

3장

동대금보
(1813)

가락덜이
4장

3

1

2

3

4

1

영산회상
삼층제지

2

2장
3

4

1

2

돌
장

3장
3

1

2

3

2장

3장

4장

제편(除) 1편

×

2편

1장

1

1

2

3

4

5

6

삼현회입 1장

7

8

2장

1장

4장

4장

3장

죽취금보
(1890)

5장

4장

삼죽금보
(1841)

4장

환입 (장 구분 ×)
(현행3각부터)

삼현환입 (장 구분×)

소령산 (장 구분×)

가락가리 (장 구분 ×)

*현행 중영산 5장부터 해당

아금고보
(1884)

3장

초입문금보
(고종추정)

4장
4장

김동욱소장금보
3장
(1884이후)

제지
령산
초장

5장

2장

3장

5장

4장
3장

4장

역양아운(미상)

4장

5장

4장

5장

가락청 (장 구분 ×)

5장

현금오음통론
(1886)

환입 1편
삼현회
산1

가락더리 (장 구분 ×)

제지 (장 구분 ×)

현학금보
(1852)

4편

가락 (장 구분 ×)

이
이 장
장 두
두 반
복

초장두

3편

가락드리

5장

오희상금보
(1852)

희유금보(미상)

1장

상현도드리

가락가리 (장 구분 ×)
5장

가락환입 1장

2장

가락제리 1장

3장

4장
2장

변장단
삼현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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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가락덜이는

유예지Ã에서 4장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여

구라철사금자

보Ã에서 그 선율이 현행 상현도드리를 포함하는 형태로 변하여 후대로 전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구라철사금자보Ã 이후

동대금보Ã와

죽취금보Ã에서도 마찬가지로 가

락덜이의 경계가 현행 상현도드리의 1장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4장으로 구분되었던
초기 형태와 달리 장 구분은 없다.

삼죽금보Ã,

오희상금보Ã,

현학금보Ã의 가락덜

이는 이전 악보에 비해 그 경계가 현행 세령산의 선율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 상현도드리의 일부 선율을 포함하고 있고, 장 구분이 없다. 19세기 후
반

희유금보Ã,

아금고보Ã,

초입문금보Ã,

김동욱소장금보Ã,

현금오음통론Ã의 악

보에서도 가락덜이가 모두 현행 상현도드리의 1장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장 구분은
아금고보Ã와

현금오음통론Ã에서만 나타난다. 또한,

현금오음통론Ã의 가락덜이는

19세기 악보 중 최초로 '가락환입'의 명칭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역양아운Ã

에서는 4장 또는 5장으로 구분되던 이전의 가락덜이가 전 2장으로 구분된다.
19세기의 가락덜이는 위의 [표 1]에서 보듯 장 구분과 그 경계가 확립되지 않
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당시에 <영산회상>을 연주함에 있어서 '가
락덜이'의 장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의 가락덜이는 악보마다 앞의 곡 세령산 선율을 포함하기도 하고, 뒤의 곡 상현도드
리 선율까지도 포함하는 들쭉날쭉한 형태로 다양하게 연주되었다.

2. 20세기
20세기의 고악보중에서 가락덜이를 전하고 있는 악보는
금보Ã,
BÃ,

학포금보Ã,

원객유운Ã,

아악부현금보Ã,

만당금보Ã,

연대현금보Ã,

방산한씨금보Ã,
금헌악보Ã,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Ã,

금보정선Ã,

금학입문Ã,

해산유음Ã,

하버드대

청음고보Ã,

고대금보

아양고운Ã,

흑홍금보Ã,

창하유필Ã 등이 있다.

[표 2] 20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 변화
가락덜이

현행

1장

장
각
악보(연대)

해산유음
(1919)

1

2

2장
3

가락
다리
還章

상현도드리

4

1

2

1장

돌

3장
3

1

2

2장

3

1

3장

5장

가락도도리 1장

2장

3장

학포금보
(1919)

가락환입 초장

2장

3장

4장

가락도=리 (장 구분×)

2

3

4

5

6

7

8

환입 초두

하버드대금보
(미상)

만당금보
(1880)

1장

장

상현도도리
*3개로 분장되어 있으나, 장수 미표기
변장
단

삼현도=리 (장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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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씨금보
(1916)

5장

금보정선(미
상)

세령산
장구분×

청음고보
(1922)
고대금보B
(미상)

가락제지

1장

2장

3장

1각

2각

3각

(10박) (6박) (6박) (6박) (6박)

5장

2장

가락환입 1장

갈악드리
1장

돌장

(6박) (6박) (6박)

(6박)

상현 1장

2장

3장

5장

가락환입 1장

2장

3장

연대현금보
(1900초)

5장

가락제지 1장

2장

3장

금헌악보
(1900초)

5장

가락환입 1장

2장

3장

가락

금학입문
(1910이후)

도두
1장
리

2장

3장

도두리시작

제음 가락더리 ( 장 구분 ×)

3장
가락도두리 1장

2장

3장

상현 1장

가락덜이 1장

2장

3장

상현도드리 1장

가락덜이 1장

2장

3장

상현도드리 1장

창하유필
(1964)

5각

제지 (장 구분 ×)

원객유운
(미상)

아양고운
(일제강점기
추정)
흑홍금보
(1930전후)
아악부현금보
(1930년대)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1936)

4각

가락환입

5장

2장

1장

[표 2]를 보면 먼저,

3장

4장

해산유음Ã의 가락다리는 현행 가락덜이와 장 구분은 다르

지만 시작 부분의 경계가 일치하며, 현행 상현도드리의 돌장선율을 포함하고 있다.
하버드대금보Ã가락덜이 역시 가락도도리 역시 현행 상현도드리의 돌장선율을 포함
하며, 19세기

현금오음통론Ã 이후 20세기 악보 중 처음으로 '가락환입'의 명칭이

나타난다.
학포금보Ã의 가락덜이는 '가락환입'으로 되어 있고, 현행 상현도드리 1장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19세기 비대화되어 연주되었던 가락덜이와 그 형태가 같다.
만당금보Ã에서는

유예지Ã이래로 악보마다 유동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락

덜이의 경계가 현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방산한씨금보Ã의 가락제지는

학포금보Ã의 가락환입에 이어 현행 상현도드리

1장 선율을 포함하는 형태로 전한다.
선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보정선Ã의 '제지'역시 현행 상현도드리 1장

방산한씨금보Ã의 가락덜이와 그 경계가 같게 나타난다.

청음고보Ã의 가락환입은 전 2장으로 구분되고, 그 선율도 현행 가락덜이까지
해당되어 상현도드리의 선율을 포함하는 비대화된 가락덜이와 구별된다.
고대금보BÃ,

원객유운Ã,

연대현금보Ã,

금헌악보Ã에 전하는 가락덜이는 모두

3장으로 구분되고, 현행 가락덜이 2장부터 상현도드리 1장까지의 선율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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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난다.
금학입문Ã의 가락덜이는 현행 상현도드리의 돌장 선율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후

아양고운Ã에서는 가락덜이가 다시 상현도드리 1장 선율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
흑홍금보Ã,

아악부현금보Ã,

이왕직아악부오선악보Ã의 가락덜이는 그 경계와

분장 형태가 오늘날 가락덜이와 모두 일치한다. 이후

창하유필Ã에서는 가락덜이가

다시 4장으로 구분되고, 현행 상현도드리의 1장 선율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20세기의 가락덜이 역시 19세기와 마찬가지로 곡의 경계가 명확하게 고
정되지 못한 채 각 악보마다 다양하게 연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시기마다
연주자들이 연주한 것에 각각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
로 연주되었던 가락덜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단일화 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굳
어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20세기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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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 유입된 이후 19~20세기 고악보(古
樂譜)에 전하는 가락덜이의 경계와 분장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현행 가
락덜이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의 관계
를 규명하고, '가락환입(가락도드리)'의 명칭이 생겨난 이유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
을 두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가락덜이는 장 구분과 그 경계가 확립되지 않은 형태로 다
양하게 나타났다. 19세기의 가락덜이는 각 악보마다 앞의 곡 세령산 선율을 포함하
거나, 뒤의 곡 상현도드리의 선율을 포함하는 2가지의 형태로 그 경계가 들쭉날쭉하
게 연주되었다. 20세기의 가락덜이 역시 고정화되지 않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
는데, 주로 상현도드리의 일부 선율을 포함하는 형태로 연주되었다. 당시에 <영산
회상>을 연주함에 있어서 '가락덜이'의 장 구분과 경계 즉, 곡의 길이는 크게 중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악보별 시기마다 연주자들 저마다의 의미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했던 가락덜이의 경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단일화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영산회상>은

유예지Ã 이전까지 '상영산-중영산-세령산-가락덜이'까지 4곡

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유예지Ã에서 상현도드리가 <영산회상>으로 유입되면서

가락덜이에 상현도드리를 잇대어 연주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본래 '상영산'부터 '가
락덜이'까지 4곡을 연주하는 것과 '상영산-중영산-세령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까
지 5곡으로 연주하는 2가지 방법이 병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생겨나면서
이후 상현도드리를 가락덜이에 이어 접속 연주할 때 가락덜이와 상현도드리를 연결
하는 부분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의해 상현도드리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락덜이
에 넣어 연주하면서 10박 장단인 가락덜이가 6박 장단 상현도드리의 선율까지 포함
하게 된 것이다. 즉, 가락덜이에 이어 상현도드리를 접속 연주하는 관행으로 상현도
드리의 일부가 가락덜이 곡 안에 포함되면서 '가락덜이+상현환입'형태의 두 가지 장
단으로 이루어진 악곡이 되었고, 이로 인해 본래 가락덜이와는 뜻이 다른 '가락환입'
이 악곡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20세기 고악보 중에서 가락환입의 악곡명
으로 전하는 악보는
음고보Ã,

원객유운Ã,

현금오음통론Ã,
금헌악보Ã,

하버드대금보Ã,

금학입문Ã,

학포금보Ã,

흑홍금보Ã,

만당금보Ã,

청

창하유필Ã 등으로 그

수가 비교적 적지만, '가락덜이'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개는 상현도드리
의 일부 선율을 포함한 '가락덜이+상현환입'의 형태로 전한다. 결국 가락덜이는 19
세기와 20세기 거의 내내 지금보다 7~9장단 정도가 더 길어, 현행 상현도드리의 1
장까지를 포괄하는 것이 상례였다. 다시 말해서 19~20세기의 가락덜이는 사실상 '

34 학문후속세대 석·박사졸업논문 발표회(2021)

가락덜이-상현 1장'을 포함하는 두 가지 장단(10박 세령산장단 + 6박 도드리장단)
으로 이루어진 곡이었다. 즉, 가락덜이는 한동안 <영산회상> '가락덜이'에 해당하는
선율과 이질적인 '상현도드리' 선율이 공존하는 악곡이었으므로 '가락환입'이라는 명
칭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락덜이'는 '상현도드리'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석사논문 발표 3

이양교와 정경태의 가사 시김새 비교 연구
-12가사 중 <춘면곡>과 <매화가>에 기하여-

김은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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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교와 정경태의 가사 시김새 비교 연구
-12가사 중 <춘면곡>과 <매화가>에 기하여김은지(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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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사는 긴 사설에 선율과 장단을 붙여 노래하는 전통 성악으로 조선후기 시조,
가곡과 함께 불리면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까지 전해지
는 12곡의 가창가사를 ‘12가사1)’라 한다. 가사는 정악에 속해 있지만 그 창법과 음
악적 특징에서 민속악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며, 시조나 가곡보다 다양한 시김새가
두드러진다. 19세기 중반 서민들의 음악향수가 확산되면서 가사 음악에 결부된 민
속악적인 요소들은 음악적 다채로움을 부여하고, 장르의 융합성과 복합성을 내포하
고 있어 그 음악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전통성악에서 시
김새2)와 창법은 장르를 결정지을 만큼 음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
1) 12가사에는 <백구사>, <춘면곡>, <상사별곡>, <황계사>, <죽지사>, <어부사>, <길군악>,
<양양가>, <매화가>, <처사가>, <수양산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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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歌詞)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는 이
양교와 정경태가 구현하는 가사 음악의 특징에 대해 시김새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가사 음악의 문화재로서의 전형(典型)3)을 살피고자 함이다. 현재 전승되는 가사는
그 계보가 명확하다고는 하나, 이는 사람에 의한 전승구도가 명확할 뿐 그들이 전하
는 음악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양교와 정경태는 동시에
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악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어,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관에 대한 분석과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현행 가사의 가창에 대한 연구 토대를 다지
고, 이 과정에서 가사의 독특한 시김새를 두 가창자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12가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곡으로서 노랫말의 마루구분과 선율
의 변천과정이 곡 안에 남아있는 <춘면곡>과 4가사 중 두 사람의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매화가>를 중심으로 그 시김새를 분석하여, 오늘날 이양교와 정경태가
전하는 가사 음악의 특징과 가창자에 따라 달리 구현되는 개성적 요소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통의 올바른 계승과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이론적 초
석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이 되는 곡목은 하규일이 전한 8가사 중 <춘면곡>과 임기준이 전한 4
가사 중 <매화가>로 선택하여 가사의 두 계통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의 시김새와 가창자의 음악적 특징을 살피는 연구자료는 악보와 음원의 형태로
있다. <춘면곡>은 이양교의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와 정경태의 <인간문
화재 제41호 석암 정경태 창 시조와 가사>에 담긴 음원을, <매화가>는 이양교의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와 정경태의 개인녹음테이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이상의 음원을 채보하여 기본 연구 자료로 삼고, 악보를 보조 수단으로 삼아 가
창자의 시김새 인식과 그 표기법 및 가창의도를 살펴보았는데, 가창자의 음악관 및
전승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국악에서 시김새란 골격음의 앞뒤를 꾸며주는 잔가락을 지시하기도 하고, 선율의 흐름에서 어느
음에 부여되는 표현 기능을 뜻하기도 하며, 성음과 목구성의 특성을 내포하여 지시하는 것까지 확장
되어 왔다.
서한범, 국악통론Ã, 대림출판사, 1995, 60쪽.
이보형, ｢한국음악의 ‘시김새’ 연구방법론 시론: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음악논단Ã 제13집, 한양대

학교 음악연구소, 한양대학교, 1999, 6쪽.
3) 무형문화재의 ‘전형(典型)’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말한다.

이양교와 정경태의 가사 시김새 비교 연구 39

본고에서 시김새는 주선율을 꾸며주는 장식음, 음에 기능을 부여하여 선율을 다
양하게 표현하는 요성, 전성, 추성, 퇴성 등 협의의 시김새, 즉, 농음법, 선율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소리 내는 방법으로 표현효과를 주는 발성법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 중 가사의 음악적인 특징을 협의의 시김새(이하 시김
새)와 발성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춘면곡>과 <매화가>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표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시김새의 종류
부
호

구분

평요성

시
김
새

추
성

퇴
성

발
성
법

(강)
흔듬표
전성

짙은
상요성

한 음 위를 향해 떨되 목을 졸라 격
하고 폭넓게 떠는 요성

조름목
흔듬새

짙은
하요성

한 음 아래를 향해 떨되 격하고 폭넓
게 떠는 요성

하요성

(농
음
법)

본음을 고르게 떠는 요성

이양교
(정간보)

한 음 위를 향해 날카롭게 치켜 올려
떠는 요성

상요성

요
성

내용

∨∨∨

∧∧∧

한 음 아래를 향해 떠는 요성

퇴요성

한 음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떠는 요
성

세요성

미세하게 떠는 요성

( )

풀어
내림표

풀어내리는
소리

풀어
내림표

(미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음을 밀어올림

미는표

겹추성

선율
표시

두 번 밀어올림. 밀어 올리다가 다시
내려 쳐 올림

선율로 표시
(사용)

퇴성

◝

음을 흘러내림

흘림표

겹퇴성

∼

흘러내리다 다시 올려 쳐 내림

진성-속청-진성으로 빠르게 굴려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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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는 음

본음 앞에 짧은 수식음을 재빨리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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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올려
떨음표
한음 올려 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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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떠는소
리

전성

추성

방울목

떠는 소리

한음 내려
떨음표

치는 소리

속소리, 세성(細聲). 가늘고 곱게 내
는 소리

곱게
흔들음표

떠는 소리

격음,
전성
(轉聲)

속청

정경태
(정간보)

흔드는소리

(미사용)

전성
(轉聲)

쿡 격하고 강하게 올려 끊어

정경태
(선율선보)

겹흘림표

◞

미는표

‿
・
（

선율로 표시
(사용)
◝

흘림표
(사용)

속소리

x

⁀
・
）

(사용)
속청

，

(미사용)

-

경음, 후두음

ㆆ

4) 이양교의 정간보와 정경태의 정간보와 선율선보에 나오는 시김새 중 본고에서 사용하는 시김새에
해당하는 것을 함께 표기하였다.
정경태,
1998.

증보주해 가사보・선율선보Ã, 정경태전수소, 1979. 이양교⋅황규남,

십이가사전Ã, 광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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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2가사의 형성배경과 전승
1. 12가사의 형성과 전승
가사(歌辭)는 조선 초기 사대부계층에 의해 확고한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아 조
선시대를 관통하며 전해내려 왔다. 가창가사에 연원을 둔 가사(歌詞)는 풍류방 문화
를 주도하던 사대부와 중인 계층에서 향유되다가 시정문화권을 통해 널리 퍼지며
유행하였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연행되면서 정악과 민속악이 혼합된 형태로 유흥공
간에서 향유되었다.

청구영언(靑丘永言)Ã(1728)에 16편의 가사가 등장하는 것이

현전 가사(歌詞) 사설의 최고(最古)의 기록이며, 고종 때

가곡원류(歌曲源流)Ã

(1876)에 이르러서야 오늘날 12가사의 틀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20년
대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에서 정악이라는 이름으로 궁중음악과 더불어 풍류음악이
포용되면서 이를 통해 12가사의 전승이 고착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가사 전승의 1세대는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혼란 속에서도 이왕직아악부
아악부원양성소를 통해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간 1910년대∼1940년대로, 8가사를
전승한 하규일과 4가사와 사설시조를 가르친 임기준으로 대표된다. 2세대(1950년
대~1970년대)에는 권번 중심의 여성 가창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방송이나 무대의 공연을 위주로 활동
하는 이병성, 음악이론 지식을 밑거름 삼아 보다 정확하게 채보하고 면밀하게 연구
하는 장사훈, 교습을 위한 악보 제작과 제자 양성에 주력하였던 이주환 등이 다방면
으로 활약하며 가사를 전승하였다. 또한 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 아래 체
계적으로 전승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세대 가사의 전승은 이주환에 이
어 1975년 가사 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양교와 정경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 12가사의 전승계보

이양교와 정경태의 가사 시김새 비교 연구 41

2. 이양교와 정경태의 가사 전승활동
이양교(李良敎, 1928~2019)는 서당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영향으로 일찍이 한
학을 익혔고, 이문교(李文敎), 류병익(柳炳益)에게 시조를 배우며 ‘서산군의 소년명
창’으로 성장하였다. 1959년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심사위원장이었던
이주환을 만나 본격적으로 가사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최정희, 장사훈 등에게 3가
사를 배웠다. 1977년 12가사전Ã집을 발간하였다. 그 외 시조 악보집

시조창보Ã,

시조속창보Ã 등을 집필하였고 1994년 ‘서울가악회’를 창립하여 제자를 키우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며 정가 보급에 힘썼다.
그는 이름처럼 잘 가르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자 양성
에 각별한 뜻을 두었다. “得天下英才而敎育之不亦謂君子之樂乎” 즉, “천하 영재를 얻
으면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 또한 군자의 음악이라 아니 이를 수 있겠는가?”5)라고
남긴 글을 통해 잘 가르치는 것을 음악가로서의 소임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이
양교의 문하로는 황규남, 문현, 이준아, 김병오 등이 있다. 음을 맞추는 것에 민감하
여 평소 양금을 곁에 두고 키(key)를 맞추었으며, 목청이 좋아 12가사의 거의 모든
곡을 한 청 높여 불렀다.6) 음악에서 선비정신을 추구하였으며, 때문에 빠른 시김새
를 좋아하지 않았다.7) 매사 깔끔하며 정확성을 추구하였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도 악보대로 부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8) 제자로는 황규남, 문현, 이준아,
김병오 등이 있다.
정경태(鄭坰兌, 1916∼2003)는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지역 출신의 김한술,
오성현, 이도삼 등에게 평시조, 사설시조를, 오윤명에게 상사별곡, 처사가 등의 가사
를 전수받았다. 19세인 1934년에 임재희 선생에게 가곡과 가사를, 22세인 1936년
에 전계문 선생에게 여창 가곡을 배웠는데, 레코드를 듣고 배운 가곡도 많았다. 24
세인 1939년 서울에 올라가 이병성을 만나 3개월 동안 정가를 배우고, 3년 뒤 이병
성 선생이 72일간 부안에 머무르면서 여창가곡 두 바탕, 남창가곡 두 바탕을 배웠
다. 그 후 3년 동안 독학을 하면서 아침에는 남창을, 저녁에는 여창가곡 전 바탕을
연습했다. 한시에도 능했던 그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습득하며 “같은 곡조를 하나의
가사로 100번 부르는 것보다 두 가지 가사로 50번 부르면 익히는 성숙도가 더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1953년부터 전주고등학교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시조창을 가
르쳤다. 배운 것을 정리하고 가르칠 때마다『조선창악보』(1948),
가곡 선율선보Ã(1963),

국악보Ã(1955),

가사보Ã(1976) 등의 악보를 편찬하였다.

정경태는 고제의 시조가 율려에 맞지 않다고 여겨 음양의 율려에 서양의 7음
5)
6)
7)
8)

이양교․황규남, 십이가사전Ã, 1998, 79쪽.
2020년 8월 29일 서울 옥수동에서 문현 인터뷰.
2020년 11월 14일 서울 개포동에서 이준아 인터뷰.
2020년 11월 28일 서울 개포동에서 황규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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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를 부여해 짝을 맞춘 황종과 대려(1, #1), 중려와 유빈(4, #4), 남려와 무역
(6, #6) 등의 결합으로 율려상조법을 창안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선율선 악보
를 만들었다. 또한 시조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시조 가락이 통일되어야 함을 느껴
1963년 대한시우회를 창립하였고, 선율선 악보와 경창대회를 통해 석암제 시조는
단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1975년도에는 가사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1980년도에 대한정악회 창립 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제자로는 강낙승, 류종구 등
이 있으며, 현재 이영준, 이상래 등이 그의 음악을 전하고 있다.
[표 2] 정경태의 율려상조법
율려

黃

大

太

夾

姑

仲

蕤

林

夷

南

無

應

표시

1

#1

2

#2

3

4

#4

5

#5

6

#6

7

음양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Ⅲ. <춘면곡>의 음악 특징
1. <춘면곡> 마루 구분과 노랫말 붙임새
이양교와 정경태의 <춘면곡>은 사설은 같지만 마루 구분 방법과 가창의 유무
에 차이가 있다. 이양교의 <춘면곡> 8마루는 각각 4각, 4각, 4각, 6각, 8각, 4각, 6
각, 6각으로 종지형 선율로 구분되며, 정경태의 <춘면곡>은 9마루는 각각 8각으로
시의 문학적 형식과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창 유무에 따른 전승방식에서 차
이를 보인다. 이양교는 제8마루 이하 ‘교태하여’부터 ‘내일도 내몰라라’(끝)를 ‘不唱’
이라고 하였지만, 정경태는 이 부분에 선율을 붙였다. 이는9) 같은 곡조를 여러 번
불러 연습하는 것보다 한 곡조에 다른 가사를 넣어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라는 정경태의 학습 지론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양교는 이처럼 남은
노랫말에 이미 나온 선율을 붙여 부르는 것이 곡을 지루하게 만들 뿐이라10) 하였
9) “이 <춘면곡>과 아울러 <처사가>, <권주가> 등 옛날 이왕직아악부 시절 간행본대로 십이가사
어느 것이고 전편 보가 갖추어져서 영세전승하는 것이 국립국악원으로서는 타당함...... 창법에도 歌
統인 하규일, 임기준 두 선생의 창법을 원형으로 삼고 뿌리를 찾아 계승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겠
음.”
10) 12가사에서 이와 같이 노래 말미에 선율이 전하지 않아 노랫말만 남은 사례는 <춘면곡>, <처사
가>, <권주가>가 있다. 정경태는 이같이 선율이 없는 가사에 곡조를 붙였으나, 이에 대해 이양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다. “처사가는 本譜대로 저문 날에까지 노래하는 것이 原이며, 傳統이다. 그
런데 홍원기, 정경태는 남은 辭說詩四十五字를 各其 나름대로 먼저 曲調를 번복하여 또 부르니 나는
그리 좋은 인상이 아니다. 十五分이 걸리는 이 노래도 지루하여 中間에 끊고 마는데 또 번복하니 말
이다. 그리하지 말고 더 좋은 노래나 부르도록 정진에 정진을 우리 다 같이 합심을 하자.”
황규남,

십이가사전Ã 70쪽.

이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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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경태가 전승한 가사 중 제9마루는 짧은 단위의 선율형을 이용하여 곡을 붙인
것처럼 자신의 스타일대로 전통을 재창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양교는 남아
있는 형태대로 전승하고자 하였고, 정경태는 끝까지 가창하던 전통을 잇고자 하였
다.
모음분화는 ㅐ,ㅔ, ㅚ, ㅢ에서 일어나며, 고어의 흔적에 따라 ‘ㅣ’를 ‘ㅢ’나 ‘ㅟ’로
모음분화하기도 하였다. 모음이 분화하는 시점은 대개 정경태가 더 빨랐다. 종성은
대개 3소박에 붙고, 느린 음악에서도 자음동화는 적용되었다.

2. <춘면곡>의 시김새와 발성법
1) <춘면곡>의 시김새
(1) 요성
<춘면곡>에는 黃(e♭), 太(f), 仲(a♭), 林(b♭), 南(c'), 無(d♭), 潢(e'♭), 汰
(f'), 㳞(a'♭), 淋(b♭)이 출현한다. 이양교가 사용하는 요성은 평요성, 상요성, 짙은
상요성, 하요성, 퇴요성, 전성 등 6종이고, 정경태가 사용하는 요성은 이에 짙은 하
요성, 세요성을 더한 8종이다.
제1~2마루에서 평요성은 黃(e♭), 仲(a♭), 潢(e'♭)에서 나타나며 정경태의 경
우 林(b♭)에서도 나타난다. 평요성할 때 이양교는 대개 음을 쭉 뻗다가 요성하는
데, 정경태는 음의 시작부터 요성한다. 상요성은 仲(a♭)에서 나타난다. 제1마루의
반복선율이 많은 제2마루에서 仲(a♭)을 상요성하는 경우가 많아,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 상요성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양교의 짙은 상요성은 仲
(a♭)에서 출현하며, 같은 위치에서 정경태는 林(b♭)을 짙은 하요성하였다. 하요성
은 林(b♭)에서 나타나고, 세요성은 정경태만 太(f), 仲(a♭), 林(b♭), 潢(e'♭)에
서 사용하며, 이양교는 太(f)에서 요성하지 않는다.
제3마루는 중간 음역대의 새로운 선율로 구성되고, 후반부에는 이전 마루와 다
른 요성의 쓰임을 보이면서 제1, 2마루와 제4, 5마루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평
요성은 이양교가 黃(e♭)(1)에서, 정경태가 黃(e♭)(1), 仲(a♭)(2)에서 사용하지만
쓰임이 현격하게 줄었다. 대신 상요성이 늘어 黃(e♭)(3/4), 仲(a♭)(5/3)에서 쓰이
는데, 정경태는 太(f)(1)에서도 사용한다. 짙은 요성의 경우, 이양교가 仲(a♭)(5),
黃(e♭)(1)을 상요성할 때, 정경태는 각각 林(b♭)(5), 太(f)(1)를 짙은 하요성하였
다. 이전 마루에서 仲/林에서 나타난 짙은 요성이 黃/太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세
요성은 정경태만 太(f)에서 사용하는데 그 쓰임이 현격히 줄었다.
제4마루는 고음역대의 새로운 선율로 구성되어 곡의 분위기가 다르다. 평요성의
경우 이양교는 仲(a♭), 潢(e'♭)에서 사용하고 정경태는 黃(e♭), 仲(a♭), 無(d♭), 潢
(e'♭), 汰(f'), 㳞(a'♭) 등 보다 다양한 음에서 쓰였다. 상요성의 경우 이양교는 仲(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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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㳞(a'♭)에서 쓰였고, 정경태는 仲(a♭)과 潢(e'♭)에서 사용하였다. 짙은 상요성

은 이양교가 仲(a♭), 無(d♭)에서 사용하였는데, 정경태의 짙은 하요성은 林(b♭)에
서 출현한다. 하요성은 이양교가 林(b♭)에서 사용할 때, 정경태는 요성 대신 이를
장식음화하였다. 세요성은 정경태만 黃(e♭), 太(f), 林(b♭)에서 사용하였다. 1∼3마
루에서 주요하지 않은 음으로 쓰이던 無(d♭)에 평요성이나 상요성이 쓰여, 無(d♭)
가 주요음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5마루는 절정이 나오는 부분으로 음역대가 높고 요성의 사용이 많아진다. 평
요성의 경우 이양교는 潢(e'♭), 仲(a♭), 無(d♭), 㳞(a'♭)에서, 정경태는 潢(e'♭), 仲
(a♭), 㳞(a'♭)에서 사용하는데, 둘 다 潢(e'♭)의 평요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상요성
의 경우 이양교는 㳞(a'♭)에서, 정경태는 仲(a♭), 潢(e'♭), 㳞(a'♭)에서 사용하였다.
짙은 요성의 경우, 이양교가 仲(a♭)에서 짙은 상요성을, 정경태가 林(b♭)에서 짙은
하요성하였고, 보기 드물게 仲(a♭), 無(d♭)에서 짙은 상요성을 하였다. 無(d♭)에 평
요성이나 상요성이 쓰여, 無(d♭)가 주요음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요성
은 이양교가 林(b♭)에서 사용할 때 정경태는 요성대신 장식음화하였다. 처음 출현
하는 퇴요성은 두 가창자 모두 汰(f')에서 사용하여 요성의 다양한 쓰임이 돋보인
다. 세요성은 정경태만 太(f), 仲(a♭), 㳞(a'♭)에서 사용하였다. 제5마루의 전성은
이양교만가 林(b♭), 潢(e'♭)에서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출현음별로 두 가창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黃(e♭)과 潢(e'
♭)은 평요성으로의 쓰임이 두드러진다. 이양교가 쭉 뻗다가 평요성하는데, 정경태
는 대개 음의 시작부터 평요성하는 점에서 정경태의 음악이 민속악의 특징을 보인
다. 仲(a♭)은 이양교의 경우 평요성, 상요성, 짙은 상요성 등 가장 다양한 요성을
보여주지만 짙은 상요성으로의 쓰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林(b♭)에서는 이양교가 하
요성을 사용하지만, 정경태는 그 외에 이양교의 짙은 상요성에 상응하는 짙은 하요
성으로의 쓰임이 두드러진다.
짙은 요성은 이양교는 짙은 요성을 상요성의 형태로만 목을 졸라 내어 소리내지
만 정경태의 경우 상요성과 하요성 모두에서 사용하였다. 특히 이양교가 짙은 상요
성하는 仲(a♭)과 정경태가 짙은 하요성하는 林(b♭)은 <춘면곡>에서 가장 많이 등
장하는 요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나 같은 종류의 요성을 두 가창자가 다소 다
른 방식으로 개성에 따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양교가 세요성을 잘 쓰
지 않는 반면, 정경태는 세요성을 많이 쓴다. 이양교는 黃(e♭)과 潢(e'♭)의 평요성,
仲(a♭)의 상요성과 짙은 상요성, 林(b♭)의 하요성 등 특정 종류의 요성을 사용하는
음이 비교적 일정한 반면, 정경태는 이양교가 쓰지 않는 세요성, 짙은 하요성을 쓰
기도 하고, 無(d♭)와 仲(a♭)에서 사용하여 짙은 상요성을 사용하는 등 보다 다양한
요성을 사용하며, 사용하는 요성의 횟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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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성 및 퇴성
이양교가 추성하는 음은 太(f), 仲(a♭), 林(b♭), 無(d♭), 潢(e'♭), 淋(b′♭)이고,
정경태가 추성하는 음은 太(f), 無(d♭), 潢(e'♭)이다. 潢(e'♭)은 가장 추성을 많이
사용하는 음으로, 제1, 2, 4, 5마루의 林(b♭)-潢(e'♭)-林(b♭), 潢(e'♭)-林(b♭),
潢(e'♭)-潢(e'♭)-林(b♭)의 선율진행에서 두 가창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太(f)
는 淋(b′♭)으로 도약할 때 공통적으로 추성하였다. 無(d♭)의 추성은 潢(e'♭)으로 상
행할 때와 林(b♭)으로 하행하는 선율진행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지만, 仲(a♭) 또
는 太(f)으로 하행할 때에는 이양교만 사용하였다. 仲(a♭)은 이양교가 제1, 2, 4마
루에서 등장하는 太(f)-仲(a♭)-太(f)의 선율진행에서 太(f)로 하행할 때 추성하였
다. 이 때 정경태는 黃(e♭)-太(f)-仲(a♭)-太(f)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仲(a♭)에서
추성 대신 요성을 사용하였다. 또 이양교는 林(b♭)을 仲(a♭)으로 하행할 때, 淋(b′
♭

)을 潢(e'♭)으로 하행할 때 추성을 사용하였다.
퇴성은 無(d♭), 汰(f')에서 나타난다. 제3마루에서 無(d♭)를 林(b♭)으로 진행시

킬 때 퇴성하는 것은 정경태가 1회 더 사용하였고, 제4, 5마루에서 이양교가 汰(f')
를 퇴성할 때 정경태는 선율진행을 바꾸어 장식음 처리하였다.
겹추성을 사용하는 음은 潢(e'♭), 太(f), 林(b♭)이다. 潢(e'♭)에서 㳞(a'♭)으로
진행 시 潢(e'♭)을 汰(f')로, 太(f)에서 潢(e'♭)으로 진행 시 太(f)를 林(b♭)으로,
林(b♭)에서 潢(e'♭)으로 진행 시 林(b♭)을 南(c') 또는 無(d♭)로 두 번 밀어 올렸
다. 겹추성은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나나 정경태의 경우 약간 변형된 선율 진행을 보
인다.

2) <춘면곡>의 발성법
‘속청’은 가늘고 곱게 내는 발성으로 진성[겉소리]이 공명과 울림이 꽉 찬 소리
라 한다면 속청[속소리]은 비어있는 듯 가벼운 소리이다. 가사는 여창과 남창 모두
속청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구사한다. <춘면곡>에서 속청을 쓰는 경우는 첫째,
고음일 경우로 潢(e♭)이상은 대개 속청으로 노래한다. 둘째, 윗음을 장식할 때, 셋
째, 여리게 노래할 때이다.
이양교가 사용하는 ‘방울목’은 순간적으로 속청으로 목을 둥글게 굴려서 소리내
는 것이다. 이양교는 방울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란 노른자같이 목을 굴리라”
고 가르쳤으며11), 이양교가 방울목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그의 악보에서 속청을 활용한 다양한 기호들(

,

,

)를 통해 확인된다.

정경태에게서 사용되는 ‘끊어 부치는 음’은 후두를 붙였다 떼면서 짧은 수식음
을 끊었다가 재빨리 이어 부치는 독특한 장식음이다. 후두를 막았다가 떼면서 음을
11) 2020년 5월 28일 16시경 12가사 전수소에서 이준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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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빨리 끊었다가 잇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목의 기교를 사용하는 것이다. 끊어 부치
는 음은 분명한 음고로 노래하는 이양교와 달리 더 많은 음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
려 음악이 더 복잡하고 화려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다.
두 가창자의 소리구사법을 비교해보면, 이양교는 단전에서 비롯된 단단하고 꿋
꿋한 발성으로 쭉 뻗어내는 음이 깔끔하고 담백한 음을 추구하였고, 정경태는 목소
리가 단련된 기교있는 소리로, 쭉 뻗는 음은 흔들어 마무리하였다. 장식음을 구사할
때도 이양교는 음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정경태는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흘
러내리는 음의 사용이 많다. 또 이양교는 속청과 진성의 대비가 뚜렷하고, 정경태는
그 대비가 크지 않으며 속청대신 진성을 쓰기도 한다. 속청과 결부하여 이양교는 방
울목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그에 비해 정경태는 방울목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예가
없다. 대신 ‘끊어 부치는 음’이라는 목의 기교를 활용한 독특한 장식음을 사용하였
다. 이양교의 방울목과 정경태의 끊어 부치는 음은 그 구사법은 다르지만 노래를 부
를 때 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이양교와 정경태의 발성법 차이
구분

이양교

정경태

단전의 힘에서 비롯된 꿋꿋한 소리

목소리가 단련된 기교 있는 소리

쭉 뻗는 음이 깔끔하고 담백한 음

쭉 뻗는 음은 마무리를 흔듦

동일한 선율에 동일한 장식음

동일한 선율에 다양한 장식음

음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

음의 경계가 불명확한 음 사용.

속청과 진성

속청과 진성의 대비가 뚜렷함

속청과 진성의 대비가 크지 않음
속청 대신 진성 쓰기도 함.

방울목

자주 사용

드물게 사용

끊어 부치는 음

사용하지 않음

자주 사용

소리 구사

장식음 구사

Ⅳ. <매화가>의 음악 특징
1. <매화가>의 마루구분과 노랫말 붙임새
<매화가>는 제1마루∼제10마루와 제11마루∼제13마루로 나누어진다. 제1마루
∼제10마루 중 제1마루의 선율만 다르고, 제2마루에서 제10마루까지의 선율은 같
다. 선율구조가 단순하고 반복이 많으며, 종지선율을 기준으로 마루를 구분하는 데
이견이 없다. 이양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빠르기로 노래하는 반면, 정경태는 제
11마루부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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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당 차지하는 박수는 3음절, 4음절, 5음절에 따라 나뉜다. 3음절은 2박, 9박,
1박을 차지하여 박이 가장 긴 두 번째 음절은 높은 음을 쭉 뻗어내고 풀어주면서
다양하게 변주한다. 4음절은 2박, 7박, 2박, 1박으로 구성되는 경우, 2박씩 엮어지
는 듯하나 7박을 뻗어내면서 3박 계열로 변환하면서 변박으로 재미를 주었고, 3박
을 차지하는 경우는 곡의 중간에서 나타나 안정감을 주며, 3박, 3박, 2박, 1박의 경
우 끝의 2자는 2:1의 비율로 구성되어 강박에서 약박으로 여미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음절의 경우, 두 번째 음절을 2:1의 비율로 노래하여 4음절과 비슷해지는데,
종지선율의 경우 끝의 두 음절을 2박, 4박(쉬는 박 포함)으로 구성한다.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ㅐ’, ‘ㅔ’를 모음분화하는 것 외에 이양교는 ‘옛’을 ‘예이’
로 발음하거나, ‘피(퓌)’에서 모음분화하여 발음하지만, 정경태는 ‘옛’ ‘퓌’ ‘메’ 등에
서 모음분화 하지 않고 발음한다. 또 한 각의 마지막 박에서는 이양교는 종성을 빨
리 붙여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경태는 마지막 박에서도 박을 다 채워 종성을
붙인다. 또한 이양교는 3소박을 유지하여 종성을 붙이고 모음을 연장하하지만, 정경
태는 빠른 박자에 맞춘 2분박 리듬으로 부르게 되면서 이분된 리듬 때문에 투박한
느낌을 준다.

2. <매화가>의 시김새와 발성법
1) <매화가>의 시김새
(1) 요성
<매화가>에서 요성은 ‘평요성’, ‘짙은 상요성’, ‘짙은 하요성’, ‘퇴요성’, ‘세요성
(細搖聲)’, ‘전성(轉聲)’으로, 빠른 곡에서 상요성과 하요성이 쓰이지 않는다. 제1~3
마루에서 이양교가 汰(f')만 평요성한 것에 비해, 정경태는 汰(f')외에도 제1마루에
서는 姑(g), 제2마루에서는 潢(e'♭)을 추성 대신, 제3마루는 姑(g)를 세요성 대신
평요성하였다. <매화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짙은 요성의 경우, 이양교가 林(b
♭

)을 짙은 상요성하였고, 정경태는 南(c')을 짙은 하요성하였다. 이때 음의 위치가

다른 것은 정경태가 원래의 선율을 변형하여 자신만의 선율로 바꿔 부른 것에 해당
한다. 정경태가 사용하는 세요성의 경우, 제1마루에서는 太(f), 南(c'), 제2마루에서
는 潢(e'♭), 南(c'), 姑(g), 제3마루에서는 潢(e'♭), 姑(g) 등 요성음이 고정적이지
않아 유동적이고 비규칙적으로 쓰이다. 전반적으로 정경태의 요성이 사용하는 횟수
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며, 이양교는 평요성, 짙은 상요성이 정해진 음에서만 쓰이는
규칙적인 쓰임을 보인 반면, 정경태는 평요성, 세요성 등 그 쓰임이 유동적이고 비
규칙적인 쓰임을 보인다. 선율이 같은 제2, 3마루를 비교하면, 이양교는 요성음과
요성별 횟수가 일치하나, 정경태는 요성음과 요성별 횟수가 서로 다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양교는 같은 선율을 부를 때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부르지만, 정경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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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율을 다변(多變)하여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양교가 교본과
같은 음악을 하고자 하였고, 정경태는 악보와 다른 즉흥적인 선율을 가감하여 즉흥
적이고 자유로운 예술로서 음악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두 가창자의 음악관의 차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추성 및 퇴성
두 가창자의 추성은 潢(e'♭)-潢(e'♭)-姑(g)의 선율에서 潢(e'♭)에, 겹퇴성은
㴌(g')-汰(f'), 潢(e'♭)-南(c')의 선율에서 㴌(g')와 潢(e'♭)에 나타난다. 추성은
이양교의 사용도가 높으며, 제2, 3마루에서 정경태는 潢(e'♭)의 겹퇴성을 요성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南(c')에서 이양교는 상행진행시 추성하였다. 또 정경태는 姑
(g)-太(f)으로 변형된 선율진행을 추구하면서 姑(g)를 겹퇴성하거나 퇴성하여 퇴성
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2) <매화가>의 발성법
<매화가>는 潢(e'♭)도 속청으로 부르는 다른 가사 곡들과 달리 진성으로 부르
는 潢(e'♭)이 많다. 1번 南(c')-潢(e'♭)의 상향 선율진행, 2번 汰(f')의 지속과 潢
(e'♭)-南(c') 선율진행, 3번 㴌(g')-汰(f')-潢(e'♭)-南(c')의 선율 진행 등에서
潢(e'♭), 汰(f'), 㴌(g')의 음은 모두 속청으로 부른다. 이는 이양교와 정경태 모두
에 해당하나, 정경태는 潢(e'♭)-南(c')를 진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정경태의
청[key]이 그다지 높지 않고, 그의 발성이 속청과 진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이양교는 속청과 진성의 대비가 비교적 확실하다.
이양교의 방울목 사용은 林(b♭)을 짙은 상요성 할 때 나타난다. 南(c')-林(b♭)
의 선율진행 시 林(b♭)을 시작하는 부분에 방울목을 넣어 불렀는데, 시작하는 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빠른 곡에서 정경태의 끊어 부치
는 음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Ⅴ. 결론
지금까지 동일한 전승계보를 잇는 이양교와 정경태의 <춘면곡>과 <매화가>의
시김새와 발성법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가사 음악의 특징은 느린 곡에
서는 보다 다양한 요성이 사용되며, 또 음악이 진행할수록 보다 평요성보다 상요성
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짙은 요성은 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음
이며, 빠른 곡에서는 겹추성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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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는 다소 다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마루 구분을 살펴보면, <춘면곡>의 경우, 이양교는 종지선율에 따라 마
루구분을 하고, 정경태는 시의 사설구조에 따라 마루구분을 한다. 또 이양교는 전승
이 끊겨 불창하는 부분을 억지로 창조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나, 정경태는 원래 가창
하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시만 남아 선율이 전하지 않는 부분에 기존 선율을 붙여
가창하였다. <매화가>는 선율이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로 마루구분이 일치한다.
둘째, 시김새를 살펴보면, <춘면곡>에서 이양교는 평요성, 상요성, 하요성, 짙
은 상요성, 퇴요성, 전성(轉聲) 등을 사용하고, 정경태는 평요성, 상요성, 하요성, 짙
은 상요성, 짙은 하요성, 세요성 등을 사용한다. 평요성 사용 시, 이양교는 음을 쭉
뻗었다가 요성하는 반면, 정경태는 처음부터 요성하거나 세요성을 많이 사용한다.
또 이양교는 仲(a♭)에서 목을 졸라 짙은 상요성을 하였고, 정경태는 林(b♭)에서
짙은 하요성을 사용하였는데, 요성하는 방식과 방향이 다소 다르나 같은 종류의 요
성을 개성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화가>에서는 이양교가 林(b♭)을 짙은
상요성할 때, 정경태는 南(c')을 짙은 하요성하였다.
또 <춘면곡>에서 이양교는 비교적 추성과 겹추성을 많이 사용하고, 無(d♭)에
서 퇴성을 사용하지 않아 우조적인 느낌을 준다. 정경태는 추성을 비교적 적게 사용
하고 겹추성은 선율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無(d♭)에서 퇴성하는 선율이 계면조적인
느낌을 준다. <매화가>는 빠른 곡이므로 겹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발성법을 살펴보면, 이양교는 속청과 진성의 대비가 뚜렷한 반면 정경태
는 속청으로 불러야하는 경우에도 진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양교는 속청과
진성의 순간적인 대비로 효과음을 주는 방울목을 자주 사용하고, 정경태는 본인의
음악이론인 율려상조법과 목의 기교를 사용하여 후두를 떼었다 붙이는 효과로 만들
어지는 장식음인 ‘끊어 부치는 음’을 자주 사용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양교의 <춘면곡>은 꿋꿋하고 강하며, 시김새를 음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반면, 정경태의 <춘면곡>은 장식음적인 시김새가 많고 선
율이 다변화하여 화려하다. <매화가>에서는 중간종지의 골격 선율을 악보대로 ‘南
(c')-林(b♭)-姑(g)’로 부르는 반면, 정경태는 ‘南(c')-姑(g)-太(f)’로 불러 민속
악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양교가 악보대로 노래하며, 동일한 선
율을 동일한 시김새로 불러 교본 같은 음악을 추구한 반면, 정경태는 악보에 표시하
지 않은 시김새나 시가나 음정이 불명확한 장식음을 자주 사용하고, 동일한 선율을
다변화 하게 불러 자유롭고 창조적인 음악을 추구한 것으로 보았다.
이양교와 정경태의 가사 음악은 본질적으로 같은 선율을 노래하지만 시김새와
발성을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드러내어 전통의 창조적 계승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가창자의 음악은 우리가 전승해 나가는 가사 음악의 문화적 전형은
가창자 개인의 음악관과 음악성에 따라 달리 고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석사논문 발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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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잡가는 20세기에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잡가
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잡가가 가진 대중적 파급력에 집중하여 주로 사회적
혹은 문학적 측면에서만 논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잡가의 음악적 연구는 매우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졌다.1) 특히 경기 12잡가와 관련된 음악적 연구를 확인
해보면, 현행과의 비교를 통해 전승 양상을 밝히거나 박춘재의 음악적 특징을 살핀
것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20세기 후반 혹은 그 이후에 불리는
잡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연구가 매우 한정적인 시기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
다.

1) 잡가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백대웅의 “잡가 발생의 시대적 당위성과 전
개 과정: 경기잡가에서 판소리까지”,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Ã 5권(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

예술원, 2002), 307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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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잡가에 관한 음악적인 연구의 하나로 경기잡가 <적벽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적벽가>는 19세기에 가집에 등장한 이래 20세기의 각
종 잡가집에서 그 모습이 확인된다. 그 외의 기록 자료로는 유성기음반의 취입 목록
과 경성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20세기의 경
기잡가 <적벽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 <적벽가>는 유성기음반에 다수 취입되었으나 현재는 한인오 그리고
박춘재의 음원만이 확인 가능하다. 이후에는 이창배, 이은주의 음원을 통해 <적벽
가>의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음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세기 전·후반의 경기잡가 <적벽가> 음원
발매연도

연주자

음반 번호

음반 명(음원 출처)

1907

한인오

COLUMBIA 2779

《한국의 첫 음반 1907》

1927

박춘재

닛보노홍 K223 B

《국악방송 2017년 10월 2일 특별기획》

1950년대

이창배

NSC-095

《이창배의 예술세계》

2000

이은주

SDCD-3005

《이은주 십이잡가》

경기잡가 <적벽가>의 음악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위 표에 제시된 음원
들을 채보하고자 한다. 선율 비교를 위해, 네 연주자의 음고는 모두 동일하게 채보
한 후, 실음과의 관계를 함께 적을 것이다. 이후, 채보된 악보를 비교하여, 장단, 사
설 붙임, 선율, 음계 등 여러 음악적 요소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20세기 전반의 경기잡가 <적벽가>
1. 가집과 잡가집의 <적벽가>
경기잡가 <적벽가>를 수록한 가집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897년에 편찬된
성악원조가곡Ã이다.

調및詞Ã는 1906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기잡가

<적벽가>는 19세기 말 가곡, 시조를 중심으로 편찬된 가집에 함께 수록되는 모습
을 보여 다른 잡가들보다 비교적 일찍 곡명과 사설이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잡가’라는 용어를 문헌명으로 사용한 ‘잡가집’이 다
수 발행된다. 잡가집의 <적벽가> 기록을 살펴보면, <적벽가>는 1914년부터 1976
년까지 대부분의 잡가집에 꾸준히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14년부터
1925년까지는 매해 출판된 여러 잡가집에 실려 있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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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가>의 인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잡가집 중

신구시행잡가Ã,

증보신구시행잡가Ã와

무쌍신구잡가Ã, 그리고

현

행일선잡가Ã는 박춘재와 광무대소리, 홍도, 강진 등의 잡가 명창들의 구술을 기록한
잡가집으로 주목해볼 만하다. 이와 같이 수록된 사설이 ‘박춘재의 소리’임을 명시한
잡가집에 <적벽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당시 <적벽가>를 불렀던 대표적 가창자
로서 박춘재가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렇게 특정 명창의 소리임을 밝힌 기
록들은 잡가집의 사설이 실제 연행되던 노래였음을 확인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장단독습 신편잡가Ã와

가곡보감Ã,

대증보무쌍유행신구잡가Ã에서는 목차의 뒤에

장단을 함께 기록하여, 수록 악곡들이 노래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잡가집이 출판된 지역을 보면 서울, 평양, 대구 등 여러 곳인데, 그중 평양에서
발행된 잡가집인

정정증보신구잡가Ã,

고금잡가편Ã,

가곡보감Ã에는 서도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었다.2) 그런데 이렇게 서도의 음악이 중심이 되는 잡가집에도 경기잡
가 <적벽가>가 수록되었다. 이처럼 지역 특색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평양의 잡가집
에서도 경기잡가 <적벽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1910년대에 경기잡가 <적벽가>
가 서울 및 경기지역의 명창뿐 아니라, 서도 명창의 레퍼토리에도 속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가집과 잡가집에는 <적벽가>에 ‘별’자가 붙은 <별적벽가>라는 명칭도 보인다.
성악원조가곡Ã과

무쌍신구잡가Ã,

현행일선잡가Ã,

증정일선신식잡가Ã를 보면,

<별적벽가>라는 명칭의 악곡을 수록하였는데, <별적벽가>는 수록 순서를 근거로
잡가에 속하는 악곡임을 알 수 있다.

2. 유성기음반의 <적벽가>
<적벽가>는 총 10회 취입되었으며, 20세기 전반기인 1907년부터 1930년대까
지 꾸준히 취입되었다. <적벽가>가 녹음된 유성기음반의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유성기음반의 <적벽가> 현황
발매연도

연주자

곡명

음반번호

복각 여부

1907

한인오

적벽가

COLUMBIA 2779

○

1908

벽도, 채옥

적벽가 제일장

VICTOR 13529

×

1908

벽도, 채옥

적벽가 제이장

VICTOR 13528

×

1911

박춘재

적벽가

NIPPONOPHONE 6082

○

1927

박춘재

적벽가

닛보노홍 K223 B

○

1931

박부용

적벽가

Tombo 500임23 A/B

×

2) 배연형, “잡가집의 장르 분류 체계와 음반 현실”,
2009), 131~148쪽.

한국음반학Ã 제19집(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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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조모란, 김연옥

적벽가

Columbia 40275 A/B

×

1933

이영산홍, 김옥엽

적벽가

Chieron 143 A/B

×

1934

박부용

적벽가

Okeh 1707 A/B

×

1935

정금도

적벽가

Columbia 40763 A/B

×

위 표를 보면, 유성기음반에 <적벽가>를 취입한 연주자는 사계축과 예기 출신
의 명창들임을 알 수 있다.

3. 경성방송국의 <적벽가>
<적벽가>는 1926년부터 1940년까지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에서도 다수 방
송되었던 레퍼토리였다. 경성방송국의 프로그램은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Ã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경성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적벽가>를 불렀던 연주자
들은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연주자보다 그 수가 많다. 그런데 그 출신을 확인하면,
유성기음반의 경우와 같이 사계축 소리꾼과 예기로 나눌 수 있다.
예기 출신의 명창들도 방송에 출연하여 <적벽가>를 불렀다. 그 소속은 대부분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이다. 그러나 1926년 8월 29일의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한남권
번 출신들이 ‘조선노래’라 하여 경기잡가 <적벽가>를 노래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
잡가 <적벽가>는 1920년대 이후에는 남도 출신 연주자들의 레퍼토리로도 수용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경기잡가 <적벽가>는 가집 및 잡가집을
통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1930년대에는 유성기음반에 꾸준히 취입
되었으며, 1927년부터 1940년대까지는 경성방송국에서 지속적으로 송출되었다. 그
리고 그 연주자들을 보면, 사계축 소리꾼과 예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경기잡가 <적
벽가>를 부른 예기는 대부분 한성권번, 조선권번, 한남권번 소속이었다. 이 중 한남
권번에서도 경기잡가 <적벽가>를 불렀다는 것은 <적벽가>가 남도까지 영역을 확
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10년대 발간된 서도소리
중심의 잡가집에 경기잡가 <적벽가>가 포함되었다. 즉, 경기잡가 <적벽가>는 본
래 서울과 경기 지역의 노래였지만 1910년대 이후에는 서도에서, 1920년대 이후에
는 남도소리를 하는 연주자들의 레퍼토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Ã(서울: 민속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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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잡가 <적벽가>의 사설
1. 경기잡가 <적벽가> 사설의 특징
<적벽가>는

삼국지연의Ã의 화용도 부분을 차용한 사설로, 적벽대전에 패한 조

조와 그를 뒤쫓아 화용도로 온 관우를 노래하였다. <적벽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전개된다. 첫 번째로, 조조가 화용도에 도착한 이후, 관우가 이를 뒤쫓는 모습까
지를 해설하고 있다. 다음은 조조와 관우가 대화하는 내용으로써, 대화체로 되어 있
다. 마지막은 관우가 조조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설로, 대화체가 아닌 첫 번째 부분
과 같은 해설로 사설을 진행한다.
이 중 <적벽가>의 조조와 관우에 대화에서는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지
연의>와 다소 달라진다. <삼국지연의> 사설에서 조조와 관우는 서로를 승상과 장
군으로 칭하며 예를 갖추어 대화를 나누나, 잡가 <적벽가>에서는 ‘조조’에 대한 ‘장
군님’의 꾸짖음으로 변모되어 조조를 비하하고 관우를 격상하고 있다.4) 이처럼 경기
잡가 <적벽가>의 사설은 골계미가 크게 두드러진다. 골계미 이외에도 경기잡가
<적벽가>의 사설에서는 다른 특징적인 모습도 나타난다. 경기잡가 <적벽가>에서
는 한시문을 다수 삽입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적인 면에서 골계미가 두드러지는 것과 한시문이 다수 삽입되는 것
은 잡가 사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5) 또한,

신구시행잡가Ã의 사설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는 것은 경기잡가 <적벽가>가 20세기 전반에 이미 잡가의 특성을 가
진 사설을 노래하였음을 나타낸다.

2. 사설의 전개 양상
1) <적벽가>
경기잡가 <적벽가>의 사설을 살펴본 결과, 20세기 초의 <적벽가>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사설의 자수를 늘리는 등 사설 운용이 다소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와 같은 양상은 음악적으로 본다면 리듬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20세기 초에는 리듬
적 측면에서도 창자별로 다르게 연주하는 자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세
기 후반의 사설은 조사까지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경기잡가 <적벽가>
는 20세기 초의 <적벽가>에서 나타나는 창자별 리듬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사설이
4) 김상훈, 앞의 논문, 62쪽.
5) 잡가 사설의 주제가 몇 개로 유형화되었다는 점이 잡가의 큰 특징이다. 그 주제들은 사랑, 유흥,
골계, 그리고 허무와 자연 찬미의 범주로 나타난다. 또한, 잡가 사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한시문이
다수 삽입되었다는 점이다(이노형, “잡가의 골계 표출의 방식”(서울: 한국어문학회) 1998); 정재호,
“잡가고”

민족문화연구Ã 제6집(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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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적벽가
잡가집에 기록된 <별적벽가>의 사설은 조사의 사용에서만 차이가 나타날 뿐,
사설의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별적벽가>의 사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집과 잡가집에 기록된 <적벽가>와 <별적벽가>는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었으나, 같은 사설을 노래하였다. 그런데 <별적벽가> 사설의 끝에서도 “또
제비가하게. 별조였다”, <제비가 별조>에서도 “소춘향가 하나하소. 별조로”라는 사
설을 보여 ‘별’자의 악곡들은 이어 부르는 가창 방식으로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별적벽가>는 <적벽가>와 같은 사설을 노래하나 가창 방식 또는 음악적 내용
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 가집 및 잡가집, 유성기음반 등의 음원 자료에 기록된 <적벽가> 사설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기의 <적벽가>는 <적벽가>와 <별적벽
가>, 두 가지 명칭의 <적벽가>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사설을 비교한 결과 <적
벽가>와 <별적벽가>의 사설은 동일하였다. <별적벽가>는 <적벽가>와 동일한 사
설을 노래하나 가창 방식 또는 음악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적벽가> 사설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적벽가> 사설은 전체적인 내
용과 진행이 동일함을 확인했다. 즉, 20세기 전반부터 현행까지의 <적벽가> 사설
의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적벽
가>의 사설은 고어가 현대어로 바뀌거나, 조사의 사용 등의 작은 차이는 존재했다.
특히 20세기 전반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다른 조사로 바꾸는 등의 창자별 자유가
존재하였다. 이로 인한 가창자별 리듬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바이다. 그
러나 20세기 후반의 창자들의 사설은 조사까지도 동일하였다. 잡가 <적벽가>의 사
설은 20세기 이전에 가집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또는 그 이전에 사설의 내용이 고정
된 것이다.

Ⅳ. 경기잡가 <적벽가>의 음악적 전개 양상
1. 장단
이상에서 장단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잡가집에 기록된 <적벽
가>의 장단은 사설의 구조를 기반으로 6박 장단 두 개가 결합한 12박 장단으로 기
록되었으며, 한인오 역시 6박 장단 두 개가 결합한 12박 구조를 이루는 모습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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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러나 박춘재와 이창배, 이은주의 <적벽가>에서는 6박 장단이 일정한 구
조로 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적벽가>는 박춘재 이후부터는 6박 장
단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세기 전반 연주자인 한인오와 박춘재는 사설의 자수 혹은 내용에 따라
장단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 20세기 후반 이후의 연주자인 이창배와
이은주는 사설에 따른 장단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경기잡가 <적벽가>는 속도에서 변화를 보였다. 20세기의 연주자인 한인
오, 박춘재, 이창배의 속도는 서로 비슷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에 이르러서는 확연히 느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2. 사설 붙임
사설 붙임을 자수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4~6자의 사설 붙임은 네 연주자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자와 7자 사설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7자 사설의 사설 붙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7자의 사설을 노
래할 때 한 박에 두 자의 사설이 붙는 경우, 첫 소박과 마지막 소박에 사설을 붙이
는 다른 연주자들과 달리 박춘재는 첫 소박과 두 번째 소박에 연달아 사설을 붙이
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박춘재 <적벽가>의 전반에 나타나는 박춘재만의 특징이
다. 그러나 소박의 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설 붙임에서는 박춘재, 이창배, 이은주
의 사설 붙임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즉, 사설 붙임 측면에서 20세기 후반의
연주자들은 박춘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선율
선율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선율의 진행을 보면, 20세기 전반
의 선율과 20세기 후반의 선율은 골격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진행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인오와 박춘재의 경우에는 2소박과 3소박을 동시에 활용하여, 20세
기 전반 음악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쉬는 박의 활용 측면서는 한인오를
제외한, 박춘재, 이창배, 이은주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즉 <적벽가>는 20세기
전반과 후반이 달라졌으나, 그럼에도 20세기 후반의 <적벽가>에서는 박춘재 <적
벽가>가 영향을 미친 모습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4. 음계와 시김새
20세기 전반과 후반의 <적벽가>는 음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중심
음을 위주로 음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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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한인오, 박춘재 <적벽가>의 음계와 진경토리

[악보 2] 이창배, 이은주 <적벽가>의 음계와 수심가토리

이처럼 한인오, 박춘재는 모두 ‘레’로 종지하여, ‘레-미-솔-라-도′’의 5음 음계
로 볼 수 있다. 한편 경기소리의 음계 중 하나인 진경토리는 ‘레-미-솔-라-시(
도′)’의 5음 음계이다.6) 이 중 ‘시’는 유동음으로 반음 위인 ‘도′’로 연주되는 경우도
있다.7) 즉 한인오, 박춘재가 사용한 음계는 진경토리와 유사하다.
이창배와 이은주의 <적벽가> 음계 또한 ‘레’로 종지하여 ‘레-미-(솔)-라-도′’
의 5음 음계라 할 수 있으나, ‘솔’은 생략되거나 짧게 지나치는 경과음으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도에서 사용하는 수심가토리와 유사한 음계이다. 수심가토
리는 진경토리와 구성음이 동일한 ‘레-미-(솔)-라-도′’의 5음 음계이지만, 진경토
리와 달리 솔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8) 이를 통해 이창배, 이은주의
<적벽가>는 20세기 전반기의 <적벽가>와 달리 서도소리에 가까운 음계로 변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경기잡가 <적벽가>에 관해 20세기 전반부터 20세기 후반, 그리고
현행까지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경기잡가 <적벽가>는 19세기 말 가집과 20세
기 전반의 잡가집, 20세기 초의 유성기음반에 기록되었다. 그 결과로 20세기 전반
6) 김영운, 국악개론Ã(경기: 음악세계, 2015), 43쪽.
7) ‘시’음이 유동음으로서 ‘도’로 변이하는 현상은 실제 평안도 일대에 분포하는 <쇠스랑질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8쪽); 진경토리의 중요음은 ‘레’와 ‘솔’로, 이 중요음의 음정 차이(완전 4도)가 두 토리의 변
별적 특징이 되는 것이다(이보형, “조(調)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서울: 한국국악학회, 2012), 264쪽).
8) 김영운, 위의 책, 44쪽.

한국음악연구Ã 제5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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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기잡가 <적벽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며, 이후 현행으로 이
어지는 이창배, 이은주의 음원을 통해서 경기잡가 <적벽가>의 20세기 전반부터 현
재까지 전승 양상을 밝혔다.
20세기 전반기의 경기잡가 <적벽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
다. 가집 및 잡가집의 기록을 살핀 결과, 경기잡가 <적벽가>는 대부분의 잡가집에
수록되어 잡가 중에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악곡이었다. 또한, 박춘재 소리를 수
록하였음을 밝힌 잡가집에도 <적벽가>가 수록되어, 20세기 전반기 <적벽가>의 명
창으로서 박춘재가 유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적벽가>는 서도소리를 중심으로 편
찬되는 서도 지역의 잡가집에도 수록되었는데, 이는 서도 지역의 레퍼토리로도 수용
되었음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집과 잡가집에서는 <적벽가> 외에도 <별적벽가>
라는 명칭이 보인다. <별적벽가>는 사설을 근거로 <적벽가>와는 다른 가창 방식
으로 연행되던 악곡임을 확인하였다.
유성기음반과 경성방송국에서 경기잡가 <적벽가>를 연행하였던 연주자들은 주
로 사계축 소리꾼과 예기 출신의 여류명창들이었다. 이에 <적벽가>는 사계축 소리
꾼, 예기와 같은 전문 공연인의 레퍼토리였음을 확인하였다. <적벽가>를 연주한 예
기들의 소속은 대부분 한성권번, 조선권번, 한남권번이었다. 이 중 한남권번의 예기
들도 경기잡가 <적벽가>를 연주하였다는 것은 <적벽가>가 남도 연주자들의 레퍼
토리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경기잡가 <적벽가>는 경기 지역 이외에 서도,
남도로 지역권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 이후 현행까지 경기잡가 <적벽가>의 전승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이와 같다. 가집과 잡가집, 음원 자료의 기록된 사설을 비교하면, <적벽가>의 사설
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전승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전
반 연주자의 경우에는 조사의 활용 등에서 연주자별로 유동성을 보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사설과 조사 모두 고정되어 유동성이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세기
전반의 연주자가 20세기 후반의 연주자보다 다소 자유로웠던 것은 리듬의 측면에서
가창자별로 자유로운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잡가 <적벽가>의 음악적 전개 양상은 장단, 사설 붙임, 선율과 음계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장단의 전개 양상을 보면, 20세기 전반의 연주자들은 사설의 자수
와 내용에 따라 장단을 변형하였으나, 20세기 후반의 연주자들은 사설에 따른 장단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한인오의 경우 <적벽가>의 장단을 6박 장단 두
개가 일정한 구조로 결합하여 12박 구조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나, 박춘재 이후로
는 6박 장단이 고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율을 보면, 한인오, 박춘재, 이창배, 이은주 <적벽가> 선율의 골격은 유사하
나 세부적인 진행에서 20세기 전반과 후반의 연주자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박의 활용에서 20세기 전반과 후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20세기 전반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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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2소박과 3소박을 모두 활용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3소박만을 활용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쉬는 박의 활용에 있어서 박춘재, 이창배, 이은주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의 <적벽가>가 선율의 세부적 진행, 소박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20세기 전반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박춘재 <적벽가>의
영향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음계를 보면, 20세기 전반과 후반의 <적벽가>는 음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20
세기 전반에는 경기소리에 가까운 음계로 불렸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서도소리로
변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세기에는 <별적벽가>라고 하는 다른 음악적 형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적벽가>도 보여 20세기에는 다양한 버전의 <적벽가>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현재는 단 한 가지의 <적벽가>만이 전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적벽가>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적벽가>의 사설은 20세기
전반의 것이 거의 변화없이 전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변화는
계속 진행되어 현재와 같은 <적벽가>가 불리게 된 것이다.

석사논문 발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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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초 여성 음악인들의 대표적인 활동 지역은 서울로서, 많은 수의 음반회
사와 경성중앙방송국이 위치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소속된 다수의 권번도 서울에 존
재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음악문화 향유에 중추적 지역이던 서울은1) 당시 여성 음악
인의 권번 외에도 다양한 음악인과 음악 집단이 존재하였다. 당시 이들의 성격과 활
동 양상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2)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여
1) 일제강점기 대금산조 명인으로 알려진 박종기는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나 서울에 올라와 활동하였
고, 동시대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진 이동백 역시 충청남도 서천군 출신이나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올
라와 활동한 것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 전통음악 명인으로 알려진 많은 수의 음악인들이 상경하여
활동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박종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Ã,

작성자:

이보형,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 %EB% B0%95%EC%A2%85%EA%B8%B0&ridx=0&tot=4));
‘이동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Ã, 작성자: 이보형,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

vi?keyword=%EC%9D%B4%EB%8F%99%EB%B0%B1&ridx=0&tot=9)).
2) 권도희, 앞의 책(2012).

66 학문후속세대 석·박사졸업논문 발표회(2021)

성 음악인의 음악 활동을 ‘기생’이라는 집단으로 통틀어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활
동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속한 각 권번의 정체성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일제강점기 여성 음악인으로 활동했던 기생은 1916년에 시행된 권번 제도 이후
각 권번에 소속되어 음악 활동을 전개하며 각 권번마다 상이한 음악 성향을 보였음
이 그간의 증언과 선행연구3)에 의해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에서 가장 뚜
렷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권번은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이다.
한성권번은 관기 제도의 폐지 이후 경기(京妓)를 중심으로 설립된 최초의 기생
조합으로 광교기생조합을 이어받은 권번이다. 궁중에서 활동하던 관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권번으로서 조선 후기부터 이어지는 궁중의 여악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전
통성이 강한 권번으로 알려져 있다.4)
조선권번은 향기(鄕妓)를 중심으로 하여 1913년에 설립된 다동기생조합에 뿌리
를 둔 대정권번에서 분화하고 경화권번과 통합하여 1923년에 독립된 권번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또한, 조선권번은 삼패로 구성되어 있던 경화권번과 통합되었다는 점에
서 한성권번에 비해 민속성이 강한 권번으로 알려져 있다. 삼패의 주 종목이 좌창
및 입창과 같은 잡가를 주로 다루었다는 선행 연구결과5)를 통해 이들을 수용한 조
선권번의 음악적 성향은 궁중 가무보다는 민속성이 강한 종목에 능한 것으로 인식
되었다.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두 권번에 소속된 여성 음악인들이
권번에 소속되기 이전, 여성 음악인들의 신분과 이력에 기반하여 기술된 것이며, 특
히 극장에서의 공연문화가 주를 이루던 1910년대와 1920년대 중반의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서울 지역의 음악계는 대
중음악⋅서양음악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 음반과 방송시장의 발전에 따라
청각 매체를 통한 가창 종목을 주로 다루게 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
었다.6)
1910년대의 극장 공연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기부터 1927년에 경성중앙방송국
이 개국하고, 1928년에 음반의 전기녹음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1930년대를 전후하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예술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자료원,
채록연구 시리즈(9) 성경린Ã(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_____,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연구 시리즈(5) 김천흥Ã(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참조. ‘한성권번(漢城券番)’,

한국민족문

화대백과사전Ã, 작성자: 권도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439); ‘조선권번(朝
鮮券番)’,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Ã, 작성자: 권도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2433).
4) ‘한성권번(漢城券番)’, 위의 사전.
5) 권도희, ｢대한제국 이후 삼패의 정치학 -“안진소리”의 기호적 의미-｣,
38집, (서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참조.
6) 권도희, 앞의 책(2012), 182~188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Ã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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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음악인들의 음악 활동 양상이 시각예술에서 청각 예술로 변화7)되었으나, 서울
지역 음악계의 변화 이후,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음악적 성향에 관한 연구는 달리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1936년에 종로권번을 포함하여 삼화권번으로 통합되기 이
전까지 독립적으로 두 권번이 존재하던 1928년~1936년에 두 권번의 음악적 성향
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8)
따라서 1928년~1936년의 음악 유통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던 유성기음반과
경성라디오방송을 통해 송출된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의 가창 종
목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음악적 성향을 구명하는 데 목
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SP음반 복각 음원의 목록은 다
음 [표 1]과 같다.9)
[표 1] 연구 대상 음원 정보
장르

곡명

음반번호

발매년도

가창자

정가류
악곡

권주가

Victor49117/A

1931년

조모란
김연옥

연악곡(상)-권주가

Columbia40642/A

1935년

김수정

개성난봉가

Victor49089/A

1929년

표연월
신해중월

박연폭포가

Victor49018/B

1928년

백운선

잡가류
악곡

II. 매체에 따른 권번 별 음악 활동 양상
두 매체에서 연행된 정가류 악곡 중 한성권번이 두각을 드러낸 음악 종목은 시
조이고, 조선권번은 가곡에서 우세하였다. 시조는 ‘시절가조’로서 당시에 유행하던
성악곡으로서 정가류 악곡 중에서 대중성과 유행성이 강조되는 음악이다. 또한, 한
성권번에서 시조를 취입한 여성 음악인들은 대부분이 당시 잡가류 악곡에서 큰 인
기를 누리고 있던 음악인이라는 점을 통해 한성권번은 정가류 악곡 중에서도 정통
성이 강한 음악보다는 유행성이 더 강조되는 음악에 강점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7) 이재옥, ｢1930년대 기생의 음악 활동 고찰｣,

한국음악사학보Ã 제30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3), 600쪽.
8) 1936년 당시

삼천리Ã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당시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정가류 악곡 사범은 각

각 장계춘과 하규일로 존재하나, 경성잡가의 사범은 주영학으로 통일된다. 동일한 사범은 곧 여성 음
악인들에게 동일한 음악적 성향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각각의 음악적 성향이
드러나는 시기는 1936년 삼화권번으로의 통합이 있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9) 20세기 초 유성기음반과 경성중앙방송을 통해 활동했던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은
매우 많다. 그중 타권번으로의 이적 기록 없이 한 권번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활동하고, 음원이 복각
되어 청취가 가능한 여성 음악인의 음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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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두 권번의 음악적 성향은 가사 음악의 가창을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
는데, 한성권번은 서도잡가와 함께 가사를 연이어 가창하고, 조선권번은 시조의 말
미에 가사를 연행하였다. 이러한 가창 경향은 한성권번이 정가류 악곡 중에서도 대
중적이고 유연한 가창이 가능한 음악에 능통하고, 조선권번은 정가류 악곡의 정통성
을 지니고 원칙적인 가창을 요하는 음악을 주로 다루는 두 권번의 음악적 성향을
뒷받침한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잡가류 악곡 중에서 한성권번이 강점을 보인 음악은
경⋅서도지역의 민요와 잡가를 비롯한 신민요로 나타났다. 특히 두 매체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 양상은 한성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이 주로 사당패 소리와 같은 비교적
오랜 전통성을 지닌 잡가류 악곡을 연행했다는 점과 다양한 신민요를 잦은 횟수로
가창했다는 점이다.
조선권번은 한성권번에 비해 정가류 악곡의 연행이 잦았다. 유성기음반과 경성
중앙방송을 통해 연행된 조선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의 가곡은 당시에 유행했던
소가곡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원가곡까지도 연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조선
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이 한성권번보다 가곡 가창에 능숙하고 전문적이었음을 방
증한다. 이에 비해 시조의 가창은 두 매체에서 모두 한성권번에 비해 적은 수로 연
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선권번은 정가류 악곡 중 정통 가곡의 연행이 주를 이루고
이보다 유행성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시조의 가창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의 잡가류 악곡 역시 한성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
과는 차이를 보인다. 조선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은 전반적으로 잡가류 악곡에서
열세를 보이나, 동부 혹은 남도 지역의 잡가류 악곡의 연행은 한성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성권번과 같이 지역의 전통적인 성악곡
에 능숙하기보다는 각 지역에 전승되던 악곡에 다른 지역색을 덧입힘으로써 전통가
창 종목을 다양한 유형으로 연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신민요 가창에
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당시 서울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풍의 음악을 성
악곡으로서만 가창하기보다, 가야금병창 선율에 얹어 노래하거나 남도 소리의 특성
을 가미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각하는 가창 경향이 나타났다.

III. 권번 별 음악장르의 성격
1. 정가류 악곡: <권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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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권번(조모란⋅김연옥)과 조선권번(김수정) 창을 통해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의 <권주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창과 반주 형태에 있어 한성권번은 두 명의
가창자가 대금의 수성(隨聲)가락만을 반주로 사용하고, 조선권번은 한 명의 가창자
가 대금⋅피리⋅해금 등의 다양한 악기로 반주 선율을 연주하였다.
이와 같은 반주 형태는 음악의 여음과도 관련되었는데, 대금의 수성가락만을 반
주로 삼은 한성권번 <권주가>는 전주나 후주에 해당하는 여음 부분이 없이 음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창자의 노래로 구성되었다. 반면, 다양한 악기의 반주가 수반되
었던 조선권번의 <권주가>는 가창의 앞과 뒤에서 반주 선율만이 등장하는 여음 선
율이 출현하였다. 음악의 연행 시간이 한정적인 유성기음반과 경성중앙방송에서 여
음을 포함한 정가류 악곡의 연행이 있었다는 점은 조선권번에서 인식하던 정가류
악곡의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로 인해 조선권번이 한성권번에 비
해 정가류 악곡에 정통 정가류 악곡에 가깝도록 <권주가>를 전문적으로 가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주가>의 사설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가사 붙임에 있어 약간의 차
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권번 간의 차이로 볼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차이가 아니며
두 권번의 정가류 악곡은 선율 표현에 있어 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1) 선율 구성 음
두 권번의 선율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지속음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성권번
에서는 음의 지속에 있어 주로 임종(B♭)을 긴 박에 걸쳐 표현하고, 단락의 종지음
으로 사용한 경우가 잦았던 것에 비해 조선권번에서는 임종(B♭)보다 중려(A♭)나
고선(G) 등의 음을 길게 표현하였고, 이들 음을 종지음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 한성권번은 한 음을 긴 호흡으로 이어서 표현하기보다는 소박 단위에 맞춰 짧은
길이로 끊어 표현하였다. 반면, 조선권번에서는 특정 음을 긴 호흡으로 지속함과 동
시에 인접한 음으로 선율을 진행하여 장식음의 출현이 두드러졌다.
[악보 1] 권번 별 <권주가> 제15⋅16단락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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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소리와 다이내믹(Dynamic)
속소리의 사용에 있어, 한성권번에서는 조선권번에 비해 속소리의 출현이 적었
다. 한성권번에서는 대체로 임종(B♭)을 주축으로 속소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보다 높은 음에서도 속소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일관되지 않
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정 음에서만 단발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
상은 조선권번의 속소리 사용과 상반되는 특징인데, 조선권번은 임종(B♭)을 포함
하여 이보다 높은음에서는 모두 속소리를 사용하였고 임종(B♭)보다 낮은음인 중려
(A♭)에서도 속소리를 사용한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조선권번에서는 긴 길이에 걸
쳐 속소리가 나타나 여러 음에 걸쳐 속소리가 표현되었으며 하나의 ‘구간’을 형성하
였다. 이를 통해 한성권번보다 조선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이 속소리의 표현에 있
어 더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2] 권번 별 <권주가> 제4⋅5단락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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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Dynamic)의 표현에 있어, 조선권번에서는 동일한 음을 지속할 때 점
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를 비롯하여 급격히 작은 음량으로 소리 내는 등
의 다이내믹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한성권번 창에서는 이러한 다이내믹이 전혀 나타
나지 않아 음악적 표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즉, 다이내믹의 사용은 조선권번만의
표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권번이 한성권번에 비해 음악적 표현 기법
이 다양하고 전문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성권번의 <권주가>는 잔가락이나 장식음의 표현이 적고 씩씩하고
비교적 거친 음색으로 표현되고, 조선권번의 <권주가>는 잔가락과 장식음의 출현
이 많아 유려한 선율형을 보였으며 다양한 다이내믹의 사용으로 섬세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3) 요성
요성의 사용에 있어, 한성권번은 비교적 요성의 폭이 넓고 큰 발성으로 소리 내
는 서도소리 요성을 사용한 경우가 잦았으며, 높은 음역에서도 속소리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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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성권번의 발성법이 가미되어 비교적 굵고 씩씩하게 표현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권번에서는 요성의 폭이 좁은 정가 요성을 주로 사용했으며, 이는 높고 얇은 속
소리와 함께 나타나 부드럽고 고운 음으로 표현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권번은 한성
권번의 소리에 비해 부드럽고 섬세하게 가창되었다. 또한, 한성권번에서는 음 간의
진행에 있어 상ㆍ하행의 퇴성과 추성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유려한 선율형을 보였
다. 그러나 조선권번에서는 상ㆍ하행의 퇴성과 추성 출현이 적고 앞꾸밈음을 수반한
채 박을 단위별로 나누어 선율을 진행함으로써 선율이 비교적 명확한 선율로 표현
되었다. 이는 아래 [악보 3]을 통해 알 수 있다.
[악보 3] 권번 별 <권주가> 제8⋅9단락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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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가류 악곡: <개성난봉가>
한성권번에서 가창된 <개성난봉가>는 대부분 2명의 창자에 의해 연행되었고,
조선권번에서는 한 명의 창자에 의한 독창으로만 연행되었다. 이러한 가창 상의 차
이는 음악의 반주와도 연관되어, 한성권번에서는 장구 장단만을 반주로 사용하였고,
조선권번에서는 피리와 단소의 선율악기가 연주하는 수성반주를 수반하였다. 즉, 한
성권번과 조선권번은 음악의 완성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각각 가창 인원과
반주 형태를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 6절과 7절로 이루어진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개성난봉가> 사설에 있
어, 한성권번은 제1절에서 제6절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애정이나 인생의 유한함 혹
은 앞으로의 다짐과 같은 통속적인 주제의 사설을 사용하여 주제의 일관성을 보인
다. 그러나 조선권번은 곡의 후반부에는 한성권번과 마찬가지로 통속적인 사설을 사
용하기도 하였으나, 절에 따라 정가류 악곡인 <관산융마>의 사설을 차용하거나 한
시 어구를 배자 한 경우도 나타났으며 입타령만으로 메기는소리의 사설로 사용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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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 박의 길이
박자를 짧은 박으로 나누어 표현함에 있어 한성권번이 조선권번에 비해 잦은 빈
도로 짧은 박을 표현하였다. 반면, 조선권번은 비교적 각 음이 긴 길이로 지속되었
다. 짧은 박으로 나누어 소리 냄에 있어, 한 박 내에서 한성권번은 박의 앞쪽을 짧
을 박으로 나누어 소리 내고, 박의 뒤쪽을 긴 길이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조선권번
은 박의 앞쪽을 길게 소리 내고 박의 뒤쪽을 짧게 소리 냄으로써 박을 나누는 위치
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악보 4] 권번 별 <개성난봉가> 시김새(제4절 메기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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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구성 음
두 권번의 선율 모두 A-C-D-E-G음의 5음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성
권번은 이보다 높은 C′음의 출현이 잦았고, F음 혹은 B음까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넓은 음역과 다양한 출현음으로 가창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권번은 A-C-D-E-G
음의 5음 외에는 더 높은 음역이나 다른 출현음의 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10)
이와 같은 각 권번의 <개성난봉가>를 구성하는 음역과 출현음의 차이는 곧 각 권
번의 선율에 나타난 잔가락 및 장식음과 연관되었다.

10) 즉, 조선권번의 선율에 나타난 출현음은 현재 반경토리의 음계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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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권번 별 <개성난봉가> 시김새(제5절 메기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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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박을 잘게 나누어 표현하고 다양한 음으로의 진행이 자유로웠던 한성권번의
선율은 잔가락 및 장식음의 출현도 빈번하였다. 반면, 짧은 박의 출현이 적었던 조
선권번은 대부분의 사설이 1자 1음으로 배자 되어, 사용되었던 출현음 역시 한성권
번에 비해 다양하지 않아 잔가락 및 장식음의 출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성권번의 선율은 비교적 화려하고 유려하게 표현되었고, 조선권번은 단조롭고 간
결한 선율형을 보였다.

3) 속소리와 셈여림
조선권번은 속소리와 셈여림을 통하여 음향과 음색 상의 표현을 드러냈다. 한성
권번에서도 속소리가 표현되긴 하였으나, 그 빈도가 조선권번에 비해 적었다. 조선
권번에서는 속소리가 특정 음에서 일시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긴 박에 걸쳐 하
나의 ‘구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아노(piano)와 같은 셈여림을 사용
함으로써 이전의 음향과 확연히 달리 표현되었고, 이로 인해 음향과 음색 상의 변화
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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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권번 별 <개성난봉가> 시김새(제6절 메기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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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음악적 성향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이 유성기음반과 경성중앙방송을 통해 연행한 음악을 정가
류 악곡과 잡가류 악곡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한성권번은 정가류 악곡 중 시조
의 연행이 가장 잦았고, 조선권번은 가곡을 주로 연행하였다. 시조와 가곡이 갖는
음악적 성격에 기하여, 한성권번은 음악적 원칙성이 강조되지 않아 대중이 쉽게 감
상할 수 있는 음악의 향유를 추구하고, 조선권번은 향유 계층에 대한 고려보다 음악
적 정통성을 지닌 악곡을 주로 다루는 성향을 보이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권번의 음악적 성향은 <권주가>과 <개성난봉가>의 가창에서도 나
타났다. 한성권번의 <권주가>와 <개성난봉가>는 모두 두 명의 가창자가 장구 장
단만을 반주로 하여 가창한 것에 비해, 조선권번의 <권주가>와 <개성난봉가>는
는 한 사람의 가창자가 장구를 비롯하여 피리⋅대금⋅해금과 같은 선율악기도 함께
반주 선율을 연주하였다.
이처럼 <권주가>와 <개성난봉가>에 나타난 각 권번의 반주 형태는 두 권번이
주로 연행했던 음악의 성격과 일치한다. 특히 정가류 악곡 중 시조의 연행에 두각을
드러냈던 한성권번은 <권주가>와 <개성난봉가>에 모두 장구 장단만을 편성하고,
가곡을 주로 연행했던 조선권번은 가곡의 관현 반주 수반 원칙에 따라 비교적 가창
의 반주에 선율악기를 수반하는 형태가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을 통해 살펴봤던 <권주가>와 <개성난봉가>의 선율에서도 두 권번의 음
악적 성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권주가>에 출현하는 음의 지속과 종지음의 사용
에 있어, 한성권번은 주로 임종을 긴 호흡으로 지속하고 종지음으로 사용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에 비해 조선권번에서는 임종보다 중려나 고선을 비교적 긴 박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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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종지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음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인접한 음
을 앞꾸밈음이나 짧은 시김새로 사용하여 박 단위로 끊어내며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정 음의 지속과 짧은 길이로 끊어내는 가창 성향은 남창가곡과 여창 가곡의 가창
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뚜렷한 차이 중 하나로서11) 한성권번은 남창 가곡의 가창 성
향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조선권번은 여창가곡의 성향과 유사하게 가창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이는 매체를 통해 연행된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정가류 악곡 중 한성
권번은 남창 시조를 다수 연행하고, 조선권번은 가곡과 여창 시조를 주로 연행했던
경향과 연관된다.
<권주가>와 <개성난봉가>에서 나타나는 두 권번의 속소리와 다이내믹의 양상
은 각 권번의 음악 성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한성권번은 특정 음에서
만 일시적으로 속소리가 사용되고, 높은 음역에서도 속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전반적으로 굵고 씩씩한 음색으로 가창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권번에서는 속소
리의 출현이 잦고 긴 호흡에 걸쳐 선율형 전체를 속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부드럽고 고운 소리로 표현되었다. 나아가 조선권번에서는 크레셴도(crescendo)나
피아노(piano)와 같은 다이내믹(Dynamic)이 속소리와 결합되어 더욱 풍부한 음향으
로 표현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속소리와 다이내믹의 사용 양상은 잡가류 악곡인 <개성난봉가>에서도
두 권번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성권번의 <개성난봉가>는 <권주가>와 마찬가지
로 특정 음에서만 일시적으로 속소리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일관된 특
징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이내믹의 출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조선권번
의 <개성난봉가>에서는 <권주가>에서의 출현 양상과 유사하게 긴 길이에 걸쳐 속
소리가 사용되었고, 다이내믹 역시 수반되었다.
속소리의 사용은 정가류 악곡에서 특히 가곡 중 여창 가곡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다. 이러한 속소리의 사용이 한성권번보다 조선권번에서 더 능숙
하고 잦은 빈도로 출현하였다는 점은 조선권번의 성악곡이 정통 여창 가곡과 유사
한 특징으로 가창되었음을 방증하며, 나아가 조선권번의 여성 음악인들이 한성권번
소속 여성 음악인들보다 전문적이고 전통적인 음악 성향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권번의 <권주가>와 <개성난봉가>를 통해 가창 상의 원칙성과 유동성이 드
러나기도 하였다. 한성권번은 <권주가>의 가창 시, 상⋅행하며 퇴성 혹은 추성하는
경우가 나타나 각 음이 박 단위로 나뉘어지며 하행 혹은 상행하는 조선권번의 선율
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유연한 한성권번의 가창법과 원칙적인 조선권번
의 가창법은 <개성난봉가>에서도 나타났는데, 두 권번의 <개성난봉가>는 모두

11) 이수진, ｢남·여창 가곡의 노래선율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28~230쪽.

A-C-D-E-G의 5음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5음만을 사용하여 음악을 구성한
조선권번과 달리, 한성권번은 그 외에 F음 혹은 B음도 사용하여 비교적 다양한 음
으로 음악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성권번이 조선권번에 비해 유동적이고 자유로
운 가창 성향을 보이고, 조선권번은 한성권번보다 원칙적이고 규격화된 가창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요컨대, 성악곡의 가창에 있어 한성권번은 씩씩하고 힘찬 발성과 표현법으로 비
교적 자유롭고 유연한 음악을 연행하는 성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정가류 악곡
에서는 비교적 유동적인 음악 가창이 가능한 시조의 연행이 잦았고, 잡가류 악곡에
서는 대중성과 통속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악을 연행하였다. 반면, 조
선권번은 명확한 음정과 박자의 표현을 비롯하여 속소리와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가미함으로써 한성권번보다 더 섬세한 가창을 구사하였다. 이에 정가류 악곡에서는
가곡을 주 종목으로 내세웠고, 잡가류 악곡에서도 정가류 악곡의 가창과 유사한 특
징으로 음악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가창 성향은 지금까지 밝혀진 두 권번의 음악적
성향과 상반되는 양상이다. 극장에서의 공연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1910
년~1920년대의 한성권번은 경기와 관기 출신으로 이루어져 정통 궁중 공연문화에
능하고 음악 활동 역시 짙은 정통성을 지닌 음악을 주로 연행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20년대 말~1930년대의 가창 활동에 있어서는 정가류 악곡보다 잡가류
악곡의 활동에 능했으며, 대중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가창 종목을 주로 다루었다. 반
대로 삼패와 향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속적이고 통속적인 음악 활동의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 알려져 있던 조선권번은 잡가류 악곡보다 정가류 악곡에 더 잦은 연
행 양상을 보였고, 원칙적이고 오랜 역사성을 보이는 가창 종목에 능통한 성향을 지
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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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판소리에서 더늠이란 대명창이 스스로 음악적 경륜을 기울이어 소리를 짜서 장
기로 부르던 대목을 가리킨다.1) 권삼득(權三得)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은
현전하는 더늠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권삼득2)이 권마성(勸馬聲)3)을 판소리에 응
용하여 이 대목을 짠 것인데, '설렁제'라 불리며 음악적으로 독창성과 예술성을 이룬
1) 이보형,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

한국음반학Ã 1집, 1991, 1쪽

2) 권삼득(權三得)은 조선 영조 47년(1771) 전라도 완주군 구덕리에서 나서 익산군 남산리에서 살다
가 헌종 7년(1841) 타계한 판소리 명창이다. 그는 흥보가를 잘 불렀고, 설렁제로 흥보가 ‘제비 후리
러 나가는 대목’을 불러 더늠으로 남기었다. 이보형, ｢판소리 권삼득 설렁제｣,

석주선교수 회갑기념

민속학논총Ã, 동간행위원회, 1971, 141-169쪽.
3) 권마성(勸馬聲)은 높은 음으로 길게 외치는 소리인데 다른 부문의 음악에 영향을 주어 높은 음으
로 길게 뽑는 선율로 영향을 주었다. 판소리에서 높은 음으로 길게 질러내는 소리제를 ‘권마성제’라
이르며 순조 때 판소리 명창 권삼득이 내었다 하여 ‘권삼득 설렁제’라 하였다. 이보형, ｢고음반에 제
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

한국음반학Ã 창간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1,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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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볼 수 있다.
훌륭한 더늠 대목은 소리꾼들이 앞 다투어 불러서 오랜 세월을 두고 불리며 명
창제 더늠으로4) 전승되었고, 김창룡, 송만갑, 이화중선 등은 20세기 전반 유성기 음
반에 19세기 명창들의 더늠 소리를 방창한 명창제 음반을 취입하여5) 19세기 명창
들의 더늠 소리가 오늘날까지 전한다. 이중 <제비가>를 권삼득제6) 더늠이라 제시
하고 모방하여 부른 경우는 김창룡의 [Columbia 40249-A]와 이화중선의 [Taihei
C 8267-A 八名唱制(上)]7) 등이 있다.
판소리에서 설렁제는 여러 대목에 수용되어 전승되었다. 흥보가 중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뿐 아니라, 춘향가 중 <군로사령 나가는 대목>, 심청가 중 <삼베전
대 대목>, <남경선인 외치는 대목>, <어전사령 대목>, 적벽가 중 <한 군사 떠들
며 나오는 대목>, 수궁가 중 <벌덕게 용왕께 여쭙는 대목>8) 등이 그 예인데, 설렁
제가 다섯 바탕의 여러 대목에 수용된 것을 통해 설렁제가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 수궁가의 <벌덕게 용왕께 여쭙는 대목> 즉 <신의 고향> 대
목을 통해 20세기의 창자들이 이 더늠 대목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했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20세기를 거치며 염계달 더늠인 경드름과 추천목이
계면조화 되었다는 선행연구9)가 있어서 설렁제의 전승양상이 궁금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이보형이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 대목10)을 임방울이 변질시켜 소리하
4) 송재익, ｢판소리에서 더늠을 통한 이면의 구현 양상｣,

판소리연구Ã 41집, 판소리학회, 2016,

175-176쪽.
5) 성기련,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Ã 30집, 판소리학회,

2010, 183쪽.
6) “판소리에서 ‘제’라는 말은 권삼득제, 고수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더늠’을 뜻하는 경우가 있고,
<송만갑제 춘향가>, <정정렬제 춘향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디’를 뜻하는 경우가 있고, 설렁제·석
화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선율적 특징을 뜻하는 경우가 있고, 동편제·서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파’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이보형, ｢판소리 ‘제(派)’에 관한 연구｣,

판소리 동편제 연구Ã, 태학사, 1998,

58-59쪽.
7) 이보형, 앞의 글(1991), 10쪽.
8) 이보형, 앞의 글(1971), 167쪽.
9) 경드름과 추천목의 변질과 관련된 논의는 성기련의 연구를 참고. 성기련, ｢20세기 염계달제 경드
름의 변모양상 연구｣,

판소리연구Ã 12집, 판소리학회, 2001, 315-387쪽; 성기련, ｢판소리 춘향가

중 고수관제 자진사랑가 연구｣,

한국음반학Ã 6권, 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339-367쪽.

10) 수궁가에 설렁제 대목으로 <신의 고향> 대목의 수용 시기가 궁금하여 옛 창본을 찾아보니
정순·곽창기 창본 수궁가Ã,

심

이선유 창본 수궁가Ã에서 <신의 고향> 대목이 수용되어 불리고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적어도 20세기 초에는 <신의 고향> 대목이 널리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
다.

심정순·곽창기 창본 수궁가Ã,

이선유 창본 수궁가Ã의 <신의 고향> 대목 사설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심정순·곽창기 창본 수궁가Ã 中 “œ운군 방게가 살살 긔여 드러오며 신이 토기를 잡아오리다 신
의 고향이 인간이라 청산벽게 바위 틈에 궁글 ¡르고 수십년을 지¢ 젹에 날버러지 길즘£ 승냥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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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주장11)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은 임
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등 20세기 전·후반기에 걸쳐
다양한 소리 경향을 가진 창자들을 통해 그 전승이 확인되므로 설렁제의 음악적 특
징들이 20세기 흐름 속에서 어떠한 수용과 변용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에 적
합한 연구 대상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전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임방울, 김연수, 조
소옥과 조농옥12), 박동진, 박초월, 박봉술은 모두 동편 계열 수궁가13)를 전승하였
고, <신의 고향> 대목의 경우 사설이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판소리 수궁가의 전승은 주로 동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크게 유성준 계열
과 송만갑 계열로 전승되어 왔다.14) 송흥록-송광록-송우룡으로 이어지는 동편 수
궁가를 유성준과 송만갑이 이은 것으로 임방울, 김연수, 박동진, 박초월은 유성준 바
디 수궁가15)를 이은 대표적인 창자들이며16) 박봉술은 형인 박봉래에게 전승된 송
뷔 다람이 넉울이 오솔이 토기 아©놈 토손이ª지 친¬얏-오니 토기 한 놈 맛나거던 두 발을 « 버
렷다가 -동이를 « 집고 발발발 ¯면 제 아모리 영악¬기로 못 잡아오오릿가…(후략)…” 김진영 외,
토끼전 전집 1Ã, 박이정, 1988, 49쪽. 인용.
이선유 창본 수궁가Ã 中 “[중모리]…(전략)… 행영궁 방게가 열 ±을 ² 벌이고 살살 긔여 드러오
며 신이 가사이다 방긔야 너는 십각이 구존하야 µ기는 잘하나 인적이 얼는 하면 퇴불여전이라 네가
뒤거름을 심섯쓰니 샤세 위태하야 보내지 못하리라…(후략)…” 김진영 외,

토끼전 전집 1Ã, 박이정,

1988, 101쪽. 인용.
11) “임방울이 수궁가에서 씩씩한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을 맛있는 계면조로 바꾸어 소리하였던 것
처럼…(후략)…” 이보형,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Ã 7집, 고려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312쪽.
12) 조소옥과 조농옥은 사승관계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조소옥은 정정렬, 김정문에게 사사
하였고, 조농옥은 김정문, 송만갑, 정정렬 문하에서 판소리를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재명,
조선성악연구회 발자취를 따라서Ã, 채륜, 2020, 153, 221쪽 참고.
13) 현재 전승되고 있는 수궁가의 유파는 송흥록으로부터 각각 유성준, 송만갑에게 이어진 동편 수궁
가와 박유전으로부터 정응민에게 이어지는 서편 수궁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동편 수궁가 <신의
고향> 대목의 경우 창자별로 사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정응민 바디 정권진창 <신의 고향>
대목의 사설을 살펴보면, ‘모래 속의’, ‘수십년의 사올적의’, ‘월중퇴 망월퇴’, ‘소신을 보내시면’, ‘덥썩
집어 잡어다’의 부분이 동편 수궁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권진의 아들 정회석의 박사논문에 제시
된 사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회석, ｢정응민 가계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양상｣,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3, 312쪽 참고.
(<중중모리> 신의고향은 세상이라. 신의고향은 세상이라. 청림백계 산천수 모래속의 잠신하여 수
십년의 사올적의 월중퇴 망월퇴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을 보내시면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덥썩 집어 잡어다 대왕전의 바치리다.) 밑줄은 인용자.
14) 정재근-정응민-정권진-정회석으로 이어지는 보성소리 수궁가가 있으나 전승이 미약하여 본 논
의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15) 유성준(劉成俊, 1874-1949)은 고종초 구례에서 태어나 해방 후 진주에서 작고한 명창이다. 유성
준의 송우룡의 제자이며 정춘풍과 김세종에게도 지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유성준은 전형적인 동편
제 명창으로 특히 수궁가와 적벽가를 훌륭하게 불렀는데, 수궁가의 경우 당대에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정흥수·이경엽, 동편제와 구례 국창 송만갑 전집Ã, 구례문화사, 1999, 99,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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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갑 바디 수궁가를 이은 대표적인 창자이다.17)
같은 동편 수궁가이더라도 유성준 바디(임방울, 김연수, 박동진, 박초월)와 송만
갑 바디(박봉술)를 이은 창자들은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 대목을 어떻게 전승하
고 있는지 또, 같은 유성준 바디 수궁가이더라도 임방울, 김연수, 박동진, 박초월은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각기 독립적인 바디를 구성한 것18)으로 알려
져 있기에, 이에, 동편제 수궁가를 전승한 창자들이 <신의 고향> 대목을 어떻게 소
리했는지 살핌으로써 각 창자의 소리 특성과 그 배경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을지 고
찰해 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등의 창자들이 20세기 전반기로부
터 후반기로 이어지는 판소리 전승의 흐름 속에서 설렁제로 된 수궁가 중 <신의 고
향> 대목에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고유한 음악적 특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
하였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Ⅱ. 권삼득제 <제비가>에 나타난 설렁제 더늠의 음악적 특징
본 장에서는 먼저 권삼득 더늠의 전승 및 <제비가>의 사설구성과 내용을 살펴
보고, 권삼득 더늠 <제비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김창룡의 ‘Columbia 40249-A’와 이보형 소장 <논문과 함께 듣는 유성기음반>
에 수록된 ‘이화중선창 권삼득제 <제비가>’를 바탕으로 권삼득제 <제비가>의 사설
구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특징적 선율형, 단락 종지형, 발성과 시김새, 붙임새
를 중심으로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설렁제 원형(原形)으
로서의 종합적인 음악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1. 권삼득제 설렁제 더늠의 전승과 <제비가>의 사설 구성과 내용
2. 권삼득제 설렁제 더늠 <제비가>의 음악적 특징

먼저 김창룡과 이화중선창 권삼득제 <제비가>의 사설 내용 및 구성에 대해 비
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창룡과 이화중선창 권삼득제 <제비가>의
장단 구성은 김창룡이 25장단, 이화중선이 24장단으로 장단 구성 수에서 유사함을
16) 정광수도 유성준제를 이은 대표적인 창자이나, 분석 대상인 <신의 고향> 대목 음원을 구할 수
없어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17) 최혜진, ｢박초월 바디 수궁가의 전승과 변모 양상｣, 판소리연구Ã 22집, 판소리학회, 2006, 425-429쪽.
18) 최혜진, 앞의 글(2006), 428-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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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둘째, 김창룡과 이화중선은 권삼득제 <제비가>에서 ㉠하사월 초파일 ㉡연자 나
부(가/는) 훨훨 ㉢(덤불)툭 차 후여 ㉣복희씨 맺인 그물 ㉤연비여천에 소리개 보아
도 ㉥제빈가 의심(허고/허니) ㉦제비(를) 몰러 나간다의 사설 부분을 공유하였다.
셋째, 김창룡과 이화중선창 권삼득제 <제비가>의 사설 구성에서 같은 사설을
공유할 때 그 순서가 달랐지만, 사설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넷째, 김창룡창 권삼득제 <제비가>에는 ‘허허 허’, 이화중선창 권삼득제 <제비
가>에는 ‘아 이뤄 이루 허유허유’와 같은 제비를 모는 소리를 흉내 낸 구음형의 가
사가 등장하였다. 이처럼 김창룡과 이화중선은 사설의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선율
과 연관성을 보이며 구조를 반복시키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창룡과 이화중선의 권삼득제 <제비가> 음원을 바탕으로 귀납적 탐
구 방법에 의거하여 선율형, 단락 종지형, 발성 및 시김새, 붙임새를 분석하고, 각각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설렁제의 원형으로서의 음악적 특징을 밝혀보았다.
선율형은 [la-la 반복형], [질러내는 la형], [la-La 하행형], [re 중심 4도 도약
형], [re sol la 중심형], [sol-la 순차진행형], [do′찍고 하행하는 형]의 7가지 선율
형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7가지 선율형은 장단 내, 장단 간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
으로 나타나고, 특정 종지선율과 만나 단락 종지형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단락
종지형은 [최저음 하행 단락 종지형], [la 반복 단락 종지형], [la sol la la 단락 종
지형], [la la sol mi 단락 종지형]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1] 설렁제의 7가지 특징적 선율형
선율형 명칭

선율진행 예시

la-la 반복형

예) la-la-la-la-la-la

질러내는 la형

예) la→

선율형의 의미
la음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la 중심의 선율선을 이끌어가는 선율형
태
la를 길게 장음(長音)으로 지속하는 선율형태

la-La 하행형

예) la-La

la음을 한 옥타브 아래 La로 하행 도약하여 만들어지는 선율형태

re 중심 4도 도약형

예) re-sol-re-La

re음을 중심으로 4도 간격으로
re-sol-re-La의 선율형태

re sol la 중심형

예) re-sol-la/la-sol-re

re음을 중심으로 4도 위 sol로 4도 도약한 후 2도위 la로 상행하거나
la-sol-re로 하행하는 선율형태

sol-la 순차진행형
do′찍고 하행하는 형

예) sol-la-la-sol-la
예) do′-la

이웃하는 sol과 la 두 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선율형태
do′를 꼭짓점으로 삼아 찍고 la로 3도 하행 하여 진행하는 선율형태

상·하행

도약하여

만들어지는

발성 및 시김새는 다음과 같이 8가지 특징으로 정리되었다. ①호령성은 [la]에
서 나타난다. ②속목은 단독으로 출현할 시 [la]에서 나타난다. ③찍는목과 위로 두
번 치기는 [do′]에서 나타난다. ④끊는목은 [la]에서 나타난다. ⑤요성은 [la], [mi]
에서 나타난다. ⑥낚아채기는 [sol-re]의 형태로 나타난다. ⑦속목과 방울목이 결합
되어 나타날 경우 [do′-la]의 형태로 출현한다. ⑧찍는목, ‘위로 두 번 치기’는 주로
[do′]에서 속목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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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 설렁제의 특징적 발성과 시김새

붙임새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되었다. ①권삼득제 <제비가>의 장단은 공통적
으로 3소박 4박의 중중모리장단이다. ②권삼득제 <제비가>의 붙임새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마지막 박이 비워진 형태로 종지감을 확실히 주는 대마디대장단의 유형을
보인다. ③권삼득제 <제비가>의 붙임새는 공통적으로 드물게 주서붙임과 당겨붙임
의 유형을 보인다. ④권삼득제 <제비가>는 공통적으로 장단 내 짧은 휴지(休止)가
나타나고, 이러한 휴지는 선율 진행에서 도약진행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장단의 리듬
감에 변화를 준다.
선율형, 단락 종지형, 발성 및 시김새, 붙임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고유한 음악적 특징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었다.

Ⅲ. <신의 고향> 대목의 창자별 녹음자료를 통한 음악적 분석
본 장에서는 20세기 전·후반기에 활동했던 창자들인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
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을 대상으로 하고, 녹음 시기에 따라 창자들을 20세기
전반기(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와 후반기(박초월, 박봉술, 박동진)로 나누
어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에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어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1. 20세기 전반기의 녹음자료 분석
2. 20세기 후반기의 녹음자료 분석

20세기 전반기에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녹음으로 남긴 창자로는 임방
울, 조소옥, 조농옥이 있다. 이들이 남긴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창법과 시
김새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 대목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선율형과
단락 종지형 등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어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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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la-la 반복형], [la-La 하행형]의 선율형과
[최저음 하행 단락 종지형]의 단락 종지형이 수용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주로 [E
A c^B]의 음 구성을 중심으로 계면 중심의 선율진행이 나타나고 있어 임방울이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 대목을 계면조로 변용하여 불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소옥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la-la 반복형], [do′찍고 하행하는 형]의 설
렁제 선율형 및 [최저음 하행 단락 종지형]이 수용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 대
목의 소리가 첫 소절부터 끝까지 계면으로 일관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조소옥창
<신의 고향> 대목은 조소옥만의 목성음과 창법적 특징, 곡의 속도 등이 <신의 고
향> 대목에 영향을 끼쳐 더욱 계면조의 정서가 심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농옥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설렁제의 선율형인 [la-la 반복형], [do′찍고
하행하는 형], [sol-la 순차진행형]과 [la 반복 단락 종지형]이 수용되어 나타났다.
한편, 조농옥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최저음 하행 단락 종지형]이 변용되어 나
타났고, 전반적으로 [c^B]로 꺾어내는 시김새가 자주 출현하면서 계면조의 선율로
진행되다가, 종지부의 선율이 [A A e c^B A A A E]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E]음
으로 종지하고 있어 조농옥창 <신의 고향> 대목이 계면조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기에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녹음으로 남긴 창자로는 김연
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이 있다. 이들이 남긴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창
법과 시김새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 대목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선
율형과 단락 종지형 등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어 나타
나는지 그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연수창 <신의 고향> 대목은 전반(제1-4장단)과 후반(제5-10장단)으로 나
눌 수 있었는데, 전반은 설렁제로, 후반은 계면조로 되었다. 김연수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으로 [la-la 반복형], [sol-la 순차진행형], [do′찍고
하행하는 형]의 선율형이 수용되어 나타났고, 본래 최저음 [La]로 하행하여 형성되는
[최저음 하행 단락 종지형]의 단락 종지형이 최저음 [Fa]로 종지함으로써 변용되어 나
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박초월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특별한 설렁제의 변용 없이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비교적 잘 수용되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렁제의 선율형으로는
[la-la 반복형], [sol-la 순차진행형], [re sol la 중심형], [do′찍고 하행하는 형]의
4가지 선율형이 수용되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 장단인 제11장단은
[la-la 반복형]의 선율형과 함께 [la]음을 4회 반복함으로써 [la 반복 단락 종지형]
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박초월창 <신의 고향> 대목은 [re], [la], [do′]음을 중심으로 [re-do′
-la]의 선율진행이 유독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re]나 [sol]을 떠는 요성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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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sol],

[la],

[do′]음을

중심으로

[sol-do′-la],

[do′-la-sol],

[do′

-sol-la]의 다양한 선율진행이 빈번히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음악적 특징으로 평조
적 특징이 부각되었다.
박봉술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설렁제의 선율형과 단락 종지형 등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잘 수용되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렁제의 선율형으로는
[la-la 반복형], [sol-la 순차진행형], [re sol la 중심형], [do′찍고 하행하는 형]의
4가지 선율형이 박봉술창 <신의 고향> 대목에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최
저음 하행 단락 종지형]과 [la sol la la 종지형]이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 수용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박동진창 <신의 고향> 대목에는 특히 설렁제의 선율형이 대거 수용됨으로써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비교적 잘 수용되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렁제
의 선율형으로는 [질러내는 la형]을 제외하고, [la-la 반복형], [sol-la 순차진행
형], [re sol la 중심형], [do′찍고 하행하는 형], [la-La 하행형], [re 중심 4도 도
약형]의 6가지 선율형이 수용되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장단인 제
11장단에서 [do′]를 4회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단락 종지형이 형성되고 있어 기존의
[la 반복 단락 종지형]이 변용되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20세기 판소리사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신의 고향> 대목의 전승 양상
본 장에서는 제Ⅲ장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신의 고향> 대목을 취입한 창자들
이 계면조화 양상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20세기 전·후반기 판소리
음악문화사적 접근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20세기 전반기로부터 후반기로 이어
지는 판소리 전승의 흐름 속에서 창자별 소리 경향과 시대적·문화적 흐름에 따라 설
렁제 더늠의 특성이 어떤 변화를 보이며 전승되는지 그 변화 양상과 원인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1. 계면조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
2. 계면조화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20세기에 <신의 고향> 대목을 취입한 창자들 중 계면조화 양상을 보였던 임방
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창 <신의 고향> 대목을 통해 창자별 소리 경향과 시대
적·문화적 흐름에 따라 설렁제 더늠의 특성이 어떤 변화를 보이며 전승되는지 그 변
화 양상과 원인에 대해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네 명의 창자가 20세기에 취입한 <신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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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은 공통적으로 계면조화 되어 변질된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당시 판소리 음악문
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창자별 소리 지향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
여 주목되었다.
임방울은 20세기 전반기 당시 영향력 있던 대중스타였고, 본래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 대목을 대중 취향에 맞게 반드름을 활용하여 계면조화 된 소리로 만
들어 유행시킨 선구자로 추정되었다. 즉, 임방울은 20세기 전반기 시대적·문화적 맥
락 속에서 본래 설렁제인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부를 때 설렁제 본연의
소리대로 하지 않고, 자신만의 계면소리 지향성대로 반드름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설렁제와 계면으로 넘나들 수 있도록 노련하고도 치밀하게 선율을 구성하였다.
20세기 전반기 여성 창자들의 부상과 함께 등장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조소옥과 조농옥은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창극과 단체 활
동을 하면서 당시 유행하였던 소릿조를 좇아 서정성과 기교적인 면이 강조되고, 통
속화된 계면조의 소리를 지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당시 인기 있던
임방울의 소릿조를 모방하여 <신의 고향> 대목을 유성기 음반에 취입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
한편, 1930년대 취입된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창 <신의 고향> 대목의 소릿조
가 계면조로 거의 유사한 이유는 한 면당 평균 3분 30초 가량을 담을 수 있는 유성
기 음반의 시간적 제약성으로 인해 형성된 토막소리와 같은 판소리의 분절적 향유
방식19)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소리의 토막소리 향유
방식으로 인해 짧은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 대목이 당시 유성기 음반에 빈번하
게 취입되는 인기 있는 대목이 되었고, 대중 취향의 통속적 계면 소릿조로 변질되어
대중가요처럼 너도나도 부르는 유행소리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연수는 20세기 전반기를 거쳐 후반기까지 창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창자
로, 연극 중심의 소리를 지향하여 본인의 소리관에 따라 본래 설렁제로 된 <신의
고향> 대목을 전반부는 설렁제로, 후반부는 계면조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연수가 <신의 고향> 대목의 후반부를 계면조로 구성한 것은 김연수가 <신의 고
향> 대목의 사설 이면에 따르는 비장미를 표출시키기 위해 20세기 전반기에 유행
했던 반드름을 활용한 계면 소릿조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세기 후반기에 <신의 고향> 대목을 취입한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의 경우 계면조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을 대부분 수용하여
전승할 수 있었는지, 그 양상과 원인에 대해 판소리 음악문화사적 측면에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세 명의 창자가 20세기 후반기에 취입
한 <신의 고향> 대목은 공통적으로 계면조화 되지 않고 설렁제가 수용된 양상을
19) 임형택, ｢근대미디어와 젠더(Ⅰ)-20세기 초 여성 판소리 창자의 부상｣,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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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각 창자별로 시대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여 주목되
었다.
20세기 후반기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68년 박동진 명창에 의해 판
소리 완창시대가 열리면서 판소리 창자들의 완창 발표회가 확산되었으며 ‘뿌리 깊은
나무 판소리 감상회’와 같은 판소리 감상회가 성행하면서 박봉술과 같은 창자들이 주
목을 받게 되고, 판소리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20) 또, 박초월과 같은 여
성 창자들은 대부분의 여성 창자들이 20세기 후반까지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대
거 이탈하는 흐름 속에서 바탕소리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해방 이후 판소리의 전승과 교육을 이루어내면서 20세기 후반기 판소리를 이끈 주
역21)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박초월은 20세기 전·후반기에 걸쳐 활동했던 창자로, 20세기 전반기에 <신의
고향> 대목을 불렀다면, 시대적 조류의 흐름대로 계면조화 하여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기 전판 판소리의 가치와 판소리의 정통성 회복이 강조
되던 시대적·문화적 흐름에 맞춰 박초월은 자신의 판소리관과 역량에 맞게 미산제
(眉山制) 수궁가를 짰을 것이고, 그중 한 대목인 <신의 고향> 대목을 구성할 때
박초월은 설령 이 대목을 20세기 전반에는 계면조화 하여 불렀더라도, 본래 이 대
목이 설렁제임을 감안하여 설렁제로 이 대목을 복구하여 재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박봉술은 19세기 여러 명창의 더늠 소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전승하여 고조(古
調)적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듯이,22) 박봉술창 <신의 고향> 대목도 설렁
제의 음악적 특징을 변질시키지 않고, 본래 설렁제로 된 소릿조 그대로 전승했던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박동진의 수궁가의 경우 다양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소리를 바탕으로 박동진이
독공을 통해 이룩한 박동진만의 새로운 소리제(인당제)이다. 이처럼, 박동진 바디는
새로 짜여진 소리제라 할 수 있지만, 박동진이 소리제를 구축할 때 20세기 후반기
의 판소리 원형과 정통성을 중시하는 시대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재구성했기 때
문에 <신의 고향> 대목을 설렁제 더늠임을 고려하여 짰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 최동현, ｢문화변동과 판소리｣,
21) 최혜진,

판소리연구Ã 31집, 판소리학회, 2011, 443쪽.

판소리 유파의 전승 연구Ã, 민속원, 2012, 314쪽 참고하여 작성.

22) 성기련, ｢20세기 판소리사의 흐름 속에서 재조명해 보는 고조 명창 박봉술｣,
이정, 2010, 492쪽.

판소리 명창론Ã,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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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설렁제는 전기 팔명창인 권삼득이 만들어 흥보가 중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
을 부르며 새로 짠 더늠으로 권삼득 이후 많은 명창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통해 설렁제 더늠의 전형적인 음악적 특징
들이 20세기를 거치면서 통시적으로 어떠한 수용과 변용양상을 띠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고찰 대상으로 삼은 대상은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이 녹음한 <신의 고향> 음원이다.
제Ⅱ장에서 권삼득제 <제비가>에 나타난 설렁제 더늠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 결과, 김창룡과 이화중선이 남긴 명창제 음반의 권삼득제 <제비가>를 토대
로 사설구성과 내용을 살펴본 후 7가지 선율형, 4가지 단락 종지형, 8가지 발성과
시김새 특징, 4가지 붙임새 특징 등 권삼득 설렁제 더늠 대목 <제비가>의 음악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선율형, 단락 종지형, 발성 및 시김새, 붙임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고유한 음악적 특징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인 양상을 띠었고,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원형을 간직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설렁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20세기 전·후반기에 활동했던 창자들인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을 녹음 시기에 따라 20세기 전반기(임방울, 조소옥,
조농옥)와 후반기(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로 나누어 수궁가 중 <신의 고
향> 대목에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어 나타
나는지 그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20세기 전반기에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녹음으로 남긴 임방울, 조소
옥, 조농옥의 경우 공통적으로 계면조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세기 후반
기에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녹음으로 남긴 김연수, 박초월, 박봉술, 박동
진의 경우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은 설렁제의 선율형과 단락 종지형 등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잘 수용되어 구현된 양상을 보였고, 김연수는 20세기 후반기에 녹
음한 음원자료임에도 전반은 설렁제, 후반은 계면조화 되어 변용된 양상을 띠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신의 고향> 대목을 취입한 창자들
이 계면조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와(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계면조화 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박초월, 박봉술, 박동진) 나누어 20세기 판소리사의 맥
락 속에서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임방울, 조소옥, 조농옥, 김연수 네 명의 창자가 20세기 전·후반기로 취입한
<신의 고향> 대목의 경우 공통적으로 계면조화 되어 변용된 양상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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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 조소옥과 조농옥, 김연수는 20세기 전반기 시대적·문화적 영향력 안에 있던
창자들로 ‘반드름의 활용과 계면조화의 유행’, ‘여성창자의 부상’, ‘창극 양식의 정립’
과 같이 당시 대두되었던 판소리 음악문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창자의 소리 지향
성에 따라 <신의 고향> 대목의 계면조화 양상이 창자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여 주목되었다.
한편, 20세기 후반기 박초월, 박봉술, 박동진에 의해 취입되어 전승되고 있는
<신의 고향> 대목은 계면조화의 양상 없이, 설렁제의 음악적 특징들이 비교적 잘
수용되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기는 ‘여성 창자들의 역할 변
화’, ‘정통성 있는 판소리의 부상’, ‘무형문화재 제도의 영향’과 같은 판소리 음악문
화의 특징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전판 판소리의 전승
과 판소리의 정통성 회복을 강조하던 시대적·문화적 맥락 안에 있던 박초월, 박봉
술, 박동진의 경우 <신의 고향> 대목의 변용 없이 설렁제 본연의 음악적 특징들을
비교적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 20세기 전반기에는 변질시켜 불렀더라도 후반기에
다시 복구하여 전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본고에서 수궁가 중 <신의 고향> 대목을 통해 권삼득 더늠 설렁제의 수
용과 변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권삼득의 더늠 설렁제는 20세기 전반기로부터
후반기로 이어지는 판소리 전승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문화적 맥락과 창자의 소리
지향성에 따라 더늠의 특성이 그대로 수용되거나, 혹 20세기 전반기에 변용되었더
라도 20세기 후반기에 다시 회복됨으로써 전승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사논문 발표 7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 음악에 관한 연구
구희진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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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 최남단의 섬이다. 제주도의 남성들은
주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고, 여성들은 ‘물질’1) 이라는 해
녀 일을 맡아 했다. 어업은 제주도민과 긴밀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으며, 해녀와 어
부들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2)은 제주도민에게 중요한 무속
의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도 내의 각 마을별로 행해지는
데, 오늘날의 영등굿은 굿 하는 날의 상황과 마을에 따라 제차(祭次)가 다르고, 문
헌에 기록되어 있는 제차와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등굿뿐만 아니라 한 마을의 모
든 당굿3)을 담당하는 무당(심방)4)인 ‘당맨심방’5)이 존재하는 마을이 있는데, 당맨
1) 물질이란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2) 제주의 대표적인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 영등굿’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1980년 11
월 17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다.
3) 당굿은 본향당에서 하는 마을굿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당굿에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신과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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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에 따라 굿의 연행양상이 달라지도 한다.6)
기존 제주도 굿음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김윤수7) 심방이 수(首)심방으로 거
행한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행해지는 영등굿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칠머리당 영등굿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제주시 조천읍 함덕
리 영등굿 음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주도 영등굿 음악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본고는 함덕리 영등굿의 상세한 음악
민족지(音樂民族誌, musical ethnography)이다. 음악민족지는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음악연행(musical performance)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며,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음악이라는 문화연행이 행해지는 이벤트를 기록한 것이다.8) 제주도 굿음
악에 관한 상세한 음악민족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본고에서는 영등굿에서 연행되
는 각 제차의 음악과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음악연행의 실체
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 본고에서는 함덕리 영등굿의 음악민족지를 바탕으로
칠머리당 영등굿 음악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 영등굿에서 연행되는 굿음악의 보편

월, 신년의 초복을 기원함), 영등제(2월, 우순풍조(雨順風調)와 해녀 채취물의 풍요를 기원함), 마불
림제(7월, 우마증식(宇馬增殖)과 추곡풍등(秋穀灃登)을 기원함), 시만곡대제(9월, 추수감사제)가 있
다.
4)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심방’이라 한다. 그리고 굿에서 주로 악기를 연주하면
서 조무(助巫) 역할을 하는 무당을 ‘소미(小巫)’라 한다. 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심방’이란 용어
는 1610년에 편찬된 악보인

양금심보Ã에 수록된 <중대엽(中大葉)>을 속칭 <심방곡(心方曲)>이라

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용어는 매우 오래된 용어로 전통음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용식,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Ã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221쪽.
5) ‘메인심방’이라고도 한다. 각 마을에는 그 실정에 따라서 종류를 달리하는 당들이 있다. 그 각당의
사제무는 어떤 한 사람의 심방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심방에 의해서만 각 당의 비념이나 굿은 이루
어진다. 그 심방을 ‘당맨심방’ 또는 ‘메인심방’이라고 한다. 이 당맨심방의 선출은 부락민의 신망이 작
용할 때도 있고, 부자간이면 세습 인계가 되고, 선임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누군가에게 양
도하는 수도 있고, 마을의 무슨 회의 끝에 선정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한 규칙은 없다. 각
당에는 한 사람씩의 메인심방이 있어서 그 당을 관리한다.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민속원, 2013), 43쪽.
6) 굿은 의례이니 정해진 틀에 맞추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행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
이고 무가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골의 반응, 제장의 조건, 경제적 사
정 등 다양한 요인이 연행에 영향을 미친다.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
집 (2011). 270쪽.
7) 김윤수는 1946년 제주시 이도1동 출생으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칠머리당 영등굿 기능보
유자 이다. 그는 2남2녀 중 장남으로 4대째 무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무업에 관심이 없
었으나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16세 때 큰어머니인 문옥선 심방을 따라 다니며 굿을 배우기 시작하였
다. 현재는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외에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불돗당도 매고 있다. 그가 활동
하는 중심지역은 제주시 건입동 산지와 봉개동, 조천읍 일대인 와산리, 신촌리, 와흘리, 조천리, 선흘
리 등지이다.
8) 이용식, 음악인류학Ã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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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함덕리 영등굿만의 음악적 독자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제주도 굿음악의 보편적 특성과 마을굿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 연구된 여러 논문 및 저서와 필자가 현지조사 하고 인터뷰한 자료
를 바탕으로 ‘함덕리 영등굿’의 제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무가의 사설을 채록하였
으며, 각 제차별 무가 및 연물장단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오선보에 다장조로 조옮김
하여 채보하였다. 제차는 가능한 상세하게 구분하였고, 제차의 명칭은 통용되던 것
은 그대로 사용하고 보편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앞과 뒤의 제차명이나 사설내
용에 따라 필자가 새롭게 부여하여 사용하였다.9) 채록작업은 제주어 표기법10)의 기
본원칙을 따르되 심방의 발음을 최대한 살려 들리는 대로 채록하였고, 연행 중 잡음
으로 인해 무가가 잘 들리지 않은 경우 ‘제주학 연구소 아카이브’의 동영상 자료11)
를 참고하여 채록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로 표시하
여 채록하였다. 자손들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실명을 대신하여
김OO등으로 기록하였다.
‘함덕리 영등굿’의 모든 제차를 채보하였으나 음악적 특징이 중복되는 제차는
생략하였다. 무가를 부를 때 떠는 음은 (〰), 흘러 내리는 음은(╮), 끌어 올리는 음
은(◞), 음높이가 정확하지 않고 말에 가깝게 부르는 부분은 음머리를 (x)로 기보하
였다. 그리고 3소박 리듬의 음악에서 완자걸이(헤미올라)로 연행할 경우 리듬을 명
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2잇단음표로 표기하였다. 또한 요령은 ‘*’로 표기 하였고,
제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악보에 (대화), (눈물), (춤), (신칼점), (천문점),
(제비점) 등의 상황을 기입하였다.
필자는 이렇게 채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덕리 영등굿의 연행실제와 악기 사용
양상, 리듬, 박자와 빠르기, 출현음, 중심음, 주요음과 음역, 무가의 유형 등을 분석
하고,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박자가 일정한 경우 박자표를 기입하였고, 자유리
듬으로 연행하는 무가의 경우 가사의 의미단락을 기준으로 마디선의 1/3 길이에 해
당하는 세로선을 그려 넣었다. 출현음은 장식음을 포함하여 악곡에 나타난 모든 음
들을 제시한 것이며, 가온 도’를 기준으로 한 옥타브 아래의 음들은 도로 표기하고,
한 옥타브 위의 음들은 도’’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장식음이나 출현빈도가 낮은 음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중심음(tonal center)은 각 악곡에서 출현횟수가 많고
출현빈도도 높아 종지음 등의 기능을 하여 악곡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음이다. 한
편 주요음은 출현음 중 출현횟수가 많고 출현빈도가 높아 선율의 골격을 이루는 음
9) 예를 들어 <새2림 들어가는 무가>는 <새2림>이라는 무가를 부르기 전에 짧게 부르는 무가 인
데, 정식 명칭이 있는 <새2림> 제차의 이름을 따서 필자가 새롭게 부여한 용어이다.
10)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제주어사전Ã,,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11) http://www.j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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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무가의 유형은 특정한 장단 없이 읊조리는 듯한 음영조, 음영조이면서
장단에 얹어 불러 어느 정도 선율적 요소를 갖춘 음영형 가창조, 장단에 얹어 불러
노래로서의 선율적 요소를 갖춘 가창조로 분류하였다.12)

II.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의 개관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은 영등굿으로서의 보편성과 함덕리만의 독자성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2020년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의 1.성격 2.심방 3.일정 4.점구(占
具) 및 의복 5.악기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성격
함덕리 영등굿은 칠머리당 영등굿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의 안전과 어업 채취물
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굿이지만, 칠머리당 영등굿처럼 환영제와 송별제를 별도의
날짜에 거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덕리 영등굿은 별도의 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
고, 심방과 주민들이 합의하여 하루에 거행한다.

2. 심방13)
제주도의 심방은 세습무와 강신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대대로 심방 일
을 해오던 집안의 자식 중에서 신내림을 받은 자식이 심방이 되어 가업을 잇는다.
칠머리당 영등굿 예능보유자인 김윤수는 4대째 심방일을 해오고 있는 무계(巫系)
집안의 사람이고, 14세 때 신내림을 받아 16세 때 굿판에 나서기 시작했다. 함덕리
영등굿의 당맨심방인 김영철 또한 4대째 심방일을 해오고 있는 무계 집안의 사람이
며, 중학교 재학 중에 신내림을 받았다. 이 사실을 통해 김영철 또한 제주도 심방의
일반적인 입무과정을 거친 제주도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갖는 심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심방은 한 마을의 당맨심방을 맡는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 인근
여러 마을의 당맨심방을 맡는다. 김영철은 현재 함덕리 이외에 신흥, 조천의 당을
매고 있고,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12) 황나영은 제주도 무가를 장단의 유무와 선율의 특성, 반주의 주체 등에 따라 음영조·음영형 가창
조·가창조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음영조는 장단이 존재하지 않고 말하듯이 진행하는 노래형태를
말하고, 음영형 가창조는 장단이 존재하지만 선율적인 특징이 음영조와 비슷한 형태, 가창조는 일정
한 장단이 존재하면서 선율적이며 그 선율이 규칙성과 반복성을 띄는 노래형태를 일컫는다. 황나영,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3) 본 장은 김영철 심방과의 인터뷰(2020.08.13.)를 통해 작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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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기간
외에도 ‘잠수굿’14)이라는 명칭으로 제주도 대부분의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
2020년 함덕리 영등굿은 다른 마을들의 영등굿과는 다르게 ‘초상계’와 ‘가수리
뒤맞이’라는 제차가 추가 연행되었고, 굿 연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
해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와 심방의 몸상태로 악화로 인하여 평소보다 축소시켜
연행하였다. 굿은 연행자나 연행상황에 따라 하위제차들을 추가 편성할 수도 있고,
생략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연행자의 해석에 따라 하위제차들의 연행 순서를 조
금씩 바꾸어 연행 할 수도 있다. 즉, 영등굿의 제차는 상황과 연행맥락에 따른 가변
성을 갖는다.

4. 점구(占具) 및 의복
제주도에서는 심방이 굿을 거행하면서 무점을 치는 점구를 ‘멩두’라 한다. 멩두
는 신칼, 산판(천문·상잔·산대), 요령을 일컫는 명칭인데 심방은 이것들을 상시 집안
에 모시며 자식들이 무업을 세습할 때 물려준다.15) 그리고 함덕리 영등굿에서 심방
이 입는 의복에는 관디차림, 군복차림, 평복차림이 있다. 심방의 무구와 의복은 제주
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함덕리만의 독특한 특징은 없다.

5. 악기
제주도의 기본 무악기는 대양, 울북, 설쉐, 울동맥이 살장구 4종16)이고, 이를
‘연물’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요령이나 바랑이 무점구이자 악기의 역할을 하기도 한
다.

14)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영등굿과 잠수굿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둘 다 잠수들을 중심으로 어업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의례였기 때문이다. 그
래서 영등달에 벌어지면 영등굿이고, 영등달이 아닌 달에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잠수굿이라고 불러왔
다. 즉 영등굿이 곧 실질적으로 잠수굿이요, 잠수굿은 곧 영등굿의 변형이거나 아류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1쪽.
15) 심방들은 이 멩두를 조상이라고 하여 자기의 집안(당주)에 모시고, 무의를 의뢰 받아서 나갈 때
는 ‘누구 누구네 집에 굿이 있으므로 가십시다’라는 내용의 말을 고하고 자루에 넣어서 가지고 간다.
그래서 굿판에서는 무조신의 제상인 공싯상에 올려서 무의를 시작한다. 김형진,「제주도 칠머리당 영
등굿 무가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6) 4종이 전부 갖추어지면 <=진연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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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의 음악민족지
본 장은 함덕리 영등굿의 음악민족지(musical ethnography)로서, 2020년 3월 5
일에 연행된 함덕리 영등굿의 세부제차와 그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제차의 연행에 이루어지는 심방의 행위, 특히 음악과 동작을 상세히 기록하였다.17)
2020년에 연행된 함덕리 영등굿18)의 상위제차는 1.궤문열림·삼석울림 2.초감제·
본향듦 3.초상계·추물공연 4.나까시리놀림 5.요왕맞이 6.선왕풀이·배방선 7.도액막음
8.상당숙임 9.가수리뒤맞이 10.도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위
제차들이 존재한다. 필자가 분석한 2020년 함덕리 영등굿의 세부 재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의 세부제차
제차명

세부제차

(1) 궤문열림·삼석울림

①궤문열림
②삼석울림
①제청설립 무가-각당배례 춤
②베포도업침 무가-제청도업 무가
③날과국섬김 무가-열명올림 무가-연유닦음 무가-제청신도업
무가-산받아분부사룀 무가
④새2림(새2림 들어가는 무가-물감상 무가·춤-부정가임
무가·춤-새2림 무가-벌풀이 춤)
⑤도레둘러뷈(도레둘러뷈 무가·춤1~3-인정받기
무가)-젯북제맞이(젯북제맞이 무가·춤1-무가2)

(2) 초감제·본향듦

⑥군문열림(군문돌아봄 무가·춤-군문인정 무가·춤-군문열림
무가·춤-열린금을 알아봄 무가·점1~6-주잔권잔 무가-분부사룀
무가)
⑦오리정신청궤(오리정신청궤 무가·춤1~2-본향듦
무가·춤1~3-E찌거리 위올림·자손역가·소지올림 무가-바랑탐
무가·춤-서우젯소리 무가-자진서우젯소리 무가·춤-오리정신청궤
무가·춤3-팔문금사진침 무가·춤-오리정정데우 무가·춤-산받아
분부사룀 무가)
⑧초감제·본향듦 마무리 무가

17) 제주도 굿은 의례의 규모에 따라 하위 제차의 편성이 달라진다. 제차의 분합, 가감이 있고, 순서
의 변화도 있다. 이는 각 제차의 위상에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연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2012), 264쪽. 본고에서는 중복되는 제차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여 서술하였다.
18) 제주무가는 단골의 관심도, 제장의 조건,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연행양상이 달라진다.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2012), 259-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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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계·추물공연

①연유닦음 무가-열명올림 무가-살려옵써 무가-공연
무가-주잔권잔 무가-산받아 분부사룀 무가
①나까시리놀림(나까시리놀림 들어가는
무가·인사1~2-나까시리놀림 무가·춤-인정받기 무가-지장본풀이

(4) 나까시리놀림

무가)
②삼천군병질침(=를질지사빔 무가·춤·대화1~2-군병질지사빔
무가-산받아 분부사룀 무가)
③나까시리놀림 마무리 무가

①요왕맞이 들어가는 무가·춤-열명올림 무가-연유닦음
무가-신메움 무가·춤
②요왕질침(요왕질 돌아봄 무가·춤-언월도로 베기
무가·춤-작대기로 치우기 무가·춤-은따비로 파기 무가·춤-돌
치우기 무가·춤-발로 고르기 무가·춤-미레깃대로 고르기
(5) 요왕맞이

무가·춤-먼지쓸기 무가·춤-이슬2리놓기 무가·춤-마른2리놓기
무가·춤-나비2리놓기 무가·춤-요왕2리놓기 무가·행위
–올구멍메우기 무가·행위-무파지2리놓기 무가·춤-인정받기
무가·대화-흥마음2리놓기 무가·행위-산받음 무가·춤-분부사룀
무가)
③요왕문열림(요왕문열림 들어가는무가-초군문~육군문열기
무가·춤-불천수 무가·춤-요왕문열림 마무리무가)

①선앙풀이(선앙풀이 들어가는 무가-영감본풀이
무가-영감청함-서우젯소리 무가·춤)
②씨점
(6) 선앙풀이·배방선

③배방선·씨드림·지드림
④요왕차사본풀이(요왕차사본풀이 들어가는 무가-연유닦음
무가-신메움 무가-요왕차사본풀이 무가-산받아 분부사룀
무가-요왕차사본풀이 마무리 무가)
①도액막음 들어가는 무가-공선가선·연유닦음 무가-신메움

(7) 도액막음

무가-사만이본풀이-열명올림 무가-도액막음 무가-산받아
분부사룀 무가-도액막음 마무리 무가

(8) 상당숙임
(9) 가수리뒤맞이
(10) 도진

①상당숙임 무가-금베릿잔 무가
①가수리뒤맞이 들어가는 무가-공선가선 무가-날과국섬김
무가-연유닦음 무가-가수리뒤맞이 무가-산받아 분부사룀 무가)
①도진 무가
②푸다시 행위

영등굿 대부분의 제차는 심방이 맡아 연행하고 각 제차별 연행자는 거의 비슷하
며 필요와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제차는 소미가 맡아 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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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함덕리 영등굿의 음악분석
본 장은 함덕리 영등굿의 음악분석으로서, 1.연행별 악기 사용 2.리듬 3.무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영등굿의 연행별 악기 사용
함덕리 영등굿의 악기 연주형태에는 (1)무반주(간헐적으로 요령을 흔들거나 대
양을 침) (2)자장구 또는 자북 (3)울북 (4)울북+장구 (5)울북+설쉐+대양의 삼석
연물 5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1)~(4)까지는 무가의 반주로 쓰이고, (5)는 춤,
점, 인사등의 반주로 사용된다.
칠머리당 영등굿에서는 (1)무반주 (2)자장구 또는 자북 (3)울북+장구 (4)울북
+설쉐+대양 삼석연물의 네 가지 악기연주형태가 나타난다. 즉 함덕리 영등굿에만
‘울북’만으로 반주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칠머리당 영등굿은 연물이 안과 밖
의 두 편성인 안팟연물로 구성될 만큼 연물 연주자의 수가 충분한데 반해 함덕리
영등굿에서는 소미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소미가 다음 제차를 위한 준비를 하거
나 제장을 마무리 하는 동안 최소한의 소미가 울북을 연주하는 것이다.

2. 영등굿 음악의 리듬 분석
영등굿 음악의 리듬은 크게 자유리듬과 박절(拍節)리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
부분은 무반주의 음영조 형태로 연행하는데, 이는 일정한 박자 형태를 갖지 않는 자
유리듬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연물이 수반되는 무가나 춤, 점은 일정한 박자형태를
지닌 박절리듬으로 되어있다. 제주도 영등굿의 리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은 3소
박 4박의 삼석연물이다. 삼석연물은 빠르기에 따라 늦은석-중판-Q은석이 있는데,
김영철 심방은 삼석을 각각 하위의 초석-중석-Q은석으로 구분하여 9가지로 세분
한다.

3. 영등굿의 무가 분석
영등굿의 무가는 가창형태에 따라 음영조, 음영형 가창조, 가창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음영조 무가에는 함덕리와 칠머리당 영등굿 둘 다 솔-라-도-레-미와 라-도레-미-솔의 음조직이 많이 나타나지만, 중심음은 다르게 나타난다.
음영형 가창조 무가의 경우 함덕리와 칠머리당 영등굿 각각의 음영조 무가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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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음조직과 중심음을 가지고 있다.
가창조 무가의 경우 함덕리와 칠머리당 영등굿에는 공통적으로 경토리와 가까운
솔라도레미 음계와 신경토리와 가까운 도레미솔 음계가 나타난다.
이상 함덕리 영등굿의 가창방식과 음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칠머리당 영등굿과
비교해본 결과 함덕리의 음영조와 음영형 가창조 무가에는 솔-라-도-레-미 중 솔
이 중심음인 무가가 많고, 칠머리당의 음영조와 음영형 가창조 무가에는 라-도-레
-미-솔 중 라 또는 레가 중심음인 무가가 많다. 하지만 가창조 무가에는 공통적으
로 경토리와 가까운 솔라도레미 음계와 신경토리와 가까운 도레미솔 음계가 나타난
다.

V. 결론
제주도의 영등굿은 어업과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굿으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본고에서는 2020년 3월 5일에 거행된
제주도 함덕리 영등굿의 음악과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음악
연행의 실체를 파악하고 칠머리당 영등굿 음악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도 영등굿에
서 연행되는 굿음악의 보편성과 함덕리 영등굿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함덕리의 영등굿은 김영철 심방이 당을 매고 있는 마을로 5년에 한 번씩 ‘말둥
이 영감님’을 청하여 모시고, ‘초상계’와 ‘가수리뒤맞이’라는 제차를 추가로 편성하여
연행하는 등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함덕리만의 독특한 특색을 갖추었다. 함덕
리 영등굿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덕리 영등굿은 (1)궤문열림·삼석울림 (2)초감제·본향듦 (3)초상계·추물
공연 (4)나까시리놀림 (5)요왕맞이 (6)선앙풀이·배방선 (7)도액막음 (8)상당숙임
(9)가수리뒤맞이 (10)도진의 큰 제차와 그 안의 세부제차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제차는 연행자나 연행상황에 따라 추가 편성하거나 확대, 생략하여 연행할 수 있으
며 순서를 바꾸어 연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함덕리와 칠머리당 영등굿의 [초감제·
본향듦], [요왕맞이], [선앙풀이·배방선], [상당숙임]은 공통적으로 수심방이 중심이
되어 거행하므로 이는 제주도 영등굿에서 중요한 굿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제차마다 ‘무가’와 ‘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 심방이나 소
미가 무가를 연행한 후에는 대부분 춤이 이어서 등장하며, 춤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에는 신칼점, 천문점 등의 점치는 행위나 인사 또는 앞선 무가에서 불렀던 내용의
동작행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무가와 춤이 번갈에 가면서 연행되는 현상은 함덕리
영등굿뿐만 아니라 칠머리당 영등굿을 비롯한 제주도 영등굿의 보편적인 연행 현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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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악기 연주형태에는 (1)무반주(간헐적으로 요령을 흔들거나 대양을 침)
(2)자장구 또는 자북 (3)울북 (4)울북+장구 (5)울북+설쉐+대양의 삼석연물 5가
지 형태가 나타난다. 심방이나 소미가 춤을 출 때 울리는 연물 중 설쉐와 장구는 거
의 같은 가락을 연주하고, 북가락에만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북가락은 기본적으로
오른면을 상하치기 하지만 무가의 반주로 사용될 때는 양면치기를 한다. 이런 악기
연주형태는 함덕리만이 아니라 제주도 영등굿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넷째, 함덕리 영등굿 음악에 나타나는 리듬에는 자유리듬과 박절리듬이 있는데,
대부분의 무가는 자유리듬으로 연행되고 연물이 수반된 무가나 춤·점·인사 등은 박
절리듬으로 연행된다.
다섯째, 무가는 음영조, 음영형 가창조, 가창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가 없었던 제주도 함덕리 마을의 영등굿에 주목하여 칠머
리당 영등굿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 굿음악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각 제차의 내용과 연행자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음들이 다르고, 요성과 퇴성의 위
치19)도 다르며 사례가 한정적이다 보니 함덕리 영등굿의 특징을 제주도 굿음악의
특징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제주도 굿음악의 보편적인 특징
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김영철 심방은 무가마다 요성과 퇴성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장과 굿의 연행상황, 자신이
느끼는 분위기에 따라 연행할 때 마다 다르게 부른다고 하였다. (김영철 심방 인터뷰,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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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금(大笒)은 한국전통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관악기이다. 전통사회에
서 대금은 궁중의 제례나 연향, 민간의 연회나 무속의식, 지식인들의 풍류 등 다양
한 음악장르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음악장르들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정악(正樂)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민속악(民俗樂) 계열이다. 악
기의 구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금의 경우 크게 정악대금(正樂大
笒)과 산조대금(散調大笒)으로 구분하며 때에 따라 시나위대금을 더하여 언급하기
도 한다. 이처럼 지금의 전통음악계에서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악기를 구분하여 사
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초 대금연주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악기구분에 의문이
생긴다. 궁중음악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 소속의 김계선(金
桂善)은 소위 정악 장르의 음악 외에도 민요ㆍ잡가 등 많은 민간음악을 연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요즘 연주자들처럼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을 모두 소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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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따라 악기를 바꿔 사용했을까? 하지만 아예 반으로 부러진 악기를 수리해
가지고 다녔다던1) 김계선이 여러 종류의 악기를 사용했을지는 알 수 없다.
민속악 명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금산조(大笒散調)의 창시자인 박종기(朴
鍾基)는 산조를 비롯한 민속음악 외에 시조반주를 하기도 했다. 한주환(韓周煥) 역
시 염불환입(念佛還入)과 같은 풍류음악을 연주하였다. 이들은 풍류음악을 정악대금
으로 연주했을까? 아니면 오늘날 산조대금으로 연주하는 민간풍류가 전해지고 있듯
이 시조도 산조대금으로 연주했을까? 전자라면 한 악기를 평생 동안 사용했던 옛
연주자들의 성향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후자라면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음악장르에 따른 악기구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20세기 초는 전통음악사회가 해체되고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이
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음악문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2) 이 때의
음악문화는 지금 연행되고 있는 음악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장르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20세기 초의 음악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이 음악장르에 의한 악기구분법이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
행과 같이 자리잡게 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연주자들이 사용하였던 대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기였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과 일치
하는 형태였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대금이라는 악기가 현행
과 같은 양상으로 인식되고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현행 대금의 악기분류명칭 검토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과 같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어왔을까? 사실
정악대금이라는 이름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을 모두 통틀어 정악이라고 인식한 이
후에 가능한 표현이고, 산조대금 역시 산조가 민간 기악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부상
한 뒤에야 가능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기반하여 19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전통음악 관련 개론서ㆍ교본ㆍ연구서 등을 살펴보았다. 각 자료는
20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0세기 전반의 문헌으로는 현대의 전통악기 관련 기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보문헌비고Ã(增補文獻備考, 1908)를 필두로 장사훈(張師勛)의

증

민요와 향토악기Ã

(1948) 등 11종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의 자료에서는 대개 신라 삼죽(三竹)에 대한
1) 張師勛, “젓대의 名人 金桂善氏의 이모저모,”
2) 권도희,
프 이펙트,”

國樂槪要Ã(精硏社, 1961), 293쪽.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Ã(서울: 민속원, 2004); 이진원, “한국 근대 유성기음반과 포노그라
韓國音樂史學報Ã(2014), 제52집, 160-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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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금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증보문헌비고Ã(1908) 이후

조선악개요Ã(朝鮮樂槪要, 1917) 등의 기록이 여

러 자료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이왕직아악부의 기록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1950년대 이후의 20세기 후반 문헌으로는 김기수(金琪洙)의
(1959)을 시작으로 김영운의

악전 첫 걸음Ã

국악개론Ã(2015) 등 31종의 기록을 확인하였다. 서

로 다른 유형의 대금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었는데,
1960년대 중반 박흥수(朴興秀)의 연구논문에서는 이미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이라는
구분이 보인다. 기록에 따라 용어는 다르게 나타나나 각기 다른 두 유형의 대금에
대한 서술은 이후 여러 문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후 전통음악 교육기관의 교과과정과 관련된 듯하다. 1955
년에 문을 연 국악사양성소(國樂士養成所)는 1962년 무렵부터 산조를 가르치기 시
작하였고,3) 민간음악인들을 중심으로 1960년도에 설립된 국악예술학교(國樂藝術學
校)에서는 산조ㆍ대풍류ㆍ농악 등 민간에서 전승되던 종목 전반을 교수하였기 때문
이다. 이처럼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민간음악이 대두되면서 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싣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두 부류의 대금이 지닌 특
성 또한 규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9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자료에 나타난
대금분류명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통음악 관련 주요 문헌의 대금분류명칭
연도

저자

서명/논문명

대금분류명칭

1908

-

증보문헌비고

大笒

1917

함화진

조선악개요

大笒

1926

이왕직아악부

조선아악요람

大笒

1927

이왕직

조선아악기사진첩 건

大笒

1930

안확

조선음악의 연구

大笒(대함)

1933

함화진

조선악기편

大笒

1935

야마다 사나에

조선아악기해설

大笒

1939

이왕직

이왕가악기

大笒

1941

이왕직아악부

제6회 아악생교과철

大笒

1947

성경린

조선의 아악

大笒(젓(笛)대)

1948

장사훈

민요와 향토악기

저(젓대, 大笒)

1959

김기수

악전 첫 걸음

대금(大笒)

1961

장사훈

국악개요

대금(大笒, 젓대)

3) 1960년대 국악사양성소에서 대금산조를 가르친 인물은 한범수(韓範洙)이다. 국악사양성소 출신인
강사준(姜思俊)에 의하면 1962년부터 재직했다고 하나 한범수가 스스로 작성한 이력에는 1964년으
로 되어있고, 국립국악원 기록에는 1965년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한세연, “韓範洙 대금散調의 경드름
가락 硏究”(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쪽 각주 1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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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김기수

1964
1966
1966
1969

대금교본

(미확인)

성경린

한국예술총람

대금(大笒)

이혜구

한국국악기도설

대금(大笒)

박흥수

현행 국악의 음계에 관한 연구

正樂大笒, 散調大笒

김광식 지영희
박헌봉

대금교본

대금, 중금, 당적
쌍골저, 반쌍골저, 맨죽대금

1969

장사훈

한국악기대관

正樂用 大笒, 시나위用 大笒

1972

김호성

대금교범

정악대금, 산조대금

1972

박금애

국악

대금(大笒)

1975

장사훈 한만영

국악개론

대금(大笒, 젓대)

1975

한범수

한범수 대금산조보

大笒

1976

장사훈

국악총론

대금(大笒)

1976

박기환

국악통론

대금(大笒, 젓대, 저)

1979

김기수

대금정악

정악대금(풍류대금), 산조젓대(시나위젓대)

1981

서한범

국악통론

대금(大笒), 산조대금(散調大笒)

1982

이혜구

Korean Musical Instruments

Taegŭm

1983

조성래

초보자를 위한 대금교본

대금(大笒)

한국전통음악전집

정악대금(正樂大笒), 시나위대금

1984

성경린 김기수
이보형 김 용

1984

장사훈

국악대사전

대금(大笒, 젓대)

1988

황규일

서용석류 대금산조

정악대금, 산조대금

1988

Keith Howard

1991

신용문

한범수류 대금산조

散調大笒(六管淸, 五管淸, 四管淸)

1991

임재원

원장현류 대금산조

정악대금, 산조대금

1994

이성천

알기쉬운 국악개론

정악대금, 산조대금

1994

임재원

한주환류 대금산조

정악대금, 산조대금

전통음악개론

풍류대금, 산조대금

A Study of Musical Instruments

Taegŭm for chŏng-ak,

in Korean Traditional Music

Sanjo-taegŭm

1995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Korean Musical Instruments: a
practical guide

Court Taegŭm, Folk Taegŭm

1998

국립국악원

2001

송혜진

한국 악기

정악용(正樂用) 대금, 산조대금(散調大笒)

2007

이진원 김가람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정악대금(풍류대금), 산조대금(시나위대금)

2015

김영운

국악개론

정악대금, 산조대금(시나위젓대)

Ⅲ. 음악연주집단과 대금의 종류
현행 대금을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과 같이 구분하는 관습은 해당 악
기로 어떤 음악을 주로 연주하느냐에 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한 연주
자가 각 장르에 맞는 악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연주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옛 연주자들은 한 악기로 평생을 함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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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그들이 뛰어난 음악성으로 악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언제나 비슷한 장르의 음악만을 연주하였으리라는 가설 또한
설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연주자는 정악 계통의 음악만 연주하고, 어떤 연주
자는 산조를 비롯한 민속악만 연주했기 때문에 한 분야에 특화된 악기만 소장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세기 초반 연주자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
라본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 등의 악기 중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리라 추정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주자가 주로 어느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음악
집단과 관련된다. 전통사회에서 연주자의 음악적 배경은 대개 그가 속한 음악집단에
서 온 것이며, 음악집단의 성향은 곧 음악에 투영되기 마련이다. 즉, 각 음악집단이
지닌 그들 특유의 악곡은 소속 음악인들의 연주성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주자들
은 자신이 속한 음악집단의 음악을 본인의 주요 레퍼토리로 삼았고, 그 음악의 특성
에 맞는 악기로 연주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연주집단과 그들이 사용하던 대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대금연주자가 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음악연주집단은 크게
풍류객집단ㆍ세악수집단ㆍ창우집단이나 각 음악집단은 연주자 및 레퍼토리가 공유
되기도 하여4) 어떠한 종류의 대금을 사용하였을지 구분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음악연주집단을 세 갈래로 나누어 궁중음악 계통ㆍ신청(神廳) 계통ㆍ민간풍
류집단 계통으로 구분해보았다.
궁중음악 계통 음악인 집단에는 지방이 아닌 중앙의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되어
궁중음악을 전담했던 음악인들이 중심에 놓인다. 장악원 소속의 악공들은 풍류방에
도 참여하였으므로 경제풍류(京制風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사실 경제풍류는
‘서울지방의 민간풍류’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겠으나 서울에서의 풍류음악과 삼현육
각 음악은 장악원 악공 외 오군영(五軍營)의 세악수들도 활발하게 연주하였으므로
여기서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와해된 세악수집단 음악인 일
부가 장악원에 흡수되었고 그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가
사실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
신청 계통 음악인 집단에는 주로 지방의 전문음악가들이 속한다. 무속음악과 관
련이 깊으며 시나위ㆍ산조 등의 음악을 연주한 민속악인들이 주요 인물들이다. 이들
은 지방 관아 소속의 악공이나 세악수이기도 했다. 서울지방의 장악원 악공과 세악

4) 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朝鮮後期 細樂手의 形成과 展開,”

韓國音樂史學報Ã(1993), 제11집,

479쪽; 이숙희, “行樂 연주 악대의 종류와 성격: 궁중ㆍ관아ㆍ군영을 중심으로,”
(2004), 제35집, 171쪽; 배인교, “조선후기 무부군뢰(巫夫軍牢) 연구,”
학회, 2009), 제18집, 145-46쪽; 노동은,

韓國音樂硏究Ã

한국무속학Ã(서울: 한국무속

한국근대음악사 1Ã(서울: 민속원, 2015), 11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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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지방 관청 소속의 악공과 세악수들 역시 풍류음악과 삼현
육각을 전담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 계통 음악인들은 무속음악ㆍ삼현육각
음악ㆍ풍류음악 등 지방에서 관(官)의 음악과 민간음악을 모두 도맡아 했던 집단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제풍류(鄕制風流) 중 일부 논의는 여기서 가능할 것
이라 보았다.
민간풍류집단 계통 음악인은 지방의 풍류집단에 소속된 비전문음악가들을 가리
킨다. 이는 가곡이나 줄풍류를 즐기는 집단에서 가객ㆍ율객 중 상당수가 전문음악인
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문음악가란 세습음악인 집안
출신이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민간풍류집단 계통 음악인 중에는 취미로 입문한 경
우가 많으며 그 레퍼토리 역시 대개 향제풍류에 국한된다. 특히 풍류방의 관악 파트
는 전문음악인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관계로 취미객들 역시 전문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래 취미객이었으나 전문가 반열에 올라선 이들도
상당한데, 그들의 주요 연주곡목에 따라 일부 연주자는 신청 계통에서 논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기준에서 20세기 전반기 음반에 음악을 남긴 대금연주자들의 음악적 배
경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소속집단의 음악적 성향과 주요 레퍼토리를
따랐으며 대금 역시 그에 맞는 특색을 지닌 악기로 각기 선택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위 세 갈래의 음악인들은 다른 음악집단의 레퍼토리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
로 일관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들이 소위 ‘다른 장르’를 어떤 악기로 연주하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확인이 필요하였다.

Ⅳ. 20세기 초 대금의 음향학적 분석
20세기 초의 대금연주자들은 당시 어떤 형태의 대금을 사용했을까?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남긴 유성기음반을 살펴보는 것이다. 20세기 초
반은 한국에서의 유성기음반문화가 처음으로 역사를 써내려간 시점이다. 당시 대금
명인들이 남긴 음원을 직접 들어본다면 그들이 어떠한 악기를 사용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금의 구분에 있어 가장 큰 요소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준 음고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대금에서의 기준 음고는 크게 두 가지로 거론된다. 하나는 3공까지 막고 내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6공까지 모든 지공을 막고 내는 소리이다. 율명으로 치환하
면 전자는 황종(黃鍾), 후자는 임종(林鍾)에 해당하는 음이 난다. 오늘날 정악대금
은 황종이 E♭, 임종이 B♭인 악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산조대금은 대개 황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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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임종이 C인 악기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20세기 초반의 유성
기음반을 살펴본다면 당시 대금 명인들이 어떠한 음고로 연주하고 있으며 어떤 종
류의 악기를 사용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다만 실제 연주현장
에서는 취구의 움직임이나 안공법의 차이 등을 통해 기준 음고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세한 음정변화보다는 평으로 힘있게 뻗는 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유성기음반에 음악을 남긴 가장 이른 시기의 연주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는 최학봉은 임종이 A, 황종이 D에 가까운 악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학봉
의 제자로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음반을 취입한 대금연주자 김계선은 임종이 B♭,
황종이 E♭에 수렴하고 있다. 그는 풍류음악 외 민요반주에서도 동일한 대금을 사용
했다. 자타공인 김계선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김성진 역시 임종이 B♭, 황종이 E♭
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악대금은 20세기 초 이후 점차 그 음고가
높아져왔으며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남도시나위권의 박종기는 황종이 F, 임종이 B로 나타나 현행 산조대금보다 다
소 낮은 악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조반주에서도 동일한 음고가 확인되는 것
으로 보아 박종기는 산조 독주와 시조반주에 같은 악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한주환은 음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그의 힘찬 성음과 취법을
고려해볼 때 황종이 F#에서 G, 임종이 C#에서 D 사이로 나타나는 대금이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한범수는 황종이 F, 임종이 C로 음의 유동이 크지 않고 평균율에 근
접한 편으로 나타났다. 시나위더늠 대금산조의 강백천은 황종이 G#, 임종은 D와
D#사이로 측정되고 있다. 이는 소리더늠 대금산조 연주자들 중 음고가 높은 편이었
던 한주환에 비해서도 반음에서 한음 정도가 높은 수치로, 오늘날 산조대금과 시나
위대금의 차이가 20세기 초에도 동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편재준은 산조
와 풍류 연주에서 모두 임종이 B로 나타나고 있으나 황종은 각각 F와 E로 구분되
고 있다. 다만 고령에 연주하였다는 점, 음색으로 보아 악기가 메마른 상태에서 연
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이 마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시나위권의 방용현은 황종이 D#, 임종이 A로 박종기보다 낮으며 최학봉보
다 살짝 높은 음고로 나타나고 있다. 이충선은 음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황종이
F~F#, 임종이 C에 가까운 악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광식은 황종이 F#, 임종이
C#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방용현과 박종기 등 초기 연주자들은 현행보다 낮
은 음고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후세대 연주자에서 그 음고가 조금 높아지는 모습
이 확인된다. 신청 계통 음악인들의 음고는 대개 황종이 F#, 임종이 C#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앞서 궁중음악 계통 음악인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청 계통 음악인
들의 대금 역시 20세기 이후 점차 그 음고가 상승하였으며, 이것이 현행 산조대금
과 시나위대금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김태문의 음악으로는 1980년대의 녹음본만 전하므로 이를 통해 20세기 초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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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집단의 대금에 관해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로 살펴보자면, 그는
현행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대금이
크게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의 두 부류로 정착된 시기이므로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종류의 대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의
연주에서 독특한 것은 그가 대금산조를 산조대금으로 연주한 음원과 정악대금으로
연주한 음원을 모두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각 계통의 음악인들이 모두 각각의 특색을 지닌 대금을 사용하여 그
음고에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며, 20세기 이전부터 활동한 초기 연주자들에 비해 후
대에서 점차 그 음고가 높아져 현행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으로 정착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주자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연주
집단의 음악적 성향에 맞춰진 악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악장르를 소화하였다. 즉,
오늘날과 같이 음악장르에 따라 악기를 바꾸어가며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20세
기 초 대금연주자들은 자신의 주요 레퍼토리에 맞는 한 종류의 대금을 사용하여 현
재 판이하게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 음악까지 연주하였다. 이는 김계선과 박종기가
서로 다른 유형의 대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 각각의 음악 내에서는 모두 동일한
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풍류음악이다. 궁중음악 계통, 신청 계통,
민간풍류집단 계통 음악인들이 모두 공유하였던 연주곡목이 바로 풍류음악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풍류음악이 궁중과 민간에서, 서울과 각 지방에서 서로 다른 모습
을 간직한 채 전해오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궁중 악인이 민간에서 연주할 때는 궁중에서 그들이 사용하던 악기로, 신청의 공인
이 풍류방에서 연주할 때는 그들이 신청음악에 사용하던 악기로 연주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장르의 음악 내에서도 그 기준음고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보인
다.

Ⅴ. 20세기 초 대금의 존재양상
오늘날에는 음악장르에 따라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 등 각기 다른 유
형의 악기를 사용하지만 20세기 초의 대금연주자들은 음악장르에 따라 악기를 구분
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용하던 대금은 소속집단의 특성과 개별 연주자들의
음악적 성향에 맞춰져 있는 악기였다. 여기서 특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
데, 하나는 다양한 규격의 악기가 산조대금에서만 발견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산조대금 뿐만 아니라 정악대금 내에서도 다양한 규격의 악기가 존재했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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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하나는 어떤 집단의 대금이라도 현행 대금이 20세기 초에 비해 그 기준
음고가 점차 높아진 형태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세기 초반까지 대금이 현재보다 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대금들이 차츰 사라지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대두된 연주
실천 및 중등고등교육과정 내에서의 대금교육에 따른 ‘과학적 표준화’에 대한 논의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1950~60년대는 여러 국악전문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무형
문화재 제도가 마련되는 등 “속히 규격화하여 통일된 음고를 지켜야”5) 함에 대한
당위성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약한 초창기 연주
자들에 비해 해방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친 후세대 음악인들의 음고가 거의 비슷
하게 통일되어 나타나는 현상에서 짐작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상정하게 된다. 20세기 초 이렇게 다양
한 유형으로 대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다. 일례
로 방용현과 박종기ㆍ최학봉ㆍ김점석의 사례는 경기 남부의 음악과 서울지방의 음
악에 사용된 악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인들의 출신ㆍ활동지역에
따라 대금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음악인들의 출신ㆍ활동지역에 따른 대금 음고

한강
이북

서울

녹음 시기

연주자

황종 음고

임종 음고

1920년대

최학봉

D

A

방용현6)

D#

A

1930년대
1950년대

경기
한강
이남

전라

1960년대

E

♭

B♭

김성진

E

♭

B♭

이충선

F#

C

김계선

김광식

F#

C#

1930년대

박종기

F

B

1950년대

한주환

F#

C#

1960년대
1970년대

한범수

F

C

편재준7)

F/E

B

강백천8)

G#

D~D#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음악인들의 사승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김계선에게서 대금
을 학습한 많은 신청 음악인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악기를 사용하는 까닭에 대한
5) 金琪洙,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六八號 大笒散調(姜白川)Ã(1970), 794-95쪽.
6) 경기시나위권의 음악인이나 그가 음반에 남긴 유일한 대금음악은 서울음악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
의 대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7) 현재 남아있는 편재준의 음원은 이미 정악대금ㆍ산조대금의 분류체계가 자리잡은 1960년대에 녹
음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 악기를 바꾸어 사용함.
8) 시나위더늠 음악인이므로 소리더늠 음악인들에 비해 악기의 음고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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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가 발견된다. 지영희와 같은 인물이 현행 산조대금에 해당하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가 한강 이남 출신이기 때문이고, 새남굿 연주자들은 한강 이북의 옛 서울지
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악대금’이나 ‘산조대
금’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악기 유형에 대해 생각케 한다. 이에 대해서
는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한편, 지금의 음악 장르 구분법에 따라서 20세기 초 연주자들이 사용하였던 대
금의 음고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면 장르에 따라 음고가 일치하지 않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음악 장르에 따른 대금 음고

평조회상
독주곡 상령산

연주자

녹음시기

황종 음고

임종 음고

최학봉

1920년대

D

A

김계선

1930년대

E

♭

B♭

♭

B♭

김성진

1950년대

E

김계선

1930년대

E♭

B♭

한주환

1950년대

F#

C#

편재준9)

1960년대

E

B

방용현10)

1930년대

D#

A

취타 풍류

최학봉

1920년대

D

A

가곡

최학봉

1920년대

D

A

줄풍류
삼현육각 음악

청성곡
시조
경기민요
남도민요

산조

♭

B♭

김계선

1930년대

E

김성진

1950년대

E♭

B♭

박종기

1930년대

F

B

♭

B♭

김성진

1950년대

E

김계선

1930년대

E♭

B♭

김광식

1960년대

F#

C#

박종기

1930년대

F

B

박종기

1930년대

F

B

강백천11)

1970년대

G#

D~D#

이충선

1960년대

F#

C

한주환

1950년대

F#

C#

한범수

1960년대

F

C

편재준12)

1960년대

F

B

얼핏 혼종적으로 보이는 이 양상은 20세기 이전부터 확인되는 음악연주집단의
9) 각주 7 참고.
10) 각주 6 참고.
11) 각주 8 참고.
12) 편재준의 해당 녹음은 고령에 연주하였기 때문에 임종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기수의 기록에 의하면 편재준의 산조대금은 전폐음 임종이 C인 악기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고. 金琪洙,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六八號 大笒散調(姜白川)Ã(1970), 7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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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비롯하여 출신지역 및 교류집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
된다. 또 다른 면에서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예컨대 지역 음악인들
의 상경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빚어낸 음악인들간의 교류나 독주무대의 활성화
등도 그 배경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음악인들에 비해 현재로
올수록 후대의 음악인들에게서 대체로 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은 기악음악에서
의 고음화 현상 외에 오늘날의 합주대금ㆍ독주대금과 같이 연주현장의 변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한다.

Ⅵ. 결론
오늘날 대금은 사용되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20세기 초 대금연주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악기
구분에 의문을 갖게 된다. 당시 연주자들은 그들의 소속집단이나 대표연주곡목과 구
별되는 다른 장르의 음악 역시 폭넓게 연주하였기 때문이다. 한 악기를 평생 동안
사용한 경우가 많았던 전통사회 음악인들의 이러한 사례는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되
고 있는 음악장르에 따른 악기구분법이 당시에도 통용되었을지 재고케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대금이라는 악기가 현행과 같은 양상으로 인식되고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9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문헌에 나
타난 악기분류명칭을 검토하고, 전통사회의 음악연주집단을 비롯하여 20세기 초 대
금연주자들의 음악배경과 활동을 살폈으며, 그들이 남긴 유성기음반 속 음악들이 실
제 어떠한 대금으로 연주되었는지에 대해 음향학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일련의 과정
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과 같이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각 악기의 특성을 고착화시킨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다만 함화진(咸和鎭)이

조

선악개요Ã(朝鮮樂槪要, 1917)에서 ‘민간음악에 대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20세기 초에도 서로 다른 유형의 대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세기 초 연주자들이 사용하던 대금은 음악장르가 아니라 소속집단에 따
라 구분된다. 궁중음악 계통ㆍ신청(神廳) 계통ㆍ민간풍류집단 계통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음악집단의 연주자들은 소속집단의 음악적 성향 및 주요 연주곡목에 맞는 악
기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속집단의 주요 연주곡목에 맞춰진 악기를 이
용하여 다른 음악집단의 레퍼토리를 연주하였다.
셋째, 20세기 초 연주자들이 사용하던 대금은 오늘날에 비해 그 기준 음고(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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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가 낮다. 20세기 초 궁중음악 계통 연주자들이 사용하였던 대금은 황종(黃鍾)이
D, 임종(林鍾)이 A였으나 세대를 거치며 점차적으로 음고가 높아져 황종이 E, 임종
이 B에 가까운 현행 정악대금으로 정착하였다.
신청 계통 음악인들이 사용하였던 대금은 궁중음악 계통에 비해 음고가 다소 높
다는 특징을 지니고 전승되어 왔는데, 대체로 황종이 F#, 임종이 C#인 경우가 많
다. 신청 계통 음악인들의 대금 역시 궁중음악 계통과 마찬가지로 초기 연주자들에
비해 후대로 올수록 음고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현행 ‘정악대금ㆍ산조대금ㆍ시나위대금’은 20세기 초 음악집단과 연
주자에 따라 역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했던 대금이 점차 표준화되어 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초 연주자들의 음악을 연구하는데 있어 오늘날 통용되
고 있는 음악장르에 따른 악기구분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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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대금의 지법연구
-6관·5관·4관을 중심으로-

오양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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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대금의 지법연구
-6관·5관·4관을 중심으로오영수(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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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한국의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대금은 크게 정악대금(正樂大笒)과 산조대
금(散調大笒)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최근 음색의 다양성을 위한 악기 재질의 변화,
음역의 확장 및 이동을 위한 악기 규격의 변화, 음정의 정밀도와 연주의 기능 향상
을 위한 보조장치(key) 장착 등 다양한 음악적 요구로 제작되는 개량대금(改良大
笒) 또한 창작 현대음악(contemporary-music) 분야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중 산조대금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기본형의 대금인 정악대금과 대별(對別)하
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외형과 구조는 정악대금과 같지만, 악기의 전체 길이가
정악대금에 비해 약 15~20cm가량 악기의 길이가 짧아 악기의 음역이 전체적으로
장2도 정도 높아졌다. 또한 정악대금에 비해 취구가 넓은데, 이러한 악기의 길이와
취구 크기의 변화는 산조대금이 쓰이는 악곡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악기의 길이
가 짧아짐으로써 지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빠른 곡을 연주하는 데 장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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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취구는 민속악의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구사하는데 기능적 우위(優位)를 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조대금은 독주곡 산조(散調) 외에도 시나위, 삼현육
각(三絃六角), 군악(軍樂) 계통의 행악(行樂), 민요와 무용 반주 등 민속악의 합주
곡에 대부분 편성된다. 또한, 악곡에 따라 악기를 잡는 방식인 파지법(把指法)과 손
가락의 움직임인 운지법(運指法, Fingering)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1) 가장 기본적
인 파지법은 악기의 모든 지공을 사용하는 6관 지법으로 악기의 명칭에서 알 수 있
듯이 독주곡인 ‘산조’와 무속 계열 음악인 ‘시나위’에 쓰인다. 하지만, 6관 지법 외에
도 제6공을 비운 채 제1~5공만을 사용하는 5관 지법, 제5공과 제6공을 비운 채 제
1~4공만을 사용하는 4관 지법과 같이 다양한 파지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방식을
‘올려잡는다.’, 혹은 ‘추켜잡는다.’라고 한다.
본 연구는 산조대금 연주에 쓰이는 파지법과 운지법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본문의 구성은 첫째, 고정된 파지법을 사용하는 하나의 악곡 내에서 악
조의 변화에 따른 운지법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다양한 민속악곡에 따라
변화하는 즉, 다양한 파지법을 사용하는 악곡들과 그에 따른 운지법과 발음기법의
변화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표 1] 연구대상 악보 목록

악곡명

악보(음반)명

서용석流

(증보판)서용석流

대금산조

大笒散調
추모와 기원의

시나위
합주

음악(생활국악
대전집9)

출 처(발행)

연도

황규일 채보 / 서울: 은하출판사

2010

국립국악원 연주단 / 서울: YBM
서울음반

비 고

1994

오양수 채보

창부타령

민요가락

이춘희 / 서울: 킹레코드: 신나라뮤직

1993

오양수 채보

노랫가락

민요가락

이춘희 / 서울: 킹레코드: 신나라뮤직

1993

오양수 채보

서울 삼현육각 전수교육 악보

2020

이철주 제공

서도풍류 전수교육 악보

2020

박용호 제공

염불풍류

서도풍류

서울삼현육각 中
<염불풍류> 대금보
봉산탈춤 中
<서도풍류> 대금보

1) 흔히 지법(指法)이라는 용어는 악기를 잡는 방식인 파지법과 악기를 연주하며 손가락을 쓰는 방식
인 운지법 두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법’은 악기를 잡는 방식인 ‘파지법’을, 손가락
의 움직임 방식인 ‘운지법’은 기존과 같이 ‘운지법’으로 구분하여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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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금산조에 나타난 파지법과 운지법
대금산조를 연주할 경우 기본 파지법인 6관 지법을 고정적으로 사용한다. 하지
만 악조에 따라 악기의 6지공을 모두 사용하는 6관 운지법 외에도 제1~5공을 사용
하는 5관운지법과 제1~4공을 사용하는 4관 운지법으로 나뉜다.

1. 6관 운지법
6관 지법의 연주 자세로 전체 6지공을 모두 활용하는 6관 운지법을 사용하는
악조는 b♭(仲)본청 우조와 c(林)본청 계면조로, 악기의 전체 지공을 활용한다. 즉,
악기의 전체 음역을 사용해 최대한의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산조에서 자주 출현
하는 시김새인 음을 꺾는 표현을 할 때 악기를 숙이는 발음기법과 지공을 감는 듯
이 막는 운지법을 병행해 더욱 명확하게 한다. 서용석류 대금산조 악보의 특수한 지
시 부호인 ‘↑’는 다른 운지법으로 같은 음을 내는 방식으로 악기의 음색 변화를 통
해 전체 음악의 표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2. 5관 운지법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g(汰)변청 계면조는 6관 지법의 연주 자세에서 5관 운지
법을 사용하는 악조로 전체 악곡 중 ‘진양조’에 단 3장단 출현한다. 음조직 구성은
미(d′)ㆍ솔(f′)ㆍ라(g′)ㆍ도(b♭′)ㆍ레(c″)지만 실제로는 미(d′)ㆍ라(g′)ㆍ시(a′)ㆍ도
(b♭′)ㆍ도♮(b♮′)만 출현한다. 구성음이 빠진 만큼 선율진행의 많은 부분을 악기
를 제치거나 숙이는 발음기법을 사용하는 시김새에 치중해 운지법은 매우 단조롭다.
또한, 떠는음인 미(d′)를 제외한 다른 출현음은 모두 왼손의 움직임만으로 연주하지
만, 5관 운지법의 원칙을 지키며 선율진행의 단조로움을 운지법이 아닌 다양한 발음
기법을 통해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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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汰)변청 계면조의 출현음과 운지법

음높이

d′

g′

a′

b♭ ′

계이름

미

라

시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

손

운

b♮ ′

지
법
오른손

발음기법

제쳐낸다

3. 4관 운지법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eb(無)변청 우조는 6관 지법의 연주 자세에서 4관 운지법
을 사용하는 악조이다. 출현음 중 미(e♭)와 한 옥타브 위의 미(e♭′)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의 손가락의 움직임은 모두 왼손에서 이루어진다. 제1~4공을 사용하는 4
관 운지법의 원칙을 벗어나는 파(d♭)음이 출현하지만, 시가가 없는 장식음으로 쓰
여 절대적으로 내야 하는 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하지
만, 라(c″)음은 정식 시가를 가진 eb(無)변청 우조의 구성음으로 제1ㆍ2ㆍ3공을 막
고, 악기를 숙여 음을 낮추는 발음기법을 병행해 4관 운지법의 원칙을 지키는 운지
법을 사용한다.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eb(無)변청 계면조는 6관 지법의 연주 자세에서 4관 운지
법을 사용하는 악조이다.
6관 지법의 연주 자세에서의 4관 운지법의 특성상 사용할 지공이 하나로 줄어
든 오른손에 비해 왼손 움직임의 비중이 필연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왼손의 선율진행이 활발해졌다기보다 운지법을 통한 선율진행은 줄이고, 악기를
숙이고 제쳐 음을 변화시키는 발음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식음과 같이 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음은 4관 운지법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더 나은 음악적 표현을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운지법의 경계를 넘나
들 수 있다. 하지만, 각 악조의 중요 구성음은 운지법의 원칙을 정확히 지켜 악조의
정체성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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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無)변청 우조의 출현음과 운지법

음높이
계이름

운

왼 손

지
법

오른손

e♭
도

f
레

b♭
솔

e♭′
도′

f′
레′

g′
미′

b♭′
솔′

c″
라″

e♭″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숙여

발음기법

분다

[표 4] e♭(無)변청 계면조의 출현음과 운지법

운

음높이

g♭

b♭

e♭′

e′

g♭ ′

a′

b♭′

d″

e♭″

계이름

도

미

라

라♮

도

레

미

솔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쳐

제쳐

제쳐

분다

분다

분다

왼 손

지
법

오른손

발음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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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속악에 나타난 파지법과 운지법
Ⅲ장에서는 민속악 악곡에 따라 달라지는 파지법과 그에 따른 운지법의 변화
양상을 6관 지법ㆍ5관 지법ㆍ4관 지법이 사용되는 악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나위(6관 지법)
시나위는 산조와 같이 6관 지법과 6관 운지법을 사용하는 악곡으로 가야금ㆍ거
문고ㆍ해금ㆍ아쟁ㆍ피리ㆍ대금 등의 악기들과 정해진 장단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악곡이다.
대상 음원 <시나위>의 악조는 c(林)가 중심음인 계면조의 악곡이지만, 같은 악
조를 사용하는 산조의 c(林)본청 계면조와는 악조의 변화, 사용 음역에서 차이가 있
는데, 이는 두 악곡의 공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조는 독주 방식으로 연주하
므로 다양한 악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산조대금의 가용(可用) 최저
음에서 최고음까지 모든 음역을 사용한다. 하지만, 시나위는 즉흥적인 선율로 다른
선율악기와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 도중 악조를 변화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악기와의 합주에서 대금의 저취(低吹) 즉, 낮은 음역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으므
로 시나위 합주에서는 주로 역취(力吹)나 평취(平吹)의 음역을 사용한다.

2. 경기민요(5관 지법)
산조대금의 5관 지법은 제1~5공만을 즉, 하나의 지공을 올려잡는 파지법으로
악곡의 한배가 비교적 빠르고 상ㆍ하행의 순차진행과 장식음이 많은 경기민요 반주
에 유리한 지법이다. 경기민요는 모든 출현음이 고르게 쓰이기 때문에 선율진행에서
왼손과 오른손 움직임의 비중은 비슷하다.
출현음 중 미(f#′)는 <창부타령>과 <노랫가락>에서 매우 중요한 음으로 기본
지법인 6관 운지법에서는 왼손의 검지ㆍ중지ㆍ약지로 제1~3공을 막지만, 5관 지법
에서는 왼손의 검지ㆍ중지로 제1ㆍ2공을 오른손의 중지로 제4공을 막는 운지법과
악기를 숙여 음을 낮추는 발음기법을 병행한다. 이러한 변형된 운지법은 음을 굴리
는 시김새와 빠른 선율진행에서 장점이 있는데, 제4공을 오른손 중지를 막은 상태에
서 오른손 검지로 제3공을 빠르게 여닫기 때문에 손가락의 움직임이 편하다. 또한,
미(f#′)음이 선율진행의 경과음 혹은 장식음으로 매우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
확한 미(f#′)음을 내기 위해 악기를 숙여 음을 낮추는 발음기법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더욱더 효과적이다. 즉, 음을 굴리거나 아래음을 치는 등 경기민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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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반주에서 많이 쓰이는 시김새는 5관 지법에서 제3공을 담당하는 오른손 검지의
움직임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기민한 움직임에 취약한 오른손 약지의 움직임을 최대
한 피하고, 움직이기 편한 손가락으로 대체하려는 운지법이 쓰려는 것이다.

[표 5] 창부타령ㆍ노랫가락의 출현음과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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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불풍류와 서도풍류(4관 지법)
산조대금의 4관 지법은 전체 여섯 지공 중 제5공과 제6공을 제외한 나머지 제
1~4공만을 사용하는, 즉, 두 개의 지공을 올려잡는 파지법으로,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서울 삼현육각 <염불풍류>와 봉산탈춤 반주음악 <서도풍류>에 쓰인다.
산조대금의 4관 지법이 앞서 살펴본 6관 지법ㆍ5관 지법에 비해 확연히 다른
연주 자세를 취하는 것은 4관 지법으로 연주하는 악곡들의 음악적 특징에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염불풍류>와 <서도풍류>는 여러 민속악 중에서 매우 빠르고
넓은 폭의 격렬한 농음이 쓰이고, 악기를 숙이고 제쳐 음을 만들어내는 발음기법이
다른 악곡에 비해 월등히 자주 사용된다. 즉, 악기를 왼쪽 어깨에 올려놓지 않고 띄
워 연주함으로써 자연스레 발음기법과 취법의 운용범위가 넓어져 역동적인 음악적
표현에 장점이 있다.

1) 염불풍류
서울 삼현육각 <염불풍류> ‘염불조’의 출현음 중 미(c″)는 제1ㆍ2공을 막고,
악기를 숙여 소리 내는 발음기법을 병행한다. 이는 연주가 까다로운 반규법을 피하
고 레(b♭′)→미(c″)→레(b♭′)의 빠른 선율진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운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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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진행의 편안함을 위한 의도적인 운지법 변화이다. 또한, 도(a♭′)음은 역할에 따
라 운지법이 달라지는 경우로, 단독으로 쓰이면 제1공을 막는 운지법을 사용하지만,
레(b♭′)→도(a♭′)→라(f′) 또는 도(a♭′)→라(f′)→솔(e♭′)의 선율진행의 경과음으
로 쓰이면, 제1ㆍ3공을 막는 운지법을 사용한다. 이는 선율진행 중 두 개의 지공을
동시에 여닫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 6] 염불풍류 염불조의 출현음과 운지법

음높이

a♭

e♭′

f′

a♭′

b♭ ′

c″

계이름

도

솔

라

도

레

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 손
운
지

오른손

법

발음기법

숙여분다

‘허튼타령조’에서는 선율진행에 따라 의도적으로 운지법을 변화시키거나, 악기를
숙이거나 제쳐 소리 내는 발음기법을 병행하는 운지법 또한 없다. 도(g♭′)→레(a
♭′)→도(g♭′)의 선율진행에서 레(a♭′)는 짧은 경과음으로 사용되어, 제2ㆍ4공을
동시에 여닫지 않고, 오른손 약지로 제4공을 막은 채 제2공만을 빠르게 여닫아 원
활한 선율진행을 위해 운지법을 변화시켰다.
[표 7] 염불풍류 허튼타령조의 출현음과 운지법

음높이

e♭′

g♭ ′

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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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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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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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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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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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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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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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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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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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법

발음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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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악조’의 출현음 미(g′)는 악기의 제1ㆍ2공을 막는 안정적인 운지법을 사용하
지 않고, 제1공과 제3공을 막고, 악기를 숙여 음을 낮추는 발음기법을 병행한다. 이
는 빠르게 오르내리는 선율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오른손 약지와 중
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표 8] 염불풍류 당악조의 출현음과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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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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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 손
운
지

오른손

법

발음기법

숙여분다

제쳐분다

2) 서도풍류
오늘날 전승되는 <서도풍류>의 악곡은 염불ㆍ타령시나위ㆍ타령ㆍ굿거리의 단
위악곡 4곡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탈춤의 반주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
<서도풍류>의 출현음 중 레(b♭)와 파(d♭′)는 오직 <서도풍류>에만 등장하
는 음으로 출현 빈도가 매우 드문 음이다. 레(b♭)는 4관 지법의 모든 운지법 중
유일하게 모든 지공을 여는 특별한 운지법을 가진 음이다. 파(d♭′)는 제1~4공을
모두 막고, 극단적으로 악기를 숙여 최대한 음을 낮추는 발음기법을 병행하지만, 파
(d♭′)음은 산조대금의 4관 지법으로 낼 수 없는 음이다. 미(c″)는 <염불풍류>의
‘염불조’와 ‘당악조’에도 출현하는 음으로, 선율진행에서 더욱 편안한 손가락의 움직
임을 위해 반규법을 피하는 다양한 운지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서도풍류>에서
는 제1ㆍ2공과 제3공을 1/2 혹은 1/4을 막는 반규법을 사용해 미(c″)음을 내는데,
이는 서도 음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미(c″)→파(d♭′)→솔(e♭′)의 밀어 올리는 선
율진행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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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도풍류 굿거리의 출현음과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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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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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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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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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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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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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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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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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을

숙여분

반규한다

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조대금이 쓰이는 다양한 악곡을 대상으로 악곡에 따라 변화하
는 파지법과 그에 따른 운지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된
파지법이 쓰이는 하나의 악곡 안에서 악조의 변화에 따른 운지법의 변화와 다양한
악곡에 따라 변화하는 파지법과 그에 따른 운지법의 변화로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내용을 종합하면 산조대금의 파지법과 운지법은 몇 가지 방향성과 목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산조대금을 연주할 때 왼손은 선율변화를 위한 손가락 움직임과 악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오른손은 악기를 지탱하는 역할에서 벗어난다.
즉, 대금의 선율진행에서 왼손의 움직임과 비교해 오른손 손가락의 움직임이 장점이
있어 왼손보다 오른손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 지법인 6관
지법을 사용할 경우보다 악기를 올려잡을 경우 더욱 명확해진다. 5관 지법을 사용하
는 경기민요의 빠른 장식음과 선율진행은 대부분 악기의 제3~5공 즉, 오른손 손가
락의 움직임에서 이루어지고, 4관 지법을 사용하는 <염불풍류>와 <서도풍류>에서
특히 오른손 손가락 움직임에 의한 선율진행 비중은 절대적이다.
둘째, 산조대금의 어떠한 지법을 막론하고 왼손과 오른손의 약지는 검지나 중지
와 비교해 민첩한 움직임에 취약하다. 그래서 선율진행 중 경과음이나 장식음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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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경우 오른손 약지의 움직임을 피해 한음 높은음의 운지법과 함께 악기를 숙여
음을 낮추거나, 한음 아래 음의 운지법과 함께 악기를 제쳐 음을 높이는 발음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빠른 움직임에 취약한 손가락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려
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셋째, 5관 지법ㆍ4관 지법과 같이 악기를 올려 잡게 되면 6관 지법과 비교해
사용할 수 있는 지공의 수가 줄어 특정음은 극단적인 발음기법을 사용해도 정확한
음정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음의 출현 빈도는 매우 낮다. 즉, 산조대
금의 여러 파지법은 해당 악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율진행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산조대금이 6관 지법ㆍ5관 지법ㆍ4관 지법의 다양한 파지법과 운지법을 사
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조, 시나위, 삼현육각, 민요의 반주 등 각각의 특성을
가진 민속악 악곡을 하나의 악기로 연주하기 위한 공연 현장 연주자들의 훌륭한
결과물이다. 즉, 하나의 악기로 파지법과 운지법을 바꿔 다양한 악곡의 key를 소
화해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대금 연주법의 기술이 발전된 형태이다

석사논문 발표 10

계정식의 한국음악(Die Koreanische Musik)에
관한 연구
-오선악보로 소개, 해석된 17악곡에 기하여-

김성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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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식의 한국음악(Die Koreanische Musik)
에 관한 연구
-오선악보로 소개, 해석된 17악곡에 기하여김성윤(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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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말, 조선은 개항과 동시에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시기, 선교
사들을 통해 찬송가 등 서양음악 또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유입된 서양의 음악문화를 지칭하는 ‘양악’과 대비하여 우리나라 전
통음악은 ‘국악’ 또는 ‘조선악’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곧이어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피탈되자 일본의 창가 교육 등이 강제되었고, 우리의 전통음악은 제도권 교
육에서도 제외되는 등 수모를 겪었다. 결국 한국음악의 전승과 계승 및 명맥 유지는
고비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음악과 관련한 저술은 주로 문헌을 통
해 한국음악의 역사와 이론에 관하여 한국음악 학자 함화진(咸和鎭, 1884∼1948)
과 국학자 안확(安廓, 1886∼1946)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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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인식(金仁湜, 1885∼1962), 이상준(李尙俊, 1884∼1948), 계정식
(桂貞植, 1904∼1974) 등의 음악인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서양음악을 지도하
면서 한국의 서양음악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오선악보
로 옮기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김인식은

교과적용보통창가집(全)Ã(1911)과

구악영산회상Ã(1914) 등 오선악보집을, 이상준은
가집Ã(1916),

조선속곡집상권Ã(1914),

조선
조선잡

최신창가집Ã(1918) 등 오선악보집을 각각 저술하였다.

특히 바이올린을 전공한 계정식은 1930년대 스위스 바젤대학교(Universität
Basel)에서 한국음악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의
논문은

Die Koreanische Musik－Einführung und Besprechung von 17 zum

ersten Mal in die europäische Notenschrift übertragenen Kompositionen(한국음악
－유럽식 기보로 역보(譯譜)된 17개 악곡들에 대한 최초의 소개 및 논평)Ã1)(이하
“ 한국음악Ã”)2)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한국음악을 주제로 집필한 계정식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음악학계의 최초 박사
학위 논문이자 서구에서 한국인이 외국어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음악 서적이다. 그의
논문은 일본 및 유럽에서 유학한 한국인 서양음악가의 연구물로, 한국의 음악철학,
연행자, 17곡의 한국음악 오선악보 등 한국음악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음악학계에서는 서양음악의 유입 등 새로운 문물이
교체되는 시기에 집필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단순히 그의 논문이 독일어로 집필된 해외 박사학위 논문이라서, 혹은
그가 한국음악 학자가 아닌 서양음악가이기에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사
실이다.
더구나 그의 논문

한국음악Ã에 수록된 17악곡의 한국음악 오선악보는 외형적

으로 오늘날의 한국음악 오선악보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박자체계가 다를뿐더
러, 한 줄의 오선보에 주선율 외에도 보조 선율처럼 작은 음표로 그려진 선율 등이
있다. 이처럼 그의 논문에 실린 악보들은 현행 한국음악 오선악보 기보와는 다르므
로, 당시 서양음악을 전공한 계정식이 한국음악을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었는지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30년대 서양음악가 계정식의 한국음악 연구, 즉 그의 박
1) CH. S. KEH,

Die Koreanische Musik－Einführung und Besprechung von 17 zum ersten Mal in

die europäische Notenschrift übertragenen KompositionenÃ(Universit at-Buchdr. Heitz & Co.,
Strasburg, 1935).
2) 연구자는 본고에는 ‘국악’ 혹은 ‘조선악’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음악’이라 지칭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오늘날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창작된 창작국악 등을 모두
포괄하여 현재는 ‘한국음악’으로 주로 통칭할뿐더러, 본고의 주된 연구범위인 계정식의 박사학위 논
문의 국문 번역본이 ‘ 한국음악Ã’이라는 서명(書名)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국음악’이라는 용어를
본고에서 그대로 따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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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논문인

한국음악Ã에 실린 한국음악과 관련한 이론적 내용과 오선악보로 소

개된 17악곡의 한국음악에 관하여 연구하겠다. 이때 그의

한국음악Ã을 더욱 상세

하게 고찰하기 위해 원본의 목차 및 하위 항목을 재구성하였으며, 박균의 번역본3)
뿐만 아니라 계정식의

한국음악Ã 원본도 함께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양음

악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음악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당시 서구에 잘 알려
지지도 않았던 한국의 음악을 서구인들에게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전개하
였는지 등 분석을 통해 계정식 논문

한국음악Ã의 한국음악학적 의의를 구명(究明)

하고자 한다.

Ⅱ. 계정식의 생애와 한국음악 연구 행적
서양문화 유입의 과도기 시절, 1904년에 평양에서 출생한 계정식은 일본과 유
럽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음악가로, ‘천재적 음악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바이올린 연
주자에서 교육자, 작곡가, 지휘자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재능을 펼친 우리나라 서양
음악의 선구자이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재능은 국내를 넘어 일본, 독일, 미국 등 세
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특히 그는 1930년대 한국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스위스 바젤대
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주제로 한

한국음악Ã 논문을 통해 한국음악학계 최초의 박사

학위자가 되었다. 오랜 유학 생활 끝에 귀국한 그는 독주회에서 한국음악을 서양음
악으로 편곡한 <취태평지곡>과 <방아타령>을 선보였으며, 매체와의 인터뷰 및 회
고록, 공연 감상평, 논문 등을 통해 한국음악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 등을 제시
하였다.

Ⅲ. 계정식의 한국음악
계정식 저술

한국음악Ã은 맨 처음의 서언과 맨 마지막의 결어를 제외하고, 모

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사에 대하여, 제Ⅱ장은 음
악철학을, 나아가 제Ⅲ장에서는 한국음악의 본질을 음 체계와 가자(歌者)와 악공(樂
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Ⅳ장에 악기의 형태와 연주방식을 해금과 장구를 통
3) 박균 역, 계정식 저, “한국음악－유럽식 기보로 역보(譯譜)된 17개 악곡들에 대한 최초의 소개 및
논평,”

동양음악Ã 제40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6), 247-272쪽; 박균 역, 계정식

저, “한국음악－유럽식 기보로 역보(譯譜)된 17개 악곡들에 대한 최초의 소개 및 논평(Ⅱ),”
악Ã 제42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7), 279-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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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야기하였고, 제Ⅴ장 연주에서는 궁중음악과 민속악의 연주방식을 포함한 음
악적 특징의 차이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유성기 음반을 듣고
채보한 17곡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계정식의

한국음악Ã 목차를 살펴보면, 각 제목에 대한 세부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등 목차 설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계정식

한국음악Ã의 ‘Ⅳ.

악기의 형태와 연주방식’에서 악기에 관한 것이 아닌 한국음악의 리듬 및 선율 일반
론, 헤테로포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Ⅴ. 연주’에서 한국음악의 장르별
음악적 특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고의 본론 제Ⅲ장에서 계정식 저술

한국음악Ã의 분석이 용

이하도록 원본의 본론 및 하위 항목을 연구자가 [표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1] 한국음악과 본론 제Ⅲ장 목차
한국음악Ã 목차

본론 제Ⅲ장 목차

Ⅰ. 한국의 역사와 문화사에 대하여
1. 한국의 역사와 음악철학
Ⅱ. 음악철학
Ⅲ. 한국음악의 본질

2. 한국음악의 본질

a) 음 체계

1) 음 체계

b) 가자(歌者)와 악공(樂工)

2) 연행자

Ⅳ. 악기의 형태와 연주방식
a) 해금의 구조와 연주방식
b) 장구연주에서 딱 소리 내기
c) 리듬 일반론

3. 한국악기의 연주방법
1) 해금
2) 장구
4. 한국음악의 특징

d) 선율 일반론

1) 장르별 음악적 특징

e) 헤테로포니

2) 리듬 일반론
3) 선율 일반론

Ⅴ. 연주

Ⅵ. 음반 채보에 대해
궁중과 불교음악
민속음악

4) 계정식은

4) 헤테로포니
5. 악곡 채보 및 분석4)
1) 궁중음악
2) 풍류음악
3) 민속악

한국음악Ã에 17곡을 궁중음악, 불교음악, 민속악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궁중음악과 불교

음악에는 기악곡 4곡을, 민속악은 13곡을 실었다. 그가 <취태평지곡>과 <만년장환지곡>을 궁중음
악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두 곡이 궁중의 연향음악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논문의 목차에서 <타령>과 <본령산>을 불교음악으로 구분하였으면서 본문의 악곡 소개에서는 정
악이라 하며 유교로 인한 불교 배척으로 사찰에서 궁중으로 이식된 일종의 궁중음악이라 하였다(박
균 역, 계정식 저, 앞의 글(2017), 291쪽.). 그러나 <영산회상>을 불교음악 또는 궁중음악으로 간주
하는 것은 잘못된 분류이므로 본고에서는 ‘풍류음악’이라는 분류명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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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역사와 음악철학
계정식은 본격적으로 한국음악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였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역사와 문화, 음악철학 등을 먼저 기술한다.
특히 이미 서구에 알려진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함
으로써 차별성을 부각하였다. 한국은 기원전 고조선 건국 이래 고유의 문화를 꽃피
웠으며, 그 독자적 문화는 음악철학에 있어서도 중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다. 이로 미루어보아 계정식은 당시에 한국의 역사 및 문화와 음악철학
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음악의 본질
계정식은 한국음악의 근본적 특질을 음 체계와 연행자를 통해 전개한다. 한국의
표준음은 자연에서 기원했으며, 반음이 없는 5음음계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5)
이는 특히 음악의 세계관을 중시했던 궁중음악에서 강한 구속력이 나타난다. 한국음
악을 연행하는 자는 크게 궁중악사, 관아 또는 민간음악가, 떠돌이 가수, 기생으로
구별되며, 이들이 담당한 음악 또한 각기 달랐다. 궁중악사는 궁중음악을, 관아 또는
민간음악가는 공적 및 사적 잔치음악을, 떠돌이 가수는 예언 병행 등 음악행위를,
기생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연주 및 무용을 담당하였다.

3. 한국악기의 연주방법
한국이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악기의 형태 및 연주방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된 이유를 어떠한 발전도, 관습도 허락하지 않았던 조상숭배에 대한 종
교적 표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계정식이 그의 논문을 작성할 당시 참고하였던 안드
레 에카르트(André Eckardt) 신부의 연구(1930)6)에서 이미 한국악기 69종이 상세
히 소개되었으므로, 자신의 논문에서는 해금과 장구 두 가지만을 다루었다. 그가 바
이올린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한국악기 중 그와 가장 유사한 해금을 선택하였고, 장
구는 한국음악의 반주 악기로 대부분 곡에 편성되므로 채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
다.
그는 각 악기의 연주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의 연주방법과는 사뭇
5) 계정식이

한국음악Ã을 연구한 이후 한국음악의 남도민요조에는 반음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하다. 때문에 그의 논문보다 몇 년이 지난 1940년에

조선일보Ã를 통해 “오음계(五音階)의 소고”

논문을 투고하여 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6) André Eckardt,

Koreanische MusikÃ,(Tokyo: Deutsche Gesellschaft f. Natur-u. Völkerkunde

Ostasiens Leipzig: Verlag Asia Major,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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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장구의 맨손 연주법의 경우 20세기 전반에는 검지와
장지만을 사용하여 복판을 튕겨 소리 낸 반면 현행은 손바닥 혹은 손가락 전체나
검지로 복판을 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가

한국음악Ã을 집필할 당시는 사진 자료

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까닭에 악기의 모습이나 연주하는 사진은 그의 논문에 담
겨 있지 않으나, 그의 자세한 설명은 근대와 현대의 한국악기 모습과 연주방법을 비
교하는데 귀한 자료가 된다.

4. 한국음악의 특징
계정식은 한국음악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양음악의 악상기호 및 용어
를 차용하였다. 이는 본 논문의 목적이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음악을 알리는 데 있을
뿐더러, 저자인 계정식 본인도 서양음악 전공자이기에 서양음악의 용어로 빗대어 서
술한 것이다.
그는 우리 음악에 있어서 정악과 민속악의 연주방식 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정악은 높은 격조를 지닌 음악으로, 연주 시 감정을 절제하기 때문에 선율
은 어느 정도 동형(同形)을 유지하며 헤테로포니를 보인다. 반면에 민속악은 익살스
럽고 경쾌한 것이 특징이며, 선율의 단락이 분명히 나누어지고, 부점이 부가된 리듬
을 선호한다. 그러나 구전심수로 전승되는 한국음악은 동일한 곡이더라도 연주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한국음악의 전형적인 특징
인 “즉흥성”에서 기인한다.

5. 악곡 채보 및 분석
계정식은 독자들이 한국음악의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유성기
음반과 선행 악보집 등에 실린 17개의 악곡7)을 선별하여 서양의 기보법인 오선악
보로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계정식은 개별 악곡의 악보와 분석을 제시하기 전, 유성기 음반에 실린 곡들을
오선악보로 채보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한국음악의 즉흥적인 연
주로 인하여 순음(純音)과 개별 음도(音度)들은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고, 박과 박자
에 근거하여 리듬을 확정 짓는 작업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다.
한국음악Ã 수록 17개 악곡은 궁중음악 2곡, 풍류음악 2곡, 민속악은 13곡이다.
특히 계정식은 민속악에 엿장수가 호객하는 소박한 거리 외침인 <밤엿(타령)>8)

7) <취태평지곡>, <만년장환지곡>, <타령>, <본령산>, <밤엿(타령)>, <이팔청춘가>, <담바구
야>, <박연폭포>, <방아타령>, <양산도>,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대양가>, <한강수타
령>, <영변가>, <산염불가>, <부모은덕가>
8) 계정식은

한국음악Ã의 목차와 본문에서는 “Yot-Ruf(엿 파는 소리)”이라 하였으나, 악보에는 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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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악으로 간주하여 포함하였으며, 가슴을 파고드는 가사를 노래하는 20세기
초 새롭게 작곡된 창작곡 <부모은덕가>도 실었다.
17곡 중 출처가 불분명한 곡은 <밤엿(타령)>, <이팔청춘가>, <담바구야>,
<대양가>, <부모은덕가> 총 다섯 곡이다. 연구자는 이상준의 악보집 및 안드레
에카르트(André Eckardt) 신부의

Koreanische MusikÃ(1930) 등에 수록된 악보

등과 선행연구9)를 참고하여 위 다섯 곡의 명확한 출처를 밝혔다. <밤엿(타령)>은
이상준의

신찬속곡집Ã(1923)10)을, 총 2편의 악보로 된 <이팔청춘가>의 경우 제1

편은 이상준의

신찬속곡집Ã(1923)을, 제2편은 이상준의

보하였다. <담바구야>는 에카르트의

조선속곡집Ã(1929)을 사

Koreanische MusikÃ(1930)을, <대양가>는

신찬속곡집Ã(1923)을 각각 사보하여 논문에 실었으며, <부모은덕가>의 경우 계정
식이 20년 전 평양 어느 학교 축제에서 처음 불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 곡은 우
리나라 전통음악이 아닌 국내의 서양음악 유입에 의하여 1900년대 초 새롭게 작곡
된 창작곡이라 할 수 있다.
합주곡인 <만년장환지곡>을 통해서 계정식이 합주곡을 오선악보로 채보할 때,
현행의 해금 오선보 악보11)와 비교를 통해 해금 선율을 위주로 채보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금과 피리의 이중주로 연주된 기악곡 <방아타령>과 <양산도>, <영
변가>, <산염불가>의 음원은 현재 구할 수가 없으나, 이 곡들 또한 선행연구12) 등
을 바탕으로 그가 해금을 주선율로 채보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계정식은 17개 악곡 개별로 역사와 가사, 출현음, 선율, 리듬 등을 다루었으며,
아명과 성악곡의 가사까지도 독일어로 번역하여 악곡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Ⅳ. 계정식의 한국음악의 한국음악학적 의의
계정식의

한국음악Ã의 한국음악학적 의의에 대하여 한국음악의 학술적 연구와

비교음악학 방법론의 적용, 한국음악의 악보화, 그리고 한국음악과 바이올린의 접목

을 “Bam yot(밤엿)”이라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고에서 이 곡명을 “<밤엿(타령)>”이라 칭하였
다.
9) 윤영해, “계정식
으로－,”

한국음악Ã의 음악학적 의의－1930년대 독일 비교음악학계의 연구방법론을 중심

동양음악Ã 제40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6), 187-218쪽.

10) 이상준의

신찬속곡집Ã은 광익서관에서 1921년에 처음 발행되었고, 이후 1923년 회동서관에서

재판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1921년의

신찬속곡집Ã 초판은 현재 구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회동서관

에서 1923년에 재판된 이상준의 신찬속곡집Ã을 참고하였다.
11) 국립국악원,

한국음악Ã 제4집(서울: 은하출판사, 1969).

12) 이지현, “일제강점기 경기민요 기악합주 선율 비교－지용구와 김덕진의 방아타령·양산도 해금선율
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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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한국음악학의 학술적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논문은 단편적인 개론서
와 악보집 등 종전의 저술과는 차원이 다른 진일보한 연구로서 17곡의 한국음악을
오선악보로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서구에서 외국어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음악서이자, 기존 발굴된 연구보다 앞선 한국음악학계 학술적 연구물로, 한국음
악을 주제로 한 한국음악학계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13)이다.
둘째, 비교음악학 방법론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계정식이 한국음악을
서구인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었다. 즉 그는 당시 신생 음
악학 분야인 비교음악학의 영향을 받아 비교음악학 방법론을 한국음악에 적용한 장
본인이다. 그는 한국을 다른 아시아권 나라인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부각하고, 서양음악 관점에서 한국음악을 분석하여 우리 음악 고
유의 특징을 “즉흥성”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한국음악 악보화를 정리하면, 당시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한국음악을 오
선악보로 채보하였던 계정식의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될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한국음악Ã에 실린 오선악보로 기보된 17곡의 한국음악은 20세기 전반의 우리나라
음악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이처럼 계정식은 유성기 음반을
논문의 원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오선악보로의 채보와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음
악학의 포문을 연 동시에 발달을 초래하였으며, 한국음악 기록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을 시사하였다.
넷째, 한국음악과 바이올린의 접목은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계정식이 서구인에게
친숙한 방식과 악기로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연주하고자 하였음을 알려준다. 그가
한국음악Ã에 해금을 소개하고, 합주곡 중 해금이 편성된 곡들만을 취한 까닭은 해금
과 유사한 바이올린에 접목하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두, 세 가지 선율로 수록된
<박연폭포>와 <양산도>는 이중주 또는 삼중주를 위한 곡으로 풀이되며, 참고 악
보와 다른 그의 기보는 그가 한국음악을 바이올린 음악으로 편곡하기 위해 그만의
스타일을 가미하여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귀국 후 그는 논문에 실린
<취태평지곡>과 <방아타령>을 바이올린 음악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연주
를 선보였다.
13) 한국음악학 1세대 연구자인 이혜구의 최초 학술적 연구는 “梁琴新譜の四調子について”(1943)이
며, 장사훈은 1954년에 그의 첫 학술적 연구로 평가받는 “보허자논고”를 발표하였다. 해방 후 구제도
에 의한 박사학위 수여 제도에 따라 이혜구는 1959년에 “근조조선악의 우조와 계면조－특히 양금신
보와 현행 가곡에 있어서의 우조 및 계면조 연구”로, 장사훈은 1968년에 “보허자와 그 파생곡”으로
각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음악학계에서는 계정식의

한국음악Ã이

아닌 이혜구의 “梁琴新譜の四調子について”(1943)를 학술적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계정식은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음악Ã 학위논문을 통해 엄격한 구술시험을 거쳐 1934년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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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의

한국음악Ã에 실린 악보는 바이올린 연주를 위해 해석된 것이며,

한국음악을 서양음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한 것은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
도 획기적이었다.

한국음악Ã에 수록된 악보는 한국음악에 생소한 서양음악가들도

연주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20세기 전반 서구권에서 계정식이 한국음
악을 바이올린에 접목한 시도는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 가운데 최초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고는 그동안 한국음악학계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1930년대 서양음악가 계정
식의 한국음악 연구에 관하여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고,

한국음악Ã을 중심으로 살펴보

한국음악Ã의 한국음악학적 의의를 밝혔다.
그는 1904년 평양 출생으로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일본과 독

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였으며, 1934년 스위스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
국 후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 교육자, 작곡가, 지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
동한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선구자이다. 그는 서양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한국음악에도 애정을 보였다. 단연 대표적인 것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음악Ã이

며, 이외에 그의 연주회에서 선보인 서양식 편곡 <방아타령>과 <취태평지곡> 및
매체를 통한 회고록, 논문 등이 있다.
계정식의 논문

한국음악Ã은 서구에 편찬된 한국음악서로, 한국음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였다. 서구인들에게는 미지의 나라였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개괄부터 한국음악의 전반적 지식과 특징을 제시하였
다. 이후 이를 독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는 한국음악의 특징을 비교적 잘
담고 있는 곡, 또는 그도 알고 있거나 당시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곡들 중 유성기
음반과 선행 악보집을 토대로 17곡을 선별하여 채보 및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이 기원전 고조선 건국 이래로 고유의 문화를 지니며, 음악철학에 있
어서도 중국의 세계관과 달리 신학적인 관점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음악
의 음 체계는 반음이 없는 5음으로 구성되며, 한국음악의 연행자를 궁중악사, 관아
또는 민간음악가, 떠돌이 가수, 기생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이 담당하는 음악은 각기
달랐다고 기술한다. 그는 한국악기의 연주방법에 관해서 해금과 장구만을 소개하였
는데, 이는 아마도 본인의 전공인 바이올린과 가장 유사한 해금과 한국음악의 반주
악기인 장구만을 택한 듯하다. 한국음악의 연주방식은 정악과 민속악이 상이한데,
정악은 높은 격조를 지닌 음악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반면에 민속악은 경쾌하며 선
율의 단락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그의 설명을 통해 그가 한국음악의 장르별 음악
적 특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계정식은 한국음악의 경우 같은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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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연주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Ã에 수록된 17곡은 궁중음악 2곡, 풍류음악 2곡, 민속악 13곡이다. 계
정식은 민속악에 엿장수가 호객하는 소박한 거리 외침인 <밤엿(타령)> 또한 음악
으로 간주하여 포함하였으며, 가슴을 파고드는 가사를 노래하는 20세기 초 새롭게
작곡된 창작곡 <부모은덕가>도 실었다. 17곡 중 출처가 불분명한 곡은 <밤엿(타
령)>, <이팔청춘가>, <담바구야>, <대양가>, <부모은덕가> 총 다섯 곡이다. 연
구자는 이상준의 악보집 및 안드레 에카르트(André Eckardt) 신부의

Koreanische

MusikÃ(1930) 등에 수록된 악보 등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위 다섯 곡의 명확한
출처를 밝혔다. 아울러 <만년장환지곡>을 통해서 계정식이 합주곡을 채보할 때, 해
금 선율을 위주로 채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해금과 피리 이중주의 <방아타령>과
<양산도>, <영변가>, <산염불가>의 음원은 현재 구할 수 없으나, 이 곡들 또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그가 해금을 주선율로 채보한 곡이라 추정된다. 계정식은
17개 악곡 각각의 역사와 가사, 출현음, 선율, 리듬 등을 다루었으며, 아명과 성악곡
의 가사까지도 독일어로 번역하여 악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계정식의

한국음악Ã의 한국음악학적 의의를 한국음악의 학술적 연구와 비교음

악학 방법론의 적용, 한국음악의 악보화, 그리고 한국음악과 바이올린의 접목 네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음악의 학술적 연구에서는, 그의 논문은 단편적
인 개론서와 악보집 등 종전의 저술과는 차원이 다른 진일보한 연구로서 17곡의 한
국음악을 오선악보로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서구에서 외국어로 편찬
한 최초의 한국음악서이자, 기존 발굴된 연구보다 앞선 한국음악학계 학술적 연구물
로, 한국음악을 주제로 한 한국음악학계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임을 명시하였다.
둘째, 비교음악학 방법론의 적용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계정식은
당시 신생 음악학 분야인 비교음악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음악Ã을 집필하였으며, 이

러한 비교음악학 방법론은 그가 한국음악을 서구인에게 소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
구방법임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음악에 비교음악학 방법론을 적용한 장본
인으로, 한국을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부각하고, 서양음악 관점에서 한국음악을 분석하여 우리 음악 고유의 특징
을 “즉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한국음악의 악보화에서는, 당시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한국음악을 오선악
보로 채보하였던 계정식의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조명
하였다.

한국음악Ã에 실린 오선악보로 기보된 17곡의 한국음악은 20세기 전반 우

리나라 음악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계정식은 유성기 음반을
그의 논문의 원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오선악보로의 채보와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음악학의 포문을 연 동시에 발달을 초래하였으며, 한국음악의 기록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계정식의 한국음악(Die Koreanishe Musik)에 관한 연구 143

넷째, 한국음악과 바이올린의 접목은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계정식이 서구인에게
친숙한 방식과 악기로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연주하고자 하였음을 서술하였다. 그가
한국음악Ã에 해금을 소개하고, 합주곡 중 해금이 편성된 곡들만을 취한 까닭은 해
금과 유사한 바이올린에 접목하기 위해서이며, 두, 세 가지 선율을 제시한 <박연폭
포>와 <양산도>는 이중주 또는 삼중주를 위한 곡으로 풀이된다. 그가 참고한 악보
와는 다르게 논문에 기보한 부분은 계정식이 한국음악을 바이올린 음악으로 편곡하
기 위하여 그만의 스타일을 더해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귀국 후
논문에 수록한 <취태평지곡>과 <방아타령>을 바이올린 음악으로 편곡하여 직접
사람들에게 연주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그의

한국음악Ã에 실린 악보는 바이올린 연주를 위하여 해석된 것이

며, 한국음악을 편곡하여 서양 악기로 연주한 것은 당시 국내뿐 아니라 서구권에서
도 획기적인 것임을 밝혔다.

한국음악Ã에 수록된 오선악보는 한국음악에 낯선 서양

음악가들도 연주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20세기 초 서구권에서 계정식
이 한국음악을 바이올린에 접목한 시도는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 가운데 최초라 하
겠다.
이상으로 계정식의

한국음악Ã은 우리 한국음악학계에 있어서 한국음악의 학술

적 연구와 비교음악학 방법론의 적용, 한국음악의 악보화와 한국음악의 바이올린 접
목 등의 큰 의의를 지니며, 이후 한국음악학의 발달을 초래하였기에 음악학적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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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경국대전Ã에서 명시하고 있는 악생과 악공의 신분이 어떠한 배경에

서 규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경국대전Ã 「예전」

아ﾷ속악조에 의하면 "아악은 좌방에 속하며, 악사 2인, 악생 2백 9십7인(예비인원
수는 1백인)이며 모두 양인으로 충원한다. 속악은 우방에 속하며, 악사 2인, 악공 5
백 18인(예비인원 수는 10인마다 1인), 가동(歌童)은 10인이며, 모두 공천(公賤)으
로 충원한다. 양인으로서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들어준다."고 했다. 어떠한
이유로 악생은 양인으로, 악공은 공천(公賤)으로

정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학문적

인 논의가 없었다.
본 논문은

경국대전Ã에 장악원 소속 악생과 악공의 신분이 각각 양인(良人)과

공천(公賤)으로 규정된 경위를 밝히고,

경국대전Ã에 규정된 장악원 소속 음악인의

신분변화 여부와 배경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음악사적, 사회적 결과를 천구(闡究)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궁중과 군영에서 활동했던 음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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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분과 제도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년사서와 조선시대에 간행
된 법전 및 중앙 각 관청의 등록, 의궤류 그리고 개인문집에 기록된 악공에 관한 기
사를 참고하여 장악원 소속 악공을 위시한 궁정음악인의 신분변화 여부와 그 의의
를 논하도록 하겠다.

Ⅱ. 궁정음악인 신분제도와 실재
1. 국가의례정비와 음악인 신분
조선 초기 전악서와 아악서 악공의 신분은 양인(良人)이었다. 이는 조선 태조대
부터 태종대까지 양역인구의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정책으로써 신분제 개혁의 결과
였다. 새롭게 양인 신분을 부여받아 국역(國役)이 없는 자와 호적에 등재되어있지
않거나 다른 이름을 올려 피역(避役)하는 자를 찾아내 역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일부에게 궁정음악인 역이 부담되었다.
국가가 시행한 재정정책 일환으로 양인 신분을 취득한 신량역천(身良役賤)은 조
선 초기 음악기관 가운데 국가의례를 담당했던 전악서와 아악서 악공이 선발된 모
집단이었다. 주로 연향에서 가·무·악 활동을 한 기녀는 공천(公賤), 관현맹인은 양인
과 공천이었다.
전악서 악공 역시 신량역천에서 선발되었지만, 세조대에 이르면 공천으로 정속
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전악서 악공의 신분이 양인에서 공천으로 변동된 계기는
1430년(세종 12) 조회에 참여할 악공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박연의 상서가 발단되
었다. 조회에 참여할 음악인에 대한 박연의 구상은 조회에서 연주를 담당할 음악인
총 1백 39명 가운데 30명만 공·사비(公私婢)의 자식으로서 갑오년 6월 이후에 양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와, 간척(干尺)이나 보충군(補充軍)들에서 낳은 자들로
이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 관아의 노자(奴子)로 충당하자는 것이었다. 박연의 입안
을 보면,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악공과 머릿수만 채울 사람으로 나누
어 악공에 입속(入屬) 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인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손 중 갑오년 6월 이후 출
생한 자손과 각 관아 노자로 조회 악공 인원을 충당하자는 박연의 의견은 음악사적
으로 중요하다. ‘갑오년 6월’은 1414년(태종 14) 6월을 가리키는 날짜로, 이때 여말
선초의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궁정음악인에 관한 논의의 쟁점은 아악 정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아악 정비 기간 동안 궁정음악인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그 신분에 모아졌다
면, 아악 정비 이후의 의논은 신분별 궁정음악인에 적용할 제도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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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년(세종 18) 10월, 악공과 잡류(雜類)는 그 기술이 아무리 월등하다고 해
도 전폐(錢幣)로 치하하고 원래 받을 수 있는 등급 이상의 관작(官爵)을 주지 않기
를 사간원에서 간언했고, 1443년(세종 25) 7월에 궁녀와 액정서 소속, 악공 등에게
임명 통보(官敎)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봉래의, 보태평, 정대업을 공·사 연향에
사용하기로 한 다음 해에 양인과 천민 악공의 직호(職號)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양인으로 구성된 아악서와 양인과 천인이 함께 속해 있는 전악
서의 직호가 같아서 아악서 악공들이 이를 싫어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아악 정비 시기까지 아악서와 전악서의 악공의 신분은 모두 양인이었고, 신악창
제 이후에도 선발집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 12년에 박연의 건의로 조회
에서 연주할 악공의 구성을 양인 악공 30명과 나머지 공천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이러한 구성은 1433년(세종 15) 전악서 악공의 구성과 같다. 단, 양인 30명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기녀의 자손으로 확정한 사실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1437년(세
종 19)에 경·외 기첩(京外妓妾)의 소생을 모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천민으로 만
들고, 양인의 신분이 부여된 자녀라도 천민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의정부의 진언에
따라 세종 19년부터 모든 기녀의 자녀는 천민, 즉 공노비(公賤)가 되었다. 이후
1446년(세종 28)에 세종이 직접 형조에 하교하여 경·외 기녀가 유품직의 조정 관료
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자녀의 나이와 같은 노비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아버지가 원한다면 속신(贖身) 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전악서 소속 악공은 기존에
속해 있던 공천과 조정 신료와 기첩(妓妾) 사이에서 낳은 자손을 대신해 전악서에
들어온 사내종(奴子)과 속량(贖良)되지 못한 기녀의 아들이 남게 되면서 전원 공천
신분의 악공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악공의 신분 변화는 1457년(세조 3)에 음악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서 반영되었다. 우방 소속 악공이 공천으로 충당된 배경에는 공천 인구의 감소에 따
른 세조대의 신분제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1437년(세종 19)에 기녀 자손의 환천은
전악서 소속 악공을 겨냥한 일은 아니었다. 기녀의 자손이 전악서에 소속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속해 있던 공천과 같은 신분이 되었을 뿐이고, 이들의 면천 방법으로
같은 나이의 노자(奴子)로 대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악서 소속 악공은 공천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세조 7년의 신분제 개정에 따라 확충된 공천을 중앙 각사와 지방에 배속되는
과정에서 기존부터 공천으로 구성된 장악서의 우방에도 확충된 공천이 배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종대에 양인 인구를 늘리면서 증가한 양인 일부를 세종대에
이르러 전악서와 아악서 악공으로 소속시켰던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로
써 공천은 이후 장악원 소속 우방 악공의 대표적인 선발집단이 되었다. 장악원 우방
에 양인이 악공으로 소속되게 된 시기는 1469년(예종 1)이었다. 악공을 양·천병차
(良賤幷差) 하자는 원상(院相)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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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조세 수취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0세 이하 양인 남성과 공천 노자
였다. 반면, 양인 여성은 조세 수취 대상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여성이 대외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신분이 천민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여성이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직역은 기녀였다. 잘 알려졌
다시피 기녀는 국가에 예속되어있는 공노비(公賤) 중 읍 단위 이상 지방관아에 배
속된 관비(官婢)에서 차출되었다. 관비는 지방관아에서 기녀 외에도 의녀(醫女), 침
선비(針線婢), 주찬비(酒饌婢), 수급비(水汲婢)와 같이 관아 살림을 보조하는 역할
을 담당했다. 그 가운데 기녀는 지방에 발령받아 내려온 관리와 손님의 시중을 들며
여흥을 제공했다. 본 논문은 기녀의 신분에 초점을 맞춰 검토, 서술하며 기녀의 역
할과 활동은 논외로 한다.
기녀의 여손(女孫)과 악공의 딸 그리고 관비(官婢)는 기녀의 선발집단이었다.
기녀가 죄를 지으면 관비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아녀자들도 죄
가 있으면 그 신분은 관비로 전락했다.
장악원 소속 악공과 악생, 그리고 기녀의 신분이 ｢예전｣에 명시되어있지만, 관
현맹인에 대한 법적인 신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실록Ã 기사를 검토한 바

에 따르면, 조선초기 관현맹인의 신분은 양인과 천민으로 확인된다.
조선전기의 군영음악인은 취라치(吹螺赤)와 태평소(太平簫)로, 군역에 응한 양
인에서 선발되었다.

경국대전Ã ｢병전｣ 군사급사(軍士給仕) 조에 의하면, “제진(諸

鎭)의 군사 중에서 잘 부는 자를 택”한다는 조항 그리고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와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의 조선전기 군제로 미루어 볼 때, 취라치와 태평소 역시 정
병(正兵)과 마찬가지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 신분이었다는 점과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2. 궁정음악인에 관한 법적 규정
1) 신분
악생과 악공의 신분은

경국대전Ã ｢예전｣ 아·속악 조에 규정되어있다. 악생은

양인(良人), 악공은 공천(公賤)에서 선발하되, 양인이 속하기를 원하면 들어준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와 같은 법규는 여말 선초부터 시작해 1469년(예종 1)까지 논의된
궁정음악인 신분에 대한 최종규정이며, 조선 말엽까지 편찬된 모든
하게 기록되고 있는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기녀의 신분 역시

법전Ã에서 동일

경국대전Ã ｢예전｣ 선

상 조에 읍 이상 지방관청의 관비로 정속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경국대전Ã에 기

록된 궁정음악인의 신분 규정은 조선시대 전 기간을 아우르는 궁정음악인 신분에
대한 기본 원칙이다. 관현맹인은 그 신분에 대해

경국대전Ã에 따로 정해놓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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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양란 이후 궁정음악인이 부족해 민간에서 역(役)을 부담하지 않는 한잡인(閑雜
人)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경국대전Ã의 규정을 수정해 명문화한

법전Ã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내수사 노비와 각사 서리, 입역 군사를 궁정음악인으로 동원한 경우에
도

법전Ã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국대전Ã의 궁정음악인 신분 규정이 불변의

원칙인 까닭에 조선후기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원칙을 변용한 경우를 일일이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초기 궁정음악인 신분이 자주 변동되었
지만
어,

경국대전Ã에는 최종결정만 기록된 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불
경국대전Ã의 궁정음악인 신분 규정은 양인과 공천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한잡인

이나 각사 서리, 입역 군사의 신분은 양인이고, 내수사 노비는 공천이니 위법은 아
니다.
즉,

경국대전Ã은 현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조선시대 최고의 법규범으로.

경국대전Ã 이후로 편찬된

법전Ã과

법령집Ã은

경국대전Ã을 기본으로 각 규정을 보완하거나 시대에 맞게 수정한 법제서였다.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궁정음악인 신분에 관한 논의 중

경국대전Ã에 법규로 반

영된 사안은 세종 19년과 세종 28년에 논쟁된 양인 신분 남성과 공·사천 비자 사이
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 규정과 예종 1년에 한명회 등이 건의한 장악원 우방 악공
에 양인과 공천의 병차(幷差) 문제가 있다.
공·사천 비자의 소생이 명확하지 않은 부계로 인해 모두 환천(還賤)되었다가 노
비를 대신 세워 천민 신분을 벗게 한 대구속신(代口贖身)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

Ã ｢형전｣ 천첩 조와 천처첩 자녀 조에 반영되었고, 예종 1년의 장악원 우방 소속 악
공을 양인과 공천으로 병차시키자는 의견은

경국대전Ã ｢예전｣ 아·속악조 “아악(雅

樂)은 좌방(左坊)에 소속시키고 악사(樂師) 2인과 악생(樂生) 2백 97인(보수(補數)
가 1백 인이다.)은 모두 양인(良人)으로 채운다. 속악(俗樂)은 우방(右坊)에 소속시
키고, 악사 2인과 악공(樂工) 5백 18인(10인마다 보수가 1인씩이다.) 및 가동(歌
童) 10인은 모두 공천(公賤)으로 채운다. (양인으로서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들
어준다.)”로 반영되었다.
군영 음악인 신분은 관현맹인과 마찬가지로

법전Ã에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는

군역을 부담하는 만 15세에서 만 60세 양인 장정이 정병으로 입대해 맡았으므로 군
영 따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입역 · 습악 · 급료
장악원 소속 악공과 악생의 입역 기간은 총 1,200일로 약 3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된다. 모두 장번(長番)이며 장악원 소속 음악인 중 악생과 악공은 한 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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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해서 약 3년 3개월, 즉 1,200일을 근무하면 가계(加階)되었고, 양인은 정 6품, 공
천은 종 6품까지 오르면 거관(去官)되었다. 관현맹인의 입역기간은 400일로 악공과
악생보다 입역기간이 3분의 1로 짧은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장악원 소속 악공과 악생은 입역기간 동안 평상시에는 묘시(卯時; 오전 5시~7
시)에 장악원에 출근하여 담당 악기를 연습하고 미시(未時; 오후 1시~3시)에 퇴근
하는 사진관습(仕進慣習)과 음악을 가르쳐 익히게 하는 이습(肄習)이 있었다. 또한
매월 초하루, 악공들의 도회(都會)에서 각자의 기량을 시험받았다. 그리고 각종 국
가전례가 있을 때마다 그에 소용되는 음악을 습악(習樂)해야했다.
장악원 소속 악공과 악생의 급료 지급 규정은
되어있다. 1466년(세조 12)에 초판이 간행된

경국대전Ã과

대전속록Ã에 명시

경국대전Ã ｢병전｣ 급보(給保) 조에

양인 신분인 악생과 양인 악공에게 봉족을 지급하는 규례가 기록되었고, 1485년(성
종 16)에 편찬된

대전속록Ã ｢병전｣과 ｢예전｣의 수정조항으로 보아 늦어도

대전속

록Ã이 편찬된 1466년부터 1485년 사이에 장악원 소속 악공에게 봉족을 지급한 것
으로 보인다.
관현맹인의 입역기간은
록은

경국대전Ã에 명시된 반면, 습악과정과 급료에 대한 기

실록Ã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현맹인에게 봉족을 지급했다는 사료는 발견

되지 않는다. 관현맹인에게는 봉족을 지급하는 대신, 악공의 예에 따라 봄, 가을로
쌀과 콩 한 섬씩을 주었다.
관현맹인 제도는 1447년(세종 29) 의정부의 진언에 의해 혁파되었다. 기악(妓
樂)의 대체(代替)로 설치되었다가 기녀들이 속악을 습악하고 궁중연향에서 소임을
다하게 되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
의 계사대로라면, 시각장애인이 담당하는 관현맹인으로는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라는
박연의 진언이 사실이었던 듯하다.
기녀에 대해서는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여악의 사용과 용처에 대한 논란이 대
부분으로, 조선시대 기녀의 습악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조선시
대 기녀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기녀의
음악교육이 처음으로 기록된 시기는 태종대였다. 선상한 어린 기녀 6명을 궁 밖에
사는 노기(老妓) 삼월의 집에서 습악하게 하고 이를 내풍류라고 불렀고, 세종대부터
단종대까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기녀의 음악교육을 맡았으며, 세조대에는 악학
도감(樂學都監)에서, 성종대에는 장악원(掌樂院)에서 기녀의 음악교육을 담당했다.
또한 성종대에는 기녀들을 장악원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게 하여(仕進) 가사(歌
詞)와 악장(樂章)을 익히게 했다. 연산군대에는 기녀들을 나누어(分番) 장악원에서
숙식하면서 습악하게 하였던 것을 기부(妓夫)들이 기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통
에 기녀 전원을 한꺼번에 장악원에 들어오게 하여(合番) 습악하게 했다. 또한 기녀
의 습악은 기녀가 지도하고 글은 의녀가 가르치도록 했다. 중종대에는 조종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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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練祭) 후에 공인(工人)이 풍악을 연습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여공(女工)이
풍악을 연습하였던 선대 임금들의 예를 따라 기녀의 습악을 임금이 돌아간 2년 후
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명종대에는 지방의 교방을 설치목적을 내연(內宴)에 참
여하기 위하여 지방관청에서 기녀를 선발해 습악하여 선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
다.
군영음악인인 취라치와 태평소는 총 170일간 입역을 했다. 5개 번으로 나누어
4개월마다 서로 교대했고 1보(保) 1정(丁), 즉 3명의 봉족이 주어졌다. 연재(鍊才)
는 상시로 태평소와 취각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취재와 수직
수직(受職)은 취재(取才)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궁정음악인의 수직
(受職)과 가계(加階)가 사맹삭(四孟朔)에 치루는 취재와 그 간의 근무일수를 점검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술한 바 있다. 1년 동안 3개월마다 1, 4, 7, 10월에(四孟
朔) 네 번의 시험을 보고 각 3개월 동안의 최소 출근일수 30일을 만족하면 그 점수
를 합산해서 1, 2, 3등에게 종 7품, 종 8품, 종 9품의 체아직을 수여했다.
사계절의 각 첫 달에 예조가 해당 아문의 제조(提調)와 함께 취재(取才)하되,
제조가 없는 곳에는 해당 조(曹)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했다. 다만 3개월 안에 30일
도 근무하지 않았거나, 제향(祭享)ㆍ연향(宴享) 및 예식(禮式)에 아무런 사정없이 2
차례 이상 참석하지 않은 악생과 악공은 모두 시험볼 수 없었다. 임기가 끝났으나
계속 출근한 사람은 3개월간 3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역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취재과목은 악생과 악공의 취재과목은 서로 달랐다. 악생은 아악(雅樂) 중의 3
악장 및 등가(登歌), 문무(文舞), 무무(武舞)를 시험 봤고, 악공은 향악과 당악, 그
리고 편종(編鍾), 편경(編磬), 생(笙), 우(竽), 화(和), 훈(塤), 지(篪), 금(琴), 슬
(瑟), 용관(龍管), 가무(歌舞)를 모두 때때로 시험 치뤘다. 악공이 아악기를 시험 치
룬 이유는 1464년(세조 10)에 속악인 보태평과 정대업을 종묘제향악으로 개찬한
종묘와 영녕전, 그리고 문소전에서 악공이 그 연주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궁정음악인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수여되었다. 체아직(遞兒職)은 상시적인 녹봉
을 받지 못하는 관원이나 군사에게 4도목 시험성적에 따라 돌아가면서 관직을 받게
하여 그 관직에 배당되어있는 녹봉을 받게 하는 직(職)을 가리킨다. 체아직은 보포
로 생활하는 궁정음악인에게 일시적이나마 녹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당부분 퇴
직자를 우대해 성재한 음악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음악인이 속해 있는 각 기관의 위계는 거스르지 않도록 수직의 품계는 한정시켰다.
궁정음악인 역시 정기적으로 받는 급료없이 보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동반(東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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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西班)의 품직을 체아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재
와 출근일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음악인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다시 설명하자
면, 사계절의 첫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취재한 결과와 그 전 달 10일까지의
출근일수를 더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음악인에게 체아직을 수여했다.
15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간행된 여러 법령집을 살펴보면, 수직규정에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악공 체아직은 4도목 취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자
리였으나, 악공 체아직 한 자리는 전직 전악들이 협의하여 취재하는 화회취재(和會
取才)를 거쳐 수여하기도 했다.
담은

경국대전Ã 소재 법규의 미비한 점을 보충한 법령을

대전속록(大典續錄)Ã(1492, 성종 23)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음악인에게

경국

대전Ã의 특별근무일수(別仕)를 주는 규정에 의거해 차등지급하고, 취재에 입격하면
수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추가했다. 또, 악생의 체아직 중 정9품 전성 2자리와 종9
품 부전성 1자리를 영녕전으로 옮겨 악공의 체아직으로 가설한 것으로 보아, 그 직
임(職任)의 경중에 따라 각각 체아직의 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정음악인에게 주는 체아직은 단지 장악원 직제에 한정되어있지는 않았다. 아
악서 악공의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서반직(西班職)을 수여하기도 했고, 장악원
소속 음악인 가운데 하나인 관현맹(管絃盲)에게 체아직으로 서반(西班; 武班) 9품
직을 내린 사례가 있다.
장악원 소속 음악인에게 서반직(西班職)을 수여했다는 기사는 주목해야 될 사료
이다. 서반직이 체아직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은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
있는데, 관현맹인뿐만 아니라 악공에게도 서반직이 체아로 제수될 수 있다는 점은
조선후기 민간사료와 악보, 소설 등에 군직을 가진 이들이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는
내용과 관계가 있을 듯하다.
장악원 소속 음악인에게 체아직을 수여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사도목 취재에
3등 이상으로 입격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서용할 때 체아직을 수여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사도목 취재에 입격해야만 체아직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악원의 경
우, 보통 8, 9품의 전율이나 전성을 거관체아(去官遞兒) 자리로 배정했다. 그러나,
장악원에 자리가 없을 경우, 서반체아 8, 9품을 수여하고 그 전에 맡아보던 장악원
에서의 업무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요컨대, 장악원에서 행직(行職)으로 내려주는
거관체아는 관록있는 음악인을 계속 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관현맹인의 취재와 수직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다.

경국대전Ã ｢이전｣ 잡직 조

가운데 장악원 체아직 관계(官階)에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현맹인의 취
재와 수직에 관한 조항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29년에 관현맹인 제도가
혁파되었다. 그러나, 성종 3년에 관현맹인을 서반 9품직에 임명했고, 성종 19년에
기녀와 관현맹인의 연주가 형편없다고 성종이 책망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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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혁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1461년(세조 7)에 간행된

경국대전Ã ｢이전｣ 잡

직 조와 ｢예전｣ 아·속악조 또한 관현맹인의 존재와 제도의 지속성에 있어 서로 상충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세 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경국대전Ã의 6전의 편찬시기가 달라 ｢이전｣에는 1447년(세종 29)에 혁파된
관현맹인이 장악원 체아직 중 종 9품을 수직하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아서 ｢예전｣의
장악원 악공과 악생의 신분규정과 상충한다는 가정이 그 하나다. 둘째, 당시 조선사
회의 당면과제가 각 신분계층에 따른 국역부담에 있었기 때문에 음악인의 장애여부
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예전｣ 아·속악조에 굳이 악공과 악생의 장애여부
를 기록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가정이다. 셋째, 관현맹인 제도와 장악원이라
는 국가음악기관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현맹인은 임시제도였으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궁중음악을 성실히 익히고 연주하는 자들을 위해 장악원의 종 9
품 4자리를 배당하고 이들의 음악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맹인이

관

경국대전Ã ｢예전｣ 아·속악조에 장악원 소속 음악인으로 기록되지 못한 이

유는 장악원의 전신인 아악서와 전악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조선 초기 음악기
관인 아악서와 전악서는 국가와 조정의 공식적인 의식에 필요한 음악을 담당했다.
반면, 관현맹인은 필요할 때만 내진연의 연향악을 담당했으므로

경국대전Ã ｢예전｣

아·속악조에 장악원 소속 음악인으로 등록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군영의 시취(試取)는 병조에서 관리했다. 조선전기 취라치와 태평소 주자는 4
월, 7월, 10월 3도목의 시취와 더불어 군사로서의 무재를 시험받았다. 군사로서의
연재(鍊才)는 모두 3등 이상인 사람을 뽑고, 시취(試吹)는 2등 이상인 사람을 뽑았
다.

경국대전Ã에는 이와 같이 취라치와 태평소의 시취(試取)에 관해 간략하게 규정

하고 있지만,

실록Ã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습악과 시취에 관해 기록하고 있

다.
취라치와 태평소는 4월, 7월, 10월의 3도목 취재에서 1등 한 사람에게는 별사
(別仕) 10일, 2등 한 사람에게는 7일, 3등 한 사람에게는 4일의 근무일수를 주었다.
예를 들어 취재에서 1등을 했다면, 입역일수 170일에서 10일을 감하여 주는 것이
다.
취라치와 태평소 역시 장악원 소속 악공과 악생과 마찬가지로 체아직을 수직했
다. 이들이 수직할 수 있는 품계는 종6품부터 종9품으로 각 품계별로 1자리를 내취
라치(內吹螺赤)와 태평소(大平簫)가 서로 교대로 수직했다. 취라치와 태평소도 장악
원 소속 음악인과 마찬가지로 재예(才藝)를 이룬 자는 계속 맡은 업무를 계속하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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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란 이후 궁정음악인의 신분변화 양상
1. 장악원 소속 음악인의 양역 부담
경국대전Ã ｢예전｣ 아·속악조에 악공과 악생의 신분이 규정된 후 편찬된
Ã,

법전

법령집Ã에서도 장악원 소속 음악인 신분에 관한 법규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법제적 신분의 변동이 없었을 뿐 양란 이후 조정의 정책과 사회변화에 맞물
린 장악원 소속 음악인 신분의 변동이 발견된다. 특히 공천으로 정속(定屬)되었던
장악원 악공의 신분은 조선후기 사회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란 이후 조선의 군제가 의무입대에서 직업군사를 고용하는 모병제(募兵制)로
변경되면서 모집한 군사에게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전란 이후 국가재정
이 악화된 조선은 군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악공과 악생의 입역을 중
단시키고, 그들에게 가포(價布)를 징수했다. 악공과 악생이 상납한 가포는 서울에
머물며 습악을 하는 악공과 악생의 급료뿐만 아니라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영의 군
사들에게 지급할 군수(軍需)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악원 소속 공천 악공의 신
분은 실질적인 양인으로 전환되었다.
조정은 모병제를 통해 모집한 군병의 급료 마련을 위해 양반을 제외한 만 15세
에서 만 60세의 평민 남성 1정(丁)당 군포를 수취하고, 지방 관청의 공천은 중앙관
청에 입역하는 대신 가포(價布)를 상납하게 해 군수(軍需)로 활용했다. 이때부터 군
역(軍役)은 양역(良役)과 동일한 의미가 되었고 양역은 조세수취수단으로 변질되었
다. 그들이 내는 가포와 번가로 장악원에 입역한 서울 거주 음악인에게 급료를 지급
하고 더불어 군수로 활용했으니, 양란 이후 악공과 악생은 신분과 관계없이 양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천 악공은 법적 신분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부담하는 역이 양역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신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국가는 장악원 소속 공천 악공을 공식적인 군포수취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장
악원 소속 공천 악공이 공식적으로 양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1743년 (영조 19)에 간행된

양역총수(良役摠數)Ã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악원의 양역종목은 악생과 악생보 그리고 악공보로 장악원 소속 악공은 양역
종목 대상이 아니었다. 양역총수Ã가 간행된 지 5년 후에 조현명(趙顯命, 1690~1752)
이 편저한

양역실총(良役實摠)Ã(1748, 영조 24)에서도 역시 장악원 악공은 양역종

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 사이에 간행된
지도서(輿地圖書)Ã의 ｢군병(軍兵)｣항에는 장악원 소속 악공이 등록되어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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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지도서 소재 충청도 은진현 읍지 군병 항목 중 장악원 소속 음악인과 보인
지역

충청도

항목

은진

내용

인원수 (명)

장악원납 관노악공

3

민악공

29

악생

1

악생보

9

군병

충청도 은진현 읍지에는 총 32명의 악공이 등록되어있다. 이 가운데 3명의 관
노 악공에는 ‘장악원 납’이라는 부연설명이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내는 가포가 장
악원에 입역한 음악인에게 삭료로 지급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악공역 자체
가 양역종목이 아닌데도 은진현 읍지 ｢군병｣항에 등록되어있는 기록으로 인해 과연
3명의 관노 악공이 납부하는 가포가 장악원으로 상납되는 건지 확실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연구가 더 필요할 듯하다.
문제는 민악공으로 등록되어있는 29명이 납부하는 가포의 행방이다. 이들의 신
분으로만 보면 29명의 민악공은 당연히 양역을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의 직역
인 악공은 국가에서 정한 양역종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충청도 은진현의 군병항을
분석해볼 때

여지도서Ã ｢군병｣항에 등재되어있는 악공 중 일부는 사모속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사모속(私募屬)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양역이 아닌 역에 양인이
투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충청도 은진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읍지
의 ｢군병｣항 악공역에 등록되어있는 양인 중에는 사모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여지도서Ã의 여러 지방 중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읍지 군병항에 등록된 악공

은 타지역에 비해 그 수가 많다. 물론, 악공역에 등록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사모속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가운데는 양인 악공도 존재할 것이
다. 그러나, 원래의 역이 악공이었던 양인도 악공역 자체가 양역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납부한 가포는 지방관청과 군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존연구서에서는 지방읍지의 ｢군병｣항에 장악원과 기타 중앙 관청의 양역종목
이 혼재되어있는 이유를 직정과 자모로 보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악공역에 등록된
양인 중 일부를 직정과 자모로 판단했다. 직정(直定)은 정상적인 행정단계를 밟지
않고 각 군과 아문(衙門)에서 직접 군수보를 지정해 군영에 속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하고 자모(自募)란 군병이 직접 자신의 보인을 스스로 모집해 오는 것으로 해당 군
영에서는 보인의 부담을 다른 역보다 가볍게 처리해주는 편법이 자행된 것이다.
이에 조선조정에서는 전국의 양역총수를 정해 정해진 인원 외에 투속한 양정은
모두 찾아내어 양역을 이행하도록 했다. 영조대에 이루어진 양역사정(良役查正,
1742, 영조 18)과 그 결과를 책자로 정리한

양역총수(良役摠數)Ã(1743, 영조 19)

와 이를 보완한 양역실총(良役實摠)Ã(1748, 영조 24)이 간행되면서 전국의 양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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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조사하고, 각 양역종목에 따른 총액의 한도를 정했다. 말하자면, 5군영은 각
지방마다 보인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에서 지정한 양역종목이 아닌 악공역은 명칭만
악공역일 뿐 각 지방 관청과 군영의 직정과 자모로 판단된다.
여지도서Ã ｢군병｣항에 등록된 양인악공의 존재는 또한 조선후기 신분제 변동의
일단(一端)으로도 보인다.

경국대전Ã부터

대전회통Ã까지 ｢예전｣ 아·속악 조항은

악공은 기본적으로 공천으로 충당하고, 양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악공에 속하도
록 해주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 음악인의 신분은 유동
적이었고, 그 배경에는 국가재정 확충이 있었다. 그렇다면, 충청도 은진현의 악공 중
양인악공이 많았던 이유를 조선후기 음악인 신분의 유동성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천민일 경우, 그 자손의 신분 역시 천민이라는 일천즉천법
은 1669년(현종 10)에 이르러 종모법(從母法)으로 교체되었다. 일천즉천법으로 인
하여 공천과 사천은 증가하고 양인이 줄어들자 양역을 부담할 양인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현종 10년에 송시열의 주청으로 이루어진 종모법(從母法)은 여말선초의 천자수
모법(賤者隨母法)과 달리 공·사천과 혼인한 양인 신분 여성의 신분을 따라 그 자녀
의 신분을 양인으로 규정한다는 법령이었다. 종모법이 완전히 정착된 때는 1731년
(영조 7)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조정의 정권을 잡는 당파의 이익에 부합하여 종모
법과 환천(還賤)을 계속 반복했다.
현종 10년에 단행된 종모법에 의해 공천이던 악공이 양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서 양인악공의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 또한 타진했다. 그러나, 악공역은 사모속이든
변경된 신분제의 결과든지 국가에서 지정한 양역종목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조선
후기 각 지방 읍지 ｢군병｣항에 등록된 악공이 내는 가포는 지방관청과 군영 재정으
로 이용되었다고 파악된다. 더불어 조선후기 장악원 악공의 법제적 신분은

경국대

전Ã의 규정과 달라지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신분은 공천에서 양인으로 이동했다고
파악했다.
양란 이후 장악원 소속 음악인은 국가의례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수가 줄어
들었다. 이는 악공과 악생의 수급양상이 의무입역에서 고립제로 바뀌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선후기 장악원 소속 음악인에게 지급되던 급료는 매달 면포 1필이었지
만, 고립한 음악인 역시 급료를 면포로 받았는지, 아니면 면포 1필의 대전가(代錢
價) 2냥으로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1781년(정조 5) 대년악생이 습악에 참
여할 때 지급되는 비용을 4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립된 음악인에게도 면포가
아닌 면포의 대전가를 계산해 지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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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악의 철폐와 경제적 의미
기녀 역시 장악원 소속 음악인과 마찬가지로 양란 이후에도 법제적 신분은 변하
지 않았다. 그러나, 양란 이후 조선사회는 경제력을 이용한 신분상승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고 공·사천민 사이에서도 자본을 앞세운 속신(贖身)이 시행되었다. 조
선 후기 기녀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1623년(인조 1) 여악을 혁파한 후 정기적인 기녀 선상이 중단되었다. 기녀나
여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악혁파의 의미를 성리학적 배경에서 설명했지만, 본
논문은 국가재정과 지방관청 노동력 확보로 판단한다. 기녀는 공천 중 여종(婢子)으
로, 입역을 하게 되면 봉족 2명을 지급받고 입역자와 봉족은 납공을 면제받았다. 입
역노비가 사정이 생겨서 입역을 못할 경우 한 달에 베 2필씩 납부했다. 입역노비가
아닌 납공노비 중 남종은 의무적으로 매달 2필의 베를, 여종은 1필 반의 베를 상납
해야했다. 여악제도가 혁파되었으므로 기녀의 가포(價布) 납부는 시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 관청에 배속된 노비 중 입역하지 않는 자는 매달 납
공포(納貢布)를 내야했으니 여악제도 혁파 후 기녀 역시 관비이므로 납공포를 상납
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 기녀제도의 변화로 볼 때, 과연 국가에
서 여악을 철폐한 이유가 도덕적, 윤리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는가는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기녀에 관한 관찬사료를 검토해보면 기녀를 혁파하자는
주청이나 기녀의 사유화에 대해 국가의 경고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다. 이는 풍기문
란을 이유로 한 경우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국가와 지방관청의 노동력 부족이 문제
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녀의 선발대상이 지방관청에서 잡역을 담당하는
관비였기 때문이었다.
대전통편Ã ｢예전｣ 아·속악조 법규 중 하나인 장악원 이륙좌기는 원래 성재한
기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련된 습악제도였다. 가무악에 능한 기녀는 조정관료에게
”사패(賜牌)한 구사(丘史)에 불법으로 소속되고 혹은 불법으로 속량(贖良)하고 혹은
첩이 되어 버린 까닭에 남아 있는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궁정의례를 위해 익힌 정
재와 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들을 추쇄(推刷)해 습악 때 강제로라도 연
습시키기 위해 이륙좌기를 실시했다.
조선 후기 선상기에 대한 급료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들었다. 단지, 연향을 마
친 후 그들의 공을 치하하여 도기(都妓)와 정재여령에게 비단과 면포를 상으로 하
사했다. 1744년(영조 20) 내진연에 참여한 기녀에게 사급(賜給)된 연폐(宴幣)는 처
용무를 연행한 다섯 명의 기녀가 받은 상이 제일 많았다. 이들에게는 모시 1필, 면
포 1필, 백면포 1필, 백주 1필로 이들을 지도했던 도기보다 높은 상급(賞給)이 내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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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현맹인 제도의 복설과 운용의 변화
관현맹인은 장악원 소속 악공, 악생과 기녀 그리고 군영 소속 음악인과는 달리
조선전기부터 그 신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관현맹인은 양인과 천민 구
분 없이 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그 신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현맹인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 관현맹인 제도는 1651년(효종
2) 복설되었다. 당시 장악원에서는 관현맹인 제도를 정식제도로 여기고, 다른 음악
인 제도는 복구되었는데, 관현맹인 제도만 복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올렸다.
1623년(인조 1)에 여악이 폐지되었으므로 여악을 대신해 내연에 참여할 음악인이
필요한 까닭에 올려진 보고였다. 1680년(숙종 6) 11월 24일 체아직을 증설시켜달
라는 관현맹인 홍석해의 상언에 따르면, 체아직은 관현맹인에게 자생(資生)하는 방
법이었다. 홍석해의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체아직 외에 관현맹인에 대한 국가의 경
제적 지원이 없었다고 이해된다. 더불어 1657년(효종 8)에 설행되었던 진연에 단료
(單料)를 주고 관현맹인 13명을 습악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와 마찬가지
로 관현맹인에게 보인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이나마 취재를 통해
녹봉을 받을 수 있었던 취재녹체아과(取才祿遞兒寡)도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관현맹인 제도가 1651년에 복구된 이후 1680년에 체아직 13자리가 마련되기
까지 일용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군영음악인 신분구성 변화와 특징
조선후기 모병제는 신분에 상관없이 무재(武才)가 뛰어난 군병을 모집했기 때문
에 조선후기 군영음악인인 취고수와 세악수의 신분은 취라치와 태평소 주자와 같이
양인으로도, 천민으로도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군영등록과
관찬사료에 이들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일성록Ã에 기록되어있는

군사 시취(試取)에 입격한 사람 중 군영 소속 음악인의 신분을 살펴보았더니, 양인,
겸사복, 한량, 출신으로 나왔다.

일성록Ã의 시취(試取) 기록으로 볼 때 18세기 전

후의 중앙 군영 소속 음악인은 적어도 양인 이상의 신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
다.
반면, 지방 군영 소속 음악인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Ã에 군영음악인으로 등록된 21명을 대상으로 신분구성을 분석한 결과, 양
인: 사노: 무계의 비율이 9: 6: 7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성현 군영음악인 중 내취 1
명의 신분은 양인이었다.
중앙 군영 음악인에 비해 지방 군영 음악인의 신분계층이 다양한 이유는 속오군
때문으로 짐작된다. 속오군은 중앙의 훈련도감과 함께 설립된 지방군대로, 훈련도감
과 다르게 속오군에는 공천과 사천도 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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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이나마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Ã에 등록되어있는 군영음악인의 신분구성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그동안 음악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궁정음악인
혹은 군영음악인의 무속집단설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수치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인, 천민, 무계집안 음악인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군영음악인의 신
분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조선후기 군영음악인의 입역은 소속 군영의 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전통편

Ã ｢병전｣ 번차도목(番次都目) 조에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군사의 입역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취고수와 세악수, 내취로 좀더 다양해진 군영 소속 음악인들
이 5군영에 각각 속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이 속한 군영의 도목을 따라 음악인과
군사로서 시취를 받았다.
장악원의 이륙좌기는 임금이 전좌(殿座)할 때도 거행된 반면, 군영의 시취는 임
금의 전좌(殿座)나 동가(動駕), 재계(齋戒)와 감선(減膳) 때에는 행하여질 수 없었
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는 군병이 숙직을 하거나, 일기가 좋지 못할 때도 시험이 불
가능했다.
겸내취와 원내취는 취라치와 태평소와는 달리, 입역 일수를 감하여주는 상을 받
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번(立番)할 때를 기다려 면목(棉木)을 상으로 받았다. 취
라치와 태평소를 맡은 군병과 선전관청에 입번되는 내취가 시취 후 받는 상격(賞
格)이 다른데, 향리(鄕吏), 역리(驛吏), 천인(賤人)일 경우, 입역기간을 감하여 주는
대신, 면포(綿布)를 지급했다.
조선후기 군제는 모병제였으므로, 각 군영음악인들 역시 급료를 받았다. 취고수
는 평균 쌀 9말(斗), 세악수는 쌀 6말 정도를 매달 수급하고, 4개월마다 봉족이 상
납한 보포 2필이나 보포 2필의 대전가(代錢價)인 2냥을 받았고 체아직이 없는 금위
영과 총융청의 군사들은 동지와 연초에는 약간의 상여금도 수령했다. 조선후기 5군
영은 군영재정을 각기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재정의 근원은 백성의 세금에서 나
온 것이니 군영 소속 세악수 역시 급료병이었다.

Ⅳ. 궁정음악인 고립제의 운용과 음악문화의 변동
1. 궁정음악의 균열과 축소
임진왜란이 일어난 1년 후인 1593년(선조 26)에 종묘대제에 전란 후 피해를
복구한 다음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1602년(선조 35)에 이르러서야 종묘대제
에 음악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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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년 동안 연주되지 않았던 종묘제례악이 10년 후 종묘대제에서 제대
로 연주되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1602년 추향대제에서 선조의 비(妃)인 의인왕후
(懿仁王后)의 혼전(魂殿)에 종묘제례악인 보태평과 정대업이 연주되는 일이 벌어지
기도 했다. 10년 동안 연주되지 않았던 종묘제례악에 대한 예제적(禮制的) 문제가
심각하였음을 단편적으로 시사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예제적, 음악적 혼란을 불러온 사건은 1626년(인조 4), 중광장(重
光章)의 찬정이었다. 이와 같은 인조의 결정은 9성, 9변 체제의 종묘제례악장과 제
례악을 10성, 10변 체제로 변하게 했다. 이 사건이야말로 종묘제례악이 착란(錯亂)
된 시발점(始發點)이었다. 중광장은 반정공신 중 한 명인 김류(金瑬)가 지은 악장으
로, 초헌의 인출장(引出章) 역성(繹成)의 가락에 얹혀져 인조대 당시 제 8변인 정명
(貞明) 뒤에 위치했다. 이렇게 되면 초헌례의 인출이 음악적으로 두 번 이루어지는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1626년 (인조 4) 이후 1765년 (영조 41) 에 용광장과
정명장을 합장하여 제8변 용광정명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중광장은 초헌뿐만 아니라
아헌(亞獻)과 종헌(終獻), 삼헌(三獻) 모두에서 왕대별로 위치를 이동하며 연주되었
고, 악장과 음악, 그리고 예제적인 부분에서 모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묘제례악이 의도하지 않게 착란된 배경에는 전란이 있었고, 전란으로 인하여
10여년간 종묘대제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던 과정에서 예전(禮典)과 악전(樂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결여되었던 탓이었다. 그러므로, 종묘제례악에 문제가 있다면,
생긴 최초 시점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로 소급되어야한다.
본 논문은 세조대의 종묘제례악을 원형으로 보았다. 종묘제례악의 착란은 양란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정자들도 종묘제례악의 어떤 점이 오류인지 판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국난의 상황에서 종묘제향에 음악을 연주
하지 않았던 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하여졌으리라 판단된다. 양
란으로 인하여 궁정음악인의 인원은 줄어들고 10년 동안 연주되지 않은 종묘제례악
을 기억하는 음악인도 희박하였을 것이다.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소실된 상태에서
참고할 문헌없이 종묘제례악의 복설(復設)을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신료도 없었다.
설령, 종묘제례악에 대하여 참고할 문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관찬사료를 검토한 결과, 임금과 신하가 각각 해석하는 바가 달
랐고, 이는 각자 자신의 정치적 입장 차에서 비롯되었다. 중광장의 찬정이 바로 그
런 예이다.
이와 같이 종묘제례악이 예제를 역행하며 혼돈에 빠진 와중에 부족한 궁정음악
인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에서 활동하다 임시로 고용된 음악인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종묘제례악이 용처가 뒤
섞이고, 인조대에 들어와서는 중광장으로 인하여 제 9변 중광장의 음악과 인출장의
음악이 중복되었으니 연주하는 궁정음악인의 혼란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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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사하고 있는 궁정음악인도 그러할진대, 제향 때만 임시로 고용된 음악인들은
상황파악이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629년(인조 7) 당시, 출사(出仕)
하고 있는 악공이 1백 명 미만이라 제항 때마다 고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임시로
고용된 음악인들이 음악이나 무도(舞蹈)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736년(영조 12)

승정원일기Ã의 기사에 의하면 영조는 고용된 음악인은 습악

을 하지 않은 부류인데, 어찌 음률을 알 수 있겠느냐고 힐책하며, 이 때문에 종묘제
례악·무가 문란하여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묘제례일무가 모양을 갖추지 못했고, 9
성을 연주해야할 부분에서 3성을 연주하고, 3성을 연주해야할 부분에서 9성을 연주
하고 있는데, 종묘에 제향악을 올리고 듣다보니 친제에는 그나마 제대로 연주하는
것 같은데, 섭행에는 제대로 연주되지 않고 음악이 짧아졌고, 빨라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종묘에 올릴 수 없듯이, 악공을 고용하는 것은 안될 일
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영조의 지적사항들과 양란 이후 종묘제례악의 착란에 관련된 사료들
을 살펴본 결과, 첫째, 종묘제례악 원형에 대한 위정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둘째,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종묘제례악장의 찬정을 결정하여 종묘
제례악은 그 원형을 잃었다. 셋째, 양란 이후, 줄어든 궁정음악인의 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향 때마다 음악인을 임시로 고용한 탓에 이들의 습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고, 습악의 부족은 고용음악인들의 종묘제례악 선율의 숙지를 어렵게 만들었
다. 그 결과, 9번 연주해야 하는 영신악이 3번만 연주되거나, 그 선율이 단축되는
등 종묘제례악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조선후기 궁중연향악의 축소는 궁정음악인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과 조선후기 국
가재정 적자로 비롯된 현상이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삼명절을 비롯한 궁중연향에 소용되는 물자는 호조와 왕실
재정으로 해결했다. 당시의 관찬사료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17세기 조선은 음력 5월
하순에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까닭으로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서는 역병(疫病)이 창궐하여 연례에 사용할 물자를 거두기는 커녕 백
성들의 조세를 감면해주어야 하는 지경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국가재
정은 고갈되어갔고, 실상 연향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연향을 설행하기
위해서 진휼미(賑恤米)를 사용하거나, 지방감영의 군수(軍需)의 일부를 빌려와야하
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조대에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모궁 제향 때
악공 인원이 모자라 임시로 악공을 고용한 장악원 제조 정상순(鄭尙淳, 1723~1786)
을 파직했다. 후임으로 장악원 제조가 된 조시준(趙時俊)은 장악원의 재정이 열악한
탓에 부족한 악공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진언을 했고, 정조는 조시준에게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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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임했다. 이와 같이 습악 참여가 부진한 고용음악인과 장악원의 재정적 문제로
음악인을 고용하기 어렵게 되자 1795년(정조 19)에 있었던 화성행궁의 연향에는
장악원 소속 궁음악인은 최소 필요인원 10명만 대동한 채 부족한 인원은 장용영
외·내영 소속 세악수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부족한 궁정음악인을 장용영
소속 세악수로 대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영 소속 세악수가 연주하는 음악과 궁
중연향에서 연주되는 음악 가운데 서로 공통된 곡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악수와 내취가 주로 연주했던 곡은 무환지악(武桓之樂), 징각지악(徵角之樂),
소무지악(昭武之樂)이었다. 무환지악은 군악(軍樂), 징각지악은 여민락, 소무지악은
영산회상이었다. 1795년(정조 19) 윤 2월 13일 봉수당에서 혜경궁 홍씨에게 올린
진찬연에서 연주된 음악 가운데 여민락이 가장 많이 연주되었고, 향당교주(鄕唐交
奏)는 아박과 향발, 그리고 처용무의 반주곡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곡은 군영 음악
중 여민락, 영산회상과 같은 곡이다. 또한 1795년 윤 2월 14일 낙남헌에서 열린 양
로연 역시 대부분의 절차에서 여민락과 향당교주가 연주되어 군영 소속 음악인의
활동무대를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95년(정조 19) 6월 18일, 내전(內殿)에서 설행된 진찬연은 이후 거행
된 연향에 군영 소속 음악인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진찬
연에서는 진찬연의 모든 절차에는 장용영 내영 소속 세악수가 연주하는 향당교주
(鄕唐交奏)가 사용되었고, 정재는 올리지 않았다. 1795년 6월 18일의 진찬연에 장
용영 내영 소속 세악수가 동원된 것은 같은 해 윤 2월 13일 장용영 외영과 내영의
세악수가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된 진찬연에 참여했던 사례에 의거했던 것으로,
군영 소속 세악수가 향당교주를 연주함에 있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정조의 판단
이 전제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국가재정의 적자로 인하여 음악인을 고용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대처방안으
로 군영 소속 음악인을 연례에 참여시켰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궁중연
향과 군영음악 사이에 공통적으로 연주되는 곡인 여민락과 향당교주가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궁중연향과 군영에서 공통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던 반면, 그 곡
의 수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에 비하여 연향악은 협소해질 수 밖에 없었
다.

2. 궁정음악 수요와 공급의 변화
궁정음악인의 이탈로 인한 국가전례의 노동력 부족은 조선전기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였다. 나라에서는 궁정음악인의 무단점유와 남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관료들이 궁정음악인을 사적인 용도로 데려다 쓰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장악원 전·현직 관료들이 국가 단속을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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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을 부르고 연회를 열었는데, 이와 같은 일은 그림과 기록으로 남겨지기도 했
다.
18세기 말엽에는 장악원 관리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장악원 소속 음악인을 군영
소속 음악인으로 둔갑시켜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의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에 동원하
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조정신료의 지탄을 받았지만, 정조는 오래된 관행이니 앞
으로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사대부 관료의 불법은 성재
(成才)한 궁정음악인의 부족을 부추겼다. 악공과 악생 스스로도 장악원에 입역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국가전례의 설행이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급기야 국가에서 직접 가포
를 거두고 국가 전례에 필요한 연주인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문제는 급료를 지급하
고 고용한 음악인들이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궁
정음악인이 부족하여 전례의 설행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조에서는 악공을 서리(書
吏)와 사환(使喚)으로 차정하고 있다고 했다. 사대부 관료의 관점에서 궁정음악인은
전문음악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라고 보고 있었고, 이는 시대에 상관없이 지배층
이 가지고 있던 궁정음악인에 대한 가치판단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지배
층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는 상관없이 궁정음악인은 최저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 돈을 주고 고용해야 하는 유료 인프라로 전환되었다. 궁정음악인의
고용형태가 변화한 것과 맞물려 공조(工曹)에 선상된 장인들이 만들던 악기 역시
민간의 사공장(私工匠)이 제작한 악기를 국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는 궁정음악을 아무런 대가없이 향유했던 왕실과 사대부 관료가 가지고 있던 궁정
음악인과 궁정음악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키는 계기였다고 판단된다.

3. 궁정음악과 민간음악의 교섭
궁정음악인과 사대부 관료의 사노는 국가와 개인이라는 소유주가 다를 뿐, 그들
의 신분이 노예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 소유주의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음악을 제공해야하는 객체의 성격은 조선 사회의 최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왕실과 양반 사대부 관료 계층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관료에게 종속되어있는 음악인의 성격 역시 관료적일 수 밖
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장악원 소속 음악인과 사대부 관료의 사노비 음악인은 자신이 예속되어있는
주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을 교육받고 연주해야했으므로, 그들이 민간음악과 궁
정음악의 결합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악원 소속 음악인과
사노비 음악인의 음악적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획일적인 학습활동으로 인
하여 그들의 음악적 역량이 제한받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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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궁정음악의 탈계층성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첫
째, 궁정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계층이 특정계층으로 한정되어있지 않아야하고, 둘
째, 궁정음악을 수용하는 사람 역시 특정계층으로 한정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궁정음악의 탈계층성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시기는 전란 이후 부족한 궁정음
악인을 고용하면서부터이다. 양란 이후에는 고립제(雇立制)를 통하여 궁정음악의 명
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특정계층이 궁정음악인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궁정음악인으로 고용되었다. 계층의 다양성은 각 계층이 가지고 있
는 문화의 다양성으로 통한다. 상이한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후기 궁정음악
인으로 고용되었고 그 결과 궁정음악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반면, 이는
예상 외의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이 상승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
영산회상의 파생과 조곡(組曲) 형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산회상의 초기 파생곡은
었다.

한금신보Ã는

한금신보(韓琴新譜)Ã와

어은보(漁隱譜)Ã에 기록되

한립(韓立)의 편저 악보로, 이 악보에서 영산회상은 환입과 제

지로 파생되어있으며, 김성기(金聖基, 1649∼1724)의

어은보(漁隱譜)Ã에는 영산회

상이 갑탄으로 파생되어있다.
한립은 숙종대에 전악을 역임했고, 김성기는 악공이기는 하였으나, 본래 상의원
에서 궁시(弓矢)를 만들던 노자(奴子)였다. 한립은 장악원의 실무 담당자 가운데 가
장 높은 직급인 전악(典樂)이었다. 양인인 한립과 반대로 김성기는 공천(公賤)이었
다. 여러 문집에서 김성기가 거문고를 좋아하여 악공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전술하였듯이 18세기는 궁정음악인의 고용형태가 변화하던 시기였다. 조정에서는
부족한 음악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민간에서 고용하기도 하였지만, 모병제(募兵制)
실시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열악했던 만큼 각사 서리나 사환, 군병 등으로 그 인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 관청 노비도 부족한 궁정음악인의 인원을 채
우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상의원 노자는 공천이기 때문에 악공이 된다고 해도 이상
할 것이 없었지만,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Ã의 편찬 이후부터, 중앙 각처

노비의 타관 투속(投屬)은 불법이었다. 김성기의 생몰연대로 보았을 때, 국가에서
중앙 관청 노비로 궁정음악인의 인원을 보충할 때 장악원으로 이적(移籍)했거나, 상
의원의 고된 일을 피하여 장악원에 불법으로 투속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산회상의 초기 파생곡은 정반대의 신분과 직급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형
성되었다. 그렇지만 한립과 김성기 모두 관에 소속되어있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왕
실이나 사대부 관료 계층에 속하지 못하지만, 왕실과 사대부 관료가 형성하여 놓은
동일한 문화의 장(場)에 존재했기 때문에 궁정음악은 이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계
층성을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악보 상, 궁정음악이 본격적으로 신분적 계층성을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순
조대로 보여진다. 영산회상의 조곡이 그 형태를 갖추어가던 18세기 중후반 무렵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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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본산대 놀이가 연행되었다. 민간에서 연행하던 가면극의 반주곡인 염불과 타
령이 영산회상의 조곡으로 삽입되었고, 비로소 영산회상은 계층성을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각각 유행하는 곡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을 재창조한 것
이다. 당시에는 궁정음악인의 부족으로 민간에서 음악인을 고용했고, 고용된 음악인
은 어느 계층이든 상관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산회상 조곡 구성으로 보았을 때,
조선후기에 고용된 음악인 가운데 민간에서 활동하던 음악인도 포함되어있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영산회상 조곡은 다양한 계층의 민·관 음악인이 만든 합작품이며, 이질
적인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음악과 음악문화를 창조한 것으로 보았다.

박사논문 발표 2

남창 우조 가곡의 연음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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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가곡은 5장 형식의 시조시를 관현 편성의 반주에 얹어 남‧여창으로 노래하는 한
국의 전통 성악 중 하나이다.1) 각 곡은 고정된 한 편의 사설만 노래하지만,2) 조선
말의 여러 가집에 의하면 당시에는 많은 사설을 한 곡체에 얹어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노랫말이 달라짐에 따라 악곡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므로, 크게
보았을 때 이들은 서로 다른 노랫말을 사용하는 곡을 개별 악곡으로 볼 수 있다.4)
따라서 이병성이 정리하고 박영복이 필사한

1) 장사훈, 한만영 공저,
2) 장사훈,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Ã5)에 남창 84

국악개론Ã(서울: 한국 국악 협회, 1975), 118쪽.

최신국악총론Ã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429-431쪽, 하나의 가곡선율에 다른 시조

시를 얹어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노래종류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3)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Ⅰ)”
275쪽.
4) 위의 책, 12쪽.

교수논총 제4집 제2호Ã (한국교원대학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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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과 여창 71곡, 김기수가 편찬한 악보에 남창 100곡6)과 여창 88곡7)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최대 188곡이 전해진다.
노랫말이 달라짐에 따라 악곡에 생기는 부분적인 변화는 비교적 일정한 부분에
서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는 현 가곡보와 사설들이 실려있는 가집들 중
연음표8)가 기보된 가집과의 비교를 통해 유형을 파악하는 과정을 필수로 한다. 이
를 위해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연음표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음표의 문제점에 관해 다루며 연음표의 기능과 음높이 비교 등을 연구한 송방
송9)은 남창가곡 일부의 대표적인 노랫말로 된 한 곡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각 연음표의 가장 특징적인 음고를 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드는표’의 경우
우조는 仲, 계면조는 林이며, ‘누르는표’는 우조 㑣-太, 계면조는 㑣-仲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각 연음표를 특정한 음으로 생각할 경우, 연음표가 없는 다른 사설과
선율은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연음표는 특정한 음정 자체보다 선율형으로 보
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연음표가 의미하는 것이 한 음이 아닌 하나의 선율형이라면, 각 연음
표가 나타내는 것이 절대적인 선율형인지, 또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인지에 관한
점이다. 이에 관해 사설에 따른 선율의 변형을 남창 가곡 전반에 걸쳐 연구한 변미
혜는 연음표에 따라 나타나는 선율형을 바탕으로 사설을 복원하고, 각 곡의 특징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0)
이에 따른 결론을 위 연구 중 마지막 권을 참고하면, 각 장의 초두는 각 곡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이두 후반부 선율은 다른 곡들 일부와 동일한 선율로 진행하였
다. 이에 따라 초장 초두가 곡의 특징을 결정짓는 한편, 종지음도 곡의 계열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보았다.11)
위의 연구는 연음표가 초장 초두에선 곡의 특징을 드러내는 뚜렷한 선율을 의미
하지만, 이두 후반부는 한 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날 가
능성을 보인다. 즉, 절대적인 음이 아닌 상대적인 선율형을 나타내기 위한 기보법이
며, 다른 곡과 일부의 선율 및 종지음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5) 김진향, 선가하규일선생약전Ã, (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3), 204쪽.
6) 김기수, 남창가곡백선Ã, (서울: 은하출판사, 1992).
7) 김기수, 여창가곡여든여덜닢Ã, (서울: 은하출판사, 1980).
8) 연음표: 가곡의 사설에 음높이, 길이 및 기타 음악적 표현 등을 표시하는 기호를 덧붙이는 기보법.
9) 송방송, “연음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7.)
10)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 선율의 변형(Ⅰ)‧(Ⅱ)‧(Ⅲ)‧(Ⅳ)”, 교수논총Ã, 한국교원대학교, 1988~1996.
,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V)",
11) 위의 책 중 (V)권, 194-195쪽.

한국음악연구Ã 제36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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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곡의 유기성과 그에 따른 상관관계를 유추함으로써 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가곡 전 바탕 중 남창 우조 가곡의 곡별로 나타나는 연음표의 선
율형을 알아보고, 도출된 선율형의 유기성을 파악하여 곡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로 연음표에 따른 선율 유형을 연구
하고, 두 번째로 도출된 선율형의 유기성을 파악하여 곡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음표가 기보된 가집과 이를 통해 선율형을 유추할 수 있는 가
곡보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사설에 연음표가 기보된 가집 중엔
펴보려 한다. 박효관과 안민영이 1876년에 편찬한

가곡원류Ã를 살

가곡원류Ã는 이후 수많은 이본

계열의 가집이 나타났다.12) 본 연구에서는 그중 가장 원본으로 인정받는

국악원본

가곡원류Ã13)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음표의 선율형을 알아보기 위한 가곡보는 하규일이 이왕직아악부에서 가곡 교
습할 당시 악보에 기록했던 최초의 가곡 악보인
이에 따라 본고는

하규일보Ã14)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곡원류Ã에 실린 남창 우조 가곡의 사설 중

하규일보Ã15)에 실

린 우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초수대엽, 삼수대엽, 소용이, 우락과 언락으로
총 아홉 곡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롱과 우편은

가곡원류Ã에 사설이 없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하규일보Ã는 한 각이 32

정간으로 기보되어 10점 16박 형태의 현행악보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악보에
기보된 장단이 한 점당 두 정간에 걸쳐 기보되어 2정 1박의 형태로 기보가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선보로 역보할 시 두 정간을 이분음표(ã)로 지정하여 한
각의 박을 16/ã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는

하규일보Ã의 율명은 실음을 기준으로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이

하규일보Ã가 기보되었을 당시에 배성으로 기보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16)

12)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Ⅰ)”, 『교수논총』 제4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88,
276-277쪽.
13) 이하,

가곡원류Ã로 표기한다.

14) ｢가곡원류｣, 한국음악학자료총서5』 (서울: 국립국악원, 1989), 9쪽.
15) 김진향,

선가하규일선생약전Ã, (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3).

16) ‘1939년 아악부 악보를 통해 배성과 배탁성이 처음 쓰이기 시작하였다.’, 김우진, “율명 기보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사슴은 노래한다Ã, (서울: 이성천회갑기념발간위원회, 1997),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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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주 시에는 기보된 악보에서 한 옥타브 낮추어 실음으로 부른다. 따라서 본고
에서 율명은 실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선율의 분석은 사설의 구두점과 부합하여 초두와 이두, 또는 일각과 이두로 나
누었다.17) 다만, 각 장의 마지막 각 및 제4장의 제4박 이후는 곡마다 고정된 종지
선율이 나오며 그에 해당하는 사설도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다.18) 이는
<연음표>가 각 곡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정형 선율보다 유동성이 있는 선율을
나타내기 위해 표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곡의 이두 및 제4장에 기
보된 <연음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곡별로 고정성의 종지 선율이 나오기 전까지로
보았다.19)
가곡원류Ã에 기보된 연음표는 기보법 중의 하나를 말하지만, 기보되는 부호의
이름 중 ‘연음표’가 중복되어 혼동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호인 ‘연음
표’는 그대로 ‘연음표’로 표기하고, 기보법을 나타내는 연음표는 편의상 <연음표>로
표기하였다.

Ⅱ. <연음표>에 따른 선율 유형 연구
1. 가곡원류의 <연음표>
본래

가곡원류Ã에 기보된 <연음표>는 따로 설명이 없으나, 하규일의 발음표

에20) 관해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가곡원류Ã의 <연음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연구할 <연음표>는 다음의 <보기>21)와 같다.

17) 이혜구, “한금신보의 우조삭대엽”,

장사훈박사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Ã, (한국국악학회, 1997):

137쪽.
18) 남창 우조 가곡 중 소용이만 예외적으로 제3장 마지막 각에도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는데 이
는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이어 부르는 소용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 김우진, “가곡의 고정성과 유동성”,

한국음악의 지평Ã, (서울: 민속원, 2014), ‘유동성이 가장 적

은 곳은 사장이다.(중략) 초두와 일각의 유동성이 후반부인 이두의 유동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동성이 각 장의 전반부에 많이 나타나고, 고정성이 각 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악곡의 종지로 연결되며 종지 선율(형)은 고정되는 일반적인 현상 때문이라 해석된다.’, 79
쪽.
20) 장사훈, “가곡원류 해제”, 『가곡원류-한국음악학자료총서5』, (서울: 국립국악원. 1989), 8-9쪽.
21) 위의 책 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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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곡원류의 <연음표>
누르는표
막내는표
드는표
든흘림표
연음표

가곡원류Ã의 <연음표> 중 음높이를 나타내는 부호는 ‘누르는표’, ‘막내는표’,
‘드는표’ 세 가지이다. ‘누르는표’는 소리를 눌러서 내라는 부호로 낮은음을 나타낸
다. ‘막내는표’는 모든 소리를 중간 음역으로 막내라는 부호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표’는 ‘들어내는표’라고도 하며, 소리를 들어서 높은음을 질러내는 부호이다.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음의 연결에 관련된 <연음표>로 ‘든흘림표’는 어느 음
을 흔들고 난 후 다음으로 들어낸다는 데서 생긴 우리말이다. 즉, 농현하듯 음을 흔
들어 소리를 낸 후 상행의 음 진행을 한다는 의미의 부호이다. ‘연음표’는 노래 부를
때 연주자가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라는 부호이다.22)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연음표>는 위의 다섯 가지로 각 <연음표>의 따른 선율
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곡원류Ã <연음표> 중 ‘막내는표’는 위의

모양으로 두 가지 종류의 부호로 사설에 기보된 것을 볼 수 있다.

부호 외에
부호를 ‘막내

는표’로서의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도 있으나,23) 두 <연음표>의 부호에서 기능적인
차이를 찾기 어려우므로, 모두 ‘막내는표’로 통칭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2. 남창 우조 가곡의 <연음표>와 선율형 연구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기보된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표>의 경우 ‘드는표’는 높
은음, ‘막내는표’는 중간음, ‘누르는표’는 낮은음에 주로 기보되었다. 그러나 제2장
이두에서 ‘드는표’는 중간음 또는 낮은음에 기보되기도 하며 초두보다 다양한 특징
이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22)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상‧하)Ã, (서울: 보고사, 2001).

23) 송권준, “남창가곡 노랫말의 四聖·連音標·음높이”,

예술논문집Ã 제15집, (2001),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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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기보된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연음표>
드는표
막내는표

초두
초장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
【南】-林-仲-太
【太】-仲-太-黃-㑣
【㑣】-太-黃-㑣
【㑖】㑣-太-黃-㑣
【㑖】㑣-太-㑣

이두

드는표
막내는표
드는표

【南】-林-仲
【太】-仲
【仲】-太-黃-㑣

초두
막내는표

【太】-仲-太-黃-㑣

초두 제4박

누르는표

이두

드는표

일각 첫 박

드는표

【㑣】-㑖-太
【太】
【㑲】-太
【太】仲-㑲
【仲】-太

일각 제6박

드는표

이장

삼장

이두

사장

일각 첫 박
오장

일각 제6박
이두

【仲】-太-黃-㑣

사설

곡목

구름이
녹수청산
경성출
샛별지자
주공도
강호에
인심은
창랑에
터이되고
낚시넣고
성인
일월이
십년을
세상사람
효제충신
조대에
완보
기동되어
들어가니
예의
낙조
백구는

두거1.구름이
두거14.녹수청산
평거3.경성출
평거10.샛별지자
이수대엽5.주공도
이수대엽3.강호에
중거1.인심은
중거4.창랑에
중거1.인심은
중거4.창랑에
이수대엽5.주공도
평거3.경성출
이수대엽3.강호에
이수대엽5.주공도
중거1.인심은
중거4.창랑에
두거14.녹수청산
중거1.인심은
두거14.녹수청산
중거1.인심은
중거4.창랑에
이수대엽3.강호에

예악이요

평거3.경성출

떠있어
백운이요
【仲】-㑲-太-㑣
찬이슬에
【太】仲-太
가즉이
드는표
【南】-太-仲
빗소래
오제
막내는표
【太】
만학
평생에
천만년
드는표
【南】-林
아희야
구태여
이곳에
성은이
누르는표
【太】林
유지에
사해로
【太】仲-太
일호
드는표
옥린을
【仲】-太
태평주
드는표
【仲】-太-黃-㑣
날빛을
막내는표
【太】-仲-太-㑣
좋을손
행화촌
막내는표
【太】-仲
만성동취
<범례>【】: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두거1.구름이
두거14.녹수청산
평거10.샛별지자
중거1.인심은
중거4.창랑에
평거3.경성출
두거14.녹수청산
이수대엽5.주공도
중거1.인심은
평거10.샛별지자
두거1.구름이
두거14.녹수청산
이수대엽3.강호에
중거4.창랑에
평거3.경성출
이수대엽5.주공도
중거4.창랑에
평거3.경성출
두거1.구름이
평거10.샛별지자
중거4.창랑에
평거3.경성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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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초수대엽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유형만 보이며,
제5장 일각의 선율을 제외한 시작음 및 종지음이 이수대엽 계열보다 높고 일정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초두나 일각 또는 이두에 따라 시작음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른 선율형도 차이를 보였다. ‘누르는표’는 제3‧5장 일각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
으며, 시작음은 다르나 종지음은 같은 음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다음
의 [표 2]와 같다.

[표 2] 우조 초수대엽에 기보된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초두

초장

이두

초두

이장

이두
일각 첫 박

삼장

일각 제6박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사설

곡목

【潢】南-仲-潢-仲-林-仲

요순에 와

1.천황씨

팔원팔개

2.남훈전

불가이

3.남팔아

노고지리

4.동창이

한허리를

7.동짓달

쇄소이러니

1.천황씨

소치는

4.동창이

웃고

3.남팔아

아해놈은

4.동창이

x

드는표

【潢】南-林-潢-仲-林-仲

막내는표

【黃】-仲-太

막내는표

【林】-仲

누르는표

【太】-仲-㑣

드는표

【潢】南-林-潢-仲

일성에

2.남훈전

이불아래

7.동짓달

풍우에

1.천황씨

대답허되

3.남팔아

우리도

1.천황씨

천고에

3.남팔아

어룬님

7.동짓달

【潢】南-林-仲

우리도

2.남훈전

【林】潢南-林

재넘어

4.동창이

【仲】-太

눈물둔

3.남팔아

성주

1.천황씨

성주

2.남훈전

밤이여든

7.동짓달

【潢】南-仲-潢-仲
막내는표
이두

【太】-仲

x
【潢】南-林

사장

드는표

드는표
일각 첫 박
오장

누르는표

일각 제6박

드는표

이두

x

【㑲】-太-㑣
【仲】-太-黃-㑣

<범례>【】:선율의 시작음, -: 박의 구분

우조 삼수대엽은 음높이와 관련된 세 <연음표>의 시작음이 초수대엽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각 <연음표>에 해당하는 선율형은 초수대엽에 비해 다양하게
드러났다. 또한 초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초수대엽의 ‘드는표’보다 높은 시작음
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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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조 삼수대엽에 기보된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초장

초두

이두

초두
이장
이두

일각 첫 박

일각 제6박
삼장

<연음표>
드는표

【南】潢-南-汰-仲-太

굴원충혼

7.굴원충혼

적토마

19.적토마

추강에

1.추강에

드는표

【汰】-㳞-潢

월백커늘

1.추강에

일엽주를

1.추강에

희는듯

4.가마귀

일년춘광을

6.도화이화

채석강의

7.굴원충혼

긴고래되여

7.굴원충혼

검노메라

4.가마귀

드는표

【南】-林-潢-仲-太
【南】-林-潢-仲-太-㑲-

막내는표

【林】-仲-林-仲

막내는표

【太】-仲-太-黃-㑣

누르는표

【㑲】-太

한치마라

6.도화이화

막내는표

【林】-仲

이적선

7.굴원충혼

누르는표

【㑲】-太

야광

4.가마귀

【潢】南-林-潢-仲

등에얹고

7.굴원충혼

【仲】-太

드는칼을

19.적토마

【太】-仲-太

떨쳐드니

1.추강에

드는표

드는표
드는표
막내는표

【 仲】

드는표

【仲】-南-仲-太

누르는표

드는표

허여도

6.도화이화

자든 백구

1.추강에

밤인듯

4.가마귀

【仲】-南-太

선듯빼서

19.적토마

【太】-仲-太

여천지

6.도화이화

저희도

1.추강에

우리는

6.도화이화

이제는

7.굴원충혼

【太】林-仲

님향한

4.가마귀

【林】-仲

장부의

19.적토마

일편

4.가마귀

백세

6.도화이화

【南】-林

사장

일각 첫 박

곡목
4.가마귀

【太】林-仲

【仲】-南-仲-太-㑣
이두

사설
가마귀

막내는표

막내는표
일각 제9박

선율의 골격음

【仲】-太

입신

19.적토마

【 仲】

새로난

7.굴원충혼

누르는표

【太】-仲-㑣

사람의

1.추강에

일각 제6박

막내는표

【太】-仲-太-黃-㑣

흥을 알아

1.추강에

이두

막내는표

【太】-仲

변할줄이

4.가마귀

오장

<범례>【】: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우조 소용이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과 이두에 고루 기보되어 다
양한 유형을 볼 수 있지만, ‘누르는표’는 초장 이두 외에 기보된 사설이 없어 한 가
지 선율형만 보이며, 다른 계열의 곡에 비해 시작음이 높게 나타났다. ‘드는표’의 경
우 삼수대엽보다 높은 시작음이 제5장 일각에서 드러나고 이에 따른 ‘막내는표’의
시작음도 높아지면서 우조 소용이가 높은 악곡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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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엽 계열과 초수‧삼수대엽에 기보되지 않았던 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용이 이후 가곡에 나타나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
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율 및 <연음표>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남창 우조 소용이에 기보된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초두

이두

삼장

드는표
누르는표

초장

이장

<연음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

사설

곡목

【潢】-南-潢-南-太

어젯밤도

1.어젯밤도

【潢】㳞潢-南-林-仲

저건너

7.저건너

【南】-潢-南-仲-太

불아니

5.불아니

【南】汰-南-林-仲

아마도

3.아마도

【南】-潢-南-仲

곱송그려

1.어젯밤도

【南】-汰-㳞-潢-南-仲

태평할손

3.아마도

【仲】-南-汰-㳞-潢-南-林

절로익는

5.불아니

지난밤도
여무죽

1.어젯밤도
5.불아니

초두

막내는표

【南】-潢-南-汰
【仲】南-潢-南

초두 제8박

드는표

【潢】南-南-仲

이두

드는표

【仲】-南-仲-南-仲

이두 제4박

드는표

【仲】-南-林

일각 첫 박

막내는표

일각 제6박

드는표

일각 제9박

드는표

【仲】-潢-南-仲-太

혼자

1.어젯밤도

이시절

3.아마도

살져

5.불아니

성주유덕

3.아마도

팔자가

1.어젯밤도

【潢】-南-太-仲

주야장상에

1.어젯밤도

【潢】-南-仲-太-仲

국유풍운경

3.아마도

【南】潢-南-太-仲

뿔을박아서

7.저건너

【太】-仲-南

이두

막내는표

【太】-仲

술샘는

5.불아니

이두 제4박

막내는표

【 太】

주전자

5.불아니

이두 제11박

드는표

【 汰】

사장

드는표

일각 첫 박

막내는표

일각 제4박

드는표

【潢】-南

일각 제9박

이두 제4박

드는표

드는표

5.불아니
1.어젯밤도

억조창생들이

3.아마도

평생에

5.불아니

두었다가

7.저건너

【仲】林-汰-南-林-仲

이다섯

5.불아니

【林】-汰-南-林

임이별

7.저건너

【汰】-林

님만나

1.어젯밤도

발을 펴바리고

1.어젯밤도

【南】㳞-汰-潢-汰-㳞-林

오장

부로
오늘은

【南】-汰-潢-汰-㳞-潢

백주황계로

3.아마도

【南】㳞-汰-南

가오실제

7.저건너

【林】-汰-南

두량이면

5.불아니

【汰】-南林

울

5.불아니

<범례>【】:선율의 시작음, -: 박의 구분

우락은 제5장을 제외하고 이두의 <연음표>가 생략된 관계로 초두 또는 일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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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형 위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설이 늘어나면서 제3‧5장의 일각이 확대
되고 자수에 따라 반각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에 따른 각 <연음표> 중 ‘드는표’의
선율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초장 초두와 오장 일각에만 기보되
어 시작음은 같지만 선율형은 달랐고, ‘누르는표’는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
악할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남창 우조 우락에 기보된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연음표>

사설

곡목

이선이

13.이선이

나귀목에

13.이선이

【潢】-南-林-仲

나는삼사월

9.임으란

일각② 제9박

【南】-林-仲-林-南-仲

저리로 츤츤

9.임으란

일각④ 제6박

【潢】-南-林-仲-林-仲

끝까지

9.임으란

주야 장상에
절벽을

9.임으란

초장

초두

막내는표

이장

초두

드는표

삼장

일각⑥(반각) 첫 박

드는표

일각① 제9박

【潢】-南-林-仲-林-仲

【太】仲-太-黃-太
【太】-仲-仲黃-太

일각④(반각) 첫 박

넘어
초부를 만나

【太】-仲-仲-黃

사장

오장

선율의 골격음
【黃】-太-黃-仲-黃

드는표

【潢】-南-林

일각① 제6박

막내는표

【黃】-仲-(太)

일각② 제9박

드는표

이두

【太】仲

13.이선이
13.이선이

동섣달

9.임으란

저건너

13.이선이

눈서리를

9.임으란

대사립 밖에

13이선이

풀릴줄이

9.임으란

드는표
【潢】-南-林
<범례>【】: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언락은 우락과 마찬가지로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제3장은 언락 다섯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었고, 제5장은 세 곡의
기본형 선율과 두 곡의 일각이 확대된 선율이 나타나 그에 따른 <연음표>의 유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드는표’와 ‘막내는표’는 선
율의 시작 부분에서 비교적 두 <연음표>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이두는
‘막내는표’의 시작음이 초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구분이 모호한 경향을 보였다. 또
한 제5장 일각에서 언락(20.아흔아홉)‧(25.일월성신)에 각각 기보된 ‘드는표’와 ‘막
내는표’의 선율이 동일하여 두 <연음표>가 모두 기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남창 우조 언락에 기보된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仲】潢-南-潢-南-林

초장

초두

드는표

【南】潢-南-林-仲

사설

곡목

백구는

3.백구는

벽사창이

6.벽사창이

푸른산중
아흔아홉

8.푸른산중
20.아흔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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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

드는표
막내는표

초두
이장

일월성신

25.일월성신

【南】汰-南-汰

곱먹은

20.아흔아홉

백발옹이

8.푸른산중

【汰】-南-汰
【南】-汰-潢

드는표

【潢】-南-林-仲-林-仲

막내는표

【林】-南-仲-太-林-仲
【太】潢-南-林-仲

초두 제4박

드는표

이두

드는표

【仲】-黃

드는표

일각-① 첫 박

삼장

【南】潢-南-林

탁주를

20.아흔아홉

임만 여겨

6.벽사창이

낙낙

3.백구는

토지도

25.일월성신

펄떡뛰여

6.벽사창이

지황씻적

25.일월성신

【仲】林-仲-林-南-太

일월성신

25.일월성신

【黃】-仲-㑲-太-黃

대야동두

3.백구는

드는표

【潢】-南-林-仲-林-仲

학성홍을

8.푸른산중

일각③ 첫 박

드는표

【仲】-太仲

벽오동 젖은 잎에

6.벽사창이

일각④ 제6박

드는표

【南】-潢-汰-南-林-仲

후여다가

6.벽사창이

일각②첫 박

드는표

【仲】-太-黃

이리로 비쓱

20.아흔아홉

일각② 제9박

드는표

【南】-林-仲-林-南-太

저리로 비쓱

20.아흔아홉

【潢】-南-林

저 청춘

20. 아흔아홉

【林】-南林

일엽어정을

3.백구는

【太】仲

지황씻적

25.일월성신

【南】-仲-南林

적다정조

8.푸른산중

마초아

6.벽사창이

누구서

8.푸른산중

우리도

20.아흔아홉

대취코

3.백구는

사람은

25.일월성신

드는표
막내는표
드는표

【潢】-南-林

사장
누르는표

【林】-南林
【太】仲-太

밤일세만정

6.벽사창이

【太】-仲-太

소년적

20.아흔아홉

막내는표

【太】-仲-太

어인 연고로

25.일월성신

일각①제6박

드는표

【仲】南-仲

적막타든고

8.푸른산중

일각②제6박

드는표

【仲】潢-南-林-仲-林-仲

백운탄으로

3.백구는

드는표

【潢】-南-林

남우일번

6.벽사창이

낙무궁인가

8.푸른산중

일각①첫 박

오장

3.백구는
8.푸른산중

일각-② 제6박

이두

막내는표

【太】-南-林-仲

대동
고요독좌

이두

드는표

막내는표
【仲】-南林
임거래를
<범례>【】: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3.백구는

연결형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경우 낮은음 㑖에서
요성한 후 黃 또는 太로 상행하는 음형, 요성 없이 太로 상행하는 음형, 㑲 한 가지
음만 내주는 세 가지 음형이 나타났다.
우조 초수대엽은 제3장 또는 제5장에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黃에서 요
성한 후 太또는 仲으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로 연결되었
다. 우조 삼수대엽은 이수대엽 계열에서 나타났던 㑖에서 요성한 후 다음 음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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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유형과 초수대엽에서 黃에서 요성한 후 다음 음으로 진행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출현하였다.
우조 소용이의 ‘든흘림표’는 仲에서 상행하는 음형, 또는 仲보다 높은음으로 연
결하는 음형으로 초수‧삼수대엽의 음형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은 우조 소
용이가 높은 악곡이란 점을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삼수대엽의
‘든흘림표’는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났지만, 소용이는 이러한 음형이 드러나지 않았
다.
우락의 ‘든흘림표’는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이 제3‧5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㑲에서 요성하여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 보였는데 이는 이수대엽 계
열 및 초수‧삼수대엽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과 다른 시작음으로 차이를 보였다.
언락의 ‘든흘림표’는 우락에서 나타났던 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진행하는 음형,
요성없이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 외에 초수‧삼수대엽의 黃에서 요성 후 太로 상
행하는 음형, 소용이의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 등이 모두 나타났다. 또한 상
행선율 자체가 생략되고 太 또는 仲 한 가지 음으로 내주는 음형도 드러나 남창 우
조 가곡에 기보된 ‘든흘림표’ 중 가장 많은 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음형은 사
설의 자수, 종지음 및 시작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드는표’가 기보된 상행 선
율의 사설로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남창 우조 가곡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음형

사설
인심은

㑖㑣㑖㑣-㑲黃太

터이되고

초장

중거1.인심은

초장

중거4.창랑에

염치로

가즉이

제3장

중거1.인심은

청강에

빗소래

제3장

중거4.창랑에

옷이젖다

제5장

평거10.샛별지자

제3장

평거3.경성출

좋을손

㑖㑣㑖㑣-㑣黃太

삼황

㑲

청려완보

㑣㑲黃

긴수풀

예악이요

제2장

두거14.녹수청산

찬이슬에

들어가니

제3장

평거10.샛별지자

그모든

백구는

제3장

이수대엽3.강호에

중천에

떠있어

제3장

두거1.구름이

날빛이

제5장

두거1.구름이

백운이요

제3장

두거14.녹수청산

광명헌
㑲黃太

천봉에
그리

黃太黃太-仲

허여도

용천검

드는칼을

소치는

아해놈은

오현금
춘풍
黃太黃太-太

곡목

창랑에 낚시넣고

㑖㑣㑖㑣-㑣㑲黃

㑣黃太

구분

오신날

일성에
이불아래
밤이어든

떨쳐드니

자든

제3장
제3장
제3장
제5장
제3장

삼수대엽6.도화이화
삼수대엽19.적토마
초수대엽4.동창이
초수대엽2.남훈전
초수대엽7.동짓달
삼수대엽1.추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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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이

밤인 듯

삼수대엽4.가마귀

이적선

등에얹고

삼수대엽7.굴원충혼

드는칼을
산을
仲林南

선듯빼
제5장

언락8.푸른산중

월백커늘

초장

삼수대엽1.추강에

초장

소용이1.어젯밤도
소용이3.아마도
소용이7.저건너

추강에

어젯밤도 혼자 곱송그려
허사 국유풍운경이요
치고 뿔을 박아서
만나
仲-南

겨워

백주황계로
가오실제

부러

백발옹이

아흔아홉

곱먹은

우리군친

이시절

林

양

부로

크고

살져

가지를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소용이5.불아니

제3장

우락9.임으란

제3장

언락6.벽사창이

백운탄으로

제5장

언락3.백구는

저리로 츤츤

수간모옥

대사립밖에

제3장

우락9.임으란

제5장

절벽을 넘어

제3장

우락13.이선이

토지도

제2장

언락25.일월성신

일면용용수에
안개걷어

일엽어정을

천황씻적과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저청춘
지황씻적
남우일번

낙무궁인가

장송은

언락3.백구는

학성홍을

저리로 비쓱

행여낮이런들

仲

언락20.아흔아홉

제2장

소용이5.불아니

주야장상에

나는

언락8.푸른산중

소용이5.불아니

웃지마라

太

초장

제5장

휘휘감아

비쓱

소용이5.불아니

끝까지

산하
黃太 또는 黃-太

소용이7.저건너

제2장

이리로 찬찬

층암

소용이3.아마도

후여다가

긴목을
능라도

제5장

두량이면

밑부터
㑲黃㑲黃-太

소용이1.어젯밤도

울

푸른산중

南

제3장

발을 펴바리고

허고

仲

삼수대엽19.적토마

적막타든고

낙낙

초라한 길로 이리로
<범례> -:박의 구분

언락20.아흔아홉
언락25.일월성신

제5장

언락6.벽사창이
언락8.푸른산중

제2장

언락3.백구는

제3장

언락20.아흔아홉

‘연음표’는 ‘든흘림표’와 마찬가지로 곡별로 음형의 유형이 나뉘지만 대부분 상
행 음형으로 나타나는 ‘든흘림표’와 달리 하행 음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든흘
림표’의 경우 대부분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연결하며 높은음으로 상행하지만, ‘연
음표’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 또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어도 ‘드는표’가 기
보된 사설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음표’의 음형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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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남창 우조 가곡에 기보된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음형

사설
경개

㑖㑣㑖㑣-㑲黃太

㑖㑣㑖㑣-㑣㑲黃
㑖㑣㑖㑣-㑣黃㑲太

좋으니

좋으니

예와놀려

사람의

흥을알아

단심이야

변할줄

고기니

낚아낸

양명을

시험할

시절이
아마도

㑖㑣㑖㑣-㑲㑣太
㑖㑣㑖㑣-㑲黃太黃太

곡목

제5장

두거14.녹수청산
삼수대엽1.추강에

제5장

삼수대엽7.굴원충혼
삼수대엽19.적토마

좋을손

제5장

평거10.샛별지자

제2장

두거1.구름이

들었으라

조대에

앉었으니

일월이

광화로다

예악이요
허시니

삼수대엽4.가마귀

허랑하다

세상사람

㑖㑣㑖㑣-㑣黃太

장별

오제의

이수대엽5.주공도
제2장

평거3.경성출
제3장

갚고갈려

교기를 내어본일
만난들 기울줄이
꿰어들고 행화촌에
비져내어 만성동취
낚대를 떨쳐드니

평거3.경성출
이수대엽3.강호에

제5장

제3장

이수대엽5.주공도
중거1.인심은
중거4.창랑에
평거3.경성출
삼수대엽1.추강에

오락가

제5장

삼수대엽1.추강에

뿐이니

그를

제5장

삼수대엽6.도화이화

㑖㑣㑖㑣-黃㑲

뫼옵고

동락

㑲㑣黃太

일엽주를

㑖㑣㑖㑣-㑲夾太

㑲

흥을알아

중거4.창랑에

호미메고

仲㑲

채석강의

仲㑲太

허여도

仲林南
仲南

黃太 또는 黃-太

仲

仲-太

삼수대엽1.추강에

사립나니

제2장

평거10.샛별지자

긴고래

제2장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3장

삼수대엽6.도화이화

여천지

제3장

회양금성 오리남기

초장

외오감아 올히풀쳐

제3장

이선이 집을 반하여

초장

초부를만나 마고할미

제3장

채운어린곳에 수간모옥

제5장

임은

太

초수대엽2.남훈전

제2장

도화이화 행화
굴원충혼 배에
유복허사 가무계

아니오고

바람불어
㑲-太

제5장

흘리

마음이

송생술이요

제3장

삼수대엽6.도화이화
삼수대엽7.굴원충혼
소용이3.아마도
우락9.임으란

우락13.이선이
언락6.벽사창이
언락8.푸른산중

제5장

언락20.아흔아홉

주야장상에 뒤트러져

제3장

우락9.임으란

대사립밖에

청삽사리

제5장

우락13.임으란

적다정조는

제3장

언락8.푸른산중

천고한이요

어제런듯

초장

바람비 눈서리를

제5장

우락9.임으란

천태산 층암절벽을

제3장

우락13.이선이

초장

언락3.백구는

백구는 편편 대동강상비
<범례> -: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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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음표>에 따른 선율의 상관관계 분석
각 장의 초두, 일각, 또는 이두의 위치에 따라 기보되는 <연음표>의 상관관계
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창 우조 가곡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음높이와 관련된 <연
음표>는 ‘드는표’로 그에 따른 선율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제4장을
제외하고 장별로 선율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누르는표’는 소용이 이후의 곡부터 소
용이 초장과 언락 제4장을 제외하고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
다.
각 곡의 초장 초두는 <연음표>에 따라 곡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 같은 계
열 안에서 곡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드는표’와 이
수대엽과 중거의 ‘누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유사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 9]와 같
다.
[표 9] 초장 초두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연음표>

선율형
【潢】-南-潢-南-仲-太
【潢】㳞潢-南-林-仲

초장

초두

사설

어젯밤도
저건너
가마귀
【南】潢-南-汰-仲-太
굴원충혼
적토마
【南】潢-南-仲-太
불아니
드는표
벽사창이
【南】潢-南-林-仲
푸른산중
아흔아홉
【南】潢-南-林-仲
일월성신
구름이
【林】南-林-仲-太-黃-㑣
녹수청산
【仲】潢-南-潢-南-林-仲
백구는
경성출
【太】-仲-太-黃-㑣
샛별지자
막내는표 【太】林-仲-南-潢-南-汰-仲-太
추강에
이선이
【黃】-太-黃-仲-黃
임으란
【㑣】-太-黃-㑣
강호에
【㑖】㑣-太-黃-㑣
주공도
누르는표
인심도
【㑖】㑣-太-㑣
창랑에
【南】汰-南-林-仲
아마도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곡목
1.어젯밤도
7.저건너
4.가마귀
7.굴원충혼
19.적토마
5.불아니
6.벽사창이
8.푸른산중
20.아흔아홉
25.일월성신
1.구름이
14.녹수청산
3.백구는
3.경성출
10.샛별지자
1.추강에
13.이선이
9.임으란
3.강호에
5.주공도
1.인심도
4.창랑에
3.아마도

소용이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두거
언락
평거
삼수대엽
우락
이수대엽
중거
소용이

초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중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네 곡으로 중거의 ‘드는표’ 선
율형은 중거에서만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세 곡은 시작음 南
또는 汰, 종지음 潢으로 유사한 골격음 형태였다. 다만 소용이는 삼수대엽‧언락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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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선율형과 소용이에만 나타나는 개별적인 선율형이 모두 나타났다.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은 이수대엽과 언락 두 곡으로 두 곡이 개별적인 선율 형태를 보이고 동
일 또는 유사한 선율형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초장 이두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연음표>

선율형

사설

【汰】-㳞-潢
【汰】-南-汰-㳞-潢

초장

이두

월백
백발
터히
【南】-林-仲
낚시
드는표
【 南】 潢
곱송그려
【南】-汰-㳞-潢
태평
【南】汰-南-汰-㳞-潢
곱먹은
【仲】-南-汰-㳞-潢
절로익
【太】-仲
성인이
막내는표
【南】-汰-潢
대동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곡목
1.추강에
8.푸른산중
1.인심은
4.창랑에
1.어젯밤도
3.아마도
20.아흔아홉
5.불아니
5.주공도
3.백구는

삼수대엽
언락
중거
소용이
언락
소용이
이수대엽
언락

제2장 초두는 ‘드는표’가 초수대엽‧우락‧언락의 선율형과 이수대엽‧평거의 선율형
으로 나뉘고, ‘막내는표’는 이수대엽‧중거의 선율형과 삼수대엽‧언락의 선율형으로 나
뉘었다. 제2장 초두 제4박은 ‘드는표’를 언락, ‘누르는표’를 두거에서, 초두 제8박은
‘드는표’를 소용이에서 각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언락 초두 제4박
과 소용이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두거 초두 제4박의 ‘누르는표’는 각 곡에
서만 개별적으로 드러나 다른 곡과의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제2장 초두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연음표>

선율형
【潢】-南-仲-潢-仲-林-仲
【潢】-南-林-潢-仲-林-仲
【潢】-南-林-仲

드는표
제2장

초두 첫 박

【潢】-南-林-仲-林-仲

【南】-林-潢-仲-太
【太】仲-太-黃-㑣
막내는표

【太】-仲-太-黃-㑣

사설
요순에와
팔원팔개
불가이불의
노고지리
한허리에
나는삼사월
나귀목에
고요독좌
탁주를
일엽주를
희는듯
일년춘광
십년을
일월이
세상사람
효제충신
조대에

곡목
1.천황씨
2.남훈전
3.남팔아
4.동창이
7.동짓달
9.임으란
13.이선이
8.푸른산중
20.아흔아홉
1.추강에
4.가마귀
6.도화이화
3.강호에
3.경성출
5.주공도
1.인심은
4.창랑에

초수대엽

우락
언락
삼수대엽
이수대엽
평거
이수대엽
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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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仲-林-仲
【南】-潢-南-汰
【仲】南-潢-南-汰
초두 제4박
초두 제8박

채석강의
님만여겨
지난밤도

7.굴원충혼
6.벽사창이
1.어젯밤도

여무죽

5.불아니

【太】潢-南-林-仲
장송은낙낙
【太】-南-林-仲
산하토지도
누르는표 【㑣】-㑖-太
완보
드는표
【潢】南-南-仲
지난밤도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드는표

3.백구는
25.일월성신
14.녹수청산
1.어젯밤에

삼수대엽
언락
소용이
언락
두거
소용이

제2장 이두는 각 곡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
나 두거의 ‘드는표’와 삼수대엽의 ‘누르는표’ 선율형이 㑲-太로 동일하여 <연음표>
는 다르지만 두 곡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거의 ‘드는표’는 두거를 제외
한 이수대엽 계열에서 太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연음표>의 오기 및 생략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제2장 이두 제4박은 ‘드는표’의
선율형을 소용이 한 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율의 골격음은 仲으로 같은 박에 기
보된 <연음표>는 소용이에서만 나타나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제2장 이두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제2장

<연음표>

선율형
【仲】-南
【仲】-黃
【 太】
【㑲】-太
【黃】-仲-太
【太】-仲

사설

이시절
펄떡뛰여
드는표
기동
들어
이두 첫 박
쇄소
막내는표
긴고래
검노
누르는표 【㑲】-太
한치
이두 제4박
드는표
【 仲】
살져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음영: 같은 선율형 다른

곡목
3.아마도
소용이
6.벽사창이
언락
1.인심은
중거
14.녹수청산
두거
7.동짓달
초수대엽
7.굴원충혼 삼수대엽
4.가마귀
삼수대엽
6.도화이화
5.불아니
소용이
<연음표>

제3장 일각 첫 박은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의 ‘막내는표’가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
타났다. 일각 제6박은 ‘드는표’가 이수대엽‧평거‧두거 세 곡의 선율형과 초수대엽‧삼
수대엽 두 곡의 선율형으로 뚜렷하게 나뉘었고, ‘막내는표’는 초수대엽‧삼수대엽에서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선율형을 살
펴보면, 우락의 확대된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초수대엽‧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 선율형과 유사하였다. 확대된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일 경우 우락‧언락 두 곡이 동일하였고, 太로 시작하는 선율
형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와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우락의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도 삼수대엽과 유사한 골격음을 보여 각 선율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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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제3장 일각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일각 첫 박

일각 제6박

제3장

일각 제9박

확대 일각 첫 박

확대 일각 제6박

확대 일각 제9박
확대 일각의 반각

<연음표>

선율형

사설

예의
드는표 【太】仲-㑲
낙조
소치는
【林】-仲
막내는표
이적선
【仲】汰-潢-南-仲-太
성주유덕
【太】-仲-㑣
웃고
누르는표
【㑲】-太
야광
백구는
예악이요
【太】仲-太-黃-㑣
떠있어
백운이요
【太】仲-太-㑣
찬이슬에
【太】仲-南
팔자가
드는표
【仲】-太
드는칼을
【潢】-南-仲-潢-仲
풍우에
일성에
아희놈은
【潢】-南-林-潢-仲
이불아래
등에얹고
대답허되
막내는표 【太】-仲-太
떨쳐드니
【太】仲
허여도
【南】潢-南-仲太-仲
뿔을박아
드는표
【潢】-南-仲太-仲
주야장상에
【潢】-南-仲-太-仲
국유풍운경
【仲】-太-仲
벽오동
드는표 【仲】-太
이리로
【仲】-林-仲-林
일월
막내는표 【黃】-仲-㑲-太
대야동두
끝까지
【潢】-南-林-仲-林-仲
드는표
학성홍을
【南】-潢-汰-南-林-仲
후여다가
저리로츤츤
【南】-林-仲-林-南-太
드는표
저리로비쓱
【太】-仲-太-黃-太
절벽을넘어
주야장상에
드는표 【太】-仲-太
초부를만나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곡목
1.인심은
4.창랑에
4.동창이
7.굴원충혼
3.아마도
3.남팔아
4.가마귀
3.강호에
3.경성출
1.구름이
14.녹수청산
10.샛별지자
1.어젯밤도
19.적토마
1.천황씨
2.남훈전
4.동창이
7.동짓달
7.굴원충혼
3.남팔아
1.추강에
6.도화이화
7.저건너
1.어젯밤도
3.아마도
6.벽사창이
20.아흔아홉
25.일월성신
3.백구는
9.임으란
8.푸른산중
6.벽사창이
9.임으란
20.아흔아홉
13.이선이
9.임으란
13.이선이

중거
초수대엽
삼수대엽
소용이
초수대엽
삼수대엽
이수대엽
평거
두거
평거
소용이
삼수대엽
초수대엽
삼수대엽
초수대엽
삼수대엽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언락
우락
언락
언락
우락
언락
우락
우락

제3장 이두의 ‘드는표’는 중거와 언락, ‘막내는표’는 평거‧두거‧삼수대엽‧소용이의
골격음이 각각 동일하였다. 이외에 소용이 제3장 이두 제4‧11박에 각각 ‘막내는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는데 해당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소용이 외에 다른 곡은
나오지 않아 선율형과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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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제3장 이두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이두 첫 박
제3장

이두 제4박
이두 제11박

<연음표>

선율형

사설

가즉이
【太】仲-太
지황씻적
자든
【仲】-南-仲(太)
밤인듯
드는표
선듯
【林】-南-仲(太)
일엽
【南】-太-仲
빗소
【潢】-南-林-仲
저청춘
오제
만학
【太】-仲
막내는표
여천지
솔샘는
【南】-仲-南林
적다정조
막내는표 【太】
주전자
드는표 【汰】
부로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곡목
1.인심은
중거
25.일월성신
언락
1.추강에
4.가마귀 삼수대엽
19.적토마
3.백구는
언락
4.창랑에
중거
20.아흔아홉
언락
3.경성출
평거
14.녹수청산
두거
6.도화이화 삼수대엽
5.불아니
소용이
8.푸른산중
언락
5.불아니
소용이
5.불아니
소용이

제4장은 ‘드는표’와 ‘누르는표’가 기보되며, ‘드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삼
수대엽의 선율형과 초수대엽‧우락‧언락의 두 가지 선율형으로 나뉘었고 소용이는 다
른 곡과 구분되었다. ‘누르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에 나타나는 선율형, 삼수대엽
에서 나타나는 선율형, 언락에서 나타나는 선율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두거, 초수대
엽, 소용이와 우락은 제4장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제4장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연음표>

선율형
【潢】南-林

【潢】-南-林

제4장

드는표

【潢】南-林-仲
【潢】-(汰)-南

【南】-林

사설

곡목

우리도
천고에
어룬님
동섣달
저건너
마초아
우리도
누구서
우리도
오늘은
억조창생들이
평생에
두었다가
평생에
천만년
아희야
구태여

1.천황씨
3.남팔아
7.동짓달
9.임으란
13.이선이
6.벽사창이
20.아흔아홉
8.푸른산중
2.남훈전
1.어젯밤에
3.아마도
5.불아니
7.저건너
5.주공도
1.인심은
10.샛별지자
1.구름이

이곳에

14.녹수청산

초수대엽
우락
언락
초수대엽
소용이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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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우리는
이제는
【林】潢南-林
재넘어
성은이
【 太】 林
사해에
님향한
누르는표
【 林】
유지에
【林】-仲
장부의
대취코
【林】-南林
사람은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1.추강도
6.도화이화
7.굴원충혼
4.동창이
3.강호에
3.경성출
4.가마귀
4.창랑에
19.적토마
3.백구는
25.일월성신

삼수대엽
초수대엽
이수대엽
평거
삼수대엽
중거
삼수대엽
언락

제5장 일각의 첫 박에서 ‘드는표’는 이수대엽, 중거, 평거, 초수대엽, 삼수대엽과
언락에서 동일‧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太-仲-太로 진
행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같은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언락과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누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 기보되어 있으며, 초수대엽과 삼수대
엽의 제3‧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서로 상호적으로 동일한 골격음 형
태를 가져 선율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곡 중 초수대엽과 두거의 선율형이 동일하였고, 언락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
에 ‘드는표’와 선율이 같았다. ‘막내는표’는 평거와 삼수대엽에서 유사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제5장에 확대된 일각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언락 제5장 일
각의 첫 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기본형 제5장 일각 첫 박에 ‘드는표’와
골격음이 동일하였다.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언락의 ‘드는표’가 초수대엽‧삼
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와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제9박은 우락의 ‘드는표’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와 골격음이 같았
다.
이 외에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 제4‧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소용이의 경우,
다른 곡과는 개별적인 선율로 나타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제5장 일각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연음표>

선율형
【太】仲-太
【太】-仲-太

제5장

일각 첫 박

드는표
【仲】-太

사설
일호
백세
일편
소년적
눈물둔
옥린을
태평주
입신

곡목
5.주공도
6.도화이화
4.가마귀
20.아흔아홉
3.남팔아
4.창랑에
3.경성출

이수대엽
삼수대엽
삼수대엽
언락
초수대엽
중거
평거

19.적토마 삼수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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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㑲
【太】-仲-太
【仲】林-汰-南-林-仲
【林】-汰-南-林

일각 제4박

일각 제6박

일각 제9박
확대 일각 첫 박
확대 일각 제6박
확대 일각 제9박
<범례> 【】:

새로난
7.굴원충혼
어인
25.일월성신
막내는표
이다섯가지 5.불아니
임이별허고 7.저건너
성주1
1.천황씨
【㑲】-太
누르는표
성주2
2.남훈전
【太】-仲-㑣
사람의
1.추강에
드는표
【汰】-林
그리든님 1.어젯밤도
밤이여든
7.동짓달
【太】仲-太-黃-㑣
드는표
날빛을
1.구름이
【仲】-太
적막타든고 8.푸른산중
【太】-仲-太-㑣
좋을손
10.샛별지자
막내는표
【太】-仲-太-黃-㑣
흥을알아
1.추강에
【南】㳞-汰-潢-汰-㳞-林
발을펴버리고 1.어젯밤도
【南】㳞-汰-潢-汰-㳞-潢南
백주황계로 3.아마도
드는표
【南】㳞-汰-潢-汰-南
가오실제
7.저건너
【林】汰-㳞-南林
두량이면
5.불아니
드는표
【太】仲-太
밤일
6.벽사창이
드는표
【仲】潢-南-林-仲-林-仲
백운탄으로 3.백구는
막내는표 【黃】-仲-(太)
눈서리를
9.임으란
드는표
【太】仲
대사립밖에 13.이선이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음영: 같은 선율형 다른 <연음표>

삼수대엽
언락
소용이
초수대엽
삼수대엽
소용이
초수대엽
두거
언락
평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언락
우락
우락

제5장 이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우락‧언락과 ‘막내는표’가 기보된 언락을 제외한
중거‧평거‧삼수대엽 세 곡의 선율형이 각각 동일하였다. 이 외에 소용이의 제5장 이
두의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다른 곡과는 개별적인 선율로 나타나 연
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제5장 이두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

구분

<연음표>
드는표

제5장

선율형
【潢】-南-林-仲

이두 첫 박
막내는표
이두 제4박

【太】-仲

【仲】-南林-仲
드는표
【汰】-南林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사설

곡목

풀릴
남우
낙무궁
행화
만성
변헐줄
임거
부러울

9.임으란
우락
6.벽사창이
언락
8.푸른산중
4.창랑에
중거
3.경성출
평거
4.가마귀 삼수대엽
3.백구는
언락
5.불아니
소용이

Ⅲ. 결론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곡원류Ã에 기보된 음

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는 단순한 한 음이 아닌 선율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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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을 곡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 같은 <연음표>에서 나
타나는 선율형이 한 곡에서 다양하게 드러날수록 <연음표>는 절대적인 의미보다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며, 시작음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
설이 많고 곡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결형의 <연음표>
는 느린 곡에서 빠른 곡으로 진행할수록 음형이 단순해졌다. 이는 소용이를 기점으
로 사설이 늘어나고 곡의 속도는 빨라지면서 선율형이 단순화되어 두 <연음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의 시작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일 때 연결형 <연음표>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더라도 음높이를 나타내는 세 <연음표>의 골격
음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 곡들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기성은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의 경우 계열별로 나타나는 반면, 이두는 다른 계열의 곡에서도
<연음표>에 따라 동일한 골격음이 나타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두
에 기보된 서로 다른 <연음표>가 동일한 선율형을 가지는 경우도 드러나 이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용이는 초장과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을 제외하고 동일한 유
형이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곡에서 기보되지 않은 박에 <연음표>가 기보 되기도
하는 등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용이 이후 가곡에 나타나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율 및 <연음표>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곡원류Ã에 실린 사설 중

하규일보Ã에 실린 남창 우조 가곡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남‧여창 가곡 전반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박사논문 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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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미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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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가곡의 시김새 양상 연구
-우조 이수대엽을 중심으로이아미(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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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곡은 시조 시(詩) 가사를 줄풍류 편성의 반주에 얹어 노래하는 성악곡이다.
조선시대 5장 형식의 성악곡인 만대엽・중대엽・삭대엽1)중 삭대엽이 반복과 변화2)
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파생곡을 낳아 19세기 후반에는 현행과 같이 한바탕을 갖추
어 남녀가 번창하며 마지막을 태평가로 마무리하는 편가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삭대엽의 역사와 함께해 온 남창가곡은 선비들이 즐기던 자족적 예술3)에서 전
1) 장사훈, “가곡의 연구”,

한국음악연구Ã 제5집(한국국악학회, 1976), 8쪽.

2) “하나의 악곡은 그 선행 악곡을 무수히 반복 연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반
복연주를 통해서 다듬어져 수 대를 거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악곡이 되는 한국 전통음악의
생태적 특성.” 최 헌, “조선조 17・8세기 음악문화의 성격”,

동양예술Ã 제6호(한국동양예술학회,

2002), 75쪽.
3) 신경숙, “조선후기 여창가곡의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63쪽.

196 학문후속세대 석·박사졸업논문 발표회(2021)

문적인 가객들의 연행을 감상하며 즐기는 향유예술로 변모하며 발전한 반면, 여창가
곡4)은 출발부터 연행을 감상하며 즐기는 향유예술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예술의 전
문화5)를 통해 탄생・발전하였다. 여창가곡은 한국음악 중 드물게 여성 음악가 전유
(專有)의 갈래6)로 나뉘며 예술이 고도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분화된 장르로 기존
의 가곡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며 만들어진 것7)이다. 여창가곡 음악은 남창에 비
해 선율의 변화가 다양하고, 장식적인 선율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며, 육성뿐 아니
라 가성을 사용함으로써 아름답고 섬세한 표현력8)을 가져 예술성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여창 가곡의 음악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율을 장식하는 시김새를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시김새란 본음에 추가된 장식음인 꾸밈음과 달리 본음 자체의 변화 또는 움직임
을 뜻하며, 본음의 변화 또는 움직임에 따라 미는 것[추성]・흘러내리는 것[퇴성]・
흔드는 것[요성]・콕 구르는 것[전성]9)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김새는 음악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악보에 동일한 부호로 표시가 되더라도 연주자나 악곡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나타나며, 같은 음악이라도 시김새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음악적 미감(美感)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음악을 좀 더 깊이 있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보대로가 아닌 음악 실제의 시김새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음악 실제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론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가객들이 악보에 제시한 시김새들을 분류・정리하여 가곡의 기
존 시김새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참고하여 실제 노래에 나타나는 여창가곡의 시김
새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김새를 세밀하게 유형화함으

4) “가곡은 본래 남성과 여성이 모두 부르던 노래로서, 오랜 기간 향유문화 속에서 음악의 발전과 연
행을 이루었다. 그 말미에 여창가곡이 탄생했으며, 여창가곡의 성립은 19세기 후반 여창가곡이 악
보와 가집에 나타난 시기부터 기존 가곡에서 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신경숙, 위의 논문; 김영
운,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장희선, “조선후기 여
창가곡의 형성배경과 여창가자 활동의 계보론”,

한국음악연구Ã 제62권(한국국악학회, 2017), 318

쪽.
5) 신경숙, 위의 논문, 163쪽.
6) “우리 음악으로 드물게 <여창>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여창가곡’은 이름 그대로 오늘날 전문 여
성 가창자들에 의하여 불리고 있다. 또한, 여창가곡은 남창 가곡과 음악적 특징에서 변별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독자적 존재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가창 갈래이기도 하다.” 장희선, 앞의
논문, 318쪽 및 324쪽.
7) 신경숙, 위의 논문, 163쪽.
8) 이수진, “남・여창가곡의 노래선율 비교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30쪽.
9) “꾸밈음은 본음에 추가된 장식음이고, 시김새는 본음 자체의 변화 또는 유동(流動)이다. 시김새
즉, 추(推)・퇴(退)・요(搖)・충(또는 轉), 우리말로 미는 것・흘러내리는 것・흔드는 것・콕 구
르는 것 등은 양금 또는 피아노 같은 고정음을 가진 악기로는 연주 불가능하다. 시김새가 본음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혜구 외,

한국음악이론Ã(민속원, 2005),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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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음악 실제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여창가곡의 원곡이자 시김새가 가장 복잡한 우조 이수대엽

의 시김새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시김새의 역할과 예술적 견해에 따른 표현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지금정・김월하・조순자・김영기 네 명의 가창자가 노래한 여창 우
조 이수대엽의 음원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음원자료 목록

창자

자료명

녹음날짜

총 시

음반사

간

존레비 개인 녹음 후 JMI 제작
지금정

존레비 컬렉션 <가곡>

1964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레코딩:

School

of

Scotish

Studies

08:06

Archives
김월하

한국음악선집

제10집

여창가곡

1988

조순자 여창가곡 전집
조순자

첫째바탕 ・ 둘째바탕 ・

1989

셋째바탕
김영기

김영기 여창가곡

1999.2.28

Ⅰ・Ⅱ

.

국립국악원
기획 및 진행: 신나라레코드
제작 및 배포: 킹레코트
JIGU

09:56

11:01

11:21

시김새의 표현 양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차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
는 가락선보를 활용하였다. 가락선보는 국악의 선율적 특성을 반영하여 곡선적인 가
락의 흐름을 선으로 나타낸 악보로 미세한 차이의 시김새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가락선 악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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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 김월하 창 가락선보와 이주환 가곡보

1대강

2대강

3대강

4대강

5대강

6대강

김
월
하
창
가
락
선
보

이
주
환
가
곡
보

[보례 1]은 김월하 창의 가락선보와 이주환의 가곡보를 비교한 악보이다. 상단
의 가락선보는 김월하 창의 여창 우조 이수대엽의 첫 번째 장단을 채보한 것이며,
하단의 정간보는 이주환의

가곡보Ã10)에 수록된 여창 우조 이수대엽의 첫 장단을

대강 단위로 나누어 배치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시김새들은 요성・퇴성・추성・전성으로 한정한
다. 분석단위는 시김새가 붙은 음을 중심으로 전후의 음을 살펴 음형11)으로 나눈다.
장식음이나 꾸밈음은 연구대상이 아니나, 시김새의 전후에 붙는 경우 제한적으로 살
펴본다. 가락선보를 통해 시김새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성의 경우에는 요성의 횟
수, 형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분석 시에는 요성의 가로 움직임을
‘요성의 주기’로, 세로의 움직임을 ‘요성의 음폭’으로 명명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요
10) 이주환 편, 가곡보Ã((사)가곡회, 1970), 69쪽.
11) 본 연구에서는 “음은 앞뒤 음과의 관계로 의미를 갖지, 음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음
형은 시작, 중간, 종지가 없는 점에서 선율형과 다르다. 음형이 집합하여 선율을 이룬다. 선율은
음형의 연속이다. 음형과 선율의 관계는 ‘낱말(單語)’과 ‘구(句)’의 관계와 같다.”는 이혜구의 논리
에 따라 선율보다 짧은 단위를 ‘음형’으로 구분함을 밝힌다. 이혜구 외,
2005), 186쪽.

한국음악이론Ã(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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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움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횟수를 제시한다.12)

Ⅱ. 시김새 분류방법
1. 가객들의 시김새 분류
본 절에서는 가곡을 수록한 현행 악보 중 표현부호를 세부적으로 기보하고 설명
한 것을 중심으로 가객들이 가곡보에 소개한 분류 방법들을 정리하였다. 이주
환13)・홍원기14)・김기수15)・김경배16)・조순자17)의 악보집이 이에 해당한다. 가객
들의 시김새 분류를 요성・퇴성・추성・전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가객들의 시김새 구분
가객
시김새

이주환

홍원기

김기수

김경배

조순자

올려떠는 표

치키는 요성

졸라미는표
본음의 1율

여창가곡에서 빠

위 음으로 떠는 짝 키어 졸라 들
표

졸름표

어내는 표
상전

요성

본음으로

평전

떠는 표

저미는 표

농음표

평으로 흔드는 표
농음표

(없음)

뒤로 가면서 차
츰차츰 위 음으
(없음)

로

올려

떨다

요퇴성

말아 접는 요성
표
전음과

후음을

통하는 표
퇴성

흘림표

흘림표

흘림표

퇴성

풀어내림표

풀어내림표

내려떠는 표

퇴요성

본음의 1율 아
래 음으로 떠는
표

12) 요성의 횟수는 한배 또는 음악을 연주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같은 음악이
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표기한 가락선보의 요성의 횟수는 가
창자 간 요성의 주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13) 이주환 편, “국악부호설명”,

가곡보Ã((사)가곡회, 1970.

14) 홍원기 편, 남녀창 가곡보 가사・시조보Ã(민속원, 2001), 9쪽.
15) 김기수 편, 정가집Ã(은하출판사, 1984), 236～237쪽.
16) 김경배 편, 가곡선Ã(은하출판사, 2003), 109～126쪽.
17) 조순자 편, 여창가곡 마흔다섯닢Ã(서울:민속원, 2004),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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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끌어내려

가고 다시 은근
(없음)

히 밀어 올려 1

겹흘림표

겹흘림표

(없음)

밀어올리는 표

미는표

미는표

추성

(없음)

겹미는표

겹미는표

겹추성

굴림표

굴림표

격음표

전성

회

회전하면서

내리는 표
추성

(없음)

전성

(없음)

2. 본 연구의 시김새 분류
이후 여창가곡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소개하고 가객들이 분류한 시김새와 비교하
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시김새를 분류하였다. 시김새는 가객들이 공통적으로 구분한
네 가지인 요성・퇴성・추성・전성으로 구분하며, 각 시김새는 표현 양상에 따라 세
분화하고, 가락선보에 표기되는 형태를 정리하였다.
[표 3] 여창가곡의 시김새 분류와 가락선보 표기형태

가객
시김새분류

및

이주환

홍원기

김기수

김경배

조순자

가락선보표기형태

졸
름
요
성

도움닫기
有
도 움 닫
기

졸라미는표
본음의 1율 위 여창가곡에서 빠 졸름표
음으로 떠는 표 짝 키어 졸라 들

평

성

요
성
세
요
성

평요성1
평요성2

성
퇴
성

상전
본음으로

평으로

평전

떠는 표

농음표

흔드는 표

(없음)

세요성1
세요성2

상요성
퇴

치키는 요성

어내는 표

無

치키는 요성
요

올려떠는 표

퇴성
겹퇴성

(없음)

농음표

(없음)
전음과

저미는표
후음을

통하는 표

한 음 위 음에 ‘한 음 위−제
세끊음표

음’ 후 요성

흘림표

(없음)

(없음)
퇴성

(없음)
본음의 1율 아

퇴요성

래 음으로 떠는 풀어내림표

내려떠는 표

퇴요성

표
음을

겹흘림표

(없음)

끌어내려

가고 다시 은근 겹흘림표
히 밀어 올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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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회전하면

서 내리는 표

추
성
전
성

추성

(없음)

겹추성
겹겹추성

(없음)

전성

(없음)

밀어올리는 표 미는표

추성

출렁대는 모습 겹미는표

겹추성

굴림표

격음표

전성

위와 같이 정리한 여창가곡의 시김새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여창가곡 우
조 이수대엽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살펴보도록 한다. 요성의 경우 졸름요성・평요
성・상요성・치키는 요성・세요성 등 다섯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다만 세요성의 경
우 두 가지 형태의 세요성 중 요성의 주기가 일정한 세요성1은 나타나지 않는다. 퇴
성은 퇴요성・퇴성・겹퇴성・겹흘림 등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추성은 겹겹추성
을 제외한 추성과 겹추성 두 가지가 나타난다. 전성은 전성 한 가지가 나타난다. 이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정리하면 다음
의 [표 4]과 같다.
[표 4]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시김새
구분

명 칭
졸름
요성

요
성

평

성

성

성

도움닫기無

- 제 음보다 한 음 위 음으로 치켜 올리며 폭넓게 ‘쿡쿡쿡쿡’ 느낌으
로 하는 요성

평요성1

- 제 음을 아래위로 고르게 하는 요성

평요성2

- 뒤로 갈수록 요성의 주기가 촘촘해지는 평요성

상요성

- 제 음보다 높게 하는 요성

치키는 요성

- 한 음 위로 제 음보다 높게 끌어올리듯 하는 요성
- 가늘게 하는 자연스러운 요성으로 뒤로 갈수록 요성의 주기가 촘
촘해짐.

퇴요성

- 퇴성 후 연달아 요성을 표현

퇴성

- 어떤 음을 낸 다음, 음의 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표현

겹퇴성

추

도움닫기형식

요

세요성2

퇴

표현 방법

- 퇴성을 연달아 표현
- 퇴성으로 한 음 아래로 내려온 후 다시 퇴성하는 것

겹흘림표

- 흘러내리다 음을 올려친 후 다시 내리는 표현

추성

- 음을 밀어 올리는 표현

겹추성

- 같은 음에 추성이 두 번 반복해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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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전성

- 음을 힘 있고 속하게 구르는 표현

이하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 4]의 시김새 분류를 바탕으로 우조 이수대엽의
시김새를 분석한다.

Ⅲ. 요성
본 장에서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시김새 중 요성을 졸름요성・평요성・상
요성・치키는 요성・세요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졸름요성
졸름요성은 제 음보다 한 음 위 음으로 치켜 올리며 폭넓게 ‘쿡쿡쿡쿡’ 격하게
올려 끊어치는 느낌으로 하는 골짜기형의 요성이다. 여창가곡 우조의 이수대엽・중
거・평거・두거・반우반계 반엽의 제1～3장・우락의 제5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김
새다.
졸름요성은 㑣에 나타나며 太로 상행할 때 사용하는 시김새로, 㑣의 길이가 한
박 이상일 경우에는 박의 마지막에서 2소박 길이로, 㑣의 길이가 한 박 미만일 경우
에는 박의 마지막에서 1소박 길이로 표현된다. 일반적인 졸름요성은 도움닫기 형식
을 사용하나 한 박 길이의 짧은 음형에서는 㑲에서 㑣으로 내려와 시작하는 예외적
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졸름요성의 표현에서 가창자별 차이점은 도움닫기 형식
의 유무・요성의 폭・요성의 형태・앞꾸밈음의 유무로 나타났다. 지금정은 요성의
길이와 관계없이 도움닫기가 없는 졸름요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창자들에 비해
요성의 횟수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졸름요성의 폭은 일반적으로 㑣～㑲의 음폭으로
이루어지나, 김월하는 仲㑲㑣太에 속하는 음형에서 목을 더 눌러 㑀～㑲까지로 요성
의 음폭을 넓혀 ‘쿡쿡쿡쿡’하는 느낌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졸름요성의 주
기는 일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순자의 경우 仲仲㑲㑣의 음형에서 첫
번째 요성은 㑣으로 내려온 후 㑲으로 밀어 올리고 뒤의 2번은 붙여서 촘촘하게 요
성하는 형태를 보였다. 김영기는 한 박 길이의 짧은 음형 仲仲㑲㑣, 㑲黃㑲㑣에서
졸름요성 전 앞꾸밈음을 표현하였다.

2. 평요성
평요성은 제 음을 아래위로 떠는 것으로 같은 높이의 음으로 흔들어18)낸다. 여
창가곡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시김새로, ‘본음−아래−위−본음’ 형태의 물결형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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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평요성은 선율의 최고음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평요성은 仲・黃・
潢・㑲・㑣에 나타는데, 어떤 음에 표현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법이 등장하는
시김새로 가창자가 표현할 때도 가장 자유롭고 다양한 표형 양상이 나타난다. 겉목
으로 발성하는 黃・㑲의 평요성은 선율의 상행 전 나타나고, 가창법상 속목으로 발
성하는 4도 도약을 위해 힘을 받치는 기능을 한다. 仲과 潢의 평요성은 선율의 제일
고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㑣의 평요성은 여창가곡 우조 악곡의 제3장과 5장의
종지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시김새며, 여창가곡 우조이수대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
는 仲㑲㑣의 음형이 악장의 종지가 아니고 후속음이 太가 아닐 경우 㑣에 평요성을
표현한다. 한 박 이하의 음에 평요성이 표현될 경우 박 길이와 요성의 길이가 일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요성 전후에 다른 시김새나 꾸밈음이 붙는 경우도 있다.
仲은 ‘앞꾸밈음−평요성−추성’이 연속적으로 표현되었고, 潢은 ‘평요성−추성’의 형
태로 나타났으며, 㑲은 仲 또는 黃의 전타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㑣
은 ‘앞꾸밈음−평요성−추성’ 또는 ‘평요성−추성’으로 표현한다. 그 밖에도 黃의 전
성 전에 표현되는 평요성은 다른 평요성들에 비해 요성의 음폭이 넓고, 음고가 높아
긴장감을 높여주었다. 평요성 표현에서 가창자별 차이는 요성의 음폭・주기・형태・
앞꾸밈의 유무 및 형태・전타음의 유무・추성의 유무에 따라 나타났다.

3. 상요성
상요성은 제 음보다 높게 떠는 시김새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하행하여 돌아오는
산형 요성이다. 상요성은 같은 음이 연속될 때 앞 음 마지막에 1소박 길이로 표현된
다.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太와 仲에 나타나며, 상요성 뒤에 오는 음은 앞꾸밈음이
붙어 다시 음을 내는 것을 표현한다. 상요성을 표현할 때 가창자에 따라 요성의 횟
수, 음폭에 차이가 나타난다. 요성의 횟수가 동일하더라도 가창자가 힘을 분산하는
방법에 따라 음폭의 차이가 보이고, 초장 초두에서 무반주로 노래하는 부분의 상요
성은 요성의 횟수에 가창자별 차이가 나타났다.

4. 치키는 요성
치키는 요성은 제 음보다 높게 끌어올리듯 하는 요성으로 본음보다 한 음 위 음
까지 치켜가며 흔들어준다.19) 치켜올린 후 하행하였다가 다시 상행하여 돌아오는
‘∨’형태의 골짜기형 요성이다. 치키는 요성은 한 음을 길게 연결한 선율의 종지에
2소박 길이로 나타내며 긴 음의 마지막에 음정의 하행을 방지한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제4장 仲에 치키는 요성이 2회 나타나며 선율을 仲으로 맺는 경우
18) 김경배 편, 앞의 악보, 119쪽.
19) 조순자 편, 앞의 악보,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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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후속음 太로 퇴성하는 2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가창자에 따른 차이점은 요성의
음폭, 치키는 요성 전 힘을 받치기 위해 표현되는 요성의 유무, 요성의 형태로 나타
난다.

5. 세요성
세요성은 세세하게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요성이다. 같은 높이의 음으로 흔들어
내며, ‘본음−아래−위−본음’ 형태의 물결형 요성이다.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太와
仲에 표현된다. 세요성은 율의 길이가 2박 이상일 때 박의 마지막에 2～3소박 길이
로, 요성의 주기는 뒤로 갈수록 촘촘하게 하여 끝을 맺는 세요성2의 형태로 표현한
다.

Ⅳ. 퇴성
본 장에서는 본 장에서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 나타나는 퇴성을 퇴요성과
퇴성, 겹흘림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퇴요성
퇴요성은 퇴성 후 요성하는 것으로 미끄러지듯 둥근 모양으로 퇴성한 후 연이어
음폭이 점차 좁아지는 산형의 요성을 표현하는 시김새이다. 여창가곡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시김새로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仲・㑲에 퇴요성이 사용된다.
仲의 퇴요성은 후속음이 太일 때 표현되며 仲의 길이가 2소박 이상일 경우 박
의 마지막에 2소박의 길이로 표현된다. 仲의 앞에 선행되는 장식은 仲의 퇴요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㑲의 퇴요성은 한 박의 길이에서 표현될 때 나타난다. 네 명의 가창자는 모두
앞꾸밈음을 표현 후 㑲을 퇴요성하였다. 㑲의 퇴요성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외
에도 우조 중거・평거・두거・우락 및 우조로 돌리는 평롱의 제5장 3행 제10～12
박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며 이 선율은 하행종지선율로 연결된다.

2. 퇴성
퇴성은 음을 미끄러지듯 둥근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시김새이다. 여창가곡 전반
에 거쳐 사용되는 시김새 표현이며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南・㑣에 나타난다.
南의 퇴성은 표현되는 시가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1소박의 길이로 표현될 때는
퇴성의 형태로, 한 박의 길이로 표현될 때는 퇴요성의 형태로 나타났다. 㑲의 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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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의 제4장 제1행 제1～3박에 동일하게
등장한다.
㑣의 퇴성은 제3장 종지에 한 번 나타난다. 지금정・김월하・김영기는 㑣을 평
요성 한 후 마지막에 㑖으로 퇴성하는 반면 조순자는 㑣을 평평하게 뻗다가 박의
마지박에 2소박 길이로 㑖으로 퇴요성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
엽・중거・평거・두거・반엽・우락의 제3장 종지에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Ⅴ. 추성
본 장에서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 나타나는 추성을 추성하는 횟수에 따라
추성과 겹추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추성
추성은 상행하는 곡선의 형태로 음을 밀어 올리는 시김새로 여창가곡 전반에 걸
쳐 사용되는 시김새 표현으로 우조 이수대엽에서는 太・仲・黃・潢에 사용된다. 후
속음이 낮은음이 나올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선율의 최고음 끝에서
한 번 더 밀어 올림으로써 큰 폭으로 하행진행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일반적으로
는 太㑲・仲㑲・潢林과 같이 후속음으로 4도 이상 떨어지는 하행선율이 올 때 추성
을 표현한다. 추성의 높이는 음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최고음의 길이가
한 박 가량 될 때에는 한 음 위까지 추성하였으며, 최고음의 길이가 1.5소박 가량일
때는 제 음보다 조금 위까지 추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조순자는 네 명의
가창자 중 추성의 음폭을 제일 넓게 표현하였으며, 太仲㑲의 진행에서 太를 仲까지
추성해서 올리는 특징이 나타났다.

2. 겹추성
겹추성은 추성이 연달아 2회 표현되는 것으로 2소박 길이로 나타난다. 제5장
종지의 㑖에서 두 음 위 㑲까지 올리는 㑖㑲㑖㑲의 형태로 겹추성이 표현되는데, 이
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우락・우조로 돌리는 평롱의 제5장
에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1회 추성 후 탄력 있게 음을 굴리고 두 번째 추성을 표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나, 지금정은 추성과 추성 사이에 음을 구르지 않고 표현
하였다. 그 밖에도 제4장에서 南을 내고 林으로 내려와 최고음 潢을 내기 전에 林에
겹추성이 표현되는데 林南林南의 형태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
거의 제4장에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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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성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시김새 중 전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우조 이수대엽의 전성은 黃에 한 번 표현된다. 黃의 전성은 黃을
경과음으로 낸 후 4도 도약하여 속목으로 낸 仲을 길게 끄는 대목에서 요성 후 한
번 더 속히 굴려 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네 명의 가창차는 黃의 평요성보다는 요성
의 음폭은 넓고 음고는 조금 더 낮게 표현한다. 네 명의 가창자 중 김영기가 제일
촘촘하게 전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전성의 표현은 긴 선율의 도약 및 상행을 준
비하는 기능을 한다.

Ⅶ. 결론
본 연구는 기존 가객들이 악보에 제시한 시김새들을 분류・정리하여 기존 시김
새의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참고하여 실제 노래에 나타나는 여창가곡의 시김새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김새를 세밀하게 유형화함으로써
음악 실제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락선보를 활용하여 네 명의 가창자가 노래한 여창
우조 이수대엽의 시김새를 분석하고 새롭게 유형화함으로써 시김새의 역할과 예술
적 견해에 따른 표현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실제에 나타나는 시김새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시김새를 요성・퇴
성・추성・전성으로 한정하고, 기존 가객들의 악보에 나타나는 시김새 분류를 정리
한 후 이를 참고하여 여창가곡의 시김새를 새롭게 유형화하였다. 요성은 표현방법과
형태에 따라 졸름요성・평요성・상요성・치키는 요성・세요성으로 구분하였다. 졸름
요성은 도움닫기 형식의 졸름요성과 도움닫기 형식이 없는 졸름요성으로 세분하였
다. 평요성은 평요성1과 평요성2로 세분하였다. 세요성은 세요성1과 세요성2로 세
분하였다. 퇴성은 퇴요성・퇴성・겹퇴성・겹흘림으로 구분하였다. 추성은 횟수에 따
라 추성・겹추성・겹겹추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유형화한 시김새들 중 기존 악보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본 연
구를 통해 유형화한 시김새는 도움닫기 형식의 졸름요성과 도움닫기 형식이 없는
졸름요성, 평요성2, 상요성, 세요성1과 세요성2, 겹퇴성과 겹겹추성 등이다.
둘째, 시김새를 새롭게 유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시
김새를 분석한 결과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김새는 요성임을 확인하였다. 요성은
표현 방법에 따른 양상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가창자별 차이점도 가장 많이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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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며 선율의 진행기능이 있는 요성은 졸름요성과 평요성
이며, 상요성・치키는 요성・세요성은 주로 창자에 따른 음악적 표현의 역할을 한
다. 졸름요성은 㑣에서 太로 상행할 때 사용하며, 평요성은 선율의 최고음을 강조하
는 역할의 시김새로 어떤 음에 표현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법이 등장하였다.
평요성은 선율의 4도 도약 전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평요성 전후에 다른 시김새나
꾸밈음이 붙기도 하였다. 치키는 요성은 긴 음의 마지막에 음정이 하행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표현하는 시김새이며, 상요성은 같은 음이 연속될 때 앞 음의 끝에 나
타내는 시김새이고, 세요성은 긴 음의 끝에 세세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요성이
다. 퇴성은 한 음 아래음으로 하행할 때 사용하는 시김새이고, 추성은 선율의 최고
음 끝에서 한 번 더 밀어 올려 큰 폭으로 하행진행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김새
이며, 전성은 선율의 도약 및 상행을 준비하는 역할의 시김새다.
요성의 표현에서 가창자별 차이점은 도움닫기 형식의 유무・요성의 폭・요성의
형태・앞꾸밈음의 유무・요성 전 힘을 받치기 위해 나타나는 요성의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졸름요성은 도움닫기 형식의 유무・요성의 폭・요성의 형태・앞꾸밈음의
유무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평요성에서는 앞꾸밈의 유무・요성의 형태・앞꾸밈음의
유무・추성의 유무 등이 달랐다. 상요성에서는 표현할 때 가창자에 따라 요성의 횟
수, 음폭에 차이가 나타났다. 치키는 요성을 표현할 때 가창자에 따른 차이점은 요
성의 음폭, 치키는 요성 전 힘을 받치기 위해 표현되는 요성의 유무, 요성의 형태로
나타났다. 네 명의 가창자는 유사한 형태로 세요성을 하였다.
퇴성의 표현에서 가창자별 차이점은 제3장의 종지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정・김
월하・김영기는 㑣을 평요성한 후 㑖으로 퇴성했고, 조순자는 㑣에서 㑖으로 퇴요성
하였다.
추성의 표현에서 차이점을 보인 가창자는 조순자이다. 조순자는 네 명의 가창자
중 추성의 음폭을 제일 넓게 표현하였으며, 가창자들 중 추성의 빈도수도 제일 높았
다. 겹추성은 1회 추성 후 탄력 있게 음을 굴리고 두 번째 추성을 표현하는 것이 일
반적인 표현이나, 제5장 종지의 㑖에서는 지금정이, 제4장의 南에서는 김월하가 추
성과 추성 사이에 음을 구르지 않고 표현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전성의 표현에서 네 명의 가창자 중 김영기가 제일 촘촘하게 표현하였다.
셋째,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창자별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정은 가늘고 카랑카랑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가객이다. 네 명의 가창자 중
음악의 한배가 가장 짧고, 졸름요성에서 도움닫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성의
시작점이 두드러지지 않고 다른 가창자에 비해 선율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 또한 졸름요성의 경우 요성의 횟수가 많고 촘촘하게 표현하는 편이며, 전타음
과 겹퇴성을 사용하는 등 선율에 장식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게 노래한다는 평가
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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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월하는 타고난 미성으로 노래하는 가객이다. 요성을 할 때 대체로 네 명의 가
창자 중 가장 넓은 음폭으로 요성하며, 겉목과 속목의 음량에 차이가 거의 없이 노
래하여 시원스러운 느낌을 준다. 또한 가락선보에서는 분석을 위해 표현하지 않았으
나 노래 전반에 걸쳐 음을 요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음을 요성하고
다른 가창자보다 노래의 시김새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명주실을 풀 듯 끊이
지 않는 절절한 성조 또는 애잔하게 들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조순자는 맑은 음색으로 노래하는 가객이다. 요성을 할 때 동일한 형태로 유지
하기보다는 주기가 뒤로 갈수록 촘촘해지는 등 미세하게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
노래가 섬세한 느낌을 준다. 또한 다른 가창자에 비해 추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추성의 음폭이 넓어 끝마치는 음의 높이가 높다. 추성 후 앞꾸밈음을 하기 때문에
앞꾸밈음의 음고 또한 높게 표현되어 청량감이 느껴진다.
김영기는 든든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가객이다. 다른 가창자에 비해 꾸밈음의 활
용도가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노래가 담백하고 깊이 있는 느낌이 난다. 또한 시김
새의 활용 패턴이 가장 규칙적이고, 요성의 음폭도 고르게 표현되어 기악 반주와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본 연구는 음악 실제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기존 가객들의
시김새 분류기준을 살펴 요성・퇴성・추성・전성 등 공통된 네 가지의 시김새를 파
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창가곡의 시김새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이처럼 시
김새의 표현 양상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락선보를 활용하였고, 시김새가 붙은 음을 중심으로 전후의 음을 살펴 단위를 음
형으로 나누었으며, 장식음이나 꾸밈음은 시김새의 전후에 붙는 경우만을 제한적으
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과정을 통해 파악한 시김새들의 공통점을 통해서는 시
김새의 기능과 역할을, 가창자별 차이점을 통해서는 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차이 및
음악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시김새의 비교 분석에 있어 가락선보의 활
용이 필요하다는 방증(傍證)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김새 분석 연구의 시작 단계로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보다 체계적인 시김새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악곡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에 대해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시김새는 단순히 선율을 장식하는 음악 요소가 아니다. 시김새는 어떤 유형이
어떠한 선율형에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음의 진행이나 강조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한
다. 또한 가창자들은 자신의 예술적 견해와 음악성 등을 표출하는 데 시김새를 활용
한다. 그러므로 가곡을 노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시김새와 개인적・음악적 해석
에 따라 유동적인 표현이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여 가곡의 가창・교육・연구에 활용
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가곡의 시김새 분석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을 통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향후 여창가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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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창가곡・남녀창가곡의 시김새 전반에 관련된 연구가 추후 과제로 계속되길
기대한다.

박사논문 발표 4

판소리 이면의 음악적 표현 연구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와 상징어를 중심으로-

심상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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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이면의 음악적 표현 연구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와 상징어를 중심으로심상윤(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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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와 아니리, 너름새로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음악이다. 또한, 연극성과 음악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연 예술
이라고도 할 수 있다.1)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판소리는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
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판소리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이면을 잘 그린다’ 또는 ‘이면에 맞게 소
리를 한다’, ‘이면에 맞지 않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판소리
를 전승하는 실기인들 혹은 이를 향유하는 청중들도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에서 사
용되는 이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서 그 실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판소리에서

1) 전신재, ｢판소리 공연학 총론｣

공연문화연구Ã 제23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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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이란 판소리 음악 양식의 핵심2)으로 볼 수 있으며 판소리를 연구할 때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판소리 음악 구성의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판소리 음악 어법의 기본이 되는 이면은 다양한 의미3)를 가지고서 사용되는 특
징이 있어 판소리 이면을 논의할 때에 정확한 개념을 내세우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판소리의 ‘이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해석4)이 존재하
2) 백대웅, 전통음악의 이면과 공감Ã, 지식산업사, 2004, 108쪽.
3) 이면은 속뜻, 속내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판소리에서 이면을 말할 때는 이보다 더 다양
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 이면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정병욱, 이국자, 박영주, 박판수, 이기우, 갈
효우, 백대웅, 김혜정, 성창순 등은 나름의 해석을 통해 이면의 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쓰임새 등을
언급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병욱은 판소리 창자들의 전문적인 술어로 ‘이면’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면을 그린다’고 쓰는
때도 있고, ‘이면에 맞지 않는다’고도 하며, 심지어는 ‘이면을 찾다가 소리 못한다’고도 쓰인다 하였
다. 물론 이 낱말의 어원은 명백하지 않으나, 뜻은 리얼리티(reality)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음악에서 리얼리티를 찾는다면 그 음악은 사실성을 띠게 마련일 것이라 하였는데 연구자는 판소리에
서 이면을 사실성을 띤 음악으로 보았다(정병욱, 한국의 판소리Ã, 집문당, 1981, 93-94쪽).
이국자는 ‘이면’이란 판소리의 상징적인 속세계가 지닌 ‘의미’의 세계이며 ‘이면을 그린다’는 말은 한
편에서 볼 때 현실모방이지만 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작용과 메시지의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면이 잘 그려졌다고 하는 것은 청중의 의식 속에 훌륭한 의미가 발생되었다는 것
으로 보았다(이국자,

판소리 연구Ã, 정음사, 1987, 11-15쪽).

박영주는 판소리가 문학과 음악의 복합체라는 점에서 음악성과 관련된 미적 표현효과 또한 논의되어
야 하며 음악성과 관련된 미적 표현 효과를 판소리에서는 ‘이면’이라고 하거니와, 소리의 ‘이면’은 곧
사설의 ‘표상성’과 상통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판소리에 있어서 ‘이면’이란 연창 사설에 내재된 ‘상
징적 의미’의 면을 음악적 ‘소리’로써 적절히 형상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박영주,

판소리 사설

의 특징Ã, 보고사, 2000년, 151쪽).
박판수는 이면 개념이 사설의 합리성, 소리의 맛(이치)을 표출해 내는 표현의 내적 원리, 소리·창·너
름새의 조화로서 창극성(종합성)의 원리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면의 개념이 단순히
자구해석의 측면이 아니라 판소리 창자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석되고 표출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면이 판소리 광대 자신의 기대지평에 의해서 다양
하게 해석되어 표현된다고 보았다(박판수, ｢판소리 텍스트의 ‘이면’의 구현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Ã

제14집, 2002, 4쪽).
이기우는 판소리의 ‘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의 해석이라고 보았다. 이를테면 ‘문학 작품의
의미’라던가, ‘예술작품의 의미’라는 것은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 ‘이면’이라는 것은 판소리를 할 때마다 자꾸 달라지고, 판소리가 존재하고 전해지는 한, 청
중이 있어서 감상할 수 있는 한, 그때그때 ‘이면’은 항시 계속해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기우,
「판소리 이면론」, 판소리의 미학과 역사Ã, 민속원, 2005년, 3-15쪽).
갈효우는 이면이 속뜻, 함축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판소리의 숨어 있는 예
술 원리를 반영하므로 판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판소리의 이
면이 예술 원리를 반영하여 내포된 의미로 인식하였다(갈효우, ｢판소리 이면 용어화의 용례 분석 –
구조언어학과 인지언어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Ã 제41집, 판소리학회, 2016, 8쪽).

백대웅은 음악(소리)은 이야기의 내용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상징
적인 의미를 바로 이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상징적인 소리로 그려내는 음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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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 전통 공연 양식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일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소리 이면의 연구는 판소리가 가진 예술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
석이 이루어져야 판소리 이면의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사설과 음악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이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
어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면은 상황마다 쓰임새가 다르므로 이면을 살
펴볼 때는 사설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뜻에 맞게 사실적으로 음악적 표현이 구
성된 것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사설의 속뜻 즉, 사설에 담긴 이면을 찾고 이에 따
른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우에서 사설과 음악과의
결합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사설과 음악의 결합을 살펴보는
연구에 있어 악조와 장단 외에 선율형이나 음역, 리듬, 붙임새, 성음 등의 다양한 음
악적인 요소를 통한 분석은 매우 미진하여 판소리 이면의 음악 구성을 파악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설의 이면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
었는지를 성우향 <춘향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소리의 예술성을 드높이
는 이면의 음악적 표현의 특징과 판소리 이면의 음악 구성 원리를 발견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판소리의 이면에 관한 연구는 음악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뿐만
아니라 국문학과 연극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본고에서는 성우향 <춘향가>를 통해서 본 판소리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선행연구

를 ‘이면을 그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판소리 사설의 철학적 해석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가
리킨다. 이 음악 행위는 개인의 음악성과 철학적 바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어떤 소리
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수는 없고, 이면을 그리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수단은 여러 가
지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 수단이 여러 가지라는 뜻은 이야기의 부분 부분을 전체의 줄거리에서 해
석하는 ‘연출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백대웅,

다시 보는 판소리Ã, 도서출판 어울림, 1996, 41

쪽).
김혜정은 최근 들어 완창 발표회가 명창의 역량을 보여주는 표시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이면, 즉 장면마다 정서적 공감을 줄 수 있는 사실적 표현이
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연구자는 이면을 ‘사실적 표현’으로 인식하였다(김혜정,

판소리 음악론Ã,

민속원, 2009, 59쪽).
성창순은 판소리 사설이 한문으로 되어있어 깊은 소리를 이해하려면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도 한문
으로 된 판소리의 내용을 이해해서 노래와 똑 떨어지게 해야 ‘이면’이 맞고 완벽한 소리가 되는 것이
며, 판소리 용어로 사설의 내용을 잘 삭히고 익혀 제대로 된 감정 처리를 하는 것을 이면그리기라고
하였다(성창순, ｢넌 소리도둑년이여｣, 언어문화, 1995,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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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는 판소리 이면에 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성우향 <춘향가> 대한 연구이다.
판소리 이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
문학계에서 시도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음악학계에서 시도된 연구이다. 또한, 성우
향 <춘향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파
별 또는 창자별 비교연구이고, 두 번째로는 눈대목과 같은 몇 개의 대목들만을 집중
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성우향 <춘향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성우향 창 춘
향가가 연구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판소리 이면에 관한 선행연구의 다수는 ‘이면’의 의미를 모색한 국문학계의 연
구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면의 개념을 정립하고 여러 의미를 밝혀내길 시도하여
이면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성과는 음악적 분석의 부재로
인해 판소리 이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음악학계의 몇
몇 연구들은 사설 분석에 음악적 분석을 합하여 이면의 실체를 찾고자 하였으나 주
로 장단, 조, 선법과 같은 요소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각각의 사설에 따른 음
악적 분석이 아니라 각 대목의 내용에 따른 음악적 분석이라서 사설과 음악의 결합
에 따른 세세한 분석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이면’의 음악적 분석에 핵심
적 분석 요소로 볼 수 있는 선율형과 음역, 리듬, 그리고 이외의 다른 음악적 요소
들이 포함된 연구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총체적인 음악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성우향 <춘향가>의 연구 역시 대부분이 석사학위 논문에 집중되어 있
어 연구의 대상 범위가 넓지 않고, 주로 다른 창자와의 비교연구에 치중되어 춘
향가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없으며 분석 기준이 장단과 조, 출현음에 머무는 등
협소하여 성우향 <춘향가>의 자세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
에서는 이면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춘향가의 ‘이면’을 파악하고 이
에 따른 음악적 표현을 분석하여 이면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범위는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와 상징어를 통해서 본 이면의 음
악적 표현 방법이다. 춘향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5바
탕 소리 중 춘향가가 가장 짜임새가 훌륭한 것으로 평을 받고 인정되고 있으며, 인
간사에 제일 밀접한 내용으로 보다 극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다른 바탕들보다 연행시간이 가장 길어서 다양한 구성의 음악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춘향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춘향가 가운데 성우향 <춘향가>는 수많은 전승자가 전수를 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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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해지며 이로 인해 오늘날 전승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우향 <춘
향가>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성우향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
유자로 동편제에 속하는 김세종제 춘향가5)를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정응민 문하에서
정통으로 수학하고 연마하였으며6), 현재 대다수의 후배 명창을 가장 많이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춘향가의 대표격 창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의 연구자가 직접 성우향
에게 춘향가를 사사 받은 이수자로서 더욱 자세한 음악적 분석이 가능하기에 성우
향 <춘향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우향 <춘향가>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범위인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와 상징어7) 가운데 어조는 서사적
상황에서 인물의 심리나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음악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인물의 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요소인 어조는 사설에서 자주 등
장하여 말투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어 이면의 분석에 매우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어조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조 가운데
서도 호명 어조와 자탄 어조를 중심으로 하여 <춘향가>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
물8)의 어조에서 나타나는 ‘이면’의 음악적 표현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호명 어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주요 인물이 다른 사람을 호명하면
서 발화(發話)가 시작하고 이로 인해 음악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과 동시에 분
위기가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화를 위해 호명할 때 인물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인물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명 어조에서 드러나는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극 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장면이 연상되도록 해야 하는 출발 지
점이기 때문에 고찰에 의의가 있다.
자탄 어조는 인물이 탄식하면서 감정이 극대화되는 부분으로 창자가 전하고
자 하는 인물의 감정과 상태가 다른 어조에 비해 분명하며, 자탄 어조를 통해 내
용의 정황이나 분위기 파악이 쉽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인물이 하는 말의 이면
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자탄 어조에서 드러나는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극 중 상황에서 나타난 이면의 전달에 효과적이므로 분석에 의미
5) 판소리는 음악적·지역적 특색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와 같이 유파를 구분하는데 그 중 성
우향이 전하는 춘향가는 동편제에 속한다. 동편제 춘향가는 두 갈래로 나뉘어 전승되었는데 그 중
김세종제는 김세종-김찬업-정재근-정응민-성우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6) 정응민의 여러 소리 중에서도 춘향가는 가장 최고의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성우향만큼
이 춘향가를 잘 부를 수 있는 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노재명 편저,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Ã,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 2006, 219-220쪽).
7) 상징어란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이 자연, 사람, 동물들의 소리나 동작, 상태 등을 상징하여 만든 말
을 뜻한다.
8) 주요 인물은 <춘향가>에서 주로 발화하는 이몽룡, 춘향, 춘향모, 방자, 향단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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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상징어는 사설에서 자주 등장하여 극적 상황과 감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선율에서 중요한 분석 요소로 판단되므로 역시 주요 연구
범위로 삼아 그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9) 상징어는 언어 표현에서
그 장면을 현실감 있게 재현해 내는 구상화의 기능이 다른 일반 어휘보다 더 강하
며 상징어가 사용된 문장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적 표현이 된다.10) 예
를 들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상태를 ‘반짝반짝’이라는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떤 다른 언어 형식으로도 말하는 이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11) 관객들에게 긴 판소리의 내용을 명쾌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이처럼
재미있고 강렬하며 간결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창자는 재미와 감동, 극
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로 사설에 등장하는 동물, 악기, 사람의 소리, 행동, 모
습을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한다.12) 그러므로 판소리 사설에서 상
징어가 사용된 사설은 묘사하는 장면이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사설
이면의 가장 효과적인 묘사 방법이므로 분석에 의미가 있다.

한편, 본고의 연구범위인 어조와 상징어에서는 동일한 사설이 반복되는 경우
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설의 공식구라고 할 수 있다. 공식구13)란 동일한 율격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말하는데 이 이론은14) 그동안 국문학 연구에서 주로 논
의되었다. 판소리도 구비전승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므로 판소리 사설은 국
문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구비공식구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문
학 연구15)와 다르게 아직 음악학 연구16)에서는 공식구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미

9) 판소리에서 상징어는 다른 사설들과 달리 표현이 극대화되어 나오는 부분이며, 이 상징어를 통해
장면의 실감나는 묘사가 가능하여 사설의 이면 전달이 용이하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판소리 한 대목의 부분적 선율에서의 절정은 이 상징어의 묘사에 있다고 하겠다.
10) 황미경, ｢상징어의 추상적 의미 확장 연구 - ‘감정’ 표현으로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1쪽.
11) 김홍범, ｢상징어의 형태와 의미구조분석｣,

연세어문학Ã 제25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209쪽.
12) 장숙영,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의성의태어 연구 -<흥보가>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Ã 제56

호, 겨레어문학회, 2016, 134-135쪽.
13) 공식구는 구비공식구 이론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A.B Lord가 the singer of Tales에서 주장한
서사시 작시 이론으로 그는 공식구를 ‘동일한 율격 조건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그룹’이
라고 정의하였다(서대석, ｢구비공식구 이론과 그 적용｣,

어문연구 제30호Ã,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94-95쪽).
14) 이 이론에 따르면, 서사시의 사설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널리 사용되는 관습적 공식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인은 이것을 구비시에 끌어다가 씀으로써 작품을 이루는 구체적 텍스트를
완성한다고 한다(김홍백, ｢구비공식구 이론과 한문 산문의 작법 원리 –이옥(李鈺)의 <동상기(東廂
記>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34호Ã, 국문학회, 2016, 298쪽).

15) 판소리 공식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문학 연구로 김병국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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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데 판소리도 구비전승되면서 동일한 율격 조건 안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있
고, 이러한 해당 표현들이 음악적으로도 반복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연구범위인 어조와 상징어에서도 동일한 사설이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공식구적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이러한 공식구가 음악적으로도 반복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공식구에 해당하는 사설과 그 음악적 표현이 반복될 때는 그것을 음악
적 공식구로 보고 분석에서 거론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춘향가>의 사설에서 나타나는 이면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사설과 음악이 결합하였는지를 예시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어조에서 보여지는 이면의 그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
고자 호명 어조를 주요 인물별로 분류한 뒤 각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중심으로 나
누어 예시와 함께 분석하였다. 자탄 어조는 감정이 이미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인물에 따른 어조의 종합적인 결과는 각 인물 어조의
기본형이 도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주요 인물 어조의 기본형은 무
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상징어에서 보여지는 이면의 그 음악적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의
성어와 의태어로 나눈 뒤 의성어는 다시 인물, 동물, 사물, 자연물로 분류하여 예시
와 함께 분석하고, 의태어는 다시 인물, 동물, 사물, 자연물, 식물로 분류하여 예시
와 함께 분석하였다. 상징어의 음악적 표현을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도 동일 사설이
반복된다면 그 음악적 표현의 기본형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면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설, 음악, 연행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중
심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본고는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행을 제외한 사설과 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에서 사용될 음악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거론하고자 한다.
판소리 선율 구성의 가장 기본은 사설에 따른 악조이며 사설의 극적 내용이 악

사로서 본 판소리 사설의 구성 방식｣라는 연구에서 구비 가요 연구 방법론상의 <구전 공식구 이론>
을 판소리 사설 분석에 적용해 봄으로써, 판소리 텍스트 이면에 깔려 있는 구연적 특성을 더욱 확인
하고자 하였고, 소리의 많은 텍스트가 공식적 표현구들로 되어 있고 같은 작품과 다른 작품에서 반
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밝혔다(김병국, ｢구비서사로서 본 판소리 사설의 구성 방식｣,

판소리의 바

탕과 아름다움Ã, 도서출판 인동, 1986, 99-100쪽).
16) 공식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음악학 연구로 김혜정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여성민요의 음

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 원리: 全南 地域을 中心으로Ã 라는 연구에서 가창자들이 사용하는 일정한 음
악적 통사체계와 어휘들을 공식적 음악문법이라고 하였으며 ‘공식적 음악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김혜정,
쪽).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 원리: 全南 地域을 中心으로Ã 민속원, 200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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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뿐 만 아니라 세밀한 움직임 즉 세부적인 음악적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처럼 악조는 판소리에서 가장 큰 음악적 구성 요소이기에 판소
리 선율 분석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악
조를 필수적인 분석 요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판소리 선율 구성에서
있어서 장단도 극적 상황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
이다. 장단 역시 사설의 극적 내용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분
석할 때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분석 요소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음악적 요소의 큰 범주에 속하는 장단과 악조만으로 판소리 사설을 음악
적으로 표현하고 장면을 전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외에도 음
역, 선율형, 리듬, 붙임새, 성음 등이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음역은 인물의
감정이나 상태, 또는 극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 크게 영향을 받아 선율 구
성에서 나타나므로 중요한 분석 요소이다. 또한, 판소리의 음악적 표현을 논할 때
선율형을 살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해당 선율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아야
그 이면의 음악적 표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에 선율형 분석도 필수적이다. 음악
적 분석 요소 중 리듬도 음악적 표현에서 사설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선율에서 리듬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상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붙임새와 성음은 선율 분석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은 편이기에 매 예시에서 사용될 분석 요소는 아니나 역시 음악적 표현 분석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할 때가 있으므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분석 요소로 사
용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본고에서는 장단, 악조, 음역, 선율형, 리듬, 붙임새, 성음과 같은 음
악적 분석 요소들을 예시에서 보여지는 극적 상황, 인물의 감정, 행동과 상태, 신분
또는 성격 등과 결합하여 사설과 음악에서 나타난 이면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료로 성우향 판소리 전수소에서 발간한

판소리의 실

제적 접근2-성우향 춘향가Ã17)를 삼았다. 이 악보는 현재까지 발간된 여러 악보와
비교했을 때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가장 성우향 <춘향가>의 실제에 가깝고, 편찬
중 성우향에게 여러 번 검수를 거치면서 공연 때와 같은 즉흥적 요소와 가변성 등
이 배제되어 음악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Ⅱ. 어조의 음악적 표현
본 장에서는 <춘향가>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의 어조를 호명 어조와 자탄 어조

17) 김수미 편저, 판소리의 실제적 접근2-성우향 춘향가Ã, 성우향 판소리 전수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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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 뒤 다시 주요 인물별로 분류하여 각 인물 어조의 이면과 그 음악적 표현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몽룡의 호명 어조는 감
정과 상황을 중심으로 나누어 슬픈 감정이 나타날 때, 기쁜 감정이 나타날 때, 그리
고 다른 사람을 달래는 상황으로 분류하여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고, 춘향의 호명 어
조도 감정과 상황을 중심으로 나누어 슬픈 감정이 나타날 때, 기쁜 감정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외의 감정으로 분류하여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춘향모의 호명 어
조는 감정을 중심으로 나누어 기쁜 감정이 나타날 때, 슬픈 감정이 나타날 때로 분
류하여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고, 방자의 호명 어조는 상황과 감정을 중심으로 나누
어 급한 상황이 나타날 때와 기쁜 감정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였으며, 향단의 호명
어조는 상황을 중심으로 나누어 달래는 상황이 나타날 때와 반가운 상황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여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자탄 어조는 춘향의 자탄 어조, 춘향
모의 자탄 어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우향 춘향가>의 호명 어조는 주요 인물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나타나는
어조로 인물의 감정, 상황, 신분 등에 따라 그 음악적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호명
어조에서는 인물의 신분 고하로 인해 감정의 표출이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나며 이
러한 신분은 악조와 장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분은 감정·상황과 결
합하여 음역과 선율형, 리듬, 붙임새 등과 같은 다른 음악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 음
악적 표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인물의 호명 어조는 그 음악적 표현이 기본형과 예외형으로 분류될 수 있
으며 예외형은 기본형과 다르게 감정의 강도나 상황에 따라 생겨난다. 예컨대, 이
몽룡의 호명 어조는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달래는 상황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본형은 장단이 중모리장단이고 악조는 경
드름으로 나타난다. 음역은 저-중음역대이고 선율은 동일음 반복형이며, 박의 분
할은 없고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단이다. 이몽룡은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여 음악적 표현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음역이 낮으며 선율
이 단조로운 편이다. 또한, 악조를 통해 이도령이 한양 출신임을 정체성을 지속적
으로 드러낸다.
춘향의 호명 어조는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 그리고 그 외의 감정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본형은 장단이 중모리장단이고 악조는 계면조로
나타난다. 음역은 저-고음역대로 음폭이 넓으며 선율은 한 음 지속 후 하행형이
며, 박은 사설의 공식구에서만 분할되고 붙임새도 사설의 공식구에서는 엇붙임이
나타난다. 또한, 사설의 마지막 음절을 길게 하여 어단성장의 특징을 보여준다.
춘향은 신분이 낮으나 체면치레를 하는 사람으로 음악적 표현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러나 감정 표현에 솔직하여 음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격해진 감정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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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면서 악조가 모두 계면조로 나오는 양상이 나타난다.
춘향모의 호명 어조는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을 때 기본형은 장단이 중중모리장단이고 악조는 계면조로 나타난다. 음역은
저-고음역대로 음폭이 넓게 사용되고 선율은 동일음 반복형이며 리듬 구성에 쉼
표를 많이 사용하고 엇붙임이 자주 사용된다. 춘향모는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서
그 음악적 표현도 단조롭기 보다는 변화가 다소 생기는 편인데 이는 춘향모의 신
분이 낮기 때문이다.
방자의 호명 어조는 급한 상황과 기쁜 감정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그 기본형은 장단이 자진모리장단이고 악조는 우조로 나타난다. 음역은 중음역대
이고 선율은 하행형이며, 박의 분할은 없다. 방자는 호명의 대상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음역과 선율이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향단의 호명 어조는 달래는 상황과 반가운 상황이 나타날 때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을 때 기본형은 장단이 중모리장단이고 악조는 계면조로 나타난다. 음역은
중음역대이고 선율은 동일음 반복형이며, 박의 분할은 없고 붙임새도 대마디 대
장단으로 단순하다. 향단은 호명의 대상이 모두 자신보다 신분이 높으므로 음악
적 표현이 극적이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어조의 이면을 드러낸다.
호명 어조의 기본형에서는 각각 다른 대목에서 공통적인 사설이 등장하더라
도 동일한 사설이 반복될 때는 음악적 표현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음악적 표현을 음악적 공식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적 공식구
는 여러 인물이 같은 공식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로 한 인물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 이를 통해 판소리 사설의 공식구와 선율의 공식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설의 공식구가 등장할 때 선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극적 상
황과 인물의 상태나 감정 등에 따른 선율 구성으로 인해 음악적 요소들이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이는 판소리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성우향 춘향가>의 자탄 어조는 인물이 탄식할 때 나타나는 어조로 자탄이
라는 특정한 상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주요 인물 중 춘향 · 춘향모에 한정되어
있으며 감정의 강도에 따라 그 음악적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탄 어조가 나
타나는 인물의 신분은 모두 낮으며 이로 인해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자탄의 감정
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나타나며 이러한 신분은 악조와 장단 구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분은 감정의 강도와 결합하여 음역과 선율형, 리듬,
붙임새 등과 같은 다른 음악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 음악적 표현이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각 인물의 자탄 어조도 그 음악적 표현이 기본형과 예외형으로 분류될 수 있
으며 예외형은 두 인물의 감정의 강도에 따라 생겨난다. 예컨대, 춘향 자탄 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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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형은 장단이 세마치장단이고 악조가 계면조이며, 음역은 중음역대이고 선
율은 동일음을 반복하다 마지막 음을 지속한 후 흘리듯 하행하는 형이다. 또한,
박이 분할되며 대마디 대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향모 자탄 어조의 기본형은 장단이 진양조장단이고 악조가 계면조이며, 음역
은 고음역대이고 선율은 동일음을 반복하다 그 음을 지속한 후 흘리듯 하행하는 형
이다. 특정 사설에서만 박이 분할되며 대마디 대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탄 어조가 사용되는 두 인물은 모두 그 음악적 표현이 유사하게 진행되나 다
만 인물에 따라서 음역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춘향모의 모성애로 인해 격하고
억울한 감정이 춘향보다 많이 발생하고, 양반의 핏줄이 섞인 춘향과 달리 온전히 신
분이 낮은 춘향모는 의견 표출에 자제가 없이 감정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자탄 어조의 기본형에서도 공통적인 판소리 사설이 반복되는 사설의 공식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설의 공식구와 음악적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정
공식구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는 자탄 어조가 호명 어조보다 감정의 표현이 더 확
대되고 강하게 표출되면서 선율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Ⅲ. 상징어의 음악적 표현
본 장에서는 <춘향가>에서 나타나는 상징어를 의태어와 의성어로 나눈 뒤 의
성어는 다시 인물, 동물, 사물, 자연물로 분류하여 예시와 함께 그 이면에 대한 음악
적 표현을 분석하였다. 의태어는 다시 인물, 동물, 사물, 자연물, 식물로 분류하여
예시와 함께 그 음악적 표현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의성어는 사설에서 인물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보여지는 상태를 묘사
하는 인물 관련 의성어, 사설에서 동물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보여지는 상
태를 묘사하는 동물 관련 의성어, 사설에서 사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에서 행
해지는 힘에 의해 발현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사물 관련 의성어, 사설에서 자연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에서 행해지는 힘에 의해 발현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자연
물 관련 의성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의태어는 사설에서 인물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보여지는 상태
를 묘사하는 인물 관련 의태어, 사설에서 동물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보여지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물 관련 의태어, 사설에서 사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
닌 외부에서 행해지는 힘에 의해 발현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사물 관련 의태어,
사설에서 자연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에서 행해지는 힘에 의해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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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묘사하는 자연물 관련 의태어, 사설에서 식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
에서 행해지는 힘에 의해 발현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식물 관련 의태어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우향 <춘향가>의 의성어는 인물과 동물의 행동과 상태, 사물과 자연물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극적 상황이 음악적 표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인물의 감정, 신분, 성격 등의 영향은 이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한, 장면의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음의 역할이 큰 의성어는 소리 모사가
실감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의성어에 따른 음악적 표현이 사설
의 묘사에 큰 영향을 받아 구성된 것이 나타난다.
의성어는 어조와 달리 장단이나 악조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의성어를 통해 해
당 장면이 잘 연상이 되도록 소리 모사가 강조되기 때문에 선율형이나 음역, 리
듬, 붙임새, 성음에 치중하여 묘사한 것이 나타난다. 한편 소리라는 것은 지속성
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물 관련 의성어의 묘사는 의태어보다 붙임새의 영향력이
더 나타난다. 예컨대, 인물 관련 의성어에서는 큰 소리를 묘사할 때 선율이 복잡
해지고 동물 관련 의성어에서는 실제 소리를 모사할 때 음역이 높고 붙임새와 리
듬에 변화가 있다. 사물 관련 의성어도 큰 소리를 묘사할 때 선율이 복잡해지고
붙임새가 다양해지며 자연물 관련 의성어는 선율이 단순하고 음역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의성어도 어조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사설이 반복될 때 그 음악적 표현이 반
복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형과 변화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형과
변화형은 특히 극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의성어
는 음악적 공식구의 활용 양상이 의태어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설의 묘사
에서 극음악으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태어 사용이 더 많고, 판소리 연행에
있어서 극과 달리 무대장치가 없기 때문에 장면의 묘사를 음악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성어가 사설의 공식구에 따른 선율이 일치하는 경
우는 의태어보다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설의 공식구와 음악적 공식구의 연
결양상이 의태어의 경우보다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성어가
실제 소리와 가깝게 재현하고자 하는 모사의 의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성우향 <춘향가>의 의태어는 인물과 동물의 행동과 상태, 사물과 자연물, 그
리고 식물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극적 상황이 음악적 표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의성어보다는 좀 더 인물의 신분, 감정, 성격 등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순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태어는 의성어
보다 사용 빈도가 높아 극적 효과를 높이며, 다양하게 사용된 의태어가 음악적으
로도 장면 연상이 가능하게 묘사된 것으로 나타나 의태어에 따른 음악적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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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 묘사에 큰 영향을 받아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의태어도 의성어와 마찬가지로 장단이나 악조의 영향을 덜 받으며 짧은 선율
로 장면에 대한 효과적인 연상이 일어나도록 선율형, 음역, 리듬 등에 치중하여
사설을 묘사한 것이 나타나고, 의태어에 대한 선율이 짧기 때문에 붙임새의 영향
력은 미약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인물 관련 의태어에서는 인물의 느린 행동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에 선율이 복잡해지고, 동물 관련 의태어에서는 동물이 움직이
는 모습을 묘사할 때 선율이 복잡해진다. 자연물과 사물 관련 의태어의 선율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나 식물 관련 의태어는 선율이 다소 복잡하다.
의태어도 의성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사설이 반복될 때 그 음악적 표현이 반
복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는 기본형과 변화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본형과 변화
형은 특히 극적 상황이나 인물의 감정에 따라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의태어는 음악적 공식구의 출현 빈도의 수가 어조보다 적은데 이는 의태
어가 어조와 달리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짧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상
황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사설의 공식구에 따른 선율도 동일하게 일치하는
경우보다 유사한 선율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의태어에서는 어조보다 공식
구 활용 양상이 적게 나타난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는 판소리 ‘이면’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우향 <춘향가>의 어조
와 상징어를 통해 그 음악적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사설과 음악의 연관성을 밝혀내
고, 다각적인 음악 분석을 통해 성우향 <춘향가>에서 나타나는 이면의 음악적 표
현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판소리 선율은 사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선율이 사설의 묘사에 상
당한 영향을 받아 구성되어 있으며 선율에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면
을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묘사는 판소리의 표현력을 극대
화하고, 판소리에서 음악적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이면의 전달력을 높인다.
그렇지만 음악적 표현이란 것은 연행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판
소리 이면이란 것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본 연구가 이면
의 음악적 표현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을 더 많이 갖추지 못한 것은 한계이나 사설
과 음악의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판소리 이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생겨나 후속 연구에서 여러 경
우에 따른 음악적 표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판소리 이면의 실체가 좀 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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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길 바란다.

박사논문 발표 5

윤윤석 음악 연구
이기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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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석 음악 연구
이기선(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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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일섭(韓一燮, 1929~1973) 이후의 2세대 아쟁 명인에 해당하는 윤윤석(尹允
錫, 1939.4.14.~2006.1.6)은 남성적이고 힘 있는 독자적인 가락을 만들어 연주하
여, 산조·시나위·민요·창극·무용반주를 넘나들며 한 시대를 풍미하며 활발히 활동하
였으며, 철아쟁을 직접 고안하고 연주한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윤석과 관련
된 연구는 한일섭 이후 다른 2세대 아쟁 명인들에 비해 부진하며, 주된 논의는 산조
각 장단의 일부분 연구 및 소수의 음원을 대상으로 한 시나위 연구로 연구 성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철아쟁과 관련된 연구는 2편으로 매우 소략하다. 윤윤석에 대한
연구가 그간 미미하였던 것은 생전 많은 제자를 두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다른 유파에 비해 그 음악을 잇고 있는 연주자의 비율
도 적은 편이다. 특히 철아쟁은 현재 다루는 이도 적고, 최초 제작 과정에 대한 연
구도 많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윤윤석의 생애 및 음악활동·소장자료·아쟁산조 구성·철아쟁 제작과정과 아쟁
산조·철아쟁산조 악곡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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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족1) 및 관련인 면담, 이력서, 제적등본, 생전 출간된 신문, 잡지,
방송자료, 선행연구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윤윤석의
생애 및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그 외 일반 공연 활동 및 음반
활동과 관련된 여러 항목에서는 이 밖에도 출시 음반자료, 윤윤석 소장 음원·녹화자
료, 윤윤석 지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악곡 분석에서는 아쟁산조와 철아쟁산조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주제로
하여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윤윤석 지도자료에서 음성으로 녹음된 증언을 해당
분석에 활용하였다. 윤윤석 음악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 및
관련인의 면담을 하였으며, 그 유형은 면담인의 상황에 따라 직접면담, 전화면담,
전자우편 및 SNS 면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아쟁산조 음원의 선택기준은 윤윤석
출시 음반 및 소장 자료에 녹음되어 있는 아쟁산조 가운데에서 진양조~자진모리까
지 구성이 완전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체 산조 가락의 구성이 동일한 것은
그 중에서 1가지를 대표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윤윤석 소장자료 가운데에서는 공
연 및 평상시 추정 연주이더라도 전문 동료 음악인들이 반주에 참여한 것을 중심으
로 하였다. 각 음원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윤윤석 출시 음반 및 소장자료 아쟁산조 10종
윤윤석 출시 음반 및
소장자료

연도

연주시간

제작

1

<한국음반선집 제4집>

1975년

07:34

성음
(기획:국립국악원)

2

<대금산조·아쟁산조>

1977년

19:38

아세아레코드사

1992년 추정

18:55

윤윤석 소장 자료

1993년 4월 20일

10:11

윤윤석 소장 자료

3
4

소장 자료 제15번
:A면 4번
소장자료 제18번
:A면 1번

5

<윤윤석 아쟁산조>

1993년

23:51

6

<94′ 일요명인명창전
전통무용음악-실황>

1994년

12:20

7

<서울 국악대경연>

1995년

12:02

SKC
(기획:신나라레코드사)
서울음반사
(기획:홍일예술기획)
삼성나이세스

1) 윤윤석 가족의 주요 면담자는 최명례, 윤정애, 윤서경이다. 최명례(崔明禮, 1941~ 현)는 윤윤석의
부인으로 윤윤석의 생애 및 음악활동과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증언해 주었으며, 윤윤석과 관
련된 모든 소장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직접면담과 전화면담을 하였다.: 윤정애(尹精愛, 1942~ 현)는 윤
윤석의 여동생으로 판소리를 비롯하여, 살풀이·승무·외북 춤·오북 춤·설장구에 능한 국악인이다. 윤윤석의
유년기 및 여성 국극 및 창극(국극)단 시절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었다. 전화면담을 하였다.: 윤서경(尹
署京, 1978~ 현)은 윤윤석의 아들로서 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아쟁 수석이다. 최명례와 같이 윤윤석의 생
애 및 음악활동을 비롯하여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증언해 주었다. 전화면담과 SNS면담을 하였
다.

윤윤석 음악 연구 231

8
9

소장
:B면
소장
:B면

자료 제24번
1번
자료 제17번
3번

10 <비상(飛翔)>

1995년 추정

23:04

윤윤석 소장 자료

1997~2001년 추정

18:53

윤윤석 소장 자료

2000년

23:26

사운드스페이스·
웅진미디어

다음으로 윤윤석 출시 음반 및 지도자료의 철아쟁산조 2종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윤윤석 출시 음반 및 지도자료 철아쟁산조 2종
윤윤석 출시 음반 및 지도자료

연도

연주시간

제작
SKC

1

<윤윤석아쟁산조>: 철아쟁산조

1993년

17:44

(기획:신나라
레코드사)

<지도자료 제50번>
2

① 엇모리: B면 2번

2000년 추정

② 동살풀이: B면 3번

① 01:00

윤윤석

② 01:23

지도자료

철아쟁산조 음원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윤석 소장자료 내의 여러
철아쟁산조 녹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자
료에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제1집 <윤윤석 아쟁산조> 에 수록된 철아쟁산조를 선
택하였다. 그러나 이 음원은 ‘다스름-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
악장의 구성으로, 엇모리와 동살풀이 악장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엇모리, 동
살풀이는 지도자료 제50번의 음원을 사용하였다.

Ⅱ. 본문
1. 윤윤석의 생애와 음악활동
1) 윤윤석의 생애와 학습
(1) 생애(출생과 작고)
윤윤석(尹允錫, 1939.4.14.~2006.1.6)은 전라북도 이리시(현 익산시) 여산면
왕궁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부친은 윤영택(1899~1957년 추
정) 모친은 성길려(1899~1947년, 윤정애의 증언을 통한 연대 추정)이다.2) 호적에
2) 윤정애에 의하면 부모의 이름의 한자는 어릴 때였음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윤정애
전화면담 (1차) 2018년 12월 22일.: 윤윤석과 최명례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으며, 제적등본에 의하면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면(1979년 5월 1일 함열읍으로 승격됨) 다송리 124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부
친 윤동한(尹東漢, 1897.8.8~1956(~7))과 모친 김희순(金姬順, 미상)의 1남 2녀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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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생년월일이 1943년 4월 14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6.25 전쟁 당시 이리
동사무소가 전소하여 호적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1943년으로 기록하였으며, 실제
출생년도는 1939년이다. 윤윤석은 30대에 종로구 낙원동을 거닐 던 당시 괴한에 의
한 습격으로 한 차례 큰 뇌수술을 한 적이 있다. 수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음악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여 연주 활동을 활
발히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2001년 5월 13일 일요일 뇌졸중으로 인
하여 쓰러진 이후에는 정신은 온전히 돌아왔지만, 왼손의 경우 마비가 되어서 더 이
상의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약 6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 생활을 거
치면서도 병세는 완쾌 되지 않았으며, 결국 2001년 1월 6일 금요일 19시 40분경
작고하였다. 강북 삼성병원에 빈소가 모셔졌으며,3) 현재 벽제 중앙 추모공원에 안
치되어 있다.

(2) 학습
윤윤석의 음악학습은 크게 그의 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유년기와 초기
스승으로부터 학습한 청소년기 그리고 이후 기성 음악인으로 활동하면서 학습한 성
인기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유년기의 학습을 그의 가계를 통해 살펴보면 윤윤석
과 윤정애는 아버지에게는 어려서 소리만 배웠고, 가야금은 직접 배우지는 않았다.
윤윤석이 본격적으로 음악을 학습한 시기는 12~13세 무렵 전북 이리 국악원을 찾
아가 배움을 청한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당시 이리 국악원
에 있던 이창선(李昌善)선생님에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16세까지 학습하였
다. 생전 출간된 자료에 의하면, 이때 배운 소리는 단가, 흥보가 중심이었다고 한다.
이후 가야금 학습에 보다 매진하였는데, 가야금의 경우 부친에게 직접적으로 지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어려서부터 가야금을 접하기 쉬운 가정환경 안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야금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곡들을 전부다 외우게 되
었다. 가야금은 소리를 그만 둔 시점인 16세 이후 이리 국악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었다.4)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판소리를 비롯하여, 이외에도 가야금·거문
고·태평소·설장구·꽹과리·장단 북(고법) 등을 학습과 자득을 통해 두루 익혀 능히 다
루었다. 이 당시 익힌 소리 및 기악학습은 이후 음악가로 활동함에 있어서 중요한

윤정애에 의하면, 6.25 한국전쟁 당시 이리시(현 익산시)의 동사무소가 전소하여 호적을 다시 올리
는 과정에서 예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호적을 다시 정리하였다고 한다.: 최명례 직접면담 (1차)
2017년 10월 21~22일, 윤정애 전화면담 (5차) 2020년 8월 26일: 형제관계는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2006년 1월 6일 금요일 19시 40분경이었다. 최명례 직접면담 (1차) 2017년 10월 21~22일.
4) “…(중략)… 가야금을 손댄, 손을 댔을 때는 열여섯 살이라고 들었는데. …(중략)…” 최명례 직접면담 (1차)
2017년 10월 2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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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윤윤석은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 단체에서 본격
적인 음악활동을 하게 되며, 그의 성인기에서의 음악학습은 이러한 단체에서의 음악
활동을 그만 둔 시점과 연관된다. 1963년 6월 윤윤석은 한일섭(韓一燮, 1929~1973)
을 찾아가서 우조만을 일주일간 학습하게 된다. 당시 윤윤석은 이미 기성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음으로,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 단체에서 다져진 즉흥연주를 바탕으
로 한 계면조 중심의 가락은 충분히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무대에서 요구
되는 것은 극에 따른 반주 및 효과와 민요 중심이었으며, 정식 산조 안에서 체계적
인 틀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점차적으로 산조 연주에 대한 필요성
과 스승을 모시고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느끼고 한일섭을 찾아가게 된 것
이다. 이후 스승 한일섭에게 학습한 진양조의 도입부 우조가락을 기둥으로 삼고 자
신의 가락을 연결하여 초기 산조를 구성하게 된다.

2) 윤윤석의 음악활동
(1) 여성국극단 및 창극(국극)단5)
윤윤석은 19세(만18세)에 여성국극단에 입단을 하여 본격적인 음악생활을 시작
하였으며, 그 시기를 그의 나이로 계산해보면 대략 1957년경으로 추정된다. 윤윤석
이 처음 입단한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 단체는 윤윤석 본인과 관련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화랑 여성국극단과 임춘앵 여성국극단으로 좁혀지지만, 입단 시기의 측면에
서 보았을 때 화랑 여성국극단 쪽이 조금 더 근접하다.6)
윤윤석은 여성국극의 상황에 맞는 즉흥연주에 뛰어 났으며, 일반적인 장면 뿐
5) 창극은 20세기 초 형성되었으며, 해방 이후 국극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여성만으로
구성된 여성 창극이 나오면서 이것을 여성국극으로 따로 분류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극이란 용어는
쇠퇴하고 창극으로 일반화하여 부르며 , 여성국극의 경우 따로 구분한다 . 윤수연 , “해방 이후의
여성 국극 ”,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쪽. 본고에서는 윤윤석이 당시 참여한 단체
명칭을 기준으로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6) 윤서경은 화랑여성국극단이라고 언급하였다. 윤서경, “윤윤석류 철아쟁산조 선율분석연구: 진양조·중모리
를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9쪽.: 박대성과의 면담에서도 화랑여성국극단이라고 언급하
였다.
〔예 1〕 박대성 증언
박대성: “윤윤석선생은 저, 화랑 단체서, 한일섭 선생님이 그때, 아쟁을 하시고, 윤윤석 선생이 장단
을 쳤어요. 장구, 장단을 쳤었는데, 거기서 인제 다니다가, 한일섭 선생님이 반주하는 걸 보
고, 다, 이렇게 해서 윤윤석 선생이 아쟁을 하게 된 거 에요, 나중에 장단을, 장구잽이[잡
이]에서 떠나서, 아쟁쟁이[아쟁장이](아쟁 연주자)가 된 거지. 처음에는 장단을 쳤어요. 단
체서, 화랑, 화랑이라는 단체서.”
이기선: 아, 그럼, 최초로 들어간 단체는 화랑이네요?
박대성: 그렇다고 봐야죠, 네.
박대성 전화면담 2020년 10월 16일.
: 김무경과 면담에서도 화랑 여성국극단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무경 직접면담 (2차)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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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남들이 반주를 하지 않았던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대사를 하는 연기 부분
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효과를 내주었다. 이러한 특출한 능력은 여성국극의 주요 반
주자로 자리 잡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성국극에서 아쟁은 계면조 특
유의 애절한 음색을 낼 수 있는 반주악기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여타 국악기
에서 낼 수 없는 지속음과 저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악기였다. 윤윤
석은 여성국극단 생활에서 즉흥적인 반주를 하는 동안 타고난 기량을 제외하고도
많은 음악적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때의 활동이 특히 그의 ‘계면조’ 가락 형성에 많
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7) ‘울바위’와 ‘춘향전’의 작품도 총괄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외의 작품 구성에도 여러 참여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한 악기 반주 뿐
아니라 음악 전체적인 것에도 참여를 할 정도로 작품 구성능력이 뛰어났음을 말해
준다.8) 이는 오늘날의 예술 감독의 역할에 비교 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는 여성국극 공연활동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9) 반주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국립창극단 공연의 경우 초기에는 고정 반주단이 없는 상태였음으로
외부에서 반주를 요청했으며, 이때 의뢰가 오면 참여를 하였다.10) 1980년대에는 여
성국극의 공백기를 지나 여성국극인들이 단체를 다시 창단하여 활동을 재개하였을
시기로서, 윤윤석은 1987년 ‘성자 이차돈’, 1991년 ‘햇님달님’, 1992년 옛사랑,11),
1993년 춘향전12), 1996년 ‘내 뜻은 청산이요(황진이)’13)외 여러 작품에 반주를 하
였다.14) 윤윤석의 마지막 창극 반주는 1998년 2월 14~22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올려 졌던 ‘춘향전’이다. 주요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단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15)
7) 최명례 직접면담 (1차) 2017년 10월 21~22일.
8) ‘울바위’의 작품연대는 대략 1960년대였을 것으로 증언하였다. 최명례 전화면담 2020년 5월 25일.
9) 김수진, “한국여성국극의 공연예술 경쟁력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9쪽.
10)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 단체가 쇠퇴하면서, 이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반주 악사들은 여러 방도
로 각자 음악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후 당시 유명하였던 전통주점 ‘초남’(윤윤석,김동진), ‘용호정·
대원각(정화영)’, ‘선운각’(서용석) 등에서 여러 민속악 악사들이 연주활동을 하였다. 이것은 음악활
동의 통로로 자구책을 모색하고자한 당시 국악인들의 한 시대상이라 볼 수 있다. 정화영 구술, 유인
경 정리,

정화영의 국악인생 60년Ã, 서울: 민속원, 2020, 42쪽 참고,

국립국악원구술총서20-김청

만Ã(서울: 국립국악원, 2016), 42쪽 참고.: 매우 짧은 기간 삼청각에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최명례
직접면담 2021년 1월 30일.: 정화영 직접면담 2021년 1월 6일.
11) 1987년 ‘성자 이차돈(국립극장 대극장)’, 1991년 ‘햇님달님(문예회관 대극장)’, 1992년 ‘옛사랑
(KBS홀)’은 서라벌국악예술단(현 사단법인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의 작품으로서, 전성기 시절 함께
활동하였던 여성국극인과 반주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공연을 하였다.(극본:이제현, 연출: 김효경,
작창: 정철호, 소리지도: 홍성덕, 반주단: 서용석, 윤윤석, 김동진, 정철호, 출연진: 김경수, 김진진, 김
금미, 조영수, 이군자외) 홍성덕 전화면담 2021년 1월 21일.
12) 이옥천에 의하면 1993년 한국여성예술극극협회 주최 ‘춘향전’ 공연에서 방자역으로 출연할 당시
이 공연의 반주를 윤윤석이 담당했다고 한다. 이옥천 전화면담 2020년 9월 7일.
13) 1996년 4월 28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었다.
14) 최명례 전화면담 2020년 5월 25일.: 확인 가능한 작품만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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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윤윤석 주요 활동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단
번호

단체

활동연도

주요담당16)

1

화랑여성국극단

1957년 추정

아쟁

2

임춘앵여성국극단

1957~1960년 사이 추정

아쟁

3

진경여성국극단

1959~1960년 사이 추정

아쟁

4

송죽여성국극단

1960~1961년 사이 추정

아쟁

5

삼성여성국극단

1960~1965년 사이 추정

아쟁

6

박록주와 그 일행

1960~1965년 사이 추정

아쟁

7

신라여성국극단

1960~1965 사이 추정

아쟁

8

낭자여성국극단

1960~1965 사이 추정

아쟁

9

김경수와 그 일행17)

1966~1967년 사이 추정

아쟁

10

박미숙과 그 일행18)

1967~1968년 사이 추정

아쟁

(2) 공연활동
① 일반 공연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단 이외의 공연 활동 기록은 일반 공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문자료, 아카이브, 이력서, 면담을 통해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있는 공연의
경우 1970년도 이후부터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연을 하였다. 주된 공연 곡목은 아쟁산조, 철아쟁산조, 시나위합주, 소리 및
민요 반주, 창극반주, 무용반주, 꽹과리연주이다. 윤윤석의 공연활동 기록을 연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19)

15) 윤윤석이 작고한 시점에서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워서 기존 자료 및 면담을 참고하여 대략
적인 시기를 넓게 잡아 표기하였다. 면담자마다 각각의 단체에서 윤윤석의 활동 여부에 대한 기억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16) 주로 아쟁을 담당하여 반주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 여러 악기를 다루었다.
17) 창단시기에 대한 기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1966년 창단공연을 하였으며, <춘향전>, <어사
박문수>, <호동왕자>를 공연하였다. 위의 논문, 36쪽 참고.: “4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김경수와
그 일행> 창단하고 첫 작품으로 <왕자호동>을 당시의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했다”

조선일보Ã,

1996. 8. 12일자.: 홍성덕에 의하면, 진경여성국극단과 김경수와 그 일행은 ‘진경여성국극단-김경수
와 그 일행’과 같은 명칭으로 전단 홍보에 표기를 하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단체로 보는 것
이 옳다고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표기하였음을 알려둔다. 홍성덕 전화면담
2021년 1월 2일.: 정화영도 진경여성국극단과 김경수와 그 일행은 같은 단체임을 설명하였다. 정화
영 직접면담 2021년 1월 6일.
18) 1968년에 창단되었다.
19) 윤윤석의 공연기록은 신문자료, 아카이브, 이력서, 면담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공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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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윤윤석 1970~2006년 공연 활동 기록

공연수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6

총계

3

10

60

2

75

② 동호인활동
윤윤석이 동료 음악인들과 공식적인 모임의 명칭을 붙인 곳에서 활동을 벌인 것
은 대표적으로 광풍회(狂風會)와 지음회(知音會)를 들 수 있다.

㉮ 광풍회(狂風會)20)
광풍회(狂風會)는 국악애호가 아천(雅泉) 김영철(金永哲, 1939~ 현)21) 화백의
주도로 1991~1992년경에 만들어진 국악 감상회이다. 광풍회의 뜻은 ‘풍류에 미쳐
서 살고 감상하자’는 뜻으로 김영철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광풍회의 국악인들은
1980년도에도 공연을 하면서 이미 교류가 있었으나, 정식으로 해설 팸플릿을 동반
한 국악 감상회 개최한 것은 1991~1992년도라 할 수 있다. 김영철은 국내 여러 중
진 화가 10여명과 함께 2개월에 한번 씩 유명 국악인들을 모셔 국악 감상회를 갖자
는 취지로 처음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화가들의 왕래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춘하추동(春夏秋冬) 4계절에 한 번씩 감상회를 갖기로 하였으
나, 아쉽게도 이후 감상회 개최 기간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식
적으로 1995년 7월 2일 오후 3시 북촌 창우극장에서의 제3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여 지속 되지는 못하였다.22)

㉯ 지음회(知音會)
지음회(知音會)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라는 뜻으로,23) 1993년 음반
제작 및 공연을 위하여 당시 한국 음악의 최정상에 있던 안숙선(소리), 안옥선(가야
금), 김무길(거문고), 서용석(대금), 윤윤석(아쟁), 김청만(장단)의 6인의 연주인을
중심으로 음반 제작자 손아선, 기획·총무 유영대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음회는 명칭, 공연, 음반 취입, 사무실 관련, 회원 주소록, 그 외 기타 부분
으로 구성된 회칙을 만들어 단순한 친목 적 개념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생각하며 만들어졌다. 지음회는 먼저 안숙선의 <안숙선 지음(知音)>음반 제작을
통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4년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지음회 공
20) 김영철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1991~1992년 사이에 만들었을 것이라
고 회고 하였다. 김영철 직접면담 2019년 8월 2일.
21) 김영철(金永哲, 1939~ 현)의 호는 아천(雅泉)이며 동양화가이다.
22)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에 위치한 북촌 창우극장이다.
23) 지음회는 명칭은 유영대(劉永大, 1956~ 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작명하였
다. 유영대 직접 면담 2019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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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실황을 담은 <안숙선 구음시나위> 음반까지 공식적으로 2매를 발매하였다. 2
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으나, 정상에 있던 회원들은 개별 연주 활동으로 무척 바
빴음으로 모임이 차츰 드물어졌다.24) 이후 서용석이 몸이 불편하게 되어 연주 생
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 윤윤석 또한 긴 병환 생활 끝에 작고함으로써 자연스
럽게 지음회 창단 구성원의 연주는 사라지게 되었다.25)

(3) 긴 산조 구성
윤윤석이 긴 산조 구성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1980년 중·후반 이후부터라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즉흥적인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산조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공연과 학생들을 지도 할 때에는 매번 연주하는 가락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
다. 그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자신만의 산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긴 산
조 구성을 결심하게 된다.26)27) 긴 산조 구성 방식은 가락을 짠 후 서로 적합한 위
치로 연결하였으며, 이때 녹음 카세트를 틀어놓고 가락을 녹음하면서 다시 들어보기
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뺄 가락은 빼고 추가할 가락은 넣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긴 산조를 완전히 구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대략 2~3년 정도
이다.28) 윤윤석의 정확한 긴 산조 완성 시기는 1987년경이며, 당시 긴 산조의 길이
는 대략 25분 정도였다.

(4) 음반활동
윤윤석은 오랜 기간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단의 반주악사로 활동하면서 이미
1960~70년대에 아쟁 연주자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많은 국악인들의
음반녹음에 참여하였다. 윤윤석의 녹음 음반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5〕
와 같다.29)
24) “몇, 20 몇 년 됐지. 영광홀 개관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사진 보면 날짜 있을 거예요. 91년도인가.
안숙선 선생님 시나위하고 있는데, 그때 아쟁이 윤윤석 선생님, 돌아가셨죠? 인제, 형님 돌아가시고,
서용석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김무길, 가야금에 안옥선, 징에 이태백, 장구에 김청만 아마 역대 시나
위 중에 그 이상 시나위는 없는 것 같아요.”

국립국악원 구술총서20-김청만Ã(서울: 국립국악원,

2016), 87쪽.
25) 이후 지음회는 박대성(아쟁), 원장현(대금)이 들어오고, 회원을 확대하여 한세연(피리), 해금(김
성아), 이태백(징)으로 새로운 지음회가 꾸려진다. 유영대 전화면담 2020년 5월 25일.
26) 이러한 바탕에는 부인 최명례의 영향도 매우 컸다. 최명례는 당시 연주 때 마다 다른 가락을 정
리하여 긴 산조를 짜 놓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으며, 이때 윤윤석은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던
거라 하시며 산조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최명례 직접면담 (2차) 2018년 3월 3일.
27) 최명례 직접면담 (2차) 2018년 3월 3일.
28) 최명례 전화면담 2021년 2월 8일.
29) 녹음음반은 녹음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윤윤석이 작고한 2001년까지 발매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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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윤윤석 녹음 음반 개수 연도별 정리
1970~1979

1980~198930)

1990~1999

2000~2001

총계

11

5

22

3

41

음반수

위 [표 5]를 살펴보면, 녹음 음반 개수로 보면, 1970~1979년 11매, 1980~1989
년 5매, 1990~1999년 22매, 2000~2001년 3매로, 이 가운데, 1990~1999년대의 경
우 다른 시기보다 비교적 많은 음반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윤윤석
의 공연활동에서도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이다.

(5) 교육과 수상
① 교육
㉮ 전수활동
윤윤석의 교육(전수) 활동은 학교교육과 개인사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
교 교육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직하여 실기지도를 한 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다. 1998년 3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전통예술원이 개원하면서 아쟁전공 1명이 입
학을 하였다.31) 당시 재직하던 전공교수로 아쟁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강사가 초빙
이 되었으며, 이때 윤윤석이 출강을 하게 되었다. 특강형식의 경우 1일 또는 단기과
정의 형태로 교육하였다. 교육 연도가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6년 서
울 국악예술고등학교(현 전통문화예술고등학교)에서 1일 특강으로 산조를 지도하였
으며, 시범 연주를 병행하면서 수업을 하였다.32) 또한 1999년 국립국악원 단기특강
과정에서는 윤윤석류 아쟁산조를 지도하였다.33) 다음은 윤윤석의 개인지도이다. 개
인지도의 방법은 일대일 지도형태였다. 학습을 했던 다수의 제자들은 이미 아쟁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의 비율이 많았다. 간혹 아쟁을 처음 배우는 제자를 지도 할
때에는 민요를 먼저 가르쳤으며, 아쟁을 다룰 줄 아는 경우에는 산조를 바로 지도하
기도 하였다.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락 한 장단씩 또는
학생이 받아 들 일 수 있는 곳까지 지도하였다. 어느 정도 학습하여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처음부터 배운 곳까지 학생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중간에 음정이 어긋나는 곳
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 직접 시범을 보여 음정을 잡아주면서 설명하였다.
윤윤석 소장자료 내의 녹음의 경우, 공식적인 녹음 및 공연보다 평소 개인연습의 녹음 비중이 더 많
음으로 소장자료 항목으로 따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30) 1983년 대성음반사에서 제조된 <명인·명창 시리즈-사물놀이와 태평소·대금·아쟁> 음반의 경우,
아쟁연주 윤윤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서용석의 녹음을 잘못 표기한 것임으로 제외하였다.
31) 아쟁전공 1기는 신현식(申鉉植, 1979~현) 현 앙상블시나위대표이다.
32) 윤서경 SNS면담 2020년 6월 16일.
33) 최명례 전화면담 2020년 6월 2일.: 신현식 전화면담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당시 단기 특강
과정에 등록한 학습생으로는 김무경, 윤호세, 신현식, 민혜성, 이기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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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교육기관에서의 지도를 제외한 개인지도를 통하여 학습한 현재 확인 가능한 동
료 및 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료 김청만, 임경주,34) 제자 양승희, 함석주, 김
무경, 조영제, 황숙경, 이정근, 윤인자, 베로니카(세례명), 박경현, 차영수, 윤호세,
김인태, 김남국, 신동현, 민혜성, 윤서경, 장현수, 신현식, 김설아, 이기선, 배런, 박
정민이 있다.35)

② 수상
윤윤석의 수상경력을 살펴보면, 가장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63년 아시아 민속
예술 미인 선발대회 1위이며, 당시 한일섭의 반주로 참가하였다. 이후 1992년 제3
회 서울 국악 대경연에서 현악부 금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대회는 참가하지 않
았다. 윤윤석의 주요 수상경력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윤윤석 주요 수상경력
번호

연도

내용

1

1963년

아시아 민속 예술 미인 선발대회 1위

2

1973년

국제라이온스협회 주최 국악경연대회 현악부 최우수상

3

1983년

한국국악협회주최 현악부 최우수상

4

1984년

제10회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 대회 기악부 장원

5

1985년

제3회 전국 국악 경연대회 우수상

6

1986년

제8회 신라 국악 대제전 기악부 대상

7

1990년

제8회 한국 국악 대제전 기악부 대상

8

1992년

제3회 서울 국악 대경연 현악부 금상

3) 철아쟁 제작
(1) 제작연도 및 제작배경
철아쟁은 철 줄을 재료로 하여 만든 아쟁으로서, 활과 지범질로36) 연주가 가능
34) 김청만, 임경주는 음악동료로 활동하였으며, 윤윤석에게 아쟁산조를 학습하였음이 기존 자료와 면
담을 통해 확인 되어 기록하였다.

국립국악원 구술총서20-김청만Ã(서울: 국립국악원, 2016), 51쪽:

임경주 전화면담 2020년 7월 8일.
35) 동료의 경우 이외에도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 및 면담을 통하여 확인 된 것만을 기록하였
다. 제자의 경우 연락이 가능한 제자들은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누락 된 제자가 있을 수 있음
을 알려 둔다.
36) 지범질은 아쟁을 연주할 때 활을 사용하지 않고, 가야금 주법처럼 손으로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것으로 윤윤석은 평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지범질은 산조 가야금의 오른손 주법과 같이 손가락으

240 학문후속세대 석·박사졸업논문 발표회(2021)

한 악기이다. 윤윤석이 철아쟁 제작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1년도이다. 이후 대략
1년 동안의 제작기간을 거쳐서 1992년도에 완성을 하였다. 이때 윤윤석의 나이는
53~54세(만52~53세)였으며, 당시는 공연 및 음반 활동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철아쟁의 제작배경은 악기 음색과 음악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악기 음색적 측면을 살펴보면, 철현금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평소 김영철
의37) 철현금 소리를 무척이나 좋아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철아쟁 제작의 중요한 계
기로 작용하였다.
다음은 음악적인 측면이다. 윤윤석은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단 활동 이후 수많
은 시나위 및 무용에서 반주자로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산조 아쟁으로 시나위 및
무용 반주를 할 때에는 활을 주로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 중간에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 지범질을 넣기도 한다.38) 그는 다른 악기 소리에 묻히지 않는 맑고 청아한 음
색을 내는 악기를 구현하기 하고자 하였으며, 초기 제작에는 활과 지범질을 염두해
두고 제작하였다. 그러나 제작 이후에는 활로 연주하는 것 보다 지범질로 연주하였
을 때의 성음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39) 간혹 활과 지범질을 모두 사용
하여 연주하긴 하였지만, 민요, 시나위를 비롯한 무용 반주에서는 혼용하였고, 주요
음반녹음에서는 지범질로 모두 연주하였다. 이것은 그가 철아쟁을 활로 그어 연주하
는 것 보다는 지범질의 음색을 더욱 선호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흡사 가야금을
대신하여 다른 악기의 음색에 묻히지 않는 반주악기로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했음
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철아쟁 학습 및 전승
윤윤석은 1991년도에 철아쟁 제작을 시작하여 1992년도에 완성하였음으로, 대
체로 이 시기 이후부터 배운 제자들이 주로 철아쟁을 학습하였다. 철아쟁 학습은 철
줄을 예민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산조아쟁이나 다른 국악기를 어느 정도
배운 후에 익히면 보다 수월하다. 보통 산조아쟁으로 민요, 산조, 시나위 곡들을 학
로 줄을 짚어 위쪽으로 당기듯이 뜯거나 튕겨서 연주하는 주법으로 주로 모지·식지·장지를 사용하여
연주한다.: 처음 만들 당시에는 가야금 몸통을 사용하여 산조아쟁 모양과 같이 악기 받침대, 앞 현침
(줄 받침)을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이것은 처음 제작 당시부터 활로 연주하는 것을 염두 해 둔 것을
증명한다.
37) 김영철(金永哲, 1920~1988)은 과천의 세습무 출신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제58호 남사당 줄타기
기능보유자였으며, 1943년경 철현금을 제작하여 연주하였다.
38) 또한 연주 중간에 흥이 날 경우에도 활대를 놓고 손으로 뜯기도 하였다. 김영철 직접면담 (1차)
2019년 8월 2일.
39) 결과적으로 철아쟁은 찰현과 발현의 기능이 모두 가능하였지만, 발현악기로서 보다 많이 활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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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였고, 다음 단계로 철아쟁을 배웠다. 당시 철아쟁은 윤윤석이 최초로 제작하였
고,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은 산조아쟁을 사용하여 학습하였
다. 또한 활로 연주하기 보다는 지범질을 위주로 하여 가락을 익혔다. 이와 같이 윤
윤석의 철아쟁 가락은 지범질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되었고, 아쟁 및 그 외 국악기
학습자들이 전공 악기 다음으로 선택하여 소수의 인원만이 배웠다. 이런 이유로 현
재 윤윤석의 철아쟁 가락을 전승하고 있는 인원은 많지 않다.40) 최초로 철아쟁을
학습한 제자는 양승희이며, 제자 가운데에서는 현재 윤서경,41) 신현식이42) 철아쟁
을 사용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철아쟁의 구조
① 몸통(공명통)
철아쟁의 몸통은 산조가야금을 사용하였다. 윤윤석은 평소 사용하지 않고 집
에 보관해두고 있던 산조가야금의 몸통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포로
갈고 꼬리 쪽 부분을 다듬어 철아쟁의 몸통을 만들었다.43) 철아쟁의 활은 산조아
쟁 연주에 사용하였던 활을 사용하였다. 윤윤석이 주로 많이 사용하였던 활은 바
이올린과 첼로 활이며, 활대가 둥글게 휘어진 형태의 말총활도 사용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윤윤석의 활을 비추어 볼 때, 바이올린 활의 길이는 50.5cm, 첼로 활의
길이는 58cm이다. 통용되는 바이올린과 첼로 활의 사이즈로 비교하여 볼 때, 바
이올린 사이즈 1/8, 첼로 사이즈 1/4에 해당하는 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철아쟁 몸통규격
구분

길이(세로)

몸통

140cm

몸통

머리

봉미

측면

중앙

너비(가로)

너비(가로)

너비(가로)

높이(두께)

높이(두께)

20.3cm

16.5cm

22cm

2.4cm

5cm

40) 윤윤석이 철아쟁을 제작하여 만든 이후 다른 아쟁연주자들도 철아쟁 연주를 시작하였으며, 가야
금연주자들 가운데에서도 윤윤석의 철아쟁산조 가락을 연주하는 사례가 있다. 본고에서는 윤윤석의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41) 윤서경은 석사논문 “윤윤석류 철아쟁산조 선율 분석 연구:진양조·중모리를 중심으로”에서 철아쟁
산조 진양조, 중모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철아쟁산조, 시나위 외 여러 연주에서 철아쟁을 활용
하고 있다.
42) 신현식은 철아쟁을 사용한 연주 활동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철아쟁산조를 담은 <시우(時雨)-윤
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산조>(제작: (주)씨앤엘뮤직, 2021.1.)를 발매하였다.
43) 최명례 직접면담 (1차) 2017년 10월 21~22일, (2차) 2018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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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활 규격
구분

길이

바이올린 활 (1/8 사이즈)

50.5cm

첼로 활 (1/4 사이즈)

58cm

4) 소장자료
(1) 카세트테이프
윤윤석 소장 카세트테이프에는 1980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공연·방송녹음·음
반작업·개인연습·친교연주·학생지도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의 개인녹음이 담겨있
다.44)45)

① 녹음연도
윤윤석 소장 카세트테이프 총44종을 녹음연도별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46)
[표 9] 윤윤석 소장 카세트테이프 녹음 연도별 구분

윤윤석 개인 및
동료음악

1980~
1989

1990~
1999

2000~
2006

연도
혼합

연도
불확실

연도미상

총계

4

12

1

20

1

1

39

1

4

13

5

라디오방송
총계

4

5
20

1

1

44

위 [표 9]에서 먼저 윤윤석 개인 및 동료음악 녹음을 살펴보면, 총 39개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세트테이프에 재녹음을 하면서 곡의 연도가 혼합된 것이 20개로
가장 많으며,47) 그 다음으로 1990~1999년 12개, 1980~1989년 4개, 2000~2006
년 1개, 연도불확실 1개, 연도미상 1개의 순서이다.

44) 1980년대 이전 시기 녹음의 경우, 카세트 녹음기가 대중적으로 활발히 보급 되어있지 않았음으
로 아쉽게도 남겨진 것이 없다.: 이 가운에서도 평소 개인 연습 시 녹음이 주를 이룬다.
45) 최명례가 보관해둔 카세트테이프 80여개, 비디오테이프 6개 가운데 카세트테이프를 중심으로 윤
윤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을 선별하였다. 자료에는 제목과 수록곡이 쓰여 있는 것도 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작업으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제목과 곡명을 가려
분류하였다. 2차 작업으로 카세트테이프의 경우 직접 녹음했던 최명례와 함께 들으면서 녹음연도와
연주자이름을 확인하였다. 최명례 직접면담 (4차) 2018년 6월 22~24일.
46) 윤윤석 소장 카세트테이프 목록 부록 참조.: 윤윤석 소장자료 목록에서 1번과 2번, 15번과 16번
은 동일한 녹음임으로 중복되는 것은 합산하지 않았다.
47) 기존 녹음테이프에 재녹음을 하면서 여러 녹음 연도가 혼합이 되었으며,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연도 혼합 항목에 넣었음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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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음장르
윤윤석 소장 카세트테이프를 녹음 장르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쟁 다스름(활),
아쟁·철아쟁 다스름(지범질), 아쟁산조, 철아쟁산조, 아쟁 지범질 산조,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및 연주, 철현금산조, 해금연주곡, 장구연주, 아쟁산조합주(소
아쟁 2대), 아쟁산조합주(소아쟁 1대, 철아쟁 1대), 아쟁과 아쟁 지범질 산조합주
(소아쟁 2대), 기악산조합주, 아쟁시나위(아쟁1대), 기악시나위합주,48) 구음시나위
합주, 판소리, 단가, 민요(노래연주 및 반주), 가요(노래연주 및 반주), 중국어판소
리, 기타(학생지도 및 대화), 라디오출연(직접 및 전화면담)의 총 24가지로 구분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2) 비디오테이프
윤윤석 소장 비디오테이프에는 1990년대 방송 출연 및 공연의 녹화가 담겨 있
다. 윤윤석과 관련된 자료는 총 2개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윤석
소장 비디오테이프 총 2종을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윤윤석 소장 비디오테이프 연도별 구분

1번
2번

연도
<수록1>: 1992년
<수록2>: 1990년대 중반추정
1990년대 중반추정

2. 윤윤석 아쟁산조의 특징
출시음반 및 소장 자료에 수록된 아쟁산조를 중심으로 하여 진양조·중모리·중중
모리·자진모리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를 위해
제1~2세대 아쟁 연주자들의 아쟁산조와 가야금산조·철현금산조를 사용하였다.

1) 다양한 내드름
초기 진양조 내드름은 주로 상청에서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는 하청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다. 중모리~자진모리 내드름에서도 음역대·리듬분
할·선율표현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보여준다. 한 가지 정형화된 선율보다는 즉흥적인
여러 선율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내드름을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기악시나위합주의 경우, 여러 악기로 연주된 시나위와 대금·아쟁의 병주 시나위, 태평소 또는 태
평소·꽹과리 중심의 시나위 구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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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양조는 산조 악곡의 도입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악장의 내드름 보다 선
율 유형의 변화를 더 많이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주의 밑바탕에는 여타 아쟁산조 유
파에서 연주하는 내드름과 구별되는 차별화를 두고자함도 있었을 것이며, 더불어 본
인의 선호도와 여러 선율 가운데 실제 공연에서 관객과 상호작용 결과 더 좋은 반
응을 얻었던 유형으로 선택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장3도 하행 미분진행
윤윤석 산조에서 나타나는 하행 미분 진행 선율은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 반주
악사 생활의 영향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다. 극 효과에 어울리도록 즉흥적이며 자유
자재로 연주하였던 선율은 산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진양조~자진모리에 걸쳐 상
청·중청·하청을 넘나들며 길고 짧은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타 아쟁산조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표현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징
적인 선율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깊은 음폭의 봉장취 새소리 선율형
대부분의 아쟁산조에서 나타나는 뻐꾸기 선율형은 대체적으로 단3도의 음정 간
격을 중심으로 완전 4도까지 음역을 넓혀 표현한다. 그러나 윤윤석은 완전 5도 음
폭을 누른 후에 즉시 끊어주는 기법으로 깊고 분명하게 연주하며, 이것은 평상시 생
각하는 뻐꾸기 소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쾌하고 청아한 뻐꾸기
소리를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깊은 음폭과 즉시 끊어 연주하는 기법을 사용
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아쟁산조에서 나타나는 뻐꾸기 선율형과는 구별되
는 표현이 되었다고 보인다.

4) 철현금산조 여음선율의 아쟁산조 활용
윤윤석 아쟁산조에서는 김영철 철현금산조에서 여음선율로 표현된 부분을 적용
하여 단3도·완전4도·완전5도 두 음 사이의 간격을 긴 여음으로 연결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음선율의 끝은 아주 미세하게 끊고 다음 선율로 깔끔
하게 연결 짓는 특징이 나타나며, 특히 진양조~중모리에서는 저음에서 활용하여 웅
장한 울림의 표현을 더욱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5) 끊음 주법
운궁법에서 전반적으로 음과 음 사이를 끊는 아주 짧은 미세한 여백을 두고 연
주하였으며, 이 가운데 특히 강조하였던 부분은 음 단위·선율 단위·단락(마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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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구사하는 깔끔한 운궁법은 맺고 끊음이 확실하여 평소 군
더더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남성적이고
박력 있는 성음을 추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되었으며, 독자적인 특성으로 확고히
구분 되어지는 요소가 되었다고 보인다.

6) 종결 선율의 중복
윤윤석 아쟁산조에서 종결 선율은 자진모리 후반에서 2차례 나타나며, 제1차 종
결선율 이후 다시 본 박으로 돌아와서 자진모리 선율을 진행시킨 후 최종적으로 제
2차 종결 선율로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것은 여타 아쟁산조에서 볼 수 없는
종결 선율의 구성으로서, 긴장과 이완의 극적효과를 통하여 음악적 표현을 배가(倍
加)시키기 위함이라 보인다.

3. 철아쟁산조의 특징
출시음반 및 소장 자료에 수록된 철아쟁산조를 중심으로 하여 다스름·진양조·중
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엇모리·동살풀이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를 위해 아쟁산조·가야금산조·철현금산조를 사용하였다.

1) 지범질
철아쟁산조에서의 지범질은 가야금산조의 오른손 주법과 같이 모지·식지·장지로
줄을 뜯거나 튕겨서 연주하며 1-2집기, 2-1집기, 1-3집기, 3-1집기, 튕김 주법,
연튕김 주법, 막는 주법과 같이 여러 다양한 주법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철아쟁은
가야금과 달리 현 사이의 간격이 넓고 철을 주 재료로 하여 장력이 세기 때문에 연
주 시 민첩함과 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연주자의 능력이 일반 산조 아쟁보다
많이 요구된다.

2) 다스름의 구성
윤윤석류 철아쟁산조는 출시 음반을 기준으로 보면, 다스름-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로 구성된다.49) 보통 아쟁산조에서는 다스름이 연주되
지 않지만 윤윤석류 철아쟁산조에서는 다스름이 연주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49) 1993년 제1집 <윤윤석 아쟁산조> 음반에 수록된 철아쟁산조는 다스름-진양조-중모리-중중모
리-자진모리-휘모리로 짜여져 있다.: 철아쟁은 활과 지범질을 모두 사용하며, 지범질로 연주하면 속
도가 빠른 연주가 가능함으로 아쟁산조에 없는 휘모리·엇모리·동살풀이 장단의 선율 연주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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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아쟁산조를 지범질로 연주하면서 일반 아쟁산조와 달리 가야금 산조와 같은 악
곡 형식을 갖추기 위한 시도로서 이러한 구성은 결과적으로 철아쟁산조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장식음의 추가
아쟁산조는 활로 연주하기 때문에 음이 지속되어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철아쟁산조를 지범질로 연주하면 음과 음 사이에 여백이 발생하게
된다. 윤윤석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장식음을 추가하는 방법
을 활용하였다. 장식음의 형태는 완전5도·완전8도 위·아래 장식음의 추가, 꺾는 음,
동음반복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식음의 활용을 통해서 철아쟁 음색
의 잔향과 리듬감을 충분히 살려주었다.

4) 가야금산조 및 철현금산조 선율의 활용
윤윤석류 철아쟁산조는 윤윤석 아쟁산조 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따
라서 진양조~자진모리까지의 기본 골격은 아쟁산조 선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중모리·휘모리·엇모리·동살풀이에서는 가야금산조와 철현금산조 선율과 유사한 부
분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휘모리·엇모리·동살풀이와 같은 빠른 장단에서 가야금
산조 선율과 동일 및 유사선율의 비율이 많은 것은 지범질 연주로 인하여 가야금
산조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아쟁산조 선율의 활용
윤윤석류 철아쟁산조 중중모리·엇모리에서는 아쟁산조 내 다른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여 연주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철아쟁산조의 중중모리 제9~10각은 아쟁산조
의 중모리 제10각, 철아쟁산조 엇모리 제12~16각은 아쟁산조 자진모리 제14~18각
선율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장단의 적절한 선율 배치를 위하여 음의 축
약, 동음 반복, 빠르기 조절을 통하여 변화를 주었다.

6) 종지선율의 확대
철아쟁산조 중중모리에서는 아쟁산조 보다 확대된 종지선율을 사용하였다. 본래
아쟁산조의 종지선율 앞에 예고 선율을 1~2장단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종지 선율의
길이를 확대하여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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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고는 제2세대 아쟁명인 윤윤석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윤윤석의 생애 및 음악활동 그리고 윤윤석류 아쟁산조·윤윤석류 철
아쟁산조의 주요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연구 수행 결과
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윤석은 가야금 연주자 아버지 윤영택의 예술성을 이어받았으며, 19세(만18
세)에 여성국극단 입단을 통하여 전문 음악인의 길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국극단 및 창극(국극)의 중앙단체에서 활동하
는 일류 아쟁 반주자로서 성장하였다. 그는 단순한 아쟁 반주자에 머물지 않고, ‘울
바위’ ‘춘향전’ 외 여러 작품을 총괄하여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전반적인
작품 구성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단의 1~2세대 아쟁 연주자들은 악기 개량의 역사가 길
지 않았던 산조아쟁을 점차 독주 악기로 성장시켰으며, 그 가운데에 뛰어난 기량을
갖춘 윤윤석이 있었다.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연주는 성장기에 있
었던 산조아쟁의 가능성을 끌어올려 독주 악기의 반열로 발돋움하는데 지대한 영향
을 주었다. 이후 독주·시나위·무용·민요반주를 넘나들며 규격화되지 않은 즉흥 가락
의 적재적소에 맞는 연주로 당대 최고의 ‘즉흥 음악의 대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윤윤석은 1987년에 자신만의 아쟁산조를 구성하여 즉흥으로 연주하던 가락을
정리하였으며, 이 때를 기점으로 1990년대에는 음반 출시 및 공연에서도 더욱 활발
한 활동을 펼친다. 강한 음악적 호기심과 창의성은 1992년 최초로 철아쟁을 제작하
고 1993년 지범질로 연주하는 철아쟁산조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철아쟁 연주는 독
주 뿐 아니라 무용반주에서도 음향적 효과가 인정되어 당대 주요 무용가들의 개인
반주 녹음 시 중요하게 요청되었으며, 아쟁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데 많은 영향을 미
쳤다.
평소 건강상의 이유로 꾸준히 한 곳에 소속되어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
음으로 여성국극단 및 창극(국극)단 활동 이후 특정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지 않았
으며, 이로 인해 윤윤석류 아쟁산조를 학습하려는 제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교육기관을 통한 전수와 당대 최고 음악인들로 구성된 지음회(知音會)와 국
악의 저변화(底邊化)를 위한 광풍회(狂風會)와 같은 동호인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교류를 왕성하게 지속하였다.
윤윤석의 아쟁산조에서는 여성국극 및 창극(국극) 단체의 오랜 반주악사 생활로
쌓아온 내적 공력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 극적 상황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합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극과 잘 어울리면서도 사실적인 소리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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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오랜 반주악사 생활은 극에 어울리는 효과를 실제에 가깝게 내는 연구
를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었으며, 이것은 그의 산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극도로 애절한 계면조 선율의 표현을 위한 장3도 하행 미분 진행, 봉장취 선
율에서의 실제와 가까운 뻐꾸기 소리의 표현, 자진모리에서의 2차례 종결 선율 구성
을 통한 긴장와 이완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즉흥적이면서도 청중과
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구성된 다양한 내드름 유형과 철현금산조 여음선율의 아쟁
선율화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음악관을 반영한다.
철아쟁산조에서는 가야금 주법을 기반으로 한 지범질 연주로 활로만 연주하던
아쟁의 가능성을 넓히는데 기여를 하였다. 지범질로 연주한 특성으로 인하여 속도가
빠른 장단의 연주가 가능해졌으며, 이것은 다스름을 시작으로 진양조·중모리·중중모
리·자진모리·휘모리·엇모리·동살풀이의 가야금산조 악곡과 같은 장단 구성으로 나타
났다. 기본 구성은 자신의 아쟁산조 선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철현금 산조 및 가야
금산조 일부 선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범질로 연주하면서 음과 음 사이에
생기는 여백에 여러 유형의 장식음을 추가함으로써, 철아쟁의 리듬감과 잔향을 부각
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평소 줄의 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팽팽하게 조율하여 사용하였으며, 왼
손은 마치 새가 비상하듯 곧은 손으로 줄을 눌러 음폭이 깊고 속도가 빠른 농현을
만들어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구사하는 맺고 끊음이 정확한 깔끔한 운궁법은 평소
군더더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농현과 조율법 및 운
궁법의 구사는 남성적이고 박력 있는 성음을 추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었으
며, 이후 그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확고히 구분 되어지는 요소가 되었다.
윤윤석의 동료 및 제자들이 그를 회고할 때 음악적 역량 뿐 아니라 평소 소박하
면서도 정이 많았으며 깨끗했던 성품에 대해 반드시 언급한다. 이러한 면모는 비록
건강의 약화로 안타깝게도 제2세대 아쟁명인 가운데 가장 일찍 타계 하였지만, 그의
음악과 더불어 오래도록 기억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박사논문 발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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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장식음과 시김새가 많은 우리 음악은 선율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연구자에 따라 골격에 해당하는 선율을 가려내어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골격선
율 즉, 골격음을 추출하는 방법과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자는 오용록의 '집합적 음계론'과 이혜구의 '개별음들의 집합' 의미로 정의된
'음군(音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김창조계열 산조 중모리를 골격선율로 분석하였
다.
중모리는 가야금산조 중 평조, 계면조를 비롯하여 경드름, 강산제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가장 많은 악조가 나타난다. 이를 산조의 원형인 김창조산조와 김창조계열
산조인 김죽파류, 강태홍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중모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유파별 중모리를 한 장단의 종지에 나타나는 g음 또는 G음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눈 후 매 장단마다 골격음을 추출하여, 단락별로 형성된 최소선
율음 구성으로 음군을 정리하였다. 둘째, 구조적인 분석을 위하여 음군을 중심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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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선율분석을 위하여 음군을 악조별로 분류하여
번호를 매기고, 파생된 유형도 분류하였다. 넷째, 위의 방법을 토대로 각 유파별 산
조 중모리의 구조와 선율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각 유파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김창
조산조와 김창조계열 산조를 비교하여 유파간의 관계, 김창조계열 산조의 특징과 공
통점을 살펴보았다.

Ⅱ. 본문
1. 음근 추출 방법
골격음을 선택할 때는 원래의 선율에서 나타나는 장식음과 시김새를 제외하고
단계별로 음을 단순화하는 방법, 시가가 긴 음 위주, 출현 횟수가 많은 위주, 종지음
을 기준으로 음의 지배적인 성향을 따져 추출한다. 예외의 경우에는 이 중 두 가지
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선택하였다.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최헌이
개발한 층위별로 음을 단순화시켜 가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예시로 다음 [예보1]의
김죽파류 중모리 제17~19장단의 음군 추출 과정은 [표1]과 같다.

[예보1] 김죽파류 중모리 제10단락 (제17~1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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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김죽파류 중모리 제10단락 음군 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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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과 같이 각 장단의 원래의 선율을 3박씩 나누어 꾸밈음을 포함하여 나열
하고 장식선율에서는 꾸밈음을 덜어내고 1소절을 1소박으로 세 음씩 나열하였다.
간점선율은 1소절을 3소박으로 1소박에서 중요한 한 음만 추출하여 장식을 제외한
선율이다. 이후 원점선율은 간점을 제외한 선율로 2소절을 6소박으로 두 개의 3소
박에서 추출된 중요한 한 음만 추출하였다. 골격음은 원점선율을 간추려 4소절을
12소박으로 보아 한 장단에서 한 음만 추출되었다. 따라서 제17장단에서는 g′음, 제
18장단에서는 g′ g음, 제19장단에서는 g′ g음으로 추출되었는데 이를 나열하면 g′
g′ g g′ g 음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같은 음을 제외하면 g′ g음의 구성으로 김죽파
류 제10단락 음군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음군 추출 방법으로 김창조계열 산조 중
모리를 분석하였다.

2. 중심음 유형별 음군 분류
김창조산조와 김창조계열 산조 중모리의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추출한 음군을
중심음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중심음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타나는 음들은 중심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적 요소로 본다. 중심음이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유형 중 중심음 높
이가 같은 유형을 A유형, 중심음 높이가 상행하는 유형을 A′유형, 중심음 높이가 하
행하는 유형을 A″유형, 중심음이 종지로 나타나는 유형을 B유형, 중심음 앞에 장식
음이 붙는 유형을 C유형, 중심음으로 시작하는 유형을 D유형, 중심음이 중간에 나
타나는 유형을 E유형, 중심음이 나타나지 않는 유형을 F유형, 한 단락 내에서 청이
바뀌어 중심음이 다수 출현하는 유형을 G유형으로 나누어 총 9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중심음 유형별로 분류한 음군은 다음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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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심음 유형별 음군

중심음 유형

음군
[g] d [g]1)

창11, 12

단락

[g] b♭＾ [g]

옥11

[g] d b♭＾[g]

병7
창23
창3(경)

g →g
[g] d′ [g]

중심음
같은 유형

[g] a [g]

G → G

A′ 유형
중심음 높이가
상행하는 유형

[G] D [G]

[G] B♭＾ [G]
[g′] d′ [g′]
g′ → g′
[g′] b♭′^ [g′]
e′ → e′ [e′] a [e′]
[G] d [g]
G ↗ g
[G] D B♭＾ [g]
g ↘ G [g] a e d [G]

[g′] [g]

중심음
하행하는

옥9(계)

태3(강) 9(평)
옥18(경)
병11(경)
죽27
옥3(평우)
창22
죽8
옥7
죽17
병4
옥10
창1(경)
죽1(경)
태1(강)
옥1(평우)
창14

A″ 유형
높이가

죽15(강계)
병5(계)
죽3(경), 9

높이가

g′ ↘ g

유형

[g′] d′ [g]
[g′] b♭′＾[g]

[g′] a [g]
a ↘ A [a] e′ e [A]
e′ ↘ e [e′] [e]

선법

계면조

g·계면

태24
병3
태21

A 유형

악조

죽10(강계), 29, 32

경드름
강산계면
계면조

g·평조
g·계면

평 조
경드름

g·평조

강산제
계면조
평우조
계면조
평 조
계면조
우조계면
계면조

G·계면
g·평조
g·계면
e·계면
g·계면
G·계면

경드름
강산제

g·평조

평우조
강산계면

g·평조

태19(계)

계면조

g·계면

병6(계)
죽30
죽14(강계)

계면조

g·계면

평조
우조계면

g·평조
a·계면

우조계면

e·계면

계면조

g·계면

옥8(계)
창9
죽22
죽16
병13
창13, 17, 20
죽31

B 유형
○○g

♭

b ^ [g]

태15, 16, 20
옥4, 5, 6

c′ b♭＾ [g]
♭

d′ b ＾ [g]

병2
창25
태10, 11, 17
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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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 [g]
b♭＾ d d′ [g]
b♭′＾ d′ b♭＾ [g]
D B♭^ [G] [g]
d [G] [g] [G]
a [g]
a d [g]
d′ a [g]
c′ d′ a [g]

d a [g]

태19
창24
죽13
죽28
병1
창7
죽6, 병8
태5, 7, 8
창19(평)

강산계면
계면조

G·계면

경드름
평

조

옥14(경)
창10(평)

경드름

죽24(강)

평

태6(평)

강산제

조

병16(강), 18(강)
창6(경), 8, 18
죽4(경), 7(평)
e′ d′ a [g]

태8(평)
옥15(경), 16(경)

경드름
평

g·평조

조

병9(경)
태4

C 유형
○ g○ g

D유형
g○
E 유형
○ g○
F 유형
G 유형

e d a [g]

옥17

a′ [g]
a′ d′ [g′] [g]
a′ d′ d [g′]
d′ c′ [g′]
e′ e [a]
d′ c′＾ [a]
b♭＾ [g] B♭＾ [G]
b♭′＾ [g′] d′ [g]

병10
죽11
죽12
창15
병17
죽18
죽19
태13, 14
창16
창2(경)

d [g] d [g]

죽2(경)

d [g] d [G]
e′ [g] e′ [g]
[g] b♭＾ d

태2(강)
옥2
창26
태12

평우조
G·평조
강산계면
g·평조
계면조 g본청 계면조

[a] c′＾e′

죽23

우조계면 a본청 계면조

a [g] d

죽6, 병8

e′
e′ e
e′ d′
[a] g′^ e′ [g]
[g] [e] [A]

병12
병13
병14, 15
죽20
죽21

1) 각 음군의 중심음은 [볼드체]로 표기하였다.

경드름

강산계면
강산제
우조계면
우조계면
계면조
강산계면
경드름
강산제

a·계면
g·계면
g·평조

경드름

g본청 평조

강산제

g본청 평조

우조계면

a→g계면조
g→e→a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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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조별 음군 분류 및 변화 양상
김창조산조와 김창조계열 산조 중모리의 선율을 분석하기 위해 추출한 음군을
악조별로 분류하고 최소 선율음을 기준으로 파생되어가는 음군의 변화양상을 살펴
보았다. 악조의 성격이 뚜렷한 계면조 음군, 평조 음군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경드
름과 강산제에서만 나타나는 음군을 각각 경드름 음군, 강산제 음군으로 분류하였
다. 계면조와 평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대비되는 악조에서 나타나는 음군은 혼합
음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청이 바뀌어 나타나는 음군은 변청 음군으로 분류하였다.
악조별로 분류한 음군은 번호를 매기고, 각 음군에서 파생된 유형도 분류한다.
각 악조별 음군 분류와 함께 음군 진행 방향은 상행하는 유형 ↗, 하행하는 유
형 ↙, 상행-하행유형 ↗↘, 하생-상행유형 ↘↗, 상행-하행-상행유형 ↗↘↗, 하
행-상행-하행유형 ↘↗↘, 중심음-하행-중심음 유형 ∨, 중심음-상행-중심음 유
형 ∧ 으로 분류하였다. 악조별 음군을 중심음 유형, 음군의 진행방향, 출현하는 장
단, 출현하는 악조, 선법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악조별 음군

음
계면조1

군

[g] d [g]

중심음

진행

유 형

방향

A

∨

단 락
태24

계면조

병3
죽27

계면조

[G] D [G]

A

∨

계면조1-2

[G] d [g]

A′

↗

옥3(평우)
병4
태21

계면조2

[g] b♭＾ [g]

A

∧

옥11

계면조2-1
계면조2-2

[g′] b♭′＾[g′]
[G] B♭＾[G]

A
A

∧
↗

병7
옥7
창22
창14

계면조3

[g′] [g]

A″

↘

계면조3-1

[g′] d′ [g]

A″

↘

계면조3-2

[g′] b♭′＾[g]

A″

↗↘

계면조4
계면조4-1

[g] d b ＾[g]
[G] D B♭＾ [g]

A
A′

조

선

법

창11, 12

계면조1-1

♭

악

죽10(강계),29, 32
태19(계)
병6(계)
죽30
죽14(강계)

옥8(계)
↘↗↘ 창23
↘↗↘ 옥10

평우조

계면조

g·계
G·계

g·계

G·계
강산계면
계면조
계면조
강산계면

g·계

계면조
G·계

창13, 17, 20
죽31
계면조5

b♭^ [g]

B

↘

태15, 16, 20, 22, 23
옥4, 5, 6
병2

계면조
g·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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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5-1

c′ b♭＾ [g]

B

↘

계면조5-2
계면조5-3
계면조5-4
계면조5-5
계면조5-6
계면조5-7
계면조6

d′ b♭＾ [g]
f′ b♭^ [g]
b♭＾ d d′ [g]
b♭′＾ d′ b♭＾ [g]
b♭＾ [g] B♭＾ [G]
b♭′＾ [g′] d′ [g]
[g] b♭＾ d

B
B
B
B
C
C
D

↘
↘
↘↗↘
↘
↘
↘
↗↘

계면조7

D B♭^ [G] [g]

B

계면조8
경드름1
경드름1-1
경드름1-1-1
경드름1-2

d [G] [g] [G]
a [g]
a d [g]
a [g] d
d′ a [g]

B
B
B
E
B

경드름2

e′ d′ a [g]

B

↘↗↘
↘
↗↘
↘
↘

↘

창25
태10, 11, 17
창21
태18
창24
죽13
태13, 14
창16
태12

강산계면
계면조
강산계면

죽28

계면조

병1
창7
옥12, 13
죽6, 병8
태5, 7
창6, 8(평), 18(평)

경드름

죽4, 7(평), 25(강)

경드름

태8(평)

평 조

옥15, 16

강산제

G·계

병9
태4
경드름2-1

e d a [g]

B

↘↗↘ 옥17

경드름

병10
창10(평)
평조1

d a [g]

B

↗↘

평조2

c′ d′ a [g]

B

↗↘

평조3

[g] a [g]

A

∧

죽24(강)

평 조

태6(평)

강산제

병16(강), 18(강)
창19(평)

평 조

옥14(경)
죽3(경), 9
태3(강), 10(평)
옥18(경)
병11(경)

평조3-1

[g′] a [g]

A″

↘

창9

평조4

[g′] d′ [g′]

A

∨

죽8
창1(경)

평조5

[g] a e d [G]

A″

↗↘

죽1(경)
태1(강)
옥1(평우)
창2(경)

평조6

d [g] d [g]

C

평조6-1

d [g] d [G]

C

↗↘

강산1

a′ [g]

B

↘

강산1-1

a′ d′ [g′] [g]

B

강산1-1-1

a′ d′ d [g′]

B

↗↘↗ 죽2(경)
태2(강)
옥2

경드름
평 조
경드름
강산제
평 조
경드름
강산제
평우조
경드름
강산제

g′·평
G·우
G·평

g·평

평우조

G·우

강산계면

g·평

죽11

↘↗↘ 죽12
↘↗

g·평

창15

258 학문후속세대 석·박사졸업논문 발표회(2021)

강산2

d′ c′ [g′]

B

↘↗

병17

강산3

e′

F

-

병12

강산3-1

e′ d′

F

↘

병14, 15

강산3-2

e′ [g] e′ [g]

혼합1

e′ e

C
A″

혼합2

[g] d′ [g]

F

강산제

↘↗↘ 창26
죽16
↘
병13
창3(경)

A

∧

강산계면
우조계면

e·계

강산제

g·평

경드름

죽15(강계)

강산계면

옥9(계)

계면조

g·평
g·계

변청1

[e′] a [e′]

A

↘↗

병5(계)
죽17

변청2

e′ e [a]

B

↘↗

죽18

변청2-1

d′ c′＾ [a]

B

↘

죽19

변청2-2

[a] c′＾e′

D

↗

죽23

변청2-3

[a] e′ e [A]

A″

변청3

[a] g′^ e′ [g]

G

↗↘

죽20

a→g·계

변청4

[g] [e] [A]

G

↘

죽21

g→e→a·계

e′·계

우조계면

a·계

↗↘↗ 죽22

4. 김창조계열 가야금산조 중모리 음군 연구
1) 김창조산조
[표 4] 김창조산조 중모리 음군

진행

중심음

평조5

방향
↗↘

유 형
A″

d [g] d [g]

평조6

↗↘↗

C

[g] d′ [g]

혼합2

∧

A

9
10~11
12~14

e′ d′ a [g]
d a [g]
e′ d′ a [g]

경드름2
평조1
경드름2

↘
↗↘
↘

B
B
B

7
8
9
10

15~16
17~19
20~21
22~23

a [g]
e′ d′ a [g]
[g′] a [g]
d a [g]

경드름1
경드름2
평조3-1
평조1

↘
↘
↘
↗↘

B
B
A″
B

11

24~25

[g] d [g]

계면조1

∨

A

12

26~27

[g] d [g]

계면조1

∨

A

단락

장단

음

1

1~3

[g] a e d [G]

2

4~6

3

7~8

4
5
6

♭

군

13

28~30

b ＾[g]

계면조5

↘

B

14

31~33

[g′] [g]

계면조3

↘

A″

15

34~36

a′ d′ d [g′]

강산1-1-1

↘↗

B

16

37~41

b♭′＾[g′] d′ [g]

계면5-7

↘

C

17

42~43

b♭^ [g]

계면조5

↘

B

선

법

악

조

경드름
g본청 평조

평

조

g본청 계면조

계면조

g본청 평조

강산제
계면조

g본청 계면조

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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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4~47

e′ d′ a [g]

경드름2

19

48~51

c′ d′ a [g]

평조2

20

52~53

b♭^ [g]

21
22

54~56
57~58

♭

d′ b ^ [g]
♭

[G] B ^ [G]
♭

↘

B

↗↘

B

계면조5

↘

B

계면조5-2

↘

B

계면조2-2

∧

A

23

59~61

[g] d b ＾[g]

계면조4

↘↗↘

A

24

62~63

b♭＾ d d′ [g]

계면조5-4

↘↗↘

B

♭

25

64

c′ b ＾ [g]

계면조5-1

↘

B

26

65~67

e′ [g] e′ [g]

강산제3-2

↘↗↘

C

g본청 평조

평조

g본청 계면조

계면조

g본청 평조

강산계면

김창조산조는 경드름으로 시작되며 제1~3단락은 도입부로 볼 수 있다. 제4단락
부터 본격적인 경드름 선율의 시작인데 <경드름2> 뒤에는 <경드름1>에서 파생된
a g음으로 종지되는 음군으로 항상 마무리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평조는 <경
드름2>를 시작으로 <평조3-1>을 거쳐 <평조1>로 마무리된다. 이는 제4, 5단락
의 <경드름2>+<평조1> 유형이 확장되어 유형이 마무리되기 전 고음역대의 가락
이 추가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제18단락은 다시 평조의 시작으로 <경드름
2>가 나타나고 제19단락은 장식음 c′음이 추가된 <평조2>마무리 된다. 따라서 김
창조산조의 경드름과 평조 선율의 시작에는 e′ d′ a g + a g 유형이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1, 12단락은 <계면조1>로 계면조 도입을 나타내며,
제13단락부터 b♭음이 포함된 <계면조5>로 본격적인 계면조 선율이 드러나고 제
17, 20단락도 <계면조5>로 계면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21~25
단락까지는 <계면조5>의 파생 음군이 나타나 음군이 점차 확대되며 발전된 선율이
전개된다. 따라서 계면조의 시작에는 b♭^ g 음군이 나타나며, 이를 시작으로 파생
음군이 나타나면서 선율이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산제 계면조는 g본청 평조
와 계면조 선법이 나타나며 주로 고음역대에서 진행되며 하행 종지한다. 김창조산조
중모리는 같은 악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악조의 마지막은 중심음이 B유형으로 마
무리되어 공통적으로 하행종지한다.

2) 김창조계열 가야금산조
(1) 김죽파류
[표 5] 김죽파류 중모리 음군

단락

장단

음

1
2

1~2
3~4

[g] a e d [G]
d [g] d [g]

3

5~6

[g] a [g]

진행

중심음

평조5
평조6

방향
↗↘
↗↘↗

유형
A″
C

평조3

∧

A

군

선

법

g본청 평조

악

조

경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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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7
8
9-10
11-12
13-14
15-16
17-19
20-21
22-24
25
26-28
29-30
31-32
33-34
35-36
37-38
39-41
42-43
44-46
47
48-49
50-51
52
53-54
55-58
59
60-61
62-63
64

e′ d′ a [g]
d a [g]
a [g] d
e′ d′ a [g]
[g′] d′ [g′]
[g] a [g]
[g′] [g]
a′ [g]
a′ d′ [g′] [g]
b♭′^ d′ b♭^ [g]
[g′] b♭′＾ [g]
[g] d′ [g]
[e′] [e]
[e′] a [e′]
e′ e [a]
d′ c′＾ [a]
[a] g′^ e′ [g]
[g] [e] [A]
[a] e′ e [A]
[a] c′＾ e′
d a [g]
e′ d′ a [g]
[g′] [g]
[G] D [G]
D B♭[G] [g]
[g′] [g]
[g′] d′ [g]
b♭＾ [g]
[g′] [g]

경드름2
평조1
경드름1-1-1
경드름2
평조4
평조3
계면조3
강산1
강산1-1
계면조5-5
계면조3-2
혼합2
혼합1
변청1
변청2
변청2-1
변청3
변청4
변청2-3
변청2-2
평조1
경드름2
계면조3
계면1-1
계면7
계면3
계면조3-1
계면조5
계면조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B
E
B
A
A
A″
B
B
B
A″
A
A″
A
B
B
G
G
A″
D
B
B
A″
A
B
A″
A″
B
A″

g′본청 평조
g본청 평조
g본청 계면조
g본청 평조

평조

강산계면

g본청 계면조
e본청 계면조
e본청 계면조
a본청 계면조
a본청 계면조
우조계면
a·계→g·계
g·계→e·계→A·계
a본청 계면조
a본청 계면조
g본청 평조

강산제

G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계면조

김죽파류 중모리 제1~3단락은 도입부로 볼 수 있으며 <평조5>, <평조6>으로
김창조산조와 제1, 2단락 음군이 동일하다. 제4단락부터 본격적인 경드름 선율의 시
작에서도 김창조산조와 같이 e′ d′ a g + a g 형태가 나타난다. 제4단락은 <경드름
2>, 제5단락은 <평조1>이 나타나는데 이는 김창조산조의 제4, 5단락과 동일하다.
제6단락은 <경드름1-1-1>이 나타나 경드름 중간 종지가 다음에 나타날 평조와의
연결구 역할을 한다. 제7~9단락의 평조도 e′ d′ a g + a g 형태로 제8단락의 <평
조4>가 추가되어 마무리되기 전 고음역대의 가락이 추가되어 발전된 형태로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강산제 계면조는 고음역대의 <계면조3>으로 시작하여 <강산제1>, <강산제
1-1> 진행으로 계속 고음역대로 이어지며 문답형식이 나타나는데, 이 선율은 김창
조산조의 강산제 계면조 선율과 매우 유사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13단락의 <계면조5-5>는 고음에서 하행진행하여 b♭음의 출현으로 g본청 계면
조 선법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제14단락은 <계면조3-2>로 다시 고음으로 올
라가 제15단락까지 고음역대가 나타난다. 제16단락~제23단락은 우조 계면조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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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4단락은 <평조1>로 강산제가 시작되어
<경드름2>가 이어진다. 김창조산조 경드름, 평조와 같은 두 가지 음군이 나타나지
만 순서가 바뀐 형태로 나타나고 이어 <계면조3>이 나타나면서 계면조를 암시한
다. 제27단락은 <계면조1-1>로 계면조 도입부를 시작으로 김창조산조의 계면조
도입음군 <계면조1>이 한 옥타브 아래 <계면조7>로 저음역대에서 나타나고 <계
면조3>의 고음역대로 도약하여 선율이 진행된다. 제31단락에서는 계면조 최소 음군
<계면조5>, 제32단락에서 다시 고음진행의 <계면조3>으로 마무리된다.
중심음 유형은 B-B-A″ 진행이 두 번 나타나는데, 강산제 계면조의 중간 단락
과 강산제의 총 3단락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진행은 김창조 산조의 경드름
과 평조 연결에 위치하여 악조의 중간 단락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죽파류는 도입부터 악조, 선율진행이 김창조산조와 매우 닮았지만 동일 선율
의 확장으로 유사 선율이 되면서 기경결해가 뚜렷하게 완성되고, 단락별 구획감이
생겼다. 다른 유파와 달리 우조 계면조가 나타나며, 본청 계면조에서는 고음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김죽파류 중모리는 다른 유파에 비해 전체적으로 고음진행이
많고 굵은 농현이 적어 경쾌하다.

(2) 강태홍류
[표 6] 강태홍류 중모리 음군

진행

중심음

평조5

방향
↗↘

유형
A″

d [g] d [g]

평조6

↗↘↗

C

5-6

[g] a [g]

평조3

∧

A

4

7-8

e d a [g]

경드름2-1

↘↗↘

B

5

9-10

d′ a [g]

경드름1-2

↘

B

6

11-12

d a [g]

평조1

↗↘

B

7

13-15

d′ a [g]

경드름1-2

↘

B

8

16-19

e′ d′ a [g]

경드름2

↘

B

9

20-21

[g] a [g]

평조3

∧

A

10

22-25

c′ b♭＾ [g]

계면조5-1

↘

B

계면조5-1

↘

B

↗↘

D

단락

장단

1

1-2

[g] a e d [G]

2

3-4

3

11
12
13

c′ b ＾ [g]

28-29

♭

30-31
32-33

15

34

17

♭

26-27

14
16

음

35-38
39-40

[g] b ＾ d

군

계면조6

♭

♭

계면조5-6

↘

C

♭

♭

b ＾ [g] B ＾ [G]

계면조5-6

↘

C

b♭ [g]

계면조5

↘

B

계면조5

↘

B

계면조5-1

↘

B

b ＾ [g] B ＾ [G]

b

♭

[g]

c′ b

♭

[g]

선

법

악

조

강산제

g본청 평조

경드름

평조

g본청 계면조

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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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41-43
44-45

f′ b♭^ [g]
[g′] [g]

계면조5-3
계면조3

↘
↘

B
A″

20

46~48

b♭＾ [g]

계면조5

↘

B

21
22

49-50
51-52

♭

[g] b ＾[g]

계면조2

∧

A

♭

계면조5

↘

B

♭

b ＾ [g]

23

53-56

b ＾ [g]

계면조5

↘

B

24

57-58

[g] d [g]

계면조1

∨

A

강태홍류 중모리 제1~3단락은 도입부로 볼 수 있으며 김창조, 김죽파류와 같이
<평조5>, <평조6>으로 제1, 2단락 음군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제3단락 <평조3>
은 김죽파류 제3단락과 동일하게 나타나 김죽파류 도입과 음군이 일치한다. 제4~7
단락의 경드름은 김창조산조와 같이 e′ d′ a g + a g 형태가 나타나지만 <경드름
2>의 장식음이 한 옥타브 아래로 나타난 <경드름2-1>로 시작되어 제5~7단락은
a g음으로 마무리된다. 평조도 e′ d′ a g + a g 형태가 나타나면서 강태홍류의 경드
름, 평조도 김창조산조, 김죽파류와 같은 골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면조
는 계면조 최소음군 <계면조5>를 중심으로 파생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제13
단락의 <계면조5-6>은 <계면조1>의 한 옥타브 아래의 문답 형태로 제14단락에
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제17, 18단락은 <계면조5>에 장식이 결합되어 확장된

형태인데 장식음은 c′음, f′음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제19단락까지 상행하며 점차
고조된다.
중심음 유형은 B-B-A 진행이 두 번 나타나는데 이는 경드름 마지막 단락에서
시작하여 평조의 마무리와 계면조의 마무리 단락에서 나타나고, B-B-A″ 진행은
계면조의 중간 단락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 B-B-A 유형은 악조의 마무리에서 나
타나고 B-B-A″ 유형은 악조의 중간에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유형으로
악조가 마무리되는 김창조산조와 달리 악조의 마지막 단락에 모두 A유형이 나타난
다.
강태홍류 중모리는 계면조가 중모리의 절반 비율과 저음역대의 사용으로 굵은
농현이 많고 같은 음군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통일감을 준다. <계면조5>를 비롯하
여 이 음군에서 장식음이 추가된 3가지 형태와 한 옥타브 아래서 문답하는 파생 형
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음군 진행 형태는 도입을 제외하고 평조, 경드름, 계면조
에서 모두 하행진행하여 마무리되는데, 계면조는 특히 매 단락마다 하행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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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옥삼류
[표 7] 최옥삼류 중모리 음군

1
2
3

1-2
3-4
5-6

[g] a e d [G]
d [g] d [G]
[G] D [G]

평조5
평조6-1
계면1-1

방향
↗↘
↗↘
∨

4

7-9

b♭^ [g]

계면조5

↘

A

계면조5

↘

B

6
7

♭

10-12 b ＾ [g]
♭

13-14 b ^ [g]

군

중심음

장 단

5

음

진행

단락

계면조5

↘

B

계면조2-1

∧

A

♭

↗↘

A″

∧

A

g본청 계면조

↘↗

A′

G본청 계면조

∧

A

g본청 계면조

15-19 [g′] b ′＾[g′]
20-21 [g′] b ′^ [g]

계면조3-2

9

22-23 [g] d′ [g]

혼합2

♭

24-29 [G] D B ＾ [g]
♭

계면조4-1

11

30-31 [g] b ＾[g]

계면조2

12

32-33 a d [g]

경드름1-1

↘↗

B

13

34-36 a d [g]

경드름1-1

↘↗

B

14

37-38 c′ d′ a [g]

평조2

↗↘

B

15

39-41 e′ d′ a [g]

경드름2

↘

B

↘

B

↘↗↘

B

∧

A

16

42

e′ d′ a [g]

경드름2

17

43

e d a [g]

경드름2-1

18

44-46 [g] a [g]

평조3

악

조

평우조

g본청 계면조

♭

8
10

선 법
유 형
A″
g본청 평조
C
A
G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g본청 평조

계면조

경드름

최옥삼류 제1~3단락은 도입부로 볼 수 있으며 김창조, 김죽파, 강태홍류와 같
이 제1단락은 <평조5>로 시작하지만 제2단락은 앞의 산조와 동일하게 진행되다가
저음으로 하행종지하여 <평조6-1>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에 나타날 계면조에서
저음역대 진행을 암시한다. 제3단락은 평우조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면조1-1>이
나타나며 G본청 계면조 선법으로 계면조의 도입부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창조, 김죽
파의 계면조 도입 음군과 같다. 제4단락은 <계면조5>로 본격적인 계면조 선율이
시작되어 제6단락까지 이어져 통일감을 준다. 제7단락은 <계면조2-1>로 고음역대
의 진행이 나타나고, 제8단락은 <계면조3-2>로 제7단락과 같은 음군으로 진행되
다가 하행종지한다. 제9단락의 <혼합2>는 계면조에서 나타나므로 <계면조1>의 떠
는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간 계면조 음군으로 분류해야 한다. 제10단락은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제11단락은 <계면조2>로 계면조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최옥삼류 계면조
도 김창조산조, 강태홍류와 같이 계면조의 최소 음군 <계면조5>에서 파생된 형태
로 발전되어 선율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12, 13단락의 <경드름
1-1>의 반복으로 경드름 도입 후 제14단락은 <평조2>, 제15, 16단락은 <경드름
2>가 나타나는데 이때 d′ a g 앞의 첫 장식음만 c′음 e′음으로 바뀌며 상행하면서
세 단락에 걸쳐 선율이 점차 고조된다. 제17단락은 <경드름2>의 장식음이 두 음이

264 학문후속세대 석·박사졸업논문 발표회(2021)

한 옥타브 아래로 나타난 형태로 하행진행하고 제18단락에서 <평조3>으로 마무리
한다. 따라서 최옥삼류 경드름에서도 e′ d′ a g + a g 음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심음 유형은 B-B-A 진행이 두 번 나타나는데, 이는 계면조 시작 단락에서
나타나 계면조의 마무리 단락에서 나타난다. 이는 악조의 마무리에서 주로 나타나던
B-B-A 유형이 계면조의 시작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창조산조 계면
조에서도 이 유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B유형으로 악조가 마무리되
는 김창조산조와 달리 최옥삼류는 강태홍류와 마찬가지로 악조의 마지막에 모두 A
유형이 나타난다. 이는 종지형태가 안정적인 구조로 정형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최옥삼류 중모리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양한 음역이 활용되고 단락이 끝날
때마다 같은 선율의 반복으로 명쾌하게 구분되며, 계면조로 끝나는 다른 유파와
달리 경드름으로 마무리되어 경쾌하게 중중모리로 넘어간다.

(4) 김병호류
[표 8] 김병호류 중모리 음군

단락

장단

1
2
3
4
5
6
7
8
9

1-3
4
5-6
7-8
9-10
11-12
13
14-15
16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음

군

진행

중심음

방향

유 형

d [G] [g] [G]
b♭＾ [g]
[g] d [g]
[G] d [g]
[g] d′ [g]
[g′] [g]
[g] b♭＾[g]
a [g] d
e′ d′ a [g]

계면조8
계면조5
계면조1
계면조1-2
혼합2
계면조3
계면조2
경드름1-1-1
경드름2

↘↗↘
↘
∨
↗
∧
↘
∧
↘
↘

B
B
A
A′
A
A″
A
E
B

17

e d a [g]

경드름2-1

↘↗↘

B

18
19-20
21-22
23-25
26-29
30
31-32
33-34

[g] a [g]
e′
e′ e
e′ d′
e′ d′
d a [g]
d′ c′ [g′]
d a [g]

평조3
강산제3
혼합1
강산제3-1
강산제3-1
평조1
강산2
평조1

∧
↘
↘
↘
↗↘
↘↗
↗↘

A
F
F
F
F
B
B
A

선

법

악

조

G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계면조

경드름

g본청 평조
강산제

김병호류 중모리는 제1~2단락을 도입부로 볼 수 있으며, 김창조, 김죽파, 강태
홍, 최옥삼류의 도입 음군과 다르며 제3단락부터 <계면조1>로 본격적인 계면조 선
율이 전개된다. 제4단락은 <계면조1>의 첫 중심음만 한 옥타브 아래의 <계면조
1-2>로 나타나고, 제5단락은 <계면조1>의 장식음만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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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2>가 나타나 세 단락이 같은 음 구성으로 음 높이만 달라지며 저음으로 시작해
고음으로 상행하며 선율이 발전된다. 제6단락은 <계면조3>으로 고음역대의 연속으
로 계면조에서 절정을 나타내고 제7단락에서 <계면조2>로 마무리된다. 경드름 시
작의 제8단락은 경드름 중간 종지형태 <경드름1-1-1>로 도입하여 제9단락부터
본격적인 경드름 선율의 시작으로 김창조산조, 김죽파류, 강태홍류, 최옥삼류와 같이
<경드름2>가 나타난다. 제10단락은 경드름이 마무리되기 전 <경드름2>에 이어
<경드름2-1>로 두 장식음이 한 옥타브 아래로 나타난다. 제11단락은 <평조3>이
나타나 최옥삼류 경드름의 <경드름2>+<경드름2-1>+<평조3> 진행이 동일하며
경드름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제12단락은 강산제 주요음 e′
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강산제1>로 강산제가 시작된다. 제13단락은 <강산제
1>에서 발전된 파생형태로 한 옥타브 아래 음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혼합1>이 나
타난다. 이는 김죽파류 우조 계면조에서 나타난 e본청 계면조 선법의 A″유형의 중
심음과 동일한 음군이지만, g본청 평조의 강산제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중심음이 나타나지 않는 F유형의 강산제 음군으로 보아야 한다. 제14, 15단락은
<강산제3-1>로 강산제에서 새로운 장식음 d′음이 결합되어 고음역대의 선율이 계
속 나타나며 선율이 클라이맥스로 간다. 제16단락은 <평조1>이 나타나며 강산제를
비롯한 중모리의 마무리를 암시한다.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경드름2>+<평조1>
유형 사이에 강산제 주요음 e′음으로 진행되는 장식 선율이 추가되어 <경드름2>를
더 발전시켜 가락이 확대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제17단락은 <강산제2>로 고음역
대가 나타나며 중모리가 마무리되기 전 상행하여 한번 더 고조시키고 마무리된다.
중심음 유형은 B-B-A 진행이 세 번 나타나는데 김창조산조, 최옥삼류와 같이
계면조 시작 단락에서 나타나고, 강태홍, 최옥삼류 경드름과 같이 김병호류 경드름
도 마무리 단락에서 나타나며, 강산제에서도 마무리 단락에서 나타난다. B유형으로
악조가 마무리되는 김창조산조와 달리 김병호류는 강태홍, 최옥삼류와 마찬가지로
악조의 마지막에 모두 A유형이 나타나 종지형태가 안정적인 구조로 정형화되어 간
다.

김병호류 중모리는 김창조산조와 골격구조는 다르고, 선율은 김창조계열 산조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 선율이 리듬이나 시김새가 변경되어 김병호류만
의 독특한 선율로 나타난다. 다른 유파와 달리 계면조로 시작하는데 매 단락이
끝날 때마다 동일 선율이 반복된다. 한 장단 안에서 폭넓은 음역대가 돋보이고,
강산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고음의 연속 진행으로 경쾌하게 마무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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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창조계열 산조
음군을 추출하여 분석한 김창조계열 중모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모리 도입음군은 g a e d G + d g d g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유파별로 악
조가 다르기 때문에 농현, 장식음, 시김새의 차이는 있지만 골격음은 동일하다. 예외
로 김병호류만 D음의 시작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드름, 평조는 e′ d′ a g 음
군이 항상 나타나는데, 이 음군 다음에는 최소 음군 a g를 비롯하여 파생 음군 d a
g 또는 g a g 음군이 항상 연결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e′ d′ a g + a g 음군 진행
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형태는 항상 해당 악조의 전체 또는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다. 강산제는 d a g 음군을 반드시 포함하고 고음역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강태홍류
강산제는 중모리장단의 도입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
조, 경드름, 강산제 음군의 구성음은 a g 음 앞에 장식음이 결합 된 형태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면조 도입은 g d g 또는 한 옥타브 아래의 G D G 음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면조 선율에는 b♭ g 음군을 비롯하여 장식음이 결합 된 파생
음군으로 발전된다. 강산제 계면조는 g본청의 평조와 계면조 선법이 동시에 나타나
고 강산제 음군과 계면조 음군이 교차 되는 형태로 두 가지 악조가 혼용된다. 이는
김창조산조, 김죽파류에서만 나타나는 악조로 공통적으로 g′ g 음군으로 시작해서 b
♭ g 또는 파생 음군으로 악조가 마무리된다. 두 산조의 강산제 계면조는 선율진행
이 매우 유사하지만, 김죽파류는 김창조산조에 장단이 추가되어 더 발전된 양상을
볼 수 있었고 단락이 더 명확하게 나뉘어 완전한 구획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악조별 공통 음군 진행형태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9]와 같다.
[표 9] 김창조계열 산조 중모리 악조별 공통 음군 진행형태

김창조
도입
경드름
평조
강산제
강산제 계면조
계면조 도입
계면조

김죽파
강태홍
g a e d G + d g d g
e′ d′ a g + a g
e′ d′ a g + a g
e′ d′ a g + a g
g′ g + b♭^ g
g d g
♭
b ^ g
g′ g + b♭ ^ g

최옥삼

김병호

d a g
g d g
b♭^ g

악조별 음군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드름은 공통적으로 상행-하행-하행 진
행되지만, 김병호류만 예외로 하행-상행-하행 진행된다. 평조는 공통적으로 하행상행-하행 진행한다. 계면조는 유파마다 차이가 있는데 김창조산조, 김죽파류는 공
통적으로 하행하여 단락이 마무리되고 강태홍류는 계면조 중간 단락에서 하행하는
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최옥삼, 김병호류는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며 강태홍
류와 함께 공통적으로 중심음-상행-중심음 진행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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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구조를 단락별 중심음 유형으로 김창조산조와 비교해본 결과, 총 단락 수는
유파마다 다르지만 김죽파, 강태홍, 최옥삼류는 대부분 일치하여 매우 유사한 골격
임을 알 수 있었다. 예외로 김병호류는 김창조산조와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만, 총
18단락으로 최옥삼류와 단락 수가 같으며 그 중 10단락이 일치하여 최옥삼류와 절
반 이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맺음말
김창조계열 산조 중모리를 음군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각 유파마다 악조별로 공
통적인 음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야금산조를 연주할
때 선율의 골격을 이해하면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단에 따라 선율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연주가 가능할 것이며, 악조에 따라 성음을 분
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박사논문 발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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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해금은 당나라 때 요하 상류 북쪽에 살던 호족들 중 ‘해(奚)’ 부족에 속하는 유
목민들이 즐기던 악기이다. 당·송 이후로는 속악에 쓰여 오다가 고려 예종 9년
(1114년)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와 우리음악에 사용되었다.
조선 성종 때

악학궤범Ã에서는 당악기로 분류1)되었으나 이보다 앞선

악지Ã에서는 향악기로 분류2)하였다.

고려사

악학궤범Ã이 발간된 당시에는 줄을 당기지 않

고 경안법으로 연주하였다. 그러나 1848년

헌종무신진찬의궤Ã부터 현재의 해금모

양으로 바뀌게3) 되었으며, 역안법으로 연주하기 위한 것4)으로 사료된다.
1)

악학궤범Ã(1493년, 성종24): 성현, 유자광 등이 왕명으로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편

찬한 악서.
2)

고려사 악지Ã:

고려사Ã 제70권과 제71권에 관련된 각종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가

운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음악에 관계되는 다양한 자료를 기록한 책.(고려대한국어대사전)
3)

헌종무신진찬의궤Ã: 헌종이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의 육순과 왕대비인 신정왕후가 망오(望

五.4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해 1848년 창덕궁에서 연 향연을 담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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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주법의 변화는 악기 외형 변화의 이유임을 설명 해주며, 특정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사상적 변화 등도 악기가 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19세기 말 판소리를 모체로 김창조(1865~1918)에 의해
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 된 후, 거문고산조 · 대금산조 · 해금산조 · 아쟁산조 ·
피리산조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해금산조의 대표적 유파로는 지영희5)류, 한범수6)류, 서용석7)류, 김영재8)류가
있으며, 미전승 유파인 지용구9)류, 김덕진10)류, 임선문11)류, 류대복12)류 등이 있
4) 김우진, ｢악기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진연의궤의 악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Ã 제17집(한

국국악학회, 1989)
5) 지영희(1909~1980): 피리, 해금, 시나위의 명인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용득의 장남으로 태어났
고(1909), 지용구에게서 해금풍류 시나위를 배웠다(1931). 지영희류 해금산조 짧은 산조가 먼저 만
들어지고(1963), 긴 산조는 하와이에서 완성되었다(1975). 지영희류는 경기지역의 무속가락을 바탕
으로 짜여져 경기 시나위조와 경드름 가락의 비중이 크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ⅡÃ(서울: 민속원,

2008), 26쪽
6) 한범수(1911~1984):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한범수류 해금산조는 1957년 한 틀을 구성하여
1964년 새롭게 구성되었다. 한범수류는 남도창 계면조를 바탕으로 짜여진 진계면조의 비중이 매우
크다. 때문에 리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편안하고 선율적으로는 애절한 표현이 많아 주법상의 어려
운 기교를 필요로 한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ⅡÃ(서울: 민속원, 2008), 56쪽

7) 서용석(1940~2013): 전라남도 곡성에서 출생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준보유자
이다.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판소리의 더늠으로 1989년에 완성되었다. 강덕원·양경숙 해금산조Ã(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5)
8) 김영재(1947~현): 1947년 1월 17일 서울 마포에서 출생하여 거문고의 신쾌동, 피리·해금의 지영
희, 젓대의 김광식, 이론의 박헌봉 등에게서 학습을 받았다. 그는 거문고, 해금, 가야금 등 여러 악기
의 독주곡과 관현악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현재 거문고 산조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보유자이다. 최
태현,

해금산조연구ⅡÃ(서울: 민속원, 2008), 82쪽

9) 지용구(1858~1939):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경기무속 음악인이며 피리와 해금의
명인이다. 해금산조의 창시자이자이고, 민요와 가곡 정악에도 능통하였으며, 지영희에게 해금산조와
각 도 민요를 전수하였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Ã(서울: 민속원, 2000), 126~127쪽.

10) 김덕진(?~?): 생몰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문화재 연구소에서 1967년 조사한 경기 시나위 명인
에 그 이름이 올라 있다. 경기 수원 지방의 명인으로 그 이름이 있으며, 여주 장호원 지방에의 보유
자 이름에도 김덕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덕진은 수원과 여주를 주요한 활동무대로 정해시 등과 함
께 무악에 종사했던 명인으로 보인다. 1967년 조사 당시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1967년 이전에
별세한 것이 확실하다. 이진원,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 CD해설집｣,《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 자료25》, KICP-06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21쪽.
11) 임선문(1912~198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에서 출생하였다. 경기무악에서 활동한 해금명
인이다. 15세 때 경기 굿판의 유명한 악산 장점학(1840~1928)에게 1년 동안 해금을 배우다가 스승
이 별세하여 그의 아들 장순수에게 다시 해금을 배웠다. 22세때 이동백의 조선창극단에 악사로 들어
가 3년 동안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다 귀향하여 경기 굿판에서 해금잽이로 이용구(젓대), 이수영(피
리), 전태용(피리)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해방 후 1946년 태창극단 . 반달 국악단의 악사로 활동하
면서 제자를 양성하였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인 사전 하Ã(서울: 도서 출판 보고사, 2011), 1470

쪽.
12) 류대복(1907~1964):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였다.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교원으로 작곡가 ·
해금연주가이다. 아버지에게 판소리 기악부문과 피리 · 민요 · 가야금과 거문고를 배웠다. 19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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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승 유파 중에서 최초로 구성된 해금산조는 지영희류 해금산조이다. 그리고
근래에 구성된 해금산조는 김영재류와 서용석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영희에게
학습한 김영재는 스승 지영희의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
초로 해금산조를 구성한 지영희에게 학습한 후, 오랜 시간동안 더늠 구성의 시기를
거쳐 본인만의 산조를 완성한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및 연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한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1989년 즉흥 발표를 시작으로, 1992년 선율을 정리하여
17분 분량의 산조를 녹음 발매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악보집에

김영재 해금 창작곡 집Ã

30분 분량의 산조악보를 수록 및 발간하였으며, 2008년에는 60분 분량

의 산조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이 20년에 걸쳐 산조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20년간
의 음악여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시점과 관점에 따라 결과물이 단편적이며 파
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이후의 연구를 살펴봐도 30분 분량의 산조에만 연구
가 머물러 있으며, 약 60분 분량의 산조에 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김영재류에 내재된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진가에 관하여 전체를 통시적으
로 연구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해금산조의 한 시대를 치열
하게 살았던 예술가 김영재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에서 각 시기별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연주법 연구를 통해 분석된 선율이 어떠한 연주법과 함께 적용
되어 표현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연구와 연주법 연구로 구분된다. 주
요하게 사용될 연구 방법으로는 선율 분석적 방법과 연주법 분석적 방법이다.
형성과정 연구 전에는 김영재의 학습 및 예술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재
의 예술 활동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
까지의 연구 자료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13)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영재의 예술 활
동과 관련하여 추가 보완 하여 정리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형성과정 연구 이전의
더늠 구성 시기를 통해 산조 구성의 동기와 구성 작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

양금을 배웠고, 1915년에 김창규의 문하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익혔으며, 1923년에 한성준 문하에
서 춤과 장구를 학습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 평양에서 연주활동을 하면서 후배를 키웠다. 해방 후,
1948년부터 북한의 국립예술극장 고전악 연구소 연주자, 농민이동예술대 연주자, 국립무용단 단장으
로 활동했고, 1958년부터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기악 강좌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해금 교칙본
｣을 만들었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1957년 공훈배우가 되었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사전 하Ã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1), 1100쪽.
13) 김영재의 학습 및 예술 활동자료는 김영재의 자료제공과 인터뷰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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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형성과정 연구는 더늠구성의 시기와 함께 제1기 구성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제3기 구성 시기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선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1기의 악장구성과 장단 수, 중심음과 악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음악
적 특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후 제2기 구성 시기부터는 제1기에서 추가된 선율
과 악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음악적 특징들을 밝히겠으며, 제3기 구성 시기는 제2
기에서 추가된 선율과 악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더늠 구성의 시기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제1기 구성 시기 발표 이전인 1988년까지로 하겠다.14) 제1기 구성
시기는 더늠 구성의 시기 이후에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처음으로 발표한 1989년부터
발표한 선율을 정리하여 다시 음원으로 발매한 1992년까지를 제1기 구성 시기로
하겠다. 제2기 구성 시기는 제1기 구성 시기의 음원발매 이후, 1993년부터 악보집
김영재 해금창작곡집Ã을 발매한 1999년까지를 제2기 구성 시기로 하겠다. 제3기
구성 시기는 제2기 구성 시기의 악보집 발매 이후, 2000년부터

｢김영재류 해금산

조-긴산조-｣ 음반이 발매된 2008년까지를 제3기 구성 시기로 하겠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시기
시기

더늠 구성 시기

제1기 구성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제3기 구성 시기

연도

1967-1988

1989-1992

1993-1999

2000-2008

연주시간

10분

16분21초

약30분15)

63분45초

위의 시기별 연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되어야 할 전제들이 있다. 첫째, 음
고의 문제이다. 산조의 특성상 계면조가 선율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면조의 본청 음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처음 음반
으로 발매한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을 들어보면, 계면조 음고가 cʹ(라)를 본청으
로 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면조 음고 cʹ(라)를 본청으로
한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cʹ(라)를 기준으로 옥타브 위는

cʺ(라)로 표기하

고, 옥타브 아래는 c(라)로 표기하겠다. c(라) 아래의 음들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괄호 안에 계이름은 이동도법의 솔미제이션16)을 사용하도록
14) 더늠 구성의 시기는 김영재와 인터뷰를 통해 구성 정리하였다. 인터뷰 날짜는 2020년 9월24일과
10월20일 두 번에 걸쳐 “상설무대 우리소리극장”에서 진행되었다.
15) 제2기 구성 시기에서는 김영재가 직접 연주한 음원이 없어서 평균적인 연주시간을 기록하였다.
16) 솔미제이션(solmization)이란 악보의 시창을 용이하도록 음계의 각 음을 각각 다른 음절로 부르
는 창법이며, ‘도’를 “다”음으로 고정하는 고정도법과 음이름에는 상관없이 장음계의 으뜸음을 ‘도’로
부르는 이동도법의 2종류가 있다. 전통음악의 솔미제이션을 적용할 때는 다섯 음으로만 이루어진 5
음 음계의 생성원리에 따라 반드시 다섯 개의 용어 안에서 음정 관계를 나타내도록 사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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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둘째, 조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전통음악에서 ‘조’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
는데, 산조에서 ‘조’의 의미는 구성음(선법)과 시김새(성음)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심음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선율의 흐름과 그에 따
른 단락의 종지 선율을 구분 한 후, 그 중심 음을 ‘본청’이라 칭하고, 본청에 속해있
는 악조를 파악 하도록 하겠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사용된 조는 우조, 평조, 계면조이다. 산조에 쓰이는 조는
판소리의 영향으로 성음과 선법을 가리킨다. 그런데 동일한 용어에 다중적인 의미가
적용되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며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복잡한
논제로 남아있다.17)
산조에서 계면조는 미-솔-라-도·시-레의 음계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다
수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우조와 평조에 관하여는 아직도 밝혀야할 문제들이
있다. 한만영은

판소리의 羽調Ã에서 판소리의 우조 대목을 분석하여 황종궁 평조

(Sol-mode in e´-flat)와 중려궁 평조(Sol-mode in a´-flat)의 두 가지를 제시하
였다.18)
백대웅은 우조를 솔-라-도-레-미에 ‘도’로 종지하는 음 조직으로 보았고, 평
조는 레-미-솔-라-도 구성음에 ‘도’로 종지하는 음 조직으로 보았다.19) 그리고
이보형은 평조와 우조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학설을 주장하였다. 이보형은 평조는 솔
-라-도-레-미20) 이고, 우조는 라-도-레-미-솔21) 로 구성음을 보았다. 한편 김
우진은 거문고 산조의 분석을 통해 우조, 평조, 계면조의 선법적 특성을 구성음 안
에서 선율형과 핵음, 종지음으로 구분하였다.22) 그에 따르면 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Ã(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6), 37쪽
17) 임재원, “대금산조의 생성 및 전승과 확장”,(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4-19쪽.
18) 한만영,

한국음악연구Ã(서울: 한국국악학회, 1972), 제2집, 67-68쪽.

19) 백대웅,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Ã(서울: 어울림, 1995), 47쪽.

20) 평조는 옛날에 ‘시조목’이라 이르듯이 시조, 가곡의 계면조와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는 것이다.
민요의 토리로 말하자면 이른바 성주풀이 토리(남도경토리)와 같은 것이다. 자연태로 된 성주풀이토
리 선율에 나타나는 구성음이 솔-라-도-레-미 로 되고, 평균율에 비해 라, 레가 약간 낮고, 미가
약간 높은 점에서는 진경토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중요 음이 솔, 도, 레 로 4도+장2도 구조로 되고,
종지음이 do로 되고 시김새가 솔에서 떠는 목을 레에서 흘러내리는 목을 쓰고, 관용적인 선율은 솔도-레, 레-도-솔-도 로 된 점에서 진경토리와 다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이런 성주풀이토리(남도
경토리)를 판소리 및 산조에서는 옛날에 ‘시조목’이라 하였고 이를 평조라 이른 것은 근래 일이다.
21) 민요의 토리에서 찾아보면 이른바 반 경토리(한강수타령토리)와 같은 것이 우조에 가깝다. 자연
태로 된 반경토리의 음악적 특성은 경복궁 타령과 같은 민요에서 볼 수 있다. 구성음이 라-도-레미-솔 로 되었고, 라, 레, 미 로 4도+장2도 구조로 되었고, 종지음이 라 or 레 로 되었고, 시김새가
도에서 흘러내리는 목을 쓰고, 솔에서 떠는 목을 쓰고, 관용적인 선율은 라-레-미, 미-레-라 로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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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는 천천히 흘러내리고, 계면조는 빨리 꺾어 굵게 떠는 것으로 요성을 구분한다.
또한 분석 결과 우조와 계면조는 구성음이 다르지만 시김새가 유사하고 선율형(우
조는 핵음의 아래음을 보조음으로 사용하고, 계면조는 핵음의 보조음이 없다는 점)
이 다르며, 우조와 평조는 ‘솔-라-도-레-미’의 구성음과 선율형을 공유하지만 핵
음과 청이 다르다. 즉, 우조는 ‘라’와 ‘미’가 핵음이고 본청과 종지음은 ‘라’이다. 평
조는 ‘솔’과 ‘레’가 핵음이고, 이중 ‘솔’이 본청과 종지음이다.
위의 연구자들의 주장하는 바가 제 각각 이듯이 음악적 특성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다. 그리고 김영재류에서는 출현 음계의 선법적 요소와 더불어 연주자가 어떤 음
악적 해석을 담아서 연주하는지가 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이보형의 이론과 김우진의 이론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조의
본청을 중심으로 음계를 제시할 때는 본청을 처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보형과
김우진의 이론을 근거로 종합하여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자주 사용되는 조표를 중심
으로 악조를 제시하면,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김영재류 해금산조 우조. 평조. 계면조의 구성음과 표현

위 [악보 1]과 같은 선법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의 분석을 통하여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과 악조의 선율진행,
시김새의 표현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어떠한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영
재류 해금산조 성음의 배경과 그 성음을 담고 있는 형식미와 내용미에 관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법명인 우조· 평조· 계면조를 대분류로 하고, 이 외에 사용되
는 진우조, 평우조, 설명조, 호령조, 가곡성 우조, 경제, 경드름, 서도제, 메나리제,
메나리계면조, 드렁조, 엇청, 평계면조, 우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등의 용어들은
소분류 악조23)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즉, 우조. 평조. 계면조는 음계로서의
조로 분류를 하고, 각 조 별로 속해있는 악상으로서 조와 토리로서의 조, 그리고 주
22)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Ã(서울: 한국국악학회, 2017)제62집,

59-85쪽.
23) 전통음악에 있어서의 조 개념은 음계로서의 조, 악상기호로서의 조, 음위(key)로서의 조, 주관적
느낌으로서의 조, 토리로서의 조, 장르나 곡명으로서의 조, 장단 이름으로서의 조, 이상 일곱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39쪽.

전통음악개론Ã(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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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느낌으로서의 악조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조별로 악장을 분류하여 청의 사용에 따른 악조의 적용 및 변화에 관
하여 파악한 후, 각 시기의 청과 악조의 특징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 순으로 하고자 한다.
우조에 속한 악조는 진우조, 평우조, 설명조, 드렁조, 메나리제, 가곡성 우조이
다.
평조에 속한 악조는 경제, 경드름24), 서도제, 설명조이다.
계면조에 속한 악조는 메나리계면조, 엇청, 평계면조, 우계면조, 진계면조, 변계
면조이다. 각 조에 속한 악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악조
대분류

소분류

우조

진우조, 평우조, 설명조, 드렁조, 메나리제, 가곡성우조

평조

경제, 경드름, 서도제, 설명조

계면조

메나리 계면조, 엇청, 평계면조, 우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연주법 연구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만의 운궁법과 운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형성과정 연구를 통해 분석된 선율이 어떠한 연주법과 함께 살아있
는 유기체로 거듭나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늠 구성의 시기때부터 김
영재는 해금의 명인으로써 기교적 완성을 이룬 상태이다. 그러므로 각 시기별 연주
법의 차이점을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연주법 연구에서는 더늠 구성
의 시기부터 각각의 구성 시기 전반에 적용되어 김영재류 만의 독특한 연주법으로
자리 잡은 연주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위치별로 각각의 운지에 맞는 음들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
서 다른 운지로 파지 할 때가 있다. 이것을 ‘동일음 다른 운지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김영재류만의 연주법을 조명하고자 한다.
둘째, 운지이동 없이 동일한 운지를 사용하는 가운데 본청이 변화되는 ‘동일지
법에서의 변청 및 변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김영재의 예술활동
김영재의 예술 활동은 음악, 음반, 저서 및 논문, 수상경력 순서로 구분하여 서
술하고자 한다. 각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24) 경제와 경드름은 기본적으로 같은 악조이다. 그러나 김영재는 전승 중에 경제보다 경드름을 표현
할 때는 서도제가 가미된 적극적인 연주법을 강조하였기에 표현에서 오는 차이를 서술하기 위하여
구분하였다.
25) 김영재의 예술 활동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여 중요도 위주로 서술 한 후, 표는 부록으로 수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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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김영재(1947~현재)는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으며, 1960년대 서강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함께 김천흥에게 승무, 탈춤, 춘앵무, 처용무 등 무용을 학습하
였다. 그리고 1961년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이병우에게 정악 기초를 배웠으
며, 1962년부터 지영희에게 해금산조와 시나위, 그리고 대풍류와 줄풍류 등 민속악
전반적인 것을 학습하였다. 현악기로는 신쾌동에게 거문고산조와 풍류,

그리고 병

창을, 성금연에게 가야금을 학습하였다. 성악으로는 박초월에게 판소리를, 이창배에
게 민요를, 홍원기에게 가곡을 학습하였다.
1967년 한국국악예술중·고등학교 6년간의 과정을 졸업하고, 서라벌 예술대학교
음악과 작곡전공으로 진학하게 된다. 1971년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 졸업과 함께
국악예술학교 교사(1971~1983)로 후학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로 재직 중에
도 그의 배움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1977년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 진학하며 1980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1982년 제1회 김영재 국악작품 발표회를 하였고, 1983년에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 국악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김영재의 예술 활동은 전통을 보존 계승하는
공연과 작곡을 통한 창작활동, 그리고 교육자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
였다.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거문고산
조 공개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이 김영재의 예술활동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공연과 작곡을 통
한 창작 활동, 그리고 교육자이며 문화재로서 후학들을 지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
였다.

2) 음반
김영재는 1988년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발매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김영재
국악인생 40주년 기념음반 ｢몸짓. 소리. 농현. 여운｣을 발매하였으며, 2004년 거문
고산조 ｢거문고산조 전바탕｣을 발매하였다. 2007년 ｢김영재 국악인생 45주년 기념
음반: 김영재 거문고. 해금. 가야금 창작곡집 6｣ CD를 발매하였고, 2010년 ｢구음｣
과 ｢시나위｣를 녹음, 발매하였다. 2015년 ｢김영재 국악인생 55주년 기념음반: 거문
고 독주집｣에서 거문고산조. 병창곡집 2장을 녹음과 함께 2016년에 발매하였다.
이상과 같이 음반 작업에도 꾸준하게 활동하였으며, 연주자로서 해금과 거문고
그리고 작곡뿐만이 아닌, 철가야금과 시나위 등 다방면의 예술 활동을 음반에 담았
다.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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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서 및 논문
김영재는 악보집 발간을 통한 저서와 논문 및 학술지 활동도 부지런하게 하였
다. 김영재의 저서로는 1977년
집Ã을 출간하였다. 1999년
작곡집<중주곡>Ã,
다. 2007년

현금곡집Ã출간을 시작으로 1979년 가야금 병창곡

김영재 해금창작곡집Ã을 출간하였고, 2002년 김영재 창

김영재 거문고창작곡집Ã,

김영재 가야금창작곡집Ã을 출간하였

국악 창작곡집(김영재편)ⅠÃ을 출간하였고, 2011년

국악 창작곡집(김

영재편)ⅡÃ를 출간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예술 활동 속에서도 많은 저서와 논문을 학술지에 기고

하

였다. 특히 창작곡집을 통해 해금, 거문고, 가야금, 중주곡집, 관현악곡 등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서와 창작활동은 김영재의 음악적 정체성과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수상 경력
김영재의 수상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67년 난계예술제 기악부문 특상을 수상
하였고, 1973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1989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
상하였으며, 2002년 KBS국악대상 관악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부문을 수상하였고, 2011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임방울 국악상’
을 수상하였다. 2012년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하였고, 2015년 제22회 방일영 국악
상을 수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김영재의 예술세계를 예술 활동, 음반작업, 저서 및 논문, 수상경력
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인간
문화재로서 이수자와 전수자 양성을 통해 우리음악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로써도 후학을 양성하며, 왕
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Ⅱ.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연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드러난 세 시기 이전에 산조 구성의 동기와 구성 작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형성과정 연구에서는 더늠 구성의 시기, 제1기 구성 시기, 제2기 구
성 시기, 제3기 구성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해당되는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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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늠 구성의 시기(1967-1988)
김영재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
였으며, 서라벌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였다. 대학에서 지도교수인
김동진에게 작곡의 틀을 배우면서 ‘배웠던 선율만 반복해서 연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러한 조언은 김영재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에
서 배운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산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조 중간과 자진모리 후반부에 본인이 구성한 선율들을 접목
시켜 발표하였으며, 이 시기가 더늠 구성의 시기이다.

2. 제1기 구성 시기(1989-1992)
1989년 ｢KBS FM 명인전｣에 초대되어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
심으로 즉흥성을 가미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금산조’ 앞에 김영재 ‘엮음’
또는 ‘구성’이란 용어 대신 김영재 ‘류’로 명명하였으며, 1992년 선율을 정리하여 음
반을 발매하였다. 이 시기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1기 구성 시기(1989-1992)이
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기존 산조에 없는 악장인 엇모리와 단모리
의 추가된 악장 속에 엇청과 변계면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통의 틀 속에서 새
로운 악조인 드렁조와 서도제의 적용, 그리고 돌장의 활용을 통해 빈번한 청 이동으
로 본인만의 산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산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계면조
의 c(라)본청 외에도 e♭(라)청, f(라)청, d(라)청, b♭(라), a(라)청 등으로 본청을
확대함으로써, 산조에 다양한 본청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청 이동의 특징
에 있어서 진양조와 중모리는 c(라)본청 계면조를 사용하였고,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c(라)청, e♭(라)청, b♭(라)청, f(라)청, d(라)청, a(라)청 본청 계면조를 사용하였
으며,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a(라) 본청 계면조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틀을 벗
어난 것으로,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영향이 작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그리
고 중중모리에서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단모리에서 가야금산조의 선율을 수용함으로
써, 해금연주법의 지평을 넓혔으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유사선율에 있어서는 중모리의 선율이 중중모리에서 변
형된 선율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선율 진행구조가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본청이 동일한 가운데, 유사선율이 출현한 곳
은 중모리 제1～2장단과 중중모리 제1～4장단, 중모리 제5～7장단과 중중모리 제
8～10장단이다. 그리고 중모리 제9장단과 중중모리 제11장단에서 유사한 선율진행
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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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자진모리 제1～33장단과 단모리 제1～26장단에서 동
일한 청 진행을 보여주었으며, 선율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유사선율이 출현한 곳은
자진모리 제1～2장단과 단모리 제1～2장단, 자진모리 제3～7장단과 단모리 제3～7
장단, 자진모리 제14장단, 제16～17장단, 제19장단과 단모리 제8～11장단, 자진모
리 제20～24장단과 단모리 제12～16장단, 자진모리 제26장단과 단모리 제17장단에
서 유사한 선율이 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동일한 선율을 각각의 악장에서 그 장단
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산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
른 악기의 산조에 있는 선율을 차용하는 거나, 여타 장르의 선율을 산조에 수용하는
것은 산조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모리에 있는 선율이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선율을 구성하거나, 자진모리의 선율을 단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
주하는 것은 해금산조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의 산조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전통음악을 충실히 학습한 가운데 작곡의 형식미가 결합된 새로
운 산조구성 방식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진양조부터 단모리
에 이르기까지 여섯 악장에 출현하였으며, 출현횟수는 총 10회에 이른다. 총 10회
중 우조나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6회 사용되었으며,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 할 때는 4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
의 사용이 없었다. 그리고 돌장의 유형은 총 2개이며, 돌장 유형1은 돌장 장단에서
뒷 선율의 본청을 미리 적용하여 연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돌장 유형2는 돌장 선
율 끝 박에서 앞 선율의 본청을 퇴성하여 뒷 선율의 시김새가 되게 하는 연주방법
이다. 돌장은 변청이나 조의 변화에 따른 청의 이동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형식이다. 돌장의 사용은 청과 청, 그리고 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 해주며, 음
악적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른 산조에서는 돌장의 사용이 진양조에만 국한되어 1
회성에 지나지 않지만,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에서는 전 악장에 걸쳐 총 10회의
돌장이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제2기 구성 시기(1993-1999)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2기 구성 시기(이하 제2기)는 1992년 짧은 산조의 음반
을 발매한 이후, 1993년부터 악보집

김영재 해금창작곡집Ã을 발매한 1999년까지

이다.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선율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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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된 선율로 구분된다. 제1기에서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만 시도되었던 변계면
조가 전 악장으로 확대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악조인 메나리제와 우계면이 각각 중
모리와 자진모리에 적용되었다. 평조와 계면조에서 새로운 돌장 유형이 출현하는데,
기존의 돌장은 독립된 청과 악조가 사용되지 않았던 반면, 새로운 유형의 돌장은 독
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청과 변조를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운 유형
의 돌장을 사용함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선율(장단)의 중간에서 변청이 사용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변청은 ‘장단’ 단위의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제
2기 중모리 계면조에서는 장단 중간에 ‘6박’ 선율 단위로 변청이 이루어진 것이 특
이하다. 이상의 특징은 새로운 산조 형식의 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기에서 선율의 특징 중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
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진양조 앞부분과 중간부분에 추가된 우조 3장단과 평조 3장
단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장단으로써 제외한다면, 뒷부분에 추가
된 선율의 조의 진행은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하고, 중모리도 계면조-평
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한다. 그리고 자진모리는 계면조-우조-계면조 순서이다. 조
의 진행에서 진양조와 중모리는 동일하고, 자진모리는 평조부분에서 우조로 대체 되
었을 뿐, 유사한 조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제2기에서 선율의 특징 중 청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중중모리와 엇모리이며, 계
면조로만 구성 되어있다. 중중모리의 청 진행은 계면조에서 b♭(라)청-f(라)청-b
♭(라)청으로 청 진행을 하였고, 엇모리도 b♭(라)청-f(라)청-b♭(라)청으로 청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2기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선율에서 청 진행의 동일성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형식의 골격을 갖춘 가운데 전통적인 어법의 내용을 채워가는
구조이다.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이
상 4개의 악장에 출현하였으며, 출현 횟수는 총 5회이다. 총 5회 중 우조나 평조에
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이 총 2회 사용되었고,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 할
때는 총 3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 사용
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조에 돌장을 사용한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이고, 변청에 사용한 악장은 진
양조, 중모리, 엇모리이다. 제2기 돌장에 사용된 선율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된
다. 제2기에서 돌장 유형1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돌장 유형2는 돌장 장단 끝 박에서
앞장단의 본청을 유지하는 가운데 본청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조와 변청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양조,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3곳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
2기에서 새롭게 출현한 돌장 유형3은 돌장 자체로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및 연주법 연구 283

조와 변청을 진행하는 유형의 독특한 형태이다.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 변조
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
행되는 것이며, 산조형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돌장 유형3의 제시는
산조 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제3기 구성 시기(2000-2008)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3기 구성 시기(이하 제3기)는 1999년 악보집

김영재

해금창작곡집Ã을 발매한 이후, 2000년부터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음반을
발매한 2008년까지이다. 제3기에 이르러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산조가 완성되었
다.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2기의 선율과 형식적 특징들을 빈번한 악
조 이동과 함께 확장해 나가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우조에서는 제2기에 출현했던 드
렁조의 선율이 단모리를 제외한 전 악장에서 확대 사용되었으며, 진양조 우조 중간
에 계면조가 출현하여 ‘4박’ 선율 단위로 변조가 진행되었다. 제2기에서 제시되었던
장단 단위의 새로운 돌장유형이 평조와 계면조 전 악장에 확대 사용되었다. 평조에
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3개의 악장과, 계면조에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
리, 자진모리 4개의 악장에서 독립된 악조로 하나 또는 두개의 장단으로만 구성되어
다른 악조와 악조 사이에서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돌장의 역할을 통해
빈번한 악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돌장의 유형은 해금산조 악조간의
변조의 단위를 촘촘하게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자하는 형식미를 확대 시킨 것 이
라 할 수 있으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변조에 관한 연구에서 진양조는 6회, 중모리는 8회, 중중
모리는 7회, 자진모리는 4회, 단모리는 2회 이상 총 26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1기의 변조횟수는 총 17회이고, 제2기에서 추가된 선율의 변조는 총 4회이다. 제
1기와 제2기를 합하여도 제3기의 변조 횟수보다 적다. 따라서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변조의 횟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에 관한 연구에서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
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서 출현하였다. 특히 돌장유형3의 사용이
많았는데, 돌장유형3이 사용된 횟수는 진양조 2회, 중모리 2회, 중중모리 2회, 자진
모리 1회 총 4개의 악장에서 총 7회 사용되었으며, 엇모리와 단모리에는 사용이 없
었다. 우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평조와 계면조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평조
에서 사용된 것은 총 3회이고, 계면조에서 사용된 것은 총 4회이다. 새로운 유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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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장유형3의 제시는 제3기에서 4개의 악장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돌장 유
형의 사용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
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적 상수와 변수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산조
연주의 경계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은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Ⅲ. 연주법
김영재류 해금산조 중에서 대표적인 연주법을 서술하고자 하면, 동일 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 동일음 다른 운지법, 동일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 이상 세 가지 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위에 서술한 연주법 중 동일음 다른 운지법과 동일지법에서의
변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동일 음 다른 운지법
제2장단 제4박-제6박에서 동일음 다른 운지법이 출현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악보 2] 제1기 진양조 제2장단 동일 음 다른 운지법 위치

위 [악보 2]에서 출현음과 운지를 살펴보면, 제4박-제6박까지 cʹ(라)만 출현하
고 있으며, 원래 운지는 유현2지이다.
운지와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제4박 첫 음인 2소박 cʹ(라)를 유현2지로 파지한
후, +1소박 붙임줄로 진행하는 cʹ(라)를 유현1지로 눌러서 파지한다. 이후 제5박에
서 다시 원래의 운지인 유현2지로 cʹ(라)를 파지하며, 보통박+1소박 붙임줄로 진행
한다. 이러한 운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
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강조할 때 우조와 평조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운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강조할 때 우조와 평조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김
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악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게 수용
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주법이 출현한 악장은 비교적 여유 있는 진양조와 중모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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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현하며, 가장 빠른 악장에서의 출현은 제1기 엇모리이다. 따라서 동일 음 다른
운지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동일지법에서의 변조
제1기 단모리에서 동일지법에서의 변조가 출현하고 있다.

[악보 3] 제1기 단모리 제7-8장단 동일지법에서의 변조위치

위 [악보 3]에서 제7장단은 e(라) 본청 계면조이고, 제8장단 a(도) 본청 평조
이다. 두 본청 모두 유현1지는 e이다.
e(라)음 본청 계면조일 때와 a(도) 본청 평조일 때의 출현음과 운지기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라) 본청 계면조일 때 유현1지는 e(라) 본청, 유현2지
는 g(도)-f＃(시) 꺾는 음, 중현2지는 B(미) 떠는 음 등이다.
a(라) 본청 평조일 때 유현1지는 e(솔) 평조 농현, 유현3지는 a(도) 본청, 유현
4지는 b(레) 평조 농현이다. 이와 같이 두 본청 모두 e음을 유현1지로 동일하게 파
지하고 있으나 조의 변화에 따라 구성음계와 운지의 기능도 변하게 된다.
조의 변화에 따른 운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e(라) 본청 계면조에서 유현1지
는 e(라) 본청이지만, a(라) 본청 평조로 바뀌게 되면, 유현1지 e(솔)로 바뀌게 된
다. 그리고 음의 기능도 ‘본청’에서 ‘평조 농현’으로 전환된다.
음의 기능을 오선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4]와 같다.

[악보 4] 제1기 단모리 제7-8장단 동일지법에서의 변조 운지역할

e(라)음 본청 계

a(라)음 본청 평

면조

조

유현2지
유현1지 본청
중현2지
음

떠는

유현4지

꺾는
유현3지

음
유현1지

평조

평조

농현

본청

농현

이상과 같이 동일 지법에서의 연주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연주법 중에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금의 장점은 자유로운 운지이동을 통한 변조나 변청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그러한 장점을 운지이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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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지이동 없이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나 ‘청’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주법이며, 동일 지법에서 운지 역
할의 변화만으로 조의 변화를 진행하는 것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변조의 운지기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1기 단모리 제7-8장단 변조 운지법
줄

유현

중현

운지

음

1지 검지

e

2지 중지

g-f
＃

e(라)음 본청 계면조
표현방법

음계구성음

본청

라

꺾는 음

도-시

음
e

a(라)음 본청 계면조
표현방법

음계구성음

평조농현

솔

3지 약지

a

본청

도

4지 소지

b

평조농현

레

2지 중지

B

떠는 음

미

이상과 같이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연구에서는 동일음 다른 운지법, 그리고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음 다른 운지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동일음 다른 운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
며, 우조와 평조에서 강조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연주법은 현악기의 산조에서 출현
하는 주법이며,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
용한 것이다. 그리고 현악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게
수용된 부분도 있다.
둘째,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동일 지법에
서의 변조 및 변청 연주법은 김영재류 연주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금의
장점은 자유로운 운지이동을 통한 변조나 변청이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도 그러한 장점을 운지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지이동 없이
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나 ‘청’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주법이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 악장에
서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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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김영재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
였으며, 서라벌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였다. 대학에서 지도교수인
김동진의 권유로 산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20년간의 더
늠 구성의 시기를 거쳐 본인만의 산조를 구성하게 되었다. 더늠 구성의 시기 이후,
1989년 ｢KBS FM 명인전｣에서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심으로 즉흥
성을 가미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해금산조’ 앞에 김영재 ‘엮음’ 또는 ‘구성’이란 용
어 대신 김영재 ‘류’로 명명하였으며, 1992년 선율을 정리하여 음반을 발매하였다.
이 시기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1기 구성 시기(1989-1992)이다. 그리고 1992년
짧은 산조의 음반을 발매한 이후, 1999년에

김영재 해금창작곡집Ã을 발매하게 되

는데, 이 시기가 제2기 구성 시기(1993-1999)이다. 마지막으로 악보집 발매 이후
부터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음반이 발매된 2008년까지가 제3기 구성 시기
(2000-2008)이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 과정 연구에서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기존 산조에 없던 악장인 엇모리와 단모리
의 추가된 악장 속에 엇청과 변계면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통의 틀 속에서 새
로운 악조인 드렁조와 서도제의 적용, 그리고 돌장의 활용을 통해 빈번한 청 이동으
로 본인만의 산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산조의 고정관념인 진양조에서 제시한
계면조 c(라)본청을 벗어난 e(라)청, dʹ(라)청, b♭(라), a(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함
으로써, 다양한 산조 본청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에서 거문고산조
선율과 단모리에서 가야금산조 선율의 수용은 해금연주법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제
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선율과 새롭
게 구성된 선율로 구분된다. 제1기에서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만 시도되었던 변계면
조가 전 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악조인 메나리제와 우계면이 각각

중모리

와 자진모리에 적용되었다. 평조와 계면조에서 새로운 돌장 유형이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돌장은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청과 변조를 진행하는 특징
을 갖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돌장을 사용함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
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변청의 단위
에서도 기존의 변청은 ‘장단’ 단위의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제2기 중모리
계면조에서는 장단의 중간에 ‘박’ 단위 중심으로 변청이 이루어진 것이 특이하다. 이
것은 새로운 산조 형식의 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
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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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2기의 선율과 형식적 특징들을 빈번한 조
이동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우조에서는 제2기에 출현했던 드렁
조의 선율이 단모리를 제외한 전 악장에서 사용되었으며, 우조 중간에 계면조가 출
현하여 ‘박’ 단위의 변조가 진행되었다. 제2기에서 제시되었던 장단 단위의 새로운
돌장유형이 평조와 계면조에 확대되어 출현하였으며, 평조에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
중모리 3개의 악장과 계면조에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4개의 악장
에서 출현하였다. 새로운 돌장의 유형은 독립된 악조로 하나 또는 두개의 장단으로
만 구성되어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확대를 통해 빈번한
악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금산조에서 악조간의 변조단위를 촘촘하
게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자하는 형식미를 확대 시킨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음 다른 운지법에 관하여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우조와 평조에서 강조할 때 음악적 효과를 높여
준다. 그리고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용
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악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게
수용된 부분도 있다.
둘째,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에 관한 연주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금의 장점은 자유로운 운지이동을 통한 변조이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운지이동을 통해서 그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지이동 없이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
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주법이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
까지 전 악장에서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 연구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3기의 형성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고, 해금 연주의 다양한
가능성을 산조에 접목하여 왔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우직하고 멋스러우며, 화사하
면서도 깊은 한이 스며있는 남도 성음을 가지고 있다. 김영재의 산조는 기존의 틀을
수용한 가운데 새로움을 추구한 산조이다. 면면히 살펴보면 전통 영역의 경계를 넘
어선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의 넘어섬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산조 속
에 그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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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산조 다스름 연구
김민채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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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다스름은 본 곡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주하는 전주곡 역할1)을 하는 짧은 곡조
로, 정악 다스름과 산조 다스름이 있다. 이 중 산조 다스름은 장단 반주가 없이 연
주하며, 연주자가 임의로 변통하여 연주할 수 있다.2)
다스름은 16세기 무렵에 이미 존재3)하였으며, 명칭은 조음, 치음, 다사림 등으
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다스름’으로 사용된다. 명칭은 다른 단어 같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모두 ‘음을 고른다’, ‘음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1) 가곡의 우조 다스름과 계면 다스름은 각각 우조 초수대엽과 계면 초수대엽을 노래하기 전에 연주
하기 때문에 전주곡의 역할로 볼 수 있다.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부르는 단가의 기능도 다스름이라
할 수 있다.
2) 이재숙, 가야금산조 성금연류Ã(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8.
3) 1572년에 편찬된

금합자보Ã에 다스름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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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는 19세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락을 구성한 사람의 이름을 넣
어 ‘○○○류(流)’라는 형태4)로 전승되고 있다.5) 오늘날 각 유파의 가야금산조를
시작할 때 다스름을 연주하지만, ‘짧은 산조’를 연주할 때에는 다스름을 연주하지 않
고, ‘긴 산조’를 연주할 때에는 다스름을 포함하여 연주한다. 그러나 ‘긴 산조’라 하
더라도 모든 유파가 다스름을 연주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전승되는 가야금산조에는 명인 자신이 다스름을 완성하여 전 바탕(긴 산
조)을 연주한 유파(流派)도 있으나,6) 제자들이 스승의 사후에 스승이 남긴 다스름
가락을 찾아 긴 산조의 도입부에 붙인 유파도7) 있다. 따라서 작고한 지 오래된 명
인의 유파이거나, 최근에 작고한 명인의 경우에도 다스름이 없는 경우가 있다. 현재
전하는 가야금산조 중 다스름이 있는 유파는 12개이다.
현악기인 가야금에서 다스름은 본 곡을 연주하기 전에 전체 음악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음악적 표현 가능성을 알아보고, 악기의 음이 잘 조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곡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이 본 곡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스름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다스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다스름을 포함하여 연주할 때 연주자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아우르며 연주에 몰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다스름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80년 가곡 다스름에 관한 연구8)로, 이후 산조
의 다스름 연구, 고악보에 수록된 다스름 연구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산조 분야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그간 이루어진 가야금산조 다스름을 다룬 연구는 총 7편으로 8유파의 다스름을
분석한 논문이 한 편 있고, 4 또는 5 유파를 분석한 논문이 2편 있다. 이들 3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은 특정 유파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가야금 다스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형식구조에 대한 연구와 선율 관
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분석 대상의 악곡은 가야금산조 전체를 아우르
지 못하고 일부 유파 국한되어 다룬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12개
유파 중 10개 유파를 다루었지만, 최옥삼류와 김죽파류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비록
4) 강영애, ｢한·일 유파의 비교 연구｣, 한국음악연구Ã(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제31집, pp.475-497.
5) 이지언,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구-김종기류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1.
6) 명인이 다스름을 짜고, 본인의 긴 산조에 붙여 연주한 예로 김죽파류와 성금연류를 들 수 있다.
7) 제자의 학습으로 전승된 가야금산조 다스름은 강태홍류와 최옥삼류를 들 수 있다.
8) 김남순, ｢羽調다스름에 關한 硏究｣(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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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 강태홍류, 성금연류, 안기옥류, 서공철류, 정달영류, 김종기류, 신관용류
등을 다룬 경우에도 다스름과 진양조 악장 관계를 살피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처럼 지금까지의 산조 다스름 관련 연구는 단일 유파의 다스름에 국한되거나, 혹은
여러 유파 사이에서도 진양조 중심으로 살핀 까닭에 다스름에 쓰인 다양한 악조를
분석하지 못하고 단지 우조 만을 다룬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가야금산조 다스
름의 성격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야금산조 다스름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특정 유파에 국한되지 않고, 12개의 유파를 종합
적으로 다루면서 다스름과 본 산조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스름이 있는 산조 12개 유파의 모든 장단과 다스름의
선율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가야금산조 다스름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는 가야금산조 총 19개 유파 중에서 다스름이 있는 12개 유파의 가야
금산조로 한정한다.9) 다스름이 있는 가야금산조는 강태홍류, 안기옥류, 김종기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신관용류, 서공철류, 김죽파류, 정달영류, 성금연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로 총 12종이다. 이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인 다스름을 각 유파의 명인들이 직접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분석함으로
써 명인들의 선율 창작 방법을 구명(究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야금산조 다스름 연구에 사용할 각 유파의 산조의 악보와 음원은 다음과 같
다.
[표 1] 분석대상 유파별 악보 및 음원

가야금산조

악보

강태홍류
최옥삼류
성금연류

음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

김죽파류
안기옥류

양승희의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

없음

김종기류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김병호류

금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곡집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신관용류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정창관 국악녹음집(1) 강순영의 국악세계

서공철류

서공철 가야금산조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9) 다스름이 없는 유파는 심상건류, 김윤덕류, 박상근류, 신쾌동류, 심재덕류, 이일선류, 한수동류이다.
심상건류 다스름은 서원숙(단국대 명예교수)이 새롭게 창작하여 연주하고 있으며, 전승자가 구성한
다스름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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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영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산조·병창

없음

가야금산조(정남희제 황병기류)

황병기 가야금산조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산조

유대봉류 백인영의 가야금산조

본 논문에서는 다스름의 성격 고찰을 위하여 가야금산조 12개의 유파를 대상으
로 다스름과 본 산조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제Ⅱ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우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에 대한 악조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Ⅲ장의 연구에 사용할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에서 내린 우
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에 관한 정의를 기준삼아 각 유파의 가야금산조 다스름의
악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 장에서 사용될 다스름의 악보는
소단락이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나눈 것으로 음악적 기능은 갖지 않는다.
그렇기에 악조를 설명하기 위해 연주자들의 음원을 듣고, 호흡점10)을 표기하여 설
명할 것이다.
다스름은 무장단으로 연주하며, 연주자의 호흡에 따라 연주하는 음악이다. 따라
서 악보에 표기된 4분음표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간으로 연주하는 것은 아니다. 다
스름이 짧은 경우에 1분이 채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어 대략적인 연주 속도를 산출
하여 단락별로 제시하겠다. 다스름의 1단락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소요시간
을 1분과 비교하여 배율을 정하고, 해당 단락의 음표를 4분음표 기준으로 산출한
후 배율의 수를 곱해서 다스름의 속도를 찾을 것이다. 이 때 다스름의 늘임표는 기
보된 음표의 2~3배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다스름의 어느 단락의 박수가 7.5박이
고, 소요시간이 4초일 때, 60÷4=15(배), 7.5(박)×15(배)=112.5(≒112)이 된다.
즉, 다스름의 빠르기는 MM.≒112박이 된다.11)
10) 숨자리는 관악기 연주에서 주로 사용되며, 악보에는 프레이즈(phrase) 또는 숨표로 표시된다. 현
악기인 가야금에는 이러한 숨자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지만, 연주자들은 선율의 흐름에 따라 단락
을 맺는 곳, 선율이 끊어지는 곳 등을 가려내어 연주한다. 특히 무장단 음악인 다스름의 연주에는 숨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성악과 기악 분야의 연구에서는 호흡선 또는 호흡점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김태희, ｢成昌順의 <沈淸歌> 硏究-소리 표현방식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송세영, ｢호흡과 움직임에 의한 사물놀이 삼도풍물 분석 연구｣(강원: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재익, ｢靈山會相 中 上靈山의 大笒 호흡점 및 旋律 比較 연구
-<죽헌> 김기수와 <녹성> 김성진에 基하여-｣(경기: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고민정, ｢
영산회상 가야금 호흡에 관한 연구-상령산·중령산 중심으로-｣(서울: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조위현, ｢가곡 해금반주의 강약표현에 관한 연구-평조 소용이에 기하여-｣(부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11) 다스름의 소요시간을 ㉮로, 1분당 다스름 소요시간 비율 ㉯(배)로，4분 음표 기준의 박 수를 ㉰
로, 다스름의 빠르기를 ㉱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 수 있다.
60초÷㉮=㉯(배)，4분음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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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에서는 다스름과 본 산조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의 소항목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다스름과 본 산조의 선율 비교를 위하여, 먼저 다스름
의 단락을 구획할 것인데, 단락 구획의 기준은 종지음 또는 선율의 흐름으로 설정하
고12), 단락은 필요에 따라 다시 ‘소단락’13)으로 세분하겠다.14)
둘째, 위와 같이 구분된 다스름 (소)단락의 선율이 본 산조 중 어느 장단15)의
선율을 모태로 하였는지를 찾을 것이다. 이 작업은 진양조뿐만 아니라 중모리, 중중
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그리고 무장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조
선율을 비교 대상으로 하겠다. 이어 찾은 선율들의 비교 악보를 각각 제시하고, 다
스름과 본 곡의 관계를 선율선의 ‘동일’, ‘유사’, ‘변형’ 등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하여 다스름이 본 산조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본 산조 선율의 각 음이 어떻게 다스름 선율의 음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
할 것이다. 즉, 명인들이 본 산조의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 선율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계로, ‘음 추가’, ‘음 생략’, ‘시가 확대’, ‘시가 축소’16) 등의 방법으로 나
타내며, 다스름을 만든 방법은 여러 도형으로17) 구분하여 표기하겠다.
본 연구에서 채보(출판)된 악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녹음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재 채보한 악보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오선보 표기법은 실제 가야금 연주자들이 다수 활용하는 높은음자리표로 모두
통일하고, 가야금 조현법은 실제 음정이 아닌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가야금산조의 악
보 표기 방법18)을 사용하겠다. 음명은 영국식19)으로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에
Apostrophe를 사용한 옥타브를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조현표와 음명, 실음
12) 대부분 다스름은 무장단의 음악이므로 장의 구분이나 단락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으
로 단락을 구분한다. 다스름의 대부분이 우조이기 때문에 단락의 끝나는 음이 완결종지를 위해 ‘g’음
(가야금의 2번째, 6번째, 11번째 줄을 조현하는 음) 또는 ‘a’음(가야금의 3번째, 7번째, 12번째 줄을
조현하는 음)으로 끝나는 부분을 한 단락의 종지로 보고 구분한다. 한 단락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소단락으로 나누고, 1-1단락, 1-2단락 등과 같이 표기할 것이다. 이는 다스름과 본산조를 비교할
때 선율의 비교·분석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김해숙이 채보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은 14개의 소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
구자가 연구 대상 음원과 달라서 참고하지 못하였다. 김해숙,

가야금산조(산조악보집 제1권)Ã(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9), p.18.
14) 소단락의 구분은 때때로 명인들이 다스름 선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 산조의 선율 중 일부를
발췌하거나 본 산조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선율을 창작해서 넣는 혼합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
를 위해 편의상 필요하다.
15) 이 논문에서 ○○○ 장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여타 연구에서 사용하는 ‘악장’
의 의미이며, 연주자들이 ‘중모리 장단부터 연주하라.’는 말을 관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중
모리장단’이 장구 장단을 가리키는 것과의 구분을 위해 ‘중모리’와 ‘장단’을 띄어쓰기로 사용한다.
16) 용어의 개념은 <표 2> ‘용어 정의’에 제시될 것이다.
17) 연구에 사용된 도형은 본 연구 p.12에 설명된다.
18)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야금산조의 악보 표기 방법은 실음보다 완전5도 높은 음이다.
19) 이성천,

음악 통론과 그 실습Ã(서울: 음악예술사, 197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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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례 1]과 같다.

[보례 1] 산조 가야금의 조율에 대한 오선보 표기방법

음형은 실선으로 음과 음 사이를 이어 [보례 2]와 같이 표기하였으며, 음 진행
은 음형들 아래 부분에 화살표로 [보례 3]과 같이 표기할 것이다.
[보례 2] 음형

[보례 3] 음진행

Ⅱ. 가야금산조의 악조개관 및 개념
가야금산조에 사용되는 악조는 우조, 평조, 계면조, 웃청 계면조, 강산제, 평조
강산제, 경드름(경조), 드렁조 등이 있다. 그러나 다스름에는 이렇게 다양한 악조가
쓰이지 않고, 우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 등 일부만 쓰인다. 본 장에서는 다스름에
서 사용되는 조로 우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만을 서술한다.
산조의 악조에 관한 연구는 1967년 시작하여 최근까지 약 50여년의 기간 동
안20)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의 대상 악곡과 분석 방법이
일정하지 않다. 본 장에서는 조에 관한 용어와 내용 등 국악 관련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조의 근거를 제시한다.
제Ⅱ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에 사용되는 악조는 우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가 있다. 악조의 음계를 현재 사용되는 ‘산조 기보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산조의 악조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67년에 발표된 김정자의 석사학위 논문 ｢가야금산조의 우
조와 계면조」이며, 이 논문은 『이혜구박사송수기념 음악학논총』(한국국악학회, 1969)에 재수록
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2017년에 발표된 김우진의 논문 ｢거문고산조의 우조·평조·계면조｣이다. 50여
년의 기간 중 김정자, 이재숙, 이진원, 김우진은 산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한만영, 백대
웅, 이보형, 김혜정은 판소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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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의 구성음은 d, e, g, a(종지음), c'음이다. 평조의 구성음은 d, e, g(종지
음), a, c'음이다. 평조의 구성음은 우조의 구성음과 같으나, 종지음이 다르다. 평우
조의 구성음은 d, e, g(종지음), a, b음이다. 평우조의 구성음은 제5음에서 평조와
다르며, 종지음은 평조와 같다. 계면조의 구성음은 d, f, g(종지음), a, c'음이다. 각
악조의 구성음과 종지음을 악보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에 보는 바와 같다.
[표 3] 악조 구성음과 종지음
현
악조

제4현

제5현

제6현

제7현

제8현

우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

Ⅲ. 다스름의 악조 활용
가야금산조 12유파의 다스름에 활용된 우조, 평조, 평우조, 계면조의 구성음(종
지음), 음형, 음진행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의 구성음은 산조 기보법
에 따라 d, e, g, a(종지음), c'음으로 규정된다. 이를 12유파의 다스름 중 우조의
구성음과 비교해 보면, 11유파(강태홍류, 안기옥류, 김종기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신관용류, 서공철류, 김죽파류, 성금연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는
d, e, g, a(종지음), c'의 구성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달영류만 c'음을 제외한 d, e,
g, a(종지음) 4음을 사용한다. 또한, 우조의 특징인 e'-d'-e' 음형이 모든 산조에서
사용되며, a-g-a 음형은 최옥삼류, 정달영류, 정남희제 황병기류에서 사용되고,
d'-c'-d' 음형은 정남희제 황병기류에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우조 다스름임에도 평
조의 음형인 d'-e'-d' 음형과, g-a-g 음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d'-e'-d' 음형은
김병호류와 황병기류에서, g-a-g 음형은 김병호류에 사용된다.
우조에서 특징적인 음 진행인 a→c'→e'의 상행과 e'→c'→a의 하행, g→a의 하행
진행이 나타난다. a→c'→e'의 상행진행은 강태홍류, 안기옥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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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용류, 서공철류, 성금연류에서 사용되고, e'→c'→a의 하행진행21)은 김종기류,
김죽파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에서 사용된다. g→a의 2도 진행은
강태홍류에서만 사용된다.
우조 다스름에서도 계면조의 흔적이 남은 음진행을 볼 수 있는데, e'→b→a(e→
B→A)음 진행이다. b(B)음을 꺾어서 연주하거나 높은 음에서 앞퇴성하여 b음을 연
주하는 경우는 계면조의 꺾어서 연주하는 음의 기능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앞 장에서 정리한 평조의 구성음은 산조 기보법에 따라 d, e, g(종지음), a,
c'(b)음이다. 이를 서공철류, 김죽파류, 성금연류 3개 유파의 출현음 및 구성음과 비
교하면, 김죽파류에는 b음이, 성금연류에는 e음이 사용되지 않으며, 서공철류에는 c'
음이 사용된다. 또한, 평조의 특징인 d'-e'-d' 음형은 김죽파류에서, a-c'-a 음형은
성금연류에서 사용된다. 우조의 a-g-a 음형이 성금연류 평조에 사용된다.
평우조의 구성음은 산조 기보법에 따라 d, e, g(종지음),

∧

a, b음이다. 정남희제

황병기류 다스름 중에서 평우조를 분석한 결과, d, e, g, a, b 5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평우조 다스름에는 우조의 음형과 평조의 음형이 모두 나타나는데, 사용된 우
조의 음형은 a-g-a, d'-c'-d'이고, 사용된 평조의 음형은 d-e-d, a-b-a이다.
계면조의 구성음은 산조 기보법에 따라 d, f, g(종지음),

∧

a, c' 5음이다. 이를

다스름에 중에서 계면조와 비교한 결과, f음을 제외한 d, g, a, c' 4음이 사용된다.
다스름 중 계면조가 포함된 유파는 유대봉제 백인영류가 유일하다.
다스름의 종지형은 악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우조 단락에서는 a-g
의 2도 하행 종지형(평조청 종지)이 모든 산조에서 사용된다. 기본형인 a-g의 종지
형(평조청 종지)이 a-(b)-g, a-g-G-g, a-(c')-g-G-g 등의 종지형(평조청 종
지)과 같이 변화된 종지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밖에, d-g의 4도 상행 종지형
(평조청 종지), E-A의 종지형, A-d-g의 종지형(평조청 종지)이 사용된다. d-g의
종지형(평조청 종지)이 사용된 산조에는 안기옥류, 최옥삼류, 김병호류가 있고,
E-A의 종지형이 사용된 산조에는 정남희제 황병기류가 있다. A-d-g의 종지형(평
조청 종지)이 사용된 산조에는 김종기류와 서공철류가 있다. 우조 단락의 종지형은
평조의 종지형과 같은데, 그 이유는 우조 부분 선율이 종지할 때 평조청 종지를 사
용하기 때문이다.
평조의 종지형에는 d-g의 4도 상행 종지형과 a-g의 2도 하행 종지형, g-g의
동음 반복 종지형이 사용된다. d-g의 종지형이 사용된 산조는 김죽파류이고, a-g의
종지형이 사용된 산조는 성금연류, g-g의 동음 반복 종지형이 사용된 산조는 서공
철류가 있다.
평우조에서는 d-g의 4도 상행 종지형이 사용되는데, 정남희제 황병기류가 평우
21) e'-c'(장3도)와 c'-a(단3도)의 상행진행과 하행진행은 우조의 음 진행의 특징으로 앞에서 살펴
본 김정자, 이재숙, 김우진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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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다스름에서 이 종지형을 사용한다.
계면조의 종지형으로는 D-G의 4도 상행 종지형과 (B♭)A-G의 2도 하행 종지
형이 사용된다. 유대봉제 백인영류의 계면조 다스름에서 사용된 이 종지형은 대부분
D-G의 종지형이지만 A-G의 종지형도 부수적으로 사용된다.
우조와 평조, 평우조의 기본 종지형은 a-g와 d-g로 볼 수 있다. 우조, 평조, 평
우조의 종지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조와 평조, 평우조, 계면조는 같은 청
으로 종지하기 때문이다. 우조의 청은 다른 3악조와 청이 다른데, 같은 청으로 종지
하는 것은 우조 단락의 앞부분은 우조로 시작하고, 뒷부분은 평조로 끝나는 구조이
다. 다스름의 악조별로 활용된 종지형을 [표 4]에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4] 다스름에 활용된 악조별 종지형
악조
종지형

우조
a-g, d-g, E-A, g-g

종지형

a-(b)-g-G, a-g-G-g,
A-d-g

기본형

평조

평우조

a-g, d-g, E-A,

a-g, d-g,

g-g, a-(b)-g-G

E-A, g-g

a-g 종지형

계면조
D-G, A-G
D-G 종지형

이상 제Ⅲ장에서 가야금산조 12유파의 다스름에 활용된 악조를 고찰한 결과, 다
스름의 대부분은 우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조· 평우조·계면조가 포함된 유파는 5
유파뿐이며, 이들 3개의 악조가 다스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또
한 우조는 a음이 청임에도 불구하고, 단락의 종지는 예외 없이 평조청(=계면청)인
g음으로 종지하였다.
가야금산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악조는 우조와 평조, 평우조, 계면조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가야금산조 전체에서 계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스름이 우조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스름(調音)
은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손도 풀 겸 그 악기의 성질을 다스려 보는 구실도 있거니
와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그 음악의 분위기 속에
먼저 휩쓸려 들어가기 위하여 …”(장사훈, 1963)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즉,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은 ‘그 음악의 분위기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본 산
조를 시작하기 위한 악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스름의 대부분이 우조인
이유는 가야금산조가 우조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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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스름의 장단과 선율 활용
제Ⅳ장에서는 기존에 연주되는 가야금산조 중 총 12개 유파(강태홍류, 안기옥
류, 김종기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신관용류, 서공철류, 김죽파류, 정달영류, 성금연
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의 본 곡 선율을 다스름 선율로 활용된
양상을 살펴본다. 본 곡의 장단 순에 따라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선율
을 활용한 양상을 살펴보며, 이어서 복합장단의 선율을 활용한 양상을 살펴본다.
가야금산조 12개 유파의 명인들이 자신의 다스름 선율을 만들 때, 본산조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였으며, 새로운 선율을 짜 넣기도 하였다. 진양조 장단의 선율을 활용
하여 다스름의 한 단락을 만든 유파는 안기옥류, 김종기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신
관용류, 서공철류, 정달영류, 성금연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 이상
10개 유파이고, 중모리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을 만든 유파는 김죽파류와
유대봉제 백인영류 이상 2개 유파이다. 자진모리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을
만든 유파는 강태홍류 1개 유파이고, 휘모리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의 한
단락을 만든 유파는 최옥삼류와 서공철류 2개 유파이다.
또, 둘 이상의 장단 선율을 혼용하기도 하였는데, 강태홍류는 진양조 장단과 자
진모리 장단의 2종 선율을 활용하거나, 진양조 장단과 중모리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
여 다스름의 한 단락을 만들었다. 김종기류는 진양조 장단과 휘모리 장단의 2종 선
율을 활용하였고, 김죽파류는 중모리 장단과 진양조 장단의 2종 선율을, 또 중모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의 4종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
의 한 단락을 만들었다. 성금연류는 진양조 장단과 굿거리 장단의 2종 선율을, 휘모
리 장단과 중모리 장단, 굿거리 장단의 3종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의 한 단락을 만
들었다. 유대봉제 백인영류는 중중모리 장단과 중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휘모리
장단의 4종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의 한 단락을 만들었다.
즉, 명인들은 본 산조 각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여 다스름을 만들었는데,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단일 장단의 선율만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두 장단 이상 네 장단
의 선율을 활용(복합)하여 다스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본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선율만으로 단락을 구성한 7유파는 안기옥류 강태홍류, 김병호류, 서
공철류, 정달영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유대봉제 백인영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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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스름에 활용된 장단별 단락(수)
장단
유파(단락)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강태홍류(3)

1

안기옥류(3)

2

김종기류(3)

2

최옥삼류(4)

3

김병호류(3)

2

신관용류(1)

1

서공철류(5)

2

김죽파류(4)
4

성금연류(3)

1

황병기류(5)
유대봉제
백인영류(7)
소계(45)

복합
2

1

복합 내용
진+자
진+자+중②
진+휘

1

1
2

정달영류(4)

정남희제

휘모리

2

2

중+진
중+자+중+중중
진+굿
휘+중+굿

5
2

2

24

4

1
1

2

중중+중+자+휘

8

본 곡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은 추가, 생략, 변형, 확대(반복), 축소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또, 본 곡 장단의 원 선율에 쓰인 악조와 기본청(g)을 다스름에
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강태홍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본음(d)
을 장식음으로 변형하고, 장식음(g)을 본음으로 변형하며, 장식음(e, a, b)을 추가
또는 생략하기도 하였다. 또, 음(e, g, a, b)을 추가하거나, 시가를 축소(c, d, e) 또
는 확대(c, d, e, g, a)하기, 음(e)을 반복하기, 추성(a)을 생략하는 방법 등이 사용
되었다. 진양조 선율은 빠르게 변화시키고, 시가를 확대한 부분의 선율은 느리게 변
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안기옥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옥타브
아래음 추가(e), 장식음 추가(e) 또는 생략(b), 시가 확대(e, g, b) 또는 축소(e, g,
b), 앞퇴성 추가(g) 또는 생략(g, b), 하행선율을 퇴성 또는 상퇴성(b)으로 바꾸기,
소박 나누기(e), 보조선율형을 전성 주법으로 변화, 강약 위치 바꾸기, 음 추가(b,
a), 시가 확대(g) 또는 축소(b, a), 장식음 시가 확대(a), 단락의 종지에 옥타브 아
래 음 추가(g)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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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본음을
장식음(e)으로 변형, 장식음을 추가(d, e) 또는 생략(g, d), 시가를 확대(e, g, a, c)
또는 축소(e, g, b), 음형 생략(e-d-e→e), 선율 단순화(b-f♯→b, f♯/c-d→c) 음
추가(e)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
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휘모리 무장단 선율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
을 구성하였다.
최옥삼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장식음
추가(e) 또는 장식음 생략(e, b, d, a), 시가 확대(a, b, g, e, d) 또는 시가 축소(e,
d, g, a), 음 추가(b, e, g, f, d, a), 장식음으로 본음으로 변형(e, a, b), 앞추성 추
가(g, e), 퇴성 추가(f), 퇴성 생략(g), 선율 단순화(e-g→g/g-f→g/a-b→b/g-f→
g), 음의 반복 연주(g), 앞퇴성 추가(e')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
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휘모리 선율을 연주속도를
비슷하거나 느리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김병호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시가 확
대(c, d, e, a), 시가 축소(d, e, a), 본음으로 변형(a), 선율 단순화(a), 앞 추성 추
가(a) 장식음 변형(d, a), 우조성 단순(d-e) 또는 우조성 확장, 퇴성 추가(c, a),
음 추가(e), 장식음 추가(g) 또는 장식음 생략(g), 음형 단순 변형(d) 등의 방법으
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게 변화시
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신관용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중간에 선율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었
다. 그 밖에 퇴성으로 변형(c), 퇴성 추가(e), 시가 확대(c, e, a) 또는 시가 축소(e,
g), 추성 추가(e), 음 추가(e, a), 우조성 축소(e-d-e), 장식음 축소(g), 장식음 생
략(g)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
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서공철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중간에 선율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었
다. 그 밖에 시가 확대(e, g, a) 또는 시가 축소(e, g, b), 앞추성 추가(g), 음 추가
(g), 선율 추가(단락 중간), 우조성을 확대, 장식음 변형(b), 장식음 생략(g, b) 또
는 장식음 추가(a), 음형 단순(e-g), 주법 단순화(종지 사용 e-g→g) 등의 방법으
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게 변화시
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가야금 산조 다스름 연구 303

김죽파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 그리고 중간에 선율의 연결을 위
해 사용되었다. 그 밖에 장식음 추가(d, g, a) 또는 생략(d), 하행선율을 퇴성(g'-f'
→ f'), 시가 확대(d, e, g, a, b) 또는 축소(c, e, g, a, b), 추성을 선율로 변형
(g-a), 퇴성을 2도 하행선율(g'→g'-f')로, 앞추성 생략(b'), 퇴성 생략(g'), 음 추가
(d, e, g, a, b), 음형 생략(e'-d'-e'→e'), 장식음을 본음으로 변형(e', g'), 장식음
으로 변형(e', d), 음을 우조성(e'-d'-e')으로 변형, 음의 반복 연주(a)-우조 청, 옥
타브 아래음 추가(g), 선율 단순화(e-g→g), 장식음 변경(a→g/d→a), 본음을 장식
음으로 변형(e), 앞 추성 추가(e'), 음 변형(a→a-g), 선율 변형(d→d-e), 선율 변
화(d-g→d-e-d), 퇴성 추가(a), 선율을 농음으로 변형, 음형 변화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비슷하거나 느리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정달영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옥타브
내림(e), 우조성 단순(e'), 우조성으로 변형(e-d-e), 앞추성 추가(e), 음 추가(b)
또는 생략(d'), 음 반복(g), 장식음 추가(b) 또는 변형(g), 시가 확대(e, g) 또는 시
가 축소(e, g)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음 추가와 시가 확대는 호흡선과 단락
의 끝에 사용된다. 진양조 선율의 시가 확대 길이가 크지 않고, 진양조의 선율형이
다스름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진양조의 본래 연주속도를 빠르게 변
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성금연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역싸랭
주법 변형, 시가 확대(c, d, e, f, g, a, b) 또는 시가 축소(d, e, g, a), 음 반복(e),
우조성 축소, 장식음 변경(a→A/ a→b/ g→G), 장식음 추가(b) 또는 생략(b, d), 퇴
성 추가(g, c'), 앞추성 생략(b) 또는 앞퇴성 추가(f), 음 반복(A), 연주법 변형(e),
선율 변형(e'-d'-e'→d'-e'), 음 추가(c, e, g, a)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
양조와 중모리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게, 굿거리와 휘모리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느리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
성하였다.
정남희제 황병기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
을 추가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시가 확대(d, e, g, a, b) 또는 축소(d, g, a), 장식음 추가(d, e, g, a, b) 또는 생략
(e, g), 장식음 변형(e, g), 퇴성 추가(g, a), 앞 추성 생략(b), 음형을 퇴성 변형
(g), 음 추가(d, e, b) 우조성 단순화(e), 앞 추성 추가(e), 선율 변형(b-e, d), 선
율을 퇴성으로 변형(B), 싸랭 주법 추가, 선율 축소(d), 음 반복(d, a), 음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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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e, d-e-d)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
용할 때 연주속도를 비슷하거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유대봉제 백인영류에서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 곡 선율에 새로운 선율
을 추가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장식음으로 변형(e), 시가 확대(c, d, e, g, a, b♭) 또는 시가 축소(d, e, g, a. b),
우조성 반복과 추가, 음형 축소(a-g-a→a), 음 반복(d, e, f, g, a, b), 선율을 상퇴
성 주법으로 변형(f'), 우조성을 단순화(e'), 퇴성 추가(c), 우조성 연장, 음 추가(d,
g, a, b♭), 음 변형(d→d-B), 장식음을 본음 변경(D), 장식음 생략(d), 앞추성 생략
(gd') 또는 앞추성 추가(g), 앞 퇴성 추가(e'), 추성 생략(d') 또는 추성 추가(d) 등
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진양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
게, 중모리 선율을 활용할 때 빠르게 또는 느리게, 중중모리의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할 때 연주속도를 빠르게, 자진모리와 휘모리의 선율은 활용할 때 느리게 변화
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름을 구성하였다.
본 산조 선율을 다스름으로 활용한 방법 중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는 것은 단락
의 시작과 종지에 주로 사용되며, 강태홍류와 안기옥류 등 초기에 구성된 다스름에
서는 음의 추가 또는 생략, 시가 확대 또는 축소 등의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 사용되
었고, 최옥삼류와 김병호류 등 중기에 구성된 다스름에서는 장식음의 본음 변형, 주
법의 변화 등 변화를 주는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김죽파류와 성금연류, 정남희제 황
병기류 등 근래에 만들어진 다스름에서는 선율을 농음으로 변화, 시김새를 선율로
변화, 주법 변화, 싸랭 주법의 추가, 음형 확대 등의 다양한 활용 방법이 사용되었
다. 느린 장단의 선율은 빠르게 변화시키고, 빠른 장단의 선율을 느리게 변화시켜
다스름을 구성하였으며, 근래에 만들어진 다스름에서는 빠르기 변화에 예외적이 현
상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 가야금산조 12개 유파의 다스름과 본 산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스름에 활용된 것은 진양조 장단의 선율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모리, 중중
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의 선율이 일부 유파에서 활용되었다.
가야금산조는 가장 느린 진양조 장단부터 가장 빠른 단모리(또는 세산조시)까지
6~7개 장단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진양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또, 진양
조에 다양한 악조와 청을 사용하고 있어, 옛 명인들이 ‘진양조를 들으면 산조는 다
들은 것이지’라는 말을 한 것에서 진양조의 예술성을 알 수 있다.
다스름이 진양조 장단의 선율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스름
(調音)은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손도 풀 겸 그 악기의 성질을 다스려 보는 구실도
있거니와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그 음악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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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먼저 휩쓸려 들어가기 위하여 …”(장사훈, 1963)라는 설명과 일부 합치되는 면
이 있다. 즉,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은 ‘그 음악의 분위기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
며, 본 산조의 진양조 분위기를 표현하는 악곡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현재 전승되는 가야금산조 중 12개 유파의 다스름을 분석하고, 본 산
조와의 연관성을 구명(究明)한 연구이다. 다스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Ⅱ장에
서는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에 사용된 악조를 개관하고, 제Ⅲ장에서는 12개 유파의
다스름에 활용된 악조의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가야금산조 본 곡(장
단)의 선율이 다스름 선율에서 활용된 양상을 살폈다. 본 논문의 핵심을 이루는 제
Ⅲ장과 제Ⅳ장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다.
가야금산조의 다스름은 진양조 장단의 우조 선율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며, 12개 유파의 다스름에서 활용되었다. 중모리 장단의 우조 선율, 자진모리
장단의 우조 선율, 휘모리의 우조 선율, 진양조 장단의 평조 선율, 진양조 장단의 평
우조 선율, 진양조 장단의 계면조 선율, 중모리 장단의 계면조 선율 등이 일부 유파
에서 사용되었다. 다스름의 대부분이 우조이고, 다스름 전체의 청이 우조청(a)이지
만 종지에서는 종지감을 주기 위해 평조청(g)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다스름에는 청
변화가 없다.
다스름 각각의 단락에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는 것은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주로
사용되었다. 강태홍류와 안기옥류 등 초기에 구성된 다스름에서는 음의 추가 또는
생략, 시가 확대 또는 축소 등의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 사용되었고, 최옥삼류와 김
병호류 등 중기에 구성된 다스름에서는 장식음의 본음 변형, 주법의 변화 등 변화를
주는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김죽파류와 성금연류 그리고 정남희제 황병기류 등 근래
에 구성된 다스름에서는 선율을 농음으로 변화, 시김새를 선율로 변화, 싸랭 주법의
추가, 음형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유대봉제 백인영류에서는 계면조
의 특징적인 음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옛 명인들이 산조를 감상하며 ‘진양조를 들으면 산조는 다 들은 것’이라고 하였
던 것에서 진양조의 예술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때
문인지, 가야금산조 다스름은 본 산조 중 진양조의 우조 선율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
다. 다스름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그
음악의 분위기 속에 먼저 휩쓸려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 가야금산조의 다스
름은 본 산조를 연주하기 전에 진양조 장단의 우조 분위기를 표현하는 악곡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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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스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스름 우조의 선율 구조와 산조와의 연관성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고의 연구 성과를 토대
로 다스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전통 음악인들에게 다양한 음악 구조를 가진 산조
형성의 역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사논문 발표 9

이해식 가야금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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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가야금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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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작곡가 이해식(李海植)은 1968년부터 2014년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국립국악원 제7회 신국악 작곡 콩쿠르 입상을1)
시작으로 2014년까지 약 50년에2) 걸쳐 130여 곡의 관현악, 실내악, 독주곡, 무용음
악 등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한국의 현대 음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는 전통악기를 주로 사용하는 작품이 상당수이며, 그중 가야금을 위한 작품
을 활발히 작곡하였다. 1968년에 첫 번째 가야금 작품을 발표한 이후 2001년에 이
르기까지 다수의 가야금 독주곡을 발표하였다.
1) 국립국악원 제7회 신국악 작곡콩쿠르 입상작품은 젓대 독주곡 <散調>이다. (1968.8.17. 국립국악
원)
2) 이해식의 국립국악원 제7회 신국악 작곡 공쿠르 입상작품 초연(1968.10.3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리사이틀 홀)부터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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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음악작품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과 형식으로 구성된다. 주제
(Theme)는 작품이 의도하는 기초적 관념 혹은 중심이 되는 선율을 가리키며,3) 작
곡가의 일대기를 통한 정서적 배경과 그로 형성된 음악적 가치관이 작품에서 중요
한 관념으로 작용하여 구현된다. 한편 주제는 악곡의 형식이나 작곡가의 스타일에
밀착하면서도 시대 양식과의 상호 영향 아래 형성된다.4)
악곡의 형식은 작품에서 구조가 되는 틀이며, 작곡가가 질서와 규칙을 통해 효
과적인 작품을 구성하는 것에 기인한다. 작곡가의 스타일은 소재, 리듬, 연주법 등을
활용한 작곡기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작곡
이념을 중심으로 형식구성과 작곡기법을 동시에 조명해야 하고, 이해식의 작품 연구
역시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해식의 가야금 작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작품을 대상으로 연주법이나5)
선율 및 리듬6) 등에 편중되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구현 양상을 밝히는 데는
미진하였다. 또한, 다수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더라도 작곡이념을 형식구성 및
작곡기법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구현 양상을 다층적 시각에서 규명하려는 연
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식의 작품 중 가야금 독주곡 11곡을 대상으로 그
의 작품에 내재한 작곡이념, 형식구성, 작곡기법 등을 고찰하여 가야금 작품을 관통
하는 주제구현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Ⅱ. 이해식의 생애와 작품세계
음악작품은 작곡가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영감이 되었던 정서적 배경과7) 학습
을 통한 기법적 특징을8)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식의 생애를 검토하고 정서
3) 한경진, ｢G.Ligeti의 현악사중주 제1번 ‘Metamorphoses nocturnes’에서의 주제적 변용｣,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한경진은 주제가 상징하는 하나의 관념, 인물, 사물 등의 상태 또는 감정적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표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다양성을 얻는 한편, 구조적 통일
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4) 삼호뮤직 편집부 편,

클래식음악용어사전Ã, (서울: 삼호뮤직, 2002), ‘주제’ 항목.

5) 노복순, ｢현대 가야금 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경향에 관한 연구: 이성천·이해식·나효신의 작
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 김효현, ｢가야금 독주곡의 장구반주 리듬분석: 이해식 창작곡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7) 이해식의 정서적 배경은 그의 작품에서 배후의 관념, 후경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
며, 이는 본고에서 논의될 ‘작곡이념에 따른 주제구현’과도 연결되는 점이다.
8) 기법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작품의 틀이 되는 ‘형식구성’에 관한 논의와 ‘작곡기법’을
주제구현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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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작품세계에 관해 알아보겠다.
이해식은 1942년 12월 14일 전라북도 부안군 신운리에서 부친 이쌍동과 모친
신백옥의 사이에 태어났으며,9) 4남매는 이해식이 5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위었
다. 부안초등학교와 부안중학교,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다음은 이해식의 국악관
현악집

해동신곡Ã10)에서 언급된 그의 유년시절이다.

[인용1]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이다. 이곳에서 자라며 보고
들어온 한여름 밤 동구(洞口)의 모정(茅亭)에서 들려오는 춘향가 소리, 유난히 청승맞게
불러 넘기던 동네 할머니들의 육자배기 가락, 명절 전야에 벌어지던 풍장 굿, 내가 어린
시절 시름시름 아플 때, 얽었지만 미인이었던 단골이 와서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주문
을 외우며 콩 던지던 일, 가을 달밤 오동잎 스치는 바람 소리를 타고 넘어오던 건넛마을
의 구슬픈 대오라기 소리(출상 전날 밤의 상여 매는 연습), 놀이판에서 어머니가 두들기
시던 흥겨운 장구 장단, 이러한 내 주변의 민속적인 생활과 taboo(禁忌)들이 농악이나
무악, 민요로서 여기 창작곡들의 배경을 이룬다. 또한, 십여 년 방송사 생활과 함께 시작
된 전국에 걸친 민요채집에서 피부로 느낀 산골과 섬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민요 가락과
순수한 춤사위, 여러 민속행사장이나 굿판의 chaos 적인 민속 음악의 소재들은11) 여기
수록된 작품들에 적지 않은 제의적(祭儀的) 요소와12) 놀이적 성격으로13) 표출된다.

위의 글은 이해식이 말하는 민속적 환경에 대한 성장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
다. 훗날 그는 피아노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서양 음악가들의 작품을 접하고 사조와
양식14) 그리고 작품에 담긴 음악기법과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연스럽게 서양음
악에 익숙해졌다. 그런데도 그가 국악 작곡을 계속 전공한 것은 자라온 성장배경과
어린 시절의 민속적인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15)
작곡가 이해식은 본인의 신념과 성장 배경인 전통적인 어법을 토대로 서양 음악
적 작곡기법을 도입하여 '이해식만의 방식'대로 작곡하기를 추구하였다. 그는 전통리
듬 방식을 차용하였으며 대부분 변주 작업을 거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연주자들에
게 어려운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해식의 작곡 신념은 그의 작품에서 리듬, 선율, 악기의 세 요소로 구체화한다.
9) 그의 호적상의 출생연도는 1943년이다.
10) 이해식, 『국악관현악집 해동신곡』,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11) 민속 음악의 소재들은 향후 분석될 작곡이념 중 ‘산조와 풍류’와 연관된다.
12) 제의적 요소는 향후 분석될 작곡이념 중 ‘굿’과 연관된다.
13) 놀이적 성격은 향후 분석될 작곡이념 중 ‘춤’과 연관된다.
14) 서양음악 작품의 양식에 대한 습득은 이해식의 가야금 작품에서 ‘Ⅳ-2.형식구성에 따른 주제구
현’ 항목을 통해 어떻게 작품에 구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15) 황나리, ｢이해식 작곡 <달춤>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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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리듬에 관하여 이해식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인용2]
나는 "왜 이해식의 작품에는 syncopation이 많은가? 왜 복잡한 리듬들이 왜 여러 갈래
로 얽혀있는가(poly rhythm)?"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외래음악의 영향도
있지만, 작품을 쓸 때 리듬을 분할, 변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실 이런 것들은
연주자들이 민속악 산조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장단이고 리듬 붙임(rhythm
grouping)인데도, 이것을 작품 속으로 들여오면 어렵다고들 말한다. 이러한 리듬의 심층
화가 나의 작품에서는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16)

이해식의 작품 특징 중 하나는 당김음 등 복잡한 리듬의 활용이다. 특히 가야금
작품의 경우 당김음이 주법과 결합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이해식
은 이러한 리듬 특징이 산조에 존재하는 리듬 붙임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 리듬과 장단의 사용은 외래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전
통음악 리듬의 심층화를 통해 작곡가 이해식의 작품세계에서 새롭게 구현하며 창출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선율에 관하여 이해식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인용3]
우리의 음악이나 악기는 동양의 중용사상(中庸思想)과 관련된 5음에 맞게 되어있다.
중용사상의 핵심은 어울림, 즉 화(和)에 있고, 이것은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
과 관련되는데, 우리의 전통음악도 여기에 맞게 되어있다. 나는 그러한 악기들이나 음악
의 사상을 벗어나서 5음 밖의 반음을 많이 쓰고, 과거의 서양음악에서도 기피했던 증음
정을 자주 써서 나의 개성을 나타낸다. 나의 작품은 전통에 대해서 사상적 반란을 일으
키고 거슬리는 소리들을 나의 개성으로 삼는 의도가 곧 내가 추구하는 새로움의 방법이
고 수단이다.17)

이처럼 작곡가 이해식은 선율에서 5음 밖의 반음을 많이 쓰거나, 증음정을 자주
사용하여 그의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새로움'의 방
법이라고

말한다.

'새로움'에

관하여

이해식은

스트라빈스키(Igor

Feodorovich

Stravinsky 1882〜1971)18)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스트라빈스키가
16) 이해식,『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Ã,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22쪽.
17) 이해식, 위의 책, 22쪽.
18) 스트라빈스키는 소련 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1903년 독일에서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작곡을 사사 받았다. <봄의 제전> <불새> 등의 대표작은 원시적인 리듬을 쏟아부어, 하나의 예술
혁명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스트라빈스키는 관현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악기 중심의 일
반적 관현악 편성을 거부하고 금관. 목관. 타악기 중심의 구성을 통해 원시적 리듬과 격렬한 음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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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일생동안 여러 차례 예술 혁명을 주도했듯이, 참신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해식은 변신을 다짐하며 작품 경향을 '원시적인 무속을 향한 단순 주의'로 선언한
바 있다.19)
다음은 그의 작품에서 악기에 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인용4]
악기는 단지 연주 매체일 따름이다. 오히려 작품의 정서에 따라서 동서를 가리는 경우
가 더러 있다. 나의 작품이 어떤 연주 매체를 선택하든 창작은 나의 인생을 해설하고 재
현하는 무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작곡 의도나 작품 성향을 '신국악'이나 '창작음악'의 어
느 쪽으로도 한정하고 싶지 않음은, 악기의 선택에 따라서 작품을 동서로 구별함은 별다
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만의 색
깔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색깔이란 작곡자의 개성을 의미한
다.20)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작곡가 이해식은 작곡의 범주에 있어서 작품 자체의
색깔에 의미를 더 두었으며,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사용에 있어서 그 경계가 자유로
웠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그의 작품 중 <춤터>(1994), <바람터>(1999), <달
춤>(1999)은 가야금과 플루트 또는 클라리넷의 이중주로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앙
상블을 추구한다.
음악은 흔히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하지만 창작일 때는 준
거가 필요하다. 이해식 작품의 테크닉이나 수법은 서양음악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의 밑바탕에 깔리는 정서는 바로 한국음악이다. 이해식은 민속(民
俗)적인 환경에서21) 성장하여 그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찾을 수 있으며, 산
조와 풍류, 줄, 굿, 바람, 춤이 그의 작곡 이념으로 작용하여 음악 세계의 바탕이 되
었다.

Ⅲ.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 작품 분석
이해식 가야금독주곡 11곡을 사용악기에 따라 12현 작품, 18현 작품, 25현 작
품의 세 갈래로 구분하여 작품별로 작곡 의도, 조현법, 악곡 구성을 검토하고 선율
과를 창출해냈다.
중앙교연 편집부,『세계대백과사전Ã, (도서출판 범한, 2004), ‘스트라빈스키’ 항목참고.
19) 이해식, 국악관현악곡집 『해동신곡Ã, 머리말.
20)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Ã, 150쪽.
21) 민속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은 본고 2쪽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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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독주곡 작품을 악기 종류와 초연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해식 가야금독주 작품목록
작품

번호

작품명

1

<가야고를 위한 3장>

2

가야고 독주곡 <흙담>

12현

가야고 독주곡

작품

<구름터>22)

(4)

3
4
1
18현

2

작품
(3)

3

가야고 독주곡
<별풍류(別風流)>
가야고 독주곡
<달구벌소리>

악기

작곡

구성

연도

가야금
장구

1968

가야금장구

1969

가야금장구

1970

가야금 장구

1977

가야금장구

1981

21줄23) 가야고 독주곡

21현금

<줄풀이 제1번>

장구

18줄 가야고 독주곡

18현금

줄풀이 제2번>

장구

18줄 가야고 독주곡

18현금

<금파람(琴風)>

장구

초연
제8회 동아음악콩쿠르
제10회 서울대국악과
정기연주회
심영인 서울음대
졸업연주회
박정희 가야금 독주회
제8회 한국음협 대구지회
한국음악의 밤

1988

KBS-FM 제14회 국악무대

1989

제21회 서울음악제

1994

이지영 가야금 독주회

25현금

2000

김민주 가야금 독주회

25현금

2001

이재숙교수 화갑기념 연주회

25현금

2001

고연정 가야금 독주회

25현금

2001

이유나 가야금 독주회24)

25현 가야고 독주곡

1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색깔>

25현
작품
(4)

2
3
4

25현 가야고 독주곡
<나위사위>
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25현 가야고로 그리는
4장의 <춤그림>

12현 작품으로는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풍류>, <달구벌소리>의
네 곡을 살펴보았다. 12현 네 작품은 1968년에서 1981년까지 작곡되었으며 산조
가야금의 고유의 음계를 사용하여 악기의 전통적 음색과 음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곡되었다. 5음음계, 장단, 시김새 등 전통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선율 진행, 화성,
연주법 등에서 서양음악 어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율진행에서는 반음계
22) 본 작품은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 본 작품은 초연 당시 21현으로 연주하였으나, 초연 이후 작곡가가 18현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18현 목록으로 구분 지었다.
24) 초연 시기는 200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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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 복잡한 리듬 분할이 사용되었는데, 연주자에게 현을 눌러 정확한 음간을 요
구하는 여음주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요컨대 12현 네 작품은 전통 음악 어법에 12
현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색과 현대주법을 더하여 초기 창작독주곡의 시
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18현 작품으로는 <줄풀이 제1번>, <줄풀이 제2번>, <금파람>을 살펴보았다.
18현의 세 작품은 1988년에서 1994년까지 작곡되었으며 1986년 악기개량 이후 적
극적으로 새로운 악기를 수용하여 작곡하였다. 음역이 확대되면서 연주법도 다채로
워졌는데, 양손주법은 왼손의 역할을 확장시켰으며, 동시집기나 아르페지오 등의 화
음주법으로 풍성한 음향을 만들었다. 요컨대 18현 세 작품은 전통 음악 어법에 확
장된 음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성적인 색채와 화려한 선율을 더하여 개량가야금
의 가능성을 구현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25현 작품으로는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깔>, <나위사위>, <불꽃으
로부터의 명상>, <춤그림>의 네 작품을 살펴보았다. 25현의 네 작품은 2000년에
서 2001년 사이의 비슷한 시기에 작곡되었으며, 7음음계를 사용하였다. 이해식은
전통적인 5음음계의 사용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소재를 작품에 적용하면서도, 전통가
야금의 어법과 주법이 소멸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에서 양손주법에 농
현, 꺾는음, 전성 등의 전통 주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25현금의 가능성을 확장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이해식 가야금 작품의 주제구현 양상
1. 작곡이념에 따른 주제구현
음악에서 주제는 작곡가가 작품에서 의도하는 기초적 관념을 나타낸다. 다시 말
해 작품 배후의 관념25) 혹은 후경층과26)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곡가는 이를 구
25) 관념은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상념·개념 또는 의식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관념,
idea)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든 지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term)이
므로, 환상(phantasm), 개념(notion), 종(species) 또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작
동한 것 등을 표현하기 위해 '관념'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여기서 사용한 관념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대한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만족 등, 그들 마음의 작용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감정도 아울러 포
함한다. 김상현,

로크 인간지성론Ã,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26) 후경층은 쉥커식 분석 이론에서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근본 구조의 형태가 표상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해식은 그의 논문에서 작품의 후경층과 관련한 민속적 의미에서 줄을 비유하며 이것을 음
악으로 바꾸어보면, 그것은 곧 긴 지속음으로서 한국적인 정서의 대위법이요, 한국음악이 선율적으로
발달된 것과 연관되었다고 밝혔다. 이해식, ｢작품 후경층의 민속성｣,

예술평론』제4호, (예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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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 악곡의 형식, 구성 원리 및 개인 양식에 근거하여 작품을 생산한다. 이
처럼 주제가 상징하는 작곡이념은 작곡가의 스타일과 시대 양식과의 상호 영향 아
래에서 작품에서 표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사용된다.27)
이해식 가야금독주곡의 작곡이념은 앞서 제Ⅱ장의 "이해식의 작품세계"에서 살
펴본 것처럼 산조와 풍류, 줄, 굿, 바람, 춤의 요소로 요약된다.
'산조와 풍류'는 이해식의 민속적인 성장과정을 통한 정서적 배경이며, 작품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풍류>에서 주제로 구현되었다.
'줄'은 긴 지속음의 의미로 직선적인 지속음을 곡선적인 아름다움으로 꾸며 놓은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의 특징으로서 작품에서 긴장과 이완의 대비로 나타난다. '줄'
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줄풀이 제1번>, <줄풀이 제2번>이 있었다.
'굿'은 이해식의 작품에서 민속적인 의미의 제의(祭儀)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씻김굿이나 도살풀이 굿 등의 실질적인 굿 음악과는 다른 상위의 개념
이다. '굿'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달구벌소리>, <불꽃으로부터의 명상>이 있었
다.
'바람'은 이중적인 의미로서 첫째는 "좀 더 겸손하게 살자, 교만하지 말자"라는
중용에 대한 이해식의 인생관과 관련되었고, 둘째는 '새로움'을 추구하며 변화를 일
으키는 의미로써 바람을 주제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에서 바람을 모티브로 하
여 선율로 표현하였으며, 작품에는 <금파람>과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
깔>이 있었다.
'춤'은 생명의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이러한 춤이 작품 소재에 자주 등장
하는 것은 작곡가 이해식이 춤이 모든 음악이 되며, 그 음악과 작품 안에 생명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춤'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나위사위>와 <춤그
림>이 있었다.
정리하면, 12현 세 작품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풍류>는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하였으며, 18현 두 작품 <줄풀이 제1번>과 <줄풀이 제2번>은 '줄'
을 주제로 하였다. 이후 12현 마지막 작품인 <달구벌 소리>와 25현 초기 작품인
<불꽃으로부터의 명상>은 '굿'을 주제로 하였고, 18현 마지막 작품인 <금파람>과
25현 작품인 <바람의 색깔>은 '바람'을 주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춤'을 주제로
한 작품은 25현 후기 작품으로 <나위사위>, <춤그림>이 있었다. 이처럼, 이해식
가야금독주곡은 산조와 풍류를 시작으로 작곡가의 사상에 따라 줄, 굿, 바람, 춤 등
협회, 1993).
27) 한경진, ｢G.Ligeti의 현악사중주 제1번 ‘Metamorphoses nocturnes’에서의 주제적 변용｣,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한경진은 주제가 가지고 있는 리듬, 멜로디, 관현악법, 셈여림 등의 음악
적 매개변수(parameter)의 변화에 의해 다른 성격의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주제가
상징하는 하나의 관념, 인물, 사물 등의 상태 또는 감정적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표제적 의미를 구체
적으로 드러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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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제가 변모하면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해식 가야금독주곡 11곡을 주제와 작곡이념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해식 가야금독주곡의 작품별 주제와 작곡이념
주제

가야금

제목

작곡이념

가야고를 위한 3장

산조정신

흙담

산조정신

별풍류

풍류

줄풀이 제1번

지속음

줄풀이 제2번

맺힘과 풀림

12

달구벌소리

무속적인 효과

굿(2)25

명상

제의정신

18

금파람

바람의 속성 : 변덕

바람(2)25

바람의 색깔

바람의 본질 : 변화

나위사위

익살스러운 놀이, 율동적인 움직임

춤그림

이국적 춤, 자극과 활력

산조와
풍류(3)

줄(2)

12

18

굿(2)

바람(2)

춤(2)

25

2. 형식구성에 따른 주제구현
'음악 형식'이란 음악적 소재에 질서를 부여하여 균형과 대칭을 이루게 함으로
음악의 구조적 조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 이론이다. 형식 분석은 특정한 한 가지
음악 요소를 다룬 음악 분석과는 달리 작품 전체의 구조적 조직을 총체적으로 제시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해식의 가야금독주곡
11작품의 형식구성을 살펴보면, 주제의 흐름과 유사하게 형식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이해식 가야금독주곡의 형식구성은 복합형식, 두도막형식, 론도형식, 소나타형식, 순
환형식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구현한 초기 12현 가야금작품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풍류>는 복합형식에 준하여 작곡하였다. '줄'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18현 작품인 <줄풀이 제1번>, <줄풀이 제2번>이 있으며 모두 두도막 형식으로
작곡하였다. '굿'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12현 마지막 작품인 <달구벌 소리>와 25
현 작품인 <불꽃으로부터의 명상>이 있으며 이는 각각 두도막 형식과 론도 형식을
기반으로 작곡하였다. '바람'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18현 마지막 작품인 <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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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25현 첫 번째 작품인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깔>이 있으며 각각
론도 형식과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하였다. 마지막으로 '춤'을 주제로 구현한 작품은
모두 25현 작품으로 <나위사위>, <춤그림>이 있으며 각각 소나타 형식과 순환형
식으로 작곡하였다.
정리하면, '산조와 풍류', '줄'을 주제로 구현하는 작곡 전반기 작품의 형식구성
은 복합형식, 두도막 형식으로 각 주제마다 일관성을 보였다. 후반기의 작품은 '굿',
'바람', '춤'을 주제로 구현하며 각 주제별 두 곡씩 발표하였으며, 그 형식구성은 두
도막, 론도, 소나타, 순환형식으로 변화를 주며 작곡하였다.
이해식 가야금독주곡 11곡에 나타나는 형식구성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
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이해식 가야금독주곡의 작품별 주제와 형식구성
주제

악기

제목

형식구성

가야고를 위한 3장
산조와 풍류

12

흙담

복합형식

별풍류
줄풀이 제1번
줄

18
줄풀이 제2번
12

달구벌 소리

25

명상

18

금파람

25

바람의색깔

두도막형식

굿
론도형식
바람
소나타형식
나위사위
춤

25
춤그림

순환형식

3. 작곡기법에 따른 주제구현
1) 주제구현과 소재활용
음악은 흔히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하지만 창작일 때는 준
거가 있어야한다. 이해식 작품의 밑바탕에 깔리는 정서는 한국음악이며, 형식이나
테크닉은 서양음악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이 적지 않다. 이 항에서는 이러한 창조적
준거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과 서양적 요소를 소재로 활용한 기법에 대해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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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요소로는 악곡, 장단, 기법, 재료 등을 활용하여 작품에 사용하였다. 전
통악곡 활용에서는 민간 풍류를 12현 작품 <별풍류>의 구성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전통장단 활용에서는 진쇠장단을 18현 작품 <금파람>에, 굿거리장단을 18현 작품
<줄풀이 제2번>에 사용하였다. 전통기법 활용으로는 연음형태를 12현 작품 <흙
담>과 18현 작품 <줄풀이 제1번>에 활용하였으며, 전통재료는 용마름과 방울을
사용하였는데, 각각 12현 작품 <흙담>과 <달구벌 소리>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해식은 서양적 요소로 악곡과 음계를 활용하였다. 서양악곡 활용으로는
탱고나 판당고의 춤명과 리듬을 <춤그림>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국적인 서양음계
를 활용한 기법으로는 변화음을 18현 작품 <금파람>과 25현 작품 <바람의 색
깔>, <춤그림>에서 사용하였다.
이해식의 작품에서 '산조와 풍류'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악곡, 전통기법,
전통재료를 활용한 기법이 사용되었고, '줄'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장단과 전
통기법을 사용한 기법이 두드러졌다. '굿'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재료를 활용
하였다. '바람'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장단과, 서양음계를 활용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춤'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서양악곡과 서양음계를 활용한 기법이 사용되
었다.
이는 작곡가 이해식이 '산조와 풍류', '굿'을 주제로 하는 12현 작품으로 시작하
여 '줄'을 주제로 하는 18현 작품을 벗어나며, '바람'과 '춤'이 주제로 구현되는 18현
후기 작품과 25현 작품전반에서는 작곡기법에 활용된 소재가 전통적 요소에서 서양
적 요소 변모되는 양상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주제구현과 리듬활용
이해식 가야금독주곡은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 덕쿵장단의 네 가지가
리듬을 활용한 특징적인 작곡기법으로 나타난다.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덕쿵장단과 겹리듬의 기법이 사용되었고,
'줄'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 덕쿵장단의 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굿'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덕쿵장단의 기법만이 사용되었고, '바
람'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가 사용되었다. 마지막
으로 '춤'을 주제로 하는 작품도 위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
가 사용되었다.
이는 18현 '줄'을 주제로 하는 <줄풀이 제1번>을 기점으로 전반부인 '산조', '굿
'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겹리듬과 덕쿵장단이 쓰였고, 후반부인 '바람', '춤'을 주제
로 하는 작품에는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의 기법이 두루 쓰이며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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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 '굿'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가야금 선율과 장구선율의 겹리듬과 장구성부
의 덕쿵장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기존의 반주체계에서 확대된 장구의 역
할과 함께 가야금선율과 장구선율의 이성부적인 대비가 특징적이다.
'줄'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가야금 선율에서 하이브리드 리듬을 사용하기 시작하
는데 이는 당김음과 헤미올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리듬구조로 가야금 선율의 리듬을
세분화 시키며 주제와 변주선율의 형식을 두드러지게 한다. 장구성부 역시 덕쿵장단
에 이어 가야금과 복박자 관계를 이루는데 이것은 주제선율을 함께 강조하기도 하
고 연음형식으로 대비시키며 가야금선율과의 조화를 이룬다.
'바람', '춤'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18현 마지막 작품과 25현 작품 전부가 포함
되며 개량가야금의 시대변화에 따라 장구 사용이 축소되며, 가야금 선율이 독자적인
이성부로 음역을 확장시켰다. 그리하여 이성부의 왼손과 오른손의 선율이 하이브리
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의 구조를 이루며 풍성하고 화려한 선율이 특징으로 나타난
다.

3) 주제구현과 연주법활용
연주법을 활용한 작곡기법으로는 전통주법과 서양주법이 있다. 전통주법으로는
절분음, 다루치기, 농현(손바닥), 전성을 많이 사용하였다. 절분음은 작곡가 이해식
이 이음줄을 활용한 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작품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대표적으로
활용된 작곡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절법'이라는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작곡가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직접 채택한 용어인 '절분음'
을 사용하였다. 절분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2현, 18현, 25현 이해식의 전 작품
11곡에 활용되었다.
다루치기는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하는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
풍류>와 '줄'을 주제로 하는 <줄풀이 제1번>, '바람'을 주제로 하는 <금파람>,
<바람의 색깔>, '춤'을 주제로 하는 <나위사위>, <춤그림>의 총 8작품에 활용되
었다.
손바닥 농현 주법은 산조, 줄, 굿, 춤을 각각 주제로 하는 <흙담>, <달구벌 소
리>, <줄풀이 제2번>, <나위사위>의 총 4작품에 활용되었으며, 전성주법은 12현,
18현, 25현 이해식의 전 작품 11곡에 활용되었다.
서양주법으로는 화음 동시전성, 트레몰로, 톤 클러스터 등의 창작주법을 작품에
활용하였고, 트레몰로와 톤 클러스터는 '산조'를 주제로 하는 <흙담>에 사용되었다.
서양주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화음 동시전성 주법은 '산조'를 주제로 하는 작
품인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줄'을 주제로 하는 <줄풀이 제1번>, <줄풀
이 제2번>과 '굿'을 주제로 하는 <달구벌 소리>, <명상>, 그리고 '춤'을 주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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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위사위>, <춤그림>의 총 8작품에 활용되었다.
주제구현에 따른 연주법을 활용한 작곡기법은 12현 작품이 주를 이루는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하였을 때 전통주법인 절분음, 다루치기, 손바닥 농현, 전성기법과
서양주법인 화음전성, 트레몰로, 톤 클러스터 주법 사용이 극대화 되었다. '줄'을 주
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주법인 절분음, 다루치기, 손바닥 농현, 전성기법과 서양주
법인 화음전성 기법을 활용한 연주법이 사용되었다.
'굿'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주법인 절분음, 손바닥 농현, 전성기법과 서양
주법인 화음전성 기법을 활용한 연주법이 사용되었다.
'바람'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주법인 절분음, 다루치기, 전성기법이 사용
되었고, 서양주법은 활용하지 않았다. '춤'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는 전통주법인 절분
음, 다루치기, 손바닥 농현, 전성기법과 서양주법인 화음전성 기법을 활용한 연주법
이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전 주제를 거처 전통주법과 서양주법이 포괄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다
만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 서양주법 활용이 두드러졌으며, '바람'을 주
제로 한 작품에서는 서양주법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람'이 주제로 등장한
시기는 이해식이 새로움에 관하여 추구하기 시작한 이후의 작품들이며, 이러한 점은
주제구현에서 연주법 활용이 전통과 새로운 것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또한 가야금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가야금 독주 작품을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작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이해식의 가야금 독주 작품 11곡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
징들 즉,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곡기법, 형식구조와 작곡이념에 따른 주제가 존재
하는 점 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이해식 가야금 작품의 주제구현 양상을 고찰하
였다.
이해식의 가야금 독주곡 11작품은 다섯 가지 이념을 담고 있었다. 산조와 풍류
를 시작으로 작곡가의 사상에 따라 줄, 굿, 바람, 춤 등으로 주제가 변모하면서 확장
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조와 풍류'를 주제로 구현하는 작품은 12현 가야금을 위한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풍류>가 있으며 모두 복합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전통소재를 활
용하였으며, 겹리듬과 덕쿵장단을 사용한 장구장단과의 이성부적 대비가 돋보인다.
또한 전통주법에 다양한 창작주법을 더하여 12현가야금의 연주법을 극대화시켰다.
'줄'을 주제로 구현하는 작품은 18현 가야금을 위한 <줄풀이 제1번>과 <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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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번>이 있으며, 모두 두도막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전통소재를 활용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 덕쿵장단의 특징적인 리듬을 모두 활용한 작곡기
법이 돋보인다. 또한 개량가야금 시대에 진입하여 12현 가야금과 공통적인 연주법
을 활용한 양상이 두드러졌다.
'굿'을 주제로 구현하는 작품은 12현 가야금을 위한 <달구벌 소리>와 25현 가
야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이 있으며, 각각 두도막 형식과 론도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전통재료를 활용하였고 덕쿵장단을 사용였으며, 연주법은 각각 12현 가
야금과 25현 가야금의 기본 주법으로 작곡되었다. 즉, 리듬이나 연주법 활용에서 특
징적인 면모가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을 주제로 구현하는 작품은 18현 가야금을 위한 <금파람>과 25현 가야금
을 위한 <바람의 색깔>이 있으며, 각각 론도 형식과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전통소재와 서양소재를 활용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리듬, 겹리듬, 복박자를 사용하여
가야금 선율의 독자적인 이성부 음역을 확장시켰다. 또한 서양주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주법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춤'을 주제로 구현하는 작품은 25현 가야금을 위한 <나위사위>와 <춤그림>이
있으며, 각각 소나타 형식과 순환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서양소재를 활용하였으며,
리듬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의 주제와 공통적으로 리듬을 사용하며 25현 가야금 선
율의 독자적인 이성부 음역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주법과 창작주법을 모두 활용한
작곡기법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당시 25현 개량가야금의 출현으로 전통주법의 소멸
을 우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가야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
다.
전통은 이해식의 삶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의 인생관을 지배한
관념이 작품에서 다양한 주제로 구현되었다. 새로움과 변화의 바람을 추구하던 이해
식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구현시켰고 그 결과, 그의 가야금 작품들은 그
만의 개성으로 정착되어 '이해식 스타일'의 완성을 이끌어냈다.
작품별 작곡이념, 형식구성, 작곡기법에 따른 주제구현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이해식 가야금작품의 주제구현 양상
주제구현
제목

작곡

형식

이념

구성

가야고를
위한 3장
흙담
별풍류

작곡기법
소재 활용
無

산조와
풍류

복합 형식

리듬 활용

연주법 활용

가야금 선율과
장구장단

전통주법+

연음형식/

리듬과의

서양주법

용마름

이성부적 대비

표현 극대화

민간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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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풀이제1번
줄풀이제2번

연음형식

줄

굿거리장단
두도막

달구벌소리

형식
굿

방울

개량가야금
가야금 리듬의

시대 진입

세분화

↓

장구선율과의

12현금과

조화

공통적인

↓

연주법 활용
양상

명상
금파람

無
론도 형식

진쇠장단/
변화음

바람

바람의 색깔

소나타

변화음

나위사위

형식

無

춤그림

춤

순환 형식

가야금 선율의

서양주법×

독자적인
이성부 음역
확장

공통적인

판당고/

연주법 활용

변화음

양상

본 논문이 작곡가 이해식의 가야금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곡가로서 이해식이 남긴 음악정신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가야금 창
작곡의 방향 모색에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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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악의 변천 연구
-국가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의 독주곡을 중심으로-

김휘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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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악의 변천 연구
-국가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의 독주곡을 중심으로김휘곤(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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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의 음악은 제례악, 연례악, 무용반주, 노래반주 등의 기능적 역할의 음
악과과 선비들의 수신용 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산업화 등으로 기능적
인 성격에서 감상용 음악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조
선의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아악부는 그 성격이 크게 바뀌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
추어 무대에서의 연주, 방송, 음반취입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주자의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습회’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합주로 연주되던 음악이
독주 위주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금분야에서는 김계선의 연주가 눈에 띄
며 중요한 연주를 도맡아 하였고 다수의 음반이 전한다. 해방 후 이왕직 아악부를
계승한 국립국악원이 개원하고 1968년 김성진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무형문화
재 제20호 대금정악의 보유자가 되었다. 정악분야에서 종묘제례악에 이어 두 번째
로 지정된 것이다. 국립국악원 중심의 문화 활동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많은 음원을 남긴 김계선과 국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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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제1대 보유자 김성진, 제2대 보유자 김응서, 3대 보유자
조창훈의 연주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중 독주곡의 선율과 시김
새인 장식음, 농음을 비교‧분석하여 변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합주곡이 독주곡으로 연주될 때 장단보다는 연주자의 호흡과 악구에 따라 연주
법과 표현법, 숨자리표가 달라진다. 따라서 악곡의 분석단위는 ‘악구’로 하였다.
오선보로 채보하고 장식음의 비교를 위해 김기수의 장식음부호1)를 적용하여
‘앞치는소리표’,

‘뒤넘는소리표’,

‘겹꾸밈음표’로

나누었다.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이용하여 농음을 추출하였으며 그래프화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하였다. 농
음의 형태를 ‘굵은농음’, ‘잔농음’, ‘하행농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는 본연구의 악곡 비교표이다.
[표 1] 비교 음원
악곡
연주자

평조회상 중
상령산
취태평지곡

김계선

(대금독주)
평조
(1928년)

헌천수

상령산풀이

청성자진한잎

변조두거

청성곡
(1930년)
고악평조회상

평조회상

청성곡

(1931년)

(1931년)

𐌗

(대금,양금병주)
(1935년)

김성진

평조회상 상령산

헌천수

평조회상 상령산

청성곡

(1973년)

(1986년)

(1973년)

(1986년)

유초신지곡

김응서

상령산

유초신지곡
𐌗

(2004년)
평조회상 중

조창훈

상령산
(1994년)

상령산
(2004년)

헌천수
(2010년)

(2010년)

(1962년)

청성곡

변조두거

(2004년)

(2004년)

평조회상 중
상령산 1, 2장

경풍년
(변조두거)

청성곡

변조두거

(1994년)

(1994년)

Ⅱ. 대금독주곡의 형성
김계선의 연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김계선 연주의 선율적 특징
평조회상 중 <상령산>은 음반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주가 아닌 독주곡
으로 염두하고 김계선이 연주한 것이다. 악곡의 초장이 아닌 3장부터 연주한 것도
현행의 연주 관행으로는 특이한 부분이며 현행 상령산과는 달리 M.M.
1) 김기수, 악전첫걸음Ã, (서울: 국악사양성소동창회, 1958).

= 47.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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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연주 초반의 급격한 템포는 상령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전
반적으로 빠른 템포로 인해 현행 상령산과 비교하여 선율을 생략하여 연주하였으며
또한 독주곡의 특징으로 긴박을 ‘준박’으로 연주하여 선율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합
주와 독주가 차별되는 점으로 박자 또는 장단의 틀을 벗어나 독주는 연주자의 곡해
석과 호흡이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 된다. 부점 리듬의 표현이 다른 연주자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또한 연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3장 4
각 3대강 선율에서 초반 두박을 옥타브를 낮추어 선율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선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한 것이다.
다음 악보는 김계선 연주 평조회상 상령산의 준박 선율이다. 합주곡과 독주곡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악보 1] 김계선 연주 평조회상 상령산의 준박 선율

김계선의 <헌천수>는 두 가지의 음원이 전하는데 당시에 빈번하게 연주된 악
곡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계선의 연주속도는 M.M.

= 57.6로 다른 연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중에서도 장식음의 첨가보다는 다양한 선
율선의 변화를 주어 연주한 것이 특징이며 음과 음을 연결할 때 뒤넘는소리표의 선
율도 상대적으로 적고 빠른 속도의 연주로 호흡점도 적게 나타난다.
또한 김계선 이외의 다른 연주자의 선율에서 제3소박에 無(d♭′)에

(느니-

르)부호를 붙여 연주하는 경우에 김계선은 無(d♭′)를 박의 앞쪽으로 당겨 길게 연
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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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속도에 따른 선율의 붙임새 차이

상령산의 경우

도드리의 경우

林
無

林 仲
無
-

[악보 2]에서 보듯이 김기수의

대금정악Ã에서 영산회상보를 살펴보면 상령산

의 기보와 도드리의 기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2)
<상령산풀이>는 M.M.

= 36.3의 속도이며 선율은 평조회상의 선율을 한 옥

타브 낮추어 선율선의 변화보다는 호흡의 변화와 박의 변화를 주어 자유롭게 연주
하였다. 호흡점의 위치를 살펴보면 평조회상에서 사용되는 호흡점의 위치와 거의 흡
사하며 선율선에서 생략 또는 첨가가 거의 없다. 긴박의 선율의 경우에서 박이 축소
되어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청성자진한잎>은 M.M.

= 30.87의 속도이며 태평가의 대금의 반주선율을

변주하여 연주한 곡으로 현행의 태평가 선율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계선의 연주선율을 보면 김성진의 연주보다 앞서는 연주로
청성자진한잎의 원형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변주하였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태평가의
본 선율에 충실하게 변주하였다.

2. 장식음(부호) 사용의 특징
평조회상 중 <상령산>은 총 124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으로
레)부호와

(나니르)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7종으로

출현이 많다. 겹꾸밈음표의 출현은 없다.

(니

(니나)부호의

(떠이어)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연주하였

다. 오늘날 김성진 이후로 빈번히 사용되는

(떠이어)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연주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계선과 김성진의 연주법이 극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헌천수>에서는 장식음부호가 총 73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6종으로
(니레)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6종으로

(노라)부호의 출현이 많다.

겹꾸밈음표는 없다.
<상령산풀이>에서는 장식음부호가 총 133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으로
太(f)에서

(나니르)부호, 黃(e♭)에서

표는 7종으로

(나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

(니나)부호의 출현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는 3

종 출현한다. 선율이 다시 시작할 때 앞치는소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적으며 본 선율
2) 김기수, 대금정악Ã, (서울: 은하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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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성자진한잎>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87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으로
淋(b♭′)에서

(떠이어)부호, 汰(f′)에서

표는 7종으로 汰(f′)에서

(나니르)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

(니나)부호, 淋(b♭′)에서

다. 겹꾸밈음표는 6종 출현한다.

(니레나)부호의 출현이 많

(떠이어)부호의 사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겹꾸밈음표의 형태를 보면 김성진 이후로는 노니로가 결합된 겹꾸밈음표가 많은데
김계선은 겹꾸밈음표 중 한 개만이

(노니로)와 결합한 부호이다.

3. 농음의 특징
악곡의 주요음에서 농음하였다. 평조회상 중 상령산의 주요음은 林(b♭), 潢(e♭′),
汰(f′), 淋(b♭′)이며, Columbia 헌천수의 주요음은 汰(f′), 淋(b♭′), 湳(c″)이다.
VICTOR 헌천수의 주요음은 黃(e♭), 仲(a♭), 無(d♭′), 潢(e♭′)이며, 상령산풀이의 黃
(e♭), 太(f), 林(b♭)이다. 청성자진한잎의 주요음은 汰(f′), 淋(b♭′), 湳(c″)이다.
김계선의 농음의 형태를 살펴보면 빠르고 일정한 간격의 패턴과 깊은 음폭이다.
일정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김계선이 농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 음악에서 농음을 빼놓고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인
만의 스타일로 체계적으로 연습하였기에 실제 연주에서도 일정한 패턴과 빠르기로
표현이 가능하였으리라 본다.

Ⅲ. 대금독주곡의 정립
1. 김성진
김성진의 연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선율적 특징
<헌천수>에서 김성진은 M.M.

= 34.35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선율 특징은

박에서 음을 나열하듯 연주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다. 한 박을 2소박과 1소박으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黃(e♭)에서 호흡을 끊으면서 맺을 때 ‘黃-太黃
(e♭ - f e♭)’의 선율로 주로 제3소박에서 뒤넘는소리표인

(니나)부호를 사용하

여 연주하였다. 총9회가 출현하므로 상당히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령산>에서 M.M.

= 34.68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음을 나열하듯 연주하는

선율이 눈에 띄며 제3장 제2각 제3대강, 제4장 3각 4대강의 선율에서는 본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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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 화려한 선율을 첨가하여 연주하였으며 제3장 제3각 제3대강, 제3장 제4각
제4대강의 선율에서는 주음의 변화를 주어 선율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3장 제4각
제3대강의 선율에서는 음을 앞으로 당겨서 연주한 점이 눈에 띈다. 현행에서 평조회
상은 합주곡으로 주로 연주되는데 김성진의 자유로운 연주에서 보듯이 합주 외에도
독주의 기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상령산풀이>는 M.M.

= 29.66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김계선과 확연히 다른

선율선이 보인다. 김성진은 김계선의 자유로운 호흡으로 연주한 상령산풀이에 새로
운 선율의 삽입, 변형, 생략, 확대 및 축소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상령산풀이를 만들
었다. 상령산풀이가 독주곡으로서 예술적으로 한층 돋보이게 변화를 준 것이다. 김
응서는 김성진과 대동소이하다. 지속음을 내는 대금을 특성을 살려 호흡을 길게 하
여 박의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제1장의 제5악구, 제1장의 제7악구, 제2장
의 제11악구에서는 林(b♭)을 潢(e♭′)으로 4도위의 음으로 변주하다.
다음 악보는 김성진이 4도 위로 변주한 선율이다.
[악보 3] 상령산풀이 제1장의 제5악구 선율 비교

김계선

김성진

제1장의 제10악구, 제2장의 제14악구에서도 주음을 바꾸어 변주한 부분이 눈에
띈다. 대부분 호흡이 길어지며 선율의 확대가 많이 이뤄졌으며 주음의 확대가 있으
면 반대로 주음의 축소 및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제1장의 제6악구와 제2장의 제10
악구가 그러하다.
다음 악보는 주음을 변주한 선율이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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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상령산풀이 제1장의 제10악구 선율 비교

김계선

김성진

다음 악보는 김성진이 선율을 확대 및 축소한 부분이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교하
였다.
[악보 5] 상령산풀이 제1장의 제6악구 선율 비교

김계선

김성진

호흡점의 위치를 보면 선율적으로 음과 음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곡의
반주선율에서 출현하는 연주법을 사용하여 다음 선율의 첫 음까지 연주하고 숨을
쉬는 연주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청성자진한잎>은 M.M.

= 31.56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

교하였을 때 선율의 확대 및 축소가 급격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강조하는 선
율이 있으면 반드시 축소가 이루어졌으며 호흡점에서도 차이가 분명한데 <상령산풀
이>와 마찬가지로 긴박을 좀 더 강조하고 프레이즈를 나누는 방법을 바꾸어 가곡에
서 사용되는 연주법을 사용하였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선율에
서 확대 및 첨가가 이루어졌는데 반대로 제1악장의 제2악구, 제1악장의 제4악구,
제2악장의 제6악구에서는 선율의 축소 및 생략이 이뤄진 부분이 눈에 띄는데 김성
진에 의해 선택적으로 축소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악보는 김성진이 선율을 축소한 부분이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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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청성자진한잎 제1악장-제2악구 선율 비교

김계선

김성진

다음 악보는 김성진이 선율을 생략한 부분이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교하였다.

[악보 7] 청성자진한잎 제1장-제4악구 선율 비교

김계선

김성진

김계선의 선율 중 제2장의 제5악구의 후반부의 선율에 ‘淋湳淋㶂湳㶂湳淋-(b
♭′ c″ b♭′ e♭″ c″ e♭″ c″ b♭′ - )’의 선율이 1회 출현하는데 김성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6회 사용되어 청성곡의 특징적인 선율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장식음선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湳(c″)에 겹꾸밈음표

(떠이어니

로니로)를 붙여 연주한 것이다.
<변조두거>는 M.M.

= 33.79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다른 연주자과 비교해

호흡점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선율로 이어지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으
며 제1장 제3악구 여덟째박의 선율에서 南(c′)을 제2소박으로 당겨서 연주한 방법
이 눈에 띈다.
나타난다.

대금정악Ã보와 비교하였을 때 다르며 김응서의 선율에서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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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김성진 변조두거 제1장-제3악구 선율

김성진

2) 장식음(부호) 사용의 특징
<헌천수>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97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9종으로
레)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6종으로

(니나)부호,

(니

(느니)부호의 출

현이 많다. 겹꾸밈음표는 7종 출현한다.
평조회상 중 <상령산>에서 김성진은

(떠이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장

식음부호는 총 143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11종으로
부호와

(떠이어)부호,

(노니로)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8종으로

(니레)

(니나)부호의 출

현이 많다. 겹꾸밈음표는 5종 출현한다. 김계선의 연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역취
가 나오면 청울림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대금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였다. 또한 대
금은 장식음을 붙이기 용이한 악기로 김계선에서 나타나지 않은 겹꾸밈음표 5종이
나타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대금의 특성을 살렸다.
<상령산풀이>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144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9종으로
㑣(B♭)에서

(노니로)부호, 黃(e♭)에서

소리표는 6종으로

(나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

(니나)부호의 출현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

는 6종 출현한다. 김계선의 선율과 비교하였을 때 김계선의 선율에서는 장식음이 아
니라 음의 길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김성진의 연주에서는 장식음화 하여 장식음
부호로 편입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청성자진한잎>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100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7종으로
汰(f′)에서

(나니르)부호, 汰(f′)에서

표는 6종으로 汰(f′)에서
다. 겹꾸밈음표는 7종으로

(나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

(니나)부호, 淋(b♭′)에서
(니더여)부호,

(니레나)부호의 출현이 많

(떠이어니로니로)부호의 출현이 많

다. 대금의 역취인 淋(b♭′)에서의 사용 뿐 아니라 湳(c′)에서도

(떠이어)부호,

(떠이어니로니로)부호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강하고 극적인 청울림을 극대화하여
연주하였다. 특히 역취에서의 사용빈도를 보면 김성진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겹꾸밈음표의 사용으로 청울림의 변화가 더 많이 나도록 하였다.
<변조두거> 우조부분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72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
으로 潢(e♭′)에서

(니라)부호, 汰(f′)에서

(나니르)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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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소리표는 5종으로 潢(e♭′)에서

(니)부호,

(니나)부호는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는 3종 출현한다. 계면조부분에서 총 67회 출현하며 앞치는소
리표는 5종으로 淋(b♭′)에서

(떠이어)부호의 사용이 많으며 뒤넘는소리표는 8종

으로

(니나)부호의 사용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는 8종 출현

한다.

(떠이어)부호의 사용이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횟수가 적었

으며 반면에 다양한 겹꾸밈음표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3) 농음의 특징
김성진은 김계선과는 다른 형태의 농음을 하였다. 김성진의 연주에서 보듯이 김
계선과는 완전히 다른 농음법을 사용하는데 김성진 시기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성진이 대금정악을 무대예술음악으로 정립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한 작업이 전개된 것이다. 일정한 패턴의 농음뿐 아니라 점점 농음의 폭이 깊어지는
형태, 음폭을 깊게 시작하여 음폭이 좁아지는 형태 등 다양하게 연주하였다. 농음속
도는 김계선에 비해 전반적으로 두 배 가량 느려졌다.
김응서의 농음은 김성진의 농음과 유사한 위치에서 출현하며 김성진보다 평균음
폭은 소폭 넓어지고 평균속도 또한 소폭 빠르게 나타났다. 연주속도가 느려진 만큼
농음의 횟수도 증가하였다.
모든 악곡에서 주요음에 농음이 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과 김응서는 평조회상 중 <상령산>과 <상령산풀이>를 같은 악곡으로
인식하였으며 太(f)를 하행농음하여 임종계면조의 농음법이 잘 나타나며 상령산풀이
도 임종계면조의 농음법이 잘 나타나도록 연주하였다.
<헌천수>는 황종계면조의 음악으로 인식하는데 林(b♭)의 하행농음이 나타나
야 하는데 김성진은 林(b♭)의 농음 시작에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
면조 음악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점이 남는다.
<청성자진한잎>은 태주계면조로 보았고 南(c′)은 하행농음으로 나타난다.
<변조두거>는 제3장까지는 우조, 중여음 이후로는 계면조로 인식하였으며 우
조에서는 대체적으로 농음 시작에서 음이 상승하는 농음을 하였고, 계면조에서는 林
(b♭)의 하행농음이 출현한다.

2. 김응서
김응서의 연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선율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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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서의 평조화상 중 <상령산>의 선율은 장식음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평조
회상 상령산3)의 선율선과 동일하다. M.M.

= 32.05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3장 3

각 4대강의 선율에서 4장 4각 4대강의 선율로 연주하였는데 현행 연주자들도 이 부
분에서 선율을 교차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김응서는

대금정악Ã보의 선율에 충실하

게 연주하였다. 독주로 연주하였지만 합주곡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오랜
연주경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응서의 <상령산풀이>는 M.M.

= 28.5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김성진의 선율

과 큰 차이가 없다. 호흡점에서도 동일하며 간혹 선율을 연결하여 연주한 부분이 있
을 뿐이다. 김성진의 연주에서는 仲(a♭)을 짧게 연주하여 넘어갔다면 김응서의 연
주에서는 仲(a♭)을 강조하여 길게 연주한 부분이 눈에 띈다.
<청성자진한잎>은 김성진의 연주와 대동소이하다. M.M.

= 27.53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호흡점과 선율에서 차이가 없는데 나타나는 차이점은 연주속도가 느려
졌으며 선율의 길이 즉 긴박과 특정 선율에서 박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성진이 湳(c″)을 두박의 길이로 연주하였다면 김응서는 세 박의 길이
로, 한 박 길이의 汰(f′)를 두 박 길이로 연주한 것이다. 김성진은 총111박으로 연
주하였고, 김응서는 123박으로 12박의 차이를 모이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김응
서가 박을 늘려서 연주하였기 때문이다.
<변조두거>는 김성진의 연주선율과 대동소이하다. M.M.

= 26.03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특히 제1장 제3악구 여덟째박의 선율에서 南(c′)을 제2소박으로 당겨서
연주한 방법은 현행 연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김성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확실하다. 제3장 제5악구에서 김응서는 우조두거의 선율을 차용하여 연주하였
으며 프레이즈를 끊고 호흡을 할 때 다른 연주자들은 가곡에서 긴박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연주법인 제2소박에서 숨을 쉬고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에 김
응서는 그 연주법의 사용횟수가 적다.

2) 장식음(부호) 사용의 특징
<상령산>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173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9종으로
이어)부호,

(니레)부호와

(떠

(니라)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8종으로

(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겹꾸밈음표는 1종 출현한다. 습관적으로 선율 첫 음에
潢(e♭′)이 나오면

(노니로)를 붙여서 연주하였다. 김성진의 연주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령산풀이>에서 총 145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으로 㑣(B♭)에서

3) 김기수, 대금정악Ã, (서울: 은하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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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로)부호, 黃(e♭)에서
으로

(나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6종

(니나)부호의 출현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김성진의 장식음 사용과

대동소이한데 제2장 제8악구의 4겹꾸밈음표인

(다야느너니라니르)가 눈에 띈다.

김성진은 5종의 겹꾸밈음표를 사용하였는데 김응서는 8종의 겹꾸밈음표를 사용하여
연주하여 장식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청성자진한잎>은 김성진의 장식음 사용과 대동소이하다. 총 99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으로 汰(f′)에서

(나니르)부호, 汰(f′)에서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7종으로 汰(f′)에서

(나니나)부호의

(니나)부호, 淋(b♭′)에서

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겹꾸밈음표는 6종으로

(니더여)부호,

(니

(떠이어니로

니로)부호의 출현이 많다. 장식음 사용의 빈도가 김성진 103회, 김응서 99회로 비
슷하며 특히 淋(b♭′)과 湳(c″)의 역취에서 사용을 보면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조두거> 우조부분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72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
으로 潢(e♭′)에서
서

(니)부호,

汰(f′)에서

(니라)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 5종으로 潢(e♭′)에

(니나)부호는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는 5종으로

(다야니르)부호의 출현이 많다. 계면조부분에서 총 79회 출현하며 앞

치는소리표는 6종으로 淋(b♭′)에서
는 9종으로

(떠이어)부호의 사용이 많으며 뒤넘는소리표

(니나)부호의 사용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는 3종

출현한다. 장식음의 사용을 보면 김성진의 연주보다

(떠이어)부호의 사용빈도가

월등히 앞선다. 김성진은 10회, 김응서는 19회로 淋(b♭′)에서 대부분

(떠이어)부

호를 붙여 연주한 것이다.

Ⅳ. 대금독주곡의 기량 확장
조창훈의 연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선율적 특징
<헌천수>에서 조창훈은 김성진의 선율보다 화려하게 연주하였다. M.M.

=

23.16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선율의 삽입이 많아지면서 김성진보다 느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뒤넘는소리표를 붙이더라도 김성진의 선율보다 음이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성진은 ‘黃-太黃(e♭ - f e♭)’이라면
조창훈은 ‘黃-仲太黃(e♭ - a♭ f e♭)’, 또는 김성진이 ‘仲-太黃太(a♭ -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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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의 선율이라며 조창훈은 ‘仲-無林仲太黃太(a♭ - d♭′ b♭ a♭ f e♭ f)’의 선율
로

(니레나)부호의 선율을 적극적으로 넣어 연주하였다.
평조회상 중 <상령산>을 M.M.

= 34.41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김성진과 김

응서는 어떤 음이 두 박 이상 선율이 지속할 경우 마지막 박에 농음을 하고 선율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조창훈은 습관적 연주법으로 마지막 박에서 연결하지 않고 마지
막 박을 구분하여 농음표현을 하고 연주하여 선율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상령산
에서도 헌천수와 마찬가지로 선율을 적극적으로 첨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汰-潢汰
㳞汰(f′ - e♭′ f′ a♭′ f′)’의 선율을 조창훈은 ‘汰-㳞汰潢汰㳞汰(f′ - a♭′ f′ e♭′
f′ a♭′ f′)’의 선율로

(로)부호를

(니로나)부호의 선율로 확대하여 연주하였다.

김응서는 정형화된 선율로 연주하였다면 조창훈의 연주환경은 독주자로의 연주경험
이 많기에 자유로운 선율수식으로 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령산풀이>를 M.M.

= 28.58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에서 조창훈은 김성진

과 김응서와 전혀 다른 선율선이 출현하는데 제1장의 제7악구, 제2장의 제2악구,
제2장의 제11악구의 선율이 그러하다. 이는 조창훈의 새롭게 창작 변주된 선율로
다양한 연주 경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다음 악보는 조창훈의 새로운 선율이다. 김성진의 선율과 비교하였다.
[악보 9] 상령산풀이 제1장 제7악구 선율 비교

김성진

조창훈

다음 악보는 조창훈이 새롭게 창작하여 삽입한 선율이다. 김성진의 선율과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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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상령산풀이 제2장 제2악구 선율 비교

김성진

조창훈

다음 악보는 조창훈이 김성진과 다르게 연주한 선율이다.

[악보 11] 상령산풀이 제2장 제11악구 선율 비교

김성진

조창훈

독주곡으로의 특징을 살리고 화려함을 더하여 본인만의 선율로 연주하였다. 또
한 제2장 제14악구 이하로는 선율선을 평조회상 상령산과 같이 올려서 연주하여 옥
타브를 내리지 않아 또 다른 느낌의 상령산풀이로 해석하여 연주된 점이 독특하다.
<청성자진한잎>을 M.M.

= 31.39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에서 조창훈의 습관

적 연주법이 나타나는데 농음을 할 때 마지막 박에서 연결하지 않고 마지막 박을
구분하여 농음표현을 하여 음이 구분되어지는 선율이 독특하다. 또한 제3장의 제2
악구와 제3장의 제5악구에서 다른 연주자들은 汰를 한 박을 뻗고 마무리 하는데 조
창훈은 ‘汰-㴌汰(f′ - g′ f′)’로 제3소박에서 선율을 종지하여 연주하는 게 특징적이
다.
<변조두거>를 M.M.

= 30.32의 속도로 연주하였다. 선율은 앞에서의 곡들과

같이 두 박 길이의 선율에서 둘째박에 농음이 들어갈 때 연결하지 않고 박을 구분
하여 농음을 하였다. 제3장의 후반부의 선율을 우조두거의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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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교차하여 연주하였다.

2. 장식음 사용의 특징
<헌천수>는 화려한 장식음 선율의 사용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장식음부호는 총
128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8종으로
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7종으로

(니레)부호,

(니라)부호

(노니로)

(느니)부호의 출현이 많다. 겹꾸밈음

표는 5종 출현한다. 제1장의 제2악구의 첫째박과 제2장의 제2악구의 첫째박의 장식
음 선율에서 주선율의 박자에 상관없이 연주하여 특징으로 나타난다. 黃(e♭)에 ‘仲
無林仲太黃仲林仲太(a♭ d♭′ b♭ a♭ f e♭ a♭ b♭ a♭ f)’ 10개의 긴 장식음 선
율을 붙여 연주하여 한 박 정도의 박이 늘어나도록 선율수식을 하여 장식음 부호로
는 표현이 안 되는 선율을 붙여 독주곡으로서의 자유로운 연주를 하였다.

[악보 12] 조창훈 헌천수의 제1장-제2악구 선율

겹꾸밈음표의 사용에서도 김성진은 14회, 조창훈은 23회로 화려한 선율수식이
눈에 띈다.
평조회상 중 <상령산>에서 조창훈은 독주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장
식음 부호를 사용하였는데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많은 장식음 사용과 또한 8종의
겹꾸밈음표 사용이 그 결과라 하겠다. 장식음부호는 총 194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
표는 10종으로
으로

(니레)부호와

(나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8종

(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겹꾸밈음표는 7종 출현한다.

<상령산풀이>에서도 다양한 장식음 부호의 사용과 다른 연주자들과 비교하여
다양하고 많은 겹꾸밈음표의 사용을 통해 독주곡의 기능 뿐 아니라 대금의 특성을
잘 살려 화려한 연주를 하였다. 장식음부호는 총 177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10종으로 太(f)에서
넘는소리표는 8종으로

(니레)부호, 黃(e♭)에서

(나니나)부호의 출현이 많다. 뒤

(니나)부호의 출현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

음표는 8종 출현한다.
<청성자진한잎>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114회 출현하며 汰(f′)에서
호,

(나니르)부호의 사용이 많다. 뒤넘는소리표는 8종으로

(니나)부호가 다양한

음역대에서 고르게 사용된다. 겹꾸밈음표는 12종으로 湳(c″)에서
를 주로 연주하였다. 조창훈은 다른 연주자들이 湳(c″)에

(니레)부

(니더여)부호

(떠이어니로니로)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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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여 연주한 것과 다르게
이 특이하다. 김응서는 湳(c″)에
훈은 2회이며 湳(c″)에

(노니로)가 빠진

(떠이어니르)부호로 연주한 점

(떠이어니로니로)를 연주한 횟수가 9회인데 조창

(떠이어니르)를 붙여 7회 연주하였다. 합하면

총 9회가

되는데 청성자진한잎의 장식음 선율에 대한 조창훈의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조두거>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비교해 장식음 부호의 사용횟수가 월등히 앞
서는데 독주곡의 특징 뿐 아니라 대금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살려 연주한 것이다. 우
조부분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90회 출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9종으로 南(c′)에서
(니레)부호 潢(e♭′)에서

(니라)부호, 汰(f′)에서

뒤넘는소리표는 4종으로 潢(e♭′)에서

(니)부호,

(나니르)부호의 출현이 많다.
(니나)부호는 다양한 음역대에

서 출현한다. 겹꾸밈음표는 1종 출현한다. 계면조부분에서 장식음부호는 총 88회 출
현하며 앞치는소리표는 7종으로 淋(b♭′)에서
는소리표는 7종으로

(떠이어)부호의 사용이 많으며 뒤넘

(니나)부호의 사용이 다양한 음역대에서 출현한다. 겹꾸밈음

표는 6종 출현한다.

3. 농음의 특징
조창훈의 농음은 김성진과 김응서의 농음보다 음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다. 농음
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농음으로 농음주기가 일정한 간격을 보여준다.
선율적 특징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연주자들은 두 박 이상 지속음을 연주할 때
마지막 박에서 농음을 하는데 조창훈은 마지막 박을 구분하고 농음하였다. 음을 연
결하지 않고 마지막 박을 구분하여 농음표현을 하는 것을 조창훈만의 농음법으로
볼 수 있겠다.
모든 악곡에서 주요음에 농음이 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조창훈은 평조회상 중 <상령산>과 <상령산풀이>를 같은 악곡으로 인식하였으
며 太(f)를 하행농음하는 임종계면조의 농음법이 잘 나타나도록 연주하였다.
<헌천수>는 황종계면조4)의 음악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적으로 林(b♭)의 하행
농음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조창훈은 <청성자진한잎>을 태주계면조로 보았고 南(c′)을 하행농음해야 한다
고 하였다. 실제 연주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조두거>는 제3장까지는 우조, 중여음 이후로는 계면조로 인식하였으며 우
조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이 상승하는 농음을 하였고, 계면조에서는 林(b♭)의 하행농
음이 출현한다.
4) 조창훈은 헌천수를 황종계면조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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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종합하면 연주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려졌으며 선율이 삽입되고 장식음의 종류와
겹꾸밈음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후대로 갈수록 화려해졌다. 농음의 형태는 빠르고
굵은농음에서 좁고 느린 농음으로 다시 후대로 갈수록 빠르고 굵은농음으로 변화되
었다.
김계선은 시대의 필요에 의해 기능위주의 합주음악을 무대 감상용 음악으로 독
주곡화 하였고, 김성진은 선율의 확대 및 축소 변화를 주어 예술적으로 오늘날의 대
금정악을 정립하였고, 김응서는 김성진의 전통을 보존하려고 하였으며, 조창훈은 김
성진의 연주 틀에 자신의 화려한 선율을 첨가하여 연주자의 기량을 확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