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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가야 산조에는 승지역과 계보에 따라 10여종의 유 가 승되는데,

김종기류 가야 산조는 신 용과 신쾌동의 산조와 함께 북제 산조에 해

당한다.본 논문에서는 재 리 연주되지 않으며 그 연구 자료가 미비

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선율구성을 살펴보고,이를

동시 인 가야 2세 의 강태홍,김병호,신쾌동,심상건,안기옥,한성기

의 가야 산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는 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

기본청 평조,기본청 계면조의 네 가지 조가 사용되었다.조구성을 살펴보

면 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

우조청 계면조–기본청 평조–기본청 계면조의 진행을 보인다.네 가지

조 에서는 우조청 계면조가 41.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는 조구성이 단조로우며 다른 유

에 비해 계면조의 사용이 다.계면조 안에서는 기본청 계면조의 사용이

고 상 으로 우조청 계면조의 사용이 많다.

셋째,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장단 내 원음구조를 살펴보면 반복

형인 aaa형,aab형,abb형,aba형이 79.4%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여섯 유

와 비교하 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 반복형 에서는 abb형이

31.7%로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은 7개의 마루로 나 어지는데,

각각의 마루의 길이는 엇비슷하나 높은 음역 와 낮은 음역 를 이동하며

진행하는 선율,비슷한 음역 에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율,높은 음에서

낮음 음으로 떨어지는 선율,같은 음이 짝을 이루어 반복되는 선율 등으

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은

마루의 길이가 비슷하여 안정 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선율이 움직이는

음역이 좁아 부드러운 흐름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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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선율구

성을 살펴보고 2세 의 여섯 개의 유 와 비교분석하여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특징을 알아보았다.본고에서 밝힌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특징이

지역 으로나 승계보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인가에 하여서는

앞으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향후 북제의 다른 유 와의 비교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북제 가야 산조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가야 산조,조구성,평조,계면조,선율구성,마루

학 번 :2010-2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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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연구목

19세기 말 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조는 승되는 과정에서 가락

을 구성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ㅇㅇ류(流)라는 형태로 승되어 왔다.그

승계보를 살펴보면,우선 지역에 따라 남제, 북제 그리고 충청제로

구분된다.1)지역별로 가야 산조 1세 라 불리는 이들에는 남제에 김창

조,한숙구, 북제에 이 채,박한용,박학순 그리고 충청제에 심창래,박

팔괘가 있다.2)이들 1세 의 음악은 기록되어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실체

에 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이후 2세 로 불리는 산조는 한성기,최옥산,김병호,강태홍,안기옥,김

종기,신쾌동,심상건,박상근 등이다.이들은 1세 에 형성된 산조장단의

틀 속에 자신의 가락을 덧붙여 선율을 만들었고,자신만의 개성 있는 연

주스타일을 형성하 다. 한 이들은 1세 에 비해 다양한 지역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음반 취입을 하여 비교 그 자료가 남아있다.

오늘날 해지는 가야 산조에는 2세 명인의 이름을 붙인 것과 다시

그들에게서 산조를 배워 독립 인 유 로 정착시킨 3세 의 것이 있다.

자에는 강태홍류,최옥산류,김종기류,김병호류,서공철류,신 용류,심

상건류가 있고,후자에는 김죽 류,성 연류,김윤덕류 등이 있다.3)이상

의 1세 부터 3세 까지의 가야 산조를 지역과 사사계보에 따라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1) 이보형,『가야 산조』,무형문화재보고서2,서울:문화재 리국,1980.

2) 김해숙,“산조란 무엇인가”,『산조연구』,서울:세 음악출 사,1987.

김해숙은 에서 가야 산조 1세 의 특징으로 첫째 진양조의 성립과 둘째 계면조

이외의 우조·평조 음계의 쓰임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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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 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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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가야 산조 계보도4)

4)이보형,앞의 .

김창조계 한성기류 김죽

(金昌祖系) (韓成基流) (金竹坡)

최옥산류 함동정월

(崔玉山流) (咸洞庭月)

김병호류 원(元)항기

남(全南)제
(金炳昊流)

강태홍류 원옥화

(姜太弘流) (元玉花)

김춘지

(金春枝)

한숙구계 안기옥류 정남희 김윤덕

(韓淑求系) (安基玉流) (丁南希) (金允德)

한수동류 박경식

(韓壽同流) (朴景植)

정남옥류 서공철

(鄭南玉流) (徐公哲)

정달용

(鄭達用)

이 채제 신 용류 강순령

(李永采)제 (申寬龍流) (姜 令)

북(全北)제 박(朴)한용제 김종기류 김삼태

(金宗基流) (金三泰)

박학순제 신쾌동류 부

(朴學 )제 (申快童流) (不傳)

심창래제 심상건류 부

(沈昌來)제 (沈相健流) (不傳)

충청(忠淸)제 심재덕류 성 연

(沈載德流) (成錦鳶)

박팔괘제 박상근류 부

(朴八卦)제 (朴相根流) (不傳)

이일선류 부

(李日善流) (不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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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연주 장단 연도 시간

Okeh1872(K541)器 加倻琴散調 자진머리 김종기 박록주 1934년
6:35

Okeh1872(K541)器 加倻琴散調 자진당학 김종기 박록주 1934년

Okeh1869(K535)器 加倻琴散調 진양上 김종기 박록주 1935년

13:25
Okeh1869(K536)器 加倻琴散調 진양下 김종기 박록주 1935년

Okeh1870(K537)器 加倻琴散調 머리上 김종기 박록주 1935년

Okeh1870(K538)器 加倻琴散調 머리下 김종기 박록주 1935년

가야 산조 2세 에 해당하는 김종기(1904-1937)는 남 장수에서 태어

나 북 운 출신의 매부 박한용에게서 가야 산조를 배웠다.5)김종기는

가야 산조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에도 두루 능통했음을 그가 남긴 유성기

음반을 통해서 알 수 있다.6)그가 취입한 가야 산조는 <표 2>와 같다.

<표 2>김종기가 취입한 가야 산조

김종기의 가야 산조는 신 용과 신쾌동의 산조와 함께 북제 산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 연주가 많이 되고 있는 김창조계·한숙구계의 산조

에 비해 리 연주되지 않으며 그 연구 한 미비하다.김종기의 가야

산조에 한 선행연구로는 남기석이 김종기류와 유 제 백인 류의 자

진모리 리듬을 비교분석한 것7)과 이승 8)과 김인제9)가 각각 김종기의 제

자인 김삼태와 정 례의 가락과 김종기의 가락을 비교한 것이 있다.

본고에서는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조구성과 선율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동시 가야 산조 2세 와 비교분석하여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5)이보형,앞의 .

6)김종기가 남긴 가야 병창의 음반은 Okeh1548-A 함평천지,Okeh1548-B명기명창,Ok

eh1576-A 공도난이,Okeh1576-B 사랑가,Okeh1558(K503)박타령,Okeh1558(K504)

돈타령이 있으며,거문고 음반은 Okeh1654-A 단모리上과 Okeh1654-B 단모리下가

있다.

7)남기석,“가야 산조 자진모리 리듬분석 비교연구 :김종기류와 유 제 백인 류를

심으로”,용인 학교 석사학 논문,2011.

8)이승 ,“김삼태 가야 산조 연구 :진양조에 기하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97.

9)김인제,“고음반에 나타난 김종기 가야 산조의 가락과 행 정 례의 가락 비교 :진

양조를 심으로”,『한국음반학』,서울:한국고음반연구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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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연구범

본 논문에서는 김종기류 가야 산조 에서 진양조를 연구범 로 한다.

그 이유는 진양조의 악장 길이가 악장 에서 가장 길며,조와 선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삼은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는 1935년

에 취입 된 Okeh1869(K535)器 加倻琴散調진양上과 Okeh1869(K536)

器 加倻琴散調진양下를 합한 총 63장단의 진양조이다.이 음원은 재

명인명창선집(7)-가얏고산조의 명인들(1)이라는 CD로 복각되어 나와 있

으며 이를 본인이 채보하 다.

Ⅱ장에서는 본인이 채보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을 분석

한 뒤,김종기와 동시 에 활동했던 2세 가야 명인들 강태홍10),김

병호11),신쾌동12),심상건13),안기옥14),한성기15)의 가야 산조와 조구성

을 비교분석하여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2세 의 여러 가야 명인들 에서 의 여섯 산조를 택한 것은,연

구 상으로 삼은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음원처럼 그 유 의 명인이 직

10)강태홍은 1893년 남 무안군에서 태어났다.그의 큰아버지 강 한은 소리·해 ·피리

에 능했다 하며,아버지 강용안은 당 명창으로 활약하 다. 한 그의 형 강태종은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강태홍은 9살 때부터 가야 을 배웠다고 해지는데,그의

스승으로 뚜렷하게 꼽히는 사람은 없다.

11)김병호는 1910년 남 암에서 출생하여 김창조에게서 가야 산조를 배웠으며 40세

에는 조선창극단,임방울창극단의 악사와 인천상업고등학교 강사,부산 동래의 권번

선생을 했다.1961년부터는 국립국악원에 직하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재 그 산

조가 승되고 있다.

12)신쾌동은 1910년에 북 익산에서 출생하 다.1923년에 박학순에게 가야 을,1927년

에 정일동에게 거문고 풍류를,1929년에 백낙 에게 거문고산조를 배웠다.1967년에

요무형문화재 제 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75년에 작고하 다.

13)심상건은 1889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다.아버지 심창래에게 가야 산조를 배워서

자기 나름 로 발 시켰다.일제시 조선음악단에 소속되어 가야 산조와 병창을 담

당하 으며,해방 후 국립국악원의 악사로 재직하기도 하 다.

14)안기옥은 1894년 남 나주에서 세습 기악 연주가 안 길의 장자로 태어났다.1904년

김달진에게 가야 을 배웠으며 1911년부터 김창조에게서 가야 을 배웠다.1946년 월

북하여 1974년에 향년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15)한성기는 1896년 남 암에서 출생하 다.제 1세 명인 한숙구의 조카이며,김창

조에게 가야 산조를 배웠고 김죽 에게 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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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연도 채보자 출처

김종기류
Okeh1869(K535)진양上

Okeh1869(K536)진양下
1936 필자

명인명창선집(7)-가얏

고산조의 명인들(1)

강태홍류 김동민 녹음 테이 1952 이재숙
가야 산조

여섯바탕 집16)

김병호류
서울 학교·국립국악원·

이재숙 개인 소장 테이

1965

-1967
이재숙

가야 산조

여섯바탕 집17)

신쾌동류 ASL-1939 1960 정은선
신쾌동 가야 ·거문고

산조연구18)

심상건류 제비표 B41-A,B 1926 권도희
심상건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19)

안기옥류
북한 국립박물 소장

테이
1970 양승희

양승희의 안기옥

가야 산조 연구Ⅰ20)

한성기류
Taihei9000-A진양(上)

Taihei9000-B진양(下)
1933 김해숙

한성기 가야 산조

연구21)

취입한 음원이 있기 때문이다.만약 명인이 취입한 음원이 다수일 경우에

는 김종기류와 비교 비슷한 시기에 취입된 음원으로 선택하 다.분석

의 상이 된 음원과 악보의 출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표 3>의

자료는 악보상의 표기법과 조명이 상이하여 혼란을 수 있으므로 본인

이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표기법과 조명은 본고에서 제시한 것으로 한

다.

＜표 3>연구 상 자료

16) 이재숙,『가야 산조 여섯바탕 집』,서울:은하출 사,2008.

17)이재숙, 의 책.

18) 정은선,“신쾌동 가야 ·거문고 산조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11.

19)이소 ,“심상건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6.

20)양승희,『양승희의 안기옥 가야 산조 연구Ⅰ』,서울:은하출 사,2004.

21)이지연,“한성기 가야 산조 연구:시에론 음반의 진양조, 모리를 심으로”,한국

술종합학교 술 문사논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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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

계면조

Ⅱ장에서 가야 산조의 조를 분석하기 해서는 조에 한 명확한 기

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재 구 되어 오는 가야 산조의 조는 그 내

용이 불명확하고 조를 구별하는 기 이 선법,음높이,악상 등으로 복합되

어 있기 때문에 가야 산조의 음조직을 논하기에 많은 문제 이 있다.따

라서 본고에서는 구 된 조명을 따르지 않고 심음,즉 청과 음조직으로

나 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청’이란 용어는 특정 장르의 체 인 음높이,선율 가운데서 특정한음,

선율을 구성하는 모든 음 등에서 혼란되게 쓰이나,본고에서는 심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22)청을 심음으로 보는 에서 살펴보면

가야 산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 6 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음이기

때문에 기본청이라 칭한다.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제 4 은 기본청

과 완 4도( 는 완 5도) 계에 있으며 엇청이라 칭한다.제 6 기본청

과 제 4 엇청을 제외하고는 우조 목에서 사용되는 제 7 과 제 10 이

있다.제 7 과 제 10 은 기본청과 엇청의 계와 마찬가지로 완 4도

( 는 완 5도) 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 우조청과 우조엇청으로 칭한다.

본고에서 가야 산조의 조는 구 되는 조명들과 계없이 산조의 악조,

즉 통 인 평조와 계면조로 나 어서 분석하고자 한다.가야 산조의

평조와 계면조의 음조직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가야 산조의 평조와 계면조(기본청)

22)“정악의 宮과 민속악의 청은 성격이 동일한 것이다.즉 다같이 악곡의 심음이다.”

황 연,『한국 통음악의 調』,서울 학교출 부,200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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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심음 음체계

평조

기본청 g′23)

엇청 d′

우조청 a′

우조엇청 e″

계면조

기본청 g′

엇청 d′

<표 4>를 살펴보면 평조의 上二의 음은 유동 인 특징이 있으며,계면

조의 上一의 음은 단2도 아래로 흘러내리는 시김새로 표 되기도 한다.

평조와 계면조의 결정 인 차이는 평조의 上一의 음은 청과 장2도 계에

있으며,계면조의 上一의 음은 청과 단3도 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과 조에 한 음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각 조에 따른 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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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청 a′

우조엇청 e″

Ⅲ장에서는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을 분석한 후,Ⅱ장에서

와 마찬가지로 2세 명인의 가야 산조 여섯 개와 비교분석하여 김종기

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야 산조의 선율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의 선행연구가 있었

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하나의 유 와 다른 유 의 선율을

비교하는 것이다.24)이 방법은 산조들 간의 선율의 유사함과 차이 을 알

아내는데 유용하다.이 방법은 하나의 유 가 승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승자와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된다.25)선

율을 비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율의 리듬형이나 종지형을 가지고 분석

하는 연구가 있었다.26) 는 선율의 역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23)높이가 다른 같은 음은 문자의 크기나 문자에 아포스트로 를 붙여 구별하는데,본고

에서는 이성천의 『음악통론과 그 실습』의 국식 표기를 따른다.

이성천,『음악통론과 그 실습』,서울:음악 술사,1971,14쪽.

24)박정화,“강태홍류 가야 산조와 김죽 류 가야 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진양조를

심으로”,우석 학교 석사학 논문,2000.

남정은,“강태홍류와 김죽 가야 산조 비교 분석: 모리선율을 주심으로”,원

학교 석사학 논문,2010.

원수 ,“김죽 류와 성 연류 가야 산조의 모리와 굿거리 선율비교”, 앙 학

교 석사학 논문,2003.

25)박계화,“성 연류 가야 산조 선율 변천연구: 모리에 기하여”,추계 술 학교 석사

학 논문,2004.

박희 ,“강태홍 가야 산조의 발 과정에 한 연구”,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2011.

26)정다움,“가야 산조 자진모리 리듬유형 분석연구:김윤덕류와 정남희제 황병기류를

심으로”,추계 술 학교 석사학 논문,2010.

이희원,“강태홍류 가야 산조 선율에 따른 리듬형 연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를

심으로”,부산 학교 석사학 논문,2007.



- 9 -

있다.이는 선율을 긴장과 이완의 역할로 나 어서 분석하거나27),제시·발

·강조·종지의 역할로 나 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28)

최근에는 선율을 마루29)단 로 하여 구성방법을 악한 연구가 있었

다.30)이 방법은 우선 진양조의 최소 단 인 장단 안에서 구성음들의

계를 찾고,다음으로 선율의 흐름에 따라 몇 개의 마루로 나 어 각 마루

의 선율구성을 악하는 것이다.본고에서는 마루단 의 선율분석방법을

택하여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와 여섯 개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

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강다연,“심상건 가야 산조 종지형 선율 분석: 모리에 기하여”,용인 학교 석사학

논문,2006.

이옥순,“강태홍류 가야 산조 종지형에 한 연구:진양조 계면조를 심으로”,

동국 학교 석사학 논문,2006.

27)성지은,“성 연류 가야 산조 中 자진모리 선율에 한 연구:긴장과 이완을 심으

로”, 남 학교 석사학 논문,2006.

문숙희,“가야 산조의 긴장과 이완:최옥삼류 진양조에 하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6.

28)“진양조의 선율,리듬,시김새 등을 분석하여 크게 제시선율(A),발 선율(B),강조선

율(C),종지선율(D)의 4가지로 구분하고,제시발 선율(A′),강조종지선율(C′),반종지

선율(D′), 시선율(E)로 세분화하여 분류한다.”

송윤정,“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 분석:선율유형과 구조를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10.

29)‘마루’는 하나의 악 을 지칭하는 용어로,본고에서는 선율단락을 의미한다.국악에서

마루는 악 의 단 는 하나의 단 를 이루는 악 을 지칭하는 용어로 ‘단락’과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30) 황 연,“심상건 가야 산조의 선율구성”,산조창시자 악성 김창조 기념논문집

『산조연구』, 암군 가야 산조 장사업추진 원회,2001.

황 연, “김병호산조( 모리)의 선율구성”, 산조창시자 악성 김창조 기념논문집

『산조연구』, 암군 가야 산조 장사업추진 원회,2002.

이소 ,“심상건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6.

이성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유형”,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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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음

실음

기호 연주방법

오른손으로 가야 을 뜯으며 왼손으로 을 흔들어 음의

굴곡을 만들어 주는 표
오른손으로 가야 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으로 을 강하

게 러 후 바로 돌아오는 표

∧
왼손으로 가야 을 반음 정도 다가 오른손으로 을

뜯음과 동시에 빠르게 놓아주는 표

3.채보 기보방법

본 논문에서의 채보는 진양조 한 장단을 ♩.×6으로 하 고, 재 많

은 가야 산조 악보가 사용하는 G Clef를 사용하 다.G Clef에 표기된

음의 실음은 약 완 5도 아래의 음이며,악보에 표기된 음과 실음을 비

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가야 의 음이름과 구음

오선보에 가야 산조를 채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호는 재 가야 악보

에 통용되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 으며,이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가야 연주법과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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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에 제시된 음을 한 아래 에서 러서 내는 표

한 아래에서 러서 제시음을 연주하다가 다시 윗 인

악보 제시음으로 돌아가는 표

♩ 제시음의 여음을 한음 는 두음 로 상행하는 표

♩ 제시음의 여음을 한음 는 두음 아래로 하행하는 표

♩ 한음 는 두음 아래에서 제시음을 향해 여음을 상행하는 표

♩ 한음 는 두음 에서 제시음을 향해 여음을 하행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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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1.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6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3장단,제 4장단–제 5장단,제 6장단–제 8장단,

제 9장단–제 10장단,제 11장단-제 30장단,제 31장단–제 39장단,제 40

장단–제 63장단의 일곱 단락으로 구분된다.

(1)제 1장단–제 3장단(우조청 계면조)

<악보 1>에서 보듯이 김종기류 진양조의 제 1장단–제 3장단에서 가장

심이 되는 음은 우조청인 a′이다.청인 a′의 단3도 인 c″-b′를 흘러내

려 심음인 a′로 진행하는 흐름을 보이므로 우조청 계면조이다.우조청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e″에서 음을 떨어주지 않는 것은 가락을 시작하는

내드름31)이기 때문에 음을 뻗어주는 것이다.

<악보 1>김종기류 진양조 제 1장단–제 3장단

31)“내드름이란 문자 그 로 ‘낸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작을 나타낸다.”

이재화,“거문고 산조의 선율구조”,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5,10쪽.

“가야 산조의 경우도 거문고산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내드름이란 용어는 농

악 가락에서도 시작 가락을 일컬을 때 쓰이며 드름이란 가락이라는 말이다.”

김해숙,앞의 책,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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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류

김윤덕류

안기옥류

<악보 1>을 살펴보면 제 3장단에서 종지하는 음이 심음인 우조청 a′

가 아니라 기본청인 g′이다.이와 같은 종지는 우조청에서 기본청으로 넘

어갈 때 사용되거나 우조엇청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데,김종기류 진양

조의 제 3장단은 후자의 경우이다.<표 8>에서 보듯이 김종기류 진양조

제 3장단과 같이 우조청 계면조에서 g′로 종지하는 경우는 김윤덕류 진양

조의 제 8장단과 안기옥류 진양조의 제 4장단에도 쓰인다.

<표 8>우조청 계면조의 기본청(g′)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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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4장단–제 5장단(우조엇청 계면조)

<악보 2>를 살펴보면 제 4장단–제 5장단에서 심이 되는 음은 우조엇

청인 e′이다. 제 4장단에서 심음인 e′의 단3도 의 g′가 출 하며 이를

흘러내려 심음인 e′으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제 5장단은 b′를 떨

어주고 g′를 흘러내려 e′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러므로 김종기류

진양조의 제 4장단–제 5장단은 우조엇청 계면조에 해당한다.

<악보 2>김종기류 진양조 제 4장단–제 5장단

(3)제 6장단–제 8장단(우조청 계면조)

<악보 3>의 제 6장단을 보면 c′-b로 흘러내려 심음인 a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제 7장단은 e′를 떨어주고 심음인 a′로 마무리된다.

제 8장단은 c″-b′로 흘러내려 a′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인다.그러므로 제

6장단에서 제 8장단까지는 우조청 계면조에 해당한다.

<악보 3>김종기류 진양조 제 6장단–제 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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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9장단–제 10장단(우조엇청 계면조)

<악보 4>를 살펴보면 제 9장단–제 10장단에서는 우조엇청인 e″를 심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e″의 단3도 의 음인 g″를 흘러내리는 것을 보아

계면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 9장단–제 10장단은 우조엇청 계면조이다.

<악보 4>김종기류 진양조 제 9장단–제 10장단

(5)제 11장단–제 30장단(우조청 계면조)

<악보 5>를 살펴보면 제 11장단에서 심이 되는 우조청 a′의 완 4도

아래음인 e′를 떨어주고,단3도 의 음인 c″를 흘러내려 심음인 a′로

이어진다.이와 같은 우조청 계면조의 구성은 제 30장단까지 이어진다.

<악보 5>김종기류 진양조 제 11장단–제 12장단

(6)제 31장단–제 39장단(기본청 평조)

김종기류 진양조의 제 31장단–제 39장단은 기본청인 g′를 심음으로

하며 d,g,a,d′,e′,g′,a′,c″,d″,e″,g″의 음이 출 한다.기본청(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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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장2도의 a′이므로 평조의 음조직임을 알 수 있다.<악보 6>을 살

펴보면 제 31장단에서 기본청 평조의 구성음인 d,d′,e′,g′,a′,d″가 출

하며,제 32장단에서는 심음인 g′로 종지한다.이와 같은 기본청 평조

의 구성은 제 39장단까지 이어진다.

<악보 6>김종기류 진양조 제 31장단–제 32장단

(7)제 40장단–제 63장단(기본청 계면조)

<악보 7>을 살펴보면 제 40장단에서 b♭′-a′로 흘려주고 기본청인 g′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제 41장단에서 d′를 떨어주고 심음인

g′로 종지한다.이와 같은 기본청 계면조의 구성은 제 63장단까지 이어진

다.

<악보 7>김종기류 진양조 제 40장단–제 4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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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조구성

제 1장단 – 제 3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4장단 – 제 5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6장단 – 제 8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9장단 – 제 10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11장단 – 제 30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31장단 – 제 39장단 기본청 평조
제 40장단 – 제 63장단 기본청 계면조

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41.3%

85.7%우조엇청(e″) 6.4%
기본청(g′) 38%

평조 기본청(g′) 14.3%

이상으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표 9>를 살펴보면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제 30장단까지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구성되며,기본청 평조

를 거쳐 기본청 계면조로 이어져 마무리된다.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3장단,

제 6장단–제 8장단,제 11장단–제 30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6장단으

로 체의 41.3%를 차지한다.우조엇청 계면조는 제 4장단-제 5장단,제

9장단–제 10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4장단으로 체의 6.4%를 차지한

다.기본청 평조는 제 31장단–제 39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9장단으로

체의 14.3%를 차지한다.기본청 계면조는 제 40장단–제 63장단에서 나

타나는데,총 24장단으로 체의 38%를 차지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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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조구성

제 1장단 -제 4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5장단 – 제 6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7장단 – 제 26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7장단 – 제 30장단 기본청 평조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는 우조청,

우조엇청,기본청을 심으로 한 계면조가 체의 85.7%를 차지하며,평

조가 14.3%를 구성하고 있다.계면조에서는 우조청을 심으로 한 것이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2세 명인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본 장에서는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와 2세 명인인 강태홍,김병

호,심상건,신쾌동,안기옥,한성기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을 비교

하여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에 있어서의 특징을 알아보도

록 하겠다.2세 명인의 여섯 유 진양조의 조구성을 분석하는 기 은

앞과 동일하다.

(1)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94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4장단,제 5장단–제 6장단,제 7장단–제 26장

단,제 27장단–제 30장단,제 31장단-제 33장단,제 34장단–제 39장단,

제 40장단–제 85장단,제 86장단–제 88장단,제 89장단–제 90장단,제

91장단–제 92장단,제 93장단–제 94장단의 열한 단락으로 구분된다.이

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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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장단 – 제 33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34장단 – 제 39장단 기본청 평조

제 40장단 – 제 85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86장단 – 제 88장단 엇청 계면조

제 89장단 – 제 90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91장단 – 제 92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93장단 – 제 94장단 기본청 계면조

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27.7%

89.4%
우조엇청(e″) 2.1%

기본청(g′) 56.4%

엇청(d′) 3.2%
평조 기본청(g′) 10.6%

<표 11>을 살펴보면 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구성되다가 기본청으로 심음이 이동

하여 평조와 계면조가 교 로 구성된다.제 86장단–제 88장단에는 엇청

계면조가 사용되며,제 91장단–제 92장단에서 잠시 다시 우조청 계면조

가 등장한다.

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4장단,

제 7장단–제 26장단,제 91장단–제 92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6장단으

로 체의 27.7%를 차지한다.우조엇청 계면조는 제 5장단–제 6장단에

나타나는데,총 2장단으로 체의 2.1%를 차지한다.기본청 평조는 제 27

장단–제 30장단과 제 34장단–제 39장단에 나타나는데,총 10장단으로

체의 10.6%를 차지한다.기본청 계면조는 제 31장단–제 33장단,제 40

장단–제 85장단,제 89장단–제 90장단,제 93장단–제 94장단에서 나타

나는데,총 53장단으로 체의 56.4%를 차지한다.마지막으로 엇청 계면

조는 제 86장단–제 88장단에서 나타나며 총 3장단으로 체의 3.2%를

차지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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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조구성

제 1장단 – 제 3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4장단 – 제 5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6장단 – 제 27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8장단 – 제 31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32장단 – 제 34장단 기본청 평조

제 35장단 – 제 42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43장단 – 제 45장단 비청32) 계면조

제 46장단 – 제 66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67장단 – 제 69장단 비청 계면조
제 70장단 – 제 72장단 기본청 계면조

<표 12>를 살펴보면 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계면조는 체의

89.4%를 차지하는데,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엇청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 기본청 계면조가 56.4%로 압도 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우조

청 계면조가 27.7%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평조는 기본청으로

만 구성되어 있는데, 체의 10.6%를 차지한다.

(2)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7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3장단,제 4장단–제 5장단,제 6장단–제 27장

단,제 28장단–제 31장단,제 32장단–제 34장단,제 35장단–제 42장단,

제 43장단–제 45장단,제 46장단–제 66장단,제 67장단–제 69장단,제

70장단–제 72장단의 열 단락으로 구분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32)원 실,“가야 산조의 조 – 성 연 가야 산조 진양조에 기하여”,서울 학교 석

사학 논문,1994.

원 실은 그의 논문에서 가야 산조를 이루는 기본청,엇청,우조청,우조엇청 외의 음

이 청이 되었을 때 이를 ‘비청’이라고 명명하 다.따라서 본고에서도 4가지의 기본청

외의 다른 음이 청의 역할을 하는 경우,그 청을 ‘비청’이라고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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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34.7%

95.8%
우조엇청(e″) 2.8%

기본청(g′) 50%

비청(c″․b♭′) 8.3%
평조 기본청(g′) 4.2%

<표 13>을 살펴보면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구성되다가 기본청으로 심이 이동하

여 평조와 계면조가 교 로 구성된다. 한 제 35장단부터는 기본청 계면

조와 청이 각각 c″음과 b♭′음인 비청 계면조가 교 로 사용된다.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3장단,

제 6장단–제 27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5장단으로 체의 34.7%를 차

지한다.우조엇청 계면조는 제 4장단–제 5장단에 나타나는데,총 2장단으

로 체의 2.8%를 차지한다.기본청 평조는 제 32장단–제 34장단에서 나

타나는데,총 3장단으로 체의 4.2%를 차지한다.기본청 계면조는 제 28

장단–제 31장단,제 35장단–제 42장단,제 46장단–제 66장단,제 70장

단–제 72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36장단으로 체의 5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비청 계면조는 제 43장단–제 45장단,제 67장단–제 69장단

에서 나타나는데,총 6장단으로 체의 8.3%를 차지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표 14>를 살펴보면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계면조는 체의

95.8%를 차지하는데,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비청이 사용되었다.그

기본청 계면조가 45.8%로 압도 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우조청 계면

조가 34.7%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평조는 기본청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데, 체의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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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조구성
제 1장단 – 제 3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4장단 – 제 5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6장단 – 제 14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15장단 – 제 18장단 기본청 평조

제 19장단 – 제 53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54장단 – 제 55장단 비청 계면조

제 56장단 – 제 58장단 기본청 계면조

(3)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58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3장단,제 4장단–제 5장단,제 6장단–제 14장

단,제 15장단–제 18장단,제 19장단–제 53장단,제 54장단–제 55장단,

제 56장단–제 58장단의 일곱 단락으로 구분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표 15>를 살펴보면 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구성되며,기본청 평조를 거쳐 기본청

계면조로 이어진다.기본청 계면조는 비청 계면조로 이어졌다가 다시 기

본청 계면조로 돌아와서 마무리된다.

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3장단,

제 6장단–제 14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12장단으로 체의 20.7%를 차

지한다.우조엇청 계면조는 제 4장단–제 5장단에 나타나는데,총 2장단으

로 체의 3.5%를 차지한다.기본청 평조는 제 15장단–제 18장단에서 나

타나는데,총 4장단으로 체의 6.9%를 차지한다.기본청 계면조는 제 19

장단–제 53장단,제 56장단–제 58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38장단으로

체의 65.5%를 차지한다.마지막으로 비청 계면조는 제 54장단–제 55장

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장단으로 체의 3.4%를 차지한다.이를 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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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20.7%

93.1%
우조엇청(e″) 3.5%

기본청(g′) 65.5%
비청(c″) 3.4%

평조 기본청(g′) 6.9%

장단 조구성
제 1장단 – 제 2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3장단 – 제 6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7장단 – 제 10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11장단 – 제 13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14장단 – 제 25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6장단 – 제 32장단 기본청 평조

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표 16>을 살펴보면 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계면조는 체의

93.1%를 차지하는데,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비청이 사용되었다.그

기본청 계면조가 65.5%로 압도 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우조청 계면

조가 20.7%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평조는 기본청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데, 체의 6.9%를 차지한다.

(4)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64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2장단,제 3장단–제 6장단,제 7장단–제 10장

단,제 11장단–제 13장단,제 14장단–제 25장단,제 26장단–제 32장단,

제 33장단–제 34장단,제 35장단–제 64장단의 여덟 단락으로 구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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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28.1%

89.1%
우조엇청(e″) 10.9%
기본청(g′) 46.9%

엇청(d′) 3.2%
평조 기본청(g′) 10.9%

제 33장단 – 제 34장단 엇청 계면조
제 35장단 – 제 64장단 기본청 계면조

<표 17>을 살펴보면 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구성되며 기본청 평조를 거쳐 엇청 계

면조로 이어진다.제 35장단부터는 기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2장단,

제 7장단–제 10장단,제 14장단–제 25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18장단으

로 체의 28.1%를 차지한다.우조엇청 계면조는 제 3장단–제 6장단,제

11장단–제 13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7장단으로 체의 10.9%를 차지한

다.기본청 평조는 제 26장단–제 32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7장단으로

체의 10.9%를 차지한다.엇청 계면조는 제 33장단–제 34장단에서 나타

나는데,총 2장단으로 체의 3.2%를 차지한다.마지막으로 기본청 계면

조는 제 35장단–제 64장단에서 나타나며 총 30장단으로 체의 46.9%를

차지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표 18>을 살펴보면 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계면조는 체의

89.1%를 차지하는데,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엇청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 기본청 계면조가 46.9%로 압도 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우조

청 계면조가 28.1%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평조는 기본청으로

만 구성되어 있는데, 체의 10.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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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조구성

제 1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장단 -제 5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6장단 -제 20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1장단 – 제 26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27장단 – 제 31장단 기본청 평조

제 32장단 – 제 58장단 기본청 계면조

제 59장단 – 제 60장단 비청 계면조
제 61장단 – 제 77장단 기본청 계면조

(5)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7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2장단–제 5장단,제 6장단–제 20장단,제 21장

단–제 26장단,제 27장단–제 31장단,제 32장단–제 58장단,제 59장단

–제 60장단,제 61장단–제 77장단의 여덟 단락으로 구분된다.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표 19>를 살펴보면 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사용되며,기본청 계면조를 거쳐 기본

청 평조로 이어진다.제 32장단부터 다시 기본청 계면조가 사용되며 제

59장단–제 60장단에 비청 계면조로 이어졌다가 다시 기본청 계면조로 돌

아와서 마무리된다.

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6장단–

제 20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16장단으로 체의 20.8%를 차지한다.우

조엇청 계면조는 제 2장단–제 5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4장단으로 체

의 5.2%를 차지한다.기본청 평조는 제 27장단–제 31장단에 나타나며 총

5장단으로 체의 6.5%를 차지한다.기본청 계면조는 제 21장단–제 26장

단,제 32장단–제 58장단,제 61장단–제 77장단에서 나타나며 총 50장단

으로 체의 64.9%를 차지한다.비청 계면조는 제 59장단–제 60장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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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20.8%

93.5%
우조엇청(e″) 5.2%

기본청(g′) 64.9%

비청(c″) 2.6%
평조 기본청(g′) 6.5%

장단 조구성
제 1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장단 – 제 3장단 우조엇청 계면조
제 4장단 – 제 24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25장단 – 제 27장단 기본청 평조

제 28장단 – 제 55장단 기본청 계면조

나타나며 총 2장단으로 체의 2.6%를 차지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표 20>을 살펴보면 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계면조는 체의

93.5%를 차지하는데,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비청이 사용되었다.그

기본청 계면조가 64.9%로 압도 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우조청 계면

조가 20.8%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평조는 기본청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데, 체의 6.5%를 차지한다.

(6)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총 55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조구성

에 의하면 제 1장단,제 2장단–제 3장단,제 4장단–제 24장단,제 25장

단–제 27장단,제 28장단–제 55장단의 다섯 단락으로 구분된다.이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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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심음) 백분율

계면조
우조청(a′) 40%

94.5%우조엇청(e″) 3.6%

기본청(g′) 50.9%

평조 기본청(g′) 5.5%

<표 21>을 살펴보면 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우조엇청 계면조와 교 로 구성되며,기본청 평조를 거쳐 기본청

계면조로 이어져 마무리된다.

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우조청 계면조는 제 1장단,제 4장단–

제 24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2장단으로 체의 40%를 차지한다.우조

엇청 계면조는 제 2장단–제 3장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장단으로 체의

3.6%를 차지한다.기본청 평조는 제 25장단–제 27장단에 나타나는데,총

3장단으로 체의 5.5%를 차지한다.기본청 계면조는 제 28장단–제 55장

단에서 나타나는데,총 28장단으로 체의 50.9%를 차지한다.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비율

<표 22>를 살펴보면 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서 계면조는 체의

94.5를 차지하는데,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이 사용되었다.그 기본청

계면조가 50.9%로 압도 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우조청 계면조가

40%로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평조는 기본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체의 5.5%를 차지한다.

이상으로 김종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조구성을 살펴본 결과,김종기류

진양조의 조구성에 세 가지 특징을 악할 수 있다.김종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조구성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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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자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장
단
수

김종기류
▤▥▤▥▤▤▤▤▤▤▤▦▦▦▩▩▩▩▩▩

A– B– A– B– A– C-D
63

강태홍류
▤▥▤▤▤▤▤▤▤▦▩▦▦▩▩▩▩▩▩▩▩▩▩▩□▩▤▩

A– B– A– C– D– C– D– E– D– A-D
94

김병호류
▤▥▤▤▤▤▤▤▤▩▦▩▩▩▣▩▩▩▩▩▣▩

A– B– A– D– C– D– F– D– F-D
72

신쾌동류
▤▥▤▤▤▦▩▩▩▩▩▩▩▩▩▩▣▩

A– B– A– C– D– F-D
58

심상건류
▤▥▤▥▤▤▤▤▦▦□▩▩▩▩▩▩▩▩

A– B– A– B– A– C– E-D
64

안기옥류
▤▥▤▤▤▤▩▩▦▩▩▩▩▩▩▩▩▣▩▩▩▩

A– B– A– D– C– D– F-D
77

한성기류
▤▥▤▤▤▤▤▦▩▩▩▩▩▩▩▩

A– B– A– C-D
55

보기
▤ 우조청 계면조(A)▥ 우조엇청 계면조(B)▦ 기본청 평조(C)

▩ 기본청 계면조(D)□ 엇청 계면조(E) ▣ 비청 계면조(F)

<표 23>김종기류 진양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조구성

첫 번째 특징은 김종기류 진양조는 한성기류 진양조를 제외한 나머지 산

조들에 비해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표 23>을 살펴보면 김

종기류와 한성기류 진양조는 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기본청 평

조,기본청 계면조로만 구성되어있는데 반해,강태홍류,김병호류,신쾌동

류,심상건류,안기옥류 진양조는 엇청 계면조와 비청 계면조를 사용하여

좀 더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김종기류 진양조는 계면조의 사용이 고,평조의 사용

이 많다는 이다.여기서 계면조란 기본청 계면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우조청․우조엇청․기본청․엇청․비청을 모두 포함한 계면조이다.김

종기류와 여섯 유 진양조의 조구성을 백분율로 정리하면 다음 <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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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성 김종기 강태홍 김병호 신쾌동 심상건 안기옥 한성기

우조청 계면조 41.3% 27.7% 34.7% 20.7% 28.1% 20.8% 40%

우조엇청 계면조 6.4% 2.1% 2.8% 3.5% 10.9% 5.2% 3.6%

기본청 계면조 38% 56.4% 50% 65.5% 46.9% 64.9% 50.9%

엇청 계면조 · 3.2% · · 3.2% · ·

비청 계면조 · · 8.3% 3.4% · 2.6% ·

기본청 평조 14.3% 10.6% 4.2% 6.9% 10.9% 6.5% 5.5%

평조 비율 14.3% 10.6% 4.2% 6.9% 10.9% 6.5% 5.5%

계면조 비율 85.7% 89.4% 95.8% 93.1% 89.1% 93.5% 94.5%

와 같다.

<표 24>김종기류 진양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조구성(백분율)

<표 24>를 살펴보면 김종기류를 제외한 다른 여섯 산조의 경우 계면조

의 비율이 최소 89.1%에서 최 95.8%인데 반해 김종기류 진양조의 계면

조는 85.7%를 차지한다. 신 평조의 비율이 14.3%로 가장 높다.

마지막 특징은 김종기류 진양조의 계면조에서 기본청의 사용이 많지 않

다는 이다.<표 24>를 살펴보면 김종기류 진양조는 기본청 계면조의

사용이 38%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 강태홍류는 56.4%,김병호류는 50%,

신쾌동류는 65.5%,심상건류는 46.9%,안기옥류는 64.9%,한성기류는 50.

9%의 사용을 보인다.김종기류는 기본청 계면조의 사용이 덜한 만큼 우

조청 계면조와 우조엇청 계면조의 사용이 많다.

이상으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을 살펴본 결과 우조엇청

계면조,우조청 계면조,기본청 평조,기본청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2세 의 다른 명인의 유 여섯 개와 비교한 결

과 김종기류 진양조의 세 가지 특징을 악할 수 있었다.첫째로는 조구

성이 우조청 계면조와 우조엇청 계면조 – 기본청 평조 – 기본청 계면조

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구조라는 것과,둘째로는 체에서 계면조의 비율

이 낮고 신 평조의 비율이 높다는 이고 마지막으로 기본청 계면조의

사용이 고 우조청 계면조와 우조엇청 계면조의 사용이 많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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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2박 3-4박 5-6박

aaa형

aab형

abb형

aba형

abc형

Ⅲ.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

1.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

1)장단 내 주요 구성음 분석

일반 으로 진양조는 ♩.를 단 로 여섯 개가 모여 한 장단이 구성된다.

단 박인 ♩.는 선율의 다양성을 해 ♩♪,♪♩,♪♪♪ 등의 리듬형의

조합을 통해 구성되며,진양조는 각 장단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단 박

♩.을 둘씩 묶어 1-2박,3-4박,5-6박의 세부분으로 나뉜다.33)이 세 부분

의 지배 인 역할을 하는 음인 ‘원음’을 찾아서 연결하면 세 개의 원음이

동일한 aaa형,앞의 두 원음이 반복되는 aab형,앞의 원음을 제외하고 두

원음이 반복되는 abb형, 앞뒤의 원음이 반복되는 aba형과 세 개의 원음

이 모두 다른 abc형,이 게 다섯 개 유형으로 나 수 있다.원음의 반복

구조의 다섯 유형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진양조의 원음 반복구조

앞에서 살펴본 진양조장단 안에서의 원음 반복유형을 가지고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63장단의 원음을 악하고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33)이보형,“산조의 리듬형과 장단구조”,서울 학교 음악 학부설 동양음악연구소 학술

토론회 『산조연구의 회고와 망』,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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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장단으로 1-2박에서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앞의 원음과 연결된 e″로 세 개의 원음이

모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8>김종기류 진양조 제 1장단

<악보 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2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9>김종기류 진양조 제 2장단

<악보 1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장단이다.제 3장단의 선율은 제 1장

단과 제 2장단에 비해 활발히 움직인다.1-2박의 c″음은 b′음으로 하행하

는 진행을 보이며 지배 인 역할을 하는 음은 e″이다.3-4박의 원음은 a′,

5-6박의 원음은 g′가 되며,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10>김종기류 진양조 제 3장단

<악보 11>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e′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11>김종기류 진양조 제 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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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5장단이다.<악보 12>를 살펴보면

1-2박의 g′음은 f#′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며 심이 되는 음은 b′이

다.3-4박의 원음은 b′,5-6박의 원음은 e′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

이다.마지막 g′음은 제 6장단의 시작음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보 12>김종기류 진양조 제 5장단

<악보 13>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6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13>김종기류 진양조 제 6장단

<악보 14>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7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14>김종기류 진양조 제 7장단

<악보 15>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8장단으로 1-2박의 선율은 제 3장단

의 1-2박의 선율과 같으며 원음은 e″이다.3-4박의 원음은 a′,5-6박의 원

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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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김종기류 진양조 제 8장단

<악보 16>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9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e″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16>김종기류 진양조 제 9장단

<악보 17>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0장단이다.<악보 17>을 살펴보면

1-2박의 g″음은 f＃″음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며 지배 인 음은 b″이

다.3-4박은 1-2박의 b″에서 심음이 e″로 이동하 으며,5-6박의 원음

은 e″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17>김종기류 진양조 제 10장단

<악보 1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1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a′로 앞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18>김종기류 진양조 제 11장단

<악보 1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12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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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김종기류 진양조 제 12장단

<악보 2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3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e′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20>김종기류 진양조 제 13장단

<악보 21>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4장단이다.제 14장단의 1-2박이 복

잡해 보이나 2박에 출 하는 음들은 3박의 e음으로 연결하는 연결구이기

때문에 원음은 g′이다.3-4박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21>김종기류 진양조 제 14장단

<악보 22>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15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22>김종기류 진양조 제 15장단

<악보 23>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6장단이다.<악보 23>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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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장단은 e′와 a′로만 구성되어 있다.1-2박의 원음은 a′,3-4박의 원

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세 원음이 모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23>김종기류 진양조 제 16장단

<악보 24>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17장단이다.<악보 24>에서 보듯이

제 17장단도 제 16장단과 같이 e′와 a′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선율의 움직

임이 좀 더 활발하다.1-2박의 원음은 a′,3-4박의 원음은 a′,5-6박의 원

음은 a′로 제 16장단과 마찬가지로 세 원음이 모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24>김종기류 진양조 제 17장단

<악보 25>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18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e′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25>김종기류 진양조 제 18장단

<악보 26>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19장단이다.<악보 26>을 살펴보면 1

박의 e′은 a′올라가는 경과구이며 2박의 g′-f＃′는 3박의 e′로 연결되는 흐

름을 보이기 때문에 1-2박의 원음은 a′로 볼 수 있다.3-4박의 원음은 e′,

5-6박의 원음은 a′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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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김종기류 진양조 제 19장단

<악보 27>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20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세 원음이 모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27>김종기류 진양조 제 20장단

<악보 2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21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a′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28>김종기류 진양조 제 21장단

<악보 2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22장단이다.<악보 29>에서 보듯이

제 22장단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d″로 심음이 이동하 다.1-2박의

원음은 d″,3-4박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d″로 세 원음이 모두 같

은 aaa형이다.

<악보 29>김종기류 진양조 제 22장단

<악보 3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23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3-4박의 원음과 이어진 a′로 뒤의 두 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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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30>김종기류 진양조 제 23장단

<악보 31>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24장단이다.제 24장단에서 2박의 c″

-e″-c″-b′의 선율 흐름은 3박의 원음 e′로 연결되는 경과구이며,1-2박의

원음은 a′이다.3-4박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a′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31>김종기류 진양조 제 24장단

<악보 32>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25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d″로 세 원음이 모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32>김종기류 진양조 제 25장단

<악보 33>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26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d″로 세 원음이 모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33>김종기류 진양조 제 2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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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27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34>김종기류 진양조 제 27장단

<악보 35>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28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a′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35>김종기류 진양조 제 28장단

<악보 36>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29장단이다.<악보 36>을 살펴보면

1-2박의 선율이 복잡해 보이나 선율이 a-a′로 시작하고 a′음을 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음은 a′가 된다.3-4박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e″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36>김종기류 진양조 제 29장단

<악보 37>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0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3-4박의 원음과 연결된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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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김종기류 진양조 제 30장단

<악보 3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1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38>김종기류 진양조 제 31장단

<악보 3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32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39>김종기류 진양조 제 32장단

<악보 4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3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d″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40>김종기류 진양조 제 33장단

<악보 41>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4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e″,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e″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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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김종기류 진양조 제 34장단

<악보 42>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35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42>김종기류 진양조 제 35장단

<악보 43>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6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c″,3-4박

의 원음은 e″,5-6박의 원음은 d″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43>김종기류 진양조 제 36장단

<악보 44>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37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e″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44>김종기류 진양조 제 37장단

<악보 45>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38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g′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45>김종기류 진양조 제 38장단



- 41 -

<악보 46>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39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46>김종기류 진양조 제 39장단

<악보 47>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0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b♭′에서

흘러내린 a′이며,3-4박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3-4박의 원음과 이

어진 g′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47>김종기류 진양조 제 40장단

<악보 4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1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48>김종기류 진양조 제 41장단

<악보 4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42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49>김종기류 진양조 제 42장단

<악보 5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3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이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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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a′는 d″로 상행하는 연결구로 3-4박의 원음은 d″가 되며,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50>김종기류 진양조 제 43장단

<악보 51>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4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g″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51>김종기류 진양조 제 44장단

<악보 52>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45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악보 52>김종기류 진양조 제 45장단

<악보 53>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6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3-4박의 원음과 이어진 g′로 세 원음이 모

두 같은 aaa형이다.

<악보 53>김종기류 진양조 제 4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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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47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54>김종기류 진양조 제 47장단

<악보 55>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48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c″,3-4박

의 원음은 c″,5-6박의 원음은 b♭′으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55>김종기류 진양조 제 48장단

<악보 56>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49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b♭′,5-6박의 원음은 b♭′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56>김종기류 진양조 제 49장단

<악보 57>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50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f″,3-4박

의 원음은 c″,5-6박의 원음은 b♭′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57>김종기류 진양조 제 50장단

<악보 5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51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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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b♭′으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

다.

<악보 58>김종기류 진양조 제 51장단

<악보 5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52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g′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59>김종기류 진양조 제 52장단

<악보 6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53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g′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60>김종기류 진양조 제 53장단

<악보 61>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54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a′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61>김종기류 진양조 제 54장단

<악보 62>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55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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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g′로 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b형이다.

<악보 62>김종기류 진양조 제 55장단

<악보 63>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56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c″,3-4박

의 원음은 c″,5-6박의 원음은 b♭′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63>김종기류 진양조 제 56장단

<악보 64>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57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64>김종기류 진양조 제 57장단

<악보 65>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58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c″,3-4박

의 원음은 c″,5-6박의 원음은 b♭′으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65>김종기류 진양조 제 58장단

<악보 66>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59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b♭′,3-4

박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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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김종기류 진양조 제 59장단

<악보 67>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60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g″,5-6박의 원음은 a′로 앞의 두 원음이 같은 aab형이다.

<악보 67>김종기류 진양조 제 60장단

<악보 68>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61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a′,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68>김종기류 진양조 제 61장단

<악보 69>는 김종기류 진양조 제 62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d′,3-4박

의 원음은 d″,5-6박의 원음은 g′로 세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이다.

<악보 69>김종기류 진양조 제 62장단

<악보 70>은 김종기류 진양조 제 63장단으로 1-2박의 원음은 g′,3-4박

의 원음은 a′,5-6박의 원음은 g′로 앞뒤의 두 원음이 같은 aba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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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8개 12.7%

79.4%
aab형 10개 15.9%

abb형 20개 31.8%
aba형 12개 19%

abc형 13개 20.6%

<악보 70>김종기류 진양조 제 63장단

이상으로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내에서 원음을 살펴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26>을 살펴보면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유형은 aaa형이

8개(12.7%),aab형이 10개(15.9%),abb형이 20개(31.8%),aba형이 12개(1

9%),abc형이 13개(20.6%)로 반복형인 aaa형,abb형,aab형,aba형이 체

의 79.4%를 차지했다.반복형 에서는 특히 abb형이 31.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김종기류 진양조의 선율구조 분석

앞에서 진양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선율단 인 장단에서 지배 인 3개

의 원음을 찾아내어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선율의 최소 단 인

장단들로 이루어진 진양조는 선율의 진행과 내드름을 바탕으로 몇 개의

작은 마루로 나 수 있다.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를 마루 단 로

나 면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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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장단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12장단 12장단

제 2마루 제 13장단 ― 제 21장단 9장단

제 3마루 제 22장단 ― 제 32장단 11장단

제 4마루 제 33장단 ― 제 39장단 7장단

제 5마루 제 40장단 ― 제 47장단 8장단

제 6마루 제 48장단 ― 제 55장단 8장단
제 7마루 제 56장단 ― 제 63장단 8장단

<표 27>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마루별로 선율흐름을 악하기 해서 각 장단에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원음을 본음이라고 하고 이 본음들을 연결하여 마루별 선율구성의 흐름을

악하도록 하겠다.본음을 정하는 기 은 각 장단에서 두 번 이상 반복

되는 원음으로 하고,만약 3개의 원음이 모두 다른 abc형일 경우에는 마

지막 음으로 하겠다.

(1)제 1마루 (제 1장단–제 12장단)

제 1마루는 제 1장단에서 제 12장단까지 총 12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은

<악보 71>에서 보듯이 e″-a′–g′–g′–b′–a–a′–g′–g″-e″-a′-g′의 진

행을 보인다.

<악보 71>김종기류 진양조 제 1마루 (제 1장단–제 12장단)

제 1마루는 e″음에서 시작하여 완 5도 아래의 a′음으로 하행한 뒤 g′와

b′를 거쳐 a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행하여 g″음으로 올라간 후 e″-a′-

g′로 차 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제 1장단–제 2장단은 완 5도

계로 짝을 이루고 있고 제 3장단과 제 4장단은 같은 본음이 연속하여 쓰

여 두 장단은 변주 반복선율이라는 유기 계에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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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제 6장단-제 7장단과 제 8장단–제 9장단은 한 옥타 의 같은 음으

로 진행되는데,이는 달고 맺는 변주 반복선율의 계이다.35)제 1마루

는 7개의 마루 에서 가장 길며,높은 음역 와 낮은 음역 를 모두 이

동하는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2)제 2마루 (제 13장단–제 21장단)

제 2마루는 제 13장단에서 제 21장단까지 총 9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은

<악보 72>에서 보듯이 g′–a–a′–a′–a′–e′–a′–a′-a′의 진행을 보인

다.

<악보 72>김종기류 진양조 제 2마루 (제 13장단–제 21장단)

제 2마루는 g′음에서 시작한 후 a음으로 떨어졌다가 한 옥타 의 a′

음로 올라와서 세 장단동안 지속된 후 e′음으로 하행하 다가 다시 돌아

와서 a′음으로 종지한다.제 14장단–제 15장단은 옥타 계의 변주

반복선율이며,a′-a′가 짝을 이루는 변주 반복선율이 주를 이룬다.제 1

마루와 달리 높은 음역 와 낮은 음역 의 이동이 많지 않고 같은 음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많아 부드러운 선율 흐름을 보인다.

34)“동일한 본음의 연속은 그 두 장단의 선율이 ‘변주 반복선율’이라는 유기 계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황 연, “심상건 가야 산조의 선율구성”, 산조창시자 악성김창조 기념논문집

『산조연구』, 암군 가야 산조 장사업추진 원회,2001,213쪽.

35)“동일한 원음의 연속, 는 옥타 계의 반복은 한 장단 안의 기본가락 둘이 달고

맺는 ‘변주 반복선율’이라는 유기 계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황 연, “김병호산조( 모리)의 선율구성”, 산조창시자 악성 김창조 기념논문집

『산조연구』, 암군 가야 산조 장사업추진 원회,2002,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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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마루 (제 22장단–제 32장단)

제 3마루는 제 22장단에서 제 32장단까지 총 11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

은 <악보 73>에서 보듯이 d″-a′–a′–d″-d″-a′–a′–e″-a–a′–g′의 진행

을 보인다.

<악보 73>김종기류 진양조 제 3마루 (제 22장단–제 32장단)

제 3마루는 d″음으로 시작하여 a′음과 번갈아 나오다가 e″음으로 상행

후 a음으로 격히 떨어진다.그 후 다시 한 옥타 로 상행하 다가

g′음으로 종지한다.a′-a′,d″-d″,a′-a′가 각각 짝을 이루는 변주 반복

선율의 계에 있다.제 1마루와 마찬가지로 마루의 길이가 길며,높은 음

역 와 낮은 음역 를 이동하는 선율을 가지고 있다.

(4)제 4마루 (제 33장단–제 39장단)

제 4마루는 제33장단에서 제39장단까지 총 7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은

<악보 74>와 같이 d″-e″-g′–d″-g″-a′-g′의 진행을 보인다.

<악보 74>김종기류 진양조 제 4마루 (제 33장단–제 39장단)

제 4마루는 d″음에서 시작하여 e″를 거쳐 g′음으로 하행하 다가 다시

d″음으로 상행하여 g″음까지 올라갔다가 제3마루와 같이 a′음을 거쳐 g′

음으로 종지한다.제 4마루의 경우 반복되며 짝을 이루는 형태가 없고,선

율의 심이 계속 이동하는 형태를 보인다.7개의 마루 에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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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 에서 선율을 진행시킨다.

(5)제 5마루 (제 40장단–제 47장단)

제 5마루는 제 40장단에서 제 47장단까지 총 8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은

<악보 75>와 같이 g′–g′–g″-g″-g″-g″-g′-g′의 진행을 보인다.

<악보 75>김종기류 진양조 제 5마루 (제 40장단–제 47장단)

제 5마루는 g′음에서 시작하여 한 옥타 인 g″음으로 상행하여 지속

되다가 다시 g′음으로 하행 후 종지한다.제 5마루는 모두 g′음과 g″음으

로만 구성이 되며,g′-g′,g″-g″,g″-g″,g′-g′가 둘씩 짝을 이루는 변주

반복선율이라는 유기 계를 띈다.

(6)제 6마루 (제 48장단–제 55장단)

제 6마루는 제48장단에서 제55장단까지 총 8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은

<악보 76>에서 보듯이 c″–b♭′-b♭′-b♭′-g′–g′–a′–g′의 진행을 보인

다.

<악보 76>김종기류 진양조 제 6마루 (제 48장단–제 55장단)

제 6마루는 c″음에서 시작하여 b♭′음으로 하행하 다가 다시 g′음으로

하행한 후 a′를 거쳐 g′음으로 종지한다.b♭′-b♭′와 g′-g′가 짝을 이루는

변주 반복선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한 변화 없이 물 흐르듯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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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12장단

제 2마루

제 13장단-제 21장단

제 3마루

제 22장단-제 32장단

제 4마루

제 33장단-제 39장단

운 선율흐름을 띄고 있다.

(7)제 7마루 (제 56장단–제 63장단)

제 7마루는 제 56장단에서 제 63장단까지 총 8장단으로 구성되며 선율은

<악보 77>에서 보듯이 c″–g′–c″–g′–g″-g″-g′-g′의 진행을 보인다.

<악보 77>김종기류 진양조 제 7마루 (제 56장단–제 64장단)

제 7마루는 c″음과 g′음이 번갈아가며 진행되다가 g″음으로 상행한 뒤

다시 g′음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제 7마루는 c″-g′의 짝을 이루는 형태

와 g″-g″,g′-g′의 변주 반복선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상으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을 마루단 로 살펴본

결과,총 63장단을 7개의 마루로 나 수 있었다.이를 정리하면 <표 28>

과 같다.

<표 28>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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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마루

제 40장단-제 47장단

제 6마루

제 48장단-제 55장단

제 7마루

제 56장단-제 63장단

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14개 14.9%

76.6%
aab형 18개 19.2%

abb형 27개 28.7%

aba형 13개 13.8%
abc형 22개 23.4%

<표 28>을 살펴보면 김종기류 진양조의 7개의 마루는 길이는 엇비슷하

나,높은 음역 와 낮은 음역 를 이동하며 진행되는 선율,비슷한 음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율,높은 음에서 낮음 음으로 떨어지는 선율,같은

음이 짝을 이루어 반복되는 선율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2.2세 명인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

2)장단 내 주요 구성음 분석

(1)강태홍류 가야 산조

강태홍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총 94장단의 원음을 살펴보고,그 원음의

반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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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12개 16.7%

73.6%aab형 13개 18%

abb형 20개 27.8%
aba형 8개 11.1%

abc형 19개 26.4%

<표 29>를 살펴보면 강태홍류 진양조에서 원음이 반복되는 유형은 총

72장단으로 체의 76.6%를 차지한다.반복형 에서는 abb형이 28.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김병호류 가야 산조

김병호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총 72장단의 원음을 살펴보고,그 원음의

반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표 30>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30>을 살펴보면 김병호류 진양조에서 원음이 반복되는 유형은 총

53장단으로 체의 73.6%를 차지한다.반복형 에서는 abb형이 27.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3)신쾌동류 가야 산조

신쾌동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총 58장단의 원음을 살펴보고,그 원음의

반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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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5개 8.6%

62.1%
aab형 7개 12.1%

abb형 16개 27.6%
aba형 8개 13.8%

abc형 22개 37.9%

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17개 26.6%

75%
aab형 11개 17.2%
abb형 15개 23.4%

aba형 5개 7.8%

abc형 16개 25%

<표 31>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31>을 살펴보면 신쾌동류 진양조에서 원음이 반복되는 유형은 총

36장단으로 체의 62.1%를 차지한다.반복형 에서는 abb형이 27.6%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4)심상건류 가야 산조

심상건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총 64장단의 원음을 살펴보고,그 원음의

반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32>를 살펴보면 심상건류 진양조에서 원음이 반복되는 유형은 총

48장단으로 체의 75%를 차지한다.반복형 에서는 aaa형이 26.6%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5)안기옥류 가야 산조

안기옥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총 77장단의 원음을 살펴보고,그 원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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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8개 10.4%

71.5%
aab형 10개 13%
abb형 21개 27.3%

aba형 16개 20.8%
abc형 22개 28.5%

유형 장단수 백분율

반복형

aaa형 11개 20%

63.6%
aab형 9개 16.3%

abb형 10개 18.2%
aba형 5개 9.1%

abc형 20개 36.4%

반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33>을 살펴보면 안기옥류 진양조에서 원음이 반복되는 유형은 총

55장단으로 체의 71.5%를 차지한다.반복형 에서는 abb형이 27.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6)한성기류 가야 산조

한성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 총 55장단의 원음을 살펴보고,그 원음의

반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34>를 살펴보면 한성기류 진양조에서 원음이 반복되는 유형은 총

35장단으로 체의 63.6%를 차지한다.반복형 에서는 aaa형이 2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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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
aaa형 aab형 abb형 aba형

반복형

합계
abc형

김종기
장단수 8 10 20 12 50 13

백분율(%) 12.7 15.9 31.8 19 79.4 20.6

강태홍
장단수 14 18 27 13 72 22

백분율(%) 14.9 19.2 28.7 13.8 76.6 23.4

김병호
장단수 12 13 20 8 53 19

백분율(%) 16.7 18.1 27.8 11.1 73.6 26.4

신쾌동
장단수 5 7 16 8 36 22
백분율(%) 8.6 12.1 27.6 13.8 62.1 37.9

심상건
장단수 17 11 15 5 48 16
백분율(%) 26.6 17.2 23.4 7.8 75 25

안기옥
장단수 8 10 21 16 55 22
백분율(%) 10.4 13 27.3 20.8 71.4 28.6

한성기
장단수 11 9 10 5 35 20

백분율(%) 20 16.3 18.2 9.1 63.6 36.4

이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여섯 유 의 산조와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장

단 내 원음 반복 유형을 살펴보면,김종기류 가야 산조에서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악할 수 있다.김종기류와 여섯 유 의 진양조의 원음 반

복유형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김종기류 진양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원음 반복유형

<표 35>를 살펴보면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는 다른 여섯 산조에

비해서 장단 내 원음을 반복하는 유형인 aaa형,aab형,abb형,aba형이 반

복하지 않는 abc형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김종기류 진양조의 경우,

장단 내 원음을 반복하는 유형이 79.4%로 강태홍류 진양조 76.6%,김병

호류 진양조 73.6%,신쾌동류 진양조 62.1%,심상건류 진양조 75%,안기

옥류 진양조 71.4%,한성기류 진양조 63.6%에 비해서 가장 많다.즉,김

종기류 진양조는 장단 내에서 주로 원음을 반복시키는 형태로 선율을 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김종기류 진양조는 장단 내 원음을 반복하는 네 가지의 유형인 aaa

형,aab형,abb형,aba형 에서 abb형이 31.7%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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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장단 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8장단 8장단

제 2마루 제 9장단 ― 제 12장단 4장단

제 3마루 제 13장단 ― 제 25장단 13장단
제 4마루 제 26장단 ― 제 33장단 8장단

제 5마루 제 34장단 ― 제 43장단 10장단
제 6마루 제 44장단 ― 제 51장단 8장단

제 7마루 제 52장단 ― 제 65장단 14장단
제 8마루 제 66장단 ― 제 69장단 4장단

제 9마루 제 70장단 ― 제 75장단 6장단

제 10마루 제 76장단 ― 제 85장단 10장단
제 11마루 제 86장단 ― 제 90장단 5장단

제 12마루 제 91장단 ― 제 94장단 4장단

수 있다.abb형은 처음 내주는 음에서 다음 음으로 도약,혹은 하행한 후

종지까지 같은 음을 심으로 진행되어 선율의 안정감을 주는 유형이다.

만약 aaa형이 많을 경우 선율이 동일한 음을 심으로 움직여 다소

할 수 있으나,김종기류 진양조의 경우 체 으로는 원음을 반복하는 유

형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얻고 그 안에서는 원음이 완 히 일치하는 aaa형

보다는 변화를 가지면서 안정감을 가지는 abb형을 사용하 다.

2)2세 명인의 진양조의 마루단 선율구조 분석

(1)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와 선율구성

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94장단은 12개의 마루로 구분된다.

<표 36>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표 36>을 살펴보면 강태홍류 진양조의 각각의 마루는 4장단을 하나의

단락으로 하는 짧은 것부터 14장단을 한 단락으로 하는 긴 것 까지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다.마루별 선율구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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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8장단

제 2마루

제 9장단-제 12장단

제 3마루

제 13장단-제 25장단

제 4마루

제 26장단-제 33장단

제 5마루

제 34장단-제 43장단

제 6마루

제 44장단-제 51장단

제 7마루

제 52장단-제 65장단

제 8마루

제 66장단-제 69장단

제 9마루

제 70장단-제 75장단

제 10마루

제 76장단-제 85장단

제 11마루

제 86장단-제 90장단

제 12마루

제 91장단-제 94장단

<표 37>강태홍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표 37>을 살펴보면 강태홍류 진양조의 마루는 제 2마루와 제 12마루를

제외하고는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낮은 음으로 하행하는 선율흐름을 보인

다. 한 12개의 마루 5개의 마루를 제외한 제 1마루,제 2마루,제 3

마루,제 4마루,제 5마루,제 10마루,제 12마루에서 본음을 반복시켜 종

지하는 형태를 띤다.총 12개의 마루 제 1마루,제4마루,제 5마루,제

6마루,제 7마루,제 10마루,제 12마루에서는 본음이 한 옥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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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장단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9장단 9장단
제 2마루 제 10장단 ― 제 14장단 5장단

제 3마루 제 15장단 ― 제 25장단 11장단

제 4마루 제 26장단 ― 제 31장단 6장단
제 5마루 제 32장단 ― 제 36장단 5장단

제 6마루 제 37장단 ― 제 40장단 4장단
제 7마루 제 41장단 ― 제 50장단 10장단

제 8마루 제 51장단 ― 제 58장단 8장단

제 9마루 제 59장단 ― 제 66장단 8장단
제 10마루 제 67장단 ― 제 72장단 6장단

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9장단

제 2마루

제 10장단-제 14장단

움직이며 활발한 선율흐름을 보이며,제 2마루,제 3마루,제 8마루,제 9

마루,제 11마루에서는 선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부드러운 흐름을 보인

다.

(2)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와 선율구성

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72장단은 10개의 마루로 구분된다.

<표 38>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표 38>을 살펴보면 김병호류 진양조의 각각의 마루는 짧게는 4장단에

서 길게는 11장단까지 구성되어 있다.마루별 선율구성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표 39>김병호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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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마루

제 15장단-제 25장단

제 4마루

제 26장단-제 31장단

제 5마루

제 32장단-제 36장단

제 6마루

제 37장단-제 40장단

제 7마루

제 41장단-제 50장단

제 8마루

제 51장단-제 58장단

제 9마루

제 59장단-제 66장단

제 10마루

제 67장단-제 72장단

<표 39>를 살펴보면 제 6마루와 제 7마루,제 9마루,제 10마루를 제외

하고는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낮은 음으로 하행하는 선율흐름을 보인다.

한 제 3마루와 제 6마루,제 8마루를 제외한 제 1마루,제 2마루,제 4

마루,제 5마루,제 7마루,제 9마루,제 10마루에서 본음을 반복시켜 종지

하는 형태를 띤다.총 10개의 마루 에서 제 5마루만이 선율이 크게 움

직이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며,나머지 9개의 마루는 본음이 한 옥타

이상으로 움직이며 활발한 선율흐름을 보인다.

(3) 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와 선율구성

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58장단은 8개의 마루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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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장단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7장단 7장단

제 2마루 제 8장단 ― 제 18장단 11장단
제 3마루 제 19장단 ― 제 23장단 5장단

제 4마루 제 24장단 ― 제 26장단 3장단
제 5마루 제 27장단 ― 제 33장단 7장단

제 6마루 제 34장단 ― 제 41장단 8장단

제 7마루 제 42장단 ― 제 47장단 6장단
제 8마루 제 48장단 ― 제 58장단 11장단

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7장단

제 2마루

제 8장단-제 18장단

제 3마루

제 19장단-제 23장단

제 4마루

제 24장단-제 26장단

제 5마루

제 27장단-제 33장단

제 6마루

제 34장단-제 41장단

제 7마루

제 42장단-제 47장단

제 8마루

제 48장단-제 58장단

<표 40>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표 40>을 살펴보면 신쾌동류 진양조의 제 3마루와 제 4마루는 3장단이

한 단락을 이루는 짧은 길이의 마루이며,제 2장단과 제 8장단은 11장단

이 하나의 마루를 이루며 긴 선율흐름을 보인다.마루별 선율구성을 살펴

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신쾌동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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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장단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9장단 9장단
제 2마루 제 10장단 ― 제 14장단 5장단

제 3마루 제 15장단 ― 제 22장단 8장단

제 4마루 제 23장단 ― 제 25장단 3장단
제 5마루 제 26장단 ― 제 32장단 7장단

제 6마루 제 33장단 ― 제 38장단 6장단
제 7마루 제 39장단 ― 제 48장단 10장단

제 8마루 제 49장단 ― 제 56장단 8장단
제 9마루 제 57장단 ― 제 64장단 8장단

<표 41>을 살펴보면 신쾌동류 진양조의 8개의 마루 제 1마루,제 2

마루,제 4마루,제 5마루는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낮은 음으로 하행하는

선율흐름을 보인다.제 3마루와 제 6마루,제 7마루는 같은 음을 반복하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인다. 한 제 2마루와 제 6마루를 제외한 나머지 제

1마루,제 3마루,제 4마루,제 5마루,제 7마루,제 8마루에서 본음을 반

복시켜 종지하는 형태를 띤다.총 8개의 마루 제 2마루,제 6마루,제

7마루,제 8마루에서는 본음이 한 옥타 이상으로 움직이며 활발한 선율

흐름을 보이며,제 1마루,제 3마루,제 4마루,제 5마루에서는 선율이 크

게 움직이지 않고 부드러운 흐름을 보인다.

(4)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와 선율구성

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64장단은 9개의 마루로 구분된다.

<표 42>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표 42>를 살펴보면 심상건류 진양조의 각각의 마루는 짧게는 3장단에

서 길게는 10장단까지 구성되어 있다.마루별 선율구성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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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9장단

제 2마루

제 10장단-제 14장단

제 3마루

제 15장단-제 22장단

제 4마루

제 23장단-제 25장단

제 5마루

제 26장단-제 32장단

제 6마루

제 33장단-제 38장단

제 7마루

제 39장단-제 48장단

제 8마루

제 49장단-제 56장단

제 9마루

제 57장단-제 64장단

<표 43>심상건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표 43>을 살펴보면 심상건류 진양조의 제 1마루와 제 8마루는 높은 음

에서 낮은 음으로 향하는 시작을 보이며,제 2마루와 제 5마루,제 9마루

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향하는 시작을 보인다.제 3마루와 제 4마루,

제 6마루,제 7마루는 같은 음을 반복하여 시작하는 흐름을 보인다. 한

제 5마루,제 6마루,제 8마루를 제외한 제 1마루,제 2마루,제 3마루,제

4마루,제 7마루,제 9마루에서 낮은음으로 하행하는 종지 형태를 보인다.

총 9개의 마루 제 3마루,제 8마루,제 9마루는 선율이 부드럽게 움직

이는 흐름을 보이며,나머지 6개의 마루는 한 옥타 이상으로 활발히 움

직이는 흐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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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장단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10장단 10장단

제 2마루 제 11장단 ― 제 17장단 7장단
제 3마루 제 18장단 ― 제 26장단 9장단

제 4마루 제 27장단 ― 제 31장단 5장단
제 5마루 제 32장단 ― 제 45장단 14장단

제 6마루 제 46장단 ― 제 56장단 11장단

제 7마루 제 57장단 ― 제 63장단 7장단
제 8마루 제 64장단 ― 제 69장단 6장단

제 9마루 제 70장단 ― 제 77장단 8장단

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10

제 2마루

제 11장단-제 17장단

제 3마루

제 18장단-제 26장단

제 4마루

제 27장단-제 31장단

제 5마루

제 32장단-제 45장단

제 6마루

제 46장단-제 56장단

(5)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와 선율구성

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77장단은 9개의 마루로 구분된다.

<표 44>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표 44>를 살펴보면 안기옥류 진양조의 제 5마루는 14장단이 하나의 단

락을 이루는데,이는 김종기류와 여섯 유 진양조 에서 가장 긴 형태

이다.마루별 선율구성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표 45>안기옥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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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마루

제 57장단-제 63장단

제 8마루

제 64장단-제 69장단

제 9마루

제 70장단-제 77장단

구분 총 장단수

제 1마루 제 1장단 ― 제 11장단 11장단
제 2마루 제 12장단 ― 제 18장단 7장단

제 3마루 제 19장단 ― 제 23장단 5장단

제 4마루 제 24장단 ― 제 27장단 4장단
제 5마루 제 28장단 ― 제 38장단 11장단

제 6마루 제 39장단 ― 제 47장단 9장단
제 7마루 제 48장단 ― 제 55장단 8장단

<표 45>를 살펴보면 안기옥류 진양조의 제 1마루와 제 9마루는 낮은 음

에서 높은 음으로 향하는 시작을 보이며,제 2마루와 제 6마루,제 7마루,

제 8마루는 높은 음에서 낮은음으로 향하는 시작을 보인다.제 3마루와

제 4마루,제 5마루는 같은 음을 반복하여 시작하는 흐름을 보인다. 한

제 4마루와 제 5마루,제 8마루를 제외한 제 1마루,제 2마루,제 3마루,

제 6마루,제 7마루,제 9마루에서 본음을 반복시켜 종지하는 형태를 띤

다.총 9개의 마루 제 2마루,제 4마루,제 6마루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며,제 1마루,제 3마루,제 5마루,제 7마루,제 8마루,제 9마

루에서는 본음이 한 옥타 이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흐름을 보인다.

(6)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와 선율구성

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 총 55장단은 7개의 마루로 구분된다.

<표 46>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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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율

제 1마루

제 1장단-제 11장단

제 2마루

제 12장단-제 18장단

제 3마루

제 19장단-제 23장단

제 4마루

제 24장단-제 27장단

제 5마루

제 28장단-제 38장단

제 6마루

제 39장단-제 47장단

제 7마루

제 48장단-제 55장단

<표 46>을 살펴보면 한성기류 진양조의 각각의 마루는 짧게는 4장단에

서 길게는 11장단까지 구성되어 있다.마루별 선율구성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한성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마루별 선율구성

<표 47>을 살펴보면 한성기류 진양조의 제 1마루와 제 2마루,제 6마루

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향하는 시작을 보이며,제 4마루와 제 7마루

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향하는 시작을 보인다.제 3마루와 제 5마루

는 같은 음을 반복하여 시작하는 흐름을 보인다. 한 제 2마루와 제 3마

루를 제외한 제 1마루,제 4마루,제 5마루,제 6마루,제 7마루에서 본음

을 반복시켜 종지하는 형태를 띤다.총 7개의 마루 모두가 본음이 한 옥

타 이상으로 움직이며 활발한 선율흐름을 보인다.

이상으로 6개 유 의 진양조를 마루단 로 구분하고 그 선율을 살펴본

결과,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에서 두 가지 구별되는 특

징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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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류 강태홍류 김병호류 신쾌동류 심상건류

김종기류 진양조  여  유파 진양조의 율흐

름

첫째로 김종기류 진양조는 최소 7개의 장단에서 최 12개의 장단이 하

나의 마루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다른 여섯 유 의 진양조는 짧게는 3개

의 장단에서 많게는 14개의 장단이 하나의 마루를 이루고 있다.비슷한

길이의 단락으로 선율을 진행시키는 김종기류 진양조는 체 으로 안정

감을 주며,단락 구성에 있어서 단조로운 형태를 띤다.

두 번째로 김종기류 진양조의 선율은 다른 여섯 유 진양조의 선율에

비해 선율의 이동이 빠르지 않고 음을 지속시키는 형태를 띤다. 한 선

율이 움직이는 폭도 다른 유 에 비해 좁아 체 으로 안정감 있는 형태

를 보인다.김종기류 진양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선율흐름을 비교해 보

면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김종기류 진양조와 여섯 유 진양조의 선율흐름

<표 48>을 살펴보면 김종기류 진양조 선율의 최고음은 다른 여섯 산조

와 비슷한 높이를 가진다.그러나 최 음은 다른 여섯 유 의 산조보다

높아 선율이 움직이는 폭이 좁다. 한 다른 산조들은 선율이 아래로

움직이는 주기가 짧아 선율이 보다 활발히 움직이는데 반해,김종기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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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의 선율은 아래로 움직이는 주기가 길어 안정 인 흐름을 보인다.

이상으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을 살펴본 결과 김종기

류 진양조는 장단 내에서 원음을 반복시키는 반복형이 총 79.4%가 사용

되었고,반복형 에서도 특히 abb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김종기류

진양조의 마루는 총 7개로 나 수 있는데,각각의 마루는 길이는 엇비슷

하나 다양한 형태의 선율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한 2세 의 여섯 유

와 김종기류의 진양조를 비교해봤을 때 김종기류 진양조의 선율구성은 마

루가 비슷한 길이로 구성되어 있어 체 인 안정감을 주며,선율이 좁은

음역 에서 천천히 움직여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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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가야 산조에는 승지역과 계보에 따라 10여종의 유 가 승되는데,

김종기류 가야 산조는 신 용과 신쾌동의 산조와 함께 북제 산조에 해

당한다.본 논문에서는 재 리 연주되지 않으며 그 연구 자료가 미비

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선율구성을 살펴보고,이를

동시 인 가야 2세 의 강태홍,김병호,신쾌동,심상건,안기옥,한성기

의 가야 산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에는 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

기본청 평조,기본청 계면조의 네 가지 조가 사용되었다.조구성을 살펴보

면 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우조청 계면조–우조엇청 계면조–

우조청 계면조–기본청 평조–기본청 계면조의 진행을 보인다.네 가지

조 에서는 우조청 계면조가 41.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진양조는 조구성이 단조로우며 다른 유

에 비해 계면조의 사용이 다.계면조 안에서는 기본청 계면조의 사용이

고 상 으로 우조청 계면조의 사용이 많다.

셋째,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장단 내 원음구조를 살펴보면 반복

형인 aaa형,aab형,abb형,aba형이 79.4%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여섯 유

와 비교하 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 반복형 에서는 abb형이

31.7%로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은 7개의 마루로 나 어지는데,

각각의 마루의 길이는 엇비슷하나 높은 음역 와 낮은 음역 를 이동하며

진행하는 선율,비슷한 음역 에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율,높은 음에서

낮음 음으로 떨어지는 선율,같은 음이 짝을 이루어 반복되는 선율 등으

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선율은

마루의 길이가 비슷하여 안정 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선율이 움직이는

음역이 좁아 부드러운 흐름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김종기류 가야 산조 진양조의 조구성과 선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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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고 2세 의 여섯 개의 유 와 비교분석하여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특징을 알아보았다.본고에서 밝힌 김종기류 가야 산조의 특징이

지역 으로나 승계보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인가에 하여서는

앞으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향후 북제의 다른 유 와의 비교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북제 가야 산조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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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JinyangjoinGayageum-Sanjo

-FocusingonSanjoSchoolofKim Jonggi-

LeeJieun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ependingonitsregionandgenealogy,thereareapproximatelyten

schoolsofGayageum-Sanjo.Kim JonggischoolofGayageum-Sanjo

belongsto Jeonbuk regionalSanjo with Shin Gwanyong and Shin

Kwaedong’sSanjo.Inthisthesis,Iexamineamodalstructureanda

melodic contour of Jinyangjo in Kim Jonggi school of

Gayageum-Sanjo,whichisnotcurrentlyplayedwidely,andhasnot

been studied much.And Icompare itwith six schools ofthe

contemporary second generation Gayageum players.Theresultsare

following:

First,Jinyangjo in Kim JonggischoolofGayageum-Sanjo uses

Woojoeotcheong Gyemyeonjo,Woojocheong Gyemyenjo,Giboncheng

Pyeongjo,andGibonchengGyemyeonjo.Lookingatamodalstructure,

it shows the following progression: Woojocheong Gyemyenjo -

Woojoeotcheong Gyemyeonjo - Woojocheong Gyemyenjo -

Woojoeotcheong Gyemyeonjo - Woojocheong Gyemyeonjo -

Giboncheng Pyeongjo - Giboncheng Gyemyeonjo.Among th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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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WoojocheongGyemyenjoisusedthemost,takingaccountfor

41.3percent.

Second,Kim Jonggischool’sJinyangjohasasimplemodalstructure,

and uses less Gyemyeonjo comparing to other schools. Within

Gyemyeonjo,Giboncheng Gyenyeonjo is used less and,relatively,

WoojochengGyemyeonjoisusedmore.

Third,throughexaminingamelodiccontourwithintheJangdanof

JinyangjoinKim JonggischoolofGayageum-Sanjo,Ifindthatthe

repetitivepatternsaccountfor79.4percent:aaatype,aabtype,abb

typeandabatype.Thisisthehighestratiocomparingtotheother

sixschools.Also,amongtherepetitivepatterns,abbtypeisnoticeably

usedthemost,whichaccountsfor31.7percent.

Fourth, a melody of Jinyangjo in Kim Jonggi school of

Gayageum-Sanjo is divided into seven Maru(section).Although a

lengthofeachMaruissimilar,itcontainsvariousmelodicpatterns:

switching between a high registerand a lowerregister,flowing

smoothlyinasimilarregister,droppingfrom ahigherpitchtoalower

pitch,andrepeating apairofthesamenotes.Sincethelengthof

Maru is similar,the melodic structure of Kim Jonggischool’s

Jinyangjoisstable.Alsothemelodyflowssmoothlybecauseitmoves

withinanarrow register.

In this thesis,I have investigated the feature of Kim Jonggi

Gayageum-Sanjobyexaminingthemodalstructureandthemelodic

contourofJinyangjoinKim JonggischoolofGayageum-Sanjo,and

comparing to the six schools ofthe second generation. Further

studieswillbeneededtoexaminewhetherthecharacteristicsofKim

JonggischoolofGayageum-Sanjo thatIhaveinvestigat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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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are the common factors appeared in the region and/orthe

genealogy.I believe that it will be helpful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ofJeonbukregion’sGayageum-Sanjoifacomparative

studyonotherschoolsofthesameregiontakesplace.  

Keywords :Gayageum-Sanjo,Modalstructure,Pyeongjo,Gyemyeonjo,

Melodiccontour,Maru

StudentID:2010-2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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