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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야금산조는 19세기 말에 김창조가 체계화시킨 기악 독주곡으로, 일정

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전승자에 의해 가락이 변화되

며 여러 유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야금산조는 교육과 연구 등의 필

요성으로 인해 서양 오선보로의 채보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선보에 표기하기 힘든 음이 서양 평균율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가 발

생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를 이용하여 음고와

음정을 측정하여 전통음악의 음정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

해 가야금산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죽파류, 김병호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 진양조와

중모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 다섯 악

조의 징(cˈ)과 땅(dˈ), 두 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음고와 음정을 측정

한 후 유파별 악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태홍류의 경드름(86.04cen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의 음

정 간격은 모두 단2도(100cent)와 장2도(200cent) 사이로 나타났다.

김죽파류의 음정 간격은 강산제-우조-계면조-평조-경드름 순으로 넓었

다. 또한, 강산제와 우조의 음정 간격이 비슷하고, 계면조와 평조, 경드름

의 음정간격이 비슷했다. 김병호류의 음정 간격은 측정음 샘플이 없는

우조를 제외하면, 경드름-평조-계면조-강산제 순으로 넓었다. 경드름을

제외하고 계면조, 평조, 강산제의 음정 간격이 비슷했다. 강태홍류의 음

정 간격은 우조-계면조-강산제-평조-경드름 순으로 넓었고, 음정 간격

이 비슷한 조가 없이, 모든 조가 10cent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조별로 정리하면, 김죽파류와 강태홍류에서 우조의 음정 간격이 가장

컸고, 김죽파류와 김병호류에서 계면조와 평조의 음정 간격이 비슷했다.

계면조의 음정 간격은 세 유파가 모두 비슷했다. 조별 음정 간격의 차이

가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김병호류-김죽파류-강태홍류 순이다.

주요어 : 가야금산조, praat, 음고, 음정, 조

학 번 : 2011-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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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가야금산조는 19세기 말에 등장한 기악 독주곡으로, 19세기 이전부터 체계

없이 단편적으로 연주되던 허튼가락을 김창조가 음악적으로 체계화시킨 것

으로 짐작된다.1) 가야금산조의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

러 전승자에 의해 가락이 변화되면서 여러 유파가 형성되었다.

전승 계보에 따르면 가야금산조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의 1세대 명

인들에 의해 연주되다가 각 지역별로 2세대, 2세대의 일부가 3세대까지 전수

되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가야금산조 유파는 10여 가지로, 2세대 명인들

의 이름을 붙인 것과 또 다시 그들에게서 산조를 배워 독립적인 유파로 정

착시킨 3세대들의 것이 있다. 전자에는 강태홍류, 최옥삼류, 김종기류, 김병

호류, 서공철류, 신관용류, 심상건류가 있고, 후자에는 김죽파류, 성금연류,

김윤덕류 등이 있는데, 이들 유파는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가락이 정착되

고 완성기에 이르러 더 이상 새로운 가락이 추가되지 않은 채로 21세기 오

늘날 전해지고 있다.2)

‘즉흥성’과 ‘형식’이라는 음악 실현 원리를 골고루 갖추고 구성되었던 산조3)

는 다수를 위한 교육이라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정된 가락의 모

습을 지니게 되었다. 1955년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설립, 그리고

1959년의 서울대학교 국악과 설립을 필두로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의 여러 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방식은 이전의 일대일

구전심수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필요로 하였다.4) 대학에서 산조교육이 시작

1)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서울: 민속원, 2007, 446-447쪽.

2) 김현채,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보편적 선율구조-11개 유파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쪽(윤도희,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구: 서공철,

김윤덕, 정달영류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2쪽에서

재인용).

3) 권도희, “가야금 산조 진양의 형식론”, 『민속학술자료총서-가야금5』, 서울: 우리

마당 터, 2002, 2쪽.

4) 양수연, “가야금산조의 음고 및 음정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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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산조는 필연적으로 구전의 문화에서 기록의 문화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 외에도 산조의 유파별 특징, 가야금산조의 선율

구조 등 연구를 위한 채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5) 서양 오선보에 산조를

채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채보된 악보를 이용하여 산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를 이용

한 교육방식은 비교적 단시간에 다수를 학습케 하는 효율성을 지녔기에 현

재까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오선보의 채보 작업은 실음과 미분음

을 비롯하여 시김새를 통해 발현되는 음정관계를 평균율로 간단하게 기보하

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음악과의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양 오선보로

전통음악을 옮길 경우, 전통음악의 독특한 음구조가 서양오선보의 근간인 평

균율에 의한 음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특히 전통음악에서는 각 음악의

특성에 따라서 음을 쌓아가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세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6) 실제로 가야금은 오선보에 표기된 평균율의 음과는 다르

게 조율하며, 오선보에 동일한 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조에 따라 음

정 관계가 차이가 나므로 연주자가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오선보의 산조 악보가 통용되는 현재, 평균율이 아닌 정확한 전통

음악의 음구조를 파악하고 산조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음고 및 음정 측

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고를 측정하고, 그

음정을 분석하면 가야금산조의 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악보에 기보하지 못하는 전통음악의 미세한 음정

을 도출하고, 또한 유파별로 비교 분석하면 가야금산조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조가 한국의 전통음악 중 수

준 높은 기악 독주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는

장르이나 산조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조구성, 선율구조, 시김새, 기보법 등

에 한정되어 있었다. 기본 음고나 미세한 음정관계, 그리고 유파별 음정 비

교를 통해 가야금산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2쪽.

5) 임미선, “가야금산조 채보사의 전무후무한 명작 –이재숙 편저 ‘가야금산조 여섯

바탕전집’-” 『한국음악사학보』, 제41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8, 1쪽.

6) 이인원, “제1장 가야금산조 채보의 획기적인 진전 :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한

국음악사학보』, 제16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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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야금산조의 진양조와 중모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악장

의 속도가 빠른 경우 음길이가 짧아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악조

는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의 다섯 가지 조를 연구 범위로 정

했다. 이는 현전하는 가야금산조의 유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

되어 있는 다섯 가지 악조이기 때문이다. 산조는 크게 계면조, 우조, 평

조의 세 가지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조 이외에 봉황조, 석화

제, 경드름, 강산제 등이 있는데,7) 이 중에서 최옥삼류에만 등장하는 봉

황조와 석화제는 제외한 것이다.

조의 용어는 음계명의 의미로 음조직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조명(調

名)으로서 감정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악상 기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8)로 명확하게 나뉜다. 전자를 조성 조명, 후자를 구전 조명으로 칭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전 조명으로서의 조를 연구 범위로 삼았다. 명

인의 연주 음원을 통해 채보된 악보에는 그 당시 명인이 언급한 구전 조

명을 사용하여 악조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OO조는 표현법이 특히

강조된 용어이고, OO제는 지방별 음악적 특징 또는 뛰어난 연주가나 작

곡가의 음악어법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9)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가야금산조의 청인 징(cˈ)과 그 윗음인 땅(dˈ)을 음

고 및 음정 측정 대상으로 삼았다. 청인 징(cˈ)은 기본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윗음인 땅(dˈ)은 조에 따라 꺾거나 흔들거나 흘리는 등의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시김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이 두 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징(cˈ)과 땅(dˈ)의 음정이 가야

금산조 악보에는 장2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현전하는 10여 가지의 유파를 모두 다루

기에는 지면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

7) 김해숙, 『가야금·아쟁·단소 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118-119쪽.

8) 김해숙, 위의 글, 118쪽.

9) 김해숙, 위의 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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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선정하였다. 먼저, 진양조와 중모리에 공통적인 조, 즉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를 포함하고 있는 유파, 그리고 명인의 연주음원을

바탕으로 한 명의 채보자가 동일한 기준(부호 및 기보법 등)으로 채보한

악보가 있는 유파인 것으로, 김죽파10)류, 김병호11)류, 강태홍12)류 3가지

유파를 선정하였다.

또한 3종의 음원자료와 악보는 앞서 밝혔듯이 한 명이 동일한 기준으로

채보하여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재숙의 ‘가야금

산조 여섯바탕전집13)’으로 선정하였다.

이재숙 전집의 앨범에 수록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는 김동준의 장구에

맞춰 김죽파가 연주한 것으로 1981년 8월 25일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에

서 녹음되었고, 전 장단 중 진양조는 100장단, 중모리는 64장단이 수록되

어 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박동진의 장구에 맞춰 김병호가 연주한

것으로 1965년경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녹음되었고, 전 장단 중 진양

조 72장단, 중모리 33장단이 수록되어 있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박록

주의 장구에 맞춰 강태홍이 연주한 것으로 1952년경 김동민의 집에서 녹

음되었고, 전 장단 중 진양조 94장단, 중모리 55장단이 수록되어 있다.

연구 음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0) 김죽파(金竹坡 : 1911∼1989): 전남 영암에서 김창조의 손녀로 태어난 김죽파는

한성기에게서 가야금을 배웠고, 어린 나이에 상경하여 권번에서 김운선으로 활동

하였다. 그러나 김죽파는 결혼 이후 공식적인 연주활동을 접었다가 1978년 중요

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산조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송방송, 앞의 글, 746

쪽(양수연, 앞의 글, 5쪽에서 재인용).

11) 김병호(金炳昊 : 1910∼1968): 전남 영암에서 세습음악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김

병호는 김창조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한 뒤, 1961년부터 1968년까지 국립국악원

연주원 및 가야금강사로 재직하면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송방송, 위의 글, 746쪽

(양수연, 앞의 글, 5쪽에서 재인용).

12) 강태홍(姜太弘 : 1893∼1957): 전남 무안에서 세습음악인 강용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김창조에게 산조를 사사한 강태홍은 노후에 주로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완성하였다. -송방송, 위의 책, 746쪽.

13)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서울: 은하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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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정보 장단 수

녹음일 장소 진양조 중모리

김죽파류 1981.8.25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
100 64

김병호류 1965년경 서울대 음대 72 33

강태홍류 1952년 김동민의 집 94 55

<표 1> 연구 음원

김죽파류 진양조 제49장단부터 제58장단까지의 변청은 김병호류와 강태

홍류에 등장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김죽파류 진양조 제33장단부터 제36장단, 김병호류 제24장단부터

제31장단, 강태홍류 제26장단부터 제33장단에 해당하는 돌장은 우조와

평조의 경과 부분이므로 제외하였다. 변청과 돌장 부분을 제외한 장단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장단 수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

김죽파류
진양조 46 32 8 · ·

중모리 12 22 6 10 14

김병호류
진양조 36 23 5 · ·

중모리 17 · · 5 11

강태홍류
진양조 51 25 10 · ·

중모리 17 · 6 6 26

<표 2> 연구 대상의 장단 수



- 6 -

먼저 세 가지 유파별로 음고 및 음정을 측정한 후 유파별 비교를 한

뒤, 조별로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며, 줄이름과 실음을 병기한다. 또한,

가야금의 구조상 청은 세 음역으로 존재하므로 이 세 음역을 모두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음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되, 샘플이 부족한 경우는 조

별 비교를 생략한다.

가야금산조에 등장하는 모든 청과 그 윗음의 음고를 측정하여 음정을

분석하는 것보다 청과 그 윗음이 연이어 등장하는 부분의 음정을 분석하

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과 그 윗음이

연이어 등장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청과 그 윗음이 연이어 등장하는 부

분이 없는 조의 경우에는 기준박의 1박 건너 등장하는 부분을 분석하도

록 한다. 이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예는 다음의 <악보 1>, <악보 2>와

같다. <악보 1>의 경우, 중모리의 12박 중 6번째 박인 ‘땅’과 7번째 박인

‘징’이 연이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악보 2>의 경우, 진양조 2번째 박

의 3소박 중 ‘따’와 ‘징’이 1박(‘짓’) 건너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악보 1> 청과 그 윗음이 연이어 등장하는 부분

<악보 2> 청과 그 윗음이 기준박 1박 건너 등장하는 부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추출한 측정음의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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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

김

죽

파

류

진

양

조

제48장단

제59장단

제60장단

제62장단

제63장단

제70장단

제75장단

제79장단

제80장단

제83장단

제84장단

제86장단

제87장단

제89장단

제90장단

제97장단

제98장단

제100장단

·

제39장단

제41장단

제42장단

제43장단

· ·

중

모

리

제53장단

제54장단

제56장단

제57장단

제58장단

제59장단

제62장단

제63장단

제39장단

제41장단

제51장단

·

제2장단

제4장단

제9장단

제12장단

제14장단

제15장단

제16장단

제18장단

제19장단

제20장단

제21장단

제22장단

제23장단

제24장단

제28장단

김

병

호

류

진

양

조

제37-38장단

제38장단

제51장단

제55장단

제59장단

제60장단,

·

제33장단

제35장단

제36장단
· ·

<표 3> 연구 대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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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장단

제65장단

제66장단

제72장단

중

모

리

제2장단

제3장단

제4장단

제5장단

제6장단

제7장단

제8장단

제10장,

제31장단

제32장단

제33장단

· ·
제14장단

제15장단
제29장단

강

태

홍

류

진

양

조

제47장단

제48장단

제49장단

제50장단

제51장단

제65장단

제68장단

제72장단

제74장단

제75장단

제81장단

제83장단

제84장단

제89장단

제90장단

제93장단

제4장단

제16장단

제36장단

제37장단

제39장단

제40장단

제41장단

제42장단

· ·

중모리

제19장단

제20장단

제21장단

제22장단

·

제17장단

제18장단

제7장단

제8장단

제12장단

제3장단

제5장단

제6장단

제37장단

제4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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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단

제24장단

제25장단

제26장단

제27장단

제28장단

제29장단

제30장단

제31장단

제32장단

제33장단

제34장단

제35장단

제45장단

제48장단

제49장단

제50장단

제51장단

제54장단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의 참고자료로 선정한 악보는 가온음자리표를 사

용했고, 청의 음고는 c로 표기했다. 하지만 청의 음고는 정해져 있지 않

고, 같은 주자라도 악기의 음색과 연주자의 기분에 따라 청을 b에서 c＃

사이로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고자료로 선

정한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의 방식을 수용하여 다음의 <악보 3>

과 같이 청인 ‘징’을 c로 표기한다.

<악보 3> 산조가야금의 조현법

14) 양승희, 『가야금 산조 창시자 김창조와 가야금 산조』, 서울: 도서출판 마루,

1999,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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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고 측정 및 음정 분석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악보에 기보하지 못하는 미세한 음고를 측정하고 분

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음을 추출하여 측정하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편집용 사운드 에디터 프로그램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음고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후, 정확도, 활용도 및 장단점을 따져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음고 측정 및 음정 분석 관련 선행연구

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년도 연구 제목 저자 사용 프로그램

1993년 향악곡 음고측정에 관한 연구 성굉모
DSP Sonograph

kay 5500

1995년 국악곡 음고측정에 대한 연구 성굉모 DSP96002보드

1999년 대금 정악곡의 음정 연구 최재호 cool edit 96

2000년 정악대금 독주곡의 음고 및 요성 분석 김영운 높이재기

2000년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음고측정 및

농현분석
김영운 높이재기

2000년 판소리의 우조와 평조 음정 연구 최헌 높이재기

2000년 경제와 향제 가야금 풍류의 음고 비교 이지영 높이재기

2001년 대금과 플룻의 음색 비교 분석 이주연 spectro 3.0

2004년 계면두거의 음향학적 분석연구 양명석 praat

2004년 수심가의 요성 오용록 praat

2010년
성금연 가야금산조의 음정측정 및

분석연구
최현영 praat

2012년 가야금산조의 음고 및 음정분석연구 양수연 praat

<표 4> 음고 측정 및 음정 분석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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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프로그램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높이재기’와 ‘praat’

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는 ‘높이재기’, 이후에는 ‘praat’를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 ‘높이재기’는 국립국악원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음고 분석 프로그램’의 제작을 기획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부설 뉴미디어통신 공동연구소 음향공학연구실에 의뢰하여, PC를

활용하여 음고를 측정·분석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이다.15) 이 프로그램

은 개발된 지 10여년이 흘러 현재의 컴퓨터 OS상황과 맞지 않고, 옥타브 에

러 및 주파수 측정결과에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으나16)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높이재기2’ 프로그램이 2012년 11월에 출시되었다.

‘praat’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Paul Boersma와 David Weenink가 만든 음성

분석 및 변형 프로그램 패키지이다.17) 간단한 음성분석 뿐 아니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처리까지 가능하여 음성 및 음향학 연구에서부터 언어병리학의 분

야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가 필요한 요소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연구 목적에 맞게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18)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고 측

정 및 음정 분석 프로그램으로 ‘praat’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음을 추출 및 조정하기 위한 편집용 사운드 에디터 프로그램에

는 ‘Gold wave’, ‘Cool Edit Pro’, ‘Audacity Portable’, ‘Sound Forge’ 등이 있

다. ‘praat’의 부차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

이고 비교적 가볍게 동작되는 프로그램인 ‘Gold wave’를 선정하였다.

측정에 앞서 ‘Gold wave’로 ‘징’줄과 ‘땅’줄의 음을 추출 및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고, ‘praat’를 사용하여 음고를 측정한 뒤 Microsoft사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Excel’을 이용하여 음정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15) 김영운, 앞의 글, 2쪽.

16) 양수연, 앞의 글, 12쪽.

17) 양병곤, 『프라트(Praat)를 이용한 음성분석의 이론과 실제』, 부산: 만수출판사,

2003, 21쪽.

18) 양수연, 앞의 글,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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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검출 및 분석 방법

음의 높이(pitch)는 진동의 속도와 관련 있으며, 단위시간에 울리는 진동수

에 따라 정해진다. 진동수는 주파수(Frequency)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단위

는 Hz(Hertz)이다.19) 따라서 음고 측정은 곧 주파수 측정이 되는 것으로,

자기상관법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한다. 자기상관법은 구해진 피치 값을

한 번 더 걸러서 오류를 없애주는 기능이 덧붙여져 있고, 음성이 아닌 다양

한 피치의 소리를 분석 할 때 분석 파라미터를 보다 정밀하게 지정하여 결

과를 얻는 방식으로,20) praat의 객체 창 우측의 Periodicity를 To Pitch(ac)

로 설정하도록 한다. 2차 주파수 검출은 연구 대상인 음의 평균 음고를 정

하고, 주파수 평균율 환산표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음악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값을 평균율로 변환해야 한다.

측정된 주파수들이 평균율의 주파수와 일대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21) 주파수 평균율 환산표와 단순 비교하지 않고, 평균율 변환공식을

사용하였다. 평균율 변환공식에 대입할 주파수는 양수연의 선행연구에서 언

급한 방식22)을 수용하였다.

측정음의 음고는 Hz 단위의 주파수로 검출되는데, 청의 음고는 검출된 값

중 Average 값으로 선택한다. 청의 윗음은 시김새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

우(농현 및 꺾는 음)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시김새가 없는 경우와 시김새가

있는 경우 중 농현의 경우23)는 앞서 청의 음고를 측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Average 값을 선택한다. (<그림1> 참조) 계면조에서 등장하는 꺾는 음의

경우, 악보 상으로 청의 윗줄을 눌러 단2도 가량 높은 음을 냈다가 다시 본

음을 내도록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과 그 윗음의 음정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꺾는음 중에서는 꺾고 난 다음의 음, 즉 본음의 음고를 측정한다.

19) 양수연, 앞의 글, 13쪽.

20) 양병곤, 앞의 글, 66-67쪽.

21) 양수연, 앞의 글, 20쪽.

22) 평균율 변환공식 Cent=1200*log(측정된 주파수(Hz)/기준주파수(Hz))/log2)에서

측정된 주파수는 2차 검출의 수치, 기준주파수는 A2=110Hz.

23) 농현이 있는 경우는 최고음과 최저음 사이를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므로

Average 값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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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aat 피치 정보 객체창

<그림 2> praat 음형 정보 객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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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at에서 측정된 주파수의 값은 <그림 1>과 같이 피치 정보 객체창에

서는 보통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표시되고, <그림 2>와 같이 음형 정

보 객체창에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편의상 측정된 주파수 값을 반올림하여 음형 정보 객체창의 경우처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기로 한다.

음고 측정 시, 소음 때문에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와 너무 작게

연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측정하며, 이후에는 검출된 주파수를 cent

단위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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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김죽파류의 음고 측정 및 음정 분석

1) 진양조

진양조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계면조 26개, 평조 5개로 다음과 같다.

① 계면조

김죽파류 제4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와 같다.

<악보 4> 김죽파류 진양조 제48장단

제4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20Hz, 264.1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0.33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1 제48장단
징(cˈ) 242.20 1366.43

150.33
땅(dˈ) 264.17 1516.76

<표 5>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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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제5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와 같다.

<악보 5> 김죽파류 진양조 제59장단

제5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65Hz, 261.54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9.78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2 제59장단
징(cˈ) 242.65 1369.65

129.78
땅(dˈ) 261.54 1499.43

<표 6>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김죽파류 제6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과 같다.

<악보 6> 김죽파류 진양조 제60장단

제60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19.71Hz, 130.8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3.5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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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3 제60장단
흥(c) 119.71 146.45

153.51
둥(d) 130.81 299.96

<표 7> 김죽파류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김죽파류 제6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과 같다.

<악보 7> 김죽파류 진양조 제62장단

제62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82.49Hz, 553.1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36.4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계-4 제62장단
쫑(cˈˈ) 482.49 2559.59

236.45
쨍(dˈˈ) 553.10 2796.04

<표 8>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김죽파류 제6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악보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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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김죽파류 진양조 제63장단

제63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3.97Hz, 265.6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7.1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5 제63장단
징(cˈ) 243.97 1379.04

147.19
땅(dˈ) 265.62 1526.23

<표 9>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김죽파류 제7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와 같다.

<악보 9> 김죽파류 진양조 제70장단

제70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76.84Hz, 561.0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81.4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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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계-6 제70장단
쫑(cˈˈ) 476.84 2539.20

281.40
쨍(dˈˈ) 561.00 2820.60

<표 10>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김죽파류 제7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과 같다.

<악보 10> 김죽파류 제75장단

제7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53Hz, 263.2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1.6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7 제75장단
징(cˈ) 242.53 1368.79

141.60
땅(dˈ) 263.20 1510.39

<표 11>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7

김죽파류 제7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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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김죽파류 진양조 제79장단

제79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76.19Hz, 541.4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22.4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계-8 제79장단
쫑(cˈˈ) 476.19 2536.84

222.45
쨍(dˈˈ) 541.48 2759.29

<표 12>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8

김죽파류 제8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2>와 같다.

<악보 12> 김죽파류 진양조 제80장단

제80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75Hz, 266.1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3.64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2.71Hz, 262.4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5.37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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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cˈ)와 d(dˈ)의
음정(cent)

<표 14>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0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9 제80장단
징(cˈ) 240.75 1356.04

173.64
땅(dˈ) 266.15 1529.68

죽-계-10 제80장단
징(cˈ) 242.71 1370.08

135.37
땅(dˈ) 262.45 1505.45

<표 13>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9

김죽파류 제8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김죽파류 진양조 제83장단

제83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119.58Hz, 131.0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7.91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2.22Hz, 260.8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8.55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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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계-11 제83장단
흥(c) 119.58 144.57

157.91
둥(d) 131.00 302.48

죽-계-12 제83장단
징(c’) 242.22 1366.58

128.55
땅(d’) 260.89 1495.13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c)와 dˈ(d)의
음정(cent)

죽-계-13 제84장단

징(cˈ) 239.71 1348.54

189.13

땅(dˈ) 267.38 1537.67

죽-계-14 제84장단 징(cˈ) 242.38 1367.72 115.35

<표 15>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1

김죽파류 제8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3개로 다음의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김죽파류 제84장단

제84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9.71Hz, 267.38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9.13cent이고,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38Hz, 259.08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15.35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 119.75Hz, 131.9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8.09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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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dˈ) 259.08 1483.07

흥(c) 119.75 147.03
죽-계-15 제84장단 168.09

둥(d) 131.96 315.12

김죽파류 제8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5>와 같다.

<악보 15> 김죽파류 진양조 제86장단

제86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120.03Hz, 131.14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3.26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 120.20Hz, 131.64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7.39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16 제86장단
흥(c) 120.03 151.07

153.26
둥(d) 131.14 304.33

죽-계-17 제86장단
흥(c) 120.20 153.52

157.39
둥(d) 131.64 310.91

<표 16>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2

김죽파류 제8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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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김죽파류 진양조 제87장단

제87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120.68Hz, 131.2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5.62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 120.98Hz, 132.5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7.86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18 제87장단
흥(c) 120.68 160.42

145.62
둥(d) 131.27 306.04

죽-계-19 제87장단
흥(c) 120.98 164.72

167.86
둥(d) 132.53 332.58

<표 17>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3

김죽파류 제8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7>과 같다.

<악보 17> 김죽파류 진양조 제89장단

제89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241.44Hz, 264.1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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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60Hz, 264.5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4.2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20 제89장단
징(cˈ) 241.44 1361.00

155.89
땅(dˈ) 264.19 1516.89

죽-계-21 제89장단
징(cˈ) 240.60 1354.96

164.28
땅(dˈ) 264.55 1519.24

<표 18>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4

김죽파류 제9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김죽파류 제90장단

제9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0.71Hz, 264.3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2.0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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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22 제90장단
징(cˈ) 240.71 1355.75

162.05
땅(dˈ) 264.33 1517.80

<표 19>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5

김죽파류 제9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9>와 같다.

<악보 19> 김죽파류 진양조 제97장단

제97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242.83Hz, 263.32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0.25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1.28Hz, 263.04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9.4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23 제97장단
징(cˈ) 242.83 1370.93

140.25
땅(dˈ) 263.32 1511.18

죽-계-24 제97장단
징(cˈ) 241.28 1359.85

149.48
땅(dˈ) 263.04 1509.33

<표 20>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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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제9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김죽파류 진양조 제98장단

제9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12Hz, 274.8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19.5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25 제98장단
징(cˈ) 242.12 1365.86

219.57
땅(dˈ) 274.86 1585.43

<표 21>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7

김죽파류 제10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1>과 같다.

<악보 21> 김죽파류 진양조 제100장단

제10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1.87Hz,

264.02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1.70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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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26
제100장

단

징(cˈ) 241.87 1364.07

151.70
땅(dˈ) 264.02 1515.77

<표 22>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8

이상 김죽파류 진양조 중 계면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의 평균 음정은 157.66cent,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41.64cent,

쫑(cˈˈ)-쨍(dˈˈ)의 평균 음정은 246.77cent이다.

② 평조

김죽파류 제3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22>와 같다.

<악보 22> 김죽파류 진양조 제39장단

제39장단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239.42Hz, 260.3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5.09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30Hz, 263.32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8.3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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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a)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평-1 제39장단
징(cˈ) 239.42 1346.45

145.09
땅(dˈ) 260.35 1491.54

죽-평-2 제39장단
징(cˈ) 240.30 1352.80

158.38
땅(dˈ) 263.32 1511.18

<표 23>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김죽파류 제4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3>과 같다.

<악보 23> 김죽파류 진양조 제41장단

제4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1.63Hz, 265.8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5.63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평-3 제41장단
징(cˈ) 241.63 1362.36

165.63
땅(dˈ) 265.89 1527.99

<표 24>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김죽파류 제4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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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김죽파류 진양조 제42장단

제4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8.87Hz, 264.34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5.4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평-4 제42장단
징(cˈ) 238.87 1342.47

175.40
땅(dˈ) 264.34 1517.87

<표 25>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김죽파류 제4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5>와 같다.

<악보 25> 김죽파류 진양조 제43장단

제43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0.25Hz, 260.3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9.3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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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평-5 제43장단
징(cˈ) 240.25 1352.44

139.30
땅(dˈ) 260.38 1491.74

<표 26>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이상 김죽파류 진양조 중 평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둥

(d)과 쫑(cˈˈ)-쨍(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56.76cent이다.

2) 중모리

중모리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계면조 9개, 우조 5개, 경드름 10개, 강산

제 9개로 다음과 같다.

① 계면조

김죽파류 제5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6>과 같다.

<악보 26> 김죽파류 중모리 제53장단

제53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19.41Hz, 130.04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0.33cent이다. 이를 정리



- 32 -

하면 다음의 <표 2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27 제53장단
흥(c) 119.41 142.10

170.33
둥(d) 130.04 289.74

<표 27>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9

김죽파류 제5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7>과 같다.

<악보 27> 김죽파류 중모리 제54장단

제54장단의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19.30Hz,

130.2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1.76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28 제54장단
흥(c) 119.30 140.51

151.76
둥(d) 130.23 292.27

<표 28>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0

김죽파류 제5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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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김죽파류 중모리 제56장단

제56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20.93Hz, 129.7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2.4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29 제56장단
흥(c) 120.93 164.00

122.41
둥(d) 129.79 286.41

<표 29>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1

김죽파류 제5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29>과 같다.

<악보 29> 김죽파류 중모리 제57장단

제57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19.24Hz, 128.7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3.2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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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30 제57장단
흥(c) 119.24 139.64

133.25
둥(d) 128.78 272.89

<표 30>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2

김죽파류 제5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김죽파류 중모리 제58장단

제58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19.06Hz, 131.9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7.5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계-31 제58장단
흥(c) 119.06 137.02

177.57
둥(d) 131.92 314.59

<표 31>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3

김죽파류 제5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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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김죽파류 중모리 제59장단

제5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66Hz, 265.9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8.7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32 제59장단
징(cˈ) 242.66 1369.72

158.79
땅(dˈ) 265.97 1528.51

<표 32>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4

김죽파류 제6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김죽파류 중모리 제62장단

제6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8.54Hz, 268.9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07.6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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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33 제62장단
징(cˈ) 238.54 1340.07

207.60
땅(dˈ) 268.93 1547.67

<표 33>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5

김죽파류 제6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33>과 같다.

<악보 33> 김죽파류 중모리 제63장단

제63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2.59Hz, 268.2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4.07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84Hz, 264.64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3.14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계-34 제63장단
징(cˈ) 242.59 1369.22

174.07
땅(dˈ) 268.25 1543.29

죽-계-35 제63장단
징(cˈ) 240.84 1356.69

163.14
땅(dˈ) 264.64 1519.83

<표 34> 김죽파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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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죽파류 중모리 중 계면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쫑(cˈˈ)-
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흥(c)-둥(d)의 평균 음정은 151.06cent, 징(cˈ)-땅
(dˈ)의 평균 음정은 175.90cent이다.

② 우조

김죽파류 제3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김죽파류 중모리 제39장단

제3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1.88Hz, 265.0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8.3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우-1 제39장단
징(cˈ) 241.88 1364.15

158.36
땅(dˈ) 265.05 1522.51

<표 35> 김죽파류 중모리 우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김죽파류 제4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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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김죽파류 중모리 제41장단

제4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9.00Hz, 270.9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17.28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우-2 제41장단
징(cˈ) 239.00 1343.41

217.28
땅(dˈ) 270.96 1560.69

<표 36> 김죽파류 중모리 우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김죽파류 제5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36>과 같다.

<악보 36> 김죽파류 중모리 제51장단

제51장단에서 측정한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

고는 각각 237.22Hz, 262.84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

면 177.55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8.05Hz, 264.8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4.83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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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우-3 제51장단

징(cˈ) 237.22 1330.47

177.55

땅(dˈ) 262.84 1508.02

죽-우-4 제51장단

징(cˈ) 238.05 1336.51

184.83

땅(dˈ) 264.87 1521.34

<표 37> 김죽파류 중모리 우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이상 김죽파류 중모리 중 우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84.51cent이다.

③ 경드름

김죽파류 제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7>과 같다.

<악보 37> 김죽파류 중모리 제2장단

제2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18.74Hz, 130.6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5.2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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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죽-경-1 제2장단
흥(c) 118.74 132.36

165.22
둥(d) 130.63 297.58

<표 38>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김죽파류 제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38>과 같다.

<악보 38> 김죽파류 중모리 제4장단

제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8.48Hz, 260.0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9.7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경-2 제4장단
징(cˈ) 238.48 1339.64

149.70
땅(dˈ) 260.02 1489.34

<표 39>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김죽파류 제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3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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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김죽파류 중모리 제9장단

제9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9.75Hz, 260.72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5.17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03Hz, 264.81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0.09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경-3 제9장단
징(cˈ) 239.75 1348.83

145.17
땅(dˈ) 260.72 1494.00

죽-경-4 제9장단
징(cˈ) 240.03 1350.85

170.09
땅(dˈ) 264.81 1520.94

<표 40>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김죽파류 제1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40>과 같다.

<악보 40> 김죽파류 중모리 제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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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8.60Hz, 261.2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7.27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45Hz, 264.82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7.13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경-5 제12장단
징(cˈ) 238.60 1340.51

157.27
땅(dˈ) 261.29 1497.78

죽-경-6 제12장단
징(cˈ) 240.45 1353.88

167.13
땅(dˈ) 264.82 1521.01

<표 41>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김죽파류 제1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1>과 같다.

<악보 41> 김죽파류 중모리 제14장단

제1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1.58Hz, 262.1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1.2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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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경-7 제14장단
징(cˈ) 241.58 1362.00

141.20
땅(dˈ) 262.11 1503.20

<표 42>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김죽파류 제1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김죽파류 중모리 제15장단

제15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0.11Hz, 266.01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7.34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40.68Hz, 259.71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1.74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경-8 제15장단
징(cˈ) 240.11 1351.43

177.34
땅(dˈ) 266.01 1528.77

죽-경-9 제15장단
징(cˈ) 240.68 1355.54

131.74
땅(dˈ) 259.71 1487.28

<표 43>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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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제1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43>과 같다.

<악보 43> 김죽파류 중모리 제16장단

제16장단에서 측정한 징(c’)과 땅(d’)의 음고는 각각 240.89Hz, 263.74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6.8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경-10 제16장단
징(cˈ) 240.89 1357.05

156.89
땅(dˈ) 263.74 1513.94

<표 44>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7

이상 김죽파류 중모리 중 경드름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쫑(cˈˈ)-
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흥(c)-둥(d)의 평균 음정은 165.22cent, 징(cˈ)-땅
(dˈ)의 평균 음정은 155.17cent이다.

④ 강산제

김죽파류 제1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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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김죽파류 중모리 제18장단

제1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41.85Hz, 261.3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3.98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강-1 제18장단
징(cˈ) 241.85 1363.93

133.98
땅(dˈ) 261.31 1497.91

<표 45>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김죽파류 제1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5>와 같다.

<악보 45> 김죽파류 중모리 제19장단

제1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9.65Hz, 266.5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3.9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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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강-2 제19장단
징(cˈ) 239.65 1348.11

183.91
땅(dˈ) 266.51 1532.02

<표 46>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김죽파류 제2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6>과 같다.

<악보 46> 김죽파류 중모리 제20장단

제20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84.61Hz, 535.8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3.88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강-3 제20장단

쫑(cˈˈ) 484.61 2567.15

173.88

쨍(dˈˈ) 535.80 2741.03

<표 47>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김죽파류 제2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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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김죽파류 중모리 제21장단

제20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85.42Hz, 493.0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7.1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강-4 제21장단
쫑(cˈˈ) 485.42 2570.08

27.10
쨍(dˈˈ) 493.08 2597.18

<표 48>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김죽파류 제2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48>과 같다.

<악보 48> 김죽파류 중모리 제22장단

제22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90.46Hz, 523.4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12.7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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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강-5 제22장단
쫑(cˈˈ) 490.46 2587.96

112.76
쨍(dˈˈ) 523.47 2700.72

<표 49>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김죽파류 제2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49>와 같다.

<악보 49> 김죽파류 중모리 제23장단

제23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479.82Hz, 506.0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92.28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

각 483.81Hz, 538.8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6.57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죽-강-6 제23장단
쫑(cˈˈ) 479.82 2549.99

92.28
쨍(dˈˈ) 506.09 2642.27

죽-강-7 제23장단
쫑(cˈˈ) 483.81 2564.32

186.57
쨍(dˈˈ) 538.86 2750.89

<표 50>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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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제2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0>과 같다.

<악보 50> 김죽파류 중모리 제24장단

제2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9.70Hz, 271.2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14.3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강-8 제24장단
징(cˈ) 239.70 1348.37

214.36
땅(dˈ) 271.28 1562.73

<표 51>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7

김죽파류 제2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1>과 같다.

<악보 51> 김죽파류 중모리 제28장단

제2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39.92Hz, 263.0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9.0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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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죽-강-9 제28장단
징(cˈ) 239.92 1350.06

159.01
땅(dˈ) 263.00 1509.07

<표 52>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8

이상 김죽파류 중모리 중 강산제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85.76cent, 쫑(cˈˈ)-쨍
(dˈˈ)의 평균 음정은 118.52cent이다.

김죽파류의모든측정음의 평균 음정을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조 기보음 평균 음정(cent)

계면조

흥(c)-둥(d) 157.66

징(cˈ)-땅(dˈ) 157.89

쫑(cˈˈ)-쨍(dˈˈ) 246.77

우조

흥(c)-둥(d) -

징(cˈ)-땅(dˈ) 184.51

쫑(cˈˈ)-쨍(dˈˈ) -

평조

흥(c)-둥(d) -

징(cˈ)-땅(dˈ) 156.76

쫑(cˈˈ)-쨍(dˈˈ) -

경드름

흥(c)-둥(d) 166.22

징(cˈ)-땅(dˈ) 155.17

쫑(cˈˈ)-쨍(dˈˈ) -

강산제

흥(c)-둥(d) -

징(cˈ)-땅(dˈ) 185.76

쫑(cˈˈ)-쨍(dˈˈ) 118.52

<표 53> 김죽파류 측정음의 조별 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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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의 측정 결과, 각 조별 측정 샘플이 없는 음역대는 조별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중간 음역대인 징(cˈ)과 땅(dˈ) 간의 음정만을 비교하도

록 하겠다. 모든 조에서 징(cˈ)과 땅(dˈ) 간의 음정간격이 단2도(100cent)

와 장2도(200cent) 사이인데, 강산제에서의 음정간격이 185.76cent로 가

장 넓으며, 우조에서의 음정간격이 184.51cent로 그 다음으로 넓다. 계면

조, 평조, 경드름은 2cent 내의 차이를 보이며 음정간격이 대체로 비슷하

다. 그 중에서는 계면조의 간격이 넓고, 평조, 경드름 순이다. 김죽파류

징(cˈ)-땅(dˈ)의 음정간격이 넓은 순으로 조를 정리하면, 강산제-우조-계

면조-평조-경드름 순이다.

2. 김병호류의 음고 측정 및 음정 분석

1) 진양조

진양조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계면조 10개, 평조 3개로 다음과 같다.

① 계면조

김병호류 제37-3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2>와 같다.

<악보 52> 김병호류 진양조 제37-3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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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7.41Hz,

330.58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5.8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
제37-38

장단

징(cˈ) 307.41 1779.19

125.88
땅(dˈ) 330.58 1905.00

<표 54>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김병호류 제3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3>과 같다.

<악보 53> 김병호류 진양조 제38장단

제3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3.69Hz, 331.4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1.1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2 제38장단
징(cˈ) 303.69 1758.12

151.16
땅(dˈ) 331.40 1909.28

<표 55>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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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 제5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4>와 같다.

<악보 54> 김병호류 진양조 제51장단

제5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1.06Hz, 334.5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2.4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3 제51장단
징(cˈ) 301.06 1743.06

182.45
땅(dˈ) 334.52 1925.51

<표 56>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김병호류 제5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5>와 같다.

<악보 55> 김병호류 진양조 제55장단

제55장단에서 측정한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621.25Hz, 712.4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37.1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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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와 dˈˈ의
음정(cent)

병-계-4 제55장단
쫑(cˈˈ) 621.25 2997.20

237.14
쨍(dˈˈ) 712.45 3234.34

<표 57>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김병호류 제5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6>과 같다.

<악보 56> 김병호류 진양조 제59장단

제59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51.71Hz, 168.6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2.9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병-계-5 제59장단
흥(c) 151.71 556.58

182.95
둥(d) 168.62 739.53

<표 58>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김병호류 제6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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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김병호류 진양조 제60장단

제60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52.92Hz, 168.4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7.7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병-계-6 제60장단
흥(c) 152.92 570.33

167.76
둥(d) 168.48 738.09

<표 59>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김병호류 제6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8>과 같다.

<악보 58> 김병호류 진양조 제64장단

제64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52.04Hz, 166.0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2.6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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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병-계-7 제64장단
흥(c) 152.04 560.34

152.60
둥(d) 166.05 712.94

<표 60>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7

김병호류 제6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59>와 같다.

<악보 59> 김병호류 진양조 제65장단

제6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1.53Hz, 332.2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8.0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8 제65장단
징(cˈ) 301.53 1745.76

168.01
땅(dˈ) 332.26 1913.77

<표 61>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8

김병호류 제6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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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김병호류 진양조 제66장단

제66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8.58Hz, 342.4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0.1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9 제66장단
징(cˈ) 308.58 1785.77

180.15
땅(dˈ) 342.42 1965.92

<표 62>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9

김병호류 제7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김병호류 진양조 제72장단

제7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4.12Hz, 329.0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6.5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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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0 제72장단
징(cˈ) 304.12 1760.56

136.56
땅(dˈ) 329.08 1897.12

<표 63>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0

이상 김병호류 진양조 중 계면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은 167.77cent,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57.37cent, 쫑(cˈˈ)-쨍(dˈˈ)
의 평균 음정은 237.14cent이다.

② 평조

김병호류 제3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2>와 같다.

<악보 62> 김병호류 진양조 제33장단

제33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2.88Hz, 332.7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3.0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평-1 제33장단
징(cˈ) 302.88 1753.49

163.04
땅(dˈ) 332.79 1916.53

<표 64>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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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 제3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3>과 같다.

<악보 63> 김병호류 진양조 제35장단

제3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1.49Hz, 329.5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4.2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평-2 제35장단
징(cˈ) 301.49 1745.53

154.22
땅(dˈ) 329.58 1899.75

<표 65>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김병호류 제3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4>와 같다.

<악보 64> 김병호류 진양조 제36장단

제36장단에서 측정한 징(c ˈ)과 땅(d ˈ)의 음고는 각각 301.97Hz,

329.4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1.00cent

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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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평-3 제36장단
징(cˈ) 301.97 1748.28

151.00
땅(dˈ) 329.49 1899.28

<표 66>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 측정 음고 및 음정 3

이상 김병호류 진양조 중 평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둥

(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56.09cent이다.

2) 중모리

중모리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계면조 13개, 경드름 2개, 강산제 2개로 다음

과 같다.

① 계면조

김병호류 제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5>와 같다.

<악보 65> 김병호류 중모리 제2장단

제2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50.51Hz, 165.9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8.8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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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병-계-11 제2장단
흥(c) 150.51 542.83

168.86
둥(d) 165.93 711.69

<표 67>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1

김병호류 제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6>과 같다.

<악보 66> 김병호류 중모리 제3장단

제3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53.26Hz, 166.2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0.9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병-계-12 제3장단

흥(c) 153.26 574.17

140.96

둥(d) 166.26 715.13

<표 68>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2

김병호류 제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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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김병호류 중모리 제4장단

제4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3.89Hz, 329.0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7.45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303.80Hz, 331.3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0.02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3 제4장단
징(cˈ) 303.89 1759.25

137.45
땅(dˈ) 329.00 1896.70

병-계-14 제4장단
징(cˈ) 303.80 1758.74

150.02
땅(dˈ) 331.30 1908.76

<표 69>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3

김병호류 제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8>과 같다.

<악보 68> 김병호류 중모리 제5장단



- 63 -

제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5.63Hz, 332.6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6.6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5 제5장단
징(cˈ) 305.63 1769.14

146.66
땅(dˈ) 332.65 1915.80

<표 70>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4

김병호류 제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69>와 같다.

<악보 69> 김병호류 중모리 제6장단

제6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8.10Hz, 335.9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9.7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6 제6장단
징(cˈ) 308.10 1783.07

149.72
땅(dˈ) 335.93 1932.79

<표 71>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5



- 64 -

김병호류 제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0>과 같다.

<악보 제70> 김병호류 중모리 제7장단

제7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52.73Hz, 167.2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6.8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병-계-17 제7장단
흥(c) 152.73 568.18

156.81
둥(d) 167.21 724.99

<표 72>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6

김병호류 제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1>과 같다.

<악보 71> 김병호류 중모리 제8장단

제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4.29Hz, 332.3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2.8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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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8 제8장단
징(cˈ) 304.29 1761.53

152.81
땅(dˈ) 332.37 1914.34

<표 73>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7

김병호류 제1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2>와 같다.

<악보 72> 김병호류 중모리 제10장단

제1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2.00Hz, 338.4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97.1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19 제10장단
징(cˈ) 302.00 1748.45

197.17
땅(dˈ) 338.43 1945.62

<표 74>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8

김병호류 제3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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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김병호류 중모리 제31장단

제3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3.55Hz, 331.9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4.9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20 제31장단
징(cˈ) 303.55 1757.32

154.99
땅(dˈ) 331.98 1912.31

<표 75>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9

김병호류 제3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4>와 같다.

<악보 74> 김병호류 중모리 제32장단

제3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1.58Hz, 333.6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4.8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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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21 제32장단
징(cˈ) 301.58 1746.04

174.85
땅(dˈ) 333.63 1920.89

<표 76>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0

김병호류 제3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75>와 같다.

<악보 75> 김병호류 중모리 제33장단

제33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3.59Hz, 324.7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16.76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304.12Hz, 332.71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5.55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계-22 제33장단
징(cˈ) 303.59 1757.54

116.76
땅(dˈ) 324.77 1874.30

병-계-23 제33장단
징(cˈ) 304.12 1760.56

155.55
땅(dˈ) 332.71 1916.11

<표 77>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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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병호류 중모리 중 평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쫑(cˈˈ)-
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흥(c)-둥(d)의 평균 음정은 155.54cent, 징(cˈ)-땅
(dˈ)의 평균 음정은 153.60cent이다.

② 경드름

김병호류 제1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6>과 같다.

<악보 76> 김병호류 중모리 제14장단

제1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1.20Hz, 334.1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9.9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경-1 제14장단
징(cˈ) 301.20 1743.86

179.94
땅(dˈ) 334.19 1923.80

<표 78> 김병호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김병호류 제1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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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김병호류 중모리 제15장단

제1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3.54Hz, 332.5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8.0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경-2 제15장단
징(cˈ) 303.54 1757.26

158.07
땅(dˈ) 332.56 1915.33

<표 79> 김병호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이상 김병호류 중모리 중 경드름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69.00cent이다.

③ 강산제

김병호류 제2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78>과 같다.

<악보 78> 김병호류 중모리 제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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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병-강-1 제29장단
징(cˈ) 305.53 1768.57

170.60
땅(dˈ) 337.17 1939.17

병-강-2 제29장단
징(cˈ) 304.23 1761.19

139.03
땅(dˈ) 329.67 1900.22

<표 80>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제29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305.53Hz, 337.1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0.60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304.23Hz, 329.6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9.03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0>과 같다.

이상 김병호류 중모리 중 강산제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54.82cent이다.

김병호류 측정음의 평균 음정을 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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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보음 평균 음정(cent)

계면조

흥(c)-둥(d) 161.66

징(cˈ)-땅(dˈ) 155.01

쫑(cˈˈ‘)-쨍(dˈˈ) 237.14

우조

흥(c)-둥(d) -

징(cˈ)-땅(d) -

쫑(cˈˈ)-쨍(dˈˈ) -

평조

흥(c)-둥(d) -

징(cˈ)-땅(dˈ) 156.09

쫑(cˈˈ)-쨍(dˈˈ) -

경드름

흥(c)-둥(d) -

징(cˈ)-땅(dˈ) 169.00

쫑(cˈˈ)-쨍(dˈˈ) -

강산제

흥(c)-둥(d) -

징(cˈ)-땅(dˈ) 154.82

쫑(cˈˈ)-쨍(dˈˈ) -

<표 81> 김병호류 측정음의 조별 음정

김병호류의 측정 결과, 역시 각 조별 측정 샘플이 없는 음역대는 조별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중간 음역대인 징(cˈ)과 땅(dˈ)간의 음정만을 비교하
도록 하겠다. 측정 샘플이 없는 우조를 제외하면, 모든 조에서 징(cˈ)과
땅(dˈ) 간의 음정간격이 단2도(100cent)와 장2도(200cent) 사이인데, 경드

름에서의 음정간격이 169cent로 가장 넓다. 155.01cent인 계면조와

156.09cent인 평조, 154.82cent인 강산제에서의 음정간격은 1cent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다. 김병호류 징(cˈ)-땅(dˈ)의 음정간격이 넓은 순으

로 조를 정리하면, 경드름-평조-계면조-강산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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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태홍류의 음고 측정 및 음정 분석

1) 진양조

진양조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계면조 19개, 우조 2개, 평조 7개로 다음과

같다.

① 계면조

강태홍류 제4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79>와 같다.

<악보 79> 강태홍류 진양조 제47장단

제47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90Hz, 299.4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3.6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 제47장단
징(cˈ) 270.90 1560.31

173.69
땅(dˈ) 299.49 1734.00

<표 82>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강태홍류 제4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8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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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강태홍류 진양조 제48장단

제48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1.90Hz, 295.8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5.90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6.48Hz 297.8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8.96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3>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 제48장단
징(cˈ) 271.90 1566.69

145.90
땅(dˈ) 295.86 1712.89

태-계-3 제48장단
징(cˈ) 276.48 1595.60

128.96
땅(dˈ) 297.86 1724.56

<표 83>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강태홍류 제4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1>과 같다.

<악보 81> 강태홍류 진양조 제4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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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49Hz, 287.64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06.4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4 제49장단
징(cˈ) 270.49 1557.69

106.42
땅(dˈ) 287.64 1664.11

<표 84>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강태홍류 제5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2>와 같다.

<악보 82> 강태홍류 진양조 제50장단

제50장단에서 측정한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32.31Hz, 142.2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46.7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와 d의

음정(cent)

태-계-5 제50장단
흥(c) 132.31 197.74

246.76
둥(d) 142.20 444.50

<표 85>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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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5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3>과 같다.

<악보 83> 강태홍류 진양조 제51장단

제5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7.76Hz, 281.1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84.3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6 제51장단
징(cˈ) 267.76 1540.12

84.30
땅(dˈ) 281.12 1624.42

<표 86>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강태홍류 제6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4>와 같다.

<악보 84> 강태홍류 진양조 제65장단

제6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1.80Hz, 289.4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09.1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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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7 제65장단
징(cˈ) 271.80 1566.05

109.10
땅(dˈ) 289.48 1675.15

<표 87>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강태홍류 제6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5>와 같다.

<악보 85> 강태홍류 진양조 제68장단

제6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8.55Hz,

294.6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0.5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8 제68장단
징(cˈ) 268.55 1545.22

160.58
땅(dˈ) 294.65 1705.80

<표 88>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7

강태홍류 제7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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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강태홍류 진양조 제72장단

제7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7.46Hz, 289.2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5.8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9 제72장단
징(cˈ) 267.46 1538.18

135.84
땅(dˈ) 289.29 1674.02

<표 89>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8

강태홍류 제7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7>과 같다.

<악보 87> 강태홍류 진양조 제74장단

제7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7.94Hz, 323.0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323.5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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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0 제74장단
징(cˈ) 267.94 1541.29

323.55
땅(dˈ) 323.00 1864.84

<표 90>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9

강태홍류 제7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88>과 같다.

<악보 88> 강태홍류 진양조 제75장단

제75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9.43Hz, 293.7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9.85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3.09Hz, 296.7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4.0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1 제75장단
징(cˈ) 269.43 1550.89

149.85
땅(dˈ) 293.79 1700.74

태-계-12 제75장단
징(cˈ) 273.09 1574.25

144.08
땅(dˈ) 296.79 1718.33

<표 91>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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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8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89>와 같다.

<악보 89> 강태홍류 진양조 제81장단

제8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4.13Hz, 302.79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2.1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3 제81장단
징(cˈ) 274.13 1580.83

172.15
땅(dˈ) 302.79 1752.98

<표 92>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1

강태홍류 제8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0>과 같다.

<악보 90> 강태홍류 진양조 제83장단

제83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4.55Hz, 308.0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99.3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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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4 제83장단
징(cˈ) 274.55 1583.48

199.31
땅(dˈ) 308.05 1782.79

<표 93>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2

강태홍류 제8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1>과 같다.

<악보 91> 강태홍류 진양조 제84장단

제8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7.84Hz, 293.6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95.9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5 제84장단
징(cˈ) 277.84 1604.10

95.99
땅(dˈ) 293.68 1700.09

<표 94>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3

강태홍류 제8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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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2> 강태홍류 진양조 제89장단

제8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1.47Hz, 312.7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44.8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6 제89장단
징(cˈ) 271.47 1563.95

244.84
땅(dˈ) 312.71 1808.79

<표 95>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4

강태홍류 제9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3>과 같다.

<악보 93> 강태홍류 진양조 제90장단

제9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5.57Hz, 310.3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05.6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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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7 제90장단
징(cˈ) 275.57 1589.90

205.66
땅(dˈ) 310.33 1795.56

<표 96>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5

강태홍류 제9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94>와 같다.

<악보 94> 강태홍류 진양조 제93장단

제93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4.02Hz, 295.5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1.01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0.53Hz, 296.74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0.10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18 제93장단
징(cˈ) 274.02 1580.13

131.01
땅(dˈ) 295.56 1711.14

태-계-19 제93장단
징(cˈ) 270.53 1557.94

160.10
땅(dˈ) 296.74 1718.04

<표 97>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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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태홍류 진양조 중 계면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쫑(cˈˈ)-
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흥(c)-둥(d)의 평균 음정은 246.76cent, 징(cˈ)-땅
(dˈ)의 평균 음정은 159.52cent이다.

② 우조

강태홍류 제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5>와 같다.

<악보 95> 강태홍류 진양조 제4장단

제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8.18Hz, 296.1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1.8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우-1 제4장단
징(cˈ) 268.18 1542.84

171.87
땅(dˈ) 296.17 1714.71

<표 98>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강태홍류 제1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6>과 같다.



- 84 -

<악보 96> 강태홍류 진양조 제16장단

제16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7.64Hz, 293.0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7.1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9>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우-2 제16장단
징(cˈ) 267.64 1539.35

157.14
땅(dˈ) 293.07 1696.49

<표 99>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이상 강태홍류 진양조 중 우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둥

(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64.51cent이다.

③ 평조

강태홍류 제3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7>과 같다.

<악보 97> 강태홍류 진양조 제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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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6.03Hz, 289.3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5.18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1 제36장단
징(cˈ) 266.03 1528.90

145.18
땅(dˈ) 289.30 1674.08

<표 100>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강태홍류 제3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98>과 같다.

<악보 98> 강태홍류 진양조 제37장단

제37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17Hz, 283.5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70.91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2 제37장단

징(cˈ) 272.17 1568.41

70.91

땅(dˈ) 283.55 1639.32

<표 101>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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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3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99>와 같다.

<악보 99> 강태홍류 진양조 제39장단

제39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9.53Hz, 282.91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83.88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67.28Hz, 288.8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4.54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3 제39장단
징(cˈ) 269.53 1551.53

83.88
땅(dˈ) 282.91 1635.41

태-평-4 제39장단
징(cˈ) 267.28 1537.02

134.54
땅(dˈ) 288.83 1671.26

<표 102>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강태홍류 제4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0>과 같다.

<악보 100> 강태홍류 진양조 제4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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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4.97Hz, 288.4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6.99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3>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5 제40장단
징(cˈ) 264.97 1521.99

146.99
땅(dˈ) 288.45 1668.98

<표 103>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강태홍류 제4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1>과 같다.

<악보 101> 강태홍류 진양조 제41장단

제4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6.35Hz, 287.1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9.9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6 제41장단
징(cˈ) 266.35 1530.98

129.94
땅(dˈ) 287.11 1660.92

<표 104>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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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4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2>와 같다.

<악보 102> 강태홍류 진양조 제42장단

제4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6.30Hz, 292.71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3.7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7 제42장단
징(cˈ) 266.30 1530.66

163.70
땅(dˈ) 292.71 1694.36

<표 105>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이상 강태홍류 진양조 중 평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둥

(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25.02cent이다.

2) 중모리

중모리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계면조 26개, 평조 2개, 경드름 3개, 강산

제 16개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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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면조

강태홍류 제1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03>과 같다.

<악보 103> 강태홍류 중모리 제19장단

제19장단의 앞부분의 측정음에 해당하는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1.24Hz, 298.1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3.88cent이며, 뒷부분의 측정음에 해당하는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67.28Hz, 302.15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12.29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0 제19장단
징(cˈ) 271.24 1562.48

163.88
땅(dˈ) 298.17 1726.36

태-계-21 제19장단
징(cˈ) 267.28 1537.02

212.29
땅(dˈ) 302.15 1749.31

<표 106>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7

강태홍류 제2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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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4> 강태홍류 중모리 제20장단

제2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3.86Hz, 288.74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91.6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2 제20장단
징(cˈ) 273.86 1579.12

91.60
땅(dˈ) 288.74 1670.72

<표 107>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8

강태홍류 제2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5>와 같다.

<악보 105> 강태홍류 중모리 제21장단

제21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80Hz, 301.0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0.6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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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3 제21장단
징(cˈ) 272.80 1572.41

170.65
땅(dˈ) 301.06 1743.06

<표 108>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9

강태홍류 제2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6>과 같다.

<악보 106> 강태홍류 중모리 제22장단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4 제22장단
징(cˈ) 273.50 1576.84

186.06
땅(dˈ) 304.53 1762.90

제2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3.50Hz, 304.5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6.0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09>와 같다.

<표 109>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0

강태홍류 제2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롤 다음의 <악보 10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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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 강태홍류 중모리 제23장단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5 제23장단
징(cˈ) 270.79 1559.60

161.87
땅(dˈ) 297.33 1721.47

태-계-26 제23장단
징(cˈ) 270.28 1556.34

167.05
땅(dˈ) 297.66 1723.39

제23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79Hz, 297.3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1.87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28Hz, 297.6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7.05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0>과 같다.

<표 110>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1

강태홍류 제2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8>과 같다.

<악보 108> 강태홍류 중모리 제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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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1.29Hz, 305.17Hz로, 이
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03.73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7 제24장단
징(cˈ) 271.29 1562.80

203.73
땅(dˈ) 305.17 1766.53

<표 111>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2

강태홍류 제2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09>와 같다.

<악보 109> 강태홍류 중모리 제25장단

제2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3.47Hz, 289.5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98.8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1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8 제25장단
징(cˈ) 273.47 1576.65

98.80
땅(dˈ) 289.53 1675.45

<표 112> 강태홍류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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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2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10>과 같다.

<악보 110> 강태홍류 중모리 제26장단

제26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9.66Hz,

283.1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84.20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3>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29 제26장단

징(cˈ) 269.66 1552.37

84.20

땅(dˈ) 283.10 1636.57

<표 113>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4

강태홍류 제2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1>과 같다.

<악보 111> 강태홍류 중모리 제27장단

제27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45Hz, 293.9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1.20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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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35.26Hz, 146.6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0.44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4>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c)와 dˈ(d)의
음정(cent)

태-계-30 제27장단
징(c’) 272.45 1570.19

131.20
땅(d’) 293.90 1701.39

태-계-31 제27장단
흥(c) 135.26 357.88

140.44
둥(d) 146.69 498.32

<표 114>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5

강태홍류 제2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2>와 같다.

<악보 112> 강태홍류 중모리 제28장단

제28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28Hz, 287.6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50.19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각

134.23Hz, 146.68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3.56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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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c)와 dˈ(d)의
음정(cent)

태-계-32 제28장단
징(c’) 270.28 1556.34

50.19
땅(d’) 287.69 1606.53

태-계-33 제28장단
흥(c) 134.23 344.64

153.56
둥(d) 146.68 498.20

<표 115>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6

강태홍류 제2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3>과 같다.

<악보 113> 강태홍류 중모리 제29장단

제29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7.89Hz, 295.0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7.07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흥(c)과 둥(d)의 음고는 각

각 134.88Hz, 148.4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66.20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c)와 dˈ(d)의
음정(cent)

태-계-34 제29장단
징(c’) 267.89 1540.96

167.07
땅(d’) 295.03 1708.03

태-계-35 제29장단
흥(c) 134.88 353.00

166.20
둥(d) 148.47 519.20

<표 116>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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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3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14>와 같다.

<악보 114> 강태홍류 중모리 제30장단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36 제30장단
징(c’) 268.93 1547.67

242.02
땅(d’) 309.28 1789.69

제3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8.93Hz, 309.2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242.0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17>과 같다.

<표 117>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8

강태홍류 제3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5>와 같다.

<악보 115> 강태홍류 중모리 제31장단

제31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3.74Hz, 292.6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15.35cent이고,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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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77.89Hz, 297.9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20.38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3.39Hz, 305.0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9.76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37 제31장단
징(cˈ) 273.74 1578.36

115.35
땅(dˈ) 292.60 1693.71

태-계-38 제31장단
징(cˈ) 277.89 1604.41

120.38
땅(dˈ) 297.90 1724.79

태-계-39 제31장단
징(cˈ) 273.39 1576.15

189.76
땅(dˈ) 305.06 1765.91

<표 118>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9

강태홍류 제3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16>과 같다.

<악보 116> 강태홍류 중모리 제32장단

제3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9.71Hz, 293.12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4.10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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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40 제32장단
징(cˈ) 269.71 1552.69

144.10
땅(dˈ) 293.12 1696.79

<표 119>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0

강태홍류 제3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7>과 같다.

<악보 117> 강태홍류 중모리 제33장단

제33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1.87Hz, 303.6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91.50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0.53Hz, 301.8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9.77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41 제33장단
징(cˈ) 271.87 1566.50

191.50
땅(dˈ) 303.67 1758.00

태-계-42 제33장단
징(cˈ) 270.53 1557.94

189.77
땅(dˈ) 301.87 1747.71

<표 120>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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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3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8>과 같다.

<악보 118> 강태홍류 중모리 제34장단

제34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5.36Hz, 300.02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8.49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68.50Hz, 292.39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47.57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1>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43 제34장단
징(cˈ) 275.36 1588.58

148.49
땅(dˈ) 300.02 1737.07

태-계-44 제34장단
징(cˈ) 268.50 1544.90

147.57
땅(dˈ) 292.39 1692.47

<표 121>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2

강태홍류 제3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19>와 같다.

<악보 119> 강태홍류 중모리 제3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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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72Hz, 289.00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00.38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2>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계-45 제35장단
징(cˈ) 272.72 1571.90

100.38
땅(dˈ) 289.00 1672.28

<표 122>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3

이상 강태홍류 중모리 중 계면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쫑(cˈˈ)-
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흥(c)-둥(d)의 평균 음정은 153.40cent, 징(cˈ)-땅
(dˈ)의 평균 음정은 151.21cent이다.

② 평조

강태홍류 제1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0>과 같다.

<악보 120> 강태홍류 중모리 제17장단

제17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8.27Hz, 292.5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86.64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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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8 제17장단
징(cˈ) 278.27 1606.78

86.64
땅(dˈ) 292.55 1693.42

<표 123> 강태홍류 중모리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강태홍류 제1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1>과 같다.

<악보 121> 강태홍류 중모리 제18장단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평-9 제18장단
징(cˈ) 279.03 1611.50

107.06
땅(dˈ) 296.83 1718.56

제1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9.03Hz, 296.8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07.0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4>와 같다.

<표 124> 강태홍류 중모리 평조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이상 강태홍류 중모리 중 평조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둥

(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96.83c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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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드름

강태홍류 제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2>와 같다.

<악보 122> 강태홍류 중모리 제7장단

제7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42Hz, 288.7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00.96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경-1 제7장단
징(cˈ) 272.42 1570.00

100.96
땅(dˈ) 288.78 1670.96

<표 125> 강태홍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강태홍류 제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3>과 같다.

<악보 123> 강태홍류 중모리 제8장단

제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5.23Hz, 288.9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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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83.9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경-2 제8장단
징(cˈ) 275.23 1587.76

83.92
땅(dˈ) 288.90 1671.68

<표 126> 강태홍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강태홍류 제12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4>와 같다.

<악보 124> 강태홍류 중모리 제12장단

제12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5.14Hz, 287.0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73.25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7>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경-3 제12장단
징(cˈ) 275.14 1587.19

73.25
땅(dˈ) 287.03 1660.44

<표 127> 강태홍류 중모리 경드름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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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태홍류 중모리 중 경드름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c)-

둥(d)과 쫑(cˈˈ)-쨍(dˈˈ)은 측정음이 없고, 징(cˈ)-땅(dˈ)의 평균 음정은

86.04cent이다.

④ 강산제

강태홍류 제3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5>와 같다.

<악보 125> 강태홍류 중모리 제3장단

제3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8.00Hz, 289.1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1.6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1 제3장단
징(cˈ) 268.00 1541.68

131.62
땅(dˈ) 289.17 1673.30

<표 128>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

강태홍류 제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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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6> 강태홍류 중모리 제5장단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2 제5장단
징(cˈ) 268.00 1541.68

134.19
땅(dˈ) 289.60 1675.87

태-강-3 제5장단
징(cˈ) 267.77 1540.19

89.64
땅(dˈ) 282.00 1629.83

제5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8.00Hz, 289.6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4.19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67.77Hz, 282.00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89.64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9>와 같다.

<표 129>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2

강태홍류 제6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27>과 같다.

<악보 127> 강태홍류 중모리 제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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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12Hz, 292.1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5.61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0.06Hz, 291.87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4.46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0>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4 제6장단
징(cˈ) 270.12 1555.32

135.61
땅(dˈ) 292.13 1690.93

태-강-5 제6장단
징(cˈ) 270.06 1554.93

134.46
땅(dˈ) 291.87 1689.39

<표 130>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3

강태홍류 제37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28>과 같다.

<악보 128> 강태홍류 중모리 제37장단

제37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65Hz, 299.08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2.92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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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6 제37장단
징(cˈ) 270.65 1558.71

172.92
땅(dˈ) 299.08 1731.63

<표 131>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4

강태홍류 제4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29>와 같다.

<악보 129> 강태홍류 중모리 제40장단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ˈ(cˈ)와 dˈˈ(dˈ)의
음정(cent)

태-강-7 제40장단
쫑(cˈˈ) 550.14 2786.75

317.25
쨍(dˈˈ) 660.78 3104.00

태-강-8 제40장단
징(cˈ) 270.04 1554.80

172.49
땅(dˈ) 298.33 1727.29

제40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쫑(cˈˈ)과 쨍(dˈˈ)의 음고는 각각

550.14Hz, 660.78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317.25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04Hz, 298.3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2.49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2>와 같다.

<표 132>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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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제45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30>과 같다.

<악보 130> 강태홍류 중모리 제45장단

제45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4.03Hz, 296.66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7.3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33>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9 제45장단
징(cˈ) 274.03 1580.20

137.37
땅(dˈ) 296.66 1717.57

<표 133>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6

강태홍류 제48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31>과 같다.

<악보 131> 강태홍류 중모리 제48장단

제48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27Hz, 294.65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6.76cent이다.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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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10 제48장단
징(cˈ) 272.27 1569.04

136.76
땅(dˈ) 294.65 1705.80

<표 134>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7

강태홍류 제49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32>와 같다.

<악보 132> 강태홍류 중모리 제49장단

제49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71Hz, 303.83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87.07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35>와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11 제49장단
징(cˈ) 272.71 1571.84

187.07
땅(dˈ) 303.83 1758.91

<표 135>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8

강태홍류 제50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1개로 다음의 <악보 1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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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3> 강태홍류 중모리 제50장단

제50장단에서 측정한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3.34Hz, 301.67Hz

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70.73cent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36>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12 제50장단
징(cˈ) 273.34 1575.83

170.73
땅(dˈ) 301.67 1746.56

<표 136>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9

강태홍류 제51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34>와 같다.

<악보 134> 강태홍류 중모리 제51장단

제51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0.98Hz, 295.56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50.32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0.77Hz, 293.48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9.43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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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13 제51장단
징(cˈ) 270.98 1560.82

150.32
땅(dˈ) 295.56 1711.14

태-강-14 제51장단
징(cˈ) 270.77 1559.48

139.43
땅(dˈ) 293.48 1698.91

<표 137>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0

강태홍류 제54장단에 해당하는 측정음은 2개로 다음의 <악보 135>와 같다.

<악보 135> 강태홍류 중모리 제54장단

제54장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각

272.52Hz, 294.93Hz로, 이를 평균율로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36.81cent이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측정음의 징(cˈ)과 땅(dˈ)의 음고는 각

각 274.85Hz, 294.42Hz로, 이를 평균율롤 변환하여 음정을 계산하면

119.08cent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8>과 같다.

번호 위치 음 주파수(Hz) 평균율(cent)
cˈ와 dˈ의
음정(cent)

태-강-15 제54장단
징(cˈ) 272.52 1570.63

136.81
땅(dˈ) 294.93 1707.44

태-강-16 제54장단
징(cˈ) 274.85 1585.37

119.08
땅(dˈ) 294.42 1704.45

<표 138>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측정 음고 및 음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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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태홍류 중모리 중 강산제 측정음의 음정을 계산한 결과, 흥

(c)-둥(d)은 측정음이 없고, 쫑(cˈˈ)-쨍(dˈˈ)의 평균 음정은 317.25cent, 징(c

ˈ)-땅(dˈ)의 평균 음정은 143.23cent이다.

강태홍류 측정음의 평균 음정을 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9>와 같다.

조 기보음 평균 음정(cent)

계면조

흥(c)-둥(d) 203.14

징(cˈ)-땅(dˈ) 155.37

쫑(cˈˈ)-쨍(dˈˈ) -

우조

흥(c)-둥(d) -

징(cˈ)-땅(dˈ) 164.51

쫑(cˈˈ)-쨍(dˈˈ) -

평조

흥(c)-둥(d) -

징(cˈ)-땅(dˈ) 118.76

쫑(cˈˈ)-쨍(dˈˈ) -

경드름

흥(c)-둥(d) -

징(cˈ)-땅(dˈ) 86.04

쫑(cˈˈ)-쨍(dˈˈ) -

강산제

흥(c)-둥(d) -

징(cˈ)-땅(dˈ) 143.23

쫑(cˈˈ)-쨍(dˈˈ) 317.25

<표 139> 강태홍류 측정음의 조별 음정

강태홍류의 측정 결과, 역시 각 조별 측정 샘플이 없는 음역대는 조별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중간 음역대인 징(cˈ)과 땅(dˈ) 간의 음정만을 비교

하도록 하겠다. 경드름을 제외한 모든 조에서 징(cˈ)과 땅(dˈ) 간의 음정간

격이 단2도(100cent)와 장2도(200cent) 사이인데, 우조에서의 음정간격이

164.51cent로 가장 넓으며, 경드름에서의 음정간격이 86.04cent로 가장 좁

다. 계면조에서의 음정간격은 155.37cent로 우조 다음으로 넓으며, 강산제

143.23cent, 평조 118.76cent 순이다. 강태홍류 징(cˈ)-땅(dˈ)의 음정간격이

넓은 순으로 조를 정리하면, 우조-계면조-강산제-평조-경드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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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징(cˈ)과 땅(dˈ) 음정의 조별 비교

이상 김죽파류, 김병호류, 강태홍류 세 유파에서 측정한 징(c’)과 땅(d’)

의 음정을 조별로 정리하면 <표 140>과 같다.

징(cˈ)과 땅(dˈ)의 평균 음정(cent)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

김죽파류 157.89 184.51 156.76 155.17 185.76

김병호류 155.01 - 156.09 169.00 154.82

강태홍류 155.37 164.51 118.76 86.04 143.23

<표 140> 세 유파 측정음의 조별 음정

이것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세 유파의 징(cˈ)과 땅(dˈ)의 음정은 오선보에 표기된 장2도보다 모두 낮

았다. 강태홍류의 경드름을 제외한 나머지 조는 모두 단2도와 장2도 사이

의 음정간격을 보인다. 김죽파류와 강태홍류에서 우조의 음정 간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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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넓었고, 김죽파류와 김병호류에서 계면조와 평조의 음정 간격이 비슷

했다. 계면조의 음정 간격은 세 유파가 모두 비슷했다. 조별 음정 간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김병호류이고, 그 다음으로 김죽파류이며, 강태홍

류가 조별 음정 간격의 차이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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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김죽파류, 김병호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 진양조와

중모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계면조, 우조, 평조, 경드름, 강산제 다섯 악

조의 징(cˈ)과 땅(dˈ), 두 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음고와 음정을 측정

한 후 유파별 악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를 이용하여 음고 및 음정을 측정한 결과, 김

죽파류는 첫째, 징(cˈ)과 땅(dˈ)의 음정이 모든 조에서 악보에 기보된 장2

도보다는 낮았고, 단2도보다는 높았다. 둘째, 음정 간격은 강산제-우조-

계면조-평조-경드름 순으로 넓었다. 셋째, 강산제와 우조에서의 음정 간

격은 1cent 내외의 차이만 보일 뿐 간격이 비슷했다. 넷째, 계면조와 평

조, 경드름에서의 음정 간격은 2cent 내외의 차이만 보일 뿐 간격이 비

슷했다.

김병호류는 첫째, 징(cˈ)과 땅(dˈ)의 음정이 모든 조에서 악보에 기보된

장2도보다는 낮았고, 단2도보다는 높았다. 둘째, 음정 간격은 경드름-평

조-계면조-강산제 순으로 넓었다. 셋째, 경드름에서의 음정 간격

(169cent)이 가장 넓었고, 나머지 계면조와 평조, 강산제는 2cent 내외의

차이만 보일 뿐 간격이 비슷했다.

강태홍류는 첫째, 징(cˈ)과 땅(dˈ)의 음정이 경드름(86.04cent)을 제외한

모든 조에서 악보에 기보된 장2도보다는 낮았고, 단2도보다는 높았다. 경

드름은 단2도보다도 낮았다. 둘째, 음정 간격은 우조-계면조-강산제-평조

-경드름 순으로 넓었다. 셋째, 음정 간격이 비슷한 조가 없이, 모든 조가

10cent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강태홍류 경드름에서의 음정이 단2도보다

낮은 것만 제외하면, 징(cˈ)과 땅(dˈ)의 음정 간격이 모든 유파, 모든 조

에서 악보에 기보된 장2도보다는 낮고 단2도보다는 높았다.

조별로 정리하면, 김죽파류와 강태홍류에서 우조의 음정 간격이 가장

컸고, 김죽파류와 김병호류에서 계면조와 평조의 음정 간격이 비슷했다.

계면조의 음정 간격은 세 유파가 모두 비슷했다. 조별 음정 간격의 차이

가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김병호류-김죽파류-강태홍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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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 study of pitch and

interval for Gayageum Sanjo’s

musical tones

Lim Kyung Mi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ayageum sanjo was organized in the late 19th century by Kim

Chang-jo and its melody, while maintaining its form, was changed.

As this way schools of Gayageum sanjo were formed. After that,

Gayageum sanjo was transcribed because of the need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this process, the problem was appeared: equation of

the pitch which is hard to display in staff notation and the pitch in

temperament. So I measured pitch and interval using ‘praat’, a

computer program for analyzing speech, and I helped to set the

objective pitch relationship of traditional music, to understand

Gayageum sanjo exactly.

The subjects of study are both J ing(cˈ) and Ddang(dˈ) of Gayageum
sanjo of Kim Jukpa school, Kim Byungho school and Gang Taehong

school’s J inyangjo and Joongmori. And I measured the pitch and

interval, then compared and analyzed schools and musical tones.

As a result, interval of all musical tones is higher than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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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100cent) and lower than major 2nd(200cent) except gyeongdreum

of Gang Taehong school.

Interval of Kim Jukpa school was wide in order of gangsanje－ujo－

gyemyeonjo－pyeongjo－gyeongdreum. Also, intervals of gangsanje

and ujo were similar, and intervals of gyemyeonjo, pyeongjo and

gyeongdreum were similar. Interval of Kim Byungho school was

wide in order of gyeongdreum－pyeongjo－gyemyeonjo－gangsanje

except ujo. And intervals of gyemyeonjo, pyeongjo and gangsanje

were similar, except gyeongdreum. Interval of Gang Taehong school

was wide in order of ujo－gyemyeonjo－gangsanje－pyeongjo－

gyeongdreum. There were no similar intervals of musical tones, and

all of musical tones appeared more than 10cent difference.

In summary, interval of ujo is the widest in Kim Jukpa school and

Gang Taehong school, intervals of gyemyeonjo and pyeongjo are

similar in Kim Jukpa school and Kim Byungho school. And

distinction between intervals of each musical tones was small in

order of Kim Byungho school, Kim Jukpa school, Gang Taehong

school.

keywords : Gayageum sanjo, praat, pitch, interval, musical tone

Student Number : 2011-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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