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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야금산조는 19세기 말경에 가락이 형성된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확대 되었다. 가야금명인들은 스승에게 배운 가락에 자신의 가락

을 추가하고 다듬어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갔으며, 이렇게 완성된 각

각의 가락에 그 명인의 이름을 붙여 ‘○○○류’라 부르고 있다. 산조의 

명인들은 보통 한 가지의 악기로 산조 가락을 구성하여 유파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김윤덕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의 악기가 아닌 가야금

과 거문고 두 악기로 각기 산조의 유파를 형성해 가락을 남겼다. 본 논

문에서는 한 연주자가 각기 다른 악기로 산조를 형성할 경우 그 선율들

이 서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Ⅱ장에서는 김윤덕의 생애와 산조의 전승과정을 살펴 보았다. Ⅲ장에

서 두 산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장단을 비

교․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상이한 장단이지만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와 같은 박자체계로 볼 수 있는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와 휘모리를 비

교․분석하였다. 그러나 가야금산조 단모리의 경우 박자체계가 달라 비

교 가능한 장단이 없으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김윤덕이 직접 남긴 음원을 기준으로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를 비교

하여 공통선율과 유사선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의 각 선율을 장단 단위로 비교한 결과 휘모리

를 제외한 모든 장단에서 공통선율과 유사선율이 발견되었다. 휘모리에

서는 단 하나의 공통선율만 발견되었으나 리듬을 제외한 음계의 조합이 

반복․변형되는 부분들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느린 장단일수록 유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장단이 빨라지면 각 악

기의 특성에 맞추어 연주하는 선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율의 유사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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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선율만을 범위로 

하여 유사한 선율들을 찾아내었지만 추후 음계․리듬․형식․주법적 특

징 등 각 음악적 요소별로 특징을 찾아 비교해 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심도 깊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김윤덕, 가야금, 거문고, 산조, 공통선율, 유사선율, 유사성

학  번 : 2009-21739



- iii -

<목   차>

국문초록 ...............................................................................................ⅰ

목    차 ...............................................................................................ⅲ

표 목 차 ...............................................................................................ⅳ

악보목차 ...............................................................................................ⅴ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Ⅱ. 김윤덕의 생애와 산조의 전승과정 ···························································· 7

 1. 김윤덕의 생애와 음악활동 ·········································································· 7

 2. 김윤덕류 산조의 전승과정 ·········································································· 8

  1)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 8

  2) 김윤덕류 거문고 산조 ············································································· 10

Ⅲ. 동일 장단 간 선율비교 ·············································································· 12

 1. 진양조 ··········································································································· 12

  1)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거문고산조 진양조의 공통선율 ····················· 13

  2)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거문고산조 진양조의 유사선율 ····················· 22

 2. 중모리 ··········································································································· 42

  1) 가야금산조 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중모리의 공통선율 ····················· 43

  2) 가야금산조 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중모리의 유사선율 ····················· 46

 3. 자진모리 ······································································································· 64

  1)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선율 ············· 65

  2)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유사선율 ············· 70



- iv -

Ⅳ. 상이 장단 간 선율비교 ·············································································· 78

 1. 중중모리 ······································································································· 78

  1)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선율 ············· 79

  2)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유사선율 ············· 83

 2. 휘모리 ··········································································································· 87

  1)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선율 ················· 88

  2)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유사선율 ················· 89

Ⅴ. 결론 ················································································································ 97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1

첨부악보 ············································································································ 104

<표   목   차>

<표 1> 김윤덕류 산조 음원 자료 ················································································· 4

<표 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전승계보 ··································································· 9

<표 3> 김윤덕류 거문고산조의 전승계보 ································································· 10

<표 4>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진양조의 공통선율

과 유사선율 ··········································································································· 12

<표 5>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중모리의 공통선율

과 유사선율 비교 ············································································································ 42

<표 6>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

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 64

<표 7>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

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 78

<표 8>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의 공통

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 88



- v -

<악   보   목   차>

<악보 1>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실제 조현 ················································ 5

<악보 2> 김윤덕류 거문고산조의 실제 조현 ·············································· 5

<악보 3> 공통선율1 -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 ···· 14

<악보 4> 공통선율2 -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장단 ···· 15

<악보 5> 공통선율3 -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 ···· 15

<악보 6> 공통선율4 - 가야금산조 제1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1장단 16

<악보 7> 공통선율5 - 가야금산조 제1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3, 77장

단 ··························································································································· 17

<악보 8> 공통선율6 - 가야금산조 제1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8장단 18

<악보 9> 공통선율7 - 가야금산조 제2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 19

<악보 10> 공통선율8 - 가야금산조 제2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4장단

······························································································································· 20

<악보 11> 공통선율9 - 가야금산조 제2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1장단

······························································································································· 20

<악보 12> 공통선율10 - 가야금산조 제4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1장단

······························································································································· 21

<악보 13> 공통선율11 - 가야금산조 제6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 22

<악보 14> 유사선율1 - 가야금산조 제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1장단 23

<악보 15> 유사선율2 - 가야금산조 제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장단 · 24

<악보 16> 유사선율3 - 가야금산조 제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9장단 24

<악보 17> 유사선율4-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 ··· 25

<악보 18> 유사선율5 - 가야금산조 제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장단 · 26

<악보 19> 유사선율6 -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 27

<악보 20> 유사선율7 - 가야금산조 제1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6장단

······························································································································· 27

<악보 21> 유사선율8 -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8장단

······························································································································· 28

<악보 22> 유사선율9 -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7장단



- vi -

······························································································································· 29

<악보 23> 유사선율10 -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8장단

······························································································································· 30

<악보 24> 유사선율11 - 가야금산조 제1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0장단

······························································································································· 30

<악보 25> 유사선율12 - 가야금산조 제2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5장단

······························································································································· 31

<악보 26> 유사선율13 - 가야금산조 제3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 17

장단 ······················································································································· 32

<악보 27> 유사선율14 - 가야금산조 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

······························································································································· 33

<악보 28> 유사선율15 - 가야금산조 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6장단

······························································································································· 34

<악보 29> 유사선율16 - 가야금산조 제40장단과 거문고산조 87장단34

<악보 30> 유사선율17 - 가야금산조 제4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1장단

······························································································································· 35

<악보 31> 유사선율18 -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7장단

······························································································································· 35

<악보 32> 유사선율19 -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9장단

······························································································································· 36

<악보 33> 유사선율20 - 가야금산조 제6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8장단

······························································································································· 37

<악보 34> 유사선율21 - 가야금산조 제6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

······························································································································· 37

<악보 35> 유사선율22 - 가야금산조 제6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

······························································································································· 38

<악보 36> 유사선율23- 가야금산조 제7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 26장

단 ··························································································································· 39

<악보 37> 유사선율24 - 가야금산조 제8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3장단

······························································································································· 39

<악보 38> 유사선율25 - 가야금산조 제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



- vii -

······························································································································· 40

<악보 39> 유사선율26 - 가야금산조 제98, 10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

85, 87장단 ·········································································································· 41

<악보 40> 공통선율1 -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38, 

39, 43장단 ·········································································································· 44

<악보 41> 공통선율2 -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 · 45

<악보 42> 공통선율3 - 가야금산조 제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 46

<악보 43> 유사선율1 - 가야금산조 제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장단 · 46

<악보 44> 유사선율2 -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7장단 47

<악보 45> 유사선율3 -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2장단 48

<악보 46> 유사선율4 - 가야금산조 제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 49

<악보 47> 유사선율5 -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 49장

단 ··························································································································· 49

<악보 48> 유사선율6 -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6장단 50

<악보 49> 유사선율7 -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8장단 51

<악보 50> 유사선율8 -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6장단 52

<악보 51> 유사선율9 - 가야금산조 제10, 45장과 거문고산조 제9, 11

장단 ······················································································································· 52

<악보 52> 유사선율10 -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

······························································································································· 54

<악보 53> 유사선율11 -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4장단

······························································································································· 54

<악보 54> 유사선율12 - 가야금산조 제2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장단

······························································································································· 55

<악보 55> 유사선율13 - 가야금산조 제3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장단

······························································································································· 56

<악보 56> 유사선율14 - 가야금산조 제3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

······························································································································· 56

<악보 57> 유사선율15 - 가야금산조 제4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

······························································································································· 57



- viii -

<악보 58> 유사선율16 -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5장단

······························································································································· 58

<악보 59> 유사선율17 -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0장단

······························································································································· 58

<악보 60> 유사선율18 - 가야금산조 제5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6, 58

장단 ······················································································································· 59

<악보 61> 유사선율19 - 가야금산조 제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4장단

······························································································································· 60

<악보 62> 유사선율20 - 가야금산조 제5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8장단

······························································································································· 60

<악보 63> 유사선율21 - 가야금산조 제6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4장단

······························································································································· 61

<악보 64> 유사선율22 - 가야금산조 제6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

······························································································································· 62

<악보 65> 유사선율23 - 가야금산조 제7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장단

······························································································································· 62

<악보 66> 유사선율24 - 가야금산조 제7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 63

<악보 67> 공통선율1 - 가야금산조 제16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9, 

109장단 ················································································································ 65

<악보 68> 공통선율2 - 가야금산조 제17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45장

단 ··························································································································· 66

<악보 69> 공통선율3 - 가야금산조 제178, 179, 180장단과 거문고산

조 제163, 164, 165장단 ················································································· 67

<악보 70> 공통선율4 -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56, 

226장단 ················································································································ 68

<악보 71> 공통선율5 -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6, 

138, 142, 189, 190장단 ················································································· 69

<악보 72> 유사선율1 - 가야금산조 제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장단 · 70

<악보 73> 유사선율2 - 가야금산조 제2, 4, 78, 19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 70



- ix -

<악보 74> 유사선율3 - 가야금산조 제27, 2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5, 

46장단 ·················································································································· 71

<악보 75> 유사선율4 - 가야금산조 제95, 96, 9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

167장단 ················································································································ 72

<악보 76> 유사선율5 - 가야금산조 제104, 105, 106장단과 거문고산

조 제176장단 ······································································································ 73

<악보 77> 유사선율6 - 가야금산조 제178, 179, 180장단과 거문고산

조 제195, 196, 197장단 ················································································· 74

<악보 78> 유사선율7 -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7, 76,  

130장단 ················································································································ 75

<악보 79> 유사선율8 -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8, 

144, 208장단 ····································································································· 76

<악보 80> 공통선율1 -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56, 

226장단 ················································································································ 79

<악보 81> 공통선율2 -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6, 

138, 142, 189, 190, 장단 ············································································· 80

<악보 82> 공통선율3 - 가야금산조 제6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5, 46

장단 ······················································································································· 81

<악보 83> 공통선율4 - 가야금산조 제8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2장단

······························································································································· 82

<악보 84> 공통선율5 - 가야금산조 제49, 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5, 

98, 100, 134, 140장단 ··················································································· 82

<악보 85> 유사선율1 -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7, 76,  

130장단 ················································································································ 84

<악보 86> 유사선율2 -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8, 144, 

208장단 ················································································································ 84

<악보 87> 유사선율3 - 가야금산조 제8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8, 77, 

112, 116, 120, 174, 186, 218장단 ···························································· 85

<악보 88> 공통선율1 - 가야금산조 제3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04장단

······························································································································· 88

<악보 89>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거문고 산조 자진모리 중 유사선율에 



- x -

사용된 음정들 ··································································································· 89

<악보 90> 가야금산조 제1장단~제40장단(제19장단 제외) ··················· 90

<악보 91> 가야금산조 제47장단~제62장단 ·············································· 92

<악보 92> 가야금산조 제73장단~제80장단 ·············································· 93

<악보 93> 거문고산조 제71장단~제74장단 ·············································· 94

<악보 94> 거문고산조 제84장단~제88장단 ·············································· 94

<악보 95> 거문고산조 제166장단~제171장단 ·········································· 95

<악보 96> 거문고산조 제176장단~제179장단 ·········································· 95



- 1 -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散調)는 장고나 북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민속 기악 독주곡이다.

19세기 말 김창조(金昌祖, 1865~1919)1)로부터 가야금산조가 생겨난 이

후2), 거문고, 해금, 대금, 아쟁, 피리 등의 산조가 그 뒤를 이었다. 스승

에게 배운 가락을 토대로 자신의 가락을 추가하고 다듬는 형태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확대되었고, 그 가락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 명인의 

이름을 붙여 ‘○○○류’로 불리고 있다. 가야금산조는 김창조가 만든 틀

을 기반으로 김죽파, 강태홍, 최옥산, 성금연, 김윤덕, 김병호, 서공철류 

등 10여종의 유파(流波)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즉흥성을 살려 새로운 

가락을 추가하기 보다는 주로 명인들의 선율을 전승하여 연주하는 방식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류’로 불리는 가락들은 보통 한 명인이 한 가지의 악기

로 산조를 연주하여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이나, 드물게 한 사람의 명인

이 두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어 산조를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피리의 

지영희 명인은 해금 연주로도 유명하여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남겼고, 판

소리 명고수인 한일섭은 아쟁산조와 호적산조를 남겼다. 또한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남긴 서용석은 아쟁, 해금, 피리산조도 구성하여 명성이 높았

다.3) 신쾌동 역시 거문고산조로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으나 가야금산조

도 연주하여 음반을 발매 하였다.

또한 김윤덕은 가야금 산조로 인간문화재에 지정 되었으나 거문고로도 

1) 김창조(1865~1919)는 가야금·거문고·양금·젓대·퉁소·해금 등 모든 악기를 잘 다루었다. 19세 

때부터 시나위가락에 판소리가락을 도입하였고, 이를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

장단에 짜 넣어 산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2) 함화진, 『조선 음악 통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48).

3) 정은선, “신쾌동 가야금 ․  거문고 산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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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파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명인이 하나 이상의 악기로 산조를 남긴다는 것은 단

지 그 명인이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각 악기별 

산조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가장 먼저 산

조가 형성된 가야금과 거문고는 공통점이 많은 현악기로 위에 언급하였

듯이 김윤덕과 신쾌동이 이 두 악기의 산조를 남겼다. 신쾌동의 가야금

산조는 자료만 남아있고 현재 전승되지 않으므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조 중에서는 김윤덕류가 가야금 산조와 거문고 산조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김윤덕의 산조를 연구한 논문은 총 6편이다4). 이 중 나진명의 논문과 

신수연의 논문이 김윤덕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를 비교하고 있는데,

나진명의 논문은, 김윤덕의 산조가 한 유파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사받

은 계보상의 선율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근거로 진양조의 범위 내에

서 연구되었다. 이를 근거로 거문고산조는 한갑득류의 가락과, 가야금산

조는 정남희류와 강태홍류의 가락과 비교하였고, 계보상 유사함을 밝혔

다. 또한, 계보상에 유사한 점이 없는 김윤덕 만의 독자선율을 밝히고 가

야금과 거문고산조의 독자선율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선율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 악기별 특성을 살려 선율을 짰다고 결론을 내고 있

다.

또 다른 신수연의 논문은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는 한 연

주자로부터 만들어진 산조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같아 서로 많은 연계성

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로 연구되었다. 산조 중 중모리를 대상으로 장 별 

4) 나진명 “김윤덕 거문고,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의 계보별 선율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

원, 1995)

   한영희, “가야금산조리듬의 분석적고찰: 김윤덕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6)

   신수연,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연주: 중모리 선율 및 음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2012)

   김희선, “김윤덕 가야금산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원한기, “김윤덕 가야금 산조의 구조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서정선,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에 의한 변조와 장단에 관한 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중앙대

학교 예술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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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과 음계를 분석하고 공통선율과 유사선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

모리는 김윤덕만의 독자적인 창의성으로 가락을 형성하였으나, 두 산조

가 서로 끼치는 영향과 연계성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체 장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위의 두 논문은 산조의 

전체 장단 중 진양조와 중모리를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윤덕의 생애와 전수계보를 통해 김윤덕류 가

야금산조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각각의 의의를 파악하고, 두 산조의 전

체 장단에 나타나는 유사한 선율들을 찾아 한 명인의 가야금산조와 거문

고산조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산조의 특

성상 각 명인의 이름으로 자리 잡은 유파라 하더라도 그 가락은 명인 자

신만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전수받은 가락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 김윤덕의 두 산조에 나타나는 공통점들은 김윤덕의 특징일 뿐 

아니라 김윤덕으로 이어진 두 계보가 가진 특징들이 김윤덕의 가야금 산

조와 거문고 산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김윤덕의 생애와 

산조의 전승과정을 살펴보겠다. 그가 한 가지 악기만이 아닌 두 가지 악

기를 위한 산조를 완성한데에는 그의 음악인생이 크게 관련이 있다. 따

라서 그의 삶과 음악활동을 소개하고, 산조의 계보를 조사하여 김윤덕이 

어떻게 두 개의 각기 다른 산조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먼저 고찰한다.

이어지는 Ⅲ장, Ⅳ장에 걸쳐 가야금산조와 거문고 산조의 선율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선율비교에서는 김윤덕이 직접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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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음반번호
음반사 및 

소장처

총

연주

시간

수록장단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3>

김윤덕 가야금 산조

SYNCD

-061B
신나라 48:53

진양조-중모리-

중중모리-자진모리

-휘모리-단모리

김윤덕 거문고 산조 없음
서울대학교 

소장
29:25

진양조-중모리-자

진모리

하고 녹음 한 음원들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가야금 음원은 음반으로 

복각되어 발매되었고, 거문고 녹음음원은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지만,

두 자료 모두 녹음시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

다. 선택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김윤덕류 산조 음원 자료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로 구성되고, 김윤덕류 거

문고산조의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된다. 우선 Ⅲ장에

서 두 산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장단을 비

교․분석하겠다. Ⅳ장에서는 상이한 장단이지만 거문고 산조의 자진모리

와 같은 박자체계로 볼 수 있는 가야금 산조의 중중모리와 휘모리를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자진모리와 중중모리, 휘모리는 빠르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3박씩 4개로 묶이는 12박의 박자체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

이,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내에서도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므로 가야금

산조의 중중모리, 휘모리와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야금산조 단모리

의 경우, 박자체계가 달라 비교가능한 장단이 없으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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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비교 분석은 가야금, 거문고 모두 본인이 채보한 오선보를 기준

으로 하였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실제 조현과 표기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데, 먼저 실제 조현을 악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실제 조현

실음

기보

<악보 2> 김윤덕류 거문고산조의 실제 조현 

실음

기보

통상적으로 가야금 악보는 실음보다 완전 5도 위의 음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거문고 악보의 경우는 실음을 기준으로 한 옥타브 높게 표기되기 

때문에 두 산조의 유사점을 비교함에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비

교의 편의를 위해서 가야금 악보 역시 실음에서 한 옥타브 높게 기보하

여 본문에 수록하였다.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완전5도 위의 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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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야금 악보는 원본 확인을 위해 마지막에 첨부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금과 거문고는 조현 구성 자체가 달라 같

은 종류의 음계라도 그 청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진양조에

서 이러한 부분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청은 다르지만, 그 음계의 

종류가 같고, 선율끼리의 유사성도 분명히 보이므로 원 악보와 이조된 

악보를 함께 실어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 선율들은 그 유사 정도에 따라 공통선율과 유사선율로 구분

하였다. 선율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음을 비교하여 선율의 흐름이 90%이

상 동일하고 주법적인 차이만을 보일 경우 공통선율로 보고, 선율 골격

이 70%이상 ~ 90%미만으로 동일한 경우 유사선율로 구분하였다.

논문의 서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하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는 ‘가

야금산조’로, 김윤덕류 거문고산조는 ‘거문고산조’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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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윤덕의 생애와 산조의 전승과정

1. 김윤덕의 생애와 음악활동

김윤덕(金允德)의 호는 녹야(鹿野)이고, 1918년 12월 21일에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출생하였다. 15세(1933년)에 정읍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에 정자선(鄭慈善)에게 양금정악을 배웠다. 1934년 김광석(金光錫)에게 

가야금 풍류과 1935년 김용근(金容根)에게 거문고 풍류를 각각 사사5)했

다.6) 그가 배운 거문고 풍류는 모두 민간 풍류였는데, 그는 나중에 산조

의 명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가야금과 거문고 풍류에 대한 자부심이 대

단했다. 이 무렵에 그는 산조는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가야금 병창을 김

화동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다고 한다.7)

산조는 서울에 상경하여 배웠는데, 1947년 정남희(鄭南希)에게 가야금 

산조를, 1948년 한갑득(韓甲得)에게 거문고 산조를 각각 전수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강태홍(姜太弘, 1894~1957)에게도 가야금 산조를 사사했다.8) 그 후부터 

정남희 가야금산조와 강태홍 가야금산조를 다 타게 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는 두 산조의 가락을 섞고 자신의 가락을 삽입하여 독자적으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짰고, 또한 한갑득에게 배운 거문고 산조에도 

새로운 가락을 짜 넣어 <김윤덕류 거문고 산조>를 형성하였다. 1968년 

5) 박헌봉, 「김윤덕 약력」,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39호』, (서울 : 문화재관리국, 1968), 

49쪽.

6)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39호』에 의하면 김윤덕은 1931년 정읍농업중학교를 2학년에 중

퇴하고 같은 해 정자선에게 양금정악을 배운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1932년 김광석에게 

가야금풍류를, 1933년에 김용근에게 거문고풍류를 사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연도의 차

이가 보이나, 이 자료 외에 모든 선행논문과 참고문헌에는 위의 연도로 기록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7) 황병기, 「김윤덕약력」,『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1998), 

11쪽.

8) 황병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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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질을 인정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기능 보유자로 지정받은 후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이영희와 원한기에게 이수해 주었다.9)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대한국악원 국극사 단원을 지냈다.10) 또한 1950

년 10월에 국립국악원에 출강하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시켰다. 1960년부

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덕성여자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 서울

간호전문대 등 강사를 역임하였고, 1961년에는 ‘김윤덕 국악발표회’를 시

공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발표회는 민속기악인으로서의 최초의 현대적인 

개인 연주회라고도 할 수 있다.11) 1964년부터는 한국국악예술학교(現, 국

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꾸준히 후진을 양성하였다. 또한 

민속음악인으로는 드물게 자신이 연주한 정악은 물론이고 본인의 산조도 

모두 스스로 개발한 구음 정간보와 서양식 오선보 등으로 채보하는 학구

적인 면모도 보였다.12)

김윤덕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1957년), 멕시코(1968년), 유럽(1971년),

미국(1972년) 등 해외에서도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가야금과 거문

고 주자(奏者)로서 많은 활동과 제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1978년 2

월 19일에 향년 61세로 타계하였다.13)

2. 김윤덕류 산조의 전승과정

1)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9) 박헌봉, 앞의 글.

10) 박헌봉, 앞의 글.

11) 황병기, 앞의 글.

12) 황병기, 앞의 글.

13) 황병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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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는 전승된 지역에 따라 크게 충청제, 전북제, 전남제로 구분

된다. 충청제는 심창래제의 심상전류, 심재덕류와 박팔괘의 박상근류, 이

일선류로 나뉜다. 전북제는 이영채제의 신관용류, 박한용제의 김종기류,

박학순제의 신쾌동류가 있다. 전남제에는 김창조제와 한숙구제가 있는데 

김창조제에는 한성기류, 최옥산류, 김병호류, 강태홍류로 나뉘고, 한숙구

제에는 안기옥류, 한수동류, 정남옥류로 나뉜다.14)

김윤덕은 전남제의 계보를 잇는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가야금산조를 

정남희에게서 사사받고 후에 강태홍에게도 가락을 배웠다.15) 이 두 산조

의 가락을 섞고 자신의 가락을 첨가하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를 완성하

였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계보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전승계보16)

14) 이보형, 「가야금산조」, 『무형문화재보고서2』, (서울 : 문화재관리국, 1980).

15) 황병기, 앞의 글.

16) 이보형,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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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윤덕류 거문고 산조

거문고산조는 1896년 경 백낙준에 의해 처음 연주되었는데, 현행 전해

지고 있는 거문고산조는 신쾌동류, 한갑득류, 김윤덕류의 세 유파이다.

김윤덕은 한갑득에게 거문고산조를 사사받아 자신의 가락을 추가하여 김

윤덕류 거문고산조를 완성시켰다. 거문고산조의 계보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김윤덕류 거문고산조의 전승계보17)

1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총감 : 개화기~1975」(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300~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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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선 율

공통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공통선율1 제5장단 제5장단

공통선율2 제8장단 제8장단

공통선율3 제9장단 제5장단

공통선율4 제12장단 제21장단

공통선율5 제17장단 제53, 77장단

공통선율6 제19장단 제78장단

공통선율7 제20장단 제79장단

공통선율8 제21장단 제54장단

공통선율9 제27장단 제11장단

공통선율10 제41장단 제51장단

공통선율11 제64장단 제61장단

유 사 선 율

Ⅲ. 동일 장단 간 선율비교

1. 진양조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는 총 104장단이며, 김윤덕류 거문고산

조의 진양조는 총 87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

문고산조의 진양조 선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선율 11장단과 유사

선율 26장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진양조의 

공통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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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유사선율1 제3장단 제21장단

유사선율2 제4장단 제8장단

유사선율3 제4장단 제19장단

유사선율4 제6장단 제6장단

유사선율5 제7장단 제7장단

유사선율6 제10장단 제6장단

유사선율7 제13장단 제26장단

유사선율8 제15장단 제28장단

유사선율9 제15장단 제48장단

유사선율10 제15장단 제47장단

유사선율11 제19장단 제80장단

유사선율12 제22장단 제55장단

유사선율13 제33장단 제13, 17장단

유사선율14 제39장단 제70장단

유사선율15 제39장단 제86장단

유사선율16 제40장단 제87장단

유사선율17 제49장단 제51장단

유사선율18 제51장단 제47장단

유사선율19 제51장단 제49장단

유사선율20 제61장단 제78장단

유사선율21 제62장단 제79장단

유사선율22 제66장단 제70장단

유사선율23 제72장단 제7, 26장단

유사선율24 제82장단 제73장단

유사선율25 제91장단 제70장단

유사선율26 제98, 104장단 제85, 87장단

1)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거문고산조 진양조의 공통선율

① 공통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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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3>과 같다.

<악보 3>

가야금산조는 c''-a'-c''-a'로 진행하고 거문고산조는 bb'-g'-bb'g'로 3도 간

격 진행하는 공통선율이지만 표현법의 차이를 보인다. 1박에서 2박까지 

가야금산조는 c''음을 처음부터 눌러내고 연튕김 주법으로 분박하여 표현

한다. 거문고산조는 bb'음으로의 도약을 위해 c''음으로부터 꺾어주고 2박

은 뚤 주법으로 지속한다. 4박에서 6박까지 진행하는 동안 5박에서 가야

금산조는 2도 높은 음으로부터 꺾어 나와 a'음으로 하행하는 반면, 거문

고산조는 같은 음으로 뻗은 후 5박의 마지막에 흘리며 나와 g'음으로 하

행한다.

② 공통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장단)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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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d'음을 전성으로 치고 상행하여 g'음을 눌러 a'음

로 진행하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1박에서 eb'음을 농현하고 3도 도약하여 

2마디를 준비한다. 2박부터 6박까지 선율진행은 동일하나 표현법의 차이

가 있다. 3박에서 거문고산조는 퇴성을 하고 한 번 줄을 쳐주며 음의 진

행을 달리한다. 5박에서 가야금산조는 분박을 하고 줄을 눌러 f'음의 변

화를 주는데 음원을 들어보면 거문고산조의 eb'음을 깊게 농현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③ 공통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5>와 같다.

<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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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단은 전체적으로 거문고산조가 한 옥타브 높게 진행한다. 가야금산

조는 1박에서 a음을 눌러 여음으로 c'음까지 상행하며 ♪♩리듬의 느낌

을 주고 2박에서 연튕김과 분박으로 c'음을 튕겨 표현한다. 3박에서 a음

을 두 번 동일하게 상행시킨다. 거문고산조는 1박에서 G음을 끌어주고 

bb'음으로 상행하기 때문에 ♩♪리듬이 되며 2박에서 정박으로 표현한다.

3박은 g’음을 한 번만 상행시켜 b'음으로 지속한다. 5박에서 가야금산조

는 앞서 들어갔던 음에서 꺾어준 후 다음 a음을 준비하며 퇴성하고 거문

고산조는 마지막에 짧게 퇴성하여 g'음으로 하행한다.

④ 공통선율 유형4 (가야금산조 제1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1장단)

가야금산조 제1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1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과 같다.

<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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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c'음을 농현으로 채워주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2박

의 첫 음처럼 g음을 짧게 변화시킨다. 2박에서 4박까지는 시가의 차이가 

보이나 워낙 짧은 시가인데다 음원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동일하다. 5~6박에서 거문고산조는 c음을 여음으로 처리하고,

가야금산조는 4도 아래인 A음을 농현한 후 d음으로 두 박에 걸쳐 분박

한다.

⑤ 공통선율 유형5 (가야금산조 제1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3, 77장단)

가야금산조 제1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3, 77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

며 다음 <악보 7>과 같다.

<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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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는 f'음을 밀어 올려 g'음을 ♪♩리듬 꼴로 분박을 하고 3박에

서 셋잇단음표로 표현한다. 거문고산조의 두 장단은 3박에서 16분음표로 

분박하여 여음으로 연주하며 4박까지 지속한다. 가야금산조의 5박은 첫 

음의 여음으로 2도 하행하고 돌아오는데 8분음표로 분박한다. 거문고산

조 제53장단은 5박에서 f'음을 점8분음표로 길게 끈 후 eb'음을 향해 꾸

미고 6박에서 가야금산조 6박과 동일한 리듬으로 마무리한다. 거문고산

조 제77장단은 5박과 6박을 퇴성한다.

⑥ 공통선율 유형6 (가야금산조 제1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8장단)

가야금산조 제1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8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과 같다.

<악보 8>

가야금산조의 g'음과 거문고산조의 f'음에서부터 2도하행-3도하행의 선율

이동이 동일하다. 1박에서 3박까지 가야금산조는 한 음을 길게 끌어주며 

g'-f'-d로 진행하지만 거문고산조는 왼손으로 음을 다채롭게 만들며 하행

한다. 4박에서 가야금산조는 전성으로 음을 쳐주며 강조를 한다.

이 두 장단은 이어지는 가야금산조 제2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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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므로, 두 장단을 묶어서 비교할 수 있

겠다.

⑦ 공통선율 유형7 (가야금산조 제2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

가야금산조 제2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9>와 같다.

<악보 9>

이 부분은 <악보 8>의 가야금산조 제19장단, 거문고산조 제78장단과 동

일한 1~3박을 가진다. 4박에서 6박까지 가야금산조는 a음, 거문고산조는 

g음을 굵게 농현하고 4도 상행하여 마무리하는 동일한 선율 골격을 보

인다. 6박에서 가야금산조는 d'음까지 가기위해 c'음을 왼손으로 눌러 이

동하고 거문고산조는 곧바로 g음에서 c'음으로 이동하여 분박한다.

⑧ 공통선율 유형8 (가야금산조 제2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4장단)

가야금산조 제2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4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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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가야금산조는 퇴성을 위주로 음을 진행시키는 반면 거문고 산조는 음을 

꺾어주고 있다. 또한 ♩♪의 리듬으로 1~2박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가야

금산조와 달리 거문고산조는 왼손으로 음을 누르기도하고 짧은 시가의 

d'음이 붙는 등 다채롭게 표현한다. 3박에서 두 산조 모두 흘러나오거나 

꺾어 나온 다음 음을 깊게 농현하고 4도 상행하여 장단을 마무리한다. 6

박에서 거문고산조는 다음 장단의 영향으로 eb'음으로 상행한다.

⑨ 공통선율 유형9 (가야금산조 제2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1장단)

가야금산조 제2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1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11>과 같다.

<악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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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c음을 d음까지 눌러 올라간 후 d음을 꺾고 4도 

위의 g음을 농현한다. 거문고산조는 Bb음을 꺾어주는 느낌으로 c음에서 

빠르게 나오고 바로 f음을 농현한 후 다시 한 번 뜰 주법으로 뜯어준다.

3박에서 가야금산조는 f음에서 d음까지 농현하며 나오고 거문고산조는 

바로 c음을 꺾어준다. 5~6박은 가야금산조에서 꾸밈음으로 G음을 긁어 

올라가거나 c음을 연튕김을 해준다. 이는 가야금산조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다.

⑩ 공통선율 유형10 (가야금산조 제4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1장단)

가야금산조 제4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1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12>와 같다.

<악보 12>

가야금산조가 1박에서 G음을 농현하고 4도 상행하여 c음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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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거문고산조는 스르렁 주법으로 이를 대신한다. 음정 간격이 한 옥타

브 차이가 나지만 이를 제외하고 모든 주법과 리듬, 음정이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다.

⑪ 공통선율 유형11 (가야금산조 제6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가야금산조 제6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한 번 뜯은 음을 왼손으로 눌러 eb''음으로 상행시

키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자출 주법18)으로 두 음을 만들어 내어 거문고

의 특색적인 소리를 낸다. 5박에서 역시 가야금산조는 전성으로 표현하

지만 거문고산조는 자출 주법을 사용한다. 6박에서 가야금산조는 앞 박

과 동일하게 시작하여 꺾고, 거문고산조는 c'음으로 마무리한다. 장단악

보상의 기보차이로 인해 다른 느낌으로 보이나 선율 진행은 동일하다.

2) 가야금산조 진양조와 거문고산조 진양조의 유사선율

① 유사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1장단)

18) 자출 : 술대를 사용하지 않고 엄지나 식지로 소리를 내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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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1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싸랭으로 꾸며준 후 a'음로 상행하는 반면 거문고

산조는 bb'음을 농현하다가 3도 하행한다. 2박부터 6박까지는 옥타브 차

이를 보이며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가야금산조는 a'-f'-d'-a'-d'의 진행으

로 3도와 5도 간격의 이동을 하고, 거문고산조는 g-d(d음을 꺾어주므로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3도 하행한 eb으로 볼 수 있다)-c-g-c의 진행으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한다. 거문고산조의 4박에서 자출 주법으로 특징적 

음색을 낸다.

② 유사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장단)

가야금산조 제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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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주요음을 살펴보면 가야금산조는 2박의 a'음을 시작으로 3박의 f'- 4박의 

d'- 5박의 c'- 6박의 d'음이고, 거문고산조는 2, 3박의 g'-eb음과 4박부터 

6박의 c'음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가야금산조 5박을 제외하면 선율 골

격이 매우 유사하다.

③ 유사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9장단)

가야금산조 제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9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6>와 같다.

<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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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2박과 3박에 등장하는 a'-g'-a'의 음형은 왼손으로 눌러 만들

어 내는데 거문고산조에 2박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3박에 f'-e'-f'로 

나타나지만 실제 음원에는 농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음으

로 느껴진다. 또한 4박에서 d'음을 농현한 후 나오는 c-f'-g'-c의 음형은 

짧지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문고산조의 4박에서도 c'음 이후 

짧게 자출 주법으로 b음을 쳐주는데 가야금의 꾸밈음과 비슷하며 d'음을 

눌러 상행시키고 b'음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지닌다.

④ 유사선율 유형4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7>와 같다.

<악보 17>

1박에서 4박까지 동일한 선율 골격을 보이나 표현법의 차이가 있다. 3박

에서 가야금산조는 e''음을 점8분음표로 끌다가 c'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짧게 전성을 하여 c'음으로의 진행이 강조되게 하였다. 거문고산조는 d’'

음을 짧게 농현한 후 bb'음을 퇴성하여 g'음을 준비한다. 가야금산조는 4

박에서 3도 하행하여 f'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하행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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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박에서 한 옥타브 아래로 떨어지며 제 7장단의 

a음을 미리 내주어 장단의 첫 박을 비워두게 된다. 거문고산조는 g'음을 

중심으로 농현 또는 꾸밈음으로 변화를 주고 종지한다.

⑤ 유사선율 유형5 (가야금산조 제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장단)

가야금산조 제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가야금산조는 앞의 마디에서 미리 연주된 여음으로 1박을 처리한다. 이

후 4도 위의 d'음을 중심으로 왼손으로 변화를 주어 연주한다. 거문고산

조도 가야금산조와 마찬가지로 c'음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3박에서 eb'

음을 꺾은 후 g음으로 하행하여 변화를 주며 4박에서 g음을 농현하고 4

도 위의 음으로 돌아온다. 5박에서 6박까지 가야금산조는 4도 아래의 a

음을 전성으로 짧게 꾸미기도하고 d'음을 연튕김으로 화려하게 꾸며주기

도 한다.

⑥ 유사선율 유형6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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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19>와 같다.

<악보 19>

전체적으로 가야금선율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낮게 나타나고 있다. 1

박에서 4박 첫 음까지 유사한 선율 골격을 보이는데, 거문고산조는 1박

에서 농현을 하고 가야금산조는 음을 눌러 들어간다. 2박과 3박은 음 간

격은 조금 차이를 보이나 음형이 비슷하고 꺾어주는 시김새가 비슷하다.

가야금산조는 4박에서 f음으로 하행하여 농현하며 음의 변화를 주는 반

면, 거문고산조는 g'음을 계속적으로 뜯어주며 마무리한다.

⑦ 유사선율 유형7 (가야금산조 제1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6장단)

가야금산조 제1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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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가 a-b-a음을 중심으로 하는 음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두 장

단의 진행하는 음은 다르나 비슷한 음형을 띄고 있다. 가야금산조는 a음

을 중심으로 하여 3박과 4박에서만 줄을 눌러 음을 2도 상행하여 꺾는

다. 거문고산조는 c‘음을 중심으로 하고 3박에서 2도 상행한 음으로 꺾어

준다. 가야금산조는 한 음을 뜯어 두 개의 음을 내는데 거문고산조는 각

기 다른 음을 뜯는 점이 다르다.

⑧ 유사선율 유형8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8장단)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1>과 같다.

<악보 21>

1박에서 5박까지 동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고 있다. 가야금산조는 a음으

로 시작하여 4도 상행하고 e'음을 꺾어준 후 d'음을 깊게 눌러 전성하듯 

빠르게 굴러 나와 a음을 굵게 떤다. 거문고산조 역시 g-c'-d'로 상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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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야금산조와 달리 d'음은 꺾지 않는다. 3박에서 d'-c'-g를 빠르게 뜯

어 주어 하행하는데 자출 주법과 함께 나타난다. 4~6박으로 진행하는 동

안 가야금산조는 앞의 a음에서 4도 상행하여 d'음을 지속하며 마무리한

다. 거문고산조도 가야금산조와 같이 c'음이 주요음이나, 5박에서 왼손으

로 변화를 주고 6박에서 다음 장단을 위해 음정이 달라진다.

⑨ 유사선율 유형9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7장단)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2>와 같다.

<악보 22>

거문고산조가 d'음을 꺾어주며 시작하지만 하행하여 g음을 농현하면서 

가야금산조와 동일한 선율 골격과 리듬을 가진다. 3박에서 d'음을 눌러 

나오는 가야금산조와 달리 모두 뜯어 d'-c'-g로 내려온다는 점을 제외하

면 마지막 지속음까지 모두 동일하다.

⑩ 유사선율 유형10 (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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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1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3>과 같다.

<악보 23>

가야금산조는 1박에서 농현하던 같은 음을 전성시킨 후 2박에서 도약하

고 거문고산조는 1박에서 먼저 c'음으로 도약한다. 1~3박까지 유사하게 

진행하며 4박에서 옥타브 하행하여 변화를 준다.

⑪ 유사선율 유형11 (가야금산조 제1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0장단)

가야금산조 제1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4>와 같다.

<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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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가야금산조에 비하여 거문고산조가 화려하게 나타난다. 1, 2

박에서 한 음으로 길게 끌어주는 가야금산조와 달리 거문고산조는 f'음

의 주변 음들로 이동하며 꾸민다. 특히 1박과 3박의 가야금산조는 g'음

을 퇴성하는데 거문고산조는 왼손과 오른손의 자출 주법으로 다양한 음

을 만들어 낸다. 가야금산조는 d'음으로 거문고산조는 c'음으로 종지를 

하나 음을 지속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⑫ 유사선율 유형12 (가야금산조 제2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5장단)

가야금산조 제2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5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5>와 같다.

<악보 25>

이 부분은 앞의 <악보 10>의 가야금산조 제 2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 54

장단이 변형된 장단이다. 1~3박까지의 선율 골격은 동일하나 가야금산조

가 8분음표 단위로 분박하여 더욱 화려해졌다. 4박에서 4도 상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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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일한 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장단의 특징이며 농현한 후 g'음과 

f'음으로 마무리한다. 거문고산조는 가야금산조와 마찬가지로 상행하지 

않고 g음에 머물러 있다가 상행하여 d'음을 꺾은 후 c'로 마무리한다. 두 

산조 모두 6박에서 꾸밈음을 사용하여 같은 리듬을 사용한다.

⑬ 유사선율 유형13 (가야금산조 제3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 17장단)

가야금산조 제3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 1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

며 다음 <악보 26>과 같다.

<악보 26>

우선 거문고산조 제13장단과 제17장단을 비교하여보면 동일한 선율이나 

3박에서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 제13장단은 c'음을 눌러 올려주는 반면 

제17장단은 c'음을 두 번 전성하여 준다. 각 장단의 마지막 음은 다음 장

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가야금산조 제33장단과는 리듬 형태가 유사하고 5박에서 3도 하행시키는 

것을 제외하면 선율 골격이 유사하다. 거문고산조는 왼손으로 눌러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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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많은데, 특히 4박과 6박에서 보이듯 가야금산조는 농현으로, 거문

고산조는 음의 변화로 나타낸다.

⑭ 유사선율 유형14 (가야금산조 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

가야금산조 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7>과 같다.

<악보 27>

두 장단은 앞 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연결된 여음으로 시작하여 첫 박이 

비워져있다. 1~3박은 4도 상행과 2도 상행 후 꺾어주는 선율 골격으로 

두 산조는 g-c'-d'음으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4박에서 6박까지 가야금산

조는 d'음을 연속적으로 꺾어주다 c'음으로 하행하여 마무리한다. 거문고

산조도 마찬가지로 d'음을 꺾고 c'음으로 향하지만 d'음으로 향하는 과정

에서 g'-f'음을 거쳐 하행한다.

⑮ 유사선율 유형15 (가야금산조 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6장단)

가야금산조 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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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위 <악보 28>은 <악보 27>과 유사하고 4, 5박에서만 다른 진행을 보인

다. 거문고산조는 1박을 비워두지 않고 싸랭으로 시작하며 4박에서 bb'음

까지 상행하여 농현한다. 5박의 d'음을 꺾기 전에 eb'-f'음을 농현하듯 빠

르게 움직여 더욱 화려한 느낌을 준다.

⑯ 유사선율 유형16 (가야금산조 제4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7장단)

가야금산조 제4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29>와 같다.

<악보 29>

c'음의 여운으로 흔들고 d'음을 꺾으며 시작한다. 2박에서는 거꾸로 d'음

을 꺾고 c'음으로 하행한다. 3박에서 가야금산조는 e'음까지 추성으로 끌

어올리고 거문고산조는 eb'음에서 꺾어 내려온다. 5박에서는 반대로 가야

금산조는 d음을 꺾고 거문고산조는 eb음을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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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유사선율 유형17 (가야금산조 제4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1장단)

가야금산조 제4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1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두 장단은 c'음으로 시작하여 리듬이 동일하며 가야금산조는 싸랭으로,

거문고산조는 스르렁 주법으로 강하게 시작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5박에

서 가야금산조가 d음으로 짧게 꾸며주고는 있으나, 4박에서 6박까지 한 

음으로 유지하고 있다.

⑱ 유사선율 유형18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7장단)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1>과 같다.

<악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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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조의 선율 골격이 동일하나 거문고산조는 1박의 d'음과 2박의 c'음 

사이에 짧은 c'음과 g’음 농현을 넣어주어 화려하게 만들었다. 또한 3박

에서 c'-g음으로 하행하는 가야금산조와 달리 2박의 d'음을 한 번 더 뜯

고 내려와 독특한 음형을 만들었다.

⑲ 유사선율 유형19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9장단)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9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두 장단은 1박과 2박의 첫 음을 제외하면 동일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d'음을 꺾고 c'-g로 하행하여 다시 c'음으로 돌아가 여음으로 마무리하는 

진행이다. 이 과정에서 가야금은 2박의 d'음이 거문고산조의 d'음에 비

하여 짧게 나타난다.

⑳ 유사선율 유형20 (가야금산조 제6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8장단)

가야금산조 제6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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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1박과 2박을 뒤집어보면 동일한 진행임을 알 

수 있다. 거문고산조의 1박에서 f'음으로 시작하여 eb'음으로 꾸며주고는 

있으나, 두 산조 모두 1박과 2박에서 큰 음의 변화 없이 음을 퇴성해주

는 구조를 띄고 있다. 3박에서는 시작음과 동일한 음에서 시작하며, 가야

금산조는 d'음까지 흘려 내려오고 거문고산조는 d'음을 꺾어주는 차이를 

보인다. 4박에서 시작한 종지음으로 5박에서 지속하여 여음으로 마무리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선율의 골격이 유사하고 진행하는 음의 진행방향

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㉑ 유사선율 유형21 (가야금산조 제6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

가야금산조 제6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9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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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4>은 앞의 <악보 33>의 선율이 진행된 장단으로, 1~3박이 동

일한 선율 골격을 보이며 4박에서 4도 하행한다. 가야금산조는 g음을 농

현하여 마지막 박까지 같은 음으로 지속하고, 거문고산조는 g음을 농현

한 후 6박에서 4도 상행하여 c'음으로 마무리한다.

㉒ 유사선율 유형22 (가야금산조 제6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

가야금산조 제6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5>와 같다.

<악보 35>

두 장단은 2박의 두 번째 음부터 6박까지 선율 골격이 유사하다. 특히 4

박에서 가야금산조가 f'음으로 짧게 전성하여 꾸며 주는 음을 제외하면 

리듬 형이 동일하다. 가야금산조는 전체적으로 c'음과 d'음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거문고산조는 2박에서 g음으로 시작하지만 c‘음으로 상행하여 

가야금산조와 마찬가지로 d'음을 꺾어주고 4박에서 g'-f'-d'음으로 하행한 

후 동일하게 마무리한다.

㉓ 유사선율 유형23 (가야금산조 제7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 26장단)

가야금산조 제7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 2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

며 다음 <악보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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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1박을 제외하면 세 장단 모두 2박부터 6박까지의 선율 골격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먼저 거문고산조의 두 장단을 살펴보면, 3박의 음정이 d'음과 

eb음의 차이가 있고 주법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

다. 가야금산조 제72장단은 구체적인 장식음은 다르나, 2박과 4, 5, 6박이 

중심음과 4도 하행의 농현, 다시 중심음으로의 이동이라는 선율 골격이 

매우 비슷하다.

㉔ 유사선율 유형24 (가야금산조 제8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3장단)

가야금산조 제8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3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7>과 같다.

<악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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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과 2박을 동일하게 c'음으로 시작해 옥타브 상행하는 과정에서 g'음

을 짧게 꾸며주고 3박에서 같은 방법으로 옥타브보다 한 음 높은 d''음

을 꺾어주는 선율 골격이 두 산조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야금산조

는 d''음으로부터 c''-g'음으로 바로 내려오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5박까

지 걸쳐져 음을 반복하여주며 내려온다. 종지할 때에 다시 첫 음의 옥타

브 음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유사하게 발견된다.

㉕ 유사선율 유형25 (가야금산조 제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

가야금산조 제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7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38>과 같다.

<악보 38>

두 장단은 이전 장단에서부터 연결되어 여음으로 시작한다. 1~3박으로 

진행하는 동안 g음과 c'음을 두 번씩 뜯어 상행한다. 5박과 6박에서 가

야금산조는 d'음을 꺾고 c'음으로 돌아오는 선율 골격을 보이는데, 거문

고산조도 마찬가지이나 리듬이 차이가 나고 마지막에 다시 d'음을 꺾는

다.

㉖ 유사선율 유형26 (가야금산조 제98, 10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5, 87장단)

가야금산조 제98, 10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5, 8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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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다음 <악보 39>와 같다.

<악보 39>

가야금산조의 두 장단은 첫 음이 옥타브인 것과 아닌 것을 제외하면 1박

부터 4박까지 완전 동일하다. 거문고산조의 두 장단도 역시 1박에서 c'음

을 눌러서 꾸미는 것과 f'음으로 짧게 꾸미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진행한다. 네 장단은 모두 첫 음을 시작으로 2도 상행한 음을 꺾고 원음

으로 하행하여 4도 하행한 음을 농현하는 구조가 비슷하다. 또한 가야금

산조 제9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5장단은 g'음을 눌러 bb'음으로 꾸미고,

가야금산조 제10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7장단은 마지막 음은 c'음을 눌

러 3도 위의 음을 퇴성하며 장단을 넘어가는  음형을 띄고 있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와 거문고산조의 진양조 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야금산조 총 104장단과 거문고산조 총 87장단 중 공통선

율은 가야금산조 11장단, 거문고산조 11장단으로 10.6%, 12.6%의 비율로 

나타났다. 유사선율은 가야금산조 22장단, 거문고산조 22장단으로 21.1%,

25.3%의 비율로 나타났다. 가야금과 거문고라는 악기의 특성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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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선 율

공통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공통선율1 제5장단 제4, 38, 39, 43장단

공통선율2 제6장단 제5장단

공통선율3 제55장단 제61장단

유 사 선 율

유사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유사선율1 제3장단 제3장단

유사선율2 제5장단 제27장단

유사선율3 제6장단 제42장단

유사선율4 제7장단 제6장단

유사선율5 제8장단 제35, 49장단

이러한 유사 정도를 보이는 것은 두 산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진양조

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모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는 총 77장단으로,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의 중모리는 총 61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

고산조의 중모리 선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선율 3장단과 유사선율 

24장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중모리의 

공통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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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선율6 제9장단 제26장단

유사선율7 제9장단 제28장단

유사선율8 제9장단 제36장단

유사선율9 제10, 45장단 제9, 11장단

유사선율10 제10장단 제35장단

유사선율11 제10장단 제44장단

유사선율12 제25장단 제13장단

유사선율13 제35장단 제17장단

유사선율14 제37장단 제9장단

유사선율15 제45장단 제35장단

유사선율16 제51장단 제25장단

유사선율17 제51장단 제30장단

유사선율18 제52장단 제36, 58장단

유사선율19 제55장단 제34장단

유사선율20 제56장단 제18장단

유사선율21 제63장단 제34장단

유사선율22 제64장단 제9장단

유사선율23 제77장단 제17장단

유사선율24 제77장단 제61장단

1) 가야금산조 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중모리의 공통선율

① 공통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38, 39, 43장단)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38 , 39, 43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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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는 동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나 7, 8박에서 차이

를 보인다. 거문고산조 제39장단의 선율 골격이 가장 동일하며, 제38, 4,

43장단 순으로 유사도가 낮아진다. 가야금산조는 1박에서 본청 c음보다 

4도 아래인 G음에서 시작하고 2박에서 c음으로 상행한 후 5박까지 매 

박자마다 c음을 뜯어준다. 거문고산조의 네 장단은 모두 3박과 6박을 여

음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4장단과 제43장단은 첫 박을 

스르렁 주법으로 c음까지 긁어 올라간다. 여기서 분류된 총 다섯 장단은 

모두 7박과 8박에서 선율이 차이가 난다. 가야금산조는 7박에서 d음을 

깊게 눌러 들어간 음으로부터 꺾어 나와 d-c로 분박하는 8박의 형태를 

띤다. 우선 선율 골격이 가장 동일한 거문고산조 제39장단은 7박의 시작

음이 가야금산조보다 5도 낮은 G음이라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다음

으로 유사성이 높은 거문고산조 제38장단은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가 높

게 표현되고 있다. 7박에서 가야금산조와 동일하게 음을 눌러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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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작음이 다르고 8박에서 a음을 꺾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거문고산조 

제4장단은 스르렁 주법으로 시작하여 c음을 지속하며 11박에서 G음으로 

짧게 꾸미고 마지막 박까지 c음으로 채운다. 마지막으로 거문고산조 제

43장단은 7박에서 12박까지 옥타브 상행하여 진행하며 7박과 8박의 선율 

골격은 g-c'-a로 차이가 난다.

② 공통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1>과 같다.

<악보 41>

앞의 <악보 40>처럼 거문고산조는 스르렁 주법으로 시작하고 가야금산

조는 G음을 농현하며 c음으로 상행한다. 6박에서 12박까지의 시작음과 

종지음이 같은데 이 중간과정에서 가야금산조는 7박을 eb음으로 누르며 

변화를 시도한다. 10박에서 c음으로 짧게 꾸미고 G음을 전성하여 다시 c

음으로 도약하여 마무리한다. 거문고산조는 10박부터 종지의 c음과 동일

하게 도약하고 11박에서 G음으로 짧게 꾸미며 왼손으로 음을 빠르게 하

행시켰다 돌아와 마무리한다.

③ 공통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 46 -

가야금산조 제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거문고산조 제 61장단은 중모리의 마지막 장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음이 

eb'음으로 표현되기에 비교하지 않는다. 4박과 6박에서 가야금산조는 꾸

밈음으로 표현하고 거문고산조는 16분음표로 표현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악보에 기록할 때의 차이 정도이며 실제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0박에서 곧바로 4도 상행하는 거문고산조와 달리 가야금산조는 

장을 마무리하기위해 싸랭으로 표현된다.

2) 가야금산조 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중모리의 유사선율

① 유사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장단)

가야금산조 제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3>과 같다.

<악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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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산조는 1박에서 4박까지 d-g-c'로 4도씩 상행하며 5박에서 옥타브 

하행한 후 d음을 꺾어준다. 7박에서 9박까지 d-c-G로 하행하여 농현하고 

10박에서 c음으로 돌아와 마무리한다. 가야금산조는 4박에서 4도 상행하

는 거문고산조와 반대로 5도 하행하고 5박에서 옥타브 상행하는 차이가 

있다. 7박에서 9박까지는 거문고산조와 동일하게 d'-c'-g로 하행하고 농

현 대신 전성으로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선율골격이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각 박자별로 옥타브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② 유사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7장단)

가야금산조 제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4>와 같다.

<악보 44>

1박에서 6박까지 진행하는 동안 가야금산조는 첫 음을 G음으로 시작하

여 c음으로 상행하고, 거문고산조는 c음을 유지하다가 4박과 6박에서 변

화를 시도한다. 6박에서 도약하여 g음을 농현하는 거문고산조는 점차 상

행하다가 10박의 스르렁 주법을 이후로 가야금산조보다 한 옥타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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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9박에서 12박까지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의 선율 골격은 동

일하나 10박에서 거문고산조가 주법의 차이를 보인다.

③ 유사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2장단)

가야금산조 제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2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5>와 같다.

<악보 45>

2박에서 5박까지의 선율 골격과 7박에서 12박까지의 선율 골격이 유사하

다. 2~3박은 중심음으로부터 4도 하행하여 농현하고 중심음으로 돌아오는 

진행이 동일하다. 4박에서 가야금산조는 G음을 농현하고 d음으로 올라가 

꺾는데, 거문고산조는 하행하는 음 없이 바로 d음을 꺾어주어 c음으로 하

행하는 차이를 보인다. 7박과 8박에서 c음을 짧게 꾸미고 G음을 농현하

며 끌어주는 거문고산조와 다르게 가야금산조는 8박에서 c음 주변음으로 

이동하고 G음으로 하행하여 농현한다. 9박에서 12박까지는 거문고산조

가 8박의 여음으로 9박까지 지속하여 c음을 짧게 꾸미는데 악보상 꾸밈

음과 16분음표라는 리듬의 차이가 보일 뿐 실제로는 동일하게 진행한다.

④ 유사선율 유형4 (가야금산조 제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

가야금산조 제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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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보 46>과 같다.

<악보 46>

두 장단은 1박에서 6박까지 G-g-c'로 첫 음에서 옥타브 상행하고 4도 상

행하는 유사한 형태이나 표현의 차이가 보인다. 가야금산조는 2박의 g음

을 농현으로 2박을 끌고 본청 c'음으로 3박을 끌어주는 반면, 거문고산조

는 2박의 여음으로 3박을 살짝 꺾어주고, 4박의 여음으로 5박을 짧게 하

행하고 돌아온다. 7박에서 두 장단 모두 짧은 꾸밈음이 있고 8박에서 꺾

어주는데, 가야금산조는 3도 위의 f음부터 농현하며 나와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거문고산조는 8박의 d음부터 바로 4도씩 상행하여 c'음으

로 마무리하며 12박까지 여음으로 나타낸다. 가야금산조는 8박에서 농현

하여 나온 음으로 9박까지 끌어주고 10박에서부터 4도씩 상행하여 마무

리하는데 12박에서 다음 장단으로 이어지기 위해 b음에서 흘러나온다.

⑤ 유사선율 유형5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 49장단)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 49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

며 다음 <악보 47>과 같다.

<악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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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박과 9~12박의 선율 골격은 동일하며, 7박과 8박은 유사하게 나타난

다. 먼저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은 7박에서 가야금

산조가 G-c-d로, 거문고산조가 c-g-d'로 다르게 진행하지만 이를 제외하

면 리듬과 선율이 동일하다. 가야금산조 제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9장단

의 7~9박은 구성음은 동일하나, 가야금은 G-c-d-d-c-G로 d음을 기점으로 

상행했다 하행하는 구조로 표현된다. 거문고산조는 g음을 생략하고 

c'-d'-c'-g-g로 d'음과 g음 앞에 c'음을 짧게 붙이고 g음을 반복하는 구조

로 표현되었다. 12박에서 거문고산조의 두 장단은 11박의 음을 지속하지

만 가야금산조는 모든 박을 뜯어준다.

⑥ 유사선율 유형6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6장단)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8>과 같다.

<악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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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조 모두 1~3박과 7~9박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선율 골격을 가진다.

특히 1박과 7박, 8박에 나타나는 음형이 두드러지는 장단이다. 가야금산

조는 c-d'로 9도 상행하여 꺾고, 거문고산조는 g-d'로 5도 상행하나 이 

과정에서 c'음을 경과적으로 사용한다. 이 음형이 나타나면 다시 한 번 

꺾었던 음을 반복하여 2도 하행하는데, 가야금산조는 2박에서 곧장 나오

고 거문고산조는 2박까지 음형을 반복하고 4박에서 나온다. 9박에서 12

박까지 하행하는데 거문고산조는 마지막 음을 c'로 상행하여 마무리한다.

⑦ 유사선율 유형7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8장단)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49>와 같다.

<악보 49>

가야금산조는 d'-c'로 2도 하행을 하는 구조이지만 거문고산조는 한 음 

더 높은 eb'음에서부터 d'-c'까지 2도씩 하행을 한다. 거문고산조 1박의 

eb'음은 a음을 반음 높여 꺾어주는 가야금산조보다 더 높은 음에서 꺾어 

나온다. 두 산조 모두 4~6박은 본청 c'음으로 지속하고 10~12박은 본청

으로부터 4도 하행하여 농현한다.

⑧ 유사선율 유형8 (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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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50>과 같다.

<악보 50>

앞의 <악보 48>와 <악보 49>에 나오는 거문고산조의 유사장단 보다 거

문고산조 제36장단이 가장 유사한 선율 골격을 가진다. 거문고산조는 1

박과 7박에 싸랭으로 시작하는데 c'-c가 아니라 c'-G인 것은 거문고 조현

에 의한 것이다. 3박에서 거문고산조가 4도 하행하여 g음을 농현하는 것

을 제외하면 1~6박의 선율 구조가 같다. 가야금산조의 9박과 10박에 해

당하는 선율이 거문고산조의 8, 9박에서 보인다. 가야금산조의 음들을 풀

어서 연주하듯이 정박으로 연주한다.

⑨ 유사선율 유형9 (가야금산조 제10, 4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 11장단)

가야금산조 제10, 4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 11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

하며 다음 <악보 51>과 같다.

<악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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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두 장단은 첫 시작을 싸랭으로 하여 

도약한다. 네 장단의 선율 골격은 5박에서 12박까지 유사하게 나타난다.

네 장단 모두 5박에서 d'음을 꺾고 6박에서 본청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

에서 가야금산조 제10장단은 a음을 꺾기 전에 d'음으로 짧게 꾸며주고, 제 

45장단은 c''음으로 짧게 꾸미고 g'음으로 하행하여 d'음을 꺾는데 모두 4

도씩 하행한다. 거문고산조 제9장단은 꾸밈음 없이 d'음을 꺾어주며, 거문

고산조 제11장단은 앞의 4박에서 이어온 여음으로 반박을 채운 후 d'음을 

꺾는다.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제45장단의 7~12박은 동일 선율이며, 거문

고산조 제9장단과 제11장단의 7~12박은 제11장단에서 g음으로 짧게 꾸며

주는 음을 제외하고 동일 선율이다. 각 산조의 두 장단이 7~12박에서 서

로 동일한 선율을 가지기에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을 

비교하겠다. 7박에서 9박으로 진행하는 동안 c'-d'-g의 동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며, 본청으로 지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가

야금산조가 옥타브로 싸랭한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⑩ 유사선율 유형10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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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1~2박과 5~12박의 선율 골격이 유사하다. 가야금산조는 1~2박과 동일한 

음으로 6박을 뜯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3박에서부터 하행하여 옥타브 낮

은 음으로 진행한다. 7박에서 d'음으로 가는 과정에 가야금산조는 g음으

로 짧게 꾸며 c'음을 거쳐 가고, 거문고산조는 c-g로 5도씩 빠르게 상행

한다. 8~12박은 동일하나 가야금산조가 10박에서 옥타브로 싸랭하여 마

무리의 느낌을 준다.

⑪ 유사선율 유형11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4장단)

가야금산조 제1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4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3>과 같다.

<악보 53>

위 <악보 53>는 <악보 52>와 마찬가지로 1~2박의 음과 5~12박의 선율 

골격이 유사하다. 거문고산조는 1박에서 스르렁 주법을 사용하여 강하게 

시작한다. 7박에서 9박까지 가야금산조는 c'-d'-d'-c'-g의 선율 골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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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처음 나오는 d'음을 꺾어주는 형태이다. 거문고산조의 7박에서는 

eb'음을 깊게 꺾기위해 g'음까지 누르고, 8박에서 d'음을 한 번 더 꺾어

주어 c'-(g')-eb'-d'-g의 선율 골격을 가진다.

⑫ 유사선율 유형12 (가야금산조 제2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장단)

가야금산조 제2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4>와 같다.

<악보 54>

두 장단 모두 장단의 도입부에 셋잇단음표가 주된 리듬으로 이루어져있

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셋잇단음표의 리듬형이 앞이 길고 뒤가 짧은 

♩♪리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야금산조는 이음줄을 사용하여 음을 눌

러 표현한다. 9박과 12박을 제외하면 4박에서부터 선율 골격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거문고산조는 퇴성이나 추성, 또는 음을 

꺾으며 표현하는 반면 가야금산조는 음을 전부 뜯어서 표현하는 차이가 

있다.

⑬ 유사선율 유형13 (가야금산조 제3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장단)

가야금산조 제3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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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거문고산조가 c'음으로 세 박을 유지하는 동안 가야금산조는 g음으로 짧

게 꾸미며 시작한다. 7박에서 12박까지 c'-g'-c'라는 동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나 10박에서 거문고산조는 유현에서 대현으로 옮겨 음색의 차이를 

주고, 가야금산조는 싸랭으로 변화를 준다.

⑭ 유사선율 유형14 (가야금산조 제3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

가야금산조 제3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56>과 같다.

<악보 56>

두 장단은 4~12박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4박에서 6박으로 진행하는 동안 

eb'음을 가야금산조는 눌러 스타카토로 막고 거문고산조는 농현하는 차

이를 보인다. 7박에서 12박으로 진행하는 동안도 마찬가지로 eb'음에서 

가야금산조는 줄을 눌러 흔들다가 스타카토로 막아주고 거문고산조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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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 깊게 꺾어 나온다. 9박에서 가야금산조는 d'-c'로 분박하고 거문

고산조는 g음을 굵게 농현하는데 이를 제외하면 선율 골격은 동일하다.

⑮ 유사선율 유형15 (가야금산조 제4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

가야금산조 제4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5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7>과 같다.

<악보 57>

c'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가야금산조는 5박에서 g'음으로 상행한 후 

d'-c'음으로 하행하는데, 거문고산조도 마찬가지로 c'음을 중심으로 진행

하다가 g음으로 하행하여 d-c음으로 하행하며 가야금산조와 옥타브 차이

를 보인다. 가야금산조는 7박 이후로도 c'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지만 

거문고산조는 7박에서 c-g로 5도씩 빠르게 상행하여 d'음을 향한다.

8~12박은 동일하나 가야금산조가 10박에서 옥타브로 싸랭하여 마무리한

다.

⑯ 유사선율 유형16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5장단)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25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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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옥타브로 동시에 음을 뜯어 음량을 크게 만들어 3

박 동안 지속한다. 거문고산조는 6박에서 g음을 먼저 뜯어주어 당김음의 

효과를 주었다. 7박과 8박에서 가야금산조는 분박을 하여 c'음과 d'음을 

순차적으로 상․하행하고, 거문고산조는 d음으로 하행하였다가 9박에서 

농현하며 4도 상행한다. 10~12박은 두 산조의 가장 전형적인 종지를 보

여준다.

⑰ 유사선율 유형17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0장단)

가야금산조 제5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59>와 같다.

<악보 59>

가야금산조는 1~3박을 옥타브로 뜯어 농현하며 지속하는 반면, 거문고산

조는 매 박을 뜯어주어 4박의 g'음으로 도약하게 쉽게 하였다. 가야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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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4박과 5박에 나타나는 d'-c'의 진행은 거문고산조에서는 한 박이 밀려 

5박과 6박에 나타난다. 또한 9~12박은 위의 <악보 58>의 두 장단과 동

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기에 비교를 생략한다.

⑱ 유사선율 유형18 (가야금산조 제5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6, 58장단)

가야금산조 제52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6, 5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

며 다음 <악보 60>과 같다.

<악보 60>

먼저 1~6박에서 세 장단은 첫 박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야금산조는 c음

을 스타카토로 줄을 막아주어 속삭이듯이 표현하고, 거문고산조는 싸랭

으로 꾸민다. 거문고산조는 c'음 사이에 4도 하행하여 g음을 농현한다. 7

박의 d'음으로 가기 전에 세 장단 모두 다른 선율 형태를 보이는데, 가

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제36장단은 1박에서처럼 c음을 스타카토로 막거

나 싸랭을 한다. 제58장단은 eb'음을 16분음표로 빠르게 뜯고 d'음으로 

하행한다. 11~12박에서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제58장단은 본청 c'음

으로, 거문고산조 제36장단은 4도 아래의 음으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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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유사선율 유형19 (가야금산조 제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4장단)

가야금산조 제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4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첫 세 박을 가야금산조는 g음으로, 거문고산조는 c'음으로 지속한다. 두 

장단 모두 4박에서 뜯은 음을 변화시키며 5박까지 끌어주는데 반음 낮은 

음으로 짧게 꾸며주는 유사성을 보인다. 6~9박까지 동일한 선율이나, 6

박에서 가야금산조는 c'음으로, 거문고산조는 g'음으로 d'음을 꾸민다.

⑳ 유사선율 유형20 (가야금산조 제5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8장단)

가야금산조 제5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2>와 같다.

<악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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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랭으로 시작하여 2박에서 바로 c''음으로 도약하고 c''음을 중심으로 진

행한다. 특히 3박까지는 1박의 싸랭 이외에 다른 리듬이나 선율의 변화

가 없다. 거문고산조의 6박에서 c''음에서 a'음으로 흘러내려 g음을 농현

하는데 가야금산조는 한 옥타브 높은 g'음을 농현한다. 8박에서 d'음을 

꺾어주는 형태가 거문고산조의 9박에서 찾아볼 수 있다.

㉑ 유사선율 유형21 (가야금산조 제6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4장단)

가야금산조 제6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34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3>과 같다.

<악보 63>

두 장단은 1박에서 9박까지의 선율 골격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1박에서 

3박까지 c'음으로 3박을 지속하는 거문고산조와 달리 가야금산조는 

c'-g'-f'로 모든 박을 연주한다. 3박과 4박은 두 산조 모두 여음으로 음을 

만들어 내는데, 시작음보다 한 음 낮은 음으로 짧게 꾸며준다. 여음으로 

만들어 내는 음은 eb'음과 f'음으로 가야금산조는 농현하듯이 빨리 흔들

고 거문고산조는 꺾어주듯 표현한다.

㉒ 유사선율 유형22 (가야금산조 제6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

가야금산조 제64장단과 거문고산조 제9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 62 -

음 <악보 64>와 같다.

<악보 64>

가야금산조의 5~12박과 거문고산조의 6박을 제외한 4~12박의 선율 골격

이 유사하다. 거문고산조 8~9박의 d'-g음이 가야금산조 8~10박에 걸쳐 

나타난다. 7박의 eb'음을 눌러 여음으로 줄을 흔들어서 막고 d'-d'-c'-g로 

분박한다. c'음으로 지속하여 여음으로 마무리하는 거문고산조와 달리 가

야금산조는 c'음을 11박에서는 g음으로 꾸미고 12박에서는 연튕김과 분

박으로 다음 장단으로 연결시킨다.

㉓ 유사선율 유형23 (가야금산조 제7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장단)

가야금산조 제7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5>와 같다.

<악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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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조 모두 시작음을 길게 지속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d'음을 눌

러 f'음에서부터 농현하며 나오는데 가야금산조는 3~4박에서, 거문고산조

는 6박에서 보인다. 7박에서 11박까지 동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거문고산조는 10박에서 대현 전에 c'음을 짧게 뜯어주고 

가야금산조는 그 자리에 싸랭으로 표현한다.

㉔ 유사선율 유형24 (가야금산조 제77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가야금산조 제7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6>과 같다.

<악보 66>

두 장단 모두 중모리의 마지막 장단이기에 종지음이 eb'음으로 동일하다.

1~6박에서 가야금산조는 2박씩, 거문고 산조는 3박, 2박, 1박으로 박을 

묶어 여음으로 처리한다. 1박에서 옥타브로 농현하는 가야금산조의 g음

과 거문고산조의 g음은 본청보다 4도 낮은 음으로 깊게 농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7박에서 12박까지 동일한 선율 골격을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차이가 보인다. 거문고산조는 꾸미는 음 없이 한 박씩 눌러 내는 느낌으

로 진행하는데, 가야금산조는 7, 10, 11박에서 짧은 꾸밈음을 넣어줌으로

써 종지가 두드러진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중모리 선율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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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선 율

공통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공통선율1 제163장단 제69, 109장단

공통선율2 제178장단 제145장단

공통선율3 제178, 179, 180장단 제163, 164, 165장단

공통선율4 제191장단 제4, 56, 226장단

분석한 결과, 가야금산조 총 77장단과 거문고산조 총 61장단 중 공통선

율은 가야금산조 3장단, 거문고산조 6장단으로 3.9%, 9.8%의 비율로 나

타났다. 유사선율은 가야금산조 18장단, 거문고산조 20장단으로 23.4%,

32.8%의 비율로 나타났다. 진양조에 비해 공통선율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유사선율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90%이상의 동일한 선율은 적으나 

70%이상의 유사한 선율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

사 정도를 보이는 것은 두 산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모리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진모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는 총237장단으로, 김윤덕류 거문고산

조의 자진모리는 총226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선율 

5장단과 유사선율 8장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표 6>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의 공통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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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선율5 제191장단
제136, 138, 142, 189,

190장단

유 사 선 율

유사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유사선율1 제1장단 제1장단

유사선율2 제2, 4, 78, 198장단 제61장단

유사선율3 제27, 28장단 제45, 46장단

유사선율4 제95, 96, 97장단 제167장단

유사선율5 제104, 105, 106 제176장단

유사선율6 제178, 179, 180장단 제195, 196, 197장단

유사선율7 제191장단 제57, 76, 130장단

유사선율8 제191장단 제88, 144, 208장단

1)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선율

① 공통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16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9, 109장단)

가야금산조 제16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9, 109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

하며 다음 <악보 67>과 같다.

<악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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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가야금산조보다 거문고산조가 한 옥타브 높게 나타난다. 거

문고산조의 두 장단은 첫 음을 d'음으로 가야금산조보다 2도 높으나 나

머지 선율은 동일하고 거문고산조 제109장단의 마지막 박은 앞의 지속음

을 따른다. 가야금산조 7박에서 G음으로 c음을 짧게 꾸며준다.

② 공통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17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45장단)

가야금산조 제17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45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8>과 같다.

<악보 68>

1~3박에서 가야금산조는 농현으로 음을 꾸미고, 거문고산조는 모든 음을 

전성한다. 9~10박에서 가야금산조는 16분음표로 나타나나 자진모리의 빠

르기로 볼 때 농현을 깊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느껴진다. 11박에서 

가야금산조는 꺾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평으로 낸다.

③ 공통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178, 179, 18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

163, 164, 165장단)



- 67 -

가야금산조 제178, 179, 18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63, 164, 165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69>와 같다.

<악보 69>

가야금산조 제17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63장단, 가야금산조 제17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64장단, 가야금산조 제18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65장단을 

각각 비교하여야 하지만 선율이 연결이 되어 묶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하나의 동일장단으로 묶어 비교한다. 가야금산조 제178장단의 1~3박

과 제179장단의 5~7박, 제180장단의 8~10박은 연튕김으로 표현하여 주는

데, 거문고산조는 ♩♪의 리듬으로 표현한다. 제180장단에서 1박과 7박에 

g음을 짧게 꾸며주어 선율을 화려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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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통선율 유형4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56, 226장단)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56, 226장단은 공통선율에 해

당하며 다음 <악보 70>과 같다.

<악보 70>

가야금산조보다 거문고산조가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 낮은 음높이를 가지

고 있다. 가야금산조 제191장단의 첫 음인 f'음을 추성하기 때문에 g'음

까지 진행한다 하여도 무방하므로 g-d로 진행하는 거문고산조와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7~12박에서 가야금산조는 2박씩 나누어 연주하며 옥타

브 하행하고 돌아온다. 거문고산조는 c음을 분박해주는 정도가 다르며,

제226장의 마지막 음은 최종 음이기에 옥타브 하행하여 C음으로 종지한

다.

⑤ 공통선율 유형5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6, 138,

142, 189, 19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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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6, 138, 142, 189, 190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71>과 같다.

<악보 71>

<악보 70>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산조의 첫 음을 g'음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거문고산조와 동일한 선율 골격이라 할 수 있다. 5박이 여음으로 

진행되는 다른 장단과 다르게 제142, 189, 190장단은 6박에서 앞 음과 뒤 

음 사이에 변화를 주는데, 제142장단은 4도 하행 진행하고, 제189, 190장

단은 4도 상행 진행한다. 거문고산조의 다섯 장단은 모두 7~12박이 네 

박, 두박으로 분박하여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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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유사선율

① 유사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장단)

가야금산조 제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

음 <악보 72>와 같다.

<악보 72>

두 장단은 청이 다르지만 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인다. 두 장단 모두 자

진모리가 첫 시작하는 장단이고 상대적인 음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

선율로 볼 수 있다.

② 유사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2, 4, 78, 19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

가야금산조 제2, 4, 78, 19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61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73>과 같다.

<악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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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2, 4, 78장단은 서로 완전 동일하고, 제198장단은 이 보다 

한 옥타브 높은 선율이나 첫 음 이후 옥타브 상행하여 동일한 음으로 지

속한다. 가야금산조끼리는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제2장단과 거문고산조

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두 장단은 옥타브 차이나는 두 음 사이에서 도약

하는 선율로, 리듬은 동일하나 4, 5박과 8박의 음정이 다르다. 또한 가야

금산조는 옥타브로 상행된 c'음 앞에 g음으로 짧게 꾸며준다.

③ 유사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27, 2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5, 46장단)

가야금산조 제27, 2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5, 4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

당하며 다음 <악보 74>와 같다.

<악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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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단들은 1~6박과 7~12박이 약간의 음 변화를 주어 대칭적으로 나타

나는 구조이다. 가야금산조의 첫 음과 7박은 a음으로 시작하여 a-c'의 3

도 간격과 a-d'의 4도 간격으로 음이 진행하고, 거문고산조는 g음으로 

시작하여 c'음과 d'음으로 4도, 5도 간격으로 진행한다. 거문고산조는 전

체가 ♪♩의 리듬인데, 가야금산조는 이 사이에 g음이 꾸밈음처럼 짧게 

들어가 음들이 연결된다. 거문고산조는 제45장단에서 제46장단으로 넘어

갈 때 동일한 선율 구조로 나타나나, 가야금산조는 제28장단에서 음형의 

반복 단위가 짧아져서 1~6박과 7~12박에 두 번 나타난다.

④ 유사선율 유형4 (가야금산조 제95, 96, 9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67장단)

가야금산조 제95, 96, 9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67장단은 유사선율에 해

당하며 다음 <악보 75>와 같다.

<악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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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의 세 장단은 c음을 반복하다가 옥타브까지 상행하는 c-g-c'의 

형태이다. 거문고산조도 c-g-c'로 상행하는데 첫 음을 스르렁 주법으로 

시작하고 3박을 비워주는 차이를 보인다. c'음으로 진행한 후는 각 장단

의 리듬이 차이가 난다.

⑤ 유사선율 유형5 (가야금산조 제104, 105, 10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

176장단)

가야금산조 제104 ,105, 106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76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76>과 같다.

<악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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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단들은 d'음을 반복하다 5도 하행하여 g음을 거쳐 최종적으로 c'음

으로 진행한다. 이 중 가야금산조 제106장단은 c'음으로 6박을 지속하는 

제104, 105장단에 비하여 단위가 반으로 줄어 반복한다. 거문고산조는 첫 

음을 꺾지 않고 c'음을 변화를 주며 진행하는 차이를 보인다.

⑥ 유사선율 유형6 (가야금산조 제178, 179, 18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

195, 196, 197장단)

가야금산조 제178, 179, 180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95, 196, 197장단은 유사

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77>과 같다.

<악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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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각 산조의 세 장단을 선

율 진행의 묶음으로 본다. 두 산조는 장단 내에서 박을 채우며 뜯는 횟

수의 차이를 보인다. <악보 69>보다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조금 더 정적

으로 변하였다.

⑦ 유사선율 유형7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7, 76, 130

장단)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7, 76, 13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

당하며 다음 <악보 78>과 같다.

<악보 78>

1~6박까지 첫 음에서 4도 하행한 후 2도 하행하는 선율 골격이 완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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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나 거문고산조가 가야금산조보다 한 옥타브 낮게 진행한다. 이 세 

장단의 7~12박은 c음을 옥타브로 이동하는 가야금산조와 달리 거문고산

조는 c-g-c'로 c음에서부터 옥타브까지 상행하는 진행이다.

⑧ 유사선율 유형8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8, 144, 208

장단)

가야금산조 제191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8, 144, 20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79>와 같다.

<악보 79>

앞의 <악보 78>에 나타나는 거문고산조보다 <악보 79>의 거문고산조가 

한 옥타브 높아 가야금산조와 동일한 높이에서 비교 가능하며, 이 장단

들의 선율 골격이 유사하다. 1~6박까지 모든 선율 골격이 동일한데, 거

문고산조 제144장단만 5박에서 5도 하행한다. 7~12박에서 가야금산조는 

c-c'음으로 옥타브 진행하는데, 거문고산조의 제144장단은 c'음으로만 진

행하고, 제88장단과 제208장단은 c'음에서 d'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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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 10박이 g-c'와 c'-c'로 달리 나타난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을 비

교․분석한 결과, 가야금산조 총 237장단과 거문고산조 총 226장단 중 

공통선율은 가야금산조 5장단, 거문고산조 14장단으로 2.1%, 6.2%의 비

율로 나타났다. 유사선율은 가야금산조 17장단, 거문고산조 15장단으로 

7.2%, 6.6%의 비율로 나타났다. 진양조나 중모리에 비해 공통선율과 유

사선율의 비율이 낮아졌으나, 장단이 빨라지면서 각 악기의 특성에 맞추

어 가락이 진행하므로 이 정도의 유사 정도를 보이는 것은 두 산조가 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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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선 율

공통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공통선율1 제57장단 제4, 56, 226장단

공통선율2 제57장단
제136, 138, 142, 189,

190장단

공통선율3 제69장단 제45, 46장단

공통선율4 제85장단 제42장단

공통선율5 제49, 55장단
제85, 98, 100, 134,

140장단

Ⅳ. 상이 장단 간 선율비교

1. 중중모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는 총95장단으로, 김윤덕류 거문고산

조의 자진모리는 총226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윤덕류 거문고산조는 

중중모리가 없으나 자진모리와 박자체계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

야금산조의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를 비교․분석해 보겠다.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와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를 비교하기위해 거문고

산조의 자진모리도 한 박을 8분음표로 통일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김

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통선율 5장단과 유사선율 3장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의 공통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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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 선 율

유사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유사선율1 제57장단 제57, 76, 130장단

유사선율2 제57장단 제88, 144, 208장단

유사선율3 제83장단
제58, 77, 112, 116, 120,

174, 186, 218장단

1)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선율

① 공통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56, 226장단)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 56, 226장단은 공통선율에 해

당하며 다음 <악보 80>과 같다.

<악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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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가야금산조보다 거문고산조가 한 옥타브 낮은 음높이를 가지

고 있다. 가야금산조 제57장단의 선율 골격을 살펴보면 g'-d'-d'-c'-c'로 4

도하행과 2도 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문고산조의 세 장단 모두 

g-d-d-c-c의 골격으로 가야금산조와 동일한데, 7~12박에서 분박을 해주는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제226장단의 마지막 음인 C음은 거문고산조

가 최종적으로 종지하는 음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을 사용하였다.

② 공통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6, 138,

142, 189, 190장단)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36, 138, 142, 189, 190장단은 공

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1>과 같다.

<악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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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의 선율 골격이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거문고산조의 다섯 장단은 모두 7~12박이 네 박, 두 

박으로 분박하여 표현된다. 제136, 138장단은 서로 완전 동일하고 가야금

산조와도 완전 동일하다. 제142, 189, 190장단은 6박에서 앞 음과 뒤 음 

사이에 변화를 주는데 제142장단은 4도 하행 진행하고, 제189, 190장단은 

4도 상행 진행한다.

③ 공통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6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5, 46장단)

가야금산조 제69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5, 46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

며 다음 <악보 82>와 같다.

<악보 82>

거문고산조의 두 장단은 완전 일치하며, 가야금산조와도 4도 간격의 음

의 이동과 5도 상행이 동일하고, 농현하는 음의 위치와 꺾는 음의 위치

도 동일하다. 10박에서 가야금산조는 앞의 음보다 2도 하행하여 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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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도 하행하고, 거문고산조는 앞의 음과 같은 음에서 곧바로 5도 하

행하는 차이를 보인다.

④ 공통선율 유형4 (가야금산조 제8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2장단)

가야금산조 제8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42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3>과 같다.

<악보 83>

거문고산조는 g음을 뻗어 3박까지 지속하고, 가야금산조는 G-g로 옥타브

를 다르게 하여 시작하는 차이가 있다. 10박을 꾸며주는 음을 가야금산

조는 꾸밈음으로, 거문고산조는 16분음표로 나타낸다.

⑤ 공통선율 유형5 (가야금산조 제49, 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5, 98,

100, 134, 140장단)

가야금산조 제49, 55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5, 98, 100, 134, 140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4>와 같다.

<악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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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c'로 진행하는 형태로 선율 골격이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2도 상

행한 음을 꺾어주는데, 거문고산조 제85장단은 싸랭으로 시작하므로 첫 

음이 c'음이 아니라 G음이 된다. 7~12박까지 가야금산조는 c'음으로 지

속하고, 거문고산조는 다양하게 리듬을 바꾼다. 거문고산조 제100장단만 

c'음 사이에 g음으로의 이동이 보인다.

2)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유사선율

① 유사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7, 76, 13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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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7, 76, 130장단은 유사선율에 해

당하며 다음 <악보 85>와 같다.

<악보 85>

1~6박까지 첫 음에서 4도 하행한 후 2도 하행하는 선율 골격이 완전 일

치하나 거문고산조가 가야금산조보다 한 옥타브 낮게 진행한다. 이 세 

장단의 7~12박은 c'음으로 지속하는 가야금산조와 달리 g음을 거쳐 c음

에서 c'음으로 상행한다.

② 유사선율 유형2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8, 144, 208

장단)

가야금산조 제57장단과 거문고산조 제88, 144, 20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6>과 같다.

<악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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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박까지의 모든 선율 골격이 동일한데, 5박에서 c'음으로 2도 하행하

는 다른 장단과 달리 거문고산조 제144장단만 5도 하행한다. 7~12박에서 

c'음으로 지속하는 가야금산조와 달리 제144장단은 음은 동일하나 리듬

만 다르고, 제88장단과 제208장단은 c'음에서 d'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서 9박과 10박이 g-c'와 c'-c'로 달리 나타난다.

③ 유사선율 유형3 (가야금산조 제8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8, 77, 112,

116, 120, 174, 186, 218장단)

가야금산조 제83장단과 거문고산조 제58, 77, 112, 116, 120, 174, 186,

218장단은 유사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7>과 같다.

<악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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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서 9박까지의 선율 골격이 유사하고 리듬이 동일하다. 특히 5박에

서 9박까지는 모든 장단이 동일하다. 차이가 나타나는 1~4박을 살펴보

면, 가야금산조는 c-d-c로 앞뒤의 c음 사이에 2도 상행하여 꺾는다. 선율

이 동일한 거문고산조의 제58, 77, 120, 186장단은 c'-d'-d'로 2도 상행하

고 동일 음으로 마무리 한다. 제112, 116, 174, 218장단 역시 g-d'-d'로 동

일한 음으로 마무리하나, 첫 음이 다른 장단에 비하여 낮게 시작한다. 특

히 제112장단은 싸랭으로 시작하여 G음에서 도약한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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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한 결과, 가야금산조 총 96장단과 거문고산조 총 226장단 중 공

통선율은 가야금산조 5장단, 거문고산조 16장단으로 5.2%, 7.0%의 비율

로 나타났다. 유사선율은 가야금산조 2장단, 거문고산조 14장단으로 

2.0%, 6.2%의 비율로 나타났다. Ⅲ장의 동일 장단 간 비교에 비해 공통

선율과 유사선율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장단이나 유사성을 보이므로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와 거문고

산조의 자진모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휘모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휘모리는 총109장단으로,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의 자진모리는 총226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앞선 장단들에서는 선율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음을 비교하여 선율의 

흐름이 90%이상 동일하고 주법적인 차이만을 보일 경우 공통선율로 보

고, 선율 골격이 70%가량 동일한 경우 유사선율로 구분해 왔다. 하지만,

가야금산조의 휘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는 ♪를 한 박으로 보면 

같은 열두 박이지만 자진모리는 네 박(×4), 휘모리는 열두 박(♪×12)으

로 박이 묶이는 단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야금 휘모리에서는 12

박이 2박씩 묶이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묶이는 단위가 다양하게 섞여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박씩 묶여있는 거문고의 자진모리와 동일, 유사한 

부분은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와 가야금산조의 휘모리를 비교하기위

해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도 한 박을 8분음표로 통일하여 서술하도록 하

되, 먼저 동일한 선율을 찾고, 리듬을 제외한 선율골격의 음정관계를 중

심으로 유사한 선율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휘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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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선 율

공통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공통선율1 제38장단 제104장단

유 사 선 율

유사선율 유형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유사선율1

제1장단~제18장단

제20장단~제40장단

제47장단~제62장단

제73장단~제80장단

제71장단~제74장단

제84장단~제88장단

제167장단~제171장단

제176장단~제179장단

교․분석한 결과, 공통선율 1장단과 유사선율 1장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의 공통선율과 유사선율 비교

1)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공통선율

① 공통선율 유형1 (가야금산조 제3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04장단)

가야금산조 제38장단과 거문고산조 제104장단은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다음 <악보 88>과 같다.

<악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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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는 마지막 점4분음표를 제외하면 모두 8분음표 단위로 움직이

고 있지만, 같은 음을 반복하다 음정이 이동하는 위치를 보면, 거문고의 

선율골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거문고산조 자진모리의 유사선율

가야금산조의 휘모리는 거의 8분음표와 4분음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이며 진행된다. 때문에 앞의 상대적으로 느린 장단들에 비해 

반복과 변주의 기법으로 조금씩 변형된 선율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긴 선율들 중 일부와 거문고의 자진모리 중 일부 선율

들은 선율 골격의 음정관계가 거의 유사한데, 사용된 음정관계들을 정리

해 보면 아래 <악보89>와 같다.

<악보 89> 가야금산조 휘모리와 거문고 산조 자진모리 중 유사선율에 

사용된 음정들 

선율 골격의 음정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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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으로 명칭하였다.

I 는 한 옥타브 상행 도약하는 음정이다. Ⅱ는 단10도 상행 도약하는 

음정을 포함하며, 아래 단2도 음정으로 꺾인다. Ⅲ는 완전11도 위의 음정

(f')을 포함하는데, 거문고산조의 경우는 완전12도(g')로 다르게 기보되어 

있으나, 주로 같은 음계 내에서 주법에 의한 시김새로 사용되는 음이며,

음원 상으로는 두 개의 음 높이가 거의 유사하게 연주됨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동일한 음으로 취급하였다.

이 세 가지의 음정관계에 완전 5도 위의 음인 g음이 추가 된 경우에

는 ⅰ․ⅱ․ⅲ으로 표시하였다.

이 선율들은 위 세 가지의 음정관계를 사용하여 선율을 반복·변형 하

고 있어 서로 유사점이 많지만, 1 : 1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70%이상 유

사한 선율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선율들의 골

격을 위의 6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야금산조는 3개의 긴 선율이 이에 해당하며, 거문고산조 역시 4개의 

선율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가야금산조 4개의 선율들을 분석하여 아래 

에 제시한다.

<악보 90> 가야금산조 제1장단~제40장단(제19장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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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가야금산조 제47장단~제6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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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2> 가야금산조 제73장단~제80장단

다음은 거문고산조의 4개의 선율들을 분석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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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거문고산조 제71장단~제74장단

위 <악보 93>에서는 ⅰ와 ⅱ의 음정진행을 교대로 반복하고 있다. 리

듬 역시 가야금산조의 휘모리와 같이 12박(♪×12)이 2박씩 6개로 묶여있

으며, 6x2 뿐만 아니라 4x3의 헤미올라 리듬 역시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

다. 가야금산조에서는 주로 c음이 첫 강박에 나오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약박에서 2번 연달아 나온다는 차이가 있다.

<악보 94> 거문고산조 제84장단~제88장단

위 <악보 94>에서는 Ⅱ와 Ⅲ의 음정진행을 보인다. 3박씩 4개로 묶이

는(×4) 자진모리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어, 가야금산조 휘모리의 연속

된 8분음표 진행과는 차이가 있지만 선율 골격이 아주 유사함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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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각 장단 첫 박에 사용되는 G음은 가야금 산조의 c음과 유

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95> 거문고산조 제166장단~제171장단

위 <악보 95>에서는 Ⅰ와 ⅰ, 그리고 ⅱ의 음정진행을 보인다. 이 부

분 역시 2박씩 6개로 묶여 있어 가야금산조의 휘모리와 리듬이 유사하

다. 특히 각 장단의 첫 음에서 거문고 특유의 스르렁 주법을 사용한 점

은 가야금산조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악보 96> 거문고산조 제176장단~제179장단

위 <악보 96>에서는 ⅰ와 ⅱ, 그리고 ⅲ의 음정 진행을 보인다.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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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역시 2박씩 6개로 묶여 있어 가야금산조의 휘모리와 리듬이 유사한 

부분이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휘모리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을 비

교․분석한 결과, 가야금산조 총 109장단과 거문고산조 총 226장단 중 

공통선율은 가야금산조 1장단, 거문고산조 1장단으로 0.9%, 0.4%의 비율

로 나타났다. 유사선율은 가야금산조 63장단, 거문고산조 19장단으로 

57.8%, 8.4%로 나타났다. 휘모리의 경우 두 산조의 박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선율의 비율이 희박하였다. 하지만 음정관계가 비슷하고,

반복․변형되는 형태가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야금산조의 유사

선율 비중이 다른 결과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 각 선율별로 유사한 정

도를 비교하지 않고, 리듬을 제외한 선율골격의 음정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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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 본론에서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김윤덕류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밝혀내었다. 선율들은 유사정도에 따라 공통선율과 

유사선율로 나누어 구분하였고, 선율의 주요 골격이 90%이상 동일한 경

우는 공통선율, 70%이상~90%미만으로 동일한 경우 유사선율로 구분하

였다.

그 결과 가야금산조 각 장단에서 공통선율은 진양조 104장단 중 11장

단, 중모리는 77장단 중 3장단, 중중모리 95장단 중 5장단, 자진모리는 

237장단 중 5장단, 휘모리 109장단 중 1장단이 발견되었고, 유사선율은 

진양조 104장단 중 22장단, 중모리 77장단 중 18장단, 중중모리 95장단 

중 2장단, 자진모리 237장단 중 17장단이 발견되었다.

거문고산조에서는 진양조 87장단 중 11장단, 중모리 61장단 중 6장단,

자진모리 226장단 중 28장단이 공통선율에 해당하며, 진양조 87장단 중 

22장단, 중모리 61장단 중 20장단, 자진모리 226장단 중 30장단이 유사선

율에 해당한다.

위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의 각 선율을 장단 단위로 비교한 결과 휘모리

를 제외한 모든 장단에서 공통선율과 유사선율이 발견되었고, 휘모리에

서는 단 하나의 공통선율만 발견되었으나 리듬을 제외한 음계의 조합이 

반복․변형되는 부분들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느린 장단일수록 유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장단이 빨라지면 각 악

기의 특성에 맞추어 연주하는 선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율의 유사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선율만을 범위로 

하여 유사한 선율들을 찾아내었지만 추후 음계․리듬․형식․주법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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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등 각 음악적 요소별로 특징을 찾아 비교해 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심도 깊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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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ies in 

'Kim Yun-Deok's  Gayageum 

Sanjo and Geomungo Sanjo

Park, So-Ra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ayageum sanjo has been succeeded and expanded through several

generations, since it was formed in the late 19th century. Masters of

gayageum heightened degree of completion musically by adding their

own melody to the melody that they learned from their teachers and

refined it, and to each of those melodies which were completed in

this way the master's name was given and was called ‘○○○ryu’.

Masters of sanjo generally left trends by composing sanjo melody

with usually one instrument, however, Kim, yun-deok left melodies

by forming trend of each sanjo with the two instruments, i.e.

gayageum and geomungo in his name, not with one instrument. In

this thesis, the connectivity was investigated under the premi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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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lodies were influenced by each other when a musician formed

a sanjo with the instrument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chapter Ⅱ, Kim, yun-deok's life and transmission process of sanjo

were investigated. In chapter Ⅲ, Jinyangjo․Jungmori․Jajinmori

rhythms were compared․analyzed, which were included in the two

sanjos in common. In chapter Ⅳ, Jungjungmori and Hwimori of

gayageum sanjo were compared․analyzed, which can be judged as

the same rhythm system as Jajinmori of geomungo sanjo, though they

are different rhythms. However, gayageum sanjo Danmori was

excluded from the research scope, since it doesn't have rhythm that

can be compared because its rhythm system is different.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on melody and the

similar melody by comparing gayageum sanjo and geomungo sanjo

based on the melody which was left directly by Kim, yun-deok are

as follows.

As the result of comparing each melody of gayageum sanjo and

geomungo sanjo with rhythm as a unit, common melody and similar

melody were found in all rhythms except Hwimori. Although only

one common melody was found in Hwimori, similarity could be

found in the parts where combination of scale except rhythm was

repeated and transformed. This seems that relatively slow rhythm has

more similar elements, and the similarity of melody decreases when

the rhythm gets fast since the melody play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instrument increases. In this study, similar

melodies were researched within the scope of only Kim, yun-deok

style gayageum sanjo and geomungo sanjo melodies, however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draw more in-depth results if a further study

is progressed by researching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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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element, e.g. scale․rhythm․form․characteristics of playing

styles, etc. in the future.

------------------------------------

Key terms: Kim yun-deok, Gayageum, Geomungo, Sanjo, common

melody, similar melody, similarity

Student Number: 2009-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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