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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기별 진양조장단의 선율형태와 장단

시기

산조의 가락(선율)

장단(반주형태)

판소리에서의 진양조장단 수용
(후기 8명창 시기)

-

6박으로 반주

초창기
(초기산조)

즉흥선율

과도기
(현재와 초창기 사이)

고정선율화

현재

고정선율화 및
개인산조 창작

24박의 규칙적인 반주
(오성삼)

선율에 따른 유기적 반주

6)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 주변 기악 갈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9한국음악연구: 제59호, 한국국악학회, 2016, 7쪽~38쪽.
7) 문재숙, ｢심상건 가야금산조 연구｣, 9국악교육: 제38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4, 90쪽.
8) 이보형, ｢산조 악보에 나타난 기보방법의 유형과 변천 -초기 산조 악보에 나타난 기보방법의 사례
를 중심으로-｣, 9한국음악사학보: 제40호, 한국음악사학회, 2008, 411쪽.
9) 성금연, 9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 민속원, 2000, 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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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á6!ÂH!]^*,:g!,:!0n&!TU!)*!,:M!•‡!sT$!Jn
"!]^*,:m!,:!0n…!H‰+!n¨!:v…!Ìºu!øg!|um!H#d.!st!l-a
Ëg!H‡1?!YT$!Ìºu!H#;!•¸1+![tQR!]a.+!Hu-&!Yd„!/u!H#
;!•¸1+![tQR!]a.+!Hw•H!YT$!ò!&9m!H#;!•–1+!T^h!n³Ë
H!Y9Z![tQd.!)*!,:!&f2!_`5,:®m!l¾¾¿M![‡!0ª1?!Y•
;!•!@!YT$!ÛÜ!Ìºu!H#M![‡"!Hu-+!_`5,:!ˆÌuH!Ìi&!×Š!vŠc!
€;! ]^*,:d.! w?! YT$! Jn"! ‘cwx’! HI+! :Š…! Ô‡! ]^*,:M"m!
,:!0n…!•¸1+2! Ìºu;!n³d.! Õ2u!øg! ˆ#ud.!&¢Hs!45&!-S×+!
VW+!,:;!cwx!h!€d.!w?!YT$! Ùž!Hu-m!VW+![7y![,:;!?@
1+!€;!_î10!z¼1?!YþT$!
H6! {5! |u!H#M! [‡! •¸1?!Y+!Hw•m! VW+!_`56m!¾¿M! YŠ!
n»Qd.!TU!,:d.!w?!YþT$! 19Z!)*M"!-S×+!TU!,:®m!l¿S
M! YŠ"+! _`5,:;! -S1+! ‘n=ê†’m! {5…! ]^*,:M"+! ‘nV†‡’.!
/0!?•;!K•è1?!\Ò1ÑT$!Ùž!]^*,:m!Ù@SM!0ª1J!•‘®m!Kn
Q!¾¿…!H‡1n!v‡!•‘m!5|H!ÀL!•‘M![h!H‡…!n/d.!?•;!H‡
‡'!Å;!•¸1?!YþT$! Jn"!Hw•g! ‘nV†‡’M![h!]^*,:m!?•!\Ò
+!mñŸ!}~H!T&•1T!3:1?!YŠ!]¿M"!Jr!€•;!'n1?!Y•;!W‚
1ÑT$!mñŸ!z?!{?!}?!~+!º&9m!mñŸm!H‡+!•‘;!H‡1+!_Rm!3
:M!m‡!Ÿ[Qç!@!Y•;!ÓR!¡!@!YþT$!H…!£¤!l-aËm!IÁ…!Ô‡!Ó
R!¡!@!YþT$!ÛÜ!±·LÒ!&'(!)*!]^*,:!&f2!¤ˆÌ¼;!H‡1+!ò!l
-am!H‡…!¦§w™!T•®!Â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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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장단 중 제 12 각

<인용 1> (전략)…11장단과 12장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시키는 느낌을 주
며 가볍게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장단이다.10)
<인용 2> (전략)…제 12장단은 ‘경’애서 싱코페이션으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느낌
을 주며 높은음에서 하행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11)

Âg!¤ˆÌ¼m!•‘;!ò?!‘nV†‡’.!‚R˜!ˆƒ!(»Vm!VW+!?•;!‘V’d.!H
‡1Ñ?!‚R˜!Ìƒ!ù9„m!VW+!-ÉQR!•‘m!n…;!‘‡’.!\Ò1J!H‡1?!Y
þT$!19Z!ò!l-a!`ò!¤ˆ2¼M"!¤ˆÕ¼k9m!:¢m!-*…!ò?!(»Vm!VW
+‘nVV‡’!D5?!ù9„g!‘nV‡‡’.!H‡1™"!Œ•®!fm!:¢!-*+!ç<Å;!
ÓR1ÑT$! ò!H†.! ±‡ˆÒ!&'()*!]^*,:M"X!H6!Âg!4ŸH! ÓRe
T$!H…!-ÉQd.!t.!ù51™!¬t!Ì-6!ÂT$
[표 2]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 진양조의 연주자별 이해

선율적 특징에 따른 단락구분12)

중심음에 따른 단락구분13)

제4각

기

제5각

경

제6각

기

제7각의 음이 촘촘하여

경

제6각∼제7각과 제8각∼제9각의

제7각

해

긴장감을 유발

결

선율은 옥타브만 다르게 등장

제8각

기

한 옥타브 아래에서

경

제9각

해

제6각∼제7각을 반복

해

C(쫑음
) 에서의 고음을 눌러내어 긴장감 유발

기
경

상청(g)음이 등장하여 새로운 선율 등장

제9각에서 명확한 종지음들이 등장

±‡ˆÒ! &'()*! ]^*,:! ¤º¼M"! ¤.¼k9m! ò! l-a&! H‡h! -*+!
²ç1T$! ¤º¼;!ÁZd.!¤.¼M"!:¢H!¹9×+!-*+!²ç19Z!ù9„g! ‘n
V’A!‘n‡’A!‘n‡’.!=£Ÿ!:¢!zM"!Z0! Õ_.!st!H‡1ÑT$! /™!5ñ•m!V
W+! ‘nVV†V‡’.!h!_m!:¢d.!H‡1ÑT$! Jn"!-ÉQd.!ò!l-a&!\
©h! z˜;! w™! ¤º¼M"! ¤.¼k9m! êÉQR! :¢! &f2! ù9„g! ¤º¼A! ¤|¼A!
¤#¼;! ‘n’m!•OI?!‰‡"!:¢H!9ŠŠ;!‹!5ñ•!ŒÁ!¤º¼-¤/¼!•,!H6!
10) 오원경,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연구-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1쪽.
11) 정지영, ｢가야금산조 진양조 구성 원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51쪽.
12) 정지영, 위의 논문, 116쪽～117쪽.
13) 최미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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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¼g!¤#¼-¤.¼®+!O!ãbŽZ!¾¿&!TâT!H'n!1?!Y+!€HT$! ;!
•‘m! êÉQR! :¢! -*+! ¤º¼M"! ¤.¼k9! Â•IX! OPQd.+! •‘! š*M!
NI!{5!‡©×Š!•!@!YT$

Õ$!]^*,:m!,-!/0!?•B鼓型C!\©!
nÝm!]^*,:!?•;!K•èh!€;!n³d.!¨?M"!l-[Ÿd.!)g!•»!
ŸM"m!?•®!•–1Ñ;!y!nÝm! ‘nV†‡’! n³d.!•¸¡!VW! ˆ&9m!ÙÚZ
;!D+!VW+!ôþT$!H…!-ÉQd.!¦§w™!T•®!ÂT$
가) 기(起)+경(景): 내고 다는 고형

ÛÜ! ‘n’6! ‘V’m!?•H!ÂH!wH+!K•HT$! ç/Qd.!,:!0nŸ! ‘n’+!,:!
0n!z!&,!rM!sbcT$! 19Z!T•®!Âg!K•g! ‘n’m!?•H!s‘!H6!TÁ!
‘‡’m!?•H!s(n!êM!•,h!VWHT$!
[보례 2] <은하 C 본 > 제 10 각 고형

‚g1“¨ƒm!•»;!¦§wx;!y!¤.¼M"+!T•!¼d.!l†Á’+!?•H!ÓR
eT$! D5?!,:!0n!z! ‘‡’m!?•H!s(9!hx•MX!T-1?!?•Zd.! ‘n’m!
?•d.!‡©!&…h!?•H!¤ˆ2¼M"!ÓReT$!ù51™!?•Z;!”?!w™!?•!a
É+!‘n’m!?•H9Z!,:!0n!zM"!‘n’6!‘V’m!ÙÚH!•–Qd.!sbs+!VW
HT$
나) 결(結)+경(景): 맺고 다는 고형

T•d.! ‘†’®! ‘V’m!?•H!ÂH!wH+!K•HT$!‘†’m![tQR!?•g!¤ºuM
"!—?!¤/uM"!˜10!½!;!<+!VW…!>1+2!¤|uM"!TÁ!½!;!‘n™’!ø
g!‘qâš’®!ÂH!l†Á’+!•Om!l0…!¦§ÿ!@!YT$!
[보례 3] <킹D본> 제 89 각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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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ƒM"!IÁ…!œÀ!ÿ!@!YT$! ¤/uk9! ‘†’m!?•H!wH+!/™!¤|
uM"+!‘V’m!?•!K•;!ÿ!@!YT$!‘nV†‡’!_!‘†’m!?•HI™!¤|uM"+!?
•H!ôŠ'! hT$! 19Z!vm!?•g! ¤ºuM"!}+‘†’m!ÙÚ®! ‘V’m!ÙÚR!T+!
?•H!•–Qd.!qrcT$! H…!,:!0n!ŸM"!w™!¤##¼g! ‘n’6! ‘†’m!?•H!
•–Qd.!sbs9Z!,:!0n!Ÿ!¤#<¼M"!,:!0n&!fs?!TÁ!¤##¼M"!,
:!0n!Ÿ!ž!H†!?•;!9s!¤#.¼M"!á.!‘V’®!‘†’m!•–QR!!?•H!sbs
+!}?!T+!?•HT$! ZV!¤##¼m!?•;! ‘†’.!H‡hT?!ö;!y!¤#<¼m!?•
H!s‘!H6!‘nV†‡’m!?•H!o«Qd.!•,19!h+!€X!ÓR!eT$!
다) 기(起)+결(結): 내고 맺는 고형

T•d.! ‘n’6! ‘†’m!?•H!²ÁM! ÓR×+! K•HT$! ,:!0n!Ÿ!ž!H†M"!
T•®!Âg!?•;!ÓR!¡!@!Y9ZA!,:!0n!Ÿ!_9M!•,1nX!hT$!£¤!IÁ
…!Ô‡!H…!-ÉQd.!•¸1™!T•®!ÂT$
[보례 4] <지구A본> 제 33 각 고형

‚9-¡¨ƒM"!¤ˆ¼M"+! ‘Ÿ ’®!Âg!‘n’M"Z!wH+!–uH!sbs?!¤ºu®!
¤/uM!¢?"!‘†’m!?•H!wRT$!£¤!¤|u;!¤£1™!‘nV†‡’!_!‘n’m!K•d
.!\Ò!&…h!?•H9Z!¤ºu®!¤/uM"! ‘†’m!?•H!ÓR×+!€d.!ÿ!@!Y
T$! ,:!0n!Ÿ!¤ÕÌ¼M"!:¢H!G¤9Š9?!TÁ!ÁZ1+!?•d.! ‘n’6! ‘†’m!
?•H!²ÁM!wH+!•–QR!?•H!sbs+!€HT$!
ò!H†.+!78&9.! ‘n’6! ‘†’m!?•H!²ÁM!sbs+!•OH9Z!,:!0n!
Ÿ!Œ•H!ÀL!_9M!v<h!?•HT$!IÁ…!Ô‡!¦§w™!T•®!ÂT$!‚S•¥¨ƒM
"!¤#Ì¼!‘‡’m!?•d.!:¢H!-\e!H6!¤#<¼M"!TÁ!‘‡’m!?•H!wH+!,
:!0n…!wJ³T$!Jn"!¤#/¼m!VW+!,:!0n!Ÿ!ž!H†.!sbs+!?•H!À
¦MX!À§!¬w¨!/-6!Âg!?•;!wRT$

[보례 5] <성음B본> 제 85 각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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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S•¥¨ƒm!?•m!VW! ‘n’m!?•M"!sbs+! ‘Ÿ ’m!?•H!¤ˆuM"!
s(?!H6!¤ºu®!¤/uM!‘†’m!?•H!sbcT$!,:!0n!Ÿ!‘n’m!K•d.!wn
M+!:¢m!_9M!v<‡Y?!¤ˆuM"!‘Ÿ ’®!Âg!–ud.!l01+!?•®!¤|u
M"!½!d.!{À!l01+!?•H!ÓR×Š! ‘†’m!W••O.!wn+!©ËT$! ;! ‘n’
m!?•®!‘†’m!?•H!•–QR!sbs+!z?!}+!K•R!€HT$
라) 해(解)+경(景): 풀고 다는 고형

T•d.+!‘‡’m!?•®!‘V’m!?•H!•–Qd.!sbs+!VWHT$!T•m!K•g!
,:!0n!ŸM"!fM!•,hT$!À§m!IÁ…!Ô‡!H…!-ÉQd.!¦§w?a!hT$
[보례 6] <킹D본> 제 84 각 고형

‚›•¨ƒ! ¤#º¼M"! ¤/uM"! Qªd.! ~+! ?•H! ÓR! ×9Z! ¤|uM"+! TÁ!
½!d.!{À!l01+!?•;!wH0!eT$! :oh! ‘‡’m!?•HI™!¤/u®!¤|uM
"!ª!;!Ã˜h!?•H!s6'!19Z!¤|uM"+!½!;!H˜‡!{À!l01+!?•
;!ÿ!@!YT$!ù51™!‘‡’6!‘V’H!•–Qd.!ÓR×+!+?!T+!K•R!€HT$!
마) 기(起)+해(解): 내고 푸는 고형

79«d.!‘n’m!?•®!‘‡’m!?•H!•–Qd.!wH+!VWHT$!¤ˆuM"!‘Ÿ ’
d.! ‘n’m!K•M"!wH+!?•®!¤/uM+!Qªd.!~+!?•R! ‘‡’m!?•H!•–
Qd.!sbs+!VWHT$!H…!-ÉQR!IÁ…!Ô‡!¦§w™!T•®!ÂT$!
[보례 7] <은하C본> 제 90 각 고형

H6!Âg!K•g!‚g1“¨ƒ!¤.2¼M"![tQd.!œÀÿ!@!YT$!¤ˆuM"!‘Ÿ ’
®!Âg!‘n’m!?•;!ÿ!@!Yd„!¤/uM"+!Qªd.!+Šz+!?•H!ÓReT$!J
n"!¤/uZ;!w™!ê•QR!‘‡’m!?•d.!ÿ!@!YT$! 19Z!¤ˆuM"!wH+!‘Ÿ
’®!Âg!?•g!,:!0n!Ÿ!&,!r:M!sbs„!JnM! ‘‡’m!?•k9!sb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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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0h!?•d.!¬'!hT$!H6!Âg!,:!?•g!,:!0n!zM"!
&,!fM!•,10!eT$! ù51™! ‘n’6! ‘‡’&!•–Qd.!ÓR×+!z?!~+!K•R!
€HT$
HŸ!nÝm! ‘nV†‡’! -!&9m!?•m!\Ò!n³;!Ô‡!£¤!½wh!?•;!\Ò
1n!Š‚f!VW…!•¸1ÑT$! DeT™!?•;!\Ò1?!H‡1+!EFM![‡!Î?‡
ÿ!J9&!YT$!HM!¨?M"+!?•;!\Ò1+!EF;!‘nV†‡’6!Âg!nÝm!H‡
&!ÀL!®0!ò!&9.!st!H‡1?a!hT$!
ÛÜ!nÝm!‘nV†‡’!_!‘‡’m!?•g!,:!0n!Ÿ!:¢!-*!fM"!ÓReT$!H
+!,:H!G¤Š9+!P\M"!sbs+!€d.!H‡1J!H…!‘G¤•’d.!H”!wH?!
s¯9!?•g! :¢!-*!Hêm!•‘H! lÖ×+! °M"!l0±d.! H…! ‘l†•’d.!
Pâ?!ò!&9!K•d.!?•;!-\1?a!hT$!
[표 3] 진양조장단의 고형 유형
기존의 이해

실제 고형 사례

기

기+경, 기+해

경

기+경, 결+경, 해+경

결

기+결, 결+경

해

기+해, 해+경

고형 분류 유형

연결형

매듭형

H6!Âg!\Ò!É¿+!TU!)*!,:m!H‡6!78&9.! ‘}?!T+’!•O…!n:
.!K•m!H”;!PJ1ÑT$! 7h!nÝm!H‡…!²Šs!¨?M"!?•m!\Ò!¸‰;!
{5!‰1+!€g!nÝm! ‘nV†‡’&!&9?!Y+!mñŸm!H‡}~!yKHT$! :Š&!
&9?!Y+!Š»Q!mñ&!Ó£1J!wT!H‡1+!=>m!!m…!Çn!v‡!?•m!Œ
¡®!ÙÚM!NI!H”;!wR!€HT$

´$!:¢°!•‘!]’M!NU!±²³m!?•B鼓型C!\©
ˆ$!±·LÒ!&'()*!]^*m!:¢°!H‡
±·LÒ!&'()*!]^*,:g!-ê*¸A! š*!•®!Âm!n³;!_Íd.!•‘H!
:¢³0!×+2!¨?M"+!®0!ò!&9m!n³m!n³;!_Íd.!?•®m!KnQ!¾
¿…!ÓR1?a!hT$! ž†+!±·L.P3!-êe!-ê*¸H„!´†+!š*M!NU!H
‡HT$!H…!t.!ù51™!T•®!Â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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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악조에 따른 단락의 두 가지 기준 비교

음조직에 따른 단락 구분14)
해당 각 수
제 1각 ～ 제 4각
제 5각 ～ 제 6각
제 7각 ～ 제 9각
제 10 각 ～ 제 11 각
제 12 각 ～ 제 15 각
제 16 각 ～ 제 22 각
제 23 각
제 29 각
제 31 각
제 33 각
제 37 각
제 40 각
제 43 각
제 45 각
제 49 각
제 53 각
제 59 각
제 61 각
제 65 각
제 69 각
제 77 각
제 79 각
제 83 각
제 91 각
제 95 각
제 97 각

～
～
～
～
～
～
～
～
～
～
～
～
～
～
～
～
～
～
～
～

제 28 각
제 30 각
제 32 각
제 36 각
제 39 각
제 42 각
제 44 각
제 48 각
제 52 각
제 58 각
제 60 각
제 64 각
제 68 각
제 76 각
제 78 각
제 82 각
제 90 각
제 94 각
제 96 각
제 100 각

구전 조명

선율적 특징에 따른 단락 구분15)

우조

우조 계면성
우조 계면성
돌장
평조
평조 계면성
(제41각～제44각)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해당 각 수
제 1각 ～ 제 4각
제 5각 ～ 제 6각
제 7각 ～ 제 9각
제 10 각 ～ 제 11 각
제 12 각 ～ 제 15 각
제 16 각 ～ 제 20 각
제 21 각 ～ 제 22 각
제 23 각 ～ 제 28 각
제 29 각 ～ 제 32 각
제 33 각 ～ 제 36 각
제 37 각 ～ 제 39 각
제 40 각 ～ 제 44 각
제 45 각
제 49 각
제 51 각
제 59 각
제 61 각
제 65 각
제 67 각

～
～
～
～
～
～
～

제 48 각
제 50 각
제 58 각
제 60 각
제 64 각
제 66 각
제 76 각

계면조

제 77 각 ～ 제 82 각

계면조

제 83 각 ～ 제 90 각

계면조

제 91 각 ～ 제 100 각

!t…!Ô‡!¦§ÿ!@!Yµ!-ê*¸;!n³d.!š*M!NU!:¢!-\!n³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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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선림, ｢함동정월류와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2013, 75쪽～76쪽.
15) 정지영, 위의 논문, 116쪽～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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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양조장단 선율 및 고형에 따른 단락의 이해
고형에 따른 단락이해

악조에 따른 단락의 이해

장

구전

단

조명

<성음B본>

<은하C본>

<킹D본>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ㅇ
ㅇ

22

ㅇ

ㅁ

ㅇ

ㅇ

23
24
25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우조

우
조

우조
계면
성


음조직

선율적

<지구A본>

수

특징

26

우조

ㅇ

ㅇ

ㅇ

ㅇ

27
28
29
30
31

계면

ㅇ
ㅁ
ㅇ
ㅇ
ㅇ

ㅁ
ㅁ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32

ㅁ

ㅁ

ㅁ

ㅁ

3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ㅁ-ㅇ

ㅁ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성


34

돌

35

장

돌장

36
37
38
39

평
조

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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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ㅇ

ㅇ

ㅇ

ㅇ

41

ㅇ

ㅇ

ㅇ

ㅇ

ㅇ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ㅁ

ㅁ

ㅁ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ㅁ

-

ㅁ

ㅁ

49

ㅇ

-

ㅇ

ㅇ

50

ㅇ

-

ㅇ

ㅇ

51

ㅇ

-

ㅇ

ㅇ

52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57

ㅇ

-

ㅇ

ㅇ

58

ㅇ

-

ㅇ

ㅇ

59

ㅇ

-

ㅇ

ㅇ

60

ㅁ

-

ㅁ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ㅁ

-

ㅇ

ㅇ

ㅇ

-

ㅁ

ㅇ

65

ㅇ

ㅇ

ㅇ

ㅇ

66

ㅇ

ㅇ

ㅇ

ㅇ

67

ㅇ

ㅇ

ㅇ

ㅇ

68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73

ㅇ

ㅇ

ㅇ

ㅇ

74

ㅇ

ㅁ

ㅇ

ㅁ

75

ㅇ

ㅇ

ㅇ

ㅇ

76

ㅁ

ㅇ/ㅁ

ㅁ

ㅁ

42

평조

43

계면
성

44
45

계면

46

조

47



48

53

계면

54

조

55



56

61

계

62

면

63

조

64

69
70
71
72

계면
조


계면
조


77

계면

ㅇ

ㅇ

ㅇ

ㅇ

78

조

ㅇ

ㅇ

ㅇ

ㅇ

79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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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ㅇ

ㅇ

ㅇ

ㅇ

81

ㅇ

ㅇ

ㅇ

ㅇ

82

ㅁ

ㅁ

ㅇ

ㅁ

83

ㅇ

ㅇ

ㅇ

ㅇ

84

ㅇ

ㅇ

ㅁ

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ㅁ

ㅁ

ㅁ

ㅁ

ㅇ

ㅇ

ㅇ

ㅇ

89

ㅇ

ㅇ

ㅇ

ㅇ

90

ㅁ

ㅁ

ㅁ

ㅁ

91
92
93
94
95
96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99

ㅇ

ㅇ

ㅇ

ㅇ

100

ㅁ

ㅁ

ㅁ

ㅁ

85
86
87
88

97
98

계면
조


계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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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백창 <춘양가> 연구
-판소리와 입체창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원 (한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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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 녹음된 이동백창 <춘향가> 연구
- 판소리와 입체창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다원(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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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백이 활동한 190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의 자료를 살펴보면 은퇴 기사가 발표된 1939년 이
전까지 공연 광고가 신문에 꾸준하게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후배들의 요청
에 응하여 창극 공연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9매일신보:, 1942년 7월 15일자.
2) 성기련, 9193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 민속원, 2021, 75-76쪽.
3) 김향, ｢일츅죠선소리판 춘향가 전집의 매체적 특징과 그 의의｣, 9인문과학: 제114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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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진영 외 1 역주, 9춘향가 명창 장자백 창본:, 박이정, 1996.
5) 최동현, 9(교주본) 춘향가 1:, 민속원, 2005.
6) 최혜진, ｢정응민 바디 <춘향가>의 성립과 분화 과정｣, 9공연문화연구: 제11집, 한국공연문화학회,
69쪽.
7) 성기련, ｢박봉술창 춘향가 중 ‘박석티’ 이하 대목의 사설 구성과 특징｣, 9한국음악연구: 제57집, 한
국국악학회, 2015, 참고.
8) 배연형, 앞의 논문, 2001, 391쪽.
9) 김진영 외, 앞의 책, 32~35쪽
10) 최동현, 앞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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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동백과 김세종제 <춘향가> 계열의 추천 대목 사설 비교
이동백
ⓑ장장채싱으 그네줄 휘늘어진
가지 회회칭칭 검쳐매고
【항능 보선의 00운이요, 맵시 있게
선뜻 신고】

장자백
ⓑ장장채승 그네줄을 휘늘어진
벽도 가지에 휘휘칭칭 감아 매고,

보성소리

섬섬옥수를 번뜻 들어 양 그네줄
갈러 잡고, 선뜻 올라 에헴 발
구른다

섬섬옥수를 번뜻 들어서 양
그네줄을 갈라잡고 선뜻 올라
밀어갈제

ⓑ섬섬옥수를 번뜻 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 쥐고, 선뜻 올라
발구를 제

ⓒ한번을 툭 구르니 앞으로 점점
높아 있고, 두 번을 뛰고 보니 뒤로
번뜻 높이 떠, 앞뒤가 점점 높아
오니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 점점 높아갈제 머리
위의 푸른 잎은 몸을 따라서
흔들흔들

ⓒ한번을 툭 구르면 앞이 번뜻
높았고, 두 번을 툭 구르면 뒤가
번뜻 솟았네

ⓓ난만도화 뚝 떨어져 옆 가지
소소리쳐 툭, 숭이숭이 맺힌 꽃
흔들 흩어져 뚝 떨어져 바람에 펄렁
흩날린다.
【나의 금상은 공중의 표불하고,
도화원이 전천의 왕래 이리 가고
저리 가서, 도련님이 보니 옛날
일로 비하니】

ⓓ난만도화 높은 가지 소소리쳐
툭툭 차니 송이송이 맺힌 꽃이
추풍낙엽격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치니 풍무취엽녹엽이라.

ⓓ난만도화 높은 가지 소소리쳐
툭툭 차니 춘풍취화낙홍설이요,
행화습의난홍무라.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황모를 만나볼 듯
그대로 멀리가면 월궁항아 만나볼
듯

낙포 선녀가 백운을
요지연의 떠가난 듯,

낙포선녀 구름 타고 옥경으로
향하는 듯, 무산선녀 학을 타고
요지연으로 내리는

타고서

【칠월칠석
오작교의
견우직녀
건네난 듯, 침향전 봄 바람의
백척양류가 그네를 매고 당천자
대혹시키든 양귀비 추천 태가 여기
와서 더할소냐】

åwæÎ! ‘ãÉä×&’…!-S1+![P\m!è4&!,aÃ!Þ¨®!wS45! ‚EÉ&ƒ
M"X!ÓR×ç.!0îh!“”g![P\!ç<19ZA!çP!=•M"!«H…!w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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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h!^Ÿd.!qrs9ZA! ,aÃ!Þ¨!_! ¬¯5!vm!~U!èg!é;!NI"!êËê
Ë-H! H²Ãm! =•M"! ÓR×9! h?! ¬rë&! ``! ìÀ(P-+! wS45! ‚EÉ&ƒM!
sbs9! hdç.! P\QR! «H&! YT$! 79«d.! íè4m! VWA! H²Ãm!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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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Drs!ásm!(Ÿg!Ê_m!tT1?-Xö¦H!wP!÷õ!ç.!•1Pâ6!áø
Ëø©! (Z–m! ûWúù! ú-c! µ-^û•! A×! O&! Jn! 6"! •¡4Àâ+! ,a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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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¹¤! ‚EÉ&ƒ! ¿ÛM"!²Šc!H²Ãm!=•H!MaQd.!-=h!z˜R
9!üž?a!1+2A!²Á[M!Ã²h!±ÞýˆˆC!Ì!H•KˆÌC6!•–1J!ÓR1ÈT$
<표 2> 이동백과 동시대 창자들의 추천 대목 사설 비교
이동백
ⓑ장장채승의 그네줄 휘늘어진 가지
회회칭칭 검쳐매고 【항능 보선의
00운이요, 맵시 있게 선뜻 신고】

김창룡13)
ⓑ장장채승의 그네줄 휘늘어진
벽도 가지랄 휘휘 칭칭 감어매고

이선유14)
ⓑ장장채승의 그네줄 휘늘어진
벽도지 휘휘칭칭 감어매고 몸을
정이 허랴헐 제, 분홍상내
대사초매는 장사를 잡아 들쳐입고
옥수를 번뜻 들어 양 그넷줄을
갈러잡고, 선뜻 올라 발구를 적의

ⓒ한번을 툭 구르니 앞으로 점점
높아있고, 두 번을 뛰고 보니 뒤로 번뜻
높이 떠, 앞뒤가 점점 높아 오니

ⓒ한번을 툭 구르니

ⓒ한번을 굴러서 앞이 높고, 두
번을 굴러 뒤가 멀어, 앞뒤가 점점
멀어 백능버선 두 발길

ⓓ반공의 종달새 뜨듯 둥덩실 높이 떠,
난만도화 뚝 떨어져 옆 가지 소소리쳐
툭, 숭이숭이 맺힌 꽃 흔들 흩어져 뚝
떨어져 바람에 펑펑 흩날린다.

ⓓ춘일반공에
종다리
뜨듯,
연비여천에 소리개 뜨듯, 반공중
높이 떠, 머리 위에 푸른 벌은
떼를 이뤄 희롱하야

ⓓ소소리쳐
툭툭
차니,
숭얼숭얼이 맺힌 꽃이 아주 팔짝
떨어져서 양류상을 떠나가고,

섬섬옥수를 번뜻 들어 양 그네줄 갈러
잡고

【나의
금상은 공중의
표불하고,
도화원이 전천의 왕래 이리 가고 저리
가서, 도련님이 보니 옛날 일로 비하니
낙포 선녀가 백운을 타고서 요지연의
떠가난 듯, 칠월칠석 오작교의 견우직겨
건네는 듯. 침향전 봄바람의 백척양류가
그네를 매고 당천자 대혹시키든 양귀비
추천 태가 여기 와서 더할소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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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ò!¸Þm!=•;!•–1™!±Þýg!=•;!GW!4#10!-S1J!H²Ã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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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H²ÃH!MaQd.!-=h!ÙKm!=•;!•ÀwxT$!D!†®!H²Ã
®!±O¹¤!‚EÉ&ƒ!¿Ûm!Þ¨g!•ðh!è4.!-S×„!Ùž!,aÃ!Þ¨®!K=Å
11) 배연형, ｢유성기음반 판소리사설(1)｣, 9판소리연구: 제5권, 판소리학회, 1994, 402쪽.
12) 노재명, ｢이선유의 음반에 대한 연구｣, 9한국음반학: 창간호, 한국고음반학회, 1991, 239쪽.
13) 제비표조선레코드 B71-A 춘향전 리도령광한루나가는데 김창룡
14) Columbia 40268-B 춘향가 廣寒樓景 이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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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현미, 앞의 책, 171쪽.
16) 창극 양식의 성립(1936년) 이후 녹음된 <빅터판 춘향가>는 소리가 정교하게 잘 짜여진 작품으
로써 창극의 특징이 잘 반영된 음반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정정렬제 <춘향가>를 바탕으로 창자들
의 소리제를 통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특정 대목에서는 이화중선과 임방울의 배역을 박녹주와 김
소희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배연형, 앞의 논문, 2012, 3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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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축판 ‘어사남원입’과 <일축판 춘향가> ‘어사남원행’의 악조 변화 비교
사설 내용
처음~광한루야 온당허며

일축판

<일축판 춘향가>

‘어사남원입’

‘어사남원행’

평조

오작교야 성하게 있느냐~추천허고 노던듸요

계면조

객사청청 푸른버들~춘향 사는 집을 바라보니

평조

행랑은 헙숙해지고~찌그러졌구나
장원 위의 거친 풀은~그간의 저 학 두루미
다만 한 마리 남은 중의~미물이라도 반갑구나
내 솜씨로 써 붙인 입춘서~허날린다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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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일축판 ‘어사남원입’ 중 돌장의 기능을 하는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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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민요 말붙임새의
음악적 구현양상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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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민요 말붙임새의 음악적 구현양상과 의미
-3소박 4박자 유형을 중심으로-

이정민(한양대학교)

¬ª!«%$!"#!
¯$!Õ4u!ºua!ÉÐíîm!ê=^Ÿ
´$!ÉÐíîm!>wxÕ!\©
µ$!ÉÐíî!>wxÕm!î4°!ÙÚ
\$!ÉÐíî!>wxÕm!^Ÿ®!m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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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è&!/„×Š!YT$ˆC!æ§1+!®ùM"!WHs!çA!mFA!²ZA!Xù!•®!¾öe!5|
d.!t4×„A!T^h!n…®!&Þ!EFM!NU!æY>;!9®Qd.!&Þ1n!v1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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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ôH!PâüsA!zÃ!šn.!n¨!u;!<™"!Pâ+!zÃ!Öm!•šHn!yKM!aK
.f!t4H!&…1T$!D5?!&Þ!n…M!NI!4,S®!K²SH!/„×n!yKM!Î*
–×Š!ê=eT$
HŒ5!ÉÐíî&!&9?!Y+!4,S®!•šQ!¾öSg!ÉÐíî!l-m!FîS;!
}\ž!z¼10!hT$! D²äm!ÉÐíîm!5|•!l-+!Hw•H!H‰Š!”g!çöm!
[QËH!YT$ÌC!Drs!4Î!ÉÐíîm!\©!H#g!•*ú#A!•‘#A!,:#A!Á±Õ#!
1) 김영운, 9국악개론:(경기: 음악세계, 2015), 224쪽 참조.
2) 이보형, ｢한국 민속음악 장단의 리듬형에 관한 연구-중중모리·굿거리·타령·살플이와 같은 3소박
느린 4박자형 장단을 중심으로｣, 9민족음악학:(서울: 동양음악학연구소, 1994), 16집; 이보형, ｢리
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 분류 연구｣, 9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95),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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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보형, ｢장단의 여느리듬형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 연구｣, 9국악원논문집:(서울: 국립
국악원, 1996), 8집; 이보형, ｢경상북도 자연태음악의 소박집합, 장단유형, 전단후장-전통 동요 및
부녀요를 중심으로｣, 9국악원논문집:(서울: 국립국악원, 2012), 155~175쪽.
3) 손인애, ｢향토민요의 음악적 연구 현황 분석｣, 9한국민요학:(전주: 한국민요학회, 2014), 42집,
57~95쪽.
4)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연구-사설의 율격이 음악의 박자와 결합되는
음악적 통사구조에 기하여｣, 9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95), 제23집, 26~131쪽; 강등
학, ｢민요의 가창 구조에 대하여｣, 9한국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1991), 1집, 20~37쪽; 김혜
정, 9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양상과 전승원리:(서울: 민속원, 2005), 160쪽.
5) 민요에서 노랫말을 표현하는 4·4조 율격을 근간으로 하여 음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음절 기본형’,
‘음절 확대형’, ‘음절 축소형’, ‘음절 복합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겠다.
6) 음절 분할 정도는 1개의 음절에 2개 이상의 음을 사용하거나, 1개의 소박에 2개의 음절이 붙여지
는 경우에 ‘1자 다음 소박·분할형’으로 구분하겠다.
7) 노랫말이 붙여지는 강세에 따라 3소박 단위와 장단 전·후반 2소박 단위 변화 구조는 3/3/3/3,
2/2/2/3/3, 3/3/2/2/2의 구조로 나타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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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 소박 4 박자 향토민요의 지역별 선정 악곡 수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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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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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악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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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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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è1J!••!n¨•A!••!Ó[•A!••!Ð4•A!••!•–•m!-!&9.!-\1
?A!¼¼m!••!K•äM"+!•@!\¡!ùXM!NI!ˆa!ç••®!ˆa!T•c4u!\¡
•d.!^\1J!¦§wÈT$
7h!Õ4u•!>wxÕ!-*R!ÕfÕfÕfÕ®!,:!ê/!Ì4u•!>wxÕ!-*R!ÌfÌfÌfÕfÕA!
,:!6/!Ì4u•!>wxÕ!-*R!ÕfÕfÌfÌfÌ…!ù51™"!=•m!˜OM!NU!5|!-*
X!ÓR1?A!š›m!ÁZ•!5|X!ù51ÈT$!>wxÕm!/•-*+!/,:!¹º•A!h!
,:!¹º•A!Ì,:!¹º•A! T¹º•d.!-\1J!•F®m!l¿SX!ù5‡!w‚hT$!
H6!Âg!z˜;!_Íd.!9Œ°.!¦§w™!T•®!ÂT$
〔표 2〕 3 소박 4 박자 향토민요의 음절 유형에 따른 지역별 현황

음
절
기
본
음
절
확
대
음
절
축
소
음
절
복
합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

악곡수

26

13

23

42

55

35

35

27

256

1자
일음
1자 다음
소박분할
1자
일음
1자 다음
소박분할
1자
일음
1자 다음
소박분할
1자
일음
1자 다음

소박분할

7 27%

3 23% 3 13% 11 26% 16 29% 10 29% 5 14%

5 19% 63 25%

-

1

-

-

8%

4 17%

3 12%

2 15% 2

3 12%

3 23% 4 17%

7 27%

1

8%

-

1

8%

6 23%

-

-

-

2 15%

-

-

9%

1

2%

2

4%

8 23% 2

6%

-

15

6%

4 10% 9 16%

4 12% 9 26%

9 33% 45 18%

4 10% 4

-

7 20%

3 11% 29 11%

4 17% 14 33% 6 11%

7 20% 5 14%

3 11% 47 18%

1

-

-

4%

-

-

1

7%

2%

-

-

-

-

-

2

1%

5 22%

8 19% 16 29%

6 17% 7 20%

6 22% 51 20%

-

-

-

1

-

-

1

2%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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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É.!?â?A!VnX+!••!Ó[•®!ˆa!T•c4u!\¡•H!0.!=˜×þT$!}
gëX6!}g‹X+!••!Ó[•m!•_H!ìd„A!VŸëX6!êI‹X+!••!n¨•H!
ìT$! VŸ‹X+! ••! Ð4•H! ì?A! êIëX+! ••! n¨•®! ••! •–•m! •_H!
ìxT$! h!!Âg!••!K•!&f2"X!=˜e!5|m!•O+!{hT$! ••!n¨•M"!
˜»X+!ˆiÌ!5|•!•_H!ìd„A!êIëX+!ˆiÌ!¹º•g!ÓR×9!hx?!ˆiÌ6!Ìiˆ!
5|m!€–•H!WO1Ñ?A!Vë®!êI‹Xm!VWX!ˆiÌ6!Ìiˆ!5|H!2R!•O&!=
˜×þT$!H6!ÂH!9Œ7T!=˜1+!••!K•®!5|m!«H&!YT$

µ$!ÉÐíî!>wxÕm!î4°!ÙÚ
¨!,M"+!9Œ°.!\©öõ!>wxÕ…!î4°.!-\1?A! ÙÚË;!ù5‡!w?
8) 김혜정, 9민요의 채보와 해석:(서울: 민속원, 2013), 1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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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T$!Õ4u! ºua!ÉÐíîm!>wxÕ6!l¾e!•šQ!î4+!••A! _ânA! ˜OA!
5|H!YT$! H!Âg!î4Ë;!••!K•M!NU!ÙÚA! ,:!z!˜O!-*M!TU!Ã˜!
^ŸA! š›m!ÁZ•!>wxÕ6!_ân6m!l¿SA! >wxÕm!/•-*…!_Íd.!¦
§wÈT$! D!†®.!&Þ!,âm!n…®m!„É!¾¿A! •š!î4M!NU!Ÿ[Q!VÉ®!
&Þ!EFA!>wxÕm!/•-*6!•F®m!l¾SX!ÓR‡!wÈT$

ˆ$!>wxÕ!K•°!ÙÚ!
ˆC!••!n¨•m!ÙÚ
Õ4u!ºuam!ÉÐíî!&f2!••!n¨•g!#2›d.!l-![Ÿ!š›m!Õ2$/j!ùX
M!‡"hT$! ÉÐíî! Õ4u! ºuam!••!n¨•M"+!O!&9!K•H!ÓR×þT$! š
›m!h!uM"!æY>;!rd.!"@!wH+!ˆiÌ!5|•A!*ŠwH+!Ìiˆ!5|•A!D5?!
ˆiÌ6!ÌiˆH!2J!Y+!€–•HT$!ÛÜ!••!n¨•m!O!&9!K•H!êaQd.!sb
s+!4[;!¦§w™!T•®!ÂT$
〔표 3〕 음절 기본형의 전국 현황
음절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기본형

(27)

(13)

(27)

(42)

(58)

(36)

(35)

(27)

(265)

1+2

5

71%

2

50%

2

29%

4

31%

2

11%

3

17%

4

50%

1

20%

23

28%

2+1

1

14%

-

-

-

-

5

38%

2

11%

4

22%

-

-

2

40%

14

18%

1+2/2+1 1

14%

2

50%

5

71%

3

23% 14 78% 11 61%

4

50%

2

40%

43

55%

계

7

4

7

13

18

18

8

5

80

••!n¨•M"!˜»X+!ˆiÌ!5|•!•_H!ì?A!V‹g!O!&9!K•H!?â0!Ó
R×þT$!êIëX+! ˆiÌ!¹º•g!ÓR×9!h?A!ˆiÌ6! Ìiˆ!5|m!€–•H!WO1„A!
VŸëX6!êI‹Xm!VWX!ˆiÌ6! Ìiˆm!€–•m!•_H!ìT$! T•g!••!n¨•M
"!ÓR×+!&Þ!,â…!K•°.!\Ò‡!w™!T•®!ÂT$!
〔표 4〕 음절 기본형의 리듬형과 가창 장르
1+2 리듬형

장르

2+1 리듬형

곡수

곡수

장르

-

-

아이 어르는 소리

4(9%)

강강술래

7(50%)

강강술래

6(14%)

물레질 소리

1(7%)

기타 타령

26(60%)

5(21%)

논매는 소리

5(36%)

논매는 소리

4(9%)

노젓는 소리

1(2%)

달구 소리

1(4%)

-

-

달구 소리

2(5%)

합

23

합

14

합

43

자장가

10(44%)

강강술래

3(13%)

새소리

5(21%)

논매는 소리

장르

1+2/2+1 혼합형

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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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Ìiˆ!5|•M"+!ÓR×9!hxd„A! Âg!••!n¨•!äM"X!&Þ!,âm!n
…®!ÙSM!NI!•U×+!5|m!«H…!wRT$
〔표 5〕 음절 기본형의 말붙임새 유형
리듬형

말붙임새 악보

1+2 리듬형

자

장

자

2+1 리듬형

달

아

달

1+2/2+1 혼합형

우
둥

물
개

안
둥

장

에

자
아

밝

개

옥
둥

장

자

녀

장

은

달

아

개

씨
야

냐

¦§¨!á6!ÂH!š›m!²çh!>wxÕ+!,âQ!ÙÚ;!sbz+!ÊF-6!>wx
Õ&!ÝÎ1+!€;!kÿ!@!YT$!a,&+!v!ˆiÌH!wH0!×+!RFH!×+!V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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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xÕ!•O6!&Þ!EF®m!„É!¾¿M!¾1J!ÓR‡!ÿ!Fî&!YT$!h!,:m!
f!u;!Ìiˆ!5|•d.!GH!çù10!/•1+!š›g!`ò!ˆ.›H„!&Þ!EF;!sÏ
Š!¦§wÈT$!ln?!R+!•F®!MÞM"!Ìiˆ!5|;!h!,:m!f!uM!=˜h!&Þ!
,â…!ù51™!T•®!ÂT$!
〔표 6〕 한 장단의 끝 박에 2+1 리듬형을 사용한 악곡 유형
가창 방식
메기고 받는 형식
독창

가창 장르

악곡 수

논매는 소리
강강술래
달구 소리
뱃노래
물레질 소리

7
8
2
1
1

합계
18
(95%)
1(5%)

v6!ÂH!••!n¨•!&f2!h!,:m!f!uM! Ìiˆ! 5|;!wH+!VW…!ò!&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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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음절 축소형의 가창 장르
장르

전래동요

가사 노동요

노동요

기타 타령

합

곡

36(73%)

8(16%)

4(8%)

1(2%)

49

v6!t6!ÂH!••!Ð4•M"!ÓR×+!&Þ!,â+!ê§²î&! Õ|›B<Õj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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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Æ!¦§wÈT$!
〔악보 1〕 음절 축소형의 말붙임새 유형(경산 잠자리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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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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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음절 확대형의 말붙임새 유형 (무주 물레질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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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음절 복합형의 말붙임새 유형(양양 벼터는 소리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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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 소박 단위 변화형 말붙임새의 전국 분포
지역(악곡)＼구성

3/3/2/2/2 구조

합

1자 일음

2/2/2/3/3 구조

1자 다음

소박 분할

1자 일음

1자 다음
소박 분할

강원

26

3

3(12%)

-

-

2(8%)

경기

13

2

-

2(15%)

-

1(8%)

경남

23

4

-

4(17%)

-

4(17%)

경북

42

3

-

2(5%)

-

-

전남

55

14

11(20%)

3(5%)

-

2(4%)

전북

35

10

6(17%)

4(11%)

-

4(11%)

충남

35

5

4(11%)

1(3%)

-

4(11%)

충북

27

5

3(11%)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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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빠르기에 따른 악곡 시작형 말붙임새의 분포도

=120~135
=100~119
=80~99
=60~79
=40~59
속도/시작형

-

1(1%)

-

2(6%)

1(4%)

6(5%)

14(20%)

-

8(23%)

8(30%)

7(6%)

19(27%)

-

8(23%)

8(30%)

43(39%)
54(49%)

23(32%)
13(19%)

3(25%)
9(75%)

9(26%)
8(23%)

2(7%)
8(30%)

♪♩

♩♪

♩



♪♪♪

1+2

2+1

2

3

1+1+1

9)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9한국음악연구:(한국국악학회,
2001), 29집, 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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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말붙임새의 반복구조 유형
유형
한 장단
규칙형
반 장단
규칙형

악곡명
무주새야
새야
2-22

경주
연달래
꽃주까
15-28

2장단

규칙형

불규칙형

성주
께기적삼
7-37

군위 황새
15-2

말붙임새 악보

새
녹

야
뒤

새
낭

연
지
연

게
이

달
달
꽃

깨
밍
북
남

끼
지
두
도

황
니
내

모

나

깨
실
칠
칠
모

새
간
간

야
케

이
끼
성

지
지

포
앉
래
래
나

랑
지

꽃
꽃
다

성

깨
후
짓
고

끼
안
을
름

야
는
는

덕
짜
지

리

로

새
마
주
주
주

까
까
까

적
적
달
달

삼
삼
아
아

새

야
고
다

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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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음절과 빠르기에 따른 말붙임새 유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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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 D„M"! O.Ðg! ••®! ¾öe! ê§²î•®! çæ§•d.! -\eT$!
ê§²î•g!••H!¾ŠË™"!ˆiÌA!ÌiˆA!ÕA!ˆiˆiˆm!T^h!5|•H!=˜×?!>wxÕ
m!K•H!•–QHT$!ê§²î•m!æY>g!0.!²&Hs!F&;!0¤.!mSŠA!mO
Š…!=˜1?!,:m!ê6/M!f‘;!¦‚!æY>;!wHüs!q?![r1+!•Fd.!
/•×nX! hT$! H6! Âg! æY>m! ÙSd.! R1J! ••! Ð4•M"! 0.! ÓR×„A!
&Š!KpîA! al&!Ÿ[!Kpî!•®!l¾eT$! H6!Âg!••H!Qg!••!Ð4•g!
ê§²î•m!ê•QR!•OI?!ÿ!@!YT$
/™M!çæ§•g!••!•–•H™"!••H!Ó[e!•O&!sbcT$!ç1+!²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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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Ÿ[;!æY>M!ÚÀ!Pân!yKM!••H!Ó[e!æY>;!Q–h!5|d.!t41
n!v‡"!ˆiˆiˆ!5|m!=˜!•_H!ìT$!Ùù!²Z;!t41n!v‡!ÕA!ÌiˆA!ˆiÌ!5|X!
•–Qd.!=˜eT$!h!,:M"!••H!Ó[×üsA!•–QR!^Ÿm!5|•g!Ùù!ç
m!²Z;!æY>.!t41+!EF®!l¾×Š!Y?A! H6!Âg!K•g!çæ§!K•d.!
ÿ!@!YT$
ù51™A!>wxÕM!sbs+!š›m!n…®!_ânM!NI!a,&•®!WHæ§•d
.!K•è&!&…1?A! ••m!-SM!NI!ê§²î6!çæ§•d.!s}!@!YþT$! a
,&•g!ˆiÌ!5|H!çù10!/•×™"!ù•Á6!ÂH!?ùQR!ÊÁ-Q!t4H!sb
s+!•OH„A!WHæ§•g!Ìiˆ!5|m!=˜d.!w+!²Z®!l†×?!Ÿ[Qd.!_â
„!a‘S®!K²SH!/„eT$! 7h!ê§²î•g!mSŠ6!mOŠ6!Âg!••H!Ð4
e!æY>;!ÚÀ!Pâ+!n…®!l†×„A!çæ§•g!çm!²Z®!n…;!t41+!Èg!
æY>H!>wxÕM!/„×Š!••H!•–QH?!Ó[×+!•O.!K•èeT$

Ì$!£Q!îRM!NU!>wxÕ!K•®!,âQ!TW!^Ÿ
H!•M"+!>wxÕm!-S®!,âQ!TW®m!l¾S;!ù5‡!w?a!hT$! ,:

m!6/! Ì4u•m!>wxÕ!-*+! ÕfÕfÌfÌfÌH?A! ,:!ê/! Ì4u•m!>wxÕ!*+! ÌfÌfÌfÕfÕHT$! ,:! êc6/m! Ì4u•! >wxÕ! -*…! ,:! K•d.! ù51™!
T•®!ÂH!XFè¡!@!YT$!
〔도표 11〕 장단 전 · 후반 2 소박형 말붙임새의 구조도

v!D„®!ÂH!ÕfÕfÌfÌfÌ6!ÌfÌfÌfÕfÕ!>wxÕ!-*+!ˆa!ç••®!ˆa!T•c4u!\
¡•m!š›d.!-\eT$! __`5•g!,:!6/! Ì4u•R! ÕfÕfÌfÌfÌM!‡"×?A! xü
5•g!,:!6/!Ì4u•!&f2!ˆa!T•c4u!\¡•®!,:!ê/!Ì4u•R!ÌfÌfÌfÕfÕ
HT$!H!ò!&9!>wxÕ!-*m!9Œ°!\þ!^Ÿ;!ù5‡!wÈT$!
ÛÜ!__`5•M!‡"1+!ÕfÕfÌfÌfÌm!ˆa!ç•!>wxÕ!-*+!Ùù!9ŒM"!•_
H!ì0!sbs„A!345!/ˆ9ŒM"!˜O…!wH+!€d.!wRT$!__`5•!>wx
Õm!9Œ°!\þ…!9X.!¤Á1™!T•®!Â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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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중중모리형 말붙임새 구조 악곡의 지역 분포

v!9XM"!ÓR¡!@!YµH!__`5•!>wxÕ!-*+!êëH!Ì2j.!&,!WO1
?!T•d.!ê‹H!ˆ<jHT$!3456!¾öe!__`5•H!345!/ˆ9ŒM"!˜O…!
wH+!€g!Ùù!I%!,â&!ÉÐíîM!„É;!ñ$;!&…S;!kÿ!@!YT$! ;!H!
9Œm!I%•šH!ÉÐíîM!„É;!0þd„!D!ÙÚH!>wxÕ!-*M!qrs+!€
d.!‡©eT$!HŒ5!êIëX!ÉÐíîM!&f2!H!9ŒM"!l’×+!I%•šR!

345M!„É;!Rg!€;!%¸‡!0+!š›Ë;!œÀÿ!@!Yd„A! Ùù!9ŒM"!
l’×+!I%!•šm!@˜g!>wxÕm!-*M"!ÓReT$!
7h!êIëX+!__`5•!>wxÕ!-*‹Z!ÀPI!••!•–•m!=˜!•_H!T
U!9ŒM!•1J!ìd„A!5|m!=˜X!ì…!T^1?!•–QHT$!••!n¨•M"!ˆiÌ!
5|d.Z!²ç10!¹º;!H‰+!>wxÕ!K•g!œÀwn!ŠJ?A!ˆiÌ6! Ìiˆ! 5|;!
T^10!Ã˜1J!*–1üsA! ".!TU!•Om!5|•d.!T¹º;!H‰T&X!TÁ!
¹º;!Zq+!•O&!0.!ÓReT$ˆˆC!••!•–•g!²Z;!@/1+!æ²îs!Ñ:!K
pî6!¾öe!K•HT$!êIëX!z†H!‡=M!Q–h!95Q!»Vd.!R‡!{‡=6!
Ñ:!WHKè&!8{1Ñd„A!345!/ˆ!9ŒHT$!H!Âg!KèQ!iVg!êIëXM!
••!•–•m!ì?!T^h!5|;!=˜1+!^Ÿ®X!l†eT$
T•d.!xü5•!>wxÕ!-*.!ÿ!@!Y+!ÌfÌfÌfÕfÕ+!Ùù!9ŒM!Ñ_×9!h?!
êaQd.!ÔƒY+!€H!ÓReT$!H!K•g!VnXM!ÈH!Y;!€!ÂH!ZZ×þds!
(ž‚!TU!9ŒM"X!sbs„A!9Œ°!\þ…!9X.!¤Á1™!T•®!ÂT$

11) 전라남도는 모든 지역 가운데 자기 노래의 비율이 가장 높아, 노래의 생산이 활발한 것을 보여준
다고 하였다. 강등학, ｢민요의 이해｣, 9한국구비문학의 이해:(서울: 월인, 2000),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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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굿거리형 말붙임새 구조 악곡의 지역 분포

v! 9X6! ÂH! xü5•m! >wxÕ! -*+! Ùù! 9ŒM! Ñ_×9! h?! êaQd.!
\þ×Š!YT$!VÐ5!íîM!„É;!Rg!ÉÐíî&!êaQd.!sbs+!€g!'[!•
š!Kè!4Ÿd.!ÿ!@!YT$!VÐ5m!„É;!Rg!ÉÐíî+!Íä;!•ˆh!X"!9Œ
®!‡ä!9ŒM"X!ÓR×?A!z†M"X!‰5!TŠd„!êaQd.!K’öT?!hT$!V
nXs!˜»XA!VŸXA!ÔÖíî6!Ííîm!K,M+!"Á!Ð•nm!wYH!_îh!Œ¡
;!ö;!€H„A!•/;!Ô‡!¼!9ŒM!êLc@˜×þ;!€d.!wRT$ˆÌC!
¦§¨! á6! ÂH! >wxÕ+! I%•š®m! ,âQ! TW®X! l¾×Š! Y+! €;! •!
@!YT$!>wxÕM!„É;!0+!£Q!îRM!NU!>wxÕ+!345M"!=˜×+!__
`5•!-*6!VnX!ÔÖíîm!xü5•H!YT$!__`5•M!„É;!Rg!ÉÐíî+!
êIëXM!Ì2j.!Ñ_×Š!Yþ?!êI‹XM"X!ˆ<j&!ÓR×þT$!xü5•mM!„É
;!Rg!ÉÐ!íî+!êaQd.!*(e!Ôƒ!YþT$!
Ùù!9ŒM"!l’×+!I%•šm!@˜H!ÉÐíî6m!,âQ!TW!4Ÿd.!sb
s„A!Ì4u!:vm!Wè•!-*.!,âQ!TW®m!¾öS;!%¸‡!³T$!345!„É‹
m!VWM+!KèQ!»VH!¤hQHŠ"!êë9Œd.!˜10!sbs9Z!ÔÖíî+!•
/;!Ô‡"!ÔƒsŒn!yKM!êaQR!„É‹M!Y?A! êaQd.!E0!sbs?!Y+!
€;!•!@!YT$!HŒ5!ÉÐíî!>wxÕ!K•g!D!9Œm!KèQR!ÙS®!l¾×Š!
YT$!
HŸM"!zQîRM!NU!>wxÕ6!£Q!îRM!NU!>wxÕm!ÙS;!¦§wx
T$!z˜;!ù51™A!>wxÕ+!š›m!n…®!l†×Š!T^h!5|d.!*–×?A!•š!
î46!KnQ!¾¿…!•S1n!yKM!_ân6!••M!NU!,âQ!K•è&!&…1Ñ
12) 이창배, ｢가창대계｣(서울: 홍인문화사, 1976), 782쪽; 김혜정, ｢청춘가의 수용과 의미:전남지역을
중심으로｣, 9한국민요학:(부산: 한국민요학회, 2003), 12집, 75~102쪽; 김혜정, ｢민요에 있어서
새로운 음악의 수용과 변용｣, 9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제29집, 360~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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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š›m!n…®!_ânM!NI! ‘a,&•’®! ‘WHæ§•’d.!K•è&!&…1?A!••
m!-SM!NI!‘ê§²î•’®!‘çæ§•’d.!s}!@!YþT$!
7h!>wxÕ+!I%!,â6m!TW®X!l¾×Š!Y+!€;!•!@!YþT$!Ùù!9Œ
M"!l’×+!I%!•šm!@˜g!,:!êc6/!Ì4u•!>wxÕm!-*M"!ÓR×þ
T$! 345M"!=˜×+!__`5•®!VnX!ÔÖíîm!xü5•H!D!IHT$! __`
5•M!„É;!Rg!ÉÐíî+!êIXM!Ñ_×Š!Yþ?A!xü5•mM!„É;!Rg!É
Ð!íî+!êaQd.!\þ×Š!YþT$! H6!ÂH!>wxÕ+!š›m!n…®!l†×ŠY
d„A!I%!,â6m!TW®X!l¾×Š!Y+!€;!•!@!YþT$

]$!†#
ÉÐíî+!"íËm!zÃH!Ú4!æ§."!D!äM+!&Š6!Kè&!D[.!/„×Š!
YT$!¨!?M"+!ÉÐíî!>wxÕm!•šQ!ÙS®!-4^Ÿ;!qrz?a!1ÑT$!H
…!v1J!9Œ°.!ê=×+!ÉÐíî!&f2! Õ4u! ºuam!š›;!•ù1?A! >wxÕ
m!K•°!ÙÚA!_ân6m!l¿SA!/•!-*6!•F®m!¾¿A!æY>!˜O!-*m!Ã˜!
^Ÿ!•;!\©1ÑT$! \©!†®…!Ô1J!ÉÐíîm!n…®!l¾e!>wxÕm!ÙS®!
mñ…!¦§wxd„A!{me!z˜;!îV1™!T•®!ÂT$
ž†A! ÉÐíîm! >wxÕ…! K•è1J! \©h! †®! 9Œ7T! =˜1+! >wxÕm!
K•M!«H&!YþT$!˜»g!º&9!••!K•H![É.!?â?A!VnX+!••!Ó[•®!
ˆa!T••H!0.!=˜×þT$! }gëX6!}g‹X+!••!Ó[•A! VŸëX+!••!n
¨•A!VŸ‹X+!••!Ð4•m!•_H!ìxT$!êI‹X+!••!n¨•!&f2"X!5|
;!2Š"!=˜1+!•O&!Èd„A!êIëX+!••!•–•m!•_H!ì?!5|;!T^1
0!Ã˜1+!ÙÚH!YþT$! HÂH!>wxÕ!K•g!9Œ°!&Þ!,âm!KèQ!ÙS®!
l¾e!€;!kÿ!@!YþT$
´†A! >wxÕ+!æY>;!-S1+! ºcº*! ‘jm!»5…! Ð[.! º&9.! K•è¡!
@!YþT$! ••!n¨•g! ˆiÌA!ÌiˆA!ˆiÌ6! Ìiˆ! 5|H!2H+!•O&!Yd„A! ¼¼! ‚a,
&ƒA!‚˜˜%§ƒA!‚nb!bIƒm!,âM"!ÓReT$!••!Ð4•g!••H!Ð4×™"!T
^h!5|•H!•–Qd.!=˜×„A!‚ê§²îƒM"!0.!ÓReT$! ••!Ó[•g!&Þ
m!Ÿ[;!æY>.!)À!Pâ™"!da!@&!vŠëM!NI!ˆiˆiˆ!5|H!0.!=˜×„!
‚æ²îƒ6! ‚nbbIƒ! ,â&! ‡"eT$! ••! •–•g! ••! Ð46! Ó[&! 2H™"!
ˆiÌA!ÌiˆA!ˆiˆiˆA!Õm!5|H!=˜×„A!²Z®!l¾e!‚æ²îƒs!‚Kpîƒ!•H!YT$
•†A!>wxÕ+!•šm!_ân6!&Þ!EF®X!l¾×Š!Y•;!•!@!YþT$!š›
m!ÁZ•!>wxÕ+!•šm!_ân6!¾ö×Š!Y?A!h!,:m!f!um!>wxÕ+!&
Þ!EF!_M!ˆS®!l¾×Š!YþT$!š›m!ž!H†!u;!ˆiÌ!5|d.!ÁZ1+!æ§
+!Ìiˆ!5|M!•1J!jk!š›M"!ÓR×þT$!h!,:m!f!uM!Ìiˆ!5|;!=˜1+!
š›g![P\!ˆSm!„É;!R9!h+!ln?!R+!•FM"!=˜×þ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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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A!>wxÕm!¹ºS;!Ô1J!>wxÕ&!š›m!•FQR!P\M!:!„É;!0+!
îRR!€;!•!@!YþT$! >wxÕ+!T^h!5|d.!*–1™"!T^S;!-Ð1nX!
19Z!²ç10!/•×„!¹º;!H‰nX!hT$! /,:!¹º•H!h!,:!¹º•H!Â!
@!Y+!KnQ!¾¿…!H‰nX!1?A!K•H!TU!Ì-Õ,:!:v&!/•×™"!•!:!:
vm!š›;!-Ð1+!•OX!ÓR×þT$! HŒ5!>wxÕ+!Zg!:vm!5|d.!ÁZ
1JA!/!,:!:vP3!h!,:!:v…!²Šs!•!:!:vm!š-…!•S1nX!hT$!
T•†A!>wxÕ+!š›m!n…®!KnQd.!l¾×Š!Yþd„A!&Þ!,âm!n…®!
_ânA! ••! -SM! NI! K•è&! &…1ÑT$! ‘a,&•’A! ‘WHæ§•’A! ‘ê§²î•’A!
‘çæ§•’d.!K•èÂ!@!YT$!‘a,&•’g!²ç10!/•×+!5|•H!?ùQR!Ê
F-Q!t4d.!sbs„A!‘WHæ§•’g!w+!²Z®!l†×?!a‘S®!K²SH!/„
×+!•OHT$!‘ê§²î•’g!••H!Ð4e!mSŠ6!Âg!æY>;!=˜1„A!‘çæ§
•’g!••H!•–QH?!Ó[×+!Ÿ[;!æY>M!ÚÀ!Pâ+!•O.!K•èeT$
J•†A! ,:!êc6/m! Ì4u•!>wxÕ!-*.!,âQ!TW®m!¾öS;!kÿ!@!
YþT$! I%!•šm!@˜g!,:!êc6/m! Ì4u•!>wxÕR!__`5•m!34

56!xü5•m!VnX!ÔÖíî!-*M"!ÓR×þT$! __`5•M!„É;!Rg!É
Ðíî+!êIX!9ŒM!Ñ_×Š!Yþ?A!xü5•M!„É;!Rg!ÉÐíî+!êaQd.!
\þ×Š!YþT$! Ùù!9ŒM"!l’×+!I%!•šm!@˜g!ÉÐíî6m!,âQ!TW!
4Ÿd.!sbs„A!>wxÕ…!Ô1J!ÓR×þT$!
fd.A!ÉÐíî+!zÃÖ!n…®!•š!ŠG;!'9d.!1+!5|!É¿&!Yd„!H
Ëg!".!KnQd.!l¾×Š!Y•;!•!@!YþT$!7h!ÉÐíîM!qrs+!>wxm!
ÙÚg!&Þ!n…M!NU!ÞZ!»56!ê=!»5…!sbz?!YT$! ÉÐíîM!Ú@Y+!

Èg!•š!ŠGËg!®ü6!4Î…!l†1+!î4H„A!•šQ!ùÉS;!-4¡!@!Y
+!–ï!Ã²MX!•g!4Î&!eT$! rd.!ÉÐíî6!Âg!nýQ!•š!KèM!z
Î×Š!Y+!î4…!‡©1?A!T^h!¾`d.!áIÿ!@!Y+!Èg!l-&!9Ö×Š
'!¡!€d.!z¼hT$
’)?K‘g!¼0.![Í–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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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ª!«%$!"#
¯$!ê=!4[!Ì!=§
´$!‡šm!,:¸®!l’•«
µ$!,:!-*6!K•°!\©
\$!†#

%$!"#!
VŸXM"+! ‡š;! ‘G-’! øg! ‘G-“T’?! 1+2A! H€;! ‘埋鬼’A! ‘埋鬼x’HI?!
tnhT$! D”2!VŸ‹Xm!²‡ä®!4Ã)C!n•M!Y+!7;Ëg!@ˆÍA! _…Í;!
‘DGn’I!1?A!²¤!y!‡š;!t5+!ç;!“DGn!“T”?X!hT$ˆC!VŸX!9Œ!‡š
M"!‘G-’6!‘DGn’+!GW!_îh!mñ…!9L!˜Š.œA!VŸX!9Œm!‡šg!D!˜
ŠZ!w•IX!TU!9Œ®+!TU!ÙSH!YT$! D”!ZÇ!‡š!•Sm!n»®!K§A! 8
ê®ù!7h!Tâ0!ê_–d„A!l’®!•šQ!ÙS!7h!TâT$!Drs!4ÎA!VŸX!‡
šM![h!l-+!TU!9Œm!‡šM!•‡!Ÿ[Qd.!ñ•1nM!l-6!¾ÍH!î-e
T$
HM!¨?M"+![-…!þÅh!V‹‡šm!l’M!NU!•šQ!ÙÚ;!?Ù1JA!•š
Q!™`…!ÔÁ1+!€H!l-m!ªQHT$
[-・V‹!‡šKèM![h!z˜g!ha!íÖ;!@ÑA! nà‡!”g!Jr!í—9B民族
誌A!˜™š›¸œ•NžšŸC…!Ô‡!T¡!@!YT$!D_![-・V‹m!‡šKè+!ˆ.<º1!8’e!h
aíÖ¹–*=w?" ! VŸ‹X!!ÌC®! ˆ.#Ì1!8’e! haíÖ¹–*=w?" ! ‡š・
¡Š¤・íî!!ÕCM"![#QR!ê=!^Ÿ;!ÓR¡!@!YT$! h!A!]¿…!Ôh!íÖl
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大邱의 禮樂:, 대구직할시・영남대학교, 1988, 291쪽.
2) 9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北道 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3) 9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農樂·豊漁祭·民謠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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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šM![h!¨jQR!]%Q!¾Íg!Ì2ˆÕ1®!Ì2ˆº1!ha¡&x]Ä…#C!Ô‡!Á
X×þ?A.C!Ì2ˆº1!ˆ2Ë!„ë[]–M"!‘Ì2ˆº!aš]!êa[Ä’&!_5×™"!“VŸX!•
šKè!Î*¸”HI+!0¤!1M!V‹‡šM!¾‡"X!*¸×þT$ˆ2C!H6A!Ì2Ì21!ˆˆË!<
4) 정병호, 9農樂:, 열화당, 1986.
5) 김택규 외, 9한국의 농악: 영남편:, 수서원, 1997.
6) 권선오, ｢청도 차산농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권진미, ｢농악
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욱수농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7; 김경녀, ｢청도 차산농악에 관한 연구: 김오동의 가락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1; 김은영, ｢비산농악 및 소고춤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7; 김한기, ｢慶北 南部地方農樂의 가락에 關한 硏究｣,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장유경, ｢‘날뫼북춤’ 長短 分析｣, 9藝術文化: 제4집, 계명대학교 예술문화 연구소,
1991, 83~113쪽.
7) 공성재, ｢천왕메기 中 ‘비산농악 장단’의 音樂的 特徵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대호, ｢경산 보인농악의 연행과 가락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세
진, ｢금릉빗내농악의 연행과정에 따른 장단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
영윤, ｢구미무을농악의 전승과 변화｣,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김원민, ｢삼도농악
길굿의 장단구조 연구: 웃다리농악·정읍농악·빗내농악을 중심으로｣, 9한국예술연구: 제24호, 한국예
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9; 나문구, ｢비산농악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박태선, ｢날뫼북춤 연행 과정에 내재된 장단의 리듬유형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7; 박효주, ｢청도차산농악의 연행과정과 춤사위 연구: 소고춤을 중심으로｣, 국민대
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석대권, ｢무을풍물의 전승에 관한 고찰｣, 9선주논총: 제
15집, 선주문화연구소, 2012; 유대안, ｢날뫼북춤 장단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a; 유대안, ｢날뫼북춤에 나타난 장단의 특성분석｣, 9음악과 문화: 제11호, 세계음악학회,
2004b; 윤현옥, ｢달성이천농악의 연행과 쇠가락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상복, ｢대구 비산 농악의 정체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정모희,
｢달성다사12차진굿의 장단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정서은, ｢무을농악
의 판제와 가락｣, 9무을농악의 어제와 오늘:, 대구경북향토문화연구소, 2017; 주영호, ｢비산 천왕
메기의 양식적 특성 연구: 김수기 쇠가락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최명호, ｢날뫼북춤의 지도 방안 연구｣, 9국악교육: 제18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00; 최정
환, ｢대구 가루뱅이농악의 쇠가락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허은경, ｢유아를
위한 사물놀이 지도방안 연구: 구미 무을풍물 가락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8) 한국풍물굿학회는 한국풍물굿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2011년 8월 창립한 학회이다(한국풍물굿학회
편집부, 9풍물굿 연구 창간호:, 한국풍물굿학회, 2012).
9) 한국풍물굿학회 편집부, 92014년 한국풍물굿학회 상반기 학술발표대회: 경상북도 농악의 다양성과
통일성:, 한국풍물굿학회, 2014.
발표1] ‘경북남부지역농악의 특성에 관한 논의’ (발표자: 석대권, 논평자: 추현태),
발표2] ‘날뫼 북춤’ (발표자: 유대안, 논평자: 조춘영),
발표3] ‘1983년 촬영 금릉농악 동영상 자료의 가치와 현행 판제의 의의’ (발표자: 김헌선, 논평
자: 조정현)
10) 양옥경, ｢경상북도 중부 내륙지방 농악의 예능적 특성: 김천 빗내농악과 대구 비산농악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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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9경상도 음악문화 재조명:, 한국국악학회 학술대회, 2014.
11) ｢빗내농악 미래를 향한 힘찬 첫발을 딛다.: 학술마당 현장스케치｣(등록일: 2020.11.23.),
https://www.youtube.com/watch?v=ncBPrKg9PV0&t=42s
12)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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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구·경북지역 中 농악 종목 지정 현황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일

제11-7호

김천금릉빗내농악

경상북도 김천시

2019. 9. 2

제4호

청도차산농악

경상북도 청도군

1980.12.30

제40호

구미 무을농악

경상북도 구미시

2017. 1. 5

제41호

경산 보인농악

경상북도 경산시

2017. 1. 5

제1호

고산농악

대구광역시 수성구

1984. 7. 25

제2호

날뫼북춤

대구광역시 서구

1984. 7. 25

제3호

욱수농악

대구광역시 수성구

1988. 5. 30

제4호

천왕메기

대구광역시 서구

198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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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구·경북지역 농악별 상쇠 및 보유자 활동 시기 연표
종목
년도
1870~

김천빗내
(1984, 2019)

구미무을
(2017)

청도차산
(1980)

경산보인
(2017)

고산농악
(1984)

욱수농악
(1988)

날뫼북춤
(1984)

천왕메기
(1989)

1대 정재진<수다사>

1880~
1890~

2대 이군선

1900~

3대 윤상만

1910~

4대 우윤조
5대 이남훈

1920~
1930~

3대 최일영

1940~
1950~

1대 김수계<봉기리> 1대 이개동

1대 이옥관

2대 김시동
6대 김홍엽(1984)
(초대 예능보유자)

4대김칠봉,김팔금
5대 김신배

2대 서병극

3대 김오동(1980)
(초대 예능보유자)

2대 김판언

김위근, 박수운

3대 이웅신

김광덕, 한재삼,
구명출

3대 박원호,
이만방(설상모)

1대 장이만

4대 김호성(1989)
(초대 예능보유자)

1대 최봉수
김수배(1984)(북)
2대 임문구
(초대 예능보유자)

1960~
1970~
1980~
1990~

7대 한기식(1990)
(2대 예능보유자)
8대 손영만(2012)
(3대 예능보유자)

추현태
6대 지창식
7대 최병화

2000~

8대 박원용

2010~

9대 김무식
10대 박희선

2020~

4대 김태훈(2017)
(2대 예능보유자)
조일환, 백진환,
박준오

4대 임두식

5대 김대근

2대 정창화(1995)
(초대 예능보유자)

3대 류잠발

5대 손석철(2019)
(2대 예능보유자)

3대 김수기(1989)
(초대 예능보유자)
윤종곤(2006)(북)
(2대 예능보유자)

4대 황선우

[-・V‹9Œ!‡šm!ê=!¿w…!¹–‡!w™A!£%!&…h!nàg!zol[…!ùÓ
ž!•!@!ô+!ùÎ]A!H-•;!¤£1?+!ç¤˜`nP3![#!ˆ22J!1!ùXM"!œÀ
ÿ!@!Yd„A! [-・V‹‡š!ê=aM![h!K‘!nàH!GW!LVÅ;!•!@!YT$! ¨
jQd.!K¸O…!d“![-・V‹‡šm!ê=aËg!0.! ˆ./21[ˆÕCP3!Ã810!Ã
²1õ!±ÎºB±×CA! ±(²BgXCA! ±3&BV)CA! u»ˆB§@CA! ±@iBõ¥CA! xK-B•)C!
•HT$!HËg!"Á!¼¹!êa‡š[Ä!Øê®!9Í²n!•;!Ô‡!".!Ÿˆ9M!“\H!
ò3»?!–Ò&!ÈxT$!ˆ.<21[!Õ7;f²ˆºC! á>H!T™"!¼!9Œm!‡šg!«¹m!
s;!¼T&A!H6!ˆ.#21[!ËŠ![-cV‹9Œ!‡šËH!a&!Ì!ÁX!ì•KèÎM!9
ù×n!ÁZ1™"!HËg!:[!I…wKa.!9ù×nM!HâaT$! TZA! r"!I…RË
m!HU!=½d.!I…wKa&!•ù×9!gh!9Œg!T•!O[m!Ÿ«&!:[!I…wK
a.!9ù×þT$!
Ì2221[!H6M+!)[-*m!Wè6!XÁèA! ‡¾R-!-*m!Wè!•d.!íÖI…
m!Ð^H!Vè×™"!íÖI…g!wˆA! ê=M!:`;!¿!wÝÄ…!Ôh!Ã²H!0î!Ã
²!^ŸH!×þT$!Ì2ˆ<1!Õ.H!9ùe!-ñì;‡š®!V)wR‡šA!Ì2ˆ.1!a&ì•
KèÎ.!=je!±×(£¢z‡šg!ç¸! ‘R9KèÎ’I?!T5õ!I…wKam!9ùô
H!KèÎ:É!9ùH!×™"!ê@–ï=ˆ/C…!òŠ!–ïÃ²;!9»1+!•O.!D!¤X
13) 1950년에 있은 한국전쟁 이후에 농악이 다시금 활성화되었다.
14) 근면·자조·협동 정신과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1970년부터 전개된 운동(9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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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PŠ!&?!YT$
[-・V‹!a&!Ì!ÁXì•KèÎ.!9ùe!‡šËm!ê=!4[;!ù5‡!w™A!95
Qd.+![-…!_ÍM! ò?!VŸ‹X!ëP!z†9ŒM! Ñ_Qd.!v<1?!Yd™"A!
‡š°!4Î9&!".!R'M!YT+!€;!•!@!YT$!á.!±×®!-ñA!gX6!V)A!?
)®!§@A! õ¥‹¦®!×¨ln&!".!'T9ŒHT$!<21[!H6!ê=H!:•×þT&!
•–Q!5'M!TÁ(!•»e!V)wR‡š;!¤£1?A![-・V‹‡šm!9Œ°!ê=!^
ŸM!NU!=§…!sÏŠ!w™!T•!¬D„!ˆ-®!Â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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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구·경북지역 농악의 전승계통별 갈래

NI"![-cV‹9Œ!‡š;!ê=¿Ô°.!ù51™!V‹!"~!9Œm!±×¢z‡š
®!-ñì;‡š;!1sm!=§.A! V‹!ë~!9Œm!?)‡šA! §@‡š;!7!TU!=§
.A![-!•)²;!_Íd.!õ¥‹¦A!×¨ln…!79«!=§.!s}!@!YT$!

´$!‡šm!,:¸®!l’•«
ˆ$!‡š!,:m!¸‰
¨!l-m![Ÿ!‡šR! #¹m![-・V‹‡šM!=˜e!,:¸;!¦§w™!D!¸‰Ë
H!T^h!ÙÚË.P3!H”!9ŠŠ•;!•!@!YT$!D!z˜;!ÙÚ°.!-\!9Šw™!
®0!-!&9!^Ÿd.!\Ò¡!@!YT$!ž†A!l’M!NU!,:¸d.A!H+!&,!ìg!L
X…!wÑT$! ÙžA! ]m!`^M!NU!¸‰H!&,!ÈxT$!´†A! -•!Ì!šn!456!Â
g!mSŠM!NU!,:¸HT$!•†A!¦!H”®!¾öe!,:¸HT$!Ž†A!7;m!¤mFH
s!7;x®!¾öe!,:¸HT$! D!£!nbm!,:¸H!Y+2A! H+!rm! º&9!^ŸH!
€Îe!•Om!,:¸HT$
[-・V‹‡šM!óR!,:¸;!ÙÚ°.!O\1J!ù51™!T•!‚t!Õƒ®!ÂT$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개정되었
다. 개정(11.3.공포, 12.10.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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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구·경북농악 장단의 명칭 구분
종류

연 행 에
따른 명칭

구음
및
의성어에
따른 명칭

구분

장단명

장소

문굿, 마당굿, 질굿, 길굿 등

동작

입장굿, 인사, 엎어빼기, 자반득이, 이돌기 등

진 모양

기러기굿, 소쩍굿, 쌍둥이굿, 영풍굿, 오방진굿, 판굿, 놀음마당, 덕석말이굿,
반죽궁(마당닦이), 물레굿(미엉잣기), 놀음마당, 둥글래미굿, 덕석말이굿(멍석말이),
태극굿, 무지개굿, 태극놀이, 십자진굿, 이열놀이, 오열놀이, 오동놀이, 모듬굿 등
글자진 - 흙토자굿, 물수자굿, 밭전자굿, 곰배정자굿 등

연주행동

막조우기, 조름쇠, 뚤뚤말기(오방진) 등

재연

농사굿, 씨뿌리기, 모내기굿, 김매기굿, 타작굿, 품앗이, 외따기굿, 닭쫓기 등

구음, 노래

허허굿(호호굿), 상사굿 등

악기소리

정저궁, 정적궁이, 다드래기, 판단타(판타타) 등

춤이름

굿거리춤, 살풀이, 살풀이굿, 덧배기, 춤매구 등

제의식

골매기굿, 부정굿(차츰걸이), 천왕굿 등

기타

판안다드래기, 영산다드래기, 도드래기 등

HŸ®!ÂH!‡š!,:m!¸‰g!,:m!n…!Ì!óxÕM!NI!Z¸×nX!1?A!,:
m!¸‰M"!D!,:m!Sj!Ì!ÙÚA!K§!•H!qrsnX!hT$!ÙžA!VŸX!9Œ!‡š
m!,:¸‰g!l’•«M!NU!®ù!H”;!,:¸d.!D[.!Ã˜1+!VW&!ÈT$!l
’M!NU!n…!Ì!]!`^M"!À!¸‰Ëg!,:!?Km!5|Q!Sj;!qrznwT+!
wJ¾!ü5…!-S1n!vh!lpQ!Sj®!ªQSH!òqr]T$! NI"!l’®ù®!]
m!`^M!NU!,:¸H!0…!H‰+!€M"!4’![-・V‹9Œ!‡šH!lp_Ím!3
x!-SH!0îh!î4.!Z˜1?!Y•;!sb•T$

Ì$!!S!Ì!l’•«
[-・V‹9Œ!‡š!Sm!n¨!-Sg!®0!n@Aˆ|C!šn!<iAˆ<C!°·ˆ#Cd.!-\¡!
@!YT$!n@+!‡nA!:nA!„nm!Õ¹!!SH!n¨H„A!?)‡š®!§@‡šA!•)‡š!
•![-9Œ;!4Î9.!h!‡šËg!²A!"A!ëA!‹A!_Ám!(En…!0.!!S1+!!H
T$!„n6!(Enm!!S!JPM!NI!D!‡šH!-šm!Sj;!9Â+9A!‡=xm!Sj
;!Ú?!Y+9&!sbsnX!hT$! h!A! «)‡šm!VW!×¨n!Ã M"!K§h!ZÇ!
Ìnm!×¨n…!!S1?A!•)!×¨lnM"X!×¨n!ˆn…!!ShT$!
šn! <i+! «A! ÚA! ‹A! ,-A! 4?m! /¹H! n¨! !SH„A! VŸX! 9ŒM"+!‹H!

16) 기수(旗手): 농악에 편성된 기를 맡아 제 역할을 하는 사람(9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조).
17) 치배[击辈]: 농악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잽이’라고도 함.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를 ‘앞치배’라 하고, 대포수, 양반, 각시, 조리중 등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는
이들을 ‘뒷치배’라 한다(9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조).
18) 잡색(杂色): 가장(假裝)을 하고 농악대에 가담하여 섞여 놀이를 펼치는 연행자. 농악판에서 앞굿
이 아닌 뒷굿을 주도하는 치배이다. 잡색은 악기를 치지 않으며, 즉흥적인 춤과 동작 및 재담으로
농악에서 연극적 성격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9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조).

66 학문후속세대 석·박사 졸업논문 발표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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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H!!S10!×™!‡šH!êÉQd.!Ä,1?!u]X!R<+!j€;!00!eT$!¾šn!
_!VŸX!çP!9ŒM"+!Å¼Bøg! ¼CHI+!ªs8;!!S1J!=˜1?!YŠ!Ù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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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A!þ@m!Õ¸H!!SeT$!9ø!FîM!NI!Ð¾HsA!D!9Œm!¸&R!Æ=s!c¸H!
Âg!Œ¡H!A&!S!×nX!hT$!VŸX!9Œ!‡šM"+!êIX!9Œm!QxŒ5!°·
Ëm!lßQ!î4ˆ.C&!òqr99!h+2A!D!HK+!VŸX!9Œg!êIX!9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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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š[+!ÔçX®!çÉX;!&90!eT$! ç/Qd.!‡š[m!•·g!®0!¯5
M!ó+!êÊÌÌCHs!?ËÌÕCA! ÌÍd.!Ü?56!*Î!øg!•ü5ÌºC! D5?!)·ÏÌ/CA! À
§Íd.!á96!’êÌ|C!D5?!—ÍÌ<C!•H!YT$!H+!‡š[°!SjM!NI!¼n!Tâ
0!=˜hT$
rm!Œ=Q!iVM"!¦§¨!á6!ÂH!‡šm!l’!•OM+!¤mF®!òÓ‡šA!=x!•H!Èg!„É;!Î$T$!I…!ËŠA!7;m!¤mFg!")xHs!×¨nÃ A!9Í
²nA!7"²n!•®!Âg!l’!•O.!sbs?A!Ÿ=45A!`zn45A!‡=+H!•g!‡
=çM!Fîh!z˜H!‡šm!l’•«M!ÖÀ!ËŠ9!€HT$!Ã ]Hs!]x!•g!-=
xm!ÙÚ;!J9ôH!sbz„A!D6!ÅÆ!(¢Q!Sjm!lp‡šH!ÿü5&!¡Ph!l
’!•O.m!8êM!„É;!0nX!1ÑT$
[-・V‹9Œ!‡š°!l’•«…!¹–1J!t.!ù51™!T•!‚t!ºƒ6!ÂT$

19) 이영배, ｢풍물굿 “잡색놀음”의 연극성과 축제성: “남원농악” 뒷굿의 잡색놀음을 중심으로｣, 9공연
문화연구: 제14호,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 303~358쪽.
20)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제43호 수영야류,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中 자인팔광대, 제69
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등(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참조).
21) 복색(服色): 예전에, 신분이나 직업 따위에 맞추어 입던 옷의 꾸밈새(9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2) 전립(戰笠): 조선 때, 무관이 쓰던 벙거지(9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3) 고깔[角盖]: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쓰개로,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꼭대기가 뾰족하고 꽃 모양
의 장식이 있는 관모(9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조).
24) 더거리: ‘양복저고리(洋服)’의 방언(황해)(9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농악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
고리 위에 덧입는 짧은 소매가 있는 겉옷을 말함.
25) 색띠[色带]: 농악 복식에서 겉옷 위에 두르는 적색, 청색, 황색 또는 적색, 녹색, 황색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긴 사각형 대(帶)의 형태(9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조).
26) 행전(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9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7) 짚신: 볏짚으로 삼은 신(9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오늘날 농악대는 짚신 모양으로 만든 가죽신
(미투리)를 신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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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구·경북농악 연행절차(종합)
구분

1

빗내농악

문굿

무을농악

차산농악

보인농악

문굿

입장, 인사

모임굿, 질굿

질굿(인사굿)

굿거리(춤굿)

입장굿

반죽궁(마당닦

2

골매기굿(질굿)

3

마당굿

정저궁

4

영풍굿

품앗이

5
6
7

8
9

판안다드래기
(소리굿)
기러기굿,
소쩍굿
허허굿
쌍둥이굿,
오방진굿
판굿

10

영산다드래기

11

진굿

12

상사굿

기)

엎어빼기

부정굿(차츰걸음)
연풍기굿(호호딱

물수자굿,

우기)

수차(무자위)굿

물레굿(미엉잦기) 농진굿(농사굿)
진굿(2석, 4석)

허허꺽꺽

농사굿(논서르기)

둘이돌기(기러
기굿)
이돌기

씨뿌리기,
모내기굿(줄서기)
김매기(논매기)

래기)
춤매구

무지개굿(허허
깍깍)
밭전자굿

곰배정자굿

욱수농악

날뫼북춤

입장(길메구)
인사(무장작괭
이)
태극놀이

모임굿
길굿
둥글래미(둥글
데미)굿

정적궁이
자반득이(반직
굿)

질(길)굿
문굿

엎어빼기

대내림

이열놀이

호호굿

다드래기

천왕제

오열놀이

마당놀이굿

강강술래

천왕메기굿

닭쫓기

외따기굿

허허굿

오동놀이

십자진굿

오방진

오방진굿

모듬굿

멍석말이(똘똘
말이)
농사굿

춤굿

개인가락

덕석말이굿

판굿

덕석말이굿

살풀이굿

조름쇠(판굿)

태극굿

살풀이

뒷풀이굿

개인놀이

오방굿(뚤뚤말기)

동거리굿

인사, 퇴장

퇴장

퇴장

놀음마당

천왕메기

입장굿

판굿

진풀이(멍석말 타작굿(발들기),
이)
판굿(영산다드

흙토자굿

딱)
자진모리굿(막조

수박치기

너랑나랑

화전굿

고산농악

천왕메기
지신풀이
천왕굿(비산농
악)

덧배기춤

[-・V‹9Œ!‡š°!l’•«…!¦§¨!†®![-・V‹!‡šm!l’®ùg!§@‡
š;! ¤£1™![É.! ˆÌ7"d.!×ŠYT$! H+!ê/Qd.!l’®ùH! ˆÌ7"M!—¶!
mXQd.!7]!€d.!‡©eT$!D!'ü…!Ü!&9!Ë!@!Y+2A!ž†A!‡š°A!7"°!
¼!®ùH!(•h!•‘.!7J!Y9!hT+!€HT$! I…!ËŠ!¢zm!VW! ‘7"x’A!‘3
x’A!‘]x’! 7"g!1sm!•«!äM! º-/_m!]+H&!þÅ×Š!YnX!1?A! D!£MX!
Jr!_m!®ùH!h!7"!äM!þÅe!VW&!Q9!hT$!7!õ¥‹¦m!VW!‘˜˜%§’!
7"g!ÐA! WA! Ð!Ñwn!O!Hd.!êÉ!l’®ùH!fsnX!hT$! ´†A!ˆÌ7"!äM!
þÅ×9!hg!•«ËH!T@!ÝÎhT$! ì;A! «)A! wRA! õ¥m!VW! ˆ7";!ÁZ1n!
êM!‘,,x’A!øg!‘Kx’A!‘`xx’!•m!H”d.!¨!7"!rm!•«&!Y?A!«)A!wR
g!ˆÌ7"m!l’H!`ò!fc!6!‘¹,x’;!N.!ònX!1„A![P\m![-・V‹9Œ!
‡šH!ˆÌ7";!T!7<?"!79«!Í¸;!+Šzn!v‡!¾±Ë®!Q+H!®ù;!l’
1+!!HT$!=£!Hy!=˜×+!,:ËH!D!9ŒZm!•šQ!Ù·;!Ú?!Y+!VW&!
ÈÀ!¼!‡šd.!wÀ"X!•_H!ZT?+!ÿ!@!ôT$! 7A! ì;m!VW!®üm!,:;!
•»1J!l’1‚+!æ6m!ç»d.!ˆÌ7";!²Šc!ˆÕ7";!-SÌ#C1nX!1?A!•)
‡šm!VW!õ¥‹¦®!×¨lnm!®ù;!`ò!ÀWâ?!•»1J!Ì27"d.!ù5Ì.C1
?a!1+!æ6;!wHnX!hT$!
28) 정서은(2017), 앞의 논문, 참조.
29) 나문구(2014),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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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 í—g! I.P3! Õm! ºi@R! ˆÌI+! ÒaM! mñ…! PJ‡! ŽT$! W5&! êž!
ÏÕ2C.!=˜1+! ˆÌ9ÍÕˆCd.!P3!ç1g! ˆÌ{A! Á9X! ˆÌÁ9A! Ev…!s}!yX!²・
"・ë・‹d.!sÏ?!¼¼m!EvM!^~d.!´e!wÐ…!òŠ! ˆÌEv&!×Xà!hT$!
Hrh!€;!wx;!y!‡šM"m!l’•«!ŒÁ! ˆÌ7"M!mXQd.!—A‚?!öT+!
mûH!•Ä6H!YT$!
[-・V‹‡šm!l’M"!&,!ÙÚQR!€;!ÅÀwa™A! ¢zm!VW!-=xm!S
j;!tEh!ZÇ!è‚h!]+H6!]GËH!T^10!Ó?9+!€;!ÿ!@!YT$!¢zm!
'T9ŒR!ì;!ŒÁ!¢z6!•ðh!Òm!,:¸®!]+H!•H!wH9Z!òÓxm!Sj
;!•!•!˜*1?!YT$!Ÿ«!¿wŸ!ò!‡šm!Ô5+!ì;M"!ÁZ×Š!¢z.!úÕ&!
3¤&!•!è‚‡9?!Ó[×þ•;!•!@!YT$!«)®!wRm!VW!&,!ÙÚQR!P\
g! ‘‡=x’HT$! Ùž!Ÿ`ÖHË;!Ã˜h!‡=!®ùm!•Ÿè+!D'>.!n81?!M
ÞQR!P\H!À×!@!ôT$! H6!•TŠ! ‘da]’m!l’!ŒÁ!3wH+!P\d.!«)
g!4Î! ‘da]’;!l’19!h9Z!®üM!l’×þT+!nà®!%&ËH!Y?A! wRg!
9Œ! ‡š;! •»1™"! ‘da]’;! ‘êh! •O.! l’1?! YT$! •)‡šM"! \èe!
õ¥‹¦®!×¨lnm!VWA!õ¥‹¦g!D!H”M"X!qrsµH!‹¦H!&,!ØÍQR!
P\Hç.!‘_R&¢’®!‘_RW•’!7"H!&,!ÙÚQR!P\HI?!ÿ!@!Yd„A!×¨
ln+!9Í+H&!ØÍR!ZÇ! ‘×¨lnx’A!‘×¨ln!9Í+H’! 7"H!&,!_ÍHI
?!¡!@!YT$!".!:!X.…!=HM!ò?!RT‡!Y+!?)®!§@m!VWA!?)‡šg!
‘ÙÚn’!WH…A!§@‡š+!‘£Nnx’!WH…!9Œ!‡šm!ÙÚd.!4_1?!YdsA!¨!
l-am!û‡.+!?)M"+! ‘¦+H’A! §@M"+! ‘¦x’HI!T5+! ‘¦G-’&!ÙÚQ
HT$!‘¦G-’+!ì;M"X!wH?A!«)M"+!‘¦x’A!7+!‘ìùZª’HI?!1„A!wR
M"X! ‘èêx’M!•,hT$! •)!õ¥A! ×¨lnM"X! ‘¦+H’&!•,1+!€d.!wÀ!
9Œ°.!H”g!Tâ9Z! ‘¦x’A!‘¦G-’Òm!7"®!DM![h!Í¸+H+![-・V‹
9Œ!‡šm!ê/QR!ÙÚd.!ÿ!@!YT$

µ$!,:!-*6!K•°!\©!
ˆ$!‡š°!,:m!ua-*
‡š°!,:m!ua-*+!W5&!êž!T1?!Y+![tQR!,:K•R!€–ua•A!
xü5•A!a]`5•A!b`5•d.!-\1ÑT$![-・V‹9Œ!‡š°!,:m!ua!-*
…!¹–1J!t.!sbz™!T•!‚t!/ƒ6!ÂT$

30) 띠: 사람이 태어난 해를 열두 지지(地支)를 상징하는 동물들의 이름으로 일컫는 말(9표준국어대
사전: 참조).
31) 십이지신: 12방위에 따라 다른 동물 얼굴과 사람 몸을 취하는 12종류의 신(神). 십이신장·십이신
왕(9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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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구·경북지역 농악별 장단의 박자 구조(종합)
유형
혼합박자
형

박자구조 빗내농악

무을농악

차산농악

10박×∝

느린질굿

느린질매구

골매기굿

보인농악

고산농악

욱수농악

길매구( 길굿,
길굿(길매구)
질굿)

질굿
무장지굿
무정적궁
무지개굿(허허
깍깍)

3소박 2박

영풍굿
반죽궁
허허굿
허허꺽꺽
진굿의 가세진 이돌기

3소박 4박

상사굿

춤매구

굿거리춤 ( 춤굿 ,
무 작 정 굿 , 화전굿가락
살풀이)

마 당 굿 의
정저굿 / 반죽
굿 / 엎어빼기
굿/품앗이굿
기러기굿 / 소
쩍굿
쌍둥이굿 / 오
방진굿
판굿/채굿/젯
북
진 굿 의
홑진/ 팔자진/
접진 / 대진풀
이
문 굿 의
다드래기
마 당 굿 의
도 드 래 기 ,
품앗이굿
판안다드래기

모임 굿 / 질매
구/인사굿
정저궁(영풍대
앉음상,
,
반자반)
품앗이굿
엎어빼기
수박치기
너랑나랑
진풀이
판굿 / 영산다
드래기
춤매구( 잦은
춤매구)

빠른 질매구
차
산
덧배기( 느린자진
모리)
진굿(2석/4석)
농사굿(논서르기,
씨뿌리기)
모내기굿(줄서기)
김매기(논매기)
타작굿(발들기)
조름쇠(굿, 판굿)

다드래기

다드래기
판단타 ( 판타타 ,
조름쇠 ( 다드래 모임굿
수차굿(무자위
휘모리, 판텃다)
기, 휘모리)
조름쇠
굿)가락

자진모리
3소박 4박
형

2소박 4박

휘모리형

질굿

질굿

부정굿(차츰걸음)
연풍기굿(호호딱
딱)

10박×2

굿거리형

날뫼북춤 천왕메기

3소박 4박
or 2소박 4박
2소박 4박×2 행진가락

호호굿(무정적
허허굿
궁이)

춤매구(살풀이) 춤굿(살풀이)

모임굿가락
입장굿가락
흥가락
흙 토 자 굿 ,
물수자굿
농진굿(농사굿

덧배기(삼채)
덩덕궁이( 자진
모리)
태극놀이
이열놀이
)
오열놀이
밭전자굿(앉은
닭쫓기
상 모 가 락 ,
오동놀이
반자반가락)
멍석말이
덕석말이굿
농사굿
태극굿
칭칭이소리

곰 배정 자굿 - 천왕굿( 천왕메
소리굿
기굿)
수 박 치 기 행진가락(신식길
길군악 ( 부락마
행진가락
군악)
치)

인사가락(모임
굿, 마침인사)
둥글레미굿(덧
뵈기)
외따기굿(덧뵈
기)
십자진굿
오방진굿
덕석말이(덧뵈
기)

허허굿

살풀이

살풀이

질매구
정적궁이
인사굿
반직굿
엎어빼기
강강술래
모듬굿
덧배기

질매구
정적궁이
인사굿
반직굿
엎어빼기
강강술래
오방진
덧배기

열 림 굿 ,
다드래기
다드래기

천왕받이굿(조
름쇠)
길매구(부락마
길군악
치)

천왕굿
길군악

[-・V‹9Œ!‡š°!,:m!ua-*…!¹–1J!K•°.!ù51™!T•®!ÂT$!
ž†A!€–ua!,:•g![É.!ÛBÕiÌCiBÕiÌCÜ-*m!ˆ2f#ua!øg!HwT!4!/•-m!
-*.!-S×Š!Yd„A! 0.!DGnxA! jk•xA! jk•G-A! •xA! sG-A! sx! •m!
sx! ,:M"! sbcT$! sxH! ÀL! €–ua•! ,:K•g! «)‡šm! PùxB«Ý¢
•CA! l¡nxBˆˆÞÞCH!YT$! €–ua•!,:g!DGnxA! Pùx!•m!¸‰M"X!q
rsµH!7;x®!Âg!¤B祭CmF®!¾öH!Yd„A!D.P3!K§×þ;!€d.!wRT$
´†A!xü5!,:•g!®0!ò!&9!^Ÿd.!Õ4u!ºu;!T!½f!ê•QR!ˆÌf#ua!
xü5!,:•H!Y?A!Õ4u! Ìum! |f#ua!5|-*.!xü5!/!,:m!/•-…!D+!
K•H!YT$!ˆÌf#uam!ê•QR!xü5!,:•g!¦H”®!¾öe!,:¸H!ÈH!=˜
eT$! HM!‡"1+!€g!¦G-A! ¦xA! ¦+HA! èêx&¢A! jk!ßin!•HT$! Hrh!
,:g!“qr90!æ;!z?!•.!¦;!A0!1+2!K51T$!xü5!/!,:R!Õ4u!Ì
u!|f#uam!,:•g!ˆˆxA!JJxA!ìùQxA!„¡xA!/·x!•HT$!JJxÒ!,:g!
[-・V‹!‡š!üm![P\M"!Ø41+2A! «)‡šm!ˆˆÞÞZH!ua-*&!TU
€–ua!,:•R!€H!«H&!YT$
•†A! a]`5! ,:•g! êÉ! ‡š! l’M!YŠ! &,! Èg! P\;!«91?!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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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변형선율(좌), 각선율(중), 별가락(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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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은보부터 유예지까지 수록된 ‘낙’ 계열 가곡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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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어은보 소재 <우조낙시조>

<악보 3> 강외금보 소재 <언락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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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영집성부터 금보(소창본)까지 수록된 ‘낙’ 계열 가곡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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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ç!š›d.!@à×Š!W••‘.!RF×+!VÉH!sb\T$!
<악보 4> 소영집성에 최초로 수록된 변형선율(좌)과 각선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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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헌금보부터 역양아운까지 수록된 ‘낙’ 계열 가곡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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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우헌금보 소재 8 종 별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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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금오음통론부터 학포금보까지 수록된 ‘낙’ 계열 가곡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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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악곡별 변주 선율의 증가기에 수록된 고악보 내 변주 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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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방산한씨금보 소재 <쇠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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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바림”
음악분석 연구
박달님(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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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î
´$!5ã)Ò!&'()*!<0›!“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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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ë¤! )*m! ±Þ*Bˆ#|/"ˆ.Ì2CM! Hg! ÌO[! 5ã)B¨¸ ! 5ã)A! °¸ ! 5«²A!
ˆ.2/"ˆ./|A!êë!,æ-!‹)5!ØzCH!ÒSh!&¢HT$!•¤e!f9G®!\¸h!‡4G
M!mh!S•!W•d.!)*m!I%SH!p!tØ×Š!Yd„!T'”A!]^*A!_`5A!__
1) 송방송, 9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8, 463쪽. (심방곡은 후에 시나위로 명칭 되었다.)
2) 송방송, 9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10, 444쪽.
3) 위의 책, 34쪽.
4) 김해숙, 9산조연구:, 세광음악출판사, 1987,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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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르디낭 소쉬르(스위스, 1857.11.26. -1913.2.22.)는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과 기호학의 창시자이다. 19C 역
사주의 사조의 배경에서 언어의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언어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를 랑그와 빠홀로 구분하였다. 랑그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체계와 규칙’을 말하며, 빠홀은
랑그를 전제로 ‘실제로 하는 말’을 뜻한다. 랑그는 이론의 영역이고 빠홀은 실천의 영역이다. 이후 그의 이론
을 받아들인 사회학에서도 구조주의 사회학이 발생하게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6) 백대웅, 9전통음악의 랑그와 빠홀:, 통나무, 2003, 10-14쪽.
7) 위의 책, 10-14쪽.
8) 위의 책, 10-14쪽.
9) 위의 책, 25-26쪽. 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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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옥산 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현황
:lçÁ

›¸

Z›a

Êl¸

ˆ

1992.9.17.

가야고 협주곡 제3번 <최옥산류>

전인평

Ì

2003.7.11.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이인원

Õ

2003.11.27.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백대웅

º

2005.4.27.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2중 협주곡

백대웅

한·중 교류 연주회

/

2007.4.18.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최재륜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KBS 국악관현악
제52회 정기연주회
국립 국악관현악단
제29회 정기연주회
경기도립 국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10) 연소희, ｢산조 협주곡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최인영, ｢가야금협주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 강찬숙,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 분석 연구｣, 이화여대 석사, 2018.
13) 최인영, ｢가야금협주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la
김상순
정회천
김해숙
김해숙
민의식
성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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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양승환

<

2020.10.7.

최옥산류 가야금협주곡 “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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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영란 작곡, “바림”(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위촉, ‘本 Ⅱ Soul’, 정회천 초연, 2020. 10.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15) A. P. 메리엄 지음, 이기우 옮김, 9민족음악학:, 신아출판사, 1988, 351쪽(미학의 핵심적인 요인은 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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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운영, 9음악분석법:, 세광음악출판사, 1982, 25쪽(화성 분석이란, 수직적(종적)으로 한 화음씩 분석할 것이
아니라 수평적(횡적)으로 분석해서 화음의 전후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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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백대웅, 9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 대광문화사, 1985, 22쪽.
18) 백대웅, 9전통음악의 이면과 공감:, 지식산업사, 2004,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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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송방송, 9최신 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93, 505쪽.
20)9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가야금산조:, 서울문화재관리국, 1972, 27쪽.
21) 이화동, 황미연 9전북의 허튼가락 산조:, 국립민속국악원 교양총서 제6집, 2012, 13쪽.
* 전북지역 가야금산조의 전승구조 * 9전북의 허튼가락 산조:, 57-61쪽.
(1)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3)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박한용
안기옥
이영채
┃
┃
┃
김종기
정남희
신관용
┃
┃
┃
김삼태정금례방금선김소희장수향장월중선
김윤덕
송창섭주선희강순영
┃
┃
┃
변금자김인제김진애한성아
이영희황병기원한기
정해임안옥선강정렬강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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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재 출판된 가야금산조 악보 목록
산조명

출간인

출판사

발행연도

성금연류

황병주

은하출판사

1984.02.10.

김죽파류

이재숙

수문당

1986.03.01.

최옥산 류

성애순

은하출판사

1986

성금연류

김정예

현대음악출판사

1988.03.30.

강태홍류

최문진

영남대학교출판부

1988.11.01.

김종기류

김인제

은하출판사

1990.12.01.

강태홍류

민속원

민속원편집부

1993.11.01.

성금연류

이재숙

세광음악출판사

1994.01.01.

22) 정회천,｢민족음악가 최옥삼 국제 학술세미나 –분단 이후 음악세계 재조명-｣민족음악가 최옥삼 기념사업회,
2003.7.23. 5-6쪽.
23) 위의 책,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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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용류

황미연

문예연구사

1994.02.28.

강태홍류

민속원

민속원편집부

1994.12.01.

강태홍류

강태홍류 보급회

민속원

1994.12.15.

김병호류

김남순

부산대학교출판부

1995.03.01.

최옥산 류

신영균

은하출판사

1995.05.30.

성금연류

지성자

삼호출판사

1997.06.20.

강태홍류

정해임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08.30.

최옥산 류

김해숙

전통예술원

1999

김죽파류

문재숙

현대음악출판사

2000.09.20.

신관용류

정해임

은하출판사

2001.02.15.

김윤덕류

김정숙

학민사

2001.11.13.

서공철류

송명숙, 강정숙

은하출판사

2001.11.20.

최옥산 류

박성연

이가책

2001.07.27

백인영류

조영애

은하출판사

2002.02.25.

최옥삼류

성애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

김윤덕류

이효분

은하출판사

2004.02.28.

서공철류

이지영

유니버설뮤직코리아

2007.11.

최옥삼류

성애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김종기류

김진애

민속원

2008.10.05.

함동정월류

윤미용

은하출판사

2010.03.05.

황병기류

황병기

이화여대출판부

2010.05.20.

김병호류

김남순

부산대학교출판부

2011.05.30.

김죽파류

성심온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12.30.

김병호류

김인제, 선영숙

은하출판사

2014.11.05.

최옥삼류

김상순

은하출판사

2016.05.01.

김윤덕류

곽은아

은하출판사

2018.03.20.

강태홍류

임재심

민속원

2019.08.14.

강태홍류

고연정

우주먼지

2020.02.01.

김병호류

양연섭

은하출판사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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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옥산류 가야금산조와 협주곡 “바림”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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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회천,｢민족음악가 최옥삼 국제 학술세미나 –분단 이후 음악세계 재조명-｣ 민족음악가 최옥삼 기념사업회,
2003.7.23. 9쪽.
25) 정회천 연주 기준, 9정회천 가야금산조:(신나라레코드, JMCD-9901): 총 연주 시간 47분 54초, 9최옥산제 함
동정월류 가야금산조:(TOP ARTS. 음반 제1442호): 총 연주 시간 4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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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입부(Intro) 악곡구조
단락

구분

주요 음

구분

주선율

조성

악기

Intro

Vibraphone

G-C-Bb-C

서주

→Glockenspiel

(1-16)

(17-24)

1

빠르기

특징

=36

동기출현

=38

긴장감

종지

연주
형태
관현악

25현가야금

(1-32)

b

C-D

→대금. 피리.
Fm

C-Db



거문고
소금. 대금.
피리+팀파니.

b

+ G-A

(25-32)

태평소. 아쟁

(음향중첩)



2

(33-44)

(33-44)



3

(45-59)

(45-59)

G-C-Bb-G

+양금. 북. 심벌
소금. 대금.

→C-G-Bb-C

피리→Glockens

(fm;Ⅴ7)
Fm

piel
Fm

→

→

am;V₇

Am

관현악

fm;V
=38

=38

악기 군이

=36

관현악

점점 확대
음열 바뀜

44마디

(rivolto)

fm;V

급격히
대금→해금

32마디

변하는
종지형태

59마디
am;V₇

관현악

관현악

ÌC!]^*!š›-*
]^*m! &'(! M0! •‘®! ¾4šm! *S®! ÙÚA! ¹9! •! š›! -*…! î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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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양조 악곡구조 (=36)
구분

단락

가야금독주

관현악

주선율

구분

선율조성

조성

악기

Am

해금

해금이 대금

→Cm

25현가야금

주제선율 연주

대금, 피리

25현가야금 2:3

합류
가야금독주에

리듬 형태 지속
아르페지오 형태로

관현악 반주
가야금독주

바뀜 (87마디)
105-110

25현가야금

대금주제선율변주

분산화음 多

(리듬. 붓점 달라짐)


(60-67)

4



(60-77)

(68-77)
5

(78-110)

(78-89)
6
(90-110)

C본청 우조길
C본청 계면길

Cm

C본청 계면길

Cm

C본청 계면길

Cm

특징

종지

cm;ii𝆩7
cm;♮vi𝆩7
cm;ii𝆩7

cmV₇

연주
형태

독주 +
관현악
독주 +
관현악
독주 +
관현악

ÕC!_`5!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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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모리 악곡구조 (♩=70)
구분

단락
구분

가야금
독주선율조
성

관현악

주선율

조성

악기

특징

종지

연주
형태

유니즌→


7

C본청

(111-120)

(111-120)

우조길

가야금독주와
Cm

Cm

(121-128)



(121-138)

25현가야금

cm;♮i42

아르페지오형



8

독주 + 관현악

독주 + 관현악

코드 진행
카논(canon)
형식

cm;VI6

모든 악기들이

C본청
계면길

Cm

(129-138)

가야금독주

헤테로포니,

선율의 변형을

폴리포닉

다양하게

짜임새

9

C본청

cm;ii𝆩42

(139-154)

(139-154)

우조길

FM→


10

F본청

(155-168)

(155-168)

평조길

159Am
→
165CM→
167Cm

소금

경드름선율

CM

연주
유니즌→ tr
독주 선율과

화성 패턴 깬

각 악기들

후→2마디

유니즌 진행

유니즌 후

변형

2마디 CM 종지

독주 +
관현악

관현악 +
독주
(135-138)

소금이
CM

관현악

독주 +
134마디

변형하여 연주


독주 +

cm;iv46

독주 +
관현악

독주 +
관현악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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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중모리 악곡구조 (=60)
구분

단락
구분

가야금
독주
선율조성

관현악

주선율

조성

악기

종지

유니즌, 문답형식

CM



11

C본청

(169-179)

(169-180)

우조길

12
(181-192)

C본청
우조길
(181-186),
F본청
우조길
(187-188),
C본청
우조길
(189-192)

Cm
→
CM

현악기→
관현악

181마디에서
Glockenspiel,
medium Ocean
Drum
출현하여 음악적
효과 증대,
베이스 반음계
하행 진행

C본청
우조길

Am

소금
(오블리가토)

가야금독주와
소금의 이중주


(180-198)

13
석화제
(193-198)

CM

독주+

특징

관현악 전체

(마디186)
am;i46
(마디192)
CM;I

cm;ii𝆩7

연주
형태
관현악+
독주

관현악+
독주

관현악+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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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늦은자진모리 악곡구조 (=70)
구분

단락
구분

가야금
독주선율



14

조성
C본청

(199-210)

(199-200)

우조길

관현악

주선율

조성

악기

CM

독주+
관현악

특징

종지

유니즌

CM

연주
형태
독주+
관현악

211부터 관악기


15

C본청

(211-219)

(201-219)

계면길

CM
→
Cm

독주+
관현악

선율이 두드러짐.
cm;ii𝆩42

모방, 카논,
헤테로포니,

독주+
관현악

폴리포닉한 형태
독주 선율


Cm

(220-231)

16

C본청

(220-236)

계면길



Cm

(232-236)

독주→

중심의 합주,

관악기

대금이 진양에서

(232)

제시된 선율 재현

태평소(2

변주
관악기 추가 tutti

34)→대

확장된 전체 합주

금(236)

형태

cm;VI56

cm;ii𝆩42

독주+
관현악

독주+
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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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진모리 악곡구조 (=120)
구분

단락
구분

가야금
독주
선율조성



17

C본청

(237-249)

(237-249)

우조길

관현악

주선율

조성

악기

Cm

25현가야금

특징

종지

복선법

Cm

독주가야금
장고
짜임새


(250-296)

18
(250-261)
(262-296)

C본청

Cm

계면길

𝅇

관현악합주

두터워짐

→

→ 비 오는

가야금독주

가락 독주
카덴차


(297-322)

19
(297-305)
(306-322)

C본청

Cm

계면길

𝅇

가야금독주

Cm
261마디c
mⅳ7

말 뛰는 가락

-

독주 카덴차

𝅇

연주
형태
가야금독주
+ 관현악
가야금독주
+ 관현악
→ 독주
가야금독주
+ 대금, 타악
→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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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진모리 리듬형 비교(=120) (독주. 타악기. 25 현가야금Ⅰ, Ⅱ)
7y

ÌÕ<

ÌÕ#

ÌÕ.

Ìº2

M0
&'(

‹
,?
Ì/4
𝅇

&'(
%
Ì/4

𝅇

&'(
¯
7y
M0
&'(

‹
,?
Ì/4
&'(
%
Ì/4
&'(
¯

Ìºˆ

ÌºÌ

ÌºÕ

Ì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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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Ìº/

Ìº|

Ìº<

Ìº#

Ìº.

Ì/2!

Ì/ˆ

Ì/Ì

Ì/Õ

Ì/º

Ì//

Ì/|

독주
가야금

북
장고
25현
가야금
Ⅰ
25현
가야금
Ⅱ
마디
독주
가야금

북
장고
25현
가야금
Ⅰ
25현
가야금
Ⅱ

7y
M0
&'(

‹
,?
Ì/4
&'(
%
Ì/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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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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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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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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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m! &'(! M0! •‘®! ¾4šm! *S®! ÙÚA! ¹9! •! š›! -*…! îV1™!
‚t!ˆˆƒ®!ÂT$
<표 11> 휘모리 악곡구조 (♩=198)
구분

단락
구분

가야금
독주



20

선율조성
C본청

(323-343)

(323-341)

우조길

21


(342-363)

관현악

주선율

조성

악기

Cm

특징

관현악전체

독주선율중심

독주가야금

2분박 리듬

종지
CM

(374-412)

형태
관현악합주→독
주
독주+대금+

C본청

Cm

독주가야금

대금 선율

cmⅥ7

계면길

→ Fm

대금

길게 뻗음

(359)

𝅇

독주가야금

가야금 독주

𝅇

가야금 독주

Cm

관현악 전체

유니즌 형식

Cm

관현악+독주

𝅇

독주가야금

카덴차

𝅇

가야금 독주

(344-373)



연주

22

C본청

(364-373)
23

우조길
C본청

(374-385)
24

계면길
C본청

(386-406)

계면길

25현가야금,
대아쟁. 거문고

독주가야금
25

C본청

(407-419)

우조길

선율진행중심
Cm

독주가야금

관현악

-

두 마디



가야금 독주
(+관현악)

문답형식으로
유니즌 후

(413-425)
26

C본청

(420-426)

계면길

Cm

관현악 전체
독주가야금

가야금 독주
선율 모방
관현악 후주
사용

-

관현악+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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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후주(푸는 가락) (Tempo Rubato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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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바림” 가야금 독주 선법
장단＼구분

우조

진양조

C본청 우조

중모리

C본청 우조

중중모리

F본청 우조

늦은자진모리

C본청 우조

평조

계면조
C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F본청 평조

C본청 계면조
C본청 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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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모리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휘모리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T•! ‚t! ˆºƒg!5ã)Ò!&'()*!<0›! “á„”! &'(!M0!•‘m!*áG!4Ÿ
;!0D.!sb•!tHT$
<표 14>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바림” 가야금 독주 조바꿈
장단＼구분

변조

전조

진양조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중모리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F본청 평조

중중모리

F본청 우조

늦은자진모리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자진모리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휘모리

C본청 우조, C본청 계면조

T•! ‚t! ˆ/ƒ+! 5ã)Ò! &'()*! <0›! “á„”M"! ¾4š! •‘! “”m! *S®!
7xÕm!ÙÚR!0D6!_=;!sb•!tHT$!
<표 15>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바림” 관현악 조성과 짜임새 특징
악장

단락 구분
INTRO

조성

종지 화음

fm;Ⅴ7

Fm

신비스러운 음향, 동기 출현

(17-24)

Fm

Fm

긴장감

(25-32)
(33-44)

Fm
fm;Ⅴ7

Fm
Fm

악기군 점점 확장, 음향 중첩
긴장감, rivolto
대금이 주제 선율 제시,

(1-16)

도

짜임새 특징

입
부

(45-59)

진
양
조

(60-67)
(68-77)
(78-95)
(96-110)

Fm

am;Ⅴ7

베이스의 반음계 하행 진행

am;Ⅴ7
Cm
Cm

am;Ⅴ7
Cm
cm;ii𝆩7

Cm

cm;Ⅴ7

동형 진행, 카논, 인벤션 형식,
해금이 주제 선율 연주
25현가야금 2:3 리듬 형태 반주
제95마디 소 단락 맺음
제105-110마디 대금 주제 선율 변주

→ am;Ⅴ7

(리듬, 붓점 달라짐)
중모리 시작 유니즌,

중
모
리

(111-120)

Cm

Cm

제117-120마디 베이스 반음계

(121-128)

Cm

Cm

(129-138)

Cm

cm;Ⅴ7

상행 진행
가야금, 해금 반음계 진행
동형 반복, 모방, 문답, 카논, 헤테로포니 형식과

(139-154)

CM
FM→am→

FM

폴리포닉 짜임새
소금이 경드름 선율 연주

Fm

FM→am→CM→cm→fm 코드 변화

(155-168)
중중
모리

CM

(169-179)

CM

Am

(180-198)

Am

192마디

중중모리 시작 유니즌, 근접 모방,
문답 형식, 악구의 어긋난 맺음
베이스 반음계 하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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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198마디

근접 모방, 카논, 인벤션 형태

cm;ii𝆩7

늦은
자진
모리

(199-210)

CM

CM

(211-219)

Cm

cm;ii𝆩7

(220-231)

Cm

Cm

(232-236)

CM

fm;Ⅴ7

늦은자진모리 시작 유니즌,
모방, 카논, 헤테로포니 형식
헤테로포니, 폴리포닉 짜임새
대금 주제 선율 변주 재현,
베이스 3도 도약 하행 진행
독주 선율 유니즌,
악기 간의 선율 모방
자진모리 시작 유니즌,

(237-249)

CM

CM

가야금 독주 선율을 25현가야금이

Cm

모방 늘어남,

모방연주

자진

(250-296)

Cm

261마디

베이스 3도 도약 하행 진행

■

cmⅳ7

제262-296마디 비 오는 가락 독주

■

카덴차

모리

Cm
(297-322)

Cm

305마디

제297-305마디 가야금, 우드블럭 리듬앙상블

■

cm;ii𝆩7

제306-322마디 말 뛰는 가락 독주 카덴차

■
휘모리 시작 유니즌,
(323-343)

CM

CM

독주 선율 중심 2분박 리듬
제329-343마디 가야금 독주

359마디
(344-373)
휘모리

cmⅳ7

■

CM
■

Cm

Cm

■

■

(413-425)

CM

CM

(427-434)

CM

CM

(374-412)

후주

Cm

제343-358마디 대금3도 순차 상행
독주와 25현, 대아쟁, 거문고만 연주
제360-373마디 가야금 독주
관현악 전체 독주 선율 유니즌
태평소만 한마디 뒤 모방 카논 형태
제386-412마디 가야금 독주
가야금 독주와 관현악 유니즌 병행
태평소만 한마디 뒤 모방 카논 형태
서주의 주제 선율을 밝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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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악적 특징과 의미

추정현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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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악적 특징과 의미
추정현(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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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
번

음반번호

제목
伽倻琴獨奏
長洋調散調
장양조산조
伽倻琴散調(一)
긴양됴
伽倻琴散調(二)
긴양됴

1

일축조선소리반K506-A

2

제비標朝鮮레코-드B41-A

3

제비標朝鮮레코-드B41-B

4

일츅조션소리판 K804-B
재발매 RegalC-177B

伽倻琴獨奏
진양됴

5

Columbia40241-B
재발매 RegalC183-B

伽倻琴獨奏
진양

6

Columbia40280-A

伽倻琴獨奏
진양

7

Chieron52-A

散調 진양죠

8

Taihei9000-A

9

Taihei9000-B

10

Victor49244-A
재발매 VictorKJ1342-A

11

RegalC199-A

시기

복각정보

金海仙
/長鼓 韓成俊

1925

명인명창선집(7)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1)
1번 트랙

沈相健
/長鼓 韓成俊

1926

배연형 소장

安基玉
/長鼓 李興元

1929
재발매
1934

명인명창선집(7)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1)
9번 트랙

1931
재발매
1934
1931

韓成基
/長鼓 李化成

1932

배연형 소장

伽倻琴散調
긴양(上)
伽倻琴散調
긴양(下)

韓成基
/長鼓 朱蘭香

1933

명인명창선집(10)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2)
1, 2번 트랙

散調
진양·중모리

姜太弘
/長鼓 韓成俊

1933
재발매
1939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2)
9번 트랙

伽倻琴散調
진양됴(上)
伽倻琴散調
진양됴(下)

丁南希
/鼓 韓成俊

1934

명인명창선집(10)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2)
5번 트랙

金宗基
/長鼓 朴綠珠

19361)

명인명창선집(7)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1)
13,14번 트랙

丁南希
/長鼓 韓成俊

1939

명인명창선집(7)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1)
3, 4번 트랙

RegalC199-B

13

Okeh1869-A

진양(上)

14

Okeh1869-B

진양(下)

15

ColumbiaC2005-A
ColumbiaC2005-B

발매

콜럼비아 유성기원반(5)
가야금산조와 병창
심상건(CD1) 2, 3번
트랙

12

16

연주/반주

伽倻琴散調
진양조(一)
伽倻琴散調
진양조(二)

沈相健

20세기 전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악적 특징과 의미(추정현) 119

¯$!Ì2On!ê/!&'()*!]^*!\©!!
¨!¼M"+!±‡•A! ÍŸúA! änãA! hSnA! ˜OÎA! ùëpA! ±¹n&!Š`0!*41
J!&'()*…!l01Ñ+9A!¿™*m!•-Sg!Š`0!H‰Šƒ!Y+9A!um!f˜!E
Fg!Šøh9!¦§ÿ!€HT$

ˆ$!*4B調絃C
ˆ.Ì/1! &'()*! 5:.! KSn•/;! ë4! ±‡•g! ‘9’¾;! l′.! —A+! 4’m!
*4G®+!{5!‘9’¾;!s″.!*41ÑT$!±‡•H!ZV!‘9’¾;!l′.!*41J!l01
ÑT™!W*s!,*…!l0¡!y! ‘9’¾;! s″ZÇ!}aT&!”+!®ùM"! l′•H!J•d
.!Ë•!@‘M!ôþ;!€HT$!19Z!‘9’¾;!s″.!*41Ñn!yKM!W*s®!,*s
M! —+! l0…! 1nM! ˜HöT?! ÿ! @! YT$! ‘9’¾;! s″.! *4Åd.œ! &'()*!
ž!š*R!W*&!:9!-êd.!ê‡]!H#Ÿm!š*¸H!ÀPI!345m!W*6!ÂH!
W*sB%AIAXAÓAñC.!l01n!yKM!wJ]!H”HI?!z¼‡ÿ!@X!YÈT$
ˆ.Ì|1M!8Ge!ÍŸúm!KSn•/M"+!±‡•®!ÂH! ‘9’¾;! s″.!*41Ñd
sA!/1!ëR! ˆ.Õˆ1M!8Ge!•/M"+! ‘9’¾;! l′.!*41Ñd„A! ƒgm!=˜H!p
q‡ŠT$!ˆ.Ì.1M!8Ge!änãm!KSn•/M"+! ‘9’¾;! s″.!*41Ñd„A! ,*
6!¿™*Zd.!š,;!-S1J!l01ÑT$!ˆ.ÕÌ1®!ˆ.ÕÕ1M!8Ge!hSnm!KSn
•/M"+!4’m!*4G®!ÂH! ‘9’¾;! l′.!*41Ñd„A!ˆ.ÕÕ1M!8Ge!˜OÎm!
KSn•/M"X!‘9’¾;!l′.!*41J!l01ÑT$
ˆ.Õº1M! 8Ge!ùëpm!KSn•/M"+! änãm! KSn•/M"6!ÂH‘9’¾;!
s″.!—¶!l01Ñd„A!›m!-SX!,*A!¿™*Zd.!H‰Šƒ!'=R!änãH!š,
;!-S1+!`^®!ÂxT$!ˆ.Õ.1M!8Ge!ùëpm!KSn•/g‘9’¾;!s″.!*41
J!)*…!ÁZ1ÑdsA!•/! ¥™M"+! ‘9’¾;! l′.!É+B替棵Ch!ë!l01ÑT$!ˆ.Õ|
1!KZ•/d.!8Ge!±¹nm!KSn•/M"+! ‘9’¾;! s″.!*41J!l0…!ÁZ
1ÑdsA!¡™! Ìˆ,:! /A!|uM"! ‘9’¾;! l′.!É+B替棵Ch!ë!]^*!fk9!l01Ñ
T$
Ì2On!ê/!&'()*m!]^*M!sbc!*4!EG;!ù51™!T•®!ÂT$
<표 2> 20 세기 전반 가야금산조 진양조에 나타난 조현 방법2)
연번

연주

발매시기

1

김해선

1925년

조현 방법

‘지’줄
c″

2) 김해선이 경상도의 기생조합에서 기예를 배운 시기에는 ‘지’줄을 c″로 조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조
현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줄을 b′로 조현하는 것으로 분석된 한성기, 강태홍의 ‘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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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상건(제A)

3

심상건(제B)

4

안기옥

5

심상건(콜B)

6

심상건(콜A)

7

한성기(시)

8

한성기(태A)

9

한성기(태B)

10

강태홍

11

정남희(리A)

12

정남희(리B)

13

김종기(A)

1926년

c″

1929년

c″

1931년

b′

1932년
1933년

1934년

b′

c″

c″
↓
b′
1936년

14

김종기(B)

b′

15

정남희(콜A)

c″
1939년

16

정남희(콜B)

b′

은 김종기와 정남희(1939년)가 체괘 후에 연주한 ‘지’줄보다는 높아 c″로 들리기도 하고 b′로 들리
기도 하기 때문이다. 7명의 진양조 유성기음반이 발매되는 14년 동안 ‘지’줄이 점차 낮아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김해선이 가야금산조를 배운 시기를 기생조합에서 기예를 배우기 시작한 1908년
부터 상경하기 전 1913년까지의 기간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지’줄을 c″로 조현하는 조현 방법
이 보편적인 모습일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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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m!-S®!W*
¿™*+![P\m!&'()*M"!&,!Èg!•_;!«91„A! ]^*!79«!P\M!
v<1?!YT$!Ì2On! ê/M!KSn•/;!ë4!&'()*!l0aËm!¿™*! -S®!
W*!^Ÿ;!¦§wx+2A!<¸m!&'()*!]^*!_!±‡•m!l0…!¤£1?+!`ò!
4Î!Ô˜×+!œ¨g!¿™sm!-S•M!TU!•H!A&×Š!l0×þT$!
ÍŸúA! änãA! hSnA!˜OÎA! ùëpA! ±¹nm!¿™*M"+!4Î!¿™sHI?!Ô
˜×+!•¿!£MX!••gA!E+!ÌgA!cgH!nÝ!•¿M!•‡!:ÌX!ìg!4ŸH!sb
\T$!D5?![P\m!l0aËH!E+!Ìgd.!l′…!l01T&!•;!`«!<¶!l’′;!
l0h!6!'0!EüsA!Eg!6!¨g!œ′.!Äû1+!4ŸH!YþT$!
<악보 1> 꺾는 윗청을 점차 낮춰 꺾는 현상
심상건 제B 23

안기옥 19

한성기 시 15
정남희 콜B 16
김종기B 19

œ¨g!¿™sM"! l¨g!W*s.!W*×+!P\;!z)gÕCHI?!1+2A! ÍŸúA! h
SnA! ùëpA! ±¹nm!&'()*M"!z)gH!Ø41ÑT$! KSn•/M"!Ë;!@!Y
+!z)gm!•¿+!T•®!ÂT$
<악보 2> b본청 우조길(생삼청)

Õ$!um!f˜
±‡•g!Ì\u!v0m!l0…!]’1T&!Ì\u®!Õ\u;!al'?0!Rsq+!u;!
-=1Ñ?A! 6/PM"+! Õ\ud.!l0…!7ì51ÑT$! ÍŸú!ŒÁ!±‡•®!ÂH! Ì
3)

졸고, ｢가야금산조 생삼청 연구: 한성기, 최옥삼류 진양조를 중심으로｣, 9남도민속연구: 제41집,
남도민속학회, 2020, 231-258쪽. 지금까지 땅(B♭)본청 우조로 연구되고 인식되어 오던 한성기와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생삼청이 지(B)본청 우조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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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v0m!l0…!]’1T&! Ì\u®! Õ\u;!RsË„!l0…!-=1ÑT$! ±‡•®!
ÍŸúg!`ò!hS³H!/01Ñ+2A!u;!—+!ùXm!/0…!-=¡!‹!HËm!l0M!
QßQd.!/019!göT$!H+!Š`0!Wè¡9!`â+!l0am!u!f˜!EFM![Œ
1+!`^HþT?!ÿ!@!Yd„A! :oh!•O.!/0Åd.œ!l0aËH!•§!QßQd
.!l0¡!@!Y+!\vn…!*S1ÑT$
änãg!h!u;!•d.!st!]^*…!l01ÑT$!uH!?ù×Š!Y+!Ÿ[g!l0
M!äù;!&ƒT0ç.A!?@+!l0am!uM!m91J!•§!QßQH?!T^h!/0…!
¡!@!Y+!Ÿ[H!&…1ÑT$!Hrh!`^g!änã!£M!Dm!¤a!ùëpM0"X!s
b\?A!˜OÎA!±¹nm!l0M"X!œÀÿ!@!YþT$!hSn+!Õ\u!v0m!l0…!]
’1T&!z)gd.!W*e![ªM"+! Ì\ud.!u;!f˜1Ñd„A! W*&!fsa!T
Á!Õ\ud.!f˜1ÑT$! hSn+! Õ\u!v0m!l0…!1T&X!|uM"!Âg!•;!/
•1„!Ì\u;!á“!l01+!^Ÿ;!wÑT$!!7h!4’!)*…!/01µ!]^*m!`‚!
ž!u;!½m!l01nwT+!º,:;!0n.!,-&!ž!u;!l01+!Ìºum!þ‚;!&
9?!l01+!^ŸH!•!LHÅ;!ÓR¡!@!Yþ+2A!H!Ìºum!þ‚g!/qÁ!9W9
+!€g!ÀP?A!Ÿ[M!NI!,:m!f˜EFX!{hT$

´$!&'()*!]^*m!î4°!ÙÚ!!
´,M"+! ¯,M"!¦§wxõ! Ì2On!ê/!&'()*m!*4A! ¿™*m!-S®!W
*A!l0GA!um!f˜;!î4°.!ù51?a!hT$!Ì2On!ê/nM!wH+!&'()*m!
ÙÚË;!É¿Qd.!ù51?!{5Qd.!QRS1n!v‡!KSn•/M!ëÀY+!]^
*!•»!£m!TU!l0am!•»X!¦§ÿ!€H„A!‡"!l0aËm!•šM![h!%&H
s!K‘M!ëÀY+!aÊ!•X!=˜¡!€HT$!H6!Âg!®ù;!Ô‡!Ì2On!ê/M!l0
×þõ!&'()*m!•šQ!ÙÚ®!Wè…!¦§ÿ!€HT$!!!

ˆ$!*4B調絃C

<그림 1> 1967 년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조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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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ˆ.|<1!u‘5H!ZSh!&'()*!ì•KèÎ*=w?"…!¦§w™A!4Î!=˜
×+!w!QR!*4G;!@à19!hxT$!H!w?"M"+!±”™®!S(lm!&'()*
6!uûpm!&'(‡Þ;!*=h!z˜H!nà×Š!Y+2A!‘9’¾;! s″.!*41J!sb
z?!YT$!‘9’¾;! l′.!*41+!4’m!w!QR!*4Gg!ê¬!œÀÿ!@!ôT$! H+!
u‘5H!&'()*M![‡!*=¡!"Á!&,!Ã8h!Ã²;!h!l0a&!±”™®!S(
lHn!yKHI!z¼eT$ºC! S(lg!änãM0A! ±”™g!ùëpM0!&'()*…!i
»dç.!‘9’¾;!s″.!*41+!'=m!*4!EG;!D[.!HŠRx;!€d.!wRT$
ˆ.|<1!u‘5m!ì•KèÎ!*=w?"!89!/1!H6R!ˆ.<Ì1M!Hw•H!&'()
*M![‡!w?"…!ZS1Ñ+2! ‘9’¾;! s″.!*41Ñõ!u‘5m!*=w?"m!*4
G®!z˜H!Â9!h•;!•!@!YT$! H!w?"M"+!)*&'(!*4GM![1J!T•
®!ÂH!Q?!YT$
散調伽倻琴의 調絃法은 第一絃에서부터 僙㑖㑣黃太仲林無
‧ ‧ ‧ ‧ ‧ ‧ ‧ (南)‧潢汰㳞淋
‧ ‧ ‧ 으로 되었다.5)

Hw•H!¤Áh!)*&'(m!*4Gg!#H†!¾‘9’¾;!ò!_m!‘¸d.!*4¡!@!
Y•;!wJ³T$!/1!ê!u‘5H!¤Áh!*4Gg‘9’¾;!s″.!—A+!*4G!1sÑ+
2A!Hw•g!ªˆM‘南’1s…!•!A&1J!s″7+!l′.!*4Å;!•‚0?!YT$

<그림 2> 정남희, 안기옥 공저 가야금 교측본 조현법

‚D„! Ìƒ6!ÂH! s…!¨gd.!nw1+!‹hm!nw!É¿…!ëhm! œ¨g!nw!É¿
.!á“w™!‚šw!Õƒ®!Âg!*4G;!ÿ!@!YT$

4) 김윤덕과 성금연은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5) 이보형, 9伽倻琴散調: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94號), 文化財管理局, 1972,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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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가야금 교측본의 조현법을 g본청으로 이조

‹hM"+!ëhm!)*&'(®+!{5!ˆÕ4&'(;!=˜1Ñ+2A!nÝ!)*&'(m!
Õ4! ‘•’®! º4!‘"’=HM!‘•’HI+!¾;!1s!•!òþ;!‹!s¯9!*4Gg!)*&'(
®!ÂT$!‘&'(!–B¨’M!ùëp6!änãm!&'()*&!@à×Š!Y?A!ˆ.Ì.1!änã
HA!ˆ.Õº1!ùëp&!ë4!KSn•/M"!)*&'(m! ‘9’¾;! s″.!*4h!€®+!{5!
4Î!ëhM"!óH+!w!QR!*4G®!²ç10!l′.!—¶!l01Xà!äz1?!YT$!;!
änã®!ùëpm!ŒÁ!s″.!*41õ!‘9’¾;!l′.!<¶!*410!×þ•;!•!@!YT$

Ì$!¿™*m!-S®!W*
‚šw!ºƒ+!±”™H!aÍm!)*…!½wh!ïF!šw.A!"Á!íÖšm!¸R!±”™m!
•M![h!RF®!É¿…!¦§ÿ!@!Y+!aÊHT$!
<악보 4> 김윤덕 육필 악보 56, 63 장단6)

/|,:! ÌA!ÕuM"+! U’″<Cd.A!ºA!|uM"+! s♯″d.!½w1Ñ•;!•!@!YT$!ºu
m! N♯′ŒÁ! l’′m!H¸²•d.A! 9(k9!¨?M"! l’′d.!\©e!E+!Ìg®!²ç
1T?!ÿ!@!YT$!|Õ,:M"X! ºA!/A!|uM! l′&!9ÖQd.!Ø41?!Yd„A!|uM"!
l′"N′…!E+!•d.!=˜1?!YT$! ±”™H!½wh!)*!šw…!Ô‡!±”™m!¿™*
M+!œ¨g!¿™sm!-S•R!l’′A!s″!•m!•!£MX!l′A!t♯″A!s♯″m!•ËH!ÅÆ!=˜
×?!Y•;!•!@!Y+2A!H+!l-a&!KSn•/M!ê‡9+!&'()*m!½w…!Ô
‡!¨?M"!\©h!•Ë®!²çh!€x;!ÓR¡!@!YT$

6) 1968년 12월 21일 ‘김윤덕 가야금 산조’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은 후 김윤덕이 직접 오선
보로 채보한 가락이다. 2021년 9월 28일 13시 38분 김윤덕의 딸 김정숙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윤덕의 육필 악보임을 확인하였다.
7) d♭″은 c♯″의 이명동음(異名同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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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윤미용 함동정월 산조 악보 43, 49, 58, 77 장단8)

‚šw! /ƒ+!”ñ˜H!½wh!5ã)Ò!&'()*m!çP\R2A!ºÕ,:!ž!u;!¦§
w™! t♯″H!l0×?!Y•;!•!@!YT$! 7h! º.,:M"+! ˆuP3! |uk9!s♯″H!0
XQd.!l0×?!YT$!/#,:M"+! ‘*’¾;!}r! l’′H!ÀL! l′…!l01?!Yd„A!
ÕuH!×Š"'!E+!Ìg! l’′H! l0eT$!<<,:g!z)g;!l01n!úêm!,:R
2A!ˆu®! /uA!|uM! t♯″;!=˜1?!YT$! v!šw…!Ô‡!5ã)Ò!&'()*m!¿™
*M+!œ¨g!¿™sm!-S•R!l’′A!s″•m!•!£MX!l′A!t♯″A!s♯″m!•ËH!ÅÆ!=
˜×?!Y+2A!H!ŒÁ!l-a&!½w…!Ô‡!¨?M"!\©h!•Ë®!²çh!€x;!Ó
R¡!@!YT$
9(k9!KSn•/;!ë–õ!&'()*!¸RËH!l0h!¿™*…!\©1J!W*m!
®ùH!Y+9…!¦•?A!W*+!Šøh!®ù;!Ô‡!çŠs+9!¦§wxT$!D!†®A! `
‚!•»M"!4Î!Ô˜×+!œ¨g!¿™sm!-S•®+!TU!s♯″A!t♯″A!l′&!LH10!l
0×þ+2A!H+!ÌˆOn!ê/!KSn•/;!ë4!&'()*!l0aËM0!sbs+!ç/
QR!4ŸHþd„A!&¤‚9!z)gd.!W*¡!@!Y+!\vn…!*S1ÑT$!NI"!¨
?M"+!4Î!Ô˜×+!œ¨g!¿™sM!a0!l0e! s♯″A!t♯″A!l′…!A&1J! œ¨g!¿
™s;!Îù51?A!DM!NU!z)gd.m!W*!®ù;!•¿.!sbHT$!D!z˜g!‚š
w!|ƒ®!ÂT$
<악보 6> 20 세기 전반 가야금산조의 g본청 계면길과 변조 후 음계

g본청 계면길
변조
⇩
b본청 우조길
(생삼청)

8) 윤미용, 9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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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l0G
HHM+!Ì2On!ê/!KSn•/M!&'()*…!ë4!l0a!_!‡4H!MÙ1J!H
M![h! ,&&!ëÀ!Y+! l0aË®! _S!Y+!Ð@G;!wH+! l0aË;!_Íd.!
¦§wÈT$

ˆC!‡4
‡•A!ø+!•A!îSA!‡4;!0¤.!4Îk9!Jr!l-ËH!Yþ+2A!H!l-Ëm!Ê
Ôe!†#g!‡•H•!çùh!ÖX.!l01„A!5|\¡!•Om!mñ…!&9?!YT+!€
HT$!‡•m!-ÉQ!—@+!_`5m!VW![_!cn³!ºÄA!__`56!a]`5m!VW!
n³!|Ä6!ÕÄR2A!Hrh!‡•m!•O+!)*…!l0¡!ym!w!QR!`^HI?!ÿ!
@!YT$!19Z!Ì2On!ê/M!KSn•/M!Ö•e!&'()*!_M+!H6+!TU!•X
m!‡4;!1+!l0…!Zõ!@!YT$!
Å²ùËg!änãm!l0M![1J! “5ã)!û1?!li&!•ð‡$!±Þ*!ûhØ!ú
T!i»+&+!oIX!Dy!˜Š$! D”2!8•Gg!À0!88H'$! DH+!Ù@h!88H
'$”.CI?!,&1ÑT$! ±l@A! ±¸»A! SWÉA! æÎ¸A! KÎ.g!ùëpm!‡4M![‡"
+!88SBêSCH9Z!l06H!wŠsT?!,&1ÑT$!
ùëpm!™5•ÀBˆ.Õ.C! •»;!ËŠw™! /1!êM!8Ge!5=Bˆ.ÕºC! •»M!•‡!‡
4H!j‚ŠT+!òqr]!Wè…!É0!RF¡!@!YT$!ˆ.Õº1!8Ge!•»M"m!GW!
_â?!šxõ!‡4H! /1!6M+!wH9!h+T$! ùëp+!‡4m!—@…!¾H?!‡4M!
Ê6;!•1Ñ+2A! Hrh!‡4Gg!4’!)*&!A-1+!‡4®!K=1T$! H+! ‘88
S’HI+!,&…!RÀ(õ!ùëp&!mFQd.!‡4;!j50!öT?!ÿ!@!Y+!P\H
T$
Drs![7y[,:®!ÂH!5|H!:oh![ªM"+!‡4;!j50!¡!@!Yþ9ZA!
•°h!5|;!t4‡'!1+!P\M"+! ˆ.Õº1!•»Œ5!GW!_â0!‡41ÑT$! TÁ!
>‡!Ú?!Y+!•m!ùw6!5|H!ÈÀ9?!•°‡9™"!‡4m!¤Š&!Š‚m!Iêm!
`^H!qrc!€d.!wRT$!ùëp&!‡4;!*•¡!@!Yþõ!P\g!•‘H!•°19!
hgA!;!54hm!•‘!ùw…!Ú?!Y+!P\HþT$
Dr™!‹hMX! ‘88S’HI+!˜Š&!Y+9A! YT™!Š¥!!d.!=˜×+9M![
‡!mKH!z4T$! ¿À1™!ëhM"! ‘88S’HI?!,&…!Rõ!änã®!ùëp&!Ë
‹;!1Ñ?A!Ë‹h!&'(!l0aËm!•šQ!ÙSË;!Ð[.!‹hm!&'(!l0!Kè
&!a5!°›;!€Hn!yKHT$
ˆ./#1!ùëpcänãH!ÑFh!–Îˆ2CM! “êq+!ùX&!sI"+!ä!eT$! _U!€
g!I.P3!88SB7+!êSCHI!1J!Tœh!•H!sn!yKM!(1J!ŽT$”I?!‡
9) 함동정월 구술, 김명곤·김해숙 편집, 9가야금 명인 함동정월의 한평생: 물은 건너 봐야 알고, 사람
은 겪어 봐야 알거든:, 뿌리깊은 나무, 1992, 40쪽.
10) 정남희·안기옥, 9가야금 교측본:, 조선음악출판사, 1958,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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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Km`M![‡!&Y1?!YT$! 7!ˆ.||1!‹„[&!ÑFh!–ÎˆˆCM+!“,4m!ÖX
…!9s<0!s5!êËŠ!88SBêSCH!zn9!hXà!‡'!hT$!88SH!zn™!GW!
Tœh!45&!sn!yKM!l0M"!(hT$”I?!1Ñ+2A!H+!ˆ./#1!ùëpcänã
m!&'(!–B¨!z˜;!•@‘!€d.!wRT$
l-a+!±¿ã®!uoÀm!™Ú;!Ô‡!‘88S’H!lW®!‹hM"X!a0!=˜×+!
˜Šx;!ÓR¡!@!Yþ+2A!D!mñ+!r"!&Yöõ!ò!&'(!–B¨B–º¨C®!«H
&!YT$! ò!&'(!l0a+!88SM![‡!_U!‡4;!mñ1nwT+!®Xh!©d.!
žYH!Vú×Š!‡4;!fk9!9ÖÁ’9!g1+!4ŸHI?!1ÑT$! 7!‹hM"+!_
U!‡4H!K¤×9!h+T?!1Ñ+2A!D!HK+!ëh®!‹hM"!=˜1+!&'(!¾m!
Î•H!Tân!yKHI?!1ÑT$!‹hM"+!ù•M!¸0£;!XÀ!l01ç.!¸0£.
Z!ZËŠ]!ëhm!¾!wT!Ž6H!P—1J!::h!4;!

úHn!v‡"+!_U!‡4

;!¡!@‘M!ôT?!1ÑT$ˆÌC
D‹! ÀPI! lW®! ‹hM"+! ‘ËôS’HI+! ˜Š…! =˜1+2A! H+! ëhM"+!
=˜19!h+!˜ŠHT$ˆÕC! GW!_U!‡4;! ‘88S’HI?!1„!(nÁ1ÑµA!‘ËôS’
g!‘GW!jk!‡4’M![h!(nm!z˜;!Ú?!Y+!‡4GˆºCHI?!1ÑT$!Ë‹!ê!_
U!‡4!yKM! ‘88S’HI+!,&…!Rxõ!l0a&!‹hM!ù÷h!ë! ‘jk!‡4’M!
[‡!(nÁ1+!:Š…!=˜1ÑT+!€H!æñ-T$
îŸg!R3Žm!8{.!‹hm!&'(l0…!É0!T¡!@!YT$!‹h!l0aËm!‡
4g!GW!Œ²QH?!_âT+!€;!•!@!YT$!Œ²QH?!_U!›!v0.!l01+!‹
hm!ÙSŸ!DM!NI!‡4X!_…!@‘M!ôÈ9ZA!ëhm!&'()*M"!A-1+!‡
4®+!•XH!Tâ„A!ˆ.Ì.1!8Ge!änãm!KSn•/®!ˆ.Õº1A!ˆ.Õ.1!8Ge!ùë
pm!KSn•/M"!Ë;!@!Y+!‡4®!K=1T$!H…!Ô‡!Ë‹!ê!88SHI?!,
&Rõ!änãm!_U!‡4g!pge!‡4H!ÀP„A!(ž‚!jk!‡4;!(nÁ1+!`^
k9!z@\T?!wRT$

ÌC!Ð@G
HHM+! änãm! Ð@GB左手法CM! [‡! —Šÿ! €HT$! änãH! l01+! `^;!
ÓR¡!@!Y+!=]Hs!„ŸH!ôdç.!änã!7+!änãm!¤aR!ùëpM0!„É
;!Rg!l0aË;!Ô‡!KA‡wÈT$!‹h!&'(l0a!Vëù®!*ã0m!&'()*!
l0…!w™!ž[!‡9.Z!Œä1+!w!QR!Ð@GH!ÀL!‡96!ì¸9…!ÅÆ!}r!
Œä1+!MÙh!Ð@G;!-=1+!`^;!¹¹!ÓR¡!@!YT$!!!
11) 권영대, 9가야금 교칙본:,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6, 40쪽.
12) 김계옥과 박순아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13) ‘월렁성’은 사전이나 인터넷을 검색하여도 찾아볼 수 없으며, 연구자도 가야금을 배우면서 들어
본 적이 없는 용어이다. ‘월렁월렁’이란 단어로 검색해보면 이는 ‘울렁울렁’에 대한 전라북도의 방
언임을 알 수 있다(2021년, 7월 22일 네이버 사전 검색). 따라서 ‘월렁성’은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
의 농현을 지칭하는 듯하다.
14) ‘월렁성’은 김계옥이 김진을 사사할 때 들었던 용어로 안기옥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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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ëùA! *ã0m!MÙh!Ð@Gg!9oam!l06!Dm! !5'J¡BplCm!l0M
"X!œÀÿ!@!YT$!9oa+!S(lm! .!Šk!sHP3!`“M0!&'(;!im!S
(lm!l06!ÈH!¢À!Y+2A!änãm!l0!@GH!S(lM0!ê@×þ?A!S(lm!
ú¿!aù+!`“m!l0G;!D[.!HŠRÀ!‡96!ì¸9.!4;!Ïâ0!×þ;!üI!
ZZ¡!@!YT$
±”™m!

! ±ù.m! %&M! Nâ™! P“H! ‡96! ì¸9…! H˜1J! ‡4h! €;!

¨!QH!Yd„A!¨RX!De0!&'(;!l01ÑT?!1ÑT$!±ù.g!&'(®!üK?
…!‡’h!P“H!üK?!l0!Á!ì¸9.!+…!Ïâõ!^¾H!&'()*…!l0¡!y
MX!Q˜×Š!Drh!@Gd.!l01Ñ;!€HI!ABhT?!>öT$
üK?! l0aËg! ì¸9.! +…! —+! ^¾H! YŠ! &'(;! l0¡! yX! ì¸9&!
4!vM!O‚!Y+!€H!•!µ.¡!@!YT$!änãg!ˆ2[M!Ãñ³®!unëM0!üK?
…!i»?A! l0h!•»X!ëÀ!YŠ!&'(®!üK?!l0…!‡’ö•;!•!@!YT$! A
B1ú[!änãg!ì¸9.!üK?m!+…!—+!€®!Âg!Ð@G;!&'()*…!l0
¡!yMX!-=ˆ/Cö;!€d.!wRT$

º$!um!f˜
rm! d! ´,M"+! Ì2On! ê/M! KSn•/;! ë4! l0aËm! uM! [h! RF®!
f˜!^ŸM![1J!¦§wxT$!¨!¼M"+!u®!¾ö1J!?@…!þÅh!&'(!l0a
Ëm!RF®!l0m!OOh!•–…!Ô‡!•šQR!«H…!üž?a!hT$!7h!Drh!«
H&!¿w…!•S1+!„ÉH„!'üx;!qrz?a!hT$

ˆC!Ì\uA!Õ\um!€˜!^Ÿ
HHM+!KSn•/M!]^*…!ë4!l0a!£M!ÌA!Õ\u;!€˜1J!l01+!I…!
¦§wÈT$
<악보 7> 김병호류, 최옥삼류 진양조 1 장단
김병호 1

최옥삼 1

‚šw!<ƒg!±‡ˆ6!Å²ùËH!l0h!]^*!ˆ,:;!½wh!šwHT$!±‡ˆ+!±
Þ*…!==h!ú¿!¤aH?A!Å²ùËg!hSn…!==h!5ã)M0!)*…!i»dç.!
15) 무명지와 엄지로 역안하는 좌수법은 안기옥만의 독특한 수법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한숙구의 제
자인 서공철의 좌수법에 대해 강정숙을 인터뷰했을 때 서공철은 엄지 하나만 누르는 좌수법을 구
사했다고 하였다. 강정숙 인터뷰, 장소: 서초동 LG 에클라트, 일시: 2021년 12월 2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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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I?!ÿ!@!YT$!šw…!w™!ò!l0a!`ò!Ì\ud.!l01+!^Ÿˆ|C;!wH
?!YT$
Ùž!±‡ˆm!]^*M"+!±‡•®!hSnm!]^*6!ÂH! Ì\u®! Õ\uH!€Î
×Š!sbcT$!4Î!a0!l0×+!KLR!±‡ˆÒ+!h!u;!´.!sÏ+!€H!ÙÚR!
)*.!•‚ƒ!YT$ˆ<C! HÎ.H!½wh!±‡ˆÒ!&'()*!]^*!šw…! ¦§w™ˆ#C!
ˆA!ÌA!|A!#A!ˆ/A!ˆ|A!ˆ<A!ÌÕA!/|A!/.A!|Ì,:M!Ì\um!î4&!Ø41?!YŠ!±‡•Hs!h
Sn&!KSn•/M"!wJ³!um!f˜!^Ÿ®!K=Å;!•!@!YT$
<악보 8> 김해선 16 장단, 한성기 15 장단, 김병호 17 장단 비교
김해선16

한성기15

김병호17

‚šw!#ƒ!ŒÁ!‚šw!<ƒM"!¦§wxõ!€®!ÂH!O!l0a&!²çh!•‘;!l01
?!YT$!±‡•g!ˆ|,:!êÉ…! Ì\ud.!l01?A! hSn+!ˆ/,:!ˆA!Ìu;!Ì\ud
.!ÕuP3!|uk9…!Õ\ud.!l01„A!±‡ˆ+!ˆuP3!ºuk9!Ì\ud.A!/A!|ug!
Õ\ud.!l0hT$
hSn6!±‡ˆ+!±Þ*m!ú¿!¤a.!•‚ƒ!Y+2A! ò!l0a&!K=h!•‘;!
l01„!h!u;!´!7+!•d.!st!l01+!•ðh!um!f˜!^Ÿ;!wH+!€d.!
wÀ! ‚šw#ƒm!•‘g!±Þ*M0!•ˆ×þ•;!KA¡!@!YT$! '=M![‡!•‚99!
hg! ±‡•X! K=! •‘;! Ì\ud.! l01+! €d.! wÀ! ±Þ*M0! „É! Rx•;!
ZZ¡!@!YT$!HËg!:vu;!n³d.!•!7+!´.!aK-0!\¡1?!Y•;!•!@!
YT$

ÕC!Õ\u!f˜!^Ÿ
HHM+!KSn•/M!]^*…!ë4!l0a!£M!h!u;!•d.!st!l01+!Ù
ÚH!òqr]!I…!¦§wÈT$

16) 지금까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1장단은 2분박으로 채보되어 연구되어왔지만, 최옥삼류는 3분박으
로 채보되어왔다. 연구자는 함동정월의 음원을 10개 이상 확인하였는데, 모두 2분박의 양상을 띠
고 있어 6/♩으로 채보하였다.
17) 진양조는 모든 산조에서 한 박자가 셋으로 나누어지는 데 비하여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둘로 나
누어지는 리듬과 겹농현이 많아 장고 장단과 맞추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재숙, 9가야금산조 여섯바
탕전집:, 은하출판사, 2008, 342쪽.
18) 이재숙, 위의 책, 345-353쪽.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 72장단이 채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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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60, 61 장단

‚šw!.ƒ+!HÎ.H!½wh!S(lÒ!&'()*!|2A!|ˆ,:!šwHT$!H…!¦§w™!
S(lg!h!u;!•d.!st!l0Å;!•!@!YT$!‚šw#ƒM"!wxõ!Ì\u®!Õ\uH!
€Î×Š!Y+!`^®+![*QHT$!H…!Ô‡!ÿ!y!±Þ*M0!„É;!Rg!l0aËg!
:vu;!n³d.!Ì\u®!Õ\u;!aK-0!RsË„!l01Ñ9ZA!S(lm!VW!:v
u;!¤M!ò?!YŠ!H…!n³d.!u;!aK-0!£À&„!l0Å;!•!@!YT$!:vu
H!¤Hn!yKM!¤wT!À§!ývM"!um!\¡H!çŠs!&!a0!l0×?!YT$!D
.! R‡! ]^*&! &9+! |um! j€wT+! _`5s! __`5! &¢;! ¥‚6! l01+!
µh!j€H!Ë„A!S(lÒ!&'()*m!ÙÚd.!•‚ƒ!Y+!cwx!l0&!ÈÀ]!€
HT$ˆ.C
He0!h!u;!•d.!s:!\uH!(ž‚!um!n³H!×Š!äùQd.!u;!£À&
+!^Ÿg!S(lm!'=R!änãM0"!œ;!@!YT$!änãg!h!u;!•d.!¦_+!
um!f˜;!wJ0n!yKHT$!;!:vu;!¤M!ò?!l01Ñ+2A!Drh!u!f˜!E
Fg!S(lM0!ê@×þ?A!S(lg!]^h!z˜;!¨Rm!)*M!ÖJHT?!ÿ!@!Y
T$
<악보 10> 정남희·안기옥 가야금 교측본 수록 진양조20)

‚šw! ˆ2ƒg!änã®!ùëp&!Ë‹h!6!ÑFh!&'(!–B¨M!@àe!±Þ*!)
*!šwHT$! uat…!¦§w™! |f7+! |fcH! ÀL! ˆ#f#.! ×Š! YŠ! änãA! ùëp!
ò!l0am!uM![h!RF;!kÿ!@!YT$! l0a!''.!:vu;! ¤M!ò?!YT?!
•¸h!§H!eT$! H+!±Þ*¿!l0aËH!h!u;!´!7+!•d.!sÏ+!um!f˜!
^Ÿ®+!ü5&!YT$

19) 故 김명환 명고에 의하면 “성금연류 산조는 장단을 넣을 곳이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을 두고 이른 말이라 생각한다. 김일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변천 및 교류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80쪽.
20) 정남희·안기옥, 9가야금 교측본:, 조선음악출판사, 1958,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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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정남희, 서공철 박 운용 양상 비교
정남희
콜B 5
서공철57

정남희
콜B 6
서공철58

정남희
콜B 7
서공철59

‚šw! ˆˆƒ;!w™!ùëp6!"ÊùH!²çh!›;!l01?!YT?!wÀX!ì5&!ô
;!ZÇ!K=1T$!ò!l0a!`ò!h!u;!•d.!sÏ+!um!f˜;!wH„A!¤…!:v
ud.!)?!Y•;!•!@!YT$!J•!,:;!l01+!²ä!¤!7+!¤wT!À§!ývM
"!um!\¡H!çŠs!&!a0!l0×?!YT$!‚šw!ˆˆƒM"!ÿ!@!Y+!MÙh!•‘
g!"ÊùA! ùëpA! ±”™M"Z!ÿ!@!Y+!&¢d.!±Þ*¿!l0am!)*M"+!œ
Àÿ!@!ôT$

µ$!&'()*m!¿w!‡©
HH!¼M"+!==¾¿…!•!@!ôüsA! ¿w&!`ˆöõ!l0aËM![‡!T^h!B
™m!T';!Ô‡!H'n‡w?a!hT$! D5?!HH!l-…!Ô‡!ü¬]!z˜;!¹–‡!
mñ…!œÀÿ!€HT$
±‡•g!KSn•/!5:.!&'()*…!ë4!l0aH9ZA! ¾öe!ÍK!n=s!•
/!ªàA!Iy(!Eå!ªà!•m!aÊ.+!'=M![h!ùw…!•!@!ôþT$!Drs!±‡
•H!VŸX!nz*–M"!nI…!iWõ!ˆ.ˆˆ1!ìJ!±Þ*&!VŸX!In*–!•!£9
.!ÈH!ØböT+!±·Lm!%&M!NI!±‡•H!±Þ*…!==¡!JúH!×þT?!¨
T$
7h!±‡•m!•šg!±Þ*¿m!š*-S!EGR!W~,¿6!h!u;!´!7+!•d
.!sÏ+!um!f˜!^ŸA!±Þ*!¤aËH!l01+!Ì\u!•‘H!²ç1ç.!±Þ*M
0!„É;!Rx•;!ZZ¡!@!YT$! Drs!±‡•m!)*M!±Þ*¿m!4ŸZ!wH+!
€g! ÀPT$! ‘9’¾;! s″.! *41+! *4! EG®! )*m! 79«! P\M! Ø41+! ,*!
•‘A!)*!6/PM!h!u;!•d.!st!l01+!`^!•g!änãm!•šQ!ÙÚ®!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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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H!VŸX!nz*–M"!nI…!iW+!ÁnM!änãg!êIXA!VŸXA!}
gXA!VnXA!˜»XA!ÅVX!„æM!Hâ+!9ŒM"!l0!Ã²Bˆ.ˆˆ1C;!1Ñn!yKM!
±‡•®!änãm!Zë;!ŸŸ‡ÿ!@X!YdsA!aOh!€g!•!@!ôT$!54h!änã
®!•ðh!•š!ŠG;!&]!êIXm!)*l0a&!VŸX!nz*–M"!±‡•;!&â
$•;!AB¡!@!YT$
HHM+!==¾¿&!`ˆh!änãm!¿w…!ü¬wÈT$!änãg!''.!±Þ*M0!
ˆ21!²ä!&'(;!i»T?!0,1Ñ?A! h.-m!ú¿!¤aR!"Êùg!änãH!h.
-M0!&'(;!i»T?!%&1Ñ9ZA! änãH!h.-…!&Yh!aÊ+!œÀÿ!@!ô
þT$! wÔ!_Rm!%&g!Ÿ[M!NI!27‚9!{I•!@!Ydç.!änãH!ë4!l0
M"!•šm!ÙÚ;!¦§!änãm!'=;!üž?a!hT$
änãg! ˆ.Ì.1!V! Õ\!sHm!]^*…!ë–T$!H+!änãH!'=HI?!0,1+!
±Þ*&!=½h9!V! ˆ21H!9c!Á`M!H‰Š]!Ö•Hç.!±Þ*m!•šQ!ÙÚË
H!änãm!•šM!?'•ž!qrs!Y;!€HI?!AB¡!@!YT$
Drs!änãg!‘9’¾;!l′.!*41+!±Þ*¿m!*4!EG®+!{5!‘9’¾;!s″.!
*41J!l01Ñd„A!±Þ*¿m!š*-SEFR!W~,¿6+!Tâ0!,*6!¿™*.
Z!-S1J!l01ÑT$!¿™*M"+!4Î!Ô˜×+!œ¨g!¿™sM+!wH9!hõ!t♯A!
lA!s♯H!Ø41ÑdsA!z)gd.m!W*+!sbs9!hxT$!H+!änãm!]^*M!»
§!z)gH!ôŠ"ç!@X!Y9ZA!KSn•/!h!™BV!Õ\CM!z)gk9!l01nM+!
Á9H!P—ö;!@X!YT$
änãg!±Þ*¿m!‡4®+!ü5&!Y+!_U!‡4!yKM!88S;!&9?!YT+!
,&…!RnX!1ÑT$!7!‡9!1s.Z!Œä1+!±Þ*¿m!Ð@G®!{5!‡96!ì¸
9.! ÅÆ!Œä1+!Ð@G;!-=1ÑT$! Hrh!änãZm!MÙh!Ð@Gg!S(lm!
ú¿!&—A!ùëpM0!&'(;!if!±”™®!±”™m!ú¿!&—M0!sb\?A!änã
Hs!ùëpM0!„É;!Rg!‹hm!&'(l0aËM0"X!ÿ!@!YþT$!7h!h!u;!
´!7+!•d.!st!l01+!±Þ*¿m!u!f˜!EF®+!{5!h!u;!•d.!st!
l01ÑT$! H+!um!äù;!&ƒT0Š!Dm!¤aËH!cwx®!Âg!wxÕ…!f˜¡!
@!Y+!Ð[…!7ö‡0þT$
¤a+!wÔ!'=m!`^;!¢+T$!ê@n9H!s9!h•IX!'=m!`^H!¤aM0!
ÖÀY0!eT$!Ùž!X¤Fm!-êÍ@!–ïÉ¤I™!•§!D¨!€HT$!19Z!±Þ*M
0! ˆ21;!==öT?!•‚]!änãm!l0+!±Þ*¿&!wJ0+!•šQ!ÙÚ®+!ü
5&!•T$
T•d.!änãH!h.-M0!&'(;!i»+9m!JP…!ÓR‡wÈT$!h.-…!=
=h!"Êùm!&'()*&!4Î!a0!l0×?!YT$!"ÊùÒ!&'()*+!±Þ*¿m!
)*M"!ÿ!@!ô+!MÙh!&¢H!Ø41+2A!D!&¢g! #\•t6!ˆ|\•t.Z!H‰
Šƒ!uH!©©10!f˜eT$! ùëp&! ˆ.Õ.1M!ë4!KSn•/M!Drh!^Ÿ;!wH
+!P\H!YŠ!•–‡¨!†®A!um!f˜‹Z!ÀPI!•‘k9X!Òêž!ç<Å;!ÓR¡!
@!YþT$! HM!"Êù®!ùëp!ò!l0am!==¾¿…!Nƒ!¿w…!üª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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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ùg!h.-MA!ùëp+!änãM!«À!YT$!HM!NI!ùëp6!"ÊùH!l01+!
²çh!&¢g!h.-M"!•ˆ×þ•;!KA¡!@!YŠA! änãH!h.-…!==ö•;!
ZZ¡!@!YT$
HHM+!±Þ*¿R9!ÀL9&!`ˆh!˜OÎm!¿w…!ÓR‡wÈT$!˜OÎg! ‘9’
¾;! l′.!*4h!l0a.!±Þ*¿m!*4G®!²ç‡!wRT$! Drs!h!u;!´!7+!
•d.!st!l01+!±Þ*¿m!u!f˜!^Ÿ;!œÀÿ!@!ô?A! h!u;!•d.!st!
l01ç.!±Þ*¿6+!ü5&!YT?!ÿ!@!YÈT$!ZV!˜OÎH!4!•»;!ë–T™!
•!OOh!KA&!&…1È9ZA! ¿™*Zd.!-Se! ˆÕ,:;!Ô‡!¸Óh!¿w…!ü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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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의 성음 분석 연구
신하율(부산대학교)

¬ª!«%$!"#
¯$!¨#
´$!†#!!!!!

%$!"#
haêÔ•š!Sš›!_!3456!&'(‡Þg!•šQ!ÙÚH!Ÿ"ž!K=1T$! Jn
"!•šQ!ÙÚH•!haêÔ•šM!&,!n¨H!×+!-S!î4R!š*A!Sš›M"!_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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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H!`‚!•šQ!ÙÚH!¹–Qd.!H‰Šƒ!S•HI+!î4…!Z‚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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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h×Š!_Á;!ù51ÑnM!8zh!4ŸHç.!¨!l-M"+!•šQ!-S!î
4…!Sš›M"!&,!_î10!J@9+!S•A!š*A!=•A!&'(‡ÞM"m!Þ®!&'(
m!¾¿6!ÂH!-!&9.!•ù1J!ù51J!3456!&'(‡Þm!S•;!\©1?!_
Á;!É¿è!Á’+!€H!l-m!ªQHT$!
¨!l-m!•»!aÊ+!À§!‚t!ˆƒ®!ÂT$

<표 1> 연구 대상 음원 목록
곡명

창자

출반정보

심청가3

성창순

오아시스레코드, 1994.

오정숙 판소리 다섯 마당 흥보가

오정숙

오감엔터테인먼트, 2001.

오정숙 판소리 다섯 마당 심청가

오정숙

오감엔터테인먼트, 2001.

오정숙 판소리 다섯 마당 춘향가

오정숙

오감엔터테인먼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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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숙 판소리 다섯 마당 수궁가

오정숙

오감엔터테인먼트, 2001.

오정숙 판소리 다섯 마당 적벽가

오정숙

오감엔터테인먼트, 2001.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강정숙

수궁가 중 고고천변

강정숙

일요 명인명창전 가야금병창(실황), 1993.
MBC우리가락우리문화https://youtu.be/oewjWaUEDDE,

가야금병창1

강정숙

오아시스레코드 뮤직컴퍼니, 1995.

가야금병창[쑥대머리]

강정숙

다다미디어, 2004.

수궁가

남해성

사운드스페이스, 200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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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구성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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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음에서의 목과 성의 개념
용어

풀이

통성

목구멍을 크게 열고 소리를 단전의 힘으로 곧게 뻗어내는 소리로 판소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발성이므로 모든 악조에 사용되는 발성.

세성

가장 높은 음역대로 통성으로는 소리를 내기 힘들 때 목구멍을 조여 단전의
힘으로 소리를 뻗어내는 소리로 통성과는 반대적 성격으로 사용되는 발성이며
이 또한 모든 악조에 사용되는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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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

소리를 통성처럼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입을 모으고 입안에서만 울리게 하는
소리로 주로 계면조에서 자주 사용되는 발성.

떡목

떡목은 본디 목이 좋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 빡빡한 소리

방울목
(미성)

텁텁하고 조화롭지 못한 소리

수리성

곱고 미려한 소리

철성

여러 구성이 있는 성음, 못생겨도 귀여운 사람처럼 귀여운 맛이 있는 애원성,
쉰듯하면서도 지르면 다 올라가고 은은하게 나오는 목

천구성

탁하고 근성 있는 목소리

쇄옥성

귀성이 있고 걸걸한 좋은 목성음을 수리성이라 하였다.

Heµ!Sg!Þa&!t41+!8SGH„!ªg!•×QR!•·;!9‰1+!˜Šx;!•!
@!YT$!

Ì$!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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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Ëm!T^h!û‡…!¦§w?a!hT$! ÛÜA! •ù!¾¿M!mh!š*+!H#Q!_Ád
.! \Ò1?! Á±ÕA! ÞGA! =•M! mh! š*+! ÞGQ! _Ád.! \Ò1J! Sš›M"m!
W*A!,*A!¿™*m!_Á;!ù51?a!1ÑT$

ˆC!H#Q!_Ám!š*
H#Q! _Ám! š*+! •ù! ¾¿M! m‡! š*…! -\1+! _Ád.! š*…! \Ò1+!
&,!'¨QR!_ÁHT$!Hrh!_Á;!ù51™!T•!‚t!Õƒ®!ÂT$
<표 3> 우조, 평조, 계면조의 음정 관계에 의한 정의
학자

우조

평조

계면조

이혜구1)

솔, 라, 도, 레, 미(도가 주음).

라, 레, 미, 파, 라(레가 주음).

백대웅2)

본청을 중심으로 하청에서 완전4도
솔, 라, 도, 레, 미(도가 주음). 레, 미, 솔, 라, 도(솔이 주음).
위에 있는 음으로 종지.
본청과 상청의 음정이 장3도. 본청과 상청의 음정이 완전4도.

1) 이혜구, 임미선9한국음악이론:, 민속원, 2005, 212쪽.
2) 백대웅,9판소리에 있어서의“우조”“평조”“계면조”:, 한국국악학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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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운3)

이보형4)

황준연5)

솔, 라, 도, 레, 미 평조와 구성음은
같고 주음만 다른 악조.
주음이 4도 아래 솔로 종지하는
경우 평조와 구별이 어려움.

레, 미, 솔, 라, 도.
미음은 잘 출현하지 않는다.
레와 솔로 번갈아 종지한다.
최종 종지는 솔이다.

상행: 시 미, 라, 도, (레,) 미
하행: 시 미, (레), 도, 시, 라

선법적개념: 계면조의 상대 개념 선법적개념: 계면조의 상대 개념
윗조의 개념: 음역이 높은 조 개념 낮은조개념:높은 음역의 우조와
한 음 위 조 : 평조의 한 음 위 조 상대적 개념으로 낮은 음역.
청보다 단3도 높은 본래의 계면조의
上一 이 없다.
계면조와 우조는 上一 음의 유무로
구별됨.
청보다 단3도 높은 上一의 음의
음정진폭이 넓다.

上二의 음은 유동적, 청과 완전4도
일때도 있고, 장3도 일때도 있다.

ÌC!ÞGQ!_Ám!š*
Sš›M"+!Á±Õ6!ÞGA!=•®!Âg!ÞGQ!_ÁH!•§!_îh!Œ¡;!hT$!N
I"!¨!¼ªM"+!ÞGQ!_Ám!š*…! å! Á±ÕM!mh!š*! æ! ÞGM!mh!š*!
è!=•M!mh!š*!I!8SG®!•·M!mh!š*.!O\è1J!¼!î4M!¾‡!¦§w
?!•ù!¾¿M!mh!š*6+!Šøh!«H&!Yd„!ÞGQ!_ÁH!š*…!-\!³+2!
Šøh!„É;!ñ<+9M![‡!‚t!ºƒ…!Ô‡!¦§w?a!hT$!
<표 4> 창법적 개념의 악조 정리

BˆC!Á±ÕM!mh!š*
학자

우조

평조

백대웅6)

계면조
본청의 완전4도 아래 음이 떠는음.
장2도 아래음인 본청으로 진행할
때 꺾음

김영운7)

본청은 떨지 않아서 이를 평으로
내는 목 이라고 함.
계면조의 주요 시김새는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목.

황준연8)

시김새가 육자백이 토리와 동일.

3) 김영운,9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49쪽.
4) 이보형,9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에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손흥록의 달 기념학술회의, 1998.
5) 황준연,9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6) 백대웅,9판소리에 있어서의“우조”“평조”“계면조”:, 한국국악학, 1979.
7) 김영운,9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45쪽.
8) 황준연,9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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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ÌC!ÞGM!mh!š*!
학자

우조

평조

이보형9)

장중하고 엄한 호령성: 악상 감정
표현의 개념

화창한 악상 개념

문재숙10)

씩씩하고 위엄 있는 느낌.

화평 정대한 느낌.

성우향11)

호령조

계면조

질질 짜는 조

김영운12)

애원처창의 느낌.

BÕC!=•M!mh!š*
<악보 1> 심청가 중 방아타령

vm!šw6!ÂH!•ùH!¿™*.!]’H!×ŠX!=•m!z˜H!ªµ!z˜H!ÀPI
™!‡"!›;!¿™*I?!‰19!h+T$

BºC!8SG®!•·M!mh!š*
S•g!š*M!NU!j€d."m!mñX!Y?A!Á±Õ6!Âg!n–…!Ôh!•šm!‡
9) 이보형,9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에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손흥록의 달 기념학술회의, 1998.
10) 문재숙,9이해하면 사랑하는 한국음악:, 민속원, 2009.
11) 성우향,9성우향 구술총서:, 국립국악원, 2013.
12) 김영운,9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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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M![h!«H…!t41+!mñHnX!1„!Þam!b?c!ª45…!ÔS®!&S!•®!
Âg!8SGM!NI!•·;!t41+!mñX!Yd„!Xùm!t4!EFH!YT$!7hA!W*
6!¿™*m!8SG®!Á±ÕA!•·®!XùH!{I'!1„!¼!š*7T!H™M!—+!45
…!‡'hT?!>hT$! H!`‚!€;!Ô‰1+!€H!S•R2!¸ÞËg!ÒSe!S•M!H
â+!®ùM!š*&!Y+!€HI?!z¼1ÑT$!Hrh!`;!ñ‰Š!ÿ!y!S•g!š*6!
*Th!¾öH!Yd„!•ù!¾¿s!•GwT+!=•m!z˜M!_`;!ò?!D!z˜M!—
+!Xù;!45M!sbzn!yKHI?!¡!@!YT$!345+!K]Q!=•;!•šd.!t
4h!I%!,âHn!yKM!Hrh!ßQ!,™;!&,!p!qr½!@!Y+!î4&!á.!X
ùHT$! HŒ5!Xùg!S•m!ábH„!'¨Hn!yKM!Xù;!ìÁ1?!•šQ!n–M
Z!<_hT™!D!45+!n–Z!¶z!•!Š•µ!45M!T®¡!€HT$!Heµ!45!ÅM!
YŠ!Þam!Xùg!n–!;A!Á±Õ&!*(!P—1•IX!XùH!¡P1™!g_m!7•;!
=.°;!@!Y;!ùX.!XùM!mh!S•g!_î1T$!
S•M!mh!š*+!8SGA! •·A! Á±Õ&!ŠWrƒ!ZËŠ•!Xù!;A! S•;!Ô‡!
š*…!-\Å;!•!@!YþT$!4Î!3456!&'(‡ÞM"!_îh!•šQ!î4!_!1
sR!S•M![h!mûH!]aË7T!Tâ„!pqh!ùm+!z‚99!hg!Ÿ[HT$!34
56!&'(‡Þ!l-m!É¿è…!v‡"+!S•M![h!ùm&!¸Ó‡'!¡!Fî&!YT$

!Õ$!=•
345+!•èM"!•ˆ×þT+!•M"!•!@!YµH!345m!æY>M+!'Ð5&!
Yd„!Drh!'Ð5…!W5+!=•HI?!>hT$!nš›®+!{5!3456!&'(‡Þ
M+!=•H!Yn!yKM!=•m!z˜®!t4H!ç<×+!Á±ÕA! Xù;!œÀz+!€H!
_î1„!Hrh!€ËH!†aM+!S•M!„Ég!³T$!NI"!¨!¼ªM"+!=•®!Á±
Õm!¾¿M![‡!¦§A!H€H!S•M!Š¥!„É;!ñ<+9…!¦§w?a!hT$!

ˆC!Á±Õm!_Á®!¹Ò
haêÔ•šM"m!Á±Õ+!Eg!mñ.+!S•!êÉ…!þÅ1?!·g!mñ.+!,
F•;!9‰1J!Hâ+!˜ŠHT$!êÔ!Sš›R!3456!&'(‡ÞM"m!Á±Õ+!F
•iÕm! –SŠ.! ,F•m! _ÁH„! Î<s! S•m! n–…! Ã˜‡! 45M! ¸;! P5+!
€;!9‰hT$!Hrh!Á±Õ+!D!¹Ò&!E[1?!T^1T$!Hrh!Á±Õ+!=˜1+!
=>7T!¸¸1+!€X!Tâ?!•¸1+!€X!TânM!4Î!=˜×Š9+!`‚!Á±Õ
…!•¸1+!2M+!h¿&!YT$! Drç.!¨!l-M"+!3456!&'(‡ÞM"!&,!
w!Qd.!=˜×„!=>ËM0!Ô˜×+!Á±Õ…!ábd.!D!¹Ò…!ù51?!š*°
.!Š¥!Á±Õ&!=˜H!×„!D!Á±Õ&!š*M!Šøh!„É;!0?!sÀ&!S•M+!
Šøh!„É;!ñ<+9M![‡!•Àw?a!1ÑT$!
3456!&'(‡ÞM"!w!Qd.!=˜×+!Á±Õ+!‚t!/ƒ6!Â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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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김새
종류

설명

미는 목

소리를 멀리 밀어주는 목

끊는 목

날카롭게 맺어 끊는 목

다는 목

소리를 끊어내지 않고 한 호흡에 달아 내는 목

새기는 목
짜는 목
찌르는 목
파는 목
조으는 목

소리의 모를 둥글게 깎아내어 부드럽게 만드는 목
쥐어짜서 내는 목
최상성을 높이 찔러 내는 목
소리를 아래로 깊이 파서 들어가는 목
소리를 바싹 쪼아 들이는 목

너는 목

소리를 쭉쭉 뻗어 널어놓는 목

엎는 목

소리를 쫙 펼치다가 안으로 엎어 내는 목

막는 목

목을 막아 내는 목

당기는 목
속목
다루치는 목

목 뒤에서 배에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음을 위로 당기는 목
작은 소리로 오므려 내는 목
열매가 동글동글 열리듯 동그랗게 내는 목

꺾는 목

기악에서는 퇴성이라 말하며 높은 소리를 목을 꺾어서 내는 목

떠는 목

소리를 떨어서 내는 목

vm!tM"!&Yh!Á±Õ!£MX!@Èg!Á±Õ&!ÝÎ19Z!&,!w!Qd.!=˜
×+!Á±Õ+!vm!tM!&Ye!ùXHT$!&#!&Yh!Á±Õ…!£¤.!'=d.P3!4
5…!it!y!T‰I+!t4!£M+!TU!˜Š.!vm!t6!Âg!Á±Õ…!]^h!Qg!
ôT$! £¤.+!'=m!45…!®?!D!45…!¶z!z+!®ùm!lÖç!‹HT$! Drs!
@ôH!Èg!Á±ÕËH!T‰<+!ªHI?!Ô˜×nM+!T^h!Á±ÕËH!Yn!yKM!
D!s”m!¸‰d.!ù5¡!Fî&!YT$

ÌC!=•wxÕ6!,:
3456!&'(‡ÞM"!wxÕ!7h!_îh!•šQ!î4HT$! wxÕ•!=•®!,:!
=Hm!†–^Ÿ;!&5’+!˜Š.œ!uB拍CMT&!>;!”À&+!`^Õ…!>hT$!34
5I+!•šH!ç«»Qd.!=•®!,:m!†–d.!Žzh!•šHI?!z¼hT™!wx
Õ+!_îh!î4&!À×!@!ôT$!wxÕ&!_îh!î4R!ZÇ!Jr!]a6!¸ÞËM!m
‡!l-X!ÈH!×þT$!Drs!vm!*m!_ÁŒ5!wxÕM![h!H#É¿X!¤[.!ù
5×ŠY9!hT$! Drç.!¨!l-M"+!nÝ!]aË®!¸ÞËm!wxÕM![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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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ùm…!É¿è1?a!hT$! 7hA! 3456!&'(‡Þm!wxÕ+!£¤!45Å
M!YŠ!«H&!ôn!yKM!345m!wxÕ…!'ü.!ù51?a!1ÑT$

BˆC![7y![,:
[7y![,:g!345!wxÕm!n¨•HI!¡!@!Yd„!=•m!h!’H!h!,:m!
¯5M"!ÁZ1J!¹5M"!fs„!=•H!Gum!0uM!0.!w+!wxÕHT$
<악보 2>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의 대마디 대장단 예시

BÌC!–[·
–[·g!?^Hm!=¶5R! ‘ºH’M"!•ˆe!>.!?^H&!wµH!,:;!>hT$!
–[·m!ùm+!®0!ò!&9!•O.!s:T$! ž!H†!•O+! ‘w+!–[·’d.!=•H!
]’×T&!h!••M!wg!45…!h!,:!HŸ!s0!â+!€H?!ò!H†!•O+!‘0@
+!–[·’d.!Õ\uM"!Ì\ud.!TÁ!Õ\ud.!Wè1+!wxÕ…!>hT$
<악보 3> 흥보가 중 제비점고의 뛰는 교대죽 예시

BÕC!¯Š¢H
¯Š¢H!ŒÁ!=•H!0uH!ÀL!PuM!˜O.!wd„!"^•šm!»SxHz!nG
®!K=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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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심청가 중 화초타령의 주수는 교대죽 예시

<악보 5> 심청가 중 곽씨부인 죽는대목의 잉어걸이 예시

BºC!cwx
cwxg![7y![,:®+!{5!r!,:M"!ÁZ1J!T•!,:m!_9M"!=•m!
h!K,H!fs+!wxÕH„!=•!h!’H!r!,:m!¹56!Q,:m!¯5M!w+!•O
HT$!TÁ!>‡!r!,:m!_9M"!ÁZ1J!Q!,:m!_9M"!fs+!•OHT$
<악보 6> 단가 죽장망혜의 엇붙임 예시

B/C!Òa¢H
Òa¢H+! Õ\um! 5|H! Ì\ud.! áP™"! Ì\u! 0uMZ! =•H! ”R! VWm!
wxÕH„!__`56!a]`5!,:M"!0.!=˜×+2A!Õ\u!5|H!Ì\ud.!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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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H!0.!rë.!áPŠ!w+!5|!•OHT$
<악보 7>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의 완자걸이 예시

º$!&'(‡Þ
&'(‡Þg!&'(;!/01„!:&!7+!345…!‡’1+!,â.!&'(!)*&!
8z¡!ìJ!ÅÆ!8zöT?!ê‡]T$!Hrh!&'(‡Þm!æ§+!345m!/áb!45!
_!B[ªZ!KŠ!Z‚!,â.!345m!-S!î4!Ì!ÙÚ®!GW!K=1T$!Drs!34
56!•šQ!-S!î4&!K=1T?+!1s!&'(‡ÞM+!&'(m!ÝÎ.!R‡!‡Þ
Zm!ÙÚ!7h!ÝÎhT$! Drç.!¨!¼ªM"+!&'(‡ÞM"!&'(m!Œ¡;!•À
w?A! 3456!&'(‡Þm!Á±Õ!«H6!&'(d.!Rh!45!S•m!h¿.!\Ò1
J!&'(‡ÞH! 3456+!Š¥!«H&!Y?!D!«H&! sÀ&!S•M+!Š¥!„É;!
ñ<+9M![‡!•Àw?a!1ÑT$

ˆC!&'(‡ÞM"m!&'(m!Œ¡
&'(‡Þm!&,!:!ÙÚHa!_îh!î4+!&'(!/0HT$! &'(‡Þ;!ÊP¡!
y!&'(!)*…!N.!im'!¡!ZÇ!&'(m!Œ¡H!GW!_î1T$! &'(‡ÞM"!
&'(m!Œ¡g!T^h!Œ¡;!19Z!ØÍQR!Œ¡.!90m!Œ¡A! ,-m!Œ¡A! •‘
m!Œ¡®!ÂH!®0!O!&9.!\Ò¡!@!YT$!Ùž!90m!Œ¡g!D!äM"X!Œ¡H!
O\è×+2!H6!Âg!Œ¡;!T•!¼ªM"!¦§w?!&'(‡Þm!ÙÚ;!¦§w?a!
1ÑT$

BˆC!90m!Œ¡",™!7+!Á`!ê»m!Œ¡
&'(‡ÞM"!&,!_îh!ÙÚg!45m!_9M!¼,×+!90HT$! 45m!_9M!
90&!¼,×™"!90+!®0!O!&9!Œ¡;!10!×+2!ž!H†+!,™!7+!Á`!
ê»m!Œ¡A! ò!H†+!½9m!Œ¡A! O!H†!z˜!ê»m!¾Ám!Œ¡!He0!®0!O!
&9!Œ¡;!hT$!ÛÜ!,™!7+!Á`!ê»m!Œ¡g!=•H!6=1+!,™Hs!Á`H!
90…!n`d.!ê»×+!€;!mñ1+2!Hrh!Œ¡;!À§!‚t!|ƒm!EÉ&!_!×a
ë+H!=•;!Ô‡!D!Œ¡;!¦§w?a!1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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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 간주 - 장면 또는 시점 전환의 역할
사설
천개자시 생천하니 태극이광대 하날 천 지벽축시 생후허니 오행팔괘로 따지 삼심삽천 공부공허니 인심이
지시 감을 현 이십팔수 금목수화 토지정색 누루 황 일월이 생하여 천지가 명하니 살기를 위하여 집우 토지가
두터워 초목이 생하니 살기를 취하여 집 주 인우위지하야 천하지 광하니 십이제국어 넓을 홍 상황오제가
붕하시니 난신적자에 거칠 황 동방이 기명 일시로 생하니 소광부상어 날 일 서산낙조 일모공허니 월출동령애
달 월 초심미월 시시로부터 삼오일야어 찰 영 <중략>
간주
춘향의 집을 어느 때나 가랴 이제도 사오시 남을 여 외로이 정담을 이루지 못하니 춘향 만나 이룰 성 나는
일각이 여삼추라 일년사시어 비하게되니 송구영신어 해 새 조강지처는 오륜의 반이요 대전통편의 법중 율
군자호구가 이아니냐 춘향과 날과 입 마주 대고 아드득 쪽쪽 대고 보면 법중 여자가 이아이냐.

90…!n`d.!90!Hêm!=•!,™g!H*ýH!×aK;!EÉH6!l¾!9Š!¿
d™"!EÉ®!ÅÆ1+!,™Ë;!€a!ŸŸ1+!µh!,™;!"%‡”xT$! Drs!90!
H6M+!EÉ®!ÅÆ1+!,™;!ŸŸ1„!Á9;!wzõ!H*ýH!ŸŸM"!ï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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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자 노래 간주 – 휴지의 역할
사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아마도 내 사랑이야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굴둥굴 수박 웃 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 부어 반간진수로 담뿍 떠서 아나
엿다 니 먹을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간주
징땅징찌다징허니 외 가지 당참외 니 먹을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어허 둥둥 내 사랑이야 그럼 또 니
무엇 먹으랴느야 니가 무엇을 먹으랴으냐 시큼털털 개살구를 애기 서는데 니 먹을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능금을 주랴 포도를 주랴 석류를 주랴 유자를 주랴
둥둥둥 내 사랑이야 이히 - 내 사랑이로구나 섬마 둥둥 내 사랑이야 사랑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어허 둥둥 내
사랑.

90…!n`d.!90!Hê®!H6!=•!z˜!`ò!H*ýH!EÉHM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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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자 노래 간주 – 내용 전환의 암시 역할
사설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허니 어찌 아니 다정하리 담담 장강수 유유원객정
하교불상송허니 강수에 원함정 송군남포 불승정 하남태수 희우정 삼태육경어 백관조정 소지원정 주어인정 니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양인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파정이 되략이면 복통절정 걱정되니 진정으로
완정 허자는 그 정자 노래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간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아마도 내 사랑이야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굴둥굴 수박 웃 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 부어 반간진수로 담뿍 떠서 아나
엿다 니 먹을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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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A유형-중모리

<악보 9> B유형-중모리

B/C!•‘m!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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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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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A유형 – 소리 선율과 가야금 선율이 동일한 경우

vm!šwM"!wµH!EÉ&!_!=0&!ùaæ§M"!‘=0H.-s!z!=0H'!=0
=0=0!z!=0H'’=•H!45m!•‘®!5|A! D5?!&'(m!•‘®!5|!`ò!²
çh!•O.!]’×?!Y•;!•!@!YT$
B 유형
T•d.!&'(!/0&!45…!A„0+!¥!K•M+!OPQd.!T•!&9!¹Ò&!Y
T$!Hrh!T•!&9!¹Òm!K•;!¨!¼ªM"+!¥"ˆ!-!¥"/!K•HI?!‰1?a!1„!
¼¼m!K•;!‚t!.ƒ…!Ô‡!ù51?a!1ÑT$
<표 9> B 유형-가야금 반주가 소리를 꾸며주는 5 가지 종류
유형

경우

설명

B-1

가야금 선율이 소리의 선율과 다르게 진행되는 가야금이 소리선율과 전혀 다른 음으로 진행되면서
경우
소리와 화음을 이룬다.

B-2

화음 또는 겹음으로 뜯는 경우

B-3

본음보다 한 음 이상 아래에서 눌러 연주하는 가야금이 소리선율에 출현하는 음보다 한 음
경우
이상의 아래 줄을 눌러 연주한다.

B-4

소리 사이를 채워주는 경우

B-5

가야금을 주요음만 연주하며 소리를 강조하는 가야금을 최대한 간결하게 연주하며 소리를
경우
강조한다.

소리선율을 겹음이나 화음을 뜯어 소리를 더욱
풍성하게 들리게 한다.

소리선율 사이에 엇박처럼 들어와 선율의 재미를
더하고 선율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ÞM"m!&'(m!Œ¡®!D!K•M![‡!ù5‡!¨!†®!&'(‡ÞM"!&
'(H!Š¥!Ÿ[M!Š¥!Œ¡;!‡0jÀM!NI!45m!ÃH!{I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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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현행 판소리 시김새
시김새

떠는 목
①

부호13)
시김새

꺾는 목

방울 목
⑥

부호
시김새

⑪

④

새기는 목
⑧

⑦
치는 목
⑫

▼

굴리는 목

⌣

③

폭깍질 목

찍는 목

부호

Λ

②

미는 목

!
던지는 목

흘리는 목

╮

w

⑤

다는 목
⑩

⑨

⑬

다루치는 목

내려떠는 목

내렸다드는 목
⑮

⑭

<표 11> 현행 가야금병창 시김새 형태
시김새

부호14)

잡는목
②

①

시김새
부호

던졌다

새기는 목

다는 목
⑦

③

속목

⑧

쪼으는목

ℓ

막는목

④

ㄱ

파는 목

⑤

U

당기는 목

⑥

다루치는 목 밀어올리는 목 밀어내리는 목

⑨

w

⑩

⑪

⇴
꺾는 목

⑫

Λ

3456!&'(‡ÞM"!²ç10!sbs+!=•!P\g!i!Ì2-2.A!D!P\m!Á±
Õ…!•–1J!w™!T•!‚t!ˆÌƒ6!ÂT$!

13) 시김새에 사용된 부호는 본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다.
14) 시김새에 사용된 부호는 본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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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남해성, 강정숙의 고고천변 동일사설 시김새 정리
동일 사설

고고천변 일륜홍

동정여천에 파시추

금생 추파가 여기라

뒷발로 창랑을 탕탕

지광은 칠백리

천애무산으 십이봉은

구름밖어 멀고

해외소상은 일천리

남훈전달 밝은디

오현금도 끊어지고

판소리

가야금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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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설

낙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관수에

초회왕의 원혼이오

만경대 구름속

낙화는 동동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골물이 한데로
합수쳐

천방져지방져 월턱져
구부져

방울이버큼져서 건너
병픙석에다

대 하 수 중 으 로
내려가느라고

판소리

가야금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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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Æ!²Á[M!zSe!)*M![h!ÊÁQ!l-…!Ô‡!‡()*m!W×^Ÿ;!?Ù1?a!
hT$!¨!l-m!-ÉQR!l-[Ÿ;!t.!ù51™!T•®!ÂT$
<표 1> 해금산조 연구 대상 목록
음반명
대상자

또는
악보명

지용구

김덕진

류대복

奚琴散調

경기시나위와

곡명

장단

(음원길이)

(장단수)

A.鳳求凰(3:14)

중모리(27)

B.굿거리(3:18)

굿거리(56)

08.봉장취(3:19)

중모리(32)

09.해금봉장취(3:50)

늦은자진모리(67)

109.진양조

진양(17)

110.느린중모리

중모리(28)

해금

111.중모리

교측본

남도시나위

임선문

서용석

1937
~1938
추정

-SP(유성기음반
)

장고-정원섭

Okeh 12209
(k755/k756)

중중모리(13)

1959.

해당사항

112.엇모리

엇모리(36)

09.25

없음

113.자진모리

자진모리(58)

114.휘모리

휘모리(72)

1968

확인불가

산조

중모리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자료시리즈(25)
-SP(유성기음
) 반

조선음악출판사
/로동신문출판
인쇄소

진양(16)
중모리(12)
중중모리(16)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굿거리(27)

자료시리즈(24)
2003

자진모리(36)

01.진양조(5:36)

진양(37)

한범수

02.중모리(2:53)

중모리(22)

1968.

1968

03.중중모리(4:55)

중중모리(48)

03.03

~자진모리

자진모리(75)

27.진양(2:50)

진양(21)

28.중모리(2:01)

중모리(16)

1974.

29.중중모리(1:51)

중중모리(37)

12.18

30.자진모리(2:23)

자진모리(37)

진양

진양(40)

중모리

중모리(34)

중중모리

중중모리(54)

해금산조

Okeh 축음기상회

장고-한성준

진양조

기타

대금-박종기

03

해금시나위와

경기무악

참여자

대금-정해시

중중모리 자진모리

한범수

또는
출판일

1940.

05.산조(7:45)

지영희

취입일

빠른중중모리

빠른중중모리(20)

자진모리

자진모리(127)

엇모리

엇모리(12)

장고서
- 공철

장고지
- 갑성

서울꼬레뮤직
: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자료시리즈(13)

1995.

해당사항

현대음악출판사

05

없음

강덕원/양경숙 편저

1992

장고장
- 덕화

KBS-FM의 방송음악

진양(23)
한국의

김영재

전통음악
산조Ⅰ

03.김영재류
해금산조(16:21)

중모리(19)
중중모리(20)
엇모리(38)
자진모리(70)
단모리(60)

21세기를 위한
시리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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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l01+!•!M0›H!ÀL!H_0m!•OH„!,:m!-SX!9(®!{I!4’)*6!
l0•O!‹!ÀPI!-*QR!B™M"X!*(e!«H&!sbcT$! H6!ÂH! ˆ.Õ21[m!
)*+!•FŸm!T^S®!-*QR!a‘S;!wJ0?!YŠ!4’)*6+!«H&!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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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C!9˜-!‡()*
9˜-B池龍九 ˆ#/."ˆ.Õ.C+!VnX!@»M"!Øz1J!Ì2On!:!"tM"!Ã²h!VnX!
•š&Ha!‡(¸Rd.!•‚ƒ!YT$!ˆ.ˆº1!GçÍwM!I%M!wŠc!R&!ˆ22R!_!Ì|
H†!IRd.!4_!Â!ùX.!"Á!Dm!•šQ!vŸH!ìx•;!•!@!YT$
ˆ.Õ21[!•š&Ëg!aÍËm!•šÃ²;!QRS¡!@!Y+!êK!•š&Ñ:;!†S1n!
ÁZ1Ñ+2!"Á!Ã²öõ!9˜-!7h!78&9Ñd„A! D&!‡(0a.!Ã²h!•š&Ñ
:ÌC!_!íÖš;!n/d.!Ã²h!Ñ:g!*••šì˜l-ÄB朝鮮音樂舞踊硏究會CÕCÑT$!
1) 김덕진은 1935년 산조합주에서 진양조·평타령·엇중모리·잔모리로 장단을 구성하였는데, 즉흥음악과
반주음악이 지배적이었던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의 음악이었다.
2) 지용구가 활동했던 음악가 집단 중에는 조선정악전습소 ‧ 정악구락부 ‧ 조선정악단이 있었는데 모두
정악을 기반으로 조직된 음악집단이다. 그가 활동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는 정악과 민속악을
두루 섭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본 고의 연구대상이 지용구의 해금산조이므로 그의 민속악 기
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1937년에 한성준이 조선무용을 발전시키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충청 지역 출신의 음악가들의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1920년대까지 음악무용 전
문집단은 극장과 관계를 맺으며 흥행 집단화했던 것이 특징이라면, 1930년대 이후로 결성된 음악
혹은 무용의 전문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특정 사승계보나 지역성을 중심으로 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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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91), <조선음악무용연구회항>.
4) “서울 출신 지용구 선생님이 해금산조와 민요와 가곡·정악을 하셨는데, 본인이 1935년 지용구 선
생님께 해금산조와 각 도의 민요를 공부하였다…29, 33세에 지용구 선생님께 해금산조를 습득할
때에…”성금연, 9지영희민속음악자료집:(서울: 민속원, 2000), 126-127쪽.
5) 수요회는 지용구가 활동했던 음악집단인 조선정악전습소 내에 조직된 음악활동 단체명이다.
6) 9경성방송국국악방송목록:에는 1939년에도 해금주자로서 1회 장구주자로서 2회의 기록이 나타나
지만, 1939년 1월 12일 오랜 숙환으로 타계하였기 때문에 1939년도의 방송기록은 녹음하여 내보
낸 것으로 추정한다.
7) 산조라는 곡목으로 기록된 방송목록은 1928년에 2회, 1929년에 1회로 총 3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1928년 5월 22일의 방송기록이 가장 처음으로 조동석 ‧ 지용구가 연주한 레파토리를 <청성환입
(단소), 산조(해금), 잡가수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9경성방송국국악방
송목록:(서울: 민속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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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민속연구소 선임연구원.
9) 이진원, “경기시나위와 남도 시나위”, 음반해설집 9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 자료 시리즈25:(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10) 판소리의 고수 강경수의 손녀 강선영의 증언에서 그녀가 한성준의 학원에서 무용을 배우던 1926
년에서 1942년 사이인 13-19세경 지영희도 그 시기에 김덕진에게 해금을 사사받았다고 증언하
였다. 노재명, 9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바라본 판소리 참모습:(서울: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
원회, 2006년), 182-190쪽. “본인은 김덕진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해금신아위를 공부하였지
만…” 성금연, 9지영희민속음악자료집:(서울: 민속원, 2000),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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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수년, ｢월북해금연주가 유대복 해금산조의 음악적 연구: 진양조 선율을 중심으로｣, 9한국악기학
: 제2호(서울: 한국퉁소연구회, 2004), 23~24쪽.
12) 1937년 한성준이 창단한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김덕진·지용구 그리고 지영희의 인연이 있었음
을 앞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류대복은 이미 1930년대 초 평양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시
기상 김덕진이나 지용구·지영희와의 인연은 닿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3) 권도희(2004), 앞의 책, 217~218쪽.
14) 공훈배우(功勳俳優)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하는 명예칭호로
1952년 6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예술분
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정됐고 이후 과학·언론·출판·체육 등 각 부문으로 확대됐다. 이들에
게는 칭호 외에 각종 상품과 포상이 주어지며, 북한 사회 내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봉급 역시 부장급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대우를 받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9한민족문화대백과
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공훈칭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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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
“저자는 해금음악을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가장 초보적인 기교로부
터 산조를 능히 연주할 수 있는 전문적인 령역에 이르기까지 기교습득과정을 체계적
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히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풍류는 조곡형식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오랫동안 여러 악기들의 련습곡으로 되어 온 만큼 그의 전곡을 게재하
였다. 그것은 이미 습득한 기교들의 총화로서의 가치와 함께 완성된 유산에 대한 마
땅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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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이는 남자 무당을 의미한다.
16) 미지는 여자 무당을 의미한다.
17) 앞서 성금연,(2000), 앞의 책, 126-127쪽에서 지영희는 1935년부터 지용구에게 해금산조를 공
부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성금연의 증언 시기로 보아 지영희가 조선음악무용연구
회의 악사가 된 시기는 1937년으로 지영희는 이미 악사가 되기 2년전(27살)부터 지용구에게 해
금을 배우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강선영의 증언에서 그녀가 한성준의 학원에
서 무용을 배우던 1926년에서 1942년 사이 지영희도 그 시기에 김덕진에게 해금을 사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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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언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노재명(2006), 앞의 책, 182-190쪽.
18) 1945년 해방이후 함화진(咸和鎭), 박헌봉(朴憲鳳)과 함께 지영희가 창설한 국악위원회는 이후
국악건설본부로 전환되었다가 8월 29일 국악회로 발전한다. 국악회는 전국의 창악·기악·민요·무
용·농악·연희 등의 전국적인 국악무용인을 망라한 조직으로 민족적인 국악운동을 전개했다. 1945
년에 대한국악원으로 이름을 개칭했다. 1951년에 설립한 아악부 중심의‘국립국악원’은 아니다.
노동은(2015), 앞의 책, 451쪽.
19) 한범수는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워 자신의 산조를 만든 인물로 본 고의 1960년대 산조의 연구대상이
다. 이 인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해금산조 편에서 서술할 것이다.
20) 국악예술학교는 지영희, 박헌봉, 함화진이 창설한 국악원 산하의 재단법인 국악악기성회가 설립한 학
교로 박헌봉이 교장을 맡았으며, 당시 기악교사로는 지영희, 한범수, 성금연, 김윤덕, 신쾌동 등 이었
다. 노동은(2015), 앞의 책, 458쪽.
21) 김영재는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워 자신의 산조를 만든 인물로 본 고의 1980년대 산조의 연구대상이
다. 이 인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재 해금산조 편에서 서술할 것이다.
22) 지영희는 1969년 국악예술학교에서 9해금교본:, 9피리교본:, 9대금교본:, 9아쟁교본:을 발행하였다.
<관악영산회상곡>, <관악취타곡>, <대풍류무용곡>을 5선악보로 채보하고, 각 악기의 유래와 종
류 및 연주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3) 그의 제자 최태현에 의하면, 지영희 해금산조는 1962년에 최초로 만들어져 수 차례의 수정을 거
쳐 오늘날에 이른다고 한다. 최태현, 9해금산조 연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영희 해금산조가 형성된 시기를 1962년으로 보도록 하겠다.
24) 지영희의 긴 산조가 녹음된 테이프를 그의 제가 최태현이 전해 받았을 뿐 직접 전수받은 사람은
없다. 다만 최태현이 테이프의 내용을 그대로 악보화 하고 구성음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고 한
다. 최태현, 9해금산조 연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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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wŠ\õ!,`]Ì.C;!Zs™"!‡(®!Rl;!}0!×þd„!,`]m!²z!,S
oM0X!)4ï¼®!Ásv!•;!8J1!9!µ›T$Õ2C
!x•Km!zê;!nÕ1+!».]a!ÍWSm!%&ÕˆCM!Nâ™!D+!‡(M![h!Ñ
25) 한범수의 본관은 청주(淸州)로 그의 출생지에 대한 정보는 충남 서산과 충남 부여(扶餘)로 나뉘는
데, 연구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서산보다 부여에 대한 위치정보가 더 자세하다는 점과 한세연, ｢한
범수 대금산조의 경드름 가락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의 연구와 최은주,
｢해금산조 비교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의 연구를 토대로 한범수의 출생
지를 부여로 정리하고자 한다. 추후 더욱 확실한 전거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한 부분이
다.
26) 공주사범학교는 현재 공주교육대학교의 전신으로 1938년 충청남도 공주에 설립되었던 초등교원
양성학교이다. 설립 당시에는 여자사범학교였으며, 1951년 6월 21일에 공주사범학교로 개편되어
남녀공학의 사범학교가 되었다. 따라서 한범수가 공주사범 재학당시에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웠다
고 전해지는 시기는 최소 1951년 6월 이후이다. 1947년에 가입한 여성국극단에 지영희는 기악
반주 책임자로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서의 인연으로 한범수는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7) 송방송, 9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927-928쪽.
28) 최은주, 앞의 논문(2012).
29) 장점학(1885-1982)은 장만용의 장남이며 일명 ‘점보’ 라고도 한다. 부인은 김해 김씨 출신이었
는데 해금과 땅재주의 명인 김봉업(1885-1962)과는 처남과 매부지간이 된다. 해금과 대금을 한
인물이다.
30) 노동은 외, 9경기음악2:(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281-282쪽.
31) “임선문은 본인의 해금산조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워낙 말이 없고 정직하며 오로지 해금만 열심
히 연주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른 연주자들은 이것저것 두드리고 연주하고 난리가 났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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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임선문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본 적은 없고, 그저 꼿꼿하게 해금에만 매진했으며…지
영희와 임선문의 해금은 무척 다르다. 임선문의 음악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영희는 시작을 할 때와 끝을 낼 때에 확실한 태가 보였다.” 김연주, ｢임선문 해금산조 음악적
고찰｣(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4), 23쪽.
32) 정범태, 9경서도 명인명창:(서울: 깊은샘, 2005), 116-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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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광식(1911-1972)은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젓대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창극단에 입단하여
활동하였고, 특히 시나위에 뛰어나 민속악 반주에 능통했다. 송방송, 9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89-90쪽.
34) 국극사는 1946년 대한 국악원 직속으로 창설된 창극 단체로 1965년까지 활발하게 공연하던 예
능단체이다.
35) 최태현, 9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116쪽.
36) 고주희, ｢서용석류 해금산조 비교 연구 – 양경숙, 최태현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2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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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Ím!•‘;!9„pm!‡()*!ëM!l†1J!8t1ÑT$! H6.X!)*…!l0¡!n
Ä&!zs!y7T!9„p!)*!_9Hs!fP\M!aÍm!•‘;!Q˜‡!s&„A!«Ý!a
Ím!‡()*m!ÒSX…!ìJ!ŒT$
ˆ.#Õ1!êë[]–!I%[]!aš®!–@.!x˜×Š!¤a…!^S1+!6_MX!D+!
)*…!-S1+!2M!oò‡! ˆ.#/1!¤ÌÄ!±„Î!Z›!8tÄM"!Œ•d.!¨RH!Sh!•‘.!8tÄ…!1Ñ?A! H6! ˆ.#.1! #¥P!qm! ¸RêM!:[×Š!D²ä!-S1?!
Q˜öõ!•‘Ë;!_Íd.!;æS;!&ñ1J!‡()*…!8t10!×þT$!HyP3!D
+!aÍm!)*&¢;!D²äM!=˜öõ!‘±„Î!K•!‡()*’!7+!‘±„Î!-S!‡(
)*’&!ÀL!‘±„ÎÒ!‡()*’I?!¸¸1ÑT$º2C
37) 앞서 서용석도 1946년인 7세에 이모 박초월에게 수궁가·춘향가·흥보가를 배운적이 있다.
38) 1966년 3월, 국악예술학교에 한범수도 교사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그는 대금교사로 재직했기에
학생이었던 김영재와 해금에 대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영재는 한범수와 만난
지 1년 뒤인 1967년 2월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다.
39) 당시 김영재의 작곡 지도교수는 ‘낭만 가곡의 선구자’로 불렸던 김동진(金東振 1913-2009)이다.
김동진은 화성학을 배우기도 전에 <봄이 오면>과 <가고파>를 작곡하는 등 천재성을 드러낸 인
물로 이후 평양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로 그의 가족들이 감금되자
6·25 전쟁 때 월남했다. 한편, 서라벌 예술대학과 경희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진달래
꽃>, <못잊어>, <초혼> 외에 서양의 발성법과 우리 판소리를 결합한 오페라 <심청>과 <춘
향>을 작곡하였으며, 국민훈장 모란장과 3·1 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서울시문
화상 등을 수상했다. 송방송, 9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111~112쪽.
40) 류재원,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및 연주법 연구｣(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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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SM!_U__`5c:`5cc`5…!A&.!þÅh! |š,!-Sd.A! ‡()*M
+!Œ•! •,1+!_U! __`56!:`5&! Õ.f!š,d.!-Se!`H!:!ÙÚHI!
¡!@!YT$!‹Z!ÀPI!c`5!,:m!v<&!Wè1Ñ+2!D²ä!a]`5!HêM!v
<öõ! c`5&! ˆ.#21[! "˜©m! )*M"+! a]`5! T•M! v<1„! ,:m! -S!
o"MX!Wè&!sb\T$
‡()*m! ,:-*+!`‚!)*M"!ÊÔQd.!]^®! _`5&! n¨,:-*.Z!
sb\T$! D!£m!s¯9!,:M"+!n¨,:-*6!W•,:-*&!²ÁM!sbs9Z!
[T@m! ,:M"! n¨,:-*&! 9iQd.! ìg! •‘;! «9öT$! I£Qd.! Ò[
•c9„pm!__`56!±„Îm!__`56!a]`5M"Z!W•,:-*&!ìg!•‘
.!sb\T$!!

41) 본 고의 연구 대상인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음반은 KBS-FM의 기획 음반으로 3번 트랙에 그
의 산조가 실려 있으며 길이는 16분 21초이다. 장고 반주에는 함께 산조를 구성했던 장덕화가
함께 한다.
42) “산조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모음곡의 경우는 장단이름인 진양·중모리·자진모리 등이 각
부분, 즉 악장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김영운, 9국악개론:(파주: 음악세계, 2015), 64쪽. 본고에서
는 여러 장단명을 표현할 때에는 악장(樂章, movement)이라고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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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¾¿&!:!ÌXm!9jm!ß+•H!`‚!)*M"!&,!ÈH!Ø41ÑT$!D!£m!æ"ÕK
43) 잉어질은 해금만의 특수주법으로 본음을 연주한 후 빠른 속도로 현을 누르거나 또는 운지를 이용
해 악보에 제시된 음을 재빠르게 짚어냄과 동시에 활의 방향 또한 바꿔서 연주하기 때문에 선율
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김새이다.
44) 앞꾸밈음은 꾸밈음이 낮은음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
음 하나가 높은음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
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
진행되는 것(

)을 ①유형으로 정하고, 꾸밈

)은 ②-1유형, 꾸밈음 두 개가 높은음에

)은 ②-2유형, 꾸밈음 세 개가 높은음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은 ②-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뒤꾸밈음은 본음에서 높은음으로 꾸밈음이 나타

나는 것(
)은 ③-1유형, 본음에서 낮은음으로 꾸밈음이 나타나는 것(
)은 ③-2유형으로 정
하였다. 그리고 조금 낮은 음에서 본음까지 현을 재빠르고 격하게 눌러서 소리내는 다루침은 현
을 한번 누르는(
네 번 누르는(

) ④-1유형과 두 번 누르는(

) ④-2 유형, 세 번 누르는(

) ④-4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④-3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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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시김새 연구
-대금과 노래를 중심으로손한별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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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시김새 연구
- 대금과 노래를 중심으로 -

손한별(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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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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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요는 민족성이 짙고 자연발생적이며, 민족정서를 노래한 국민의 노래이다.” 김기수, 9국악입문:
(서울:세광출판사, 1972), 148쪽.
2) “통속적인 민요는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하여 불리고 널리 전파되어 있지만 토속적인 민요는 제
한된 어느 지방의 특징적인 가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소박하고 향토적인 민요를 가리킨다.” 장사
훈, 9국악대사전:(서울:세광출판사, 1984), 301쪽.
3) “경토리는 ‘경기도 소리 토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경조(京調), 경제(京制), 경드름, 경토리라 이
른다. 토리라는 말은 구성음 간의 음정, 시김새(농음), 주요음(主要音)간의 음정, 음 기능 등으로
변별되는 음악 양식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이다. 즉 경토리는 경기음악양식이라는 뜻이다.” 이보
형, “경기농요의 선율과 음악적 특징”, 9경기 전통예술 연구 시리즈III 경기향토민요:(경기도 국악
당, 2007),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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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금연주자 음원자료 목록
대금
연주자

음반명
<國樂의 香氣>
무용곡 No.2, Side 2

김광식

韓國의 傳統音樂8
<무용반주(기악)>

악곡명

토리명

트
랙

총시간

노래가락

진경토리

4

03:35

태평가
사발가

진경토리
반경토리

12
10

03:01
02:54

한강수타령

반경토리

11

03:11

음반사
아세아
레코드
오리엔탈
레코드

발매
년도
1970

1985

4)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으로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 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이라 부르기
도 한다. 영산회상의 우조(羽調, 즉 높은 조)의 계면조를 4도 낮은 평조의 계면조로 조옮김한 회상
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경우 평조(平調)는 선법명이 아니라 낮은 조라는 뜻이다.” 장
사훈, 9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787~788쪽.
5) “박동현으로 활동하다가 박천택으로 개명함” 곽기웅, “박천택의 음악 특징 연구 : 경기대풍류 대금
선율을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6), 6쪽. 이하
본 연구에서는 ‘박천택’으로 칭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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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택

노들강변
아리랑
노랫가락

신경토리
신경토리
진경토리

9
8
2

03:14
03:00
03:09

태평가

진경토리

6

02:38

피리연주곡집

사발가
한강수타령
노들강변
아리랑
노랫가락
태평가

반경토리
반경토리
신경토리
신경토리
진경토리
진경토리

21
10
13
1
1
19

02:20
02:06
03:20
02:27
02:58
03:24

<CD1>

한강수타령

반경토리

15

03:00

이춘희 <민요가락>

사발가

반경토리

10

02:38

노들강변

신경토리

8

03:53

아리랑

신경토리

6

03:53

경기민요의 매력
<명창 김금숙의 끼>

최경만의

이철주

단성 이춘희 명창의
<삶과 소리 그리고
흔적>
CD4

대도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

1999

1994
1993

2007

<표 2> 가창자 음원자료 목록
가창자

음반명

악곡명
노래가락
한강수타령
노들강변
아리랑

토리명
진경토리
반경토리
신경토리
신경토리

트랙
1
4
6
2

시간
04:17
02:29
03:16
02:50

사발가

반경토리

2

02:51

태평가

진경토리

2

02:53

노랫가락
사발가

진경토리
반경토리

6
10

03:14
02:38

한강수타령

반경토리

8

02:15

<삶과 소리 그리고

노들강변
태평가

신경토리
진경토리

8
4

03:42
02:55

흔적> CD4

아리랑

신경토리

6

03:53

韓國古典民謠 第一集
Korean Folk Song
묵계월
안비취
이은주

Vol.1
韓國古典民謠 第二集
Korean Folk Song
Vol.2
韓國古典民謠 第三集
Korean Folk Song
Vol.3
이춘희 <민요가락>
<이춘희 민요가락>

이춘희

-경기민요 이별가단성 이춘희 명창의

음반사
한국음
반㈜
한국음
반㈜
한국음
반㈜
신나라
레코드
다다
미디어
신나라
레코드

발매
1982

1982

1982
1993
19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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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Œ¡!H£MX!S•Hs!ªHI+!¸‰;!=˜1J!•š;!t4hT?!•¸hT$! ±ù
6) 이보형, ｢한국음악의 ‘시김새’ 연구방법 시론 :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4~7쪽.
7) “시김새가 ‘시김’에 ‘새’라는 접미어가 붙은 합성어이며, ‘시김’은 ‘시금’의 변화형이고, ‘시금’은 ‘식
음’의 연음화 된 명사형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전통음악에서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
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나 음길이가 짧은 잔가락 · 올라가는 음 · 내려가는
음 · 꺾어지는 음을 일컫는다. 또한 넓은 의미로서의 시김새는 선율선이나 절주의 자연스러운 연결
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표현 기능까지
를 포함하는 용어로 쓰인다.” 서한범, “시김새론”, 9한국민속학:, 제30권(서울 : 민속학회, 1998),
73~106쪽.
8) 조은숙, ｢한국 학자들이 본 윤이상 : 윤이상의 주요음기법과 농현법의 관계-첼로 독주를 위한
<활주 Glissees>(1970)를 중심으로｣, 9음악학(音.樂.學): 제9권(한국음악학학회, 2002), 238쪽.
9) 농(弄)에 대한 용어 개념과 정의는 본문의 요성법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0) 홍정수, ｢서평/개념풀이/기타: 개념풀이 중심음｣, 9음악과 현실: 제13권(민족음악학회, 1997),
334~336쪽.
11) “시김새는 기능면에서 ①잔가락 ②농현 ③장식음 ④발성법 ⑤표현(연주) ⑥음의 변화덩이 ⑦장식
음+연주기법 ⑧장식음 또는 잔가락+농현+기타의 연주기법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⑧번이 사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시김새의 기능이며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윤명원, 9국악교육논총:(서울: 국악춘추사, 2004), 1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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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정태, 9판소리 득음 연구:(민속원, 2013), 172~177쪽.
13) ‘성음이란 소리의 성질, 즉 음질이나 음색에 가까운 개념이며 발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
이다.’ 백대웅, 9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도서출판 어울림, 1982), 15쪽.
14) ‘성(聲)이 나타내는 바가 타고난 자연 상태의 소리를 의미하고, 목은 타고난 자연의 목을 갈고 닦
아 만들어낸 노력의 흔적을 말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김세종, ｢판소리 성음과 목에 대
한 해석｣, 9호남문화연구: Vol.0 No.55(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40쪽.
15) 이보형, ｢판소리의 학술용어｣, 9한국음악연구: 제25집(한국국악학회, 1997), 17쪽.
16) 장사훈, 9국악의 전통적인 연주법:(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50쪽.
17) ‘꾸밈음은 본음에 추가된 장식음이고, 시김새는 본음 자체의 변화 또는 유동(流動)이라 하겠다.’
이혜구·임미선, 9한국음악이론:(민속원, 2005), 177쪽.
18) ‘음표 또는 쉼표로 나타낸 길이. 1박을 단위로 하여 재는데, 1박의 길이는 1박의 빠르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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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之中重 而始終皆輕也 言ー弄也ƒHI!1J!45m!_9g!ìä?A!Œ•®!fH!&uf!€
H?!ç‡Bー弄CHI?!1J!êS!t4GM![h!•¸H!nàd.!ëÀYT$!7h!Š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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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4EFm!«HA!7+!ÖXs!Á&m!«H.!R‡!¯Š•A!T‰<n!•m!T^h!K•
d.!sbõ!@!YT$!†a!n¨QR!ÖSm!nG;!ªHs!šn…!Ô‡!DM!—+!0Gd
.!841+!•OH„!T^h!K•d.!D!ÙÚH!sbcT?!¡!@!YT$

19)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김새의 용어를 세분화하기 위해 추퇴성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 ‘거문고나 가야고의 전성은 대개 기음(基音)에서 4도 또는 5도 상행할 때 농현을 짧게 굴려서 낸
소리 곧 농현(弄絃)의 축소형이다.’ 장사훈, 9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653쪽.
21) ‘1561년(명종 16, 51세) 당시 종 4품의 품계인 장악원 첨정(僉正)이었던 안상(安瑺, 1511-1579)
이 장악원 악인들과 함께 편찬하여 1572년(선조 5, 62세)에 목판본으로 간행까지 이르게 된 악보이
다.’ 송지원, ｢금합자보(琴合字譜)의 역사적 의미｣, 9韓國音樂史學報: 50(한국음악사학회, 2013),
125쪽.
22) 편자 미상, 조선시대 영조·정조 무렵으로 추정되는 이 금보는 합자보(合子譜)에 구음(口音)을 병
기한 기보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6행 종서로 되어 있다.
23) 편자 미상, 중대엽, 삭대엽, 영산회상갑탄 등을 수록한 거문고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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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Sm!n¨QR!ÖSg!•;!êËŠ!t41+!€Hn!yKM!D!]²m!—@s!ÖXA!•
O6!Âg!î4…!?‚1J!:¿°.!•ù1ÑT$
•;! êËŠ0+! \H6! ¯H! çùh! ÖX…! &9+! ,îS;! n¨! •O.! •ù1?!
HM!•‡!æg!•¯m!_U!ÖX.!t41+!îS;!šg!îSHI!hT$!ç/Qd.!ê
Ôš›m!ê/M!tØ×+!ãîSÌ#CHI+!˜Š6!«H…!ò?!Kmñh!\©[Ÿd.!1
24) ‘흘러내리다 다시 음을 쳐 내리는 소리표’ 이아미, ｢여창가곡의 시김새 양상 연구: 우조 이수대엽
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27쪽.
25) ‘음악 기악이나 성악에서, 음을 상하로 가늘게 떨어 아름답게 울리게 하는 기법. 또는 그렇게 내
는 음. 연주상의 한 기교로 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6) ‘이철주의 대금반주에서는 농음과 더불어 짧은 시가로 빠르게 농음할 때는 목튀김이 쓰이기도 한
다.’ 변상엽, ｢서도민요 <난봉가> 대금 반주 선율연구: 이철주 연주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
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21), 58쪽.
27) “목 튀김은 피리의 뒤 지공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목을 굴려(튀겨) 액센트
조절과 액센트 효과를 얻기 위한 특수 주법이다.” 박범훈, 위의 책, 83쪽.
28) ‘잔요성은 음폭이 작은 농음이다. 잔요성은 선율 진행상 반드시 금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곡
전체에 자연스럽게 사용됨으로 무의식중에 생기는 발발성(매우 심하게 잘게 떠는 버릇)에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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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신선민, ｢<헌천수>와 경기대풍류 <긴염불>의 비교 분석 -대금 선율 중심으로-｣(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7쪽.
29) “defined “texture” as perceptible pattern or structure in the reproduced sound, even if
random in nature. Texturing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energy continuum of the sound is
composed of discrete particles, like the grain of a photograph.” J. Gordon holt, 9The Audio
Glossary:(Audio Amateur Publisher, 1990)
30) ‘윤이상은 하나의 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양악기로 비브라토, 글리산도, 트레몰로, 장식
음 등의 여러 특수주법을 이용해 음을 움직임으로써 한국의 전통 음악적 요소를 다양하게 표현하
였다.’ 나재령, ｢윤이상의 플루트 작품에 나타나는 특수주법의 양상에 관한 고찰｣(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5)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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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대금에서만 나타나는 진경토리 장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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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대금에서만 나타나는 반경토리 장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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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대금에서만 나타나는 신경토리 장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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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금에서만 나타나는 진경토리 추퇴성법
악곡
노랫

퇴성

추성

퇴이추

없음

가락
태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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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금에서만 나타나는 반경토리 추퇴성법
악곡

퇴성

사발가
한강수
타령

추성

퇴이추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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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금에서만 나타나는 신경토리 추퇴성법
악곡
노들

퇴성

추성

퇴이추

강변
아리랑

없음

[(m!ÍVÐ5!l0M"!T^h!-S•M!¹SH!sbs„!ÊÔQ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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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기민요의 추퇴성법 출현음
진경토리

반경토리

신경토리

대
퇴

금

성

노

특징
다양한
구성음에
퇴성이 출현

래
대
추

금

공통적으로

성

노

G음에 출현

래
퇴
이
추

대
금
노
래

대금에서만

비출현
비출현

비출현

나타나며
비출현

출현 빈도가
낮음

Vníîm!Á±Õ!_!A¹SGM"!¹S®!ASA!¹HA&!sbs„!Š¥!-S•M!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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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진경토리에 나타난 요성법의 특징 정리
요성
평요성

대금
B♭4, E♭5, B♭5

노래
B♭3, E♭4, B♭4

잦은 요성
(잦은 목튀김)

B♭4, E♭5, G5,
B♭5

B♭3, E♭4, G4,
B♭4

· 동일한 구성음에서 다양한

치는 요성
(치는 목튀김)

B♭5, E♭6

B♭3, B♭4, C5,
E♭ 5

출현

요성 비출현
구성음

C5, F5, C6

C4, F4

단일 요성의
출현 구성음

비교

형태의 요성이 복합적으로

· 대금의 ‘C5’음, ‘F5’음과
노래의 ‘C4’음, ‘F4’음은
요성의 역할을 하지 않음
잦은
요성

G5(박천택)

잦은
요성

G4(이춘희)

치는
요성

E♭ 6
(대금 전체)

치는
요성

C5,E♭5
(가창 전체)

· 대금의 ‘E♭6’음과 노래의
‘E♭5’음은 치는 요성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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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반경토리에 나타난 요성법의 특징 정리
요성

대금

노래

비교

평요성

C5, E♭5, F5

C4, E♭4

잦은 요성
(잦은 목튀김)

B♭4

G4, B♭4

구성음에서 잦은

치는 요성
(치는 목튀김)

B♭5

B♭4

공통적으로 출현

· 노래의 B♭4
요성과 치는 요성이
· 요성법이 출현하지

요성 비출현
구성음

G5

B♭3, F4, C5, E♭5

않는 구성음으로
요성의 역할을 하지
않음

단일 요성의
출현 구성음

잦은

B♭4,

요성
치는

이철주
C6(박천택),

요성

E♭6(이철주)

잦은

G4

· 노래의 ‘G4’음은 잦은

요성

(가창 전체)

요성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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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경토리에 나타난 요성법의 특징 정리
요성
평요성
잦은 요성
(잦은 목튀김)

대금
B♭4, E♭5, B♭5

노래
B♭3, E♭4, B♭4

B♭4, E♭5, B♭5

B♭3, E♭4, B♭4

치는 요성
(치는 목튀김)

E♭5, B♭5

B♭4

요성 비출현
구성음

C5, F5, G5, C6

단일 요성의
출현 구성음

치는

E♭ 6

요성

(이철주)

C4, F4, G4, C5,
E♭ 5
비출현

비교
· 동일한 구성음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성이 복합적으로
출현
· 요성법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요성의 역할을 하지
않음
· 대금의 ‘E♭6’음은 치는
요성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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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각 토리별 구성음의 요성

대금

노래

B♭4
C5
E♭5
F5
G5
B♭5
C6
Eb6
Bb3
C4
E♭4
F4

진경토리
요성 역할
비출현
요성 역할
비출현
잦은 요성
요성 역할
비출현
치는 요성
요성 역할
비출현
요성 역할
비출현

반경토리
잦은 요성
평요성
평요성
평요성
비출현
치는 요성
비출현
비출현
비출현
평요성
평요성
비출현

신경토리
요성 역할
비출현
요성 역할
비출현
비출현
요성 역할
비출현
치는 요성
요성 역할
비출현
요성 역할
비출현

G4

잦은 요성

잦은 요성

비출현

B♭4
C5
E♭5

요성 역할
치는 요성
치는 요성

요성 역할
비출현
비출현

요성 역할
비출현
비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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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9m!Á±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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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 84×+2! ASH! ñ\îS-9M! Ø41™! O‚! dŠ0+! •O&! ×?! ¹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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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îSGH!Ø41+!€H!ÀPT$!îSG;!\©1J!sbc!†®6!ÂH![(m!‘¥’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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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S-9M"X!&¢H!Èüs!,F•H!ÈH!p&×Š!l0eT$!NI"!-9m!Á±Õ
+!Vníîm!,âQ!ÙÚ;!p!sbzŠ0+!ØÍQR!Á±ÕI?!¡!@!YT$

\$!†#
VníîM"!ÙÚQd.!sbs+!Á±Õ…!l-h!†®+!T•®!Â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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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îM"!=˜1+!îSG;!,îSA!šg!îSA!<+!îSd.!-\1?!Ùù!l0aM0
Z!sbs„!84EFM!«H.!R‡!•O&!W•e!šg!ªå±®!<+!ªå±;!\©1
J!D!ÙÚ;!¦§wxT$! ªå±g!Hù0m!l0M"Z! sbs+!t4GH„!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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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O10!îS1J!•‘;!]’1üs!•;!\)ÁW!T½-0!•‘;!A„0+!^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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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J!Õ-0!T'1Ñd„A!H…!Ô‡!VníîM"!sbs+!Á±Õ&!T^h!T'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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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량관악기 음악 연구
-장새납 · 대피리를 중심으로손정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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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량관악기 음악 연구
-장새납·대피리를 중심으로손정민(서울대학교)

¬ª!«%$!"#!!
¯$!‹h!_o¾šnM!¾h!?Ù!
´$!‹h!_o¾šn!š›!\©!!!!
µ$!‹h!_o¾šn!0Gl\$!†#!!!

^$!"#
(võ! ÞZ•šM"! •5l0aM0! î-×+! Œ¡g! ``! T^‡9?! YT$! š›M!
NI!O,4A!,ÕòA![•5A!Ü•5A!z[!Âg!Ù@!¾šnm!l0!…6H!î-eT$! T
Á!>‡!êÔšnA! _o!šnA! ‹h!šnk9!T^h!šn…!•5l0aËH!îÀ"!l0
1?!YT$!
az!ÞZ•šM"!•_H!X9?!Y+!‹h!_o¾šnM+!,ÕòA![•5A!Ü•5&!
YT$! ¨!l-M"+!O,4…!_oh!,Õò®!•5…!_oh![•5…!_Íd.!¦§w
xT$!,Õòg!O,4…A![•5+!•5…!_oh!šn.!ˆ..21[!6/M"!Ì2221[!:
M!azM!K,×Š!az!ÞZ•šM"!Ã810!=˜×?!YT$!
v!šnËm!•_!%&M!•‡!šnM!¾h!l-&!ñ•1?!7h!šn!K,m!ÙSˆC
1) 분단국가라는 현실로 인해 개인 간의 교류로 악기가 유입되었고 더불어 악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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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šnM![h!ùÓh!ùwm!K£.!Rh!l0m!Š‚ H!ÝÎhT$!:nM!l0aËg!
M]d.!H!šn…!ÊPh!VW&!Èx?!HM!NI!šnm!¨•M![h!H‡&!}\1
9!hg!½.!‹h!_o¾šn&!azM!ù÷10!×þT$!I…!ËŠ!K,!:nM+!‹h!
_o¾šnËH!‘¥’*!šn’I+!=£;!i¤1?!£•M!n/1J!l01n!ÁZ1Ñ?A!
HM! NI! azM"+! f9G! Ì! nwGH! ‹h®! Tâ0! ù÷×0! ×þT$ÌC! H6! ÜÜ!
l0aËH!ç¨m!(˜)!&ß:m!l0aËM0!–ï;!R?!azM"!6]^S!Ì!l
0!Ã²;!1?!Yds!Hñ!ù÷e!EGd.!Ô˜×+!VW&!T@H?!l0a!Ì!Z›
&Ëg! O,4A! •56! •ðh! šn."! :ož! •Œ[s! •·H! TU! šn.! z¼1„A!
ùw&!P—1Ñõ!K,!:nŒ5!šnM!T'1+!VW&!ÈT$ÕC!H.!R‡!‹h!_o¾
šnm!Õ.f!ÓÔÐ5!Ó,®!šnm!ÃSè&!•y0!]’×?!YT$!
NI"!šnM![h!\H!Y+!H‡…!v‡"+!šnm!-*s!f9G‹Z!ÀPI!š
›! \©;! Ôh! •šM"m! Ã˜! ^Ÿ®! 0G! l-&! Fî1T$! azM"! l0e! az!
Z›&Ëm! Z&! Ì! ‹h! Z›&ºCËm! Z&;! \©1J! ‹hM"! _oh! H! šnËH!
Šøh!^Ÿd.!azM"!Ã˜×?!Y+9…!¦§w+!€H!H!l-m!ªQHT$
¨!l-M"+!‹h!Ì!azM"!89e!T^h!aÊËM![h!ÏÐ!Ì!š›!\©;!
Ô‡!š›!zM"!,Õò®![•5m!Ã˜!^Ÿ;!¦§w?!D!†®…!Ð[.!š›m!•
šQ!Wè!^Ÿ;!ÓR‡wxT$!7h!šnm!0GQ!ÙS;!Lš1n!v‡!š›M"!¤Á
e!t4GË;![Ÿd.!0G;!l-1ÑT$
l-[Ÿg! \:! H6! azM! ‹hm! •š;! Œ•d.! •wÑõ! ˆ.#/1;! ÁZd.!
Ì2Ì21k9!azM"!l0e!‹h!_o¾šn.!l0e!š›!_!M0›®!<0›m!M0!
•‘.!hù1ÑT$!\©[Ÿ!›ªM!•ùe!,Õò!š›! /›A! [•5!š›! <›;!ù5‡
w™!T•!¬t!ˆ-®!ÂT$!
[표 1] 분석대상 곡목
악기

장새납

분석대상 곡목

초연년도 (작곡년도)

작곡 국가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

1985 (1960년대)

북한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

1985 (1970년대)

북한

독주곡 <룡강기나리>

2002 (1993)

북한

독주곡 <열풍>

2005

북한(일본)

협주곡 <봄>

2002

국내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악기가 유입되었다.
2) 일본 금강산 가극단에서 수년간 북한 개량관악기를 학습한 연주자 이영훈에게 들었던 내용과 ｢북
한 대피리의 주법연구.｣ 연구자인 권경숙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
3) 본 연구자가 관현악단에 객원 단원으로 대피리나 저피리 연주를 나가면 기보법이 통일되지 않고
작곡가마다 다른 형태로 기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4) 본 고에서 다루는 악곡 중 북한 악곡은 북한 작곡가에 의한 곡과 북한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작곡가의 곡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 작곡가에는 연변 출신 박위철
작곡가와 일본 금강산 가극단 소속 최영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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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

2016 (1977)

북한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

2011

국내

독주곡 <무언가, 바람>

2018

국내

협주곡 <새날의 기쁨>

2003 (1960)

북한

협주곡 <대화>

2008

국내

협주곡 <윷놀이>

2010

북한(연변)

협주곡 <자즌>

2020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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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55년부터 간행된 북한의 음악잡지로 조선작곡가연맹(朝鮮作曲家聯盟)이 간행하였다. 송방송, 9
한겨례 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네이버 지식백과- 제공처: 도서출판 보고사).
6)9조선음악:이 1967년부터 9조선예술:(朝鮮藝術)로 잡지이름을 바꾸었다. 위의 책.
7) 서인화, ｢남과 북의 악기 개량｣, 9동양음악: 제30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 2008,
48쪽.
8) 리명철, 주근용, 9조선 민족악기 총서(4) 새납:, 문예출판사, 1986.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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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Ã²ˆ/Cd.!R‡!‹h!_o!šnËH!haM!4_×þT$! 7h! Ì2221!(˜)!
9) 최명천 (1940～1997). 함경남도 금야군 출신으로 단소, 피리, 새납연주가로 활동 하였고 민족악기
개량사업에 참가하여 1961년 새납을 개량하여 개량된 장새납 협주곡 <경축>(정세룡 작곡)의 장
새납 솔로를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그리고 장새납 독주곡 <만경대의 봄>, <계곡>, <농악가
락>등을 작곡하고 연주하여 장새납 개량의 진보를 이루었따. 1972년 만수대 예술단에 들어갔으며,
1979년에 공훈배우로 지정되었다. 김덕군, 김득천, 9조선민족음악가사전(상):(연변대학출판사,
1998), 386-387쪽.
10) 배인교,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산과 방향｣, 9통일과 평화:, 10/2(2018), 42-45쪽.
11)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다(9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 연구소, http://www.pmg.co.kr).
12) 김호윤(1958～) 현 연변가무단 1급 단원이며 조선평양음악무용대학과 한국 남원시립국악단에서
의 연수를 거쳤다(https://cafe.naver.com/7101kyb/3976).
13) 본 고에서 북한 연주자는 북한 포함 북한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연
주자까지를 포함한다.
14) 현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
15) 단소 연주자이자 연변대교수 장익선은 2002년 한양대학교에 유학을 왔으며, 연변가무단의 장새
납 연주자 김호윤은 2003년에 남원시립국악단에서 교환 연주자로 활동했다. [김희선, ｢월경(越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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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문화번역: 동시대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음악｣, 9이화음악논집: 24.2, 이화 2020,
195-197쪽.
이들은 북한대피리연주자들은 아니었지만 북한대피리를 국내에 소개하였다. 권경숙, ｢북한 대피리
의 주법연구: 이정면 작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대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18쪽.
16) 2002년 ｢겨레의 노래뎐｣에서 최영덕이 장새납 협주곡 <룡강기나리>와 <봄>을 그리고 다음해
2003년 ｢겨례의 노래뎐｣에서 리재호가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을 국립국악관현악단 반주에
맞춰 협연하였다.
17) “국내에서 초기에 북한대피리를 연주하던 연주자는 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故장순혁선생
님과 전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동하선생님이 계셨어요, 당시 서(leed)의 상태가 국내연주자
들이 불기엔 너무 약해서 이동하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개량된 대피리 서서(leed)의 밑동을 자르고
실로 묶어서 사용하셨어요.” (2021.3.5. 권경숙과의 통화내용)
18) "북한대피리가 국내에 유입된 후 독학으로 북한대피리를 익힌 남한의 연주자들은 2000년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북한 악기 연주자들의 국내 활동을 통해 북한대피리가 B♭조 악기이며 B♭조 악보로
연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 당시 실음 악보에 익숙해진 상태로 기존의 실음으로 기보 된 대피
리 악보를 B♭조 악보로 이조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중국, 일본에 있는 북한대
피리연주자들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남한의 대부분의 북한대피리연주자들은 실음 악보로 연주하고
있다." 권경숙, 앞의 논문, 20쪽.
19) 본고에서 북한 연주자는 북한 포함 북한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연
주자까지를 포함한다.
20) 현 국립국악관현악단 피리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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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새납 악곡의 작곡 국가별 악곡형식
작곡 국가

악곡

악곡형식

북한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금강마을>,
<룡강기나리>

A-B-A′
도입부가 있음

일본 소재 가극단

<열풍>

A-B-C

한국

<봄>

A-B-C-D

´†A!,Õò!M0›®!<0›m!•‘!\©†®+!T•!¬t!Õ-®!ÂT$
[표 3] 장새납 악곡의 선율분석
악곡명

변형·반복선율

특징선율

<그네 뛰는 처녀>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

메기고 받는 선율,
대응되는 선율

<풍년든 금강마을>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1, 2

메기고 받는 선율

<룡강기나리>

ⓐ주제, 종지선율

대응되는 선율

<봄>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

대응되는 선율

<열풍>

도입선율,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

메기고 받는 선율,
대응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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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새납 악곡의 작곡 국가별 출현 음계
작곡 국가

악곡

<그네 뛰는 처녀>,
북한

가극단

4음 음계

<풍년든 금강마을>,
<룡강기나리>

일본 소재

음계

5음 음계

솔(G,C,B♭)선법

경토리

레(C,G,A)선법

수심가토리

도(C)선법

5음 음계
<열풍>

라(D,G)선법
6음 음계

5음 음계
한국

선법

7음 음계

(계면조스케일)

솔(B♭)선법

경토리

레(A,G)선법

수심가토리

라(D,A)선법

<봄>

반경토리

도(F)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서양 온음계

무조 음계

Ž†A! ,Õò!M0›®!<0›m!Ø4•!Ì!•Œg! ‚D-!w+!ŒùƒM"+!5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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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ò! Î_o®ù! _R! ˆ.<21[m! ‚¡1‚! (˜7;ƒA! 4’! ,ÕòH! Òêž! ÒSe!
H6R!ˆ..<1m!‚ý˜ns5ƒA!Ì2221[M!Z›e!‚„ƒ®!‚Û¡ƒM"!5Ü•!Ì!•Œ[
m!Wè&!sbcT$
“처음 개발한 장새납은 운지 진행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량이 진행되었다. 재개량에서는 음역을 넓히고, 더 능률적으로 운지 할 수 있도
록 키(key, 누르개장치)의 위치를 수정하여 운지 진행의 편리성을 높이고, 음색을
더 부드럽게 발전시켰다. 현재의 장새납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여러 시행착오
를 거쳐 창안되고 최종 완성되었다.”21)

rm!z˜M!m1™!,Õòg!ˆ.<21[…!n`d.!4Îm!`^®!K=h!•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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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새납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 비교
시대

악곡명(작곡년도)

출현음

음역

1960's

<그네 뛰는 처녀>(1960년대)

‘g′’ - ‘e♭‴’

중음구,고음구

1970's

< 풍년든 금강마을>(1970년대)

‘f′’(‘d′’) - ‘d‴’

1990's

<룡강기나리>(1993)

‘e′’ - ‘d‴’

< 봄 >(2002)

‘d′’ - ‘g‴’

저음구,중음구,고음구,최고

< 열 > 풍 (2005)

‘d′’ - ‘g‴’

음구

2000's

21) 리명철, 주근용, 앞의 책, 9쪽.

저음구,중음구,고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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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ŠYT$! Hrh!ÊÔ`®!«H`g!a&°!«H6!l¾!9Š!ÿ!@!Y+2A!<_
m!š›;!a&°.!-\1J!˜;!yA! ‹hM"!Z›e! ‚ÞSg!•ÀƒA!‚Õõm!nôƒ®!
_a!lsBlWCØÍ!Z›&M!m‡!Z›e!‚õWHƒA!azM"!Z›e!‚[èƒA!‚[•5!<
0›!ˆHƒA!‚ì&&A!á>ƒA!‚aRƒd.!s}!@!Yn!yKHT$!H…!ù51™!T•!¬t!|®!ÂT$!
[표 6] 대피리 악곡의 작곡 국가별 악곡형식
작곡 국가
북한
중국연길(연변)

악곡

악곡형식

<창성은 좋아>,

A-B-C-A′

<새날의 기쁨>

도입부가 있음

<윷놀이>

A-B-A′

<대피리 협주곡 1번>
<대화>
한국

A-B-B′-C-D-B″

<무언가, 바람>
<자즌>

A-B-C-D

도입-A-B-C-D-E-F-G-H-I-J-K-L
도입-A-B-C-D-E-F-G-I-J-K-LM-N-O-P-Q-R-S-Cadenza-T-U

´†A![•5!M0›®!<0›m!•‘!\©†®+!T•!¬t!<-®!ÂT$
[표 7] 대피리 악곡의 선율분석
악곡명

변형·반복선율

특징선율

<창성은 좋아>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

메기고 받는 선율,
대응되는 선율

<대피리 협주곡 1번>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

대응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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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바람>

ⓐ주제, ⓑ주제

대응되는 선율

<새날의 기쁨>

ⓐ주제, ⓑ주제, 종지선율1, 2

메기고 받는 선율,
대응되는 선율,
동일한 음정으로 리듬을
축소 변형하는 선율

<대화>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1, 2

대응되는 선율

<윷놀이>

ⓐ주제, ⓑ주제

대응되는 선율

<자즌>

ⓐ주제, ⓑ주제, ⓒ주제, ⓓ주제

대응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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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피리 악곡의 작곡 국가별 출현 음계
작곡 국가

악곡

북한

<창성은 좋아>,
<새날의 기쁨>

중국 연길
(연변)

<윷놀이>

음계
5음 음계

솔(G)선법

경토리

6음 음계

미(E)선법

메나리토리

솔(G)선법

경토리

미(E)선법

메나리토리

라(D,G)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라(D,C,G,A)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레(D)선법

메나리토리

솔(G, F)선법

경토리

미(E)선법

수심가토리

라(G)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솔(G)선법

경토리

도(F)선법

서양 온음계

5음 음계

5음 음계

한국

<대화>,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람>
<자즌>

선법/음계

6음 음계

7음 음계

반음계
무조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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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대별 대피리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
시대별

악곡명(작곡년도)

출현음

1960's

<새날의 기쁨>(1960)

‘e’ - ‘c″’

1970's

<창성은 좋아>(1977)

‘e’ - ‘b′’

<대화>(2008)

‘d’ - ‘f″’

<윷놀이>(2009)

‘d’ - ‘g″’

<대피리 협주곡 1번>(2011)

‘d’ - ‘e♭″’

<무언가, 바람>(2018)

‘d’ - ‘g″’

<자즌>(2020)

‘d’ - ‘g″’

2000's

음역

저음구,중음구

저음구,중음구,고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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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Õ"ºƒk9m!nà;!¦§ÿ!y!".!l¾H!YT$!
<사료 1> 예조에서 계하기를, "종묘 제향에 옛 제도를 써서 향악을 섞어 연주하고,
문소전·광효전에는 속례를 따라 전혀 당악만을 써서 서로 틀리오니, 청하옵건대 향악은
종묘에는 쓰지 말고 문소전·광효전의 종헌에만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
<사료 2>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바, 이 앞서 문소전·광효
전의 제악에 가사가 없이 미편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 원묘의 악은 초헌할 때에
당상에는 당악을 쓰고, 아헌할 때에 당하에는 향악을 쓰되, 그 가사를 만드실 것이옵고,
종헌할 때에 당하의 악은 향악과 당악을 겸용하되, 전례에 의하여 정동방곡을 합주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3)

‚=Ê!ˆƒg!K4ê®!¤9êM!Éš;!#!€;!{h!z˜H!Y?A!‚=Ê!Ìƒ!+!»6m!
¤ÉšM"! :‘¨M!"Ÿšd.!"š;!ó?A! À‘¨M+!"1šd.! Éš;!óXà!1
„A!¹‘¨M+!"1šM"!Éš®!"š;!û1J!ù²E›;!l01I+!z˜H!YT$!H!
z˜Ë;! ‚=Ê! Õ"ˆƒM"! ‚=Ê! Õ"ºƒk9m! K4ê! "Ÿš®! "1š! šn!SM! •5&!
þÅe!nà®! l¾! 9Šÿ!y!K4ê! "Ÿš®! "1šM"!•5&! óR! =£;!KA¡!
@!YT$!H6!¾ö1J!‚=Ê! Õ"ˆƒP3!‚=Ê!Õ"ºƒk9m!O¹!ˆ/1!K4ê!¤Éš!š4
M![h!nà;!¦§wÈT$!
<사료 3-1> 문소전에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는 때의 당상악은 박을 가운데 두고,
첫째 줄에는 금(琴)·슬(瑟)·생(笙)·방향(方響)을 왼쪽, 금·슬·화·방향을 오른쪽에 두고,
둘째 줄에는 가(歌) 여섯을 왼쪽에, 또 여섯을 오른쪽에 두고, 셋째 줄에는 용관·피리
(觱篥)·당적·통소·아쟁·당비파 등을 왼쪽에, 용관·피리·당적·통소·대쟁·당비파 등을 오른
쪽에 두고, 넷째 줄에는 교방고를 가운데 두고, 장고 둘을 왼쪽에 둘을 오른쪽에 둔
다.4)
<사료 3-2> 당하악은 박을 중간에 두고, 첫째 줄에는 현금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두고, 향비파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두고, 가야금 하나를 왼쪽에 하
나를 오른쪽에 두고, 당비파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두고, 해금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둔다. 둘째 줄에는 가(歌) 넷을 왼쪽에 넷을 오른쪽에 두고, 향피리 하
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두고, 대적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둔다. 셋째 줄
에는 교방고를 가운데 두고, 장고 둘을 왼쪽에, 둘을 오른쪽에 두고, 넷째 줄과 다섯째
줄에는 용관·당피리·당적·통소·당비파·방향 등을 아울러 좌우에 나누어 둔다. (중략).5)
2) 禮曹啓:"宗廟祭享用古制, 而交奏鄕樂, 文昭、廣孝殿從俗禮, 而全用唐樂, 互相(抵梧)〔牴牾〕. 請鄕
樂毋用於宗廟, 只用於文昭、廣孝殿終獻."從之.9世宗實錄: 38卷, 世宗 9年 12月 21日(甲戌).
3) 禮曹啓:"今與詳定所同議, 前此文昭、廣孝殿祭樂, 無歌詞, 未便. 請今原廟樂, 初獻堂上用唐樂, 亞獻堂
下用鄕樂, 製其歌詞. 終獻堂下樂, 則兼用鄕唐樂, 依前例合奏《靖東方曲》."從之. 9世宗實錄: 58卷,
世宗1 4年 10月 17日(壬寅).
4) 文昭殿親行祭, 堂上樂拍在中。第一行琴、瑟、笙、方響在左, 琴、瑟、和、方響在右. 第二行歌六在左,
六在右. 第三行龍管、觱篥、唐笛、洞簫、牙箏、唐琵琶在左、龍管、觱篥、唐笛、洞簫、大箏、唐琵琶
在右. 第四行敎坊鼓在中, 杖鼓二在左, 二在右.
5) 堂下樂拍在中. 第一行玄琴一在左, 一在右。 鄕琵琶一在左, 一在右. 加倻琴一在左, 一在右. 唐琵琶一
在左, 一在右。嵇琴一在左, 一在右. 第二行歌四在左, 四在右. 鄕觱篥一在左, 一在右. 大笛一在左, 一
在右. 第三行敎坊鼓在中,杖鼓二在左, 二在右. 第四行及五行, 竝龍管、唐觱篥、唐笛、洞簫、唐琵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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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3-3> 섭행(攝行)할 때의 당상악은 박을 가운데 두고, 첫째 줄에는 거문고와
생을 왼쪽에, 거문고와 화(和)를 오른쪽에 두고, 둘째 줄에는 방향을 가운데 두고, 가
(歌) 셋을 왼쪽에 셋을 오른쪽에 두고, 셋째 줄에는 피리·통소·당비파를 왼쪽에, 당적·용
관·당비파를 오른쪽에 두고, 넷째 줄에는 교방고를 가운데 두고, 아쟁과 장고를 왼쪽에,
대쟁과 장고는 오른쪽에 둔다.6)
<사료 3-4> 당하악은 박이 중간에 있고, 첫째줄에는 방향을 가운데 두고, 현금과
가야금을 왼쪽에, 향비파와 당비파를 오른쪽에 두고, 둘째 줄에는, 대적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두고, 가(歌) 둘을 왼쪽에 둘을 오른쪽에 두고, 셋째 줄에는 교방고를
가운데 두고, 장고 하나를 왼쪽에 하나를 오른쪽에 두고, 넷째 줄에는 방향을 가운데 두
고, 용관·당적·당비파 등을 왼쪽에, 피리·통소·당비파를 오른쪽에 두고, 다섯째 줄에는
교방고를 가운데 두고, 장고 둘을 왼쪽에 둘을 오른쪽에 두었다.7)

‚=Ê!Õ"ˆƒP3!‚=Ê!Õ"ºƒk9+!O¹!ˆ/1!K4ê!¤¨!"ŸšA!"1šm!šn!S®!
“’A! Ü’M!NU!«H…!nàh!z˜HT$! H!nà;!¦§w™!"ŸšM+!•5.!tn
1?A! "1šg!"•56!É•5.!-°1J!tn1ÑT$!H6!¾ö1J!‚=Ê!Ìƒm!‘:‘
¨!"ŸM"!"š;!ÿT’+!z˜;! ‚=Ê!Õ"ˆƒ®! ‚=Ê! Õ"Õƒ! K4ê!"Ÿš!š4M![,
‡w™!"Ÿšg!"š;!l0h!"šn!š[.!KA¡!@!YT$!Hrh!=£.!ñ‰Š!ÿ!
y! "ŸšM! i<e! •5+! "•56! É•5.! -°1J! nà×9! hx9Z! "•5x;!
AB10!‡³T$!H6!ÂH!ª_•šg!Éš®!"šm!˜¨M!NI!š[m!i<…!ÓR¡!
@!Ydç.!"Á!š4M!óÑõ!•5&!Šj!€;!mñ1+9M![h!3:H!&…1T$!
‚=Ê!Õ"ˆƒ®!‚=Ê!Õ"Õƒm!nà;!Ð[.!K4ê!¤¨!“’‧Ü’m!"ŸšM"!óR!šn!
z˜;!•n!É0!sbz™!‚t!ˆ"ˆƒA!‚t!ˆ"Ìƒ6!ÂT$
<표 1-2> 세종 15 년 문소전 섭행 당상악

<표 1-1> 세종 15 년 문소전 친행 당상악

박

박
방향 생
歌

歌

歌

歌

슬

금

금

슬

생 방향

歌

歌

歌

歌

歌

歌

歌

歌

당비파 아쟁 퉁소 당적 피리 용관 용관 피리 당적 퉁소 대쟁 당비파
장고

장고

교방고

장고

장고

생

거문고

歌

歌

歌

당비파

통소

피리

장고

아쟁

방향

교방고

거문고

화

歌

歌

歌

당적

용관

당비파

대쟁

장고

‚t!ˆ"ˆƒm!K4ê!“’!"Ÿšg!šÊ! Õ<Rd.!-S×þd„A! š4M!•5!Ì_&!þ
方響分左右. 第六行敎坊鼓一在左,一在右。杖鼓四在左, 四在右. 攝行時堂上樂拍在. 第一行琴笙在左,
琴和在右。第二行方響在中, 歌三在左,三在右. 第三行觱篥、洞簫、唐琵琶在左, 唐笛、龍管、唐琵琶在
右. 第四行敎坊鼓在中,牙箏杖鼓在左, 大箏杖鼓在右。堂下拍在中. 第一行方響在中, 玄琴、加倻琴在左,
鄕琵琶、唐琵琶在右. 第二行大笛一在左, 一在右. 歌二在左, 二在右。第三行敎坊鼓在中, 杖鼓一在左,
一在右. 第四行方響在中, 龍管、唐笛、唐琵琶在左, 觱篥、簫、唐琵琶在右. 第五行敎坊鼓在中, 杖鼓
二在左, 二在右. 9世宗實錄: 60卷, 世宗 15年 5月 5日(丁巳).
6) 攝行時堂上樂拍在. 第一行琴笙在左, 琴和在右。第二行方響在中, 歌三在左,三在右. 第三行觱篥、洞
簫、唐琵琶在左, 唐笛、龍管、唐琵琶在右. 第四行敎坊鼓在中,牙箏杖鼓在左, 大箏杖鼓在右。
7) 堂下拍在中. 第一行方響在中, 玄琴、加倻琴在左, 鄕琵琶、唐琵琶在右. 第二行大笛一在左, 一在右.
歌二在左, 二在右。第三行敎坊鼓在中, 杖鼓一在左, 一在右. 第四行方響在中, 龍管、唐笛、唐琵琶在
左, 觱篥、簫、唐琵琶在右. 第五行敎坊鼓在中, 杖鼓二在左, 二在右. 9世宗實錄: 60卷, 世宗 15年 5
月 5日(丁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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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Š!YT$!"ŸšM!óÑõ!Ì_m!•5+!‚=Ê!ÌƒM"!‘:‘!y!"ŸšH!"š;!l0
1ÑT’?!h!nà®!K4ê!“’!"ŸšM!"Q!‧ È4!•m!"šn#C6!ÅÆ!óR!`!•;!
)?¡!yA! "•5.!AB¡!@!YT$! H+!"šn&!óH9!hg!K4ê!“’!"1šM!
É•5&!óR!€®![°eTB‚t!Ì"ˆƒ!)*C$
‚t! ˆ"Ìƒm!K4ê!Ü’!"Ÿšg!“’M!•‡!šÊ! ÌÌR!¹`.!Ð4e!•O.!"Á!
Ü’m!VW!š[!¹`M!YŠ!“’®!pqh!«H&!YþT$.C!“’M+!(!‧ ª!‧ z!Õ&
9m!Àšn&!óÑds!Ü’M+!(®!ªg!óH9!h?!z!h!&9Z!óÑT$!š4M!ó
R!šnm!¹ÒMX!«H&!sbs9Z!²ç10!óR!šnM"+!D!@Z!¾þT$!;A!•
5m!VW!“’M"+! Ì_&!óÑds!Ü’M"+! ˆ_Z!óÑ?A! æ§!‧ ,?!‧ "Q!‧ Ô4!
•m!šn+!D!@&!¾þT$!7!Ü’M"+!ÙH10!üK?&!A&×þ+2!H+!“’M!
4šn.!ÀšnR!(®!ª;!ÿ!€®!«•;!òn!vh!ªQd.!wRT$!Ü’M!üK?
&!!Se!`;!(võm!l0!¾’M!•–1J!ÿ!yA! O¹! ˆ/1!K4ê!Ü’!"ŸšM!
!Se!•5…!É•5.!AB¡!@!Y9Z!Hrh!=£Zd.!901n+!ŠJT$! ¿À1
™!“’!y!"š;!l019!hxT?!‡"!Éš;!l0ö;!&…SH!Qn!yKHT$!“
’®! Ü’g!¤¨šM!óR! •šm!¿ÔM!«H…! ònwT+!š[!!Sm![4B大小C.!
«H…!ò+!€H!ç/QHþT+!`M"!•§!Dr1T$!NI"!K4ê!Ü’m!VW!š4!
¹`+!«H&!Yþ9Z!“’M"6!ÂH!:‘¨M!"š;!l01Ñ;!€H?A! Hrh!`
;!?‚‡!ÿ!y!K4ê!Ü’!"ŸšM!óR!•5+!É•5&!ÀL!"•5.!ABH!&…
1T$!
O¹! ˆ/1! K4ê! "1šM"! •5m! Kì6! SjM! [‡! ¦§wÈT$! ‚=Ê! Õ"Ìƒ6!
‚=Ê! Õ"ºƒm!K4ê!“’!Ì!Ü’m!"1š!š4!z˜;!•n!É0!t.!¤Á1™! ‚t!
Ì"ˆƒA!‚t!Ì"Ìƒ6!ÂT$!!
<표 2-1> 세종 15 년 문소전 친행 당하악
박
제1열

해금

당비파

제2열

대적

향피리

제3열

가야금 향비파 거문고
歌

장고

歌

歌

歌

장고

!

거문고
歌

향비파
歌

교방고

歌

가야금 당비파 해금 (A부분)
歌

장고

퉁소

당적 당피리

용관

용관 당피리 당적

퉁소

제5열 방향 당비파

퉁소

당적 당피리

용관

용관 당피리 당적

퉁소

장고

장고

장고

교방고

교방고

장고

대적

향악
연주

장고

제4열 방향 당비파

제6열 장고

향피리

장고

당비파 방향

!
(B부분)
당비파 방향 당악
연주

장고 장고

‚t! Ì"ˆƒm!K4ê!“’!"1šg!šÊ! //Rm!-Sd.!"ŸšM!•‡!¹`&!®T$!

8) 이들 악기는 9악학궤범: 권7 <당부악기>에 포함되어 있다.
9) 9고려사:｢악지｣에는 태묘의 등가, 헌가의 악현이 친행과 섭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 이 때의 제사악은 대성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등가, 헌가 모두 아악기만으로 편성되었
다. 문소전에는 아악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친행과 섭행의 악현이 아악을 사용할 때와 같은 차이
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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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š!š4®!Jr!™M"!«H&!Y+2!ÙžA!–E?&!¤ÕÛ®!¤|ÛM!s$Š"!i<
e!`H!0ªeT$! D!HK+!ç/Qd.!–E?&!Ÿ:®!1:M!¼¼!i<×+!VW&!
GW!q&n!yKHT$! K4Q!“’!"1šM"+!–E?m!i<…!_Íd.!êÉm!š4
H!ò!_!P\d.!-Ï×+!€;!•!@!YT$! ;A!‚t! Ì"ˆƒM"6!ÂH!¤ˆ"ÕÛB¡P\CA!
¤º"|ÛB¥P\C.!-\eT$! H!š4M"!•5+! ¡P\M+!É•5&!óÑ?A!¥P\M+!
"•5&!óÑT$!•Lm!VWMX!¡6!¥P\M"!«H&!sbs+2!¡P\MZ!É•L&!
óR! /™A! ¥P\M"+! sbs9! h+T$! "•L+! "š®! ÉšM! Àtr! =˜1Ñ9Z!
É•L+!ÉšMZ!=˜×þõ!š]ý¶m!nà;!)?1™ˆ2C!¤ˆ"ÕÛB¡P\Cg!Éš;!
l0¡!y!É•L6!"•L&!`ò!!S×þ?A!¤º"|ÛB¥P\Cg!"š;!l0¡!y!"•
LZ!!S×Š!l0e!=£.!ñ‰Š!ÿ!yA! Éšl0…!h! ¡P\!š[M+!Éšn!!S
×?A! "šl0…!h! ¥P\!š[M+!"šn!!Se!€d.!ZZ¡!@!YT$ˆˆC!HŸm!z
˜;! ù51™! O¹[!K4ê! ¤¨!š4g! m¨6!š›M! NI!š[m! i<&!¸Ó10!
-\×n!yKM!•5&!i<e!v<M!NI!"•5R9!É•5R9!ABH!&…10!‡
³T$!‚=Ê!Õ"ºƒM!nàe!O¹!ˆ/1!K4ê!Ü’!"1š;!“’!"1š®!•–1J!š4
M!!Se!•5…!¦§wÈT$!K4ê!Ü’!"1š!š4g!‚t!Ì"Ìƒ6!ÂT$
<표 2-2> 세종 15 년 문소전 섭행 당하악
박
제1열
제2열

歌

가야금

거문고

歌

대적

제3열

방향

향비파

당비파

대적

歌

歌

당비파

장고

교방고

장고

제4열 당비파

당적

용관

방향

피리

퉁소

제5열

장고

장고

교방고

장고

장고

!
(A부분)
향악
연주
!
(B부분)
당악
연주

‚t!Ì"Ìƒm!K4ê!Ü’!"1šg!šÊ!ÌÌRm!-Sd.!“’!š4H!Ð4e!•OHT$!
“’M"+! ¡P\!¤ÌÛM!É•5&! Ì_!óR! /™!Ü’M"+!É•5&!`ò! z#×þ
T$! 7!“’M"! ¥P\!¤/ÛM!"•5! º_&!óR!/™!Ü’M"+!"•56!É•5!\ôH!¤ºÛM!•5!ˆ_.!Ð4×Š!óR!«H&!sbcT$!‚t! Ì"Ìƒm!Ü’!"1šM"!
¥P\!¤ºÛm!•5&!É•5R9A! "•5R9M![h!•’l-M!Nâ™!“’!"1šm!
VW6! ÂH! Ü’! "1šM"! tne! ¥P\m! •5…! "•5.! 3:1ÑT$ˆÌC! š[M"!
pq10!-\e!šn!i<6!š4M!ÅÆ!!Se!"Q!‧ È4!•m!"šn…!?‚1J!ÿ!
y!nàe!•5+!"•5ç!&…SH!ìT+!`m!b"S;!PJ¡!@!YT$!‚t! Ì"Ìƒm!

10) 당비파는 당악을 연주할 때에는 발목을 사용하고, 향악을 연주할 때 오른손 식지, 장지, 무명지에
가조각을 끼는데, 악곡 계통에 따른 연주법의 차이가 뚜렷하다. 9악학궤범: 권7. 당비파 참조.
11) 임미선, ｢조선조 당비파‧향비파 사용양상 고찰 및 교육적용｣, 9음악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
국악교육학회, 2007, 110~111쪽 참조.
12) 김성혜는 9악학궤범: 권2의 문소전 섭행 전정악 조에 근거하여 제4․5열의 당악용 악기 연주자들
이 서서 연주하는 당악용 악기로 보았다. 김성혜, ｢조선 초기 향악용 악기의 종류 고찰(1)｣, 9한국
음악사학보: 제45집, 한국음악사학회, 2010, 238~2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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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M!•‡!êÉQR!šÊm!Ð4.!R1J!¤¨m!À‘¨M!Éš;!l0¡!y!
É•5…!z#1?!l0h!€d.!wRT$!H6!ÂH!É•5m!z#H!&…öõ!€d.!ÿ!
yA! "Á!š[M"!É•5m!•_g!(võM!•‡!<g!€d.!3:eT$! z#×þõ!Ü
’!¡P\m!É•5+!S¹[!K4ê!Ü’!"1š!š4M"!TÁ!sbcT$!

ÌC!l¨˜!š[6!•5!!S
*•ên! ª_m¨6! lÉM"! 0š;! Ú"1õ! êù‘&m! šn!SM! [h! nàg!!
a*(¨! "¨6! š]ý¶ •M! êhT$! a*(¨! "¨m! êù‘&! X•®! !Se!
•5m!z˜;!sbz™!‚t!Õƒ®!ÂT$
<표 3> 국조오례 서례 전정헌가 도설
삭고

건고

응고

편경
歌
월금
편종
편경

歌
가야금

편종
歌

당비파

어

당비파

방향

태평소

피리

피리

피리

해금

훈

소

관

장고

화

우

통소

당적

장고

소금

중금

대금

대금

축
방향

장고

장고

장고
진고

교방고

歌

歌

歌

당비파

당비파

거문고

피리

피리

피리

가야금

태평소

장고

관

소

훈

해금

장고

당적

통소

우

생

장고

대금

대금

중금

편경
편종

소금

‚t!Õƒ®!ÂH!S¹!:!êù‘&+!ÀšnA! "šnA!Éšn&!?‰!!S×þT$! š4M!
&'(! ‧ üK?6!Âg!Éšn&!!Se!€g!êù‘&M"!¾4!!Sm!•O…!H‰n!
vh!€d.!wRT$!Hm!z˜;!NI!š4M!•5…!É•5.!3:1nM+!ì5&!NU
T$! !¹! ‧ !V;!•ˆh!ú?! ‧ ô?! ‧ ÷?! ‧ Ð! ‧ Š!•m!Àšn6!"Q! ‧ È4!•m!
"šn&!ÅÆ!!Se!€d.!ÿ!yA!a*(¨!"¨ êù‘&M!!Se!•5+!"•5.!
3:eT$! NI"!S¹!:!êù‘&M!!Se!"•5+!Éš®!"š!l0M!Àtr!óR!
€;!•!@!YT$!š]ý¶M!ê1+!Á˜!êù‘&!7h! a*(¨!"¨6!ÂH!¾š
n6!4šn&!`ò!óR!¾4–0!•OHT$!š4M!þÅe!•5+!a*(¨!"¨M!n
àe!€wT! ˆ_!¾Š! /_&!óÑT$! H+! a*(¨!"¨m!šÊ! |.RM"! š]ý¶
Á˜!êù‘&!šÊ!|2Rd.!Ð4×™"!¾Š‚!4ŸH9Z!•‘Qd.!ÿ!y!•5m!•
_g!K9e!€d.!wRT$
S¹[!ª_!Ilm!0šg!êù‘&6!ÅÆ! š]ý¶ ‹Ì! ùêIlJnšÊiÊB正
殿禮宴女妓樂工排立Cm!nàM"X!sbcT$! H+!.¹[! Bn‡C]lmýB己亥進宴儀軌C
M!wH+!êŸš!šn!S®!Âg!•O…!N1+!`d.!ÿ!y!IlM!]•e!•&M!‡
"Å;!•!@!YT$ˆÕC!Hrh!šn!Sg!H6!XT•!Wè!ôH!*•6nk9!D[.!K
9×?! çPšnm! Ÿ˜M"! &Xm! «HZ! wRT$! š]ý¶ ùêIlJnšÊiÊm!
13) 임미선, ｢조선시대 전정헌가와 등가｣, 9동양음악: 제17권, 동양음악연구소, 1995,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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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n!S®!•5&!þÅe!P\;!sbz™!‚t!ºƒ6!ÂT$
<표 4> 악학궤범 정전예연여기악공배립(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
박
제1열

대쟁

아쟁

방향

당비파

피리

당비파 거문고 향비파

가야금 월금 해금

제2열

당적

당적

피리

당비파

피리

당비파 거문고 향비파

가야금 월금 해금

제3열

퉁소

퉁소

피리

장고

장고

장고

장고

대금

대금

대금

장고

장고

장고

장고

대금

대금

대금

제4열

도색장

교방고

‚t!ºƒm!š4M"!¤ˆA!ÌA!ÕÛM!!Se!i!º_m!•5+!"•5R9!É•5R9!-°
H!T\¸1T$!H6!¾ö1J!À§6!Âg!•’l-&!H‰ŠŠ+2!¼!l-°!•5M![
h!‡©m!«H&!YT$! H.p+! š]ý¶ Á˜!šn!S®!¹ÒM![1J!¹–Qd.!
T‰™"!D!_!Il!Ì!lÉšM!óR!•5!º_…!`ò!"•5.!‡©1ÑT$ˆºC!/™A!±
Su+!K4êHs!€êm!Éš˜!šn!!SM"!É•5&!_]!VW&!ôT+!'ü.!¤
ˆA!ÌÛm!•56!¤ÌA!ÕÛm!•5…!"•56!É•5m!\5i<.!‡©1?!HM!NI!¤
ˆA!ÌÛ!²Bm!•5+!É•5A! ¤ÌA!ÕÛ!"BM!!Se!•5+!"•5.!wxT$ˆ/C!‚t! ºƒ
m!š4g!u;!_Íd.!ÐW!šn!SH!É!‧ "šnm!4jh!-\H!sbs+!€d.!
ÿ!y‘ÉšÎ²!"šÎ"B鄕樂在東 唐樂在西C’M!NI!u;!n³d.!"BM!i<e! º_m!
•5…!`ò!"•5.!w?a!hT$!
!

Ì$!*•!6n
*•6nM+!x]¿•®!‡aˆ•m!^•;!%d„!ª_•šm!óxH!®0!vÐ×ü
s!:•×+!VW&!ÈxT$!D.!R‡!ª_•šg!TÒê10!Ð4è×þT$!š4m!Wè
+!ê=e!•šm!Wè.!HŠ9?!šÊm!@&!Ð4±M!NI!šnm!!SM"X!Wè&!
sb\T$!Hrh!Wè+!šÊm!@M!•‡!•šm!•og!5[h!K91+!EÉd.!]’
×þT$!NI"!Ð4e!šÊ!R»M![•1J!•oH!:!¾šn!_Ím!!Sd.!-S×+!
š4! WèM! „É;! ñ<0! ×þT$! *•6n! ª_•šm! •5! ˜¨…! nàh! K‘M+!!!
¹6mý!‧ E¾Ô?!‧ ]lmý!‧ ]8mý!‧ ]Zmý!‧ šn*Sgmý!‧ [hI
ê •H!YT$!HËm!K‘!_m!š4!nà;!Ô‡!*•6n!ª_•šM"m!•5!˜¨…!
¦§w?a!hT$!

ˆC!¤¨˜!š[6!•5!!S
.¹! ÌÕ1Bˆ|.<CM! !8e! ¹6mý+! *•*! ¹6M! „´êm! ¤X6! mF®! •«!

14) 이숙희, ｢9악학궤범:소재 악기편성의 종류와 성격｣, 9국악원논문집: 제15집, 국립국악원, 2003,
113, 128쪽.
15) 김성혜, ｢조선초기 향악용 악기의 종류 고찰｣, 9한국음악사학보: 제45집, 한국음악사학회, 2010,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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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àh!üHT$ˆ|C!¹6mý •&6!‘&!š4M!nàe!•5…!sbz™! ‚t!/ƒ6!
ÂT$!H…!Ô‡!*•ênm!nà®!Šøh!«H&!sbs+9!¦§wÈT$!
<표 5> 종묘의궤 등가와 헌가
<헌가>

<등가>
당비파 방향 가야금

박

거문고 아쟁

향비파

조촉

편종

당적

대금

歌

歌

대금

당적

歌 겸 꽹과리

편경

피리

장고

절고

장고

편종

지

소금

대금
훈
장고

당적
피리
진고

박

노도

축

피리

중금 겸
태평소

장고

당비파

대금

편경
歌
겸징

방향 해금

‚t!/ƒm!¹6mý+!š]ý¶ ¹6!‧ „´ê!nàM!•‡!4Üž!Ð4e!•O.!•
&!šÊH! Õ|RM"! ˆ#Rd.!¾?A! ‘&!šÊH! |2RM"! ÌÕRd.!¾Š‚!-SHT$! æ
§&!z#×?!‘&M"!4šnm!@&![¯!Ð41J!¾šn!_Ím!!Sd.!Wèe!«
H&!sbcT$! *•ên!S¹[!¹6m!•&M"+!•5! Ì_A! ‘&M"+!•5! |_&!ó
H+!:!!SH!K9×Š!ê=×þdsA!*•6nM!Hâr!•&M!•5!ˆ_A!‘&M!•5!
Ì_.!óxH!Ð4×þT$! Drs!êÉQR!šÊ!@m!Ð4M!•1™!•5m!•_g!®0!
{I99!hx•;!•!@!YT$!‚t!/ƒM!nàe!•5+!!¹!‧ !V!‧ "Q!‧ È4!•m!À!‧
"šn6!ÅÆ!!Se!€d.!ÿ!y!"•5.!ABeT$!
H6!ù*! ˆÌ1Bˆ<.#CM!!8e! E¾Ô?M!sbc!¹6!•&!‧ ‘&!š4g! ¹6m
ý6!¹`&!K=1T$! D!_!•5+!•&6!‘&M!¼! ˆ_e!!S×þd„! ¹6mý
•&!‧ ‘&M!!Se!•56!ÂH!`ò!"•5.!3:eT$!6[.!&™"!`«!š4m!¹
`&!Ð4×+!4Ÿ;!wÑds!¹6!š4m!•5!šÊ!@+!D[.!K9e!€;!•!@!
YT$

ÌC!l¨˜!š[6!•5!!S!
*•6n!l¨šM!óR!•5!nàg!¼!lÉm! ]8mý6! E¾Ô? •M"!sb
cT$!D!_!o*!.1!Bn=C]t5]8mýM!sbc!•5M![‡!¦§wÈT$!Bn=C]
t5]8mý+!z`!@L!uûB朴氏C! Ä>m!]8B進饌CM![h!ê>B顚末C;!nàh!€
d.!mF!•«7T!l0›!Ì!š[&!¤Á×Š!Y?A! šnXM+!l¨M!=˜e!šn&!
ŸOh!D„d.!nà×Š!YT$ˆ<C! šnXM!sbc!•5!D„g!D„Zd.+!"! ‧ É•
5m!-°H!ŠJn!yKM!š4M!!Se!šnm!¹Ò…!ÅÆ!¦§ÿ!Fî&!YT$! Bn
=C]t5]8mý êù‘&6!•&M!š4;!sbz™!‚t!/"ˆƒA!‚t!/"Ìƒ6!ÂT$

16) 9종묘의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9집):, 국립국악원, 1990.
17) 9기사진표리진찬의궤:의 영인·번역·해제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
(기사)진표리진찬의궤 (한국음악학학술총서 제11집):, 국립국악원, 2018. 발간되었다.; 9(기사)진
표리진찬의궤: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임미선, ｢9己巳進表裏進饌儀軌:에 나타난 궁중연향의 변모
와 성격｣, 9국악원논문집: 제7집, 국립국악원, 1995, 163~184쪽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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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전정헌가
비파 퉁소

생

해금 해금

해금 해금 생 방향 방향 비파

당적 당적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당적 당적 퉁소 방향

편종 대금 대금 피리 피리

대금

대금 대금 대금 편종

피리 피리 피리 피리 장고
편경
삭고

박 장고 피리 피리 피리 피리

축

편종
건고

어
응고

<표 5-2>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등가
교
방
고

교
방
고

당적 당적 퉁소 생

생 퉁소 당적 당적 방향 방향

피리 피리 피리 피리 피리 장고 장고 피리 피리 피리 피리 피리
해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해금
교
방
고

해금 비파 아쟁

가
야
금

거
문
고

박

거
문
고

가
야 아쟁 비파 해금 방향
금

‚t! /"ˆƒm! Bn=C]t5]8mý êù‘&+!šÊ! º<Rd.!-S×þ?A!‚t! /"Ìƒm!!
•&+!šÊ! º#Rd.!-S×þT$! Bn=C]t5]8mý êù‘&M!óR! •5+!`ò!
ˆ2_.!š]ý¶®!E¾Ô? êù‘&m!•5!@M!•‡!º_&!•!%&1ÑT$ˆ#C!TÁ!
>1™A! *•ên!¾4!Sm!•OÑõ!êù‘&+!4šn&!š4M"!¤£×™"!¾š_
Íd.!šn!!SH!áP0!×þ?A!H…!*•ên6!•–‡!ÿ!yA!6nM!Hâr!êù‘
&M"!"•5m!•_H!•§!ìÀŠ•;!•!@!YT$! NI"!š[m!šn!SH!¾šn!
_Íd.!WèÅM!NI!"Á!š›m!l0M"X!Wè&!sb\;!€d.!ABeT$! H6!
¾ö1J! Bn=C]t5]8mým! nàM"! ]8Á! 0še! ˆ#_m! š›! _! ‚K[›ƒm!
l0!S!z˜M![‡!ŸOž!¦§ÿ!Fî&!YT$! ¿À1™!*•ên!K4ê!¤¨šM"!
‚K[›ƒ;! l0h!šn!S®!«H&!sbsn!yKHT$! H+! *•ênM!Éš! š[m!
¾4!SM"!É•5.!l0h!€®!{5!*•6nM+!š4M"!4šn&!¤£×?!!¹!
‧ !V®!ÅÆ!¾š!!SM"!•5.!l0e!«H…!>hT$!nàe!•5+!"Q!‧ È4!•
m!!"šn6!ÅÆ!!Se!€d.!ÿ!y!"•5.!3:eT$! Hrh!l0!!Sm!Wè+!
*•6n!š4M"!"•5m!óxÕ&!•§!X9?A! =˜!•_H!ìÀŠõ!4Ÿd.!•5
&!š[M"!Œ¡H!•§!û?‡]!€;!mñhT$!
H6!?¹[M!9’e! Bì]C]8výBˆ#|#CA! BùÐC]8mýBˆ#<<CA!BxRC]lmý
Bˆ.2ÌC! •M"X!•5&!wRT$! H!K‘M!sbc!•5+! Bn=C]t5]8mýM!nà
e!•5m!@6![²4H1T$
[h¤an+!ˆ#.<1![h¤a!•þP3!ˆ.ˆ21k9m!Án…!>hT$!?¹g![hÎa
m!ú•;!rò?!a&ê¨…!ù•1n!v‡! ˆ#.<1! |Ë! [hIê;!!81ÑT$! [h
IêM"!Öš;!=˜h!¤¨!_!¹6+!•&6!ª&m!š[&!l01+2!JnM"!ª
&+![¤ad.!jŸ×™"!‘&m!¸‰;!{5!=˜h!€;!>hT$![hIê ¹6!š
4g! E¾Ô?m!nàe!€M!•‡!êÉQR!¹`&!Ó[×þ9Z!•5+!¼! ˆ_.!K
9×Š!óÑT$! 7h! [hIêm!êùª&+!?¹[!êù‘&6!ÂH!¾šn!_Ím!!
Sd.!š4M"!•5&!#_!óÑT$!nàe!•5+!!¹!‧ !V!‧ "Q!‧ È4!•m!À!‧ "š
n6!ÅÆ!!Se!€d.!ÿ!y!"•5.!3:eT$!
18) 헌가 피리차비(觱篥差備) 10 : 신광훈(莘光勳)‧배복상(裵福祥)‧김흥철(金興哲)‧오대완(吳大完)‧한순
봉(韓順奉)‧김인택(金仁澤)‧김보병(金保秉)‧함석봉(咸石奉)‧이순대(李順大)‧이영근(李永根), 9역주(기
사)진표리진찬의궤:, 국립국악원, 2018,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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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Ÿd.!*•*!ª_•šM"!•5!˜¨m!z˜;!ù51™!T•®!ÂT$!
*•ên!ª_•šg!•šm!óxH!‡jöõ!ZÇ!šn!i<M"X!Éš®!"šm!š
[&!\¸ž!-\×þ?A!D!_!•5+!"•5A!É•5A!•5.!-°×Š!tn×þT$!-°
ôH!•5.!tne!VWM+!š4M"!l0e!•šH!"šHI+!`A!"Q!‧!È4!•m!"
šn6!ÅÆ!!Se!`d.!ÿ!y!"•5…!9‰1+!€d.!3:1ÑT$!H+!"Á!•_
H!&õ!"•5…!•5.!9Á1+!w!Q!¾’d.!wRT$!7h!l¨šm!¾4–0!!S
M!óR!"•5m!@&!Ó[e!€d.!ÿ!y!"•5+!=˜¶v&!®?!_Í!Œ¡;!Ú"
öT?!ÿ!@!YT$!*•ên6!ÂH!*•6nMX!•5+!ª_•šM"!¤¨!‧ l¨!‧ ?N
M!`ò!óÑT$!ê•d.!R‡!&'(!‧ üK?!‧ É•L!•m!4šn&!š4M"!¤£×™
"!¹`&!Ð4×þ9Z!(ž‚!•5!‧ [(!•m!¾šn!@&!vŠs™"!_Í;!H‰0!
×þT$! nàe!•5+!!V!‧ !¹!‧ "Q!‧ È4!•m!À!‧ "šn6!ÅÆ!!Se!`d.!ÿ!
y!"•5.!3:×þT$!*•6n!"•5+!ênwT!š4M"!@&!•§!vŠs?A!=˜
¶v&!X9™"!•šm!_ÍŒ¡;!h!€d.!wRT$!

´$!ª_•šM"m!"•5‧É•5!f˜®!äÊG
*•*!l0š›;!Ô‡!ª_•šM"!"•56!É•5m!f˜®!äÊGM![‡!-É
Qd.!•Àw?a!hT$!*•6nM!š4H!Ð4×™"!š[m!šn!SH!¾š–0!•O
.!Wè±M!NI!•5!f˜M"+!Šøh!«H&!sbs+9!¦§wÈT$!

ˆ$!l0!S!WèM!NU!•5!f˜
*•*!ª_m¨M!]•e!š[6!l0š›;!¦§w™!ÁnM!NI!š[…!H‰+!š
n!S!Wè6!•TŠ!•5f˜m!«H&!sbcT$!HM![‡!l0š›!_!‚K[›ƒ;!_
Íd.!š[m!šn!SM!NU!•5!f˜m!WèM![‡!¦§w?a!hT$!
‚K[›ƒg!O¹! ˆ/1BˆºÕÕC! K4ê!¤¨…!v‡!Þ¤e!›d.! *•¨*£à®! š
]ý¶A! D5?!*•6n!ª_l¨m!¼! ]8mý6! ]lmýM!nà×Š!YT$!‚K
[›ƒg!O¹£àm!nà;!¦§ÿ!y!Éš!š[M"!É•5.!l0h!€;!•!@!YT$!
*•6nM+!l¨M"!l0e!nàH! .¹£à •M"!wH+2Aˆ.C! l¨M"!êù‘&
M!m‡!l0e! ‚K[›ƒg!*•ênM!l0e!•O6!T4!«H&!YT$! ;A! *•ênM!
¾4–0!!Sm!É•5&!l0h!/™!6nM"+!¾š–0!!Sm!š[.!•O&!Wè
1™"!"•5.!l0h!«H…!>hT$! HŒ5!š[!Sm!WèM!NI!›m!l0M"X!
«H&!Yþ;!€d.!3:eT$! H6!„*[6!o*[m!]lM"!l0e! ‚K[›ƒg!"
•5!_Ím!¾š–0!•O&!D[.!K9×þT$!‚K[›ƒm!l0!!S•O!WèM!NU!
19) 壬子/進宴於仁政殿, 九觴乃罷。(中略) 東平尉 鄭載崙進第七爵, 上擧爵, 樂奏《步虛子令》,舞童入作
廣袖, 進湯, 樂奏《維皇曲》(後略). 9肅宗實錄: 44卷. 肅宗 32年 8月27日 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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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ù51™!‚t!|ƒ®!ÂT$
<표 6> <유황곡> 피리 연주 편성
피리종류·
편성형태

조선전기

시기

조선후기

세종대

성종대

숙종대 이후

향피리

향피리 또는 당피리

당피리

피리
편성형태

관현합주형태 (편종 · 편경 없음)

관악합주형태 (편종 · 편경 포함)

‚t! |ƒ®!ÂH! ‚K[›ƒ! l0Á!*•ênM!¾4š[M"!É•5!7+!"•5&!óÑ
?A!6nM+!?ù•DšnR!!¹!‧ !V®!•TŠ!"•5&!óÑ•;!•!@!YT$!NI"!
*•ên!É•5&!l0h! ‚K[›ƒ®!*•6n!š[m!!S!WèM!NI!"•5.!l0
h!‚K[›ƒg!•šQ!«H&!Yþ;!€d.!3:eT$

Ì$!ª_•šM"m!"•5‧É•5!äÊG!!
r"!¦§¨!‚K[›ƒM"!"•56!É•5&!‡˜e!&…S;!ò!•5m!äÊG;!Ô
‡!ÓR1?a!hT$! H…!v‡! š]ý¶m!Öš! <9…!"•56!É•5!•ŒM![,1
J!£¤!•5!l0!&…S;!?Ù1?!"•56!É•5m!‚K[›ƒ!äÊG!f˜M![1J!
¦§wÈT$!
‚K[›ƒ! šw+! [š6w ‹ÌM!êhT$!ˆ|ù9! |[˜wM!‘¸®!(•Vw6!•T
Š!,?6!uw&!ÅÆ!nà×Š!YT$!Õ!‧ Ì!‧ Õ!‧ Õ!‧ Ì!‧ Õm!ˆ|!ù9w.!×Š!Y?A!‘
¸®!(•Vw…!û1J!,?wA!uw&!ÅÆ!nà×Š!YT$!‚K[›ƒg!g[¹ª!,*.!
[(!)•!_!W*!g[¹ªd.!l0×þT$!HM!NI!š[M!ÅÆ!!Se!É•5X!g
[¹ªm!ìg!•Œ;!=˜1J!l0×þ;!€d.!3:eT$! •5!l0m!&…S;!¦§
wn!v‡!‚K[›ƒm!g[¹ª!•¿…!É•5!•ŒM!Q˜1J!wÈT$!Öš!<9!_!W*!
g[¹ª!•¿…!É•5!äÊGM![h!z˜d.!sbz™!‚t!<ƒ®!ÂT$
<표 7> 속악 7 지 중 우조 청황종궁 음계의 향피리 안공표
(● : 지공 막는 표시, ◯ : 지공 여는 표시)

오음약보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청황종 궁

黃

太

仲

林

南

潢

汰

㳞

淋

-

-

향피리

黃

太

仲

林

南

潢

汰

㳞

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공법

(✽ : 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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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ƒ®!ÂH!Öš! <9!_!W*!g[¹ª!•¿+!•5.!l01nM!GW!ìg!•Œ
HT$!š]ý¶m!É•5!)•M!Nâ™!g[¹B潢C;!½!y!,%H!•5m!"…!˜10!
&?!ŒN1J!•;!•T?!nà1Ñ+2!4’m!l0GM"+!g[¹B潢C;!½!y!¤ˆ9
ÊM"!,%.!"…!*•1J!•;!z+!EG®!«H&!YT$!H+!"Á!É•5!¾[m!s
H&!4’m!•5!¾[!sH6!«H&!sn!yKHT$!š]ý¶M"!É•5!¾[m!ùÓ
h!9”!Ì!sH&!nà×9!hg!€d.!ÿ!yA!É•5!¾[+!çùh!sH&!ÝÎh!€
H!ÀPI!˜XM!NU!¾[!sHm!&WSH!ÝÎö;!€d.!3:eT$!‚t!<ƒM"!潢 ‧
汰 ‧ 㳞 ‧ 淋g!"…!˜10!&?!ŒN1J!•;!z'hT$!•5m!ŒNM!YŠ!gO0B汰C!
HŸm!•ùg!ŒN…!=˜1•IX!GW!T!1?!ì5&!Nân!yKM!g_‚B㳞C!‧ g
x¹B淋Cg! ãbŽ…! z‚"! _‚B仲C! ‧ x¹B林Cm! •;! z+! €H! w!QR! l0EGH
T$Ì2C![š6wm!‚K[›ƒ!_!¤ˆ’;!É•5m!äÊt.!sbz™!‚t!#ƒ®!ÂT$ÌˆC!!!
<표 8> 대악후보 <유황곡> 제 1 행 향피리 안공법
(● : 지공 막는 표시, ◯ : 지공 여는 표시)

潢

㳞

汰

潢

㳞

汰

宮

上二

上一

宮

上二

上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취, ︱: 대강표시)

‚t! #ƒm! ‚K[›ƒ! ¤ˆ’g!g[¹ª!•¿m!ŸÕB上三CR!gx¹B淋Cg!H!›M"!Ø4
19!h?A!g[¹B潢C!‧ g_‚B㳞C!‧ gO0B汰C!•g!`ò!ŒN1J!=˜hT$!ç/Qd.!
g_‚B㳞C!‧ gx¹B淋Cg!ãbŽ…!z‚"!_‚B仲C!‧ x¹B林Cm!•;!•T$!Drs!‚K[
›ƒm!VW!潢—㳞—汰m!•‘]’Hn!yKM!g_‚B㳞C…!h!ãbŽ!<g!_‚B仲C.![É
1J!•;!½!VWM!潢—仲—汰m!•‘]’d.!•!9m!GW!:!XVH!î-×Š!_‚B仲C!
T•M!gO0B汰C…!ŒN1J!45!½!y!GW!T!1T$! ŒNm!VWA! •5m!"…!,%
.!ì+!v<&!,N6!Tân!yKM!•‘m!]’M"!,N6!ŒN…!Kl10!f˜1+!
€g!ì5&!NUT$!NI"!g[¹B潢C!‧ gO0B汰C6!ÂH!g_‚B㳞CX!ŒN1J!l01
Ñ;!&…SH!®T?!3:eT$! H6!ÂH!*•ênm! ‚K[›ƒg!É•5m!ŒN…!=˜
1J!ìg!•Œ[.!l0h!€;!ÓR¡!@!YT$!
20) 당피리 연주시 선율의 진행에 따라 㳞‧淋‧湳음을 역취하여 음을 내기도 한다. 9피리정악보:, 국립
국악원, 2015, 11쪽.
21) 향피리 안공법 표기를 위해 3‧2‧3‧3‧2‧3의 16정간보를 횡으로 바꾸어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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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K[›ƒm!"•5!l0&!&…h9!ÓR1n!v‡!Öš! <9!W*!g[¹ª!
•¿…!"•5!•ŒM!Q˜1J!¦§wÈT$! HM![h!"•5m!äÊG;!sbz™! ‚t!
.ƒ6!ÂT$
<표 9> 속악 7 지 중 우조 청황종궁 음계의 당피리 안공표
(● : 지공 막는 표시, ◯ : 지공 여는 표시)

오음약보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청황종 궁

黃

太

仲

林

南

潢

汰

㳞

淋

-

-

당피리

夾

仲

南

潕

潢

浹

㳞

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공법

(✽ : 역취)

‚t!.ƒ6!ÂH!W*!g[¹ª!•¿+!"•5.!l01nM!GW!ìg!•ŒHT$!ŸÕB上
三CR!gx¹B淋Cg!"•5!•Œ;!²Šc!•ùd.!•;!½!@!ôT$!H6!ÂH!•Œ;!²
Šc!•ù;!l0¡!yM+!ãbŽ…!<AŠ!l01+!€H!ç/QHT$!‚K[›ƒ!¤ˆ’m!
"•5!äÊG;!sbz™!‚t!ˆ2ƒ®!ÂT$
<표 10> 대악후보 <유황곡> 제 1 행 당피리 안공법
(● : 지공 막는 표시, ◯ : 지공 여는 표시)

潢

㳞

汰

潢

㳞

汰

浹

湳

㳞

浹

湳

㳞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취, ︱: 대강표시)

‚t! ˆ2ƒ®!ÂH!g[¹ª!,*! ‚K[›ƒg!"•5!äÊGH!&…Å;!ÓR¡!@!YT$!
S¹[M!™¹m!»6M"!&=&!TU!‚K[›ƒH!Þ¤×Š!=˜×þ9ZÌÌC!&=!H£m!

22) 김성혜, ｢유황곡의 새로운 이해｣, 9한국음악사학보: 제44집, 한국음악학논집, 2010,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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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WèM![h!nà!ôH!¤¨m!À‘›d.!=˜×þdç.!‚t!ˆ2ƒ®!ÂH!g[¹ª!
,*m!•š!z˜g!K9×Š!l0e!€d.!ÿ!@!YT$!
*•6nM!Hâr! ‚K[›ƒg!ª_•šM"!Õ.f!˜Xm!l¨šd.!=˜×þT$ÌÕC!
HM!NI!š[m!šn!S!WèM!NU!•šm!Wè&!sbcT$!;A!É•5!_Ím!¾4
–0!!SM"!"•5!_Ím!¾š–0!!Sd.!áP™"!sbc![¹!•?m!Wè!4Ÿ
HT$! *•*!H6!‚K[›ƒg!¾š–0m!l0•O6!"•5m![¹!•?&!K9×Š!ê
=×þT$!T•m!‚šw!ˆƒ!H¨úÀšP!‚K[›ƒ!(•šwÌºC…!*•ên6!•–¡!y!•
¿m!WèM![‡!ÓR¡!@!YT$!

<악보 1> 이왕직아악부 <유황곡> 당피리 악보
국립국악원 소장

‚šw!ˆƒg!H¨úÀšP!(•šw!_!‚K[›ƒm!"•5!šw!:,!P\HT$!›m!•
¿+! 黃B“C!‧ 太B•C! ‧ 仲BqC! ‧ 林BrC!‧ 南B¡Cm! /•d.!-Se!g[¹ª!,*H9Z!*•ê
n!‚K[›ƒ®!•–‡w™![¹!•?m!«H&!sbcT$!H+!*•6n!!¹!‧ !Vm!?
ù!•Dšn!!Sd.!R1J! šwm!£¤! •ùH!ÀL!‘¸Z!D[.! K9×Š!ê=e!
kÙHT$! TÁ! >‡A! ‚K[›ƒg! *•ên! ¾4!Sd.! l0×T&! *•6nM! Hâr!
!¹!‧ !VH!þÅe!"•5!_Ím!¾šn!!Sd.!š[m!šn!SH!Wè×™"!›m!
•¿&!:!ÕX!&o!<À]!€HT$
HŸd.! *•ên6! 6nm! š[…! H‰+! !Sm! WèM! NI! •5! f˜m! «H…!
¦§wxT$! HM! [1J! "•56! É•5m! äÊG;! ÓR1?A! "•5.! Éš›! ‚K[
›ƒm!l0&!&…Å;!,%1ÑT$! H6!•TŠ!*•ênwT!6nM!l0e! ‚K[›ƒg!
:!ÕX!<À]!Wèm!z˜;!ÓR¡!@!YþT$!Hm!z˜;!ù51™!‚t!ˆˆƒ®!ÂT$

23) 김성혜, 위의 논문, 36쪽 참조.
24) 이왕직아악부의 <유황곡> 당피리 오선악보로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있다. 악보의 제작년도는
1936~1939년으로 추정되며 김기수(대금, 당피리)에 의해 채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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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황곡> 피리 연주 변화양상
시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피리

향피리 또는 당피리

당피리

편성형태

관현 편성

편종‧편경이 포함된 관악 편성

용례

제례악

연례악

황종 음고

E♭에 가까운 음정

C

조

청황종 궁 평조

청황종 궁 평조

내용

µ$!*•"H¨úÀšP!•5m!ê=!^Ÿ
ˆ$!¾Ö•šM"m!É•5!=˜
*•*!¾Ö•šRg!Ã²9ŒM!m‡!_Á!•šR®!9E!•šRd.!s$?!4ÖM!
NI!¾Ö!•šR®!•¾Ö!•šRd.!-\eT$! *•ên!ª_š[!4Ö!H£m!9E¾
Ö!•šRM![h!z˜g!aÊ&!P—1J!Lš1n!ŠJ9Z!*•6n!9E!¾Ö•šM
"!•5&!óR!-ÉQR!=¨+!Jr!XŸaÊM"!œÀÿ!@!YT$!H…!Ô1J!ê•!H
6!4£®!•»m!®ùM"!¾Ö!•šR®!•¾Ö!•šRg!ŸˆQ!„É;!ñ$d„A!9E!
•šR®!_Á!•šRm!€Î^ŸM!NI!ª_•šM"m!"•56!É•5&!€˜e!J9
…!&9¡!@!YT$!
9E!¾Ö•šRg!šÊ!‧ nz!‧ êš!‧ &²!‧ N?@!‧ N@!‧ Oš@.!s:T$Ì/C!H!_!É
•5+!)4ï¼m!!Sd.!Oš@6!¾ÖšÊM!þÅ×þT$! êž!Oš@6!¾ÖšÊg!
šn-SH!ÂÀ!¾Ö!lÉm!ùÎ!/0M!=˜×þ+2!ç/Qd.!ùÎ/0+!¾ÖšÊ
H!Ú"1ÑdsA!9ø!Oš@&!D!Œ¡;!û1nX!1ÑT$!H+!–E&îm!‚•K¢ƒ
®! ‚¼,ìƒ! /0š!nàM"!Oš@6!¾ÖšÊH!ùÎ!/0M!)J1Ñõ!z˜;!Ô‡!
•!@!YT$Ì|C! ¾Àm!lÉ!ùÎ/0!•O+!•5Ì!‧ [(ˆ!‧ ‡(ˆ!‧ ,?ˆ!‧ ‹ˆ! •m!šn!
!Sd.!ª_lÉM"!"•5&!þÅe!¾4!Sm!/0!•O6!4jh!«H…!wRT$Ì<C!
ª_M"+!"•5m!˜¨&!•_H!ìg!/™!9E!¾Ö!lÉM"+!)4ï¼!!Sm!É
•5&!0…!H‰Š!=˜×þT$!‚D„!ˆƒ®!‚D„! Ìƒm!XŸaÊ…!Ô‡!9E!Ê=l!Ì!
m¨M!sbc!)4ï¼!!Sm!É•5!˜¨…!ÓR¡!@!YT$Ì#C
25) 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과 음악활동에 대한 내용은 배인교, 9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의 존
재와 음악사적 의의:, 민속원, 2021, 100~152쪽 참조.
26) 9교방가요: <선유락>과 <항장무>의 반주악대에서 취고수와 삼현육각의 기록이 보인다. 삼현육
각을 <선유락>에서 관속악공으로, <항장무>에서는 세악수로 구별하여 기록한 이유는 <항장무>
가 군과 관련된 정재이기 때문에 삼현육각의 악대가 관속악공이 아닌 세악수로 기록된 것이다. 이
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배인교, 앞의 책, 100~141쪽 참조.
27) 궁중과 궐 밖의 정재 반주형태에 대한 차이는 다음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임미선, ｢조선후기 지
방의 연향｣, 9한국음악연구: 제46권, 한국국악학회, 2009, 262쪽 참조.
28) 9조선시대 음악풍속도Ⅰ(한국음악자료총서 37권):, 국립국악원, 2002, 44, 118,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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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평양감사향연도>부벽루연회도

<그림 2> <담락연도>(湛樂宴圖)

‚D„!ˆƒA!‚D„!Ìƒ6!ÂH!9E!Ê=l!Ì!m¨M"X!ùÎ&!l’±M!NI!/0šd
.!)4ï¼!!Sm!É•5&!óR!€;!•!@!YT$! ª_®!9E!¾ÀM"!þ-¢!‧ •K
¢!‧ É8ì!‧ Ïì!‧ Œ˜ì!‧ Àuì!•m!ùÎ&!ÊÔQd.!l’e!^Ÿd.!ÿ!y!nù6!
•TŠ!/0š[m!ª_!K,d.!R‡! ŸˆQ!Kè–ÒM!NI! sbc!†®x;!•!@!
YT$Ì.C! H+!ª_!ùÎ/0!š[6!¾À!lÉm!ùÎ!/0š[M"!=˜e!•5&!«H!
s+!`d.!ÿ!y!/0š›M"X!«H&!sb\;!€d.!KAeT$!

Ì$!O•5m!•,!
*•*!ª_•šM+!"•56!É•5!ò!¹Ò&!óÑ?A! þ!‘m!9EM"+!É•5!
h!&9Z!óÑT$! H+!(võ!•5&!"•5!‧ É•5!‧ O•5m! Õ¹Ò&!óH+!€®+!
«H&!YT$! DeT™!O•5+!&¤P3!óÑ+9!mKHT$! K‘Ÿd.!O•5&!ª_
•šM!óR!=¨+!ê¬!wH9!h+T$!D”!`M"!O•5+!*•*!ª_•šM!óH9!
hxT?!ÿ!@!YT$!
O•5+!ˆ.On!ê/nk9X!K‘M!•,19!h+TA!K‘M!Œ•!wH+!€H!ù4
©m! –E&îBˆ#<ÌCM"HT$! H!K‘M+!"Á!&šm!/0A! ùÎB–E¦Cm!/0M!ó
R!š[6! D! šn!Sm!nàg! –E¦M! [h! z˜®!&›M![h!P\M! -ÉQd.!
¤Á×Š!YT$! Ùž! ‘O•5’.!¸¸e!šn&!•,1+!`H!0ªeT$! O•5&! ˆ.On
M!Œ•d.!óÑ+9+!T\¸19ZA!ˆ.On!]0!–EM"!O•5&!óR!=£;!K‘
;!Ô‡!ÓR¡!@!Yd„!H+!GW!_îh!aÊHT$!–E&îM!wH+!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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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평안도에 사자춤, 진주와 무주에 승무,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관동무와 황창무가 연행된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며, 지방교방에서 연행된 정재종목과 궁중정재 종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
하여 배인교, 9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의 존재와 음악사적 의의:, 민속원, 2021, 130~136쪽에
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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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방가요 가곡 반주에
쓰인 세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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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g!ùÎ!Þ=.!•‘H!«˜×™"!H…!vh!/0.!(-„m!Oš@&!
=˜×þT$Õ2C! T•g! Åè]M! m‡! Oš@m! l0š›! _! &›! /0&! &Ye! z˜H
T$ÕˆC
세악수의 악곡은 취타 ‧ 가곡 ‧ 도드리 ‧ 다짱 등을 주로 하였으나, 궁중음악에 비하면
그 정도가 훨신 저하하나 가곡반주만은 그 기교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러므로 궁중음악
은 제악과 여민락 곡에 치중하고, 세악수는 취타와 가곡반주에 치중하였다.

vm!z˜;!Ô‡"! ˆ.OnM!Wèe!ª_!ùÎ!&›!/0…!Ú"1n!v‡!Oš@m!
ª_•š!Ã²H!H‰ŠŠ•;!•!@!YT$ÕÌC!H.!R1J!ˆ.On!ª_ùÎm!Õ.f!/0
šH!ÁXe!€d.!wJ]T$! *•!>!ª_ùÎM"!&›•‘;!ùÎm!Þ=.!«˜10!
30) 궁중정재 악장의 변화에 따른 반주악에 관한 내용은 신경숙, 9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104~106쪽에서 논의되었다.
31) 성경린, ｢대취타｣, 9중요무형문화재해설: 음악편:, 문화공보구 문화재관리국, 1985, 94쪽.
32) 19세기 중엽 진찬, 진연에 장악원의 악공과 함께 연주한 세악수의 내용은 우에무라 유키오, ｢조
선후기 세악수의 형성과 전개｣, 9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한국음악사학회, 1993, 486~486쪽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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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d.!Õ.f!EÉ;!`·10!×?A! Êlì[+!ªùM"!Á,m!ç/!Êl,d.!áP
0!×þT$ÕºC
H¨úÀšP+!*•*!ª_•š!ê=M!_îh!Œ¡;!1ÑT$! •à!ç¤˜`n!š¤!
_!d.!•<e!H¨úÀšPÑ9ZA! *•*!¨£m¨m!!9.!R‡!*•6n!ª_•š
m!l0! ¾’H!9Ö×n!Š‚f! Ÿ[M"! *•*!ª_•šm!¸C;!K91+! 2M!:!
nJ…!1ÑT$! *•*!ª_•šg!I£QR!=¨…!¤£1?!ª_Hs!þ!‘m!¹6A! K
6!•M"!l0×þT$! Drs!H¨úÀšP+! *•*6!{5!ÊFQR!m¨M"! l0¡!
nÄ&!ßž!Qþ?![P\!m¨M!@/×+!€H!ÀL!XŸ˜d.!l0×þT$Õ/C!
h!!H¨úÀšP+!*•*m!ª_•š!£MX!„)ÄŸA!&›!•m!í9!¡Ò…!@˜
1ÑT$! D51J!l0š›M"!ª_•š®!í9¡Ò…!þª1+!Ó,H!H‰Š9+!†®
33) 가곡의 궁중유입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세기 초 효명세자에 의한 궁중정재 개편작업 때이다. 당
시 새로이 만든 창작정재가 23종인데 그 중 ‘경풍도’, ‘만수도’, ‘사선무’, ‘향령무’가 가곡을 채용해
만들어지고, 전래정재 ‘무애’, ‘봉래의’가 가곡 선율로 개편되었다. 궁중의 가곡 유입과 가곡연행의
추이에 대한 내용은 신경숙, 9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103~106, 164~170쪽 참조.
정재 창사는 세취 편성으로 무애무는 편(編), 육화대는 농락(弄樂), 계락(界樂), 편(編)에 창사를
불렀다. 조선 말 정재 창사 악곡 변화에 대한 내용은 임미선, ｢조선 말~일제강점기 궁중정재의 전
승과 재현｣, 9조선후기 공연문화와 음악:, 민속원, 2012, 34쪽 참조.
34) 임미선, ｢근대 궁중음악의 전승 및 변개 양상｣, 9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의 사적 전개:, 민속원,
2011, 182쪽.
35) 아악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38년(10월 6일 7시) 부민관(府民舘)에서 열린 이습회의
공연이다. 이에 앞서 1934년에 경성방송국의 요청에 의해 아악부의 궁중음악이 일소당으로부터 중
계되었으나, 무대에서의 연주가 공개된 것은 1938년 부민관의 공연이 처음이다. 1934년부터 일반
인에게 궁중음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방송국을 통하여 매월 생중계 되었다. 이혜구, “1930年代의
국악 방송” 9국악원논문집: 제9집, 국립국악원, 1997, 250쪽 및 임미선, 앞의 책, 192∼193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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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제하 이왕직아악부의 연주곡과 연주관행에 대해서 임미선, ｢근대 궁중음악의 전승 및 변개 양
상｣, 9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의 사적 전개:, 민속원, 2011, 189~192쪽에서 다루어졌다.
37) 김계선(1891~1943)은 이왕직아악부 아악수로 독주곡을 주로 담당한 기록이 나타나며, 서양악기
와의 협연 및 여러 다양한 공연예술 음악 장르에 참여하였다. 김계선이 취입한 유성기 음반 중에서
<평조회상 중 상령산>은 7종으로 독주, 병주, 합주 등의 형태로 연주되기도 하고, 가사를 입혀 노
래곡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춤반주악으로도 사용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김계선의 연주가 오늘
날 피리, 대금의 정악 독주곡 <상령산>의 기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김계선에 대한 내용은 정윤
선, ｢음악명인 김계선의 음악활동 및 그 음악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전문
사 학위논문, 2019; 이진원, ｢대금 명인 김계선의 “평조회상” 만들기｣, 9월간 잡지 몸:, 2021 7월
호, 68~72쪽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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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전기 ‧ 후기와 대한제국기 궁중음악에서의 피리 용례 변천 >
제례악

구분

종묘

시기

세
종

전
기

세
조

9년
(1433)

10년
(1464)

국조
오례의
(1474)

성
종

숙
종

악학
궤범
(1493)

종묘
의궤
(1697)

섭
행
등가

피리2

헌가

피리6

등가

피리2

헌가

피리6

등가

피리2

헌가

피리6

등가

피리1

헌가

피리2

휘덕전
피리2

전상

당피리2

당하

향피리2
당피리4

전정

향피리2
당피리4

당상

피리1

당상

당피리1

당하

피리1

당하

향피리1
당피리1

연은전
당상

친
행

섭
행

등가

당상

피리2

피리1

당하

피리6

향피리1
피리1

당상

피리1

피리1

당하

향피리1
피리1

향피리1
피리2

경모궁

경모궁
의궤
(1783)

정
후 조
기

문소전
친
행

29년
(1447)

연례악
전정
헌가

피리6
향피리1

전정
고취

전부
고취

후부
고취

전후
고취

피리
6

피리
6

피리
3

피리6
향피리2

소경전
전
상

전
정

피리1

향피리1
피리1

피리
4

피리
6

피리
4

피리
6

피리
6

피리1
피리1

등가

피리1

춘관
통고
(1798)
헌가

피리1

친
행

섭
행

전상

피리2

전정

향피리2
피리4

전상

피리1

전정

향피리1
피리2

피리
6

피리
6

(기사)

순 진표리진찬
의궤
조

피리
10

피리
10

헌
종

피리
10

피리
8

피리
10

피리
8

대
한 고
제
국 종
기

(1809)
(무신)
진찬의궤
(1848)
대한
예전
(1897)

등가

피리1

헌가

피리1

피리
10

( ※ 표에서 당피리, 향피리는 문헌에 있는대로 나타낸 것임. 문헌에 피리로 되어 있으나, 당피리로 판단되는 것은 ‘피리’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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