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음악학석사학 논문

가야 산조 진양조의 調構成 연구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를 심으로-

2012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음악과 가야 공

이 화

음악학석사학 논문



가야 산조 진양조의 調構成 연구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를 심으로-

지도교수 이지

2012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음악과 가야 공

이 화



가야 산조 진양조의 調構成 연구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를 심으로-

지도교수 이지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음악과 가야 공

이 화

이화 의 석사학 논문을 인 함

2012년 8월

원 장 정 석 (인)

부 원 장 HilaryV.finchum-Sung (인)

원 이 지 (인)



- i -

국 문 록

가야 산조는 19세기 말에 가야 산조의 명인 김창조(1865～1919)에

의해 형성되었다.김창조에게 수한 한성기,최옥삼,김병호,강태홍의

산조는 각각 김죽 류,최옥삼류,김병호류,강태홍류로 해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산조들은 재 활발히 연주되는 산조들 의 하나로 가야

산조의 계보 상 같은 계열에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락이 첨가,변형

되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이 4개류 의 진양조 분석 방법으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각기 다른

분석방법을 살펴보고 있지만,본 연구 에서는 조의 의미를 음의 높이와

구성음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창조계 가야 산조인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산

조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돌장-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라

는 공통 인 진행 후에 최옥삼류와 김병호류의 경우에는 평조청 계면조

로 진행하 으며 김죽 류의 경우 ‘평조엇청 계면조-평조청 계면조’로의

진행을 보이고 강태홍류는 ‘우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의 진행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청의 이동시 네 가지 류 가 각기 다른 특징 인 선율진행을 보

일 것으로 상되었으나 결과 으로는 서로 비슷한 선율진행을 보 다.

음을 러 표 함으로써 음의 경계를 허물어 청의 이동을 진행하는 것,

동일음 진행 는 완 4도 내지는 완 5도 진행,동일구성음의 역할변화

의 세 가지 방법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가야 산조의 조가 가지는 의미를 청과 선법으로 동시에 분

석하고 청의 이동선율을 악하려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가야 산조,청,구성음의 역할,청의 이동 선율

학 번 :2009-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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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연구목

가야 산조는 19세기 말에 가야 산조의 명인 김창조(1865～1919)에

의해 형성되었다. 라남도 암에서 태어난 김창조는 19세부터 시나

가락에 소리 가락을 도입하여 민속장단인 진양조⦁ 모리⦁ 모리⦁

자진모리⦁휘모리장단에 짜 넣어 산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연주

시간 15～20분의 김창조가락 가야 산조를 한성기,최옥삼,김병호,강태

홍,안기옥1)등에게 수하여 각 연주자들이 나름 로 자신의 가락을 첨

가하 으나,그 틀은 그 로 남아 수되고 있어 그 맥을 잇고 있다.2)

김창조에게 수한 한성기,최옥삼,김병호,강태홍의 산조는 각각 김

죽 류,최옥삼류,김병호류,강태홍류로 해지고 있다.3)이 네 가지 산

조들은 재 활발히 연주되는 산조들 의 하나로 가야 산조의 계보 상

같은 계열에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락이 첨가,변형되어 상당히 다

1)안기옥은 김창조에게 가야 산조를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가

야 산조의 계보 상 김창조계가 아닌 한숙구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김창조계 가야 산조를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이상 네

가지로 보겠다.

2)『한국민족문화 백과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김창조> 항 (성남:한

국정신문화연구원,1991).

김창조 한성기류 김죽

최옥삼류 함동정월

김병호류 원항기

강태홍류 원옥화

김춘지

3) 이보형,「가야 산조」,무형문화재 보고서2,(서울:문화재 리국,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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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습을 띄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을 띈 산조라 할지라도 선행연구를 통해 부분의 가

야 산조의 진양조가 ‘우조-돌장-평조-계면조’라는 선율 단락의 연속4)으

로 되어있다는 것이 밝 졌다.다시 말해,각기 다르게 승되어 하고

있는 산조라 하더라도 우조-돌장-평조-계면조의 큰 틀 안에서 평조,계

면조,우조,강산제,석화제 등의 다양한 조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음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김창조계 가야 산조인 김죽 류,최옥삼류,강태홍류,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를 연구 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는 김해숙의 “최옥삼류

가야 산조 선율분석”외 다수가 있다.5) 한 김창조계 가야 산조 진양

4)이재숙,“가야 산조의 틀에 한 소고”,『이혜구 송수기념 음악학 논총』

(서울:한국국악학회,1969),135～151쪽.

5)문재숙,“가야 산조의 음조직”,「한국음악연구」,Vol.23No.1,(서울:한국

국악학회,1995),171～187쪽.

박 숙,“김죽 가야 산조의 선율구조 연구-짧은 산조를 심으로-”,「

술문화논총」,Vol.7,(충북:서원 학교 술문화연구소,1998),21～48쪽.

박혜정,“가야 산조 복합조에 한 연구:김죽 류 진양조에 기하여”,( 주:

남 학교 석사학 논문,2001).

김후정,“김죽 류 가야 산조의 선율구성 연구 :진양조, 모리, 모리를

심으로”,(서울:숙명여 통문화 술 학원,2000).

박희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연구”,(서울: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97).

박정순 “김죽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형에 한 고찰”,(서울: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1982).

김은정,“최옥삼류 가야 산조 가락유형 분석 연구 :진양조를 심으로”,(

주: 남 학교 석사학 논문,2006).

문숙희,“가야 산조의 긴장과 이완 :최옥산류 진양조에 기하여 ”,(서울:서울

학교석사학 논문,1986).

김해숙 “최옥삼류 가야 산조 선율 분석”,「한국음악연구」,Vol.12No.1,(서

울:한국국악학회,1982).

안경애,“강태홍류 가야 산조 분석 :진양조를 심으로”,(서울: 앙 학교

석사학 논문,2006).

임재심,“강태홍류 가야 산조에 한 연구”,(서울:성신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1983).

김정숙,“김병호류 가야 산조 선율선의 특징에 한 연구 -진양조를 심으

로”,(서울:단국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1986).

송화자,“가야 산조의 시율변이에 한 연구 :김병호류 진양조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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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상으로 포함하며 이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권도희 “가

야 산조 진양의 형식론”외 여러 편6)을 찾아볼 수 있는데,그 에서

가야 산조의 선율을 심음과 조의 변화에 따라 분석한 논문들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김해숙은 가야 산조에서 쓰이는 조의 명칭이 선법 개념 뿐 아니라

연주기법,선율진행법,악상 등의 여러 개념이 복합되어서 인용되고 있음

을 지 하면서 음조직의 질서와 더불어 음의 기능까지 요하게 생각하

여 ‘조바꿈에 의한 선율변화’라는 에서 가야 산조의 선율을 분석하

다.문재숙은 김죽 류 가야 산조를 상으로 하여 구 된 조명을 재

분석하 는데 그가 논문에서 밝혔다시피 조의 여러 가지 의미 음조

직에 한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연구하 다.그리고 박 숙은 김죽 가

야 산조의 선율구조를 짧은 산조를 심으로 살펴보기 이 에 진양조를

악보에 구성된 악장별로 구 된 그 로의 조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박

혜정의 경우에는 김죽 류 가야 산조의 조를 단순조와 복합조로 구분하

여 음의 진행,음의 출 ,시김새 등을 악하여 복합조의 특징을 살피고

단순조와의 비교 후에 차이 과 공통 을 찾아내었다.송화자는 그의 논

문에서 가야 산조의 선율변화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의 선율을 기

본청 선율로 삼고 이 기본청선율과 경과선율,즉 변청선율을 분석하여

우조,돌장,평조,계면조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선율변이의 형태를 찾아

그 청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김은정은 최옥산류 가야 산조의 가락

유형을 분석하여 진양조 가락의 구성과 특성 짜임새를 악하고 가락

과 가락간의 개과정을 통해 가락의 진양조의 가락의 자연스러운 연결

(서울: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1985).

6) 최형심,“가야 산조 선율형 비교 연구-진양조를 심으로”,(부산:부산

학교 석사학 논문,2000).

박정화,“강태홍류 가야 산조와 김죽 류 가야 산조의 선율비교 연구:진

양조를 심으로”,( 북:우석 학교 석사학 논문,2000).

이성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 유형”,(서울: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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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김창조계 가야 산조를 하

나 이상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는 논문 박정화는 강태홍류와 김죽 류

가야 산조 진양조를 장단의 구조,선율의 형식,조의 구성에 해 비교,

연구하여 두 유 간의 연 성과 차이 을 연구하 다.최형심은 김죽 ,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가야 산조를 상으로 선율형태의 비교연구를

통해 유 에 계없이 보편 으로 나타나는 선율과 특정 유 에만 나타

나는 선율을 구분하여 유 의 특성을 밝히고 각 악장의 특징을 분별하

다.권도희의 경우에는 SP음반과 행 가야 산조를 상으로 진양을

이루어 가는 방식을 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나 어 진양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 김해숙과 권도희와 같이 구 된 조의 명칭을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음의 높이와 선법을 분리하여 살펴보거나 산조

에 쓰인 조를 단순히 하나의 의미를 지닌 조로 여기지 않고 내재된 여러

가지 의미를 악하려고 노력한 연구들이 있다.하지만 가야 산조에서

사용된 심음의 높이를 모두 악하여 분석기 으로 삼지는 않은 ,

가야 산조의 큰 틀인 ‘우조-돌장-평조-계면조’를 증명하는 범 내에

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밝 진 가야 산조 진양조의 틀인 ‘우조-돌

장-평조-계면조’안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들을 심음의 치와 구

성음들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산조의 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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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범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삼을 가야 산조는 김창조계열 가야 산조

인 김죽 류,최옥삼류,강태홍류,김병호류이다.이들 산조는 재 활발

히 연주되는 산조들로 다양한 악보가 하겠지만,본고에서는 이재숙의

“가야 산조 여섯바탕 집”7)만을 그 연구 상으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한 사람이 채보한 악보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좀

더 객 인 시각에서 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4개류 의 진양조 분석 방법으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각기

다른 분석방법을 살펴보고 있지만,본 연구 에서는 조의 의미를 음의높

이와 구성음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사용하는 용어에서 그 심음을 ‘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

다.국악에서는 심음을 다른 말로 ‘청’이라고 일컬으며 심음을 지칭

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조의 ‘청’은 ‘宮’과 같은 것8)이기 때문이

다.결국 본고에서는 청의 치와 청을 심으로 구성된 음들의 역할에

따라서 선율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용될 가야 산조의 포 인 청에 해서는 황 연이 선행연

구에서 정리한 것을 그 로 사용하도록 하겠는데,그것을 인용하면 아래

와 같다.

“가야 산조에서 청은 크게 기본청인 C와 보조청인 d로 나눠볼 수 있는데 d는

우조에서 쓰이는 높은 청이라는 의미로 ‘우조청’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기본

청인 C는 상 으로 낮은 청이라는 의미에서 ‘평조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이외에 평조청의 완 4도 아래(G)나 완 5도 에(g)나타나는 청들은 평조

청의 엇청이며,우조청의 완 5도 (a)에 나타나는 청은 우조청의 엇청이라 하

7)<표 2>참고

8) 황 연,앞의 책,(2005),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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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9)”

이상을 통해 가야 산조에서 청은 평조청,평조엇청,우조청,우조엇청

의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그리고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사용되

는 다양한 조들은 결국 평조와 계면조라는 양 악조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10)따라서 평조청,평조엇청,우조청,우조엇청의 네가지 청과 평

조와 계면조의 두 가지 악조를 조합하여 보면 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

조,평조엇청 평조,평조엇청 계면조,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우조

엇청 평조,우조엇청 계면조의 8가지 조가 산출된다.

이러한 조명의 의미에 해서는 양 신보에 수록된 엽의 4조11)에

서 ‘조’라는 것이 음의 높낮이와 계있는 조명(key)과 음의 기능과 계

있는 조명(mode)의 형태로 기록된 것을 참고로 하 으며 선행연구에서

역시 가야 산조에서 쓰이고 있는 조의 명칭은 연주기법이나 선율진행

법,악상 등 여러 개념이 복합되어서 인용되고 있다12)고 하 기 때문에

모두 ‘조’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산조를 기록하고 승함에 있어 어떤 부분은 음의 높낮이의 조명으로

승,기록되거나 어떤 부분은 음의 기능의 조명으로 승,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분석의 기 이 될 조 법과 조명,음원과 악보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9)황 연,"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한국 통음악의 악조」,(서울:서울 학

교 출 부,2005),149쪽.

10)황 연,앞의 책,(2005),25쪽.

11)양 신보의 4조는 평조,우조,평조계면조,우조계면조로 양 신보에서 평조,

우조란 말은 평조계면조,우조계면조의 비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선법도 겸

하여 표시하 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조와 선법을 혼동할 여지를 남겨 놓았

다.나 에는 원래 선법이었던 평조가 조명으로 즉 우조의 칭으로만 사용

되었고,이와 반 로 조명이었던 우조 선법명으로 즉 계면조의 칭으로 변

하여 버렸다.이혜구,“양 신보의 사조”,「한국음악연구」,(서울:민속원,

1996).

12)김해숙,“가야 산조의 음조직”,「산조연구」,(서울:세 음악출 사,1987)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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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산조가야 은 다음 <악보 1>과 같은 조 법을 사용하며 분석에

사용된 악보는 산조가야 의 음정이 실음보다 약 완 5도 아래 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Cclef의 MezzoSoprano표를 사용하여 기보된 이재숙

의 악보를 사용하고자 한다.13)

<악보 1>산조가야 의 조 법 

에서 이야기한 가야 산조에서의 청과 악조를 조합하여보면 총 8가지

의 조가 산출되는데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13)이재숙,「가야 산조 여섯바탕 집」,(서울:은하출 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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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가야 산조의 조14)

평조청

(C)

평조

계면조

평조엇청

(G)

평조

계면조

우조청

(d)

평조

계면조

우조엇청

(a)

평조

계면조

14)<표 1>의 ‘가야 산조의 조’는 김 채의 논문 “가야 산조 자진모리의 보

편 선율구조:11개 유 를 심으로”에서 발췌한 것으로 높은음자리표로

표시된 것을 가온음자리표로 변경하고 표의 구성을 ‘조구성- 심음-음체계’

에서 ‘심음-조구성-음체계’로 다르게 하 다.

김 채,“가야 산조 자진모리의 보편 선율구조:11개 유 를 심으로”,

(서울:서울 학교 학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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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악보와 음원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재숙의 ‘가야 산조 여섯바탕

집’의 악보와 음원을 사용하되 김죽 류와 강태홍류의 경우 실려 있는

두 가지 악보 오늘날 연주되는 형태인 ‘김죽 류 가야 산조Ⅱ’와 ‘강

태홍류 가야 산조Ⅱ’를 참고로 하 다.

류 악보 음원

김죽 류 김죽 류 가야 산조Ⅱ

1981년 8월 25일

제1회 한민국 국악제

/김죽 연주실황

최옥삼류 최옥삼류 가야 산조
1971년 11월 9일

/함동정월 연주

강태홍류 강태홍류 가야 산조Ⅱ

1952년 김동민 소장 테

이

/강태홍 연주

김병호류 김병호류 가야 산조

1965년경 이재숙 소장

테이

/김병호 연주

<표 2>악보와 음원자료

의 조 법,조명과 자료를 통하여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를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김창조계 가야 산조 네 개 류 의 선율을 청의 치와 구성음

의 역할로 분석하여 구 된 조명과 분석 후 조명을 비교,제시하며 각

류 의 조 구성을 비교하여 알아본다.

둘째, 의 분석결과에서 각 산조마다 청의 이동시 사용하는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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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들 유형을 정리해 본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밝힌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통해 각 산조를 분석

하여 조 구성을 밝히고자 한다.조 구성 분석의 단 는 산조의 기보 단

라 할 수 있는 장단으로 삼고 조 구성이 동일한 장단을 묶어서 차례

로 설명하겠다.

Ⅱ.가야 산조 진양조의 調構成

1.김죽 류 가야 산조

김죽 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는 총 100장단이며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악보상 조의 구성은 제1장단～제15장단은 우조이고 제16장단～제

32장단은 우조(계면성)이다.그리고 제33장단～제36장단은 돌장이며 제

37장단～제40장단은 평조,제41장단～제44장단은 평조(계면성)으로 표기

되어있다.다음 제45장단～제48장단은 계면조이고 제49장단～제58장단

은 계면조(변청)이며 제59장단～제60장단은 본청으로 표기되어있다.다

음으로 제61장단～제100장단은 모두 계면조로 되어있다.이를 장단순서

로 분석하여 조 구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제1장단～제15장단 :우조청 평조

제1장단에서 제15장단까지는 <악보 2>에서처럼 d를 심음으로 하고

A,B,d,e,f의 구성음을 갖는 우조청 평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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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김죽 류 제7장단～제8장단

제1장단～제15장단 제1장단～제13장단 에서는 의 <악보 2>와는

다르게 아래 <악보 3>과 같이 c를 흘려 b음을 내고 우조엇청인 a의 완

4도 아래음인 e를 떨어주는 등 우조엇청 평조로 보이는 장단이 존재한

다.하지만 이 부분을 우조엇청 평조 구분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우조엇

청에서 보이는 특징은 부분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 으로는 우조청

평조라 할 수 있겠다.

<악보 4>김죽 류 제3장단,제5장단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우조엇청과 우조청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제13장단까지 이후에는 다음 <악보 4>의 제14장단과 제15장단은 A를

떠는 음으로 e를 꺾는 음으로 사용하는 온 한 우조청의 모습을 보인다.

한 ⓐ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E를 확실히 꺾어주는 등의 계면조의 특

징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율양상은 이어지는 우조청 계면조로 자연스

럽게 넘어가기 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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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김죽 류 제14장단～제15장단 

(2)제16장단～제32장단 :우조청 계면조

1)제16장단～제22장단

우조청 계면조인 제16장단에서 제32장단까지 제16장단에서 제22장

단까지는 구성음은 <악보 5>와 같이 A,d,f-e로 A를 굵게 떨고 f에서

e로 꺾어 내리는 형 인 우조청 계면조의 모습을 보인다.

<악보 6>김죽 류 제16장단,제19장단

2)제23장단～제32장단

제23장단부터 제32장단까지도 역시 우조청 계면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악보 상에 이 부분은 (3)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의 제16장단부터

제22장단과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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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우조청 계면조이지만 악보상 이 부분이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악

보 6>의 제23장단 시작에서 ⓑ부분에서 보이듯이 우조엇청 평조에서의

경과음인 G음의 출 등 앞의 우조청 계면조에 비해 다양한 음의 출

이 나타나면서 색다른 분 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이와 같은

주요 구성음에서 벗어난 다양한 음의 출 은 음악의 다양한 표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23장단이후로는 아래 <악보 6>의 제28장단과 제32장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 A를 떨고 e음을 꺾어주는 우조 본청 계면조의 모습이 보인

다.

<악보 7>김죽 류 제23장단,제28장단,제32장단

(3)제33장단～제36장단 :우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이 부분은 악보 상 돌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돌장의 앞 부분은 A,B,d,e,f

의 구성음을 가지고 A를 가볍게 떨어서 표 해 주는 우조청 평조의 모

습을 보이고 뒷 부분은 G,A,C,d,e의 구성음에서 G음을 가볍게 떨고

d음을 꺾지 않고 떨어서 표 하는 평조청 평조이다.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음의 구성이 달라지는 부분은 구체 으로 아



- 14 -

래 <악보 7>의 ⓒ로 표시된 제34장단 마지막 3번째 박부터 제35장단 6

번째 박까지로 볼 수 있고 제36장단의 마지막은 평조청인 C로 종지하

고 있다.

<악보 8>김죽 류 제33장단～제36장단 

(4)제37장단～제40장단 :평조청 평조

제37장단과 제38장단에서는 구성음이 e,f,a,b,c#으로 우조 엇청 평

조의 모습이 보이지만 38장단 끝에서 3번째 장단으로 이어주는 부분에서

평조청인 C를 심으로 d를 꺾지 않고 떨거나 흘리며 g를 살짝 떨어주

는 평조로 돌아들고 있다.

다음 <악보 8>의 제39장단에서 볼 수 있듯이 d음을 계면조에서와는

달리 꺾지 않고 떨어서 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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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김죽 류 제37장단～제40장단

(5)제41장단～제48장단 :평조청 계면조

악보상으로는 제41장단에서 제44장단까지는 ‘평조(계면성)’으로,제45장

단에서 제48장단까지는 ‘계면조’로 분류되어있다.하지만 구성음과 음의

역할이 제41장단부터 제48장단까지 동일함으로 부 평조청 계면조라 할

수 있다.

제41장단에서 제48장단까지는 <악보 9>에서 보이듯이 G,C,e♭-d의

구성음을 가지고 d음을 꺾고 G음을 굵게 떨어 다.

<악보 10>김죽 류 제41장단,제4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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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49장단～제58장단 :평조엇청 계면조

평조엇청 계면조는 제49장단부터 제58장단까지와 제91장단～제96장단

까지 두 군데로 총 16장단에 해당된다.

평조엇청 계면조 부분에서는 D,G,B♭-A의 구성음을 가지고 아래

<악보 10>과 같이 제49장단～제58장단까지는 평조 엇청인 G음을 심

으로 D음을 굵게 떨어주고 B♭음에서 A음으로 꺾어 내리는 형 인

평조 엇청 계면조의 선율형태를 보이고 있다.

<악보 11>김죽 류 제49장단～제50장단

(7)제59장단～제100장단 :평조청 계면조

제59장단부터 마지막 장단인 제100장단까지는 모두 평조청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다.악보 상으로 이 부분은 제59장단에서 제61장단까지,제61

장단부터 제 64장단까지,제65장단부터 제76장단까지,제77장단부터 제

82장단,제83장단부터 제90장단,제91장단부터 제100장단까지 총 5부분의

계면조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조청 계면조 부분은 아래 <악보 11>에서 보이듯이 d음에서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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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f까지 다가 나오는 등의 격한 표 과 함께 d음을 꺾어주는 표

이 많이 보이며 G를 떨어주고 있다.

<악보 12>김죽 류 제59장단,제62장단,제76장단,제80장단

이와 같이 각 계면조 악장들은 부분 평조청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아

래 <악보 12>에서 보이는 제61장단,제77장단,제91장단에서는 평조청에

서 조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이 세 장단은 공통 으로 악보 상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단

으로 제61장단은 (8)장의 시작이며 제77장단은 (10)장의 시작이고,제91

장 단은 김죽 류 진양조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시작하는 장단이다.

이들 장단은 모두 g음이 주요음으로 출 하면서 임시 으로 g가 청인

평조 엇청의 모습이 보인다.이 같은 상은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단으로 분 기를 환기시키기 해 일시 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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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김죽 류 제61장단,제77장단,제91장단

평조엇청에서 평조청으로 돌아드는 형태는 다음 <악보 13>에서 찾아

볼 수 있다.아래 <악보 13>의 제77장단 제78장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를 살펴보면 음을 거의 러서 표 함으로써 음의 기능을 변화시켜 평

조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악보 14>김죽 류 제77장단～제78장단

제83장단에서 제90장단까지의 여덟 장단은 아래 <악보 14>에서 볼 수

있듯이 C음을 청으로 하여 G를 굵게 떨고 d를 꺾어주는 형 인 평조

청 계면조의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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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김죽 류 제83장단,제87장단,제88장단

제91장단～제96장단까지는 G음을 청으로 하고 있지만 구성음의 역할

에 있어서 평조엇청 계면조와는 거리가 멀다. 를 들어 아래 <악보

15>의 ⓔ부분의 경우 그 박에서는 G음을 떨지 않지만 ⓔ부분에서는

G음을 떨어주고 있다.물론 보통의 평조청 계면조처럼 굵게 떨지는 않지

만 평조 엇청 계면조에서 평으로 내는 G음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한 ⓕ부분의 선율형태를 보면 e♭에서 f음을 거쳐 d음으로 진행하는 선

율을 보이는데 이 같은 선율은 평조청 계면조에서 많이 발견되는 선율형

태이다.

이와 같이 제91장단～제96장단은 평조엇청 계면조와 평조청 계면조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지만 평조청 계면조로 분류한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

이 이 부분은 새로운 장인 (12)장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와 같은 특징

은 일시 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보 16>김죽 류 제91장단～제9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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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 15>에서처럼 제91장단에서 제94장단까지 평조엇청 계면조

의 모습을 보이다가 차 온 한 평조청 계면조의 특징을 보이며 다음

<악보 16>에서 보이듯이 제97장단에서 제100장단까지 다시 평조청 계면

조로 돌아와 끝맺는다.

<악보 17>김죽 류 제97장단

이상 살펴 본 김죽 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평조 → 우조청

계면조 → 평조청 평조 → 평조청 계면조 → 평조엇청 계면조 → 평조청

계면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악보 상에 하고 있는 조명과 본고에서 정리한 조명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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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악보상의 조명 분석 후 조명

제1장단～제15장단 우조 우조청 평조

제16장단～제32장단 우조(계면성) 우조청 계면조

제33장단～제36장단 돌장

우조청 평조

↓

평조청 평조

제37장단～제40장단 평조 평조청 평조

제41장단～제44장단 평조(계면성)

평조청 계면조

제45장단～제48장단 계면조

제49장단～제58장단 계면조(변청) 평조엇청 계면조

제59장단～제60장단 본청

평조청 계면조
제61장단～제90장단 계면조

제91장단～제96장단 계면조

제97장단～제100장단 계면조

<표 3> 김죽 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

의 <표 3>과 같이 김죽 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는 청의 변화에

따른 조의 변화가 총 3번 있으며 첫 번째 청의 변화는 우조청에서 평조

청으로의 변화로 돌장에서 나타난다.두 번째 변화는 평조청에서 평조엇

청으로의 변화이며 세 번째는 다시 평조엇청에서 평조청으로의 변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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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옥삼류

최옥삼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9장,84장단으로 구성되어있다.악보

상 조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단～제10장단은 우조이고 제11장단～제19

장단은 평계면이다.다음 제20장단～제24장단은 돌장이며 제25,26장단은

평계면으로 표기되어있다.그리고 제27장단～제41장단은 황조로,제42

장단～제48장단은 평계면으로 되어있다.다음으로 제49장단～제57장단은

변계면이고 제58장단～제64장단은 진계면이며 제65장단～제74장단은 단

계면이다.마지막으로 제75장단～제84장단은 생삼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앞서 밝힌 기 에 의해 분석하여 조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제1장단～제10장단 :우조청 평조

제1장단에서 제10장단까지는 <악보 17>에서 보이듯이 A,B,d,e,f

의 구성음을 가지고 a를 가볍게 떨고 f에서 e로 흘려 내리는 우조청 평

조이다.

<악보 18>최옥삼류 제2장단

최옥삼류의 제1장단～제10장단의 우조청 평조 부분도 김죽 류와 같이

우조청 평조와 우조엇청 평조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아래 <악보 18>

에서 보이는 제4장단과 제5장단이 우조엇청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우

조엇청에서 떠는 음인 e'를 떨며 c를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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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최옥삼류 제4장단～제5장단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김죽 류와 마찬가지로 우조엇청의 특징이 보

인다고 해서 우조엇청이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악보 19>와 같이

제8장단에서 제10장단에 이르기까지 온 한 우조청 평조의 모습을 보이

는 등 우조엇청의 특징은 부분 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악보 20>최옥삼류 제8장단～제10장단

(2)제11장단～제19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11장단에서 제19장단까지는 A,d,f-e의 구성음을 가지는 우조청 계

면조이다.우조청 계면조에서는 아래 <악보 20>과 같이 A를 굵게 떨고

f에서 e로 꺾어 내리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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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최옥삼류 제11장단,제13장단

(3)제20장단～제24장단 :우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

다음 제20장단에서 제24장단까지는 우조청 평조에서 평조청 계면조로

돌아드는 돌장이다.

<악보 21>의 제22장단과 제23장단에서 볼 수 있듯이 최옥삼류 돌장에

서는 G에서 러 A를 표 하고 C를 러서 d를 표 하여 음의 경계를

무 뜨려 자연스럽게 A→ G,d→C의 음정이동을 하고 있다.

<악보 22>최옥삼류 제20장단～제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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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5장단～제26장단 :평조청 계면조

아래 <악보 22>의 제25,제26장단은 악보 상에 평계면으로 기보되어

있으며 이 두 장단은 앞의 돌장 끝의 평조청 계면조에서 연결되는 부분

으로 역시 G,C,e♭-d의 구성음을 갖는 평조청 계면조로 되어 있다.

<악보 23>최옥삼류 제25장단～제26장단

(5)제27장단～제32장단 :평조청 평조

제27장단부터 제32장단까지는 악보상 표기된 조명에 따르면 황조에

속하며 아래 <악보 23>과 같이 G음을 가볍게 떨고 d음을 떨거나 흘리

듯 꺾어서 표 하는 평조청 평조의 선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악보 24>최옥삼류 제31장단～제3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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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33장단～제84장단 :평조청 계면조

다음으로 제33장단에서 마지막장단인 제84장단까지는 악보 상에 황

조,평계면,진계면,단계면,생삼청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아래 <악보

24>와 같이 구성음이 G,C,e♭-d이며 G음을 굵게 떨고 e♭에서 d음으

로 꺾어서 표 하는 평조청 계면조라 하겠다.이 악보 상에 표기된

황조는 제27장단부터 제41장단까지이지만 에서 언 했듯이 제27장

단에서 제32장단까지는 평조청 평조로,제33장단부터 제41장단까지는 아

래 <악보 24>에서 볼 수 있듯이 d를 꺾고 g를 굵게 떨어주는 평조청

계면조로 볼 수 있다.

<악보 25>최옥삼류 제34장단～제35장단

한 악보 상 단계면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65장단부터 제74장단까지

에 아래 <악보 25>의 제65,제66장단은 음구성면에서는 평조청 계면

과 같지만 음의 기능 인 면에서는 G음을 굵게 떨지 않고 평으로 내거

나 가볍게 떨어주어 평조청 계면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이 부분은

앞의 진계면과는 다른 느낌을 주면서 새로운 계면조의 장을 시작하기

해 표 을 자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임시 으로 나타나는



- 27 -

장단 수 악보 상 조명 분석 후 조명

제1장단～제10장단 우조 우조청 평조

제11장단～제19장단 평계면 우조청 계면조

제20장단～제24장단 돌장

우조청 평조

↓

평조청 계면조

제25장단～제32장단

황조

평조청 평조

제33장단～제41장단 평조청 계면조

제42장단～제48장단 평계면

평조청 계면조

제49장단～제57장단 변계면

특징이기 때문에 이 역시 평조청 계면조로 분류할 수 있다.

<악보 26>최옥삼류 제65장단～제66장단 

최옥삼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악보상의 조명과 분석 후 조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앞의 김죽 류에 비해 최옥삼류는 악보 상에 표기된 조명은 다양하지

만 청의 변화에 따른 조의 변화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4>최옥삼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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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장단～제64장단 진계면

제65장단～제74장단 단계면

제75장단～제84장단 생삼청

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옥삼류 진양조에서 청의 변화는 한

번 나타나는데 제 20장단에서 제24장단에 해당하는 돌장 부분에서 나타

나며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의 변화이다.

3.강태홍류

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12장,9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악

보상의 조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단～제25장단은 우조이고 제26장단～제

33장단은 돌장이다.다음 제34장단～제43장단은 평조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44장단부터 마지막 장단인 제94장단까지는 계면조로 분류되어있다.이

를 재분석 후 조 구성을 장단순서 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1)제1장단～제8장단 :우조청 평조

제1장단부터 제8장단까지는 다음 <악보 26>과 같이 A,B,d,e,f의

구성음을 가지는 우조청 평조이다.

<악보 27>강태홍류 제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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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산조와 마찬가지로 강태홍류도 아래 <악보 27>에서 보이듯이

c를 흘려서 b음을 내며 e에서 러 f음을 농 하는 등의 우조엇청의 특

징이 보인다.하지만 이 역시 우조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부분 으로 보

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28>강태홍류 제4장단～제5장단  

(2)제9장단～제25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9장단부터 제25장단까지는 우조청 계면조이다.아래 <악보 28>의

제9장단과 제25장단과 같이 A를 떨고 e를 꺾는 특징을 보인다.

<악보 29>강태홍류 제9장단,제25장단 

(3)제26장단～제33장단 :우조청 평조→평조청 평조

다음으로 제26장단부터 제33장단까지는 돌장부분이며 돌장의 시작은

우조청 평조로 하고 있으며 이후 평조청 평조로 돌아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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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악보 29>과 같이 제28장단과 제29장단에 걸쳐 G에서 A를,C에

서 d를 러 내어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구성음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제33장단까지 평조청 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30>강태홍류 제28장단～제29장단

(4)제34장단～제43장단 :평조청 평조

제34장단부터 제43장단까지는 아래 <악보 30>과 같이 g를 가볍게 떨

어주는 평조청 평조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42장단과 제43장단에 걸쳐서

차 평조청 계면조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악보 31>강태홍류 제34장단

아래 <악보 31>에 표시된 부분이 평조청 평조에서 평조청 계면조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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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강태홍류 제42장단～제43장단

(5)제44장단～제51장단 :평조청 계면조

제44장단부터 제51장단까지는 아래 <악보 32>에서 보이듯이 평조청에

서 꺾을 때 나타나는 e♭음을 강조하며 d를 꺾어주고 G를 굵게 떨어주

는 형 인 평조청 계면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제90장단까지

는 평조청 계면조라고 볼 수 있다.

<악보 33>강태홍류 제44장단,제47장단 

(6)제91장단～제92장단 :우조청 평조

강태홍류는 다른 류 와 다르게 마지막 장인 12장에 우조청 평조가 존

재한다.아래 <악보 33>의 제91장단,제92장단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우

조청 평조로 A를 가볍게 떨고 f를 흘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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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수 악보 상 조명 분석 후 조명

제1장단～제8장단 우조 우조청 평조

제9장단～제25장단 우조청 계면조

<악보 34>강태홍류 제91장단～제92장단

(7)제93장단～제94장단 :평조청 계면조

마지막 두 장단인 제93장단과 제94장단은 아래 <악보 34>에서 볼 수

있듯이 d를 꺾어주고 G를 떠는 평조청 계면조의 선율형태를 보인다.

<악보 35>강태홍류 제93장단～제94장단

이상 강태홍류 가야 산조에서 청의 이동에 따른 조의 변화가 이루어

지는 곳은 모두 3군데 있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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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단～제33장단 돌장

우조평 평조

↓

평조청 평조

제34장단～제43장단 평조 평조청 평조

제44장단～제51장단 계면조
평조청 계면조

제52장단～제90장단

제91장단～제92장단 우조청 평조

제93장단～제94장단 평조청 계면조

강태홍류에서 첫 번째 청의 이동은 돌장에서 이루어진다.돌장의 시작

은 우조청 평조이지만 장의 마무리는 평조청 평조로 하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청의 이동은 제90장단에서 제91장단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며

평조청에서 우조청으로의 변화이다.마지막 세 번째 청의 이동은 제92장

단에서 제93장단으로 넘어갈 때 이며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넘어가고

있다.

4.김병호류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72장단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단～제23장단은 우조이고 제24장단～제31장단은 돌장이다.다음 제

32장단～제36장단은 평조이고 제37장단부터 마지막 제72장단은 계면조

로 구성되어 있다.김병호류 진양조를 장단순서 로 재분석하여 조 구성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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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장단～제9장단 :우조청 평조

김병호류 가야 산조 역시 우조청 평조로 시작 하며 제9장단까지 우조

청 평조로 진행되며 구성음은 A,B,d,e,f이며 <악보 35>와 같이 A

를 떨고 f를 꺾어 표 한다.

<악보 36>김병호류 제6장단 

제1장단～제9장단 아래 <악보 36>에서 볼 수 있듯이 c를 흘리고

e'를 떠는 우조엇청의 특징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앞의 세 산조와

마찬가지로 우조청 안에서 부분 으로 나타나는 우조엇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악보 37>김병호류 제1장단,제5장단  

(2)제10장단～제23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10장단에서 우조청 계면조로 바 어서 제23장단까지 이어지며 우조

청 계면조인 제10장단에서 제23장단까지는 아래 <악보 37>의 제10장단,

제14장단과 같이 A를 굵게 떨고 e를 꺾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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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김병호류 제10장단,제14장단

(3)제24장단～제31장단 :우조청 평조→평조청 평조

다음 제24장단부터 제31장단까지는 돌장으로 우조청 평조에서 평조청

평조로 돌아든다.김병호류 돌장에서는 아래 <악보 38>과 같이 G에서

A를 러 표 하고 C에서 d를 러 표 하다가 자연스럽게 평조청인

C'로 진행하고 있다.

<악보 39>김병호류 제27장단～제28장단

(4)제32장단～제36장단 :평조청 평조

제32장단부터 제36장단까지는 평조청 평조라 볼 수 있다.아래 <악보

39>의 제36장단에서 보이듯이 d를 꺾고 G를 떠는 평조청 평조의 선율

특성을 보인다.평조청 평조에서는 G를 가볍게 떨고 d를 꺾지 않고 흘

리는 것이 보통인데 김병호류에서는 다른 류 에 비해 체 으로 계면

쩍 선법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조청 평조에서도 와 같이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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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는 선율이 보인다고 하겠다.

<악보 40>김병호류 제36장단

(5)제37장단～제72장단 :평조청 계면조

그리고 제37장단부터 마지막 장단인 제72장단까지는 평조청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조청 계면조 부분에서는 아래 <악보 40>과 같은 선율이 보이며 d를

강하게 꺾거나 d에서 f까지 깊이 른 후 다시 d까지 떨어뜨리는 선율을

많이 사용한다.

<악보 41>김병호류 제38장단,제50장단 

김병호류 가야 산조에서 청의 이동은 앞서 분석한 최옥삼류 가야 산

조와 마찬가지로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한 번 이루어진다.

김병호류 가야 산조는 다른 산조에 비해 반 으로 계면조 인 선법

진행을 보인다.따라서 김병호류의 평조는 다른 산조의 계면조 선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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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수 악보 상 조명 분석 후 조명

제1장단～제9장단 우조 우조청 평조

제10장단～제14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15장단～제23장단

제24장단～제31장단 돌장

우조청평조

↓

평조청평조

제32장단～제36장단 평조 평조청 평조

제37장단～제40장단 계면조

평조청 계면조

제41장단～제50장단

제51장단～제58장단 계면조

제59장단～제72장단

<표 6>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

김병호류 가야 산조에서 첫 번째 청의 이동은 우조 엇청에서 우조청

으로의 변화로 제6장단에서 A음을 굵게 떨고 e음을 꺾어주는 선율형태

를 보이고 제8번장단에서는 이와 거의 비슷한 선율이 옥타 아래에서

반복되면서 제10장단부터 시작되는 우조청 계면조를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 청의 이동은 돌장에서의 변화로 제27장단에서 제28장단에 걸

쳐서 G음에서 A음을,C음에서 d음을 러서 표 하면서 A음에서 G음

으로,d음에서 C음으로의 음정 변화를 통해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이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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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진양조 調構成 비교

서론에서 언 했듯이 청의 치와 구성음의 역할에 따라 조를 나 어

보면 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평조엇청 평조,평조엇청 계면조,우조

청 평조,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평조,우조엇청 계면조의 총 8가지 이

다.이 김창조계 가야 산조에서 사용된 조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평조엇청 계면조의 다섯 가지로 구

성 순으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5)

(1)우조청 평조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가야 산조는 모두 우조청 평조를

시작으로 한다.다음 <악보 41>이 각 류 의 우조청 평조 부분으로 모

두 A,B,d,e,f의 구성음을 가지고 있다.

<악보 42>우조청 평조 ㉮

15)분석의 편리 상 김죽 류는 ‘죽’으로 최옥삼류는 ‘최’로 강태홍류는 ‘강’으로

김병호류는 ‘병’으로 악보에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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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산조의 우조청 평조의 공통 은 다음 <악보 42>와 같이

모두 부분 으로 D,E,G,A,B의 구성음을 갖는 우조엇청 평조의 모습

을 보인다는 것이다.

<악보 43>우조청 평조 ㉯

(2)우조청 계면조

우조청 평조 이후 네 류 모두 우조청 계면조로 진행한다.우조청 계

면조 부분에서는 아래 <악보 43>에서 보이듯이 네 류 모두 구성음이

A,D,f-e로 변화하고 A를 굵게 떨고 e를 꺾어 낸다.

<악보 44>우조청 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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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조청 평조→평조청 평조/계면조

우조청 평조 이후로는 ‘돌장’이라는 악장을 통해 평조청 평조 는 평

조청 계면조로 조의 이동이 나타난다.김죽 ,강태홍,김병호류의 경우

에는 우조청 평조에서 평조청 평조로 이동하며 최옥삼류는 우조청 평조

에서 평조청 계면조로 이동한다.이는 다음 <악보 44>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악보 45>우조청 평조→평조청 평조/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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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조청 계면조

돌장 이후에 김죽 ,강태홍,김병호류는 평조청 평조로 연결되지만 최

옥삼류의 경우에는 평조청 계면조로 진행 후 평조청 평조로 연결된다.

<악보 46>평조청 계면조 ㉮

(5)평조청 평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최옥삼류는 돌장 이후 평조청 계면조를 거쳐서 평

조청 평조로 연결되며 나머지 세 류 는 돌장 이후 바로 평조청 평조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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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평조청 평조  

(6)평조청 계면조

평조청 평조 이후에 네 류 모두 평조청 계면조로 진행하며 최옥삼류

와 김병호류는 평조청 계면조 이후의 조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평조

청 계면조로 진양조를 마친다.

<악보 48>평조청 계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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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평조엇청 계면조

김죽 류의 경우에는 평조청 계면조 이후 평조엇청 계면조로 진행한

다.김죽 류 평조엇청 계면조는 다음 <악보 48>과 같이 g를 평으로 내

고 A를 꺾어 다.

<악보 49>평조엇청 계면조  

(7)-2우조청 평조

강태홍류의 경우 평조청 계면조 이후 우조청 평조가 나타난다.

<악보 50>우조청 평조

(8)평조청 계면조

김죽 류와 강태홍류는 각기 평조엇청 계면조,우조청 평조 이후 평조

청 계면조로 조 이동 후 진양조를 끝맺고 있다.

<악보 51>평조청 계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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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조명
김죽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우조청

평조

1～15장단

(15장단)

1～10장단

(10장단)

1～8장단

(8장단)

1～9장단

(9장단)
우조청

계면조

16～32장단

(17장단)

11～19장단

(10장단)

9～25장단

(17장단)

10～23장단

(14장단)

돌장 33～36장단

(4장단)

20～24장단

(5장단)

26～33장단

(8장단)

24～31장단

(8장단)

평조청

계면조

25～26장단

(2장단)

평조청

평조

37～40장단

(4장단)

27～32장단

(6장단)

34～43장단

(10장단)

32～36장단

(5장단)

평조청

계면조

41～48장단

(8장단)

33～84장단

(52장단)
44～90장단

(47장단)

37～72장단

(36장단)

평조엇청

계면조

49～58장단

(10장단)

우조청

평조

91～92장단

(2장단)

평조청

계면조

59～100장단

(42장단)

93～94장단

(2장단)

이상 각 산조별로 조 구성을 비교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

다.

<표 7>김창조계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

의 <표 7>에서 보이듯이 김창조계 가야 산조는 체 으로 비슷한

조의 구성을 보인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김죽 류는 우조청 평조,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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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조명

김죽

(총100장단)

최옥삼

(총84장단)

강태홍

(총94장단)

김병호

(총72장단)

우조청

평조
15장단 10장단 10장단 9장단

우조청

계면조
17장단 10장단 17장단 14장단

돌장 4장단 5장단 8장단 8장단

평조청

계면조
50장단 54장단 49장단 36장단

평조청

평조
4장단 6장단 10장단 5장단

평조엇청

계면조
10장단

<표 8>김창조계 가야 산조의 조(調)별 장단수

청 계면조,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평조엇청 계면조 의 총 다섯 가

지의 조가 사용되었고 최옥삼류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의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그리고 강태홍류의 경우에

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 의 역시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마지막으로 김병호류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

평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의 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김죽 류,최옥삼류,강태홍류,김병호류의 네 가지 산조는 그

조 구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각기 사용된 조들의 장단수를

살펴보면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각 류 마다

사용된 조 구성을 장단수로 그 비율을 나타내보면 다음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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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8>에 보이듯이 네 가지 류 모두 평조청 계면조가 각 산조

에서 가장 많은 장단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죽 류는 총100장단 50장

단에 해당하며 최옥삼류는 총84장단 54장단에 해당하고 강태홍류의

경우에는 총94장단 49장단이며 김병호류는 총72장단 에서 36장단

이 평조청 계면조에 해당한다.이와 같이 네 류 에서 모두 평조청 계면

조가 반 는 그 이상의 장단수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우조청

계면조가 많은 장단수를 차지하는데 각각 김죽 류 17장단,최옥삼류 10

장단,강태홍류 17장단,김병호류 14장단이 우조청 계면조 부분에 속한

다.그 다음은 우조청 평조로 우조청 계면조 보다 조 거나 비슷한

장단수를 보인다.마지막으로 돌장과 평조청 평조 부분은 비교 은

장단수를 차지하며 김죽 류에만 평조엇청 계면조가 10장단 포함되어있

다.

이상 네 가지 류 에서 조(調)별로 차지하는 장단수를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 조의 진행상에 공통 과 차이 을 알아보겠다.네 가지 산조에

서 공통 으로 사용된 조에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이다.조의 진행에 있어서는 네 가지 류 모두 우조청 평

조에서 시작하여 우조청 계면조로 조 이동 후 돌장을 거쳐 평조청 평조

로 변화한다는 에서 공통 을 지닌다.평조청 평조이후로는 각기 다른

조의 진행을 보이는데 류 별로 조의 진행을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16)과 같다.

우조청평조 우조청계면조
우조청평조→

평조청평조

우조청평조→

평조청계면조

평조청평조 평조청계면조 평조엇청계면조

16)표의 해독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표의 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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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죽
우조청

평조

우조청

계면조

우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

평조엇청

계면조

평조청

계면조

최

옥

삼

우조청

평조

우조청

계면조

우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

평조청

계면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

강

태

홍

우조청

평조

우조청

계면조

우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우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

김

병

호

우조청

평조

우조청

계면조

우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

<표 9>김창조계 가야 산조의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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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청의 이동시 류 별 선율의 특징

1.김죽 류

김죽 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는 총 세 번의 청의 이동이 이루어진

다.첫 번째 청의 이동인 우조청 평조에서 평조청 평조로 진행하는 부분

은 ‘돌장‘이다.돌장 내에서 아래 <악보 51>과 같이 평조청인 C'음을

러서 우조청인 D음을 표 하다가 C'로 흘려 내리고 평조청 평조의 떠는

음인 G음에서 A음을 러서 G와 A사이를 표 하다가 자연스럽게 청을

C'음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악보 52>김죽 류 우조청→평조청

두 번째는 평조청 계면조에서 평조엇청 계면조로의 변화로 평조엇청

계면조로 넘어가기 장단에서는 에 띄는 선율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평조청 계면조와 평조엇청 계면조의 동일 구성음인 C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다음 <악보 52>에서 보이

듯이 평조청 계면조의 마지막 장단이라 할 수 있는 제48장단의 마지막

음과 평조엇청 계면조의 시작인 제49장단 첫 음이 C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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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김죽 류 평조청→평조엇청

세 번째로 평조엇청 계면조에서 다시 평조청 계면조로 변화하는 제58

장단에서 제59장단에서도 청의 변화를 한 특별한 선율은 보이지 않는

다.이것은 <악보 53>과 같이 평조엇청인 G음에서 평조청인 C음으로

완 4도의 진행이 어색하지 않게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악보 54>김죽 류 평조엇청→평조청

2.최옥삼류

최옥삼류의 경우에는 청의 이동에 따른 조의 변화가 우조청에서 평조

청으로의 한 번 있다.

청의 변화는 돌장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의

변화이다.아래 <악보 5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조청인 d음을 C에서

러내며 C와 d사이 음을 표 하면서 우조청인 d에서 평조청인 C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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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악보 55>최옥삼류 우조청→평조청

3.강태홍류

강태홍류에서는 3번의 청의 이동이 보인다.첫 번째 청의 이동은 돌장

에서 나타나며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의 이동이다.

강태홍류의 돌장은 제26장단에서 제33장단까지 총 8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악보 55>과 같이 제28장단에서 G음에서 A음을 반복 으

로 러서 표 하여 우조청에서 떠는 음인 A음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G

로 옮겨가고 있다.그리고 제29장단에서는 d음을 꺾고 평조청인 C음으로

장단을 마무리하면서 평조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보 56>강태홍류 우조청→평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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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청의 이동은 평조청에서 우조청으로의 이동이다.그리고 두

장단 후 다시 평조청으로 이동하며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청의 이동이

다.

아래 <악보 56>에서 볼 수 있듯이 제90장단 끝 음인 C음에서 제91장

단 첫 음인 G음으로 완 4도의 자연스러운 이동 후 f음을 흘려주고 A음

을 떨어주는 등 제91,92장단은 우조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보 57>강태홍류 평조청→우조청

이후 제92장단 끝에서 a에서 옥타 아래 G음으로의 진행으로 우조청

에서 평조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악보 57>과 같이 d음을 꺾고 G음을

떨어주는 평조청의 모습을 보인다.

<악보 58>강태홍류 우조청→평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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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병호류

마지막으로 김병호류에서는 최옥삼류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청의 이동

이 있다.이는 돌장에서 나타나며 김병호류 돌장에서는 우조청 평조로

시작해서 평조청 평조로 이어진다.

아래 <악보 58>의 제27,28장단에서 보이듯이 G음과 A음 그리고 C음

과 d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조청에서 떠는 음인 A음에서 평조청

에서 떠는음인 G음으로,우조청에서 평으로 내는 d음에서 평조청에서

평으로 내는 C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이후 제29장단에서 D

음을 꺾고 C'를 거쳐 G'로 진행하여 떨어주는 평조청의 모습을 보이고

제30장단에서도 G'를 떨어주고 d를 꺾어서 표 하고 있다.

<악보 59>김병호류 우조청→평조청  

이상 김창조계 가야 산조에서 청의 이동과 사용되는 선율을 살펴보았

다.각 산조마다 청의 이동시 특징 인 선율을 사용할 것으로 상하

으나 류 마다 특징 인 선율이 보이지는 않는다.네 산조 모두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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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러서 표

김죽 류

최옥삼류

강태홍류

김병호류

방법으로 청의 이동을 하는데 세 가지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는 음을 러 표 하여 음의 경계를 없애면서 청을 이동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의 이동시 우조청인 d를 평

조청인 C를 러서 표 하거나 d와 C의 두 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자연스럽게 우조청인 d에서 평조청인 C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동일음이나 완 4도 는 완 5도 진행을 통해 청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조가 되는 마지막 장단과 시작장단에서 종지음

과 시작음이 동일하거나 완 4도 는 완 5도 진행과 같이 자연스럽

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선율의 변화 없이 청의 변화가 이루어진

다.

세 번째 방법은 이 의 조와 변화된 조의 공통된 구성음의 역할 변화

를 하는 것으로 장단의 환이나 옥타 아래로의 진행 등을 통해 이루

어지며 평조엇청에서는 떨지 않던 g음을 평조청으로 변화하면서 떨어

주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가야 산조에서 사용되는 청의 이동시 사용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청의 이동시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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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음 는 완

4도,완 5도 진행
김죽 류

↓

↓

구성음의 역할 변화

김죽 류 ↓

강태홍류 ↓

김병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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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김창조계 가야 산조인 김죽 류,최옥삼류,강태홍류,김병호류는

재 활발히 연주되고 있는 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상으로 하여 청의 치와 구성음의 역할이라

는 측면에서 분석하 고 각 산조마다 청의 이동시 사용하는 선율을 비교

해보았다.분석 결과,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김창조계 가야 산조인 김죽 ,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가야

산조의 구 된 조명과는 별개로 분석 후 청과 선법이 더해진 조명을 붙

일 수 있었다.이들 가야 산조는 ‘우조청 평조-우조청 계면조-돌장-평

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라는 공통 인 진행이 보이며 그 이후 다른

조 구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이들 산조는 공통 인 조 구성 이후 최옥삼류와 김병호류의 경

우에는 평조청 계면조에서 끝맺었으며 김죽 류의 경우 ‘평조엇청 계면

조-평조청 계면조’의 조 구성을 보 고 강태홍류는 ‘우조청 평조-평조청

계면조’의 조 구성을 보 다.

셋째,청의 이동시 각각의 류 에서 사용하는 이동선율을 살펴본 결과

각 산조마다 특징 인 청의 이동선율 없이 비슷한 선율진행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넷째,이에 사용된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음을

러서 표 하여 청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풀어 설명하면 우조청에서 평조

청으로의 이동시 평조청인 C에서 우조청인 d음정을 러서 표 하거나

평조에서 떠는 음인 G에서 A음정을 러내는 것이다.두 번째 방법은

동일음 진행이나 완 4도 는 완 5도 진행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

한 구성음의 역할 변화를 통해 청의 변화를 보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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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Jo-Compositionof
GayageumsanjoJinyangjo

-FocusingonSanjoSchoolofKim cheuk-pa,

Choiok-sam,Kangtae-hong,andKim byeong-ho-

LeeHwa-young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Gayageum Sanjowasformed by Kim Chang-jo(1865～1919),a

masterofGayageum SanjoattheHendof19thcentury.SanjoofHan

Sung-gi,ChoiOk-sam,Kim Byeong-hoandKang Tae-hong who

learnedfrom Kim Chang-joarerespectivelypasseddownasSanjo

schoolKim Cheuk-pa,ChoiOk-sam,Kim Byeong-ho,and Kang

Tae-hong.AlthoughthesefourSanjosareactivelyplayednowadays

andonthesamesteam ofGayageum Sanjotree,theyareinaquite

differentshapeasGarak(melody)wasaddedandchangedastime

passed.

InordertoanalyzeJinyangjoofthesefourRyupas,variouspretests

areapproachingwithrespectivelydifferentanalysismethod.However,

IresearchedthemeaningofJointwoperspectives:levelofnoteand

roleofcompositionnote.

Asaresult,Iacknowledged thatKim Cheuk-pa,ChoiOk-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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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Tae-hong,andKim Byeong-hoofGayageum SanjoofKim

Chang-jostream firstprogressedcommonlyas‘UjocheongPyeongjo→

Ujocheong Gyemyeonjo → Doljang → Pyeongjocheong Pyeongjo→

Pyeongjocheong Gaemyeongjo’.Then SanjoschoolofChoiok-sam

and Kim byeong-ho progressed to ‘Pyeongjocheong Gyemyeonjo’

while Sanjo school of Kim Cheuk-pa progressed to

‘Pyeongjoeotcheong Gyemyeonjo-Pyeongjocheong Gyemyeonjo’ and

Sanjo school of Kang Tae-hong progressed to ‘Ujocheong

Pyeongjo-PyeongjochungGyemyeonjo’.

Inaddition,fourRyupaswereexpecteddisplaymelodyprogresses

thathaverespectively differentcharacteristicsasCheong migrates,

however,asaresult,eachshowedsimilarmelodyprogress.Three

methodsusedinGayageum SanjoatthemigrationofCheongwere

progressingCheong’smigrationbypressingnoteandtearingdownthe

bordersofnote,progressinginsamenoteortetrachord(perfect4th

note)orperfect5thnote,androlechangeofsamecompositionnote.

Thepurposeofthisresearchwastosimultaneously analyzethe

meaning ofJo in Cheong and Seon method and to understand

migratingmelodyofCheong.

Keywords:Gayageumanjo,Cheong,RoleofCompositionNote,
MigratingMelodyofCheong

SchoolID:2009-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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