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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야금산조는 장단의 틀 안에서 음악을 구성하며, 장구의 장단 및 선율

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기경결해’라는 음악적 특징을 만들어낸다. 진양조

의 ‘기경결해’는 관용적으로 24박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연주에서 나타

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

병호류의 진양조를 분석하였다.

가야금산조 진양조 4개 유파를 분석함에 있어서 선율의 흐름과 장구의

장단형을 통해 도출한 ‘기경결해’를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24박 ‘기-경-결-해’의 4장단 구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파는

강태홍류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김죽파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순이었다.

김죽파류·최옥삼류·김병호류는 2각 단락의 출현이 잦았는데, 그 이유는 단

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새롭게 조가 바뀌어 나가는 부분에

서 도입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락의 유형이 가장 다양한

순서로는 최옥삼류가 8종류로 가장 다양하며 그 다음으로 강태홍류가 7종

류, 김죽파류와 김병호류가 6종류의 단락의 개수 유형을 보였다. 또한 ‘기

-경-결-해’ 네 단락 유형을 기준으로 축소 형식 단락·기본형 단락·확대

형식 단락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기·경·결·해’ 각각의 선율을 유파 간 보

편적인 선율을 파악,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장단형과 선율이 ‘기경결해’를 어떻게 형

성하는지 파악하여 더 세분화된 유형의 ‘기경결해’ 단락을 도출함에 따라

단락의 유형이 각 산조에 미치는 영향과 단락의 특성을 정리하는 데에 그

의가 있다.

주요어: 가야금산조, 진양조, 기경결해, 기경결해 단락

학 번: 2012-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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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야금산조는 19세기에 발생되어1) 지금까지 전승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다. 가야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

리 등의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장구반주의 장단과 함께 연주된

다. 가야금산조의 장단은 진양조로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등의 악장으로 점차 빠르게 이어가게 되며, 점차 빠른 악

장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산조의 선율은 시작되고 전개하여 고조하여 해결

된다. 이를 ‘밀고-달고-맺고-푸는 구조’라 하여 ‘기경결해’2)의 구조라고도

한다. ‘기경결해’는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오성삼(1866∼1936)에 의해 ‘진

양 24박으로 치는 고법’으로부터 비롯되며, 김연수에 의해 ‘기경결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3)

이보형은 “진양 장단의 기경결해 의미는 여느장단(단순장단)인 중모리

관용적인 맺는 고형에 나타나는 고법의 4대박 구성틀인 ‘내고 달고 맺고

풀기’를 대장단(복합 장단)인 진양 4각 고형의 고법 구성틀로 전용하여

‘기경결해(내고 달고 맺고 풀기) 라는 인위적인 구성논리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4) 라고 하였으며, 이는 진양 장단의 ‘기경결해’ 구성과 24박 한 장단

의 고법 구성은 항상 들어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4각 고형의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창조>항 (성남: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91).

2) ‘기(起) 경(景) 결(結) 해(解)’는 한시(漢詩)의 ‘기(起) 승(承) 전(轉) 결(結)’론에서 나온

것으로, ‘기’는 ‘기 승 전 결’의 ‘기’에서 따온 말이고, ‘경’은 ‘기 승 전 결’의 ‘승’과 ‘전’

을 합한 말이고, ‘결’은 ‘기 승 전 결’에서 ‘결’에서 따온 말이고, ‘해’는 ‘기 승 전 결’에

없는 말이다. 결국 ‘기 승 전 결’대로 하자면 ‘맺기(결)’가 제 4각에 구성되어야 하는데

‘내고 달고 맺고 풀기’ 에는 제 3각에 ‘맺기(결)’가 구성되므로 이를 ‘기 승 전 결’이라

이를 수 없으므로 그렇게 이르지 않고 ‘기 경 결 해’로 의미를 변용하여 구성시킨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
구제39집, 2006, p.37.

3) 김혜정, 판소리 장단의 형성과 오성삼의 고법이론 판소리연구 (서울: 판소리학회,
2004, p,117).

4) 이보형, 위의 글,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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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구성틀은 진양 장단과 선율 리듬형의 충돌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보형은 그 이유중 하나로 “진양 장단 선율의 악절이 3각, 4

각, 5각 등 여러 각을 단위로 구성되어 그 악절의 맥락에 따라 ‘달고 맺

기’의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5)이라고 하였다.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장단의 구조에 관하여 김해숙은 “3분박 리듬인 점

4분음표( .) 를 기본박으로 하여 6박( .× 6) 을 짧은 주기로 삼으므로 이

것이 네 번 겹쳐지면 긴 주기로 인식하여 24박 한 장단이라 일컫는다.”6)

라고 하였으며 ‘기경결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연

주에 옮기면서 나타나는 ‘기경결해’의 틀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 주기(여섯박의 짧은 주기를 네 번 겹친 긴 주기)중 짧은 주기의 여섯 박에서 다

섯째 여섯째 박의 장고나 북가락은 조금씩 다르며 이것을 기경결해 혹은 기승전결

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중락)… 그런데 이와 같은 원론적 규정은 다만 진

양조 장단을 효과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초보적 틀거리의 제공에 불과할 뿐이며

(즉 논리적 인식의 틀이며) 실제 음악에서의 리듬 짜임은 이 틀을 벗어나 있는 경우

가 많다. (후략)7)

실제로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은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종지형으로까지 음악을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24박을 한 단락으로 구성하

여 선율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가야금산조의 진양조에서 나타나는 ‘기경결해’의 구조를 구

체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기본형이 되는 24박의 ‘기경결해’의 구조가 산조

를 구성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는 다른 악장에 비해 호흡이 길다는 특징 때문에 죄고 푸는8) 분위

5) 이보형, 위의 글, p. 227.

6) 김해숙, 가야금산조에서 장단과 선율리듬의 짜임새 전통음악의 장단구조연구: 전통

예술원 편 (서울: 민속원, 2002, p. 12.)
7) 김해숙, 위의 글. p. 12.

8) 문숙희는 ‘기경결해’의 전통적 의미에 대하여 그의 논문에 인용된 함동정월의 설명을

통해 ‘기경결해’와 비슷한 맥락으로 ‘죄고 푼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죄고

풀면서 선율은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다음의 세 가지의 요소로 선율이 구성된다.
(1) 중심잡는다- 낸다/율려와 한배를 정하여 방향을 잡는다

(2) 죈다- 지순다/맺어들어간다/매듭지으려고 지순다/조아들어간다/맺는다

(3) 푼다- 본음으로 돌아온다/소화시킨다/푸는것 중에서도 죄면서 푸는 것이 있다/

푸는 중에서도 맺는데가 있다/신경이 풀려서 얼씨구 좋다 싶은 마음이 든다.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최옥산류 진양조에 한하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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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다이나믹을 살려 연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에 진양조를 ‘기경

결해’ 라는 기준으로 단락짓고, 단락에 따라 호흡을 구분하여 진양조를 연

주함에 있어서 음악의 다이나믹에 관한 난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된다.

가야금산조의 ‘기경결해’를 분석함에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문숙희는 ‘죄고 풀기’라는 개념을 통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를 크게 8

마루 단위로 나눈 후 긴장과 이완을 주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긴장과 이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9) 이은형은 최옥삼류 진양

조를 바탕으로 각별로 ‘기경결해’를 구분짓고, 유형을 정리하여 특징을 파

악하였다10). 최유정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를 바탕으로 각별로 ‘기

경결해’ 선율을 분석하였으며 강태홍류만이 갖고 있는 ‘기경결해’의 특징

을 분석하고 ‘기경결해’각각의 장단 특징을 정리하여 객관화하였다.11) 성

지은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를 대상으로 긴장 이완 경과구 선율

을 구분하였고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12) 위의 선행연구에

는 하나의 유파의 진양조를 ‘기경결해’로 분석하거나, 긴장감이나 이완감

을 주는 큰 단위의 선율집합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본고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와 아래에 제시하는 분석법을 토대로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 선율을 ‘기경결해’를 기준으로

분석하려 한다. 네 유파는 같은 계통 산조로 출발하여 전승과정에서 변화

되어 각각의 유파로 정착하였지만 악장의 구성이나 흐름이 비슷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경결해’의 분석을 통해 네 유파의 진양조 중 24박

한 단락 구성의 틀에 가장 근접한 유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

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9) 문숙희, 위의 글.

10) 이은형,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의 선율과 호흡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

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최유정,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선율에 따른 기경결해 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전

북: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2) 성지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중 자진모리 선율에 관한 연구-긴장과 이완을 중심으

로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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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김창조 계통13)의 가야금산조 중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

호류의 진양조를 대상으로 ‘기경결해’를 분석한다. 김창조 계통의 산조는

전승과정에서 각자 변화되긴 하였지만 기본적인 악장 구성이나 흐름이 비

슷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사용될 악보는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14)의 김죽파

류 최옥삼류 강태홍류 김병호류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여러 사람이 채보

한 다양한 악보가 있지만, 한 사람이 채보하여 채보의 방식이 네 유파가

같기 때문에 선율의 표현 방식을 공통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위의

악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죽파류와 강태홍류는 더 많이 연

주되는 김죽파류Ⅱ와 강태홍류Ⅱ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음원자료는 각

유파를 창시한 당사자 혹은 가장 직접적으로 사사받은 사람의 음원을 채

택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악보와 음원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김창조

　 한성기류
　

　 김죽파
　　

　
　
　최옥삼류

　
함동정월
　　

　
　
　김병호류

　
원항기
　　

　
　
　강태홍류

　
원옥화
　

　
　
　

　
　　

　
김춘지
　　

13) 이보형,「가야금산조」,무형문화재 보고서2,(서울: 문화재관리국,1980).

   
14) 이재숙,「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 (서울: 은하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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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고악보 및 참고음원

유파 악보 음원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中

김죽파류Ⅱ

1981년 8월 25일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

/김죽파 연주실황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中

최옥삼류

1971년 11월 9일

/함동정월 연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中

강태홍류Ⅱ

1952년 김동민 소장

테이프

/강태홍 연주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中

김병호류

1965년경 이재숙 소장

테이프

/김병호 연주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를 ‘기경결해’로 분석함에 있어서 선율이 갖는 ‘죄

고 풀기’15)의 특성 및 음정이 갖는 역할을 통해 ‘기경결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네 유파의 ‘기경결해’를 분석한 후, 단락을

구성하는 장단수를 파악하여 어떤 유파가 가장 관용적인 기본형 ‘기-경-

결-해’16)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진양조를 구

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순서는 김죽파류, 최옥삼류, 강태

홍류, 김병호류 순이며 1장단부터 차례대로 분석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경결해’의 구분 안에서 갖는 선율진행 유형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더 구체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정

확한 조(調)와 본청은 <표 2>의 조 구성과 <표 3>의 음체계를 참고하고

자 한다. 또한, 위의 음원을 토대로 장구의 장단형을 채보하고, 장단형이

갖는 ‘기경결해’를 파악하여 분석에 참고하고자 한다.17)

15) 문숙희, 위의 글.

16) 붙임표(-)로 장단을 구별한다. 예)‘기-경-결-해(4장단 구성)’, ‘기-경-해’(3장단 구성)

17) 장단의 ‘기경결해’의 어의적 특성에 있어 이보형은 ‘다는 장단’에 관하여 “‘단다’는 어

의적 의미는 ‘이어진다(承)’는 것인데 이는 악절 중간에 음들이 응집력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점차적으로 고조하거나

이어지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기’나 ‘경’으로 분석고자 한다. 또한 이보형은 ‘맺는 장단’

에 관해서 “‘맺기’의 어의적 의미는 ‘맺는다’, ‘맺어 떨어진다(結)’, ‘단락 짓는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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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조 구성18)

류파

조명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우조청 평조 제 1∼15장단 제 1∼10장단 제 1∼8장단 제 1∼9장단

우조청 계면조 제 16∼32장단 제 11∼19장단 제 9∼25장단 제 10∼23장단

돌장 제 33∼36장단 제 20∼24장단 제 26∼33장단 제 24∼31장단

평조청 계면조 제 25∼26장단

평조청 평조 제 37∼40장단 제 27∼32장단 제 34∼43장단 제 32∼36장단

평조청 계면조 제 41∼48장단 제 33∼84장단 제 44∼90장단 제 37∼72장단

평조엇청 계면조 제 49∼68장단

우조청 평조 제 91∼92장단

평조청 계면조
제

59∼100장단
제 93∼94장단

데 이는 악절이 ‘단락 짓는 특성’을 지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는 장단을 크게 치는 부분이나 단락 짓는 부분, 혹은 가락이 고조되어 다시 하행하는

부분을 ‘결’이나 혹은 ‘결’에서 ‘해’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형, 위의 글, p. 115.

18) 이화영,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調構成 연구: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를 중심으

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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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체계19)

조구성 중심음 음체계

기본청

평

조

c

엇청 g

우조청 d

우조 엇청 a`

기본청

계

면

조

c

엇청 g

우조청 d

우조 엇청 a`

19) <표 3>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체계’는 김현채의 논문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보

편적 선율구조: 11개 유파를 중심으로 에서 발췌한 것으로 높은음자리표로

표시된 것을 가온음자리표로 변경하였다.

김현채,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보편적 선율구조: 11개 유파를 중심으로 , (서울: 서울

대학교 대학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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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쓰일 가야금산조의 조현법은 <악보 1>과 같다.

<악보 1> 가야금산조의 조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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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1.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총 100장단 26단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제 1단락: 제 1장단∼4장단

<악보 2>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1장단∼4장단이다. 1장단의 장단형

은 선율의 빈 박을 채워주는 장단형으로 선율을 제시하고 장단을 내는

‘기’의 장단이며, 2장단은 빈 박을 잔가락으로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장단이다. 3장단은 선율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크게 맺어주는 장단형으로

‘결’의 장단이며, 4장단은 종지음으로 돌아오며 선율이 풀어지고, 푸는 장

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으로, ‘기-경-결-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2> 김죽파류 진양조 제 1장단∼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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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단락: 제 5장단∼7장단

<악보 3>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5장단∼7장단이다. 5장단은 a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내며, 장단형도 이와 같이 내는 장단형을 나타내므로

‘기’의 장단이다. 6장단의 선율은 5장단과 비슷한 음역대에서 가락에 다양

성을 주며, 장단형 또한 박자를 가볍게 짚어주는 다는 장단형에 가까우므

로 ‘경’의 장단이다. 7장단은 하청으로 하행하여 종지하며, 풀어주는 장단

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의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3> 김죽파류 진양조 제 5장단∼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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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단락: 제 8장단∼9장단

<악보 4>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8장단∼9장단이다. 8장단의 선율은

시작하는 느낌을 주며, 장단형 또한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9장단은 상청에서 선율을 고조시키지만 6박에서 종지하며 풀어낸다. ‘기-

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4> 김죽파류 진양조 제 8장단∼9장단

4) 제 4단락: 제 10장단∼13장단

<악보 5>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10장단∼13장단이다. 10장단에서 선율

이 시작하는 느낌을 주며 장단형도 가볍게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

단이며, 11장단과 12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시키는 느낌을 주

며 가볍게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장단이다. 13장단은 앞 장단에서 이

어진 선율을 이어받아 종지로 이어지며 장단형 또한 가볍게 풀어내는 ‘해’

의 장단이다. 네 장단 구성의 ‘기-경-경-해’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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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김죽파류 진양조 제 10장단∼13장단

5) 제 5단락: 제 14장단∼15장단

<악보 6>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14장단∼15장단이다. 14장단에서 선

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인 ‘기’의 장단이며, 15장단에서는 이 선율을

하행하여 종지하며, 풀어주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

성의 ‘기-해’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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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김죽파류 진양조 제 14장단∼15장단

6) 제 6단락: 제 16장단∼18장단

<악보 7>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16장단∼18장단이다. 16장단에서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17장단에서 앞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시키

는 ‘경’의 장단, 18장단에서 이어받은 선율을 종지하며 풀어주는 선율을

하며, 장단형 또한 가볍게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세 장단 구성의 ‘기-

경-해’ 단락이다.

<악보 7> 김죽파류 진양조 제 16장단∼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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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7단락: 제 19장단∼20장단

<악보 8>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19장단∼20장단이다. 19장단의 경우

선율을 시작하지만 바로 선율을 격하게 고조시켜 뒷 장단으로 선율을 잇

는데, ‘결’의 장단으로 선율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다. 20장단은 앞의 선

율을 이어받아 종지하며 풀어내리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성의 ‘결-

해’ 단락이다

<악보 8> 김죽파류 진양조 제 19장단∼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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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8단락: 제 21장단∼22장단

<악보 9>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21장단∼22장단이다. 21장단에서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22장단에서 선율을 이어받아 종지하며 풀

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성의 ‘기-해’ 단락이다.

<악보 9> 김죽파류 진양조 제 21장단∼22장단

9) 제 9단락: 제 23장단∼28장단

<악보 10>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23장단∼28장단이다. 23장단에서

선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다. 24장단은 선율을

변형시켜 이어지게 하는 ‘경’의 장단이며 25장단은 24장단의 도입부를 변

형시켜 선율을 연결시키는 ‘경’의 장단이며 26장단까지 이어진다. 27장단

은 앞의 26장단의 선율을 이어받아 더욱 고조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결’의

장단이며, 28장단에서 하행하여 종지하고 장단형은 풀어내리는 ‘해’의 장

단을 보인다. 여섯 장단 구성의 ‘기-경-경-경-결-해’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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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김죽파류 진양조 제 23장단∼2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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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0단락: 제 29장단∼32장단

<악보 11>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29장단∼32장단이다. 29장단은 선율

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30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짓는

선율이며 장단형은 다는 장단형인 ‘경’의 장단이다. 31장단은 앞의 선율을

변용하여 극적인 요소를 주며 맺는 장단형인 ‘결’의 장단이며, 32장단은

선율을 하행시키고 종지하며, 푸는 장단형인 ‘해’의 장단이다. 네 장단 구

성의 ‘기-경-결-해’ 단락이다.

<악보 11> 김죽파류 진양조 제 29장단∼3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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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1단락: 제 33장단∼36장단

<악보 12>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33장단∼36장단이다. 33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인 ‘기’의 장단이며, 34장단은 선율을 연결하여 다는 장단형인

‘경’의 장단이다. 35장단은 34장단의 도입부와 유사하게 시작하여 선율을

변형시키며 긴장감을 주며 맺는 장단형인 ‘결’의 장단이다. 36각은 하행하

며 종지하며 풀어주는 장단형인 ‘해’의 장단이다. 네 장단 구성의 ‘기-경-

결-해’ 단락이다.

<악보 12> 김죽파류 진양조 제 33장단∼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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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2단락: 제 37장단∼39장단

<악보 13>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37장단∼39장단이다. 37장단에서

선율이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38장단은 37장단의

선율을 변형시켜 이어내는 ‘경’의 장단이다. 39장단은 급격히 하행하여 풀

어낸 후,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세 장단 구성의 ‘기-경-해’ 단락이다.

<악보 13> 김죽파류 진양조 제 37장단∼39장단

13) 제 13단락: 제 40장단∼44장단

<악보 14>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40장단∼44장단이다. 40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고 장단형을 내는 ‘기’의 장단이며, 41장단은 42장단으로 이어

지는 선율을 시작하고 다는 장단형인 ‘경’의 장단이다. 43장단은 42장단을

변용하여 선율을 조금 더 극적으로 활용하는 ‘결’의 장단이며, 43각과 44

각은 지속되는 본청을 이용하여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다섯 장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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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기-경-결-해-해’ 단락이다.

<악보 14> 김죽파류 진양조 제 40장단∼4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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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4단락: 제 45장단∼48장단

<악보 15>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45장단∼48장단이다. 45장단은 선

율을 제시하는 ‘기’의 장단이며 46장단은 앞의 선율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뒤로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며 47장단은 선율을 이어받아 극적

인 선율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이다. 48장단은 선율

을 정리하여 하행하고 풀어주는 ‘해’의 장단으로 나타난다. 네 장단 구성

의 ‘기-경-결-해’ 단락이다.

<악보 15> 김죽파류 진양조 제 45장단∼4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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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5단락: 제 49장단∼50장단

<악보 16>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49장단∼50장단이다. 49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고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 50장단은 선율을 이어받

아 풀고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성의 ‘기-해’ 단

락이다.

<악보 16> 김죽파류 진양조 제 49장단∼50장단

16) 제 16단락: 제 51장단∼53장단

<악보 17>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51장단∼53장단이다. 51장단은 한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지속하여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52장단은 하행

하여 한 음을 중심으로 다시 선율을 지속하여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다.

53장단은 청을 중심으로 종지하여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세 장단 구

성의 ‘기-경-해’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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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김죽파류 진양조 제 51장단∼53장단

17) 제 17단락: 제 54장단∼58장단

<악보 18>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54장단∼58장단이다. 54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55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긴장을 더

욱 고조시키며 뒷 선율로 연결하는 ‘경’의 장단, 56장단은 시김새의 사용

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는 ‘결’의 장단이다. 57장단과 58장단은 시김새의

갯수가 덜어지고, 종지음으로 점차 돌아오며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다

섯 장단 구성의 ‘기-경-결-해-해’ 단락이다.

<악보 18> 김죽파류 진양조 제 54장단∼58장단



- 24 -

  

18) 제 18단락: 제 59장단∼60장단

<악보 19>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59장단∼60장단이다. 59장단은 본청

이 바뀌는 지점으로 선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0장단은 하행하여

종지하며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성의 ‘기-해’ 단

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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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김죽파류 진양조 제 59장단∼60장단

19) 제 19단락: 제 61장단∼64장단

<악보 20>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61장단∼64장단이다. 61장단은 선

율을 한 음을 중심으로 제시하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2장단은 선율

을 뒤로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다. 63장단은 이어받은 선율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맺는 장단형을 하는 ‘결’의 장단이며 64장단은 하행하여 풀어내

고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네 장단 구성의 ‘기-경-결-해’ 단락이다.

<악보 20> 김죽파류 진양조 제 61장단∼6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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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1단락: 제 65장단∼66장단

<악보 21>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65장단∼66장단이다. 65장단은 한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제시하여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6장단은 하행

하여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성의 ‘기-해’ 단락이다.

<악보 21> 김죽파류 진양조 제 65장단∼6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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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1단락: 제 67장단∼76장단

<악보 22>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67장단∼76장단이다. 67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8장단은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하는 ‘경’의

장단을 한다. 69장단은 67장단과 도입부를 비슷하게 하여 다시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9장단과 70장단까지 선율을 이어주는 ‘경’의 장단으로 나

타난다. 72장단에서 앞의 선율을 이용하여 극적인 시김새를 보여주며 ‘결’

의 장단이라 볼 수 있다. 73장단에서 종지음으로 돌아가며 ‘해’의 장단으

로 풀어주며, 74장단과 75장단은 다시 앞의 선율을 이용하여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이며 76장단은 종지음으로 돌아오며 풀어주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열 장단 구성의 ‘기-경-기-경-경-결-해-결-결-해’ 단락

이다.

<악보 22> 김죽파류 진양조 제 67장단∼7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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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22단락: 제 77장단∼82장단

<악보 23>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77장단∼82장이다. 77장단은 선율

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78장단은 선율을 전개하여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다. 79장단은 78장단을 이어받아 극적인 시김새를 표현하는 ‘결’의

장단이며 이는 80장단과 81장단까지 극적인 시김새를 연결하여 지속시킨

다. 82장단에서 시김새를 점차 덜어내고 하행하여 풀어주는 ‘해’의 장단을

보인다. 여섯 장단 구성의 ‘기-경-결-결-결-해’ 단락이다.

<악보 23> 김죽파류 진양조 제 77장단∼8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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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3단락: 제 83장단∼84장단

<악보 24>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83장단∼84장단이다. 83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84장단은 하행하며 푸

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두 장단 구성의 ‘기-해’ 단락이다.

<악보 24> 김죽파류 진양조 제 83장단∼8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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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24단락: 제 85장단∼87장단

<악보 25>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 85장단∼87장단이다. 85장단은 한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86장

단은 시김새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선율을 잇는 ‘경’의 장단, 87장단은 종

지음으로 하행하며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세 장단 구성의

‘기-경-해’ 단락이다.

<악보 25> 김죽파류 진양조 제 85장단∼87장단

25) 제 25단락: 제 88장단∼90장단

<악보 26>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88장단∼90장단이다. 88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89장단은 앞의 선율을 연결시키지만 극적

인 요소의 갑작스런 출현이 보여 ‘결’의 장단이라 볼 수 있다. 90장단은

하행하여 선율을 풀어내며 푸는 장단형을 보이는 ‘해’의 장단이다. 세 장

단 구성의 ‘기-결-해’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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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김죽파류 진양조 제 88장단∼90장단

26) 제 26단락: 제 91장단∼100장단

<악보 27>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 91장단∼100장단이다. 91장단과 92

장단은 선율을 시작하고 이어내는 ‘기’와 ‘경’의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93장단과 94장단에서 비슷한 도입부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와 ‘경’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95장단과 96장단에 걸쳐 앞의 선율을

이용하여 시김새를 극적으로 이끌어내어 ‘결’의 장단으로 볼 수 있고, 97

장단은 격한 시김새를 줄이며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99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용하여 다시 극적인 선율을 보이며 맺는 장단형인 ‘결’의 장단이

재 등장하며 100장단은 본청 종지음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열 장

단 구성의 ‘기-경-기-경-결-결-해-해-결-해’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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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김죽파류 진양조 제 91장단∼10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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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유형 단락 장단 유형

1 제 1∼4 기-경-결-해 14 제 45∼48 기-경-결-해

2 제 5∼7 기-경-해 15 제 49∼50 기-해

3 제 8∼9 기-해 16 제 51∼53 기-경-해

4 제 10∼13 기-경-경-해 17 제 54∼58 기-경-결-해-해

5 제 14∼15 기-해 18 제 59∼60 기-해

6 제 16∼18 기-경-해 19 제 61∼64 기-경-결-해

7 제 19∼20 결-해 20 제 65∼66 기-해

8 제 21∼22 기-해 21 제 67∼76
기-경-기-경-경-
결-해-결-결-해

9 제 23∼28
기-경-경-경-결-

해
22 제 77∼82

기-경-결-결-결-
해

10 제 29∼32 기-경-결-해 23 제 83∼84 기-해

11 제 33∼36 기-경-결-해 24 제 85∼87 기-경-해

12 제 37∼39 기-경-해 25 제 88∼90 기-결-해

13 제 40∼44 기-경-결-해-해 26 제 91∼100 기-경-기-경-결-
결-해-해-결-해

김죽파류 진양조의 ‘기경결해’를 분석한 결과 총 100장단 26단락 중 두

장단 단락 세 장단 단락 네 장단 단락 다섯 장단 단락 여섯 장단 단락 열

장단 단락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갯수를 차지하는

단락은 8종의 두 장단 단락이었으며, 24박의 내고-달고-맺고-푸는 ‘기경

결해’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4장단 단락은 6종류로 파악되었다. 정리한 내

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단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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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총 84장단 22단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제 1단락: 제 1장단∼3장단

<악보 28>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1장단∼3장단이다. 1장단은 시작하

는 선율이며 내는 장단형을 보이는 ‘기’의 장단이며, 2장단은 1장단과 비

슷한 구조로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다. 3장단은 하행하며 종지음으로 풀

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28> 최옥삼류 진양조 제 1장단∼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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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단락: 제 4장단∼5장단

<악보 29>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4장단∼5장단이다. 4장단은 한 음

을 중심으로 선율을 제시하여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5장단은 선율을

활용한 후 본청으로 끌어내리고 퇴성하며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기-

해’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29> 최옥삼류 진양조 제 4장단∼5장단

3) 제 3단락: 제 6장단∼7장단

<악보 30>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6장단∼7장단이다. 6장단은 선율을

제시 시작하는 ‘기’의 선율이며 7장단은 선율을 활용한 후 본청으로 정지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30> 최옥삼류 진양조 제 6장단∼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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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단락: 제 8장단∼9장단

<악보 31>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8장단∼9장단이다. 8장단은 선율을

제시하는 ‘기’의 장단이며 9장단은 본청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

-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31> 최옥삼류 진양조 제 8장단∼9장단

5) 제 5단락: 제 10장단

<악보 32>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 10장단선율의 시작과 종지가 한 장

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해’의 복합 구조이다.

<악보 32> 최옥삼류 진양조 제 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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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6단락: 제 11장단∼13장단

<악보 33>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11장단∼13장단이다. 11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12장단은 11장단의 도입부를 변형하여 선

율을 이어주는 ‘경’의 장단, 13장단에서 하행하며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

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33> 최옥삼류 진양조 제 11장단∼13장단

7) 제 7단락: 제 14장단∼19장단

<악보 34>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 14장단∼19장단이다. 14장단은 한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15장단은 음을 이어받아

활용하는 ‘경’의 장단이다. 16장단은 15장단의 도입부를 변용하여 선율을

이어지게 하는 ‘경’의 장단이며 이는 17장단까지 이어진다. 18장단은 선율

을 상행하여 극적으로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이며 19장단에서 하행하며

본청으로 돌아와 풀어내고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

경-경-결-해’의 여섯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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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최옥삼류 진양조 제 14장단∼1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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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8단락: 제 20장단∼24장단

<악보 35>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20장단∼24장단이다. 20장단은 돌

장의 시작을 알리는 ‘기’의 선율이며 21장단은 우조와 계면조의 음구성을

혼합 사용하여 선율을 잇는 ‘경’의 장단이다. 22장단은 시김새를 더욱 다

채롭게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하는 ‘결’의 장단이며 23장단과 24장단은

본청으로 돌아오며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결-해-해’의 다섯 장

단 단락이다.

<악보 35> 최옥삼류 진양조 제 20장단∼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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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9단락: 제 25장단∼26장단

<악보 36>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25장단∼26장단이다. 25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26장단은 선율을 활용 후 풀어주는 ‘해’의

장단으로 ‘기-해’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36> 최옥삼류 진양조 제 25장단∼26장단

10) 제 10단락: 제 27장단∼28장단

<악보 37>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27장단∼28장단이다. 27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28장단은 앞의 음을 이어받아 활용 후 종

지음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 43 -

<악보 37> 최옥삼류 진양조 제 27장단∼28장단

11) 제 11단락: 제 29장단∼32장단

<악보 38>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29장단∼32장단이다. 29장단에서

선율을 새롭게 시작하여 진행하는데, 이 선율은 30장단에서 바로 하행하

며 풀어주며 푸는 가락이 3각까지 지속된다. ‘기-해-해-해’ 네 장단 단락

이다.

<악보 38> 최옥삼류 진양조 제 29장단∼3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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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2단락: 제 33장단∼36장단

<악보 39>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33장단∼36장단이다. 33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인 ‘기’의 장단이며 34장단은 선율을 연결지으

며 다는 장단형의 ‘경’의 장단이다. 35장단은 33장단의 도입부를 변용하며

상행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맺는 장단형을 하는 ‘결’의 장단이며

36장단은 하행하여 풀어내리고 가볍게 푸는 장단형인 ‘해’의 장단이다. ‘기

-경-결-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39> 최옥삼류 진양조 제 33장단∼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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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3단락: 제 37장단∼41장단

<악보 40>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37장단∼41장단이다. 37장단은 선율

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38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다. 39장단은 반복된 역안법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주며 맺는

장단형을 하는 ‘결’의 장단이며 40장단과 41장단은 본청으로 풀어내는 ‘해’

의 장단이다. ‘기-경-결-해-해’ 다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40> 최옥삼류 진양조 제 37장단∼4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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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4단락: 제 42장단∼48장단

<악보 41>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42장단∼48장단이다. 42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인 ‘기’의 장단이며 43장단부터 45장단에 이르기까지 42장단과

유사한 리듬형을 사용하며 선율을 이어나가며, ‘경’의 장단으로 볼 수 있

다. 46장단은 반복적인 역안법을 사용하여 선율을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

이며 47장단과 48장단은 본청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

경-결-해-해’의 일곱 장단 단락이다.

<악보 41> 최옥삼류 진양조 제 42장단∼4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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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5단락: 제 49장단∼53장단

<악보 42>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 49장단∼53장단이다. 49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이며 내는 장단형의 ‘기’의 장단이며 50장단부터 52장단에 걸

쳐 49장단에 쓰였던 중심음을 이용하여 선율을 이어나가며, ‘경’의 장단이

라고 볼 수 있다. 53장단에서 선율을 하행시키며 본청 종지음으로 풀어내

리며 ‘해’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기-경-경-경-해’ 다섯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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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최옥삼류 진양조 제 49장단∼53장단

16) 제 16단락: 제 54장단∼57장단

<악보 43>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54장단∼57장단이다. 54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로 ‘기’의 장단이며 55장단에서 급격한 도약과 반복된 역안법

으로 극적인 긴장감을 주며 맺는 장단형을 보이는 ‘결’의 장단이다. 56장

단과 57장단에 걸처 본청으로 풀어내리는 ‘해’의 장단을 지속한다. ‘기-결

-해-해’ 네 장단 단락이다.



- 49 -

<악보 43> 최옥삼류 진양조 제 54장단∼57장단

17) 제 17단락: 제 58장단∼59장단

<악보 44>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 58장단∼59장단이다. 58장단은 시작

하는 선율의 ‘기’에 해당하며 59장단은 하행하여 풀어내는 ‘해’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기-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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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최옥삼류 진양조 제 58장단∼59장단

18) 제 18단락: 제 60장단∼64장단

<악보 45>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 60장단∼64장단이다. 60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과 가볍게 내는 장단형인 ‘기’의 장단이며 61각과 62각은 비슷

한 도약 유형을 반복하며 선율을 이어주며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장

단이다. 63장단은 보약을 반복하여 긴장감을 부여하며 맺는 장단형을 하

는 ‘결’의 장단이며 64장단은 하행하여 종지하며 푸는 장단형을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결-해’ 다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45> 최옥삼류 진양조 제 60장단∼6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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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9단락: 제 65장단∼72장단

<악보 46>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65장단∼72장단이다. 65장단은 한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66장

단은 음을 이어받아 다음 선율로 이어주는 역할과 동시에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장단이다. 67장단부터 70장단에 걸쳐 이어주는 선율, ‘경’의 장

단이 지속되며 71장단은 70장단의 도입부를 변용하여 긴장감을 주며 맺는

장단형을 하는 ‘결’의 장단이다. 72장단에서 본청으로 종지하며 풀어주며

‘해’의 장단으로 보인다. ‘기-경-경-경-경-경-결-해’ 여덟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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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최옥삼류 진양조 제 65장단∼7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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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0단락: 제 73장단∼74장단

<악보 47>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73장단∼74장단이다. 73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인 ‘기’의 장단이며 74장단은 본청으로 돌아와 가볍게 풀어주

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47> 최옥삼류 진양조 제 73장단∼7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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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1단락: 제 75장단∼80장단

<악보 48>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 75장단∼80장단이다. 75장단은 분

위기를 환기시키며 시작하는 선율이며 가볍게 내는 장단형으 하는 ‘기’의

장단이다. 76장단부터 78장단에 걸쳐 선율을 앞뒤로 이어주며 ‘경’의 장단

으로 볼 수 있으며 79장단은 상청으로 상행하여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며 80장단은 본청으로 돌아오며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경-결-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48> 최옥삼류 진양조 제 75장단∼8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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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22단락: 제 81장단∼84장단

<악보 49>은 최최옥삼류 진양조 제 81장단∼84장단이다. 81장단은 선

율을 환기시켜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82장단은 선

율을 상행시켜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다. 83장단에서 급격히 하행하

여 점차풀어 나가며 84장단에 이르기까지 종지음을 중심으로 풀어내며

‘해’의 장단이다. ‘기-결-해-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49> 최옥삼류 진양조 제 81장단∼8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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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유형 단락 장단 유형

1 제 1∼3 기-경-해 12 제 33∼36 기-경-결-해

2 제 4∼5 기-해 13 제 37∼41 기-경-결-해-해

3 제 6∼7 기-해 14 제 42∼48
기-경-경-경-결-해

-해

4 제 8∼9 기-해 15 제 49∼53 기-경-경-경-해

5 제 10 기+해 16 제 54∼57 기-결-해-해

6 제 11∼13 기-경-해 17 제 58∼59 기-해

7 제 14∼19 기-경-경-경-결-
해

18 제 60∼64 기-경-경-결-해

8 제 20∼24 기-경-결-해-해 19 제 65∼72
기-경-경-경-경-경

-결-해

9 제 25∼26 기-해 20 제 73∼74 기-해

10 제 27∼28 기-해 21 제 75∼80 기-경-경-경-결-해

11 제 29∼32 기-해-해-해 22 제 81∼84 기-결-해-해

최옥삼류 진양조의 ‘기경결해’를 분석한 결과 총 84장단 22단락 중 한

장단 단락 두 장단 단락 세 장단 단락 네 장단 단락 다섯 장단 단락 여섯

장단 단락 일곱 장단 단락 여덟 장단 단락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갯수를 차지하는 단락은 7종의 두 장단 단락이었으며,

24박의 내고-달고-맺고-푸는 ‘기경결해’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4장단 단

락은 4종류로 파악되었다. 정리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단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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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총 94장단 18단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제 1단락: 제 1장단∼4장단

<악보 50>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1장단∼4장단이다. 1장단은 시작하

는 선율이며 가볍게 내는 장단형인 ‘기’의 장단이며 2장단은 1장단과 옥타

브 아래의 음을 지속하여 선율을 연결하며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장

단이다. 3장단은 1장단의 도입을 변용하여 선율을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

며, 4장단에서 본청으로 종지하며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해’의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50> 강태홍류 진양조 제 1장단∼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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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단락: 제 5장단∼8장단

<악보 51>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5장단∼8장단이다. 5장단은 시작하

는 선율이며 내는 장단형을 하는 ‘기’의 장단이며 6장단은 제시된 음을 이

어받아 변용하고 7장단으로 잇는 선율이며 다는 장단형을 하는 ‘경’의 선

율이다. 7장단은 6장단에서 이어받은 선율로 다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

는 ‘기’이 선율이며 8장단은 종지음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

기-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51> 강태홍류 진양조 제 5장단∼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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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단락: 제 9장단∼12장단

<악보 52>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9장단∼12장단이다. 9장단은 시작하

는 선율이며 내는 장단형인 ‘기’의 장단이며 10장단은 9장단의 선율을 이

어받아 연결짓는 ‘경’의 장단, 11장단은 10장단의 음을 긴장감을 고조시키

며 변용하는 ‘결’의 장단이며 12장단은 하행하여 풀어내고 종지하며 푸는

장단형인 ‘해’의 장단이다. ‘기-경-결-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52> 강태홍류 진양조 제 9장단∼12장단



- 61 -

4) 제 4단락: 제 13장단∼16장단

<악보 53>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13장단∼16장단이다. 13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과 내는 장단형의 ‘기’의 장단이며 14장단은 13장단을 유사하

게 변용시켜 연결하며 다는 장단형의 ‘경’의 장단이다. 15장단도 마찬가지

로 앞서 등장한 음을 이어받아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며 16장단은 15장단

과 도입부를 유사하게 이어받아 하행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푸는 장단형

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53> 강태홍류 진양조 제 13장단∼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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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단락: 제 17장단∼19장단

<악보 54>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17장단∼19장단이다. 17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18장단은 반복된 리듬꼴을 다시 제시하여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다. 19장단은 18장단의 리듬꼴을 이어받아 종지하

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54> 강태홍류 진양조 제 17장단∼19장단



- 63 -

6) 제 6단락: 제 20장단∼25장단

<악보 55>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20장단∼25장단이다. 20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다. 21장단부터 23장단까지는 도입부를 비슷

하게 반복하여 선율을 이끌어내는 ‘경’의 장단이며, 24장단은 앞뒤를 연결

짓는 새로운 도입부의 선율로 ‘경’의 장단이다. 25장단은 선율을 하행하여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경-경-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55> 강태홍류 진양조 제 20장단∼2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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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7단락: 제 26장단∼29장단

<악보 56>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26장단∼29장단이다. 26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인 ‘기’의 장단이며 27장단과 28장단은 우조와 평조의 구성음

을 교차 사용하여 선율을 연결하는 ‘경’의 장단이다. 29장단은 평조로 이

동하여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56> 강태홍류 진양조 제 26장단∼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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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8단락: 제 30장단∼33장단

<악보 57>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30장단∼33장단이다. 30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31장단과 32장단에 걸쳐 선율을 지속하여

이으며 ‘경’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32장단은 하행하여 풀어내며 종지하

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57> 강태홍류 진양조 제 30장단∼3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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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9단락: 제 34장단∼39장단

<악보 58>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34장단∼39장단이다. 34장단은 한

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제시하는 ‘기’의 장단이다. 35장단부터 37장단까지

는 34장단의 중심음을 이어받아 반복된 리듬형으로 선율을 지속하는 ‘경’

의 장단이다. 38장단은 선율을 상행하여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

단이며 39장단은 선율을 본청으로 풀어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

경-경-결-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58> 강태홍류 진양조 제 34장단∼3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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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0단락: 제 40장단∼43장단

<악보 59>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40장단∼43장단이다. 40장단은 분

위기를 환기시키며 시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41장단은 반복된 역

안법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이다. 42장단과 43장단

은 본청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해’의 선율이다. ‘기-결-해-해’ 네 장단 단

락이다.

<악보 59> 강태홍류 진양조 제 40장단∼4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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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1단락: 제 44장단∼51장단

<악보 60>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44장단∼51장단이다. 44장단은 선율

을 제시하여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45장단부터 48장단은 앞의 선율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연결하는 ‘경’의 장단이다. 49장단은 28장단의 후반

부를 연결지어 선율을 구성하여 50장단까지 지속하며 ‘경’의 장단으로 보

이며 51장단에 이르러 본청으로 풀어내리며 ‘해’의 장단으로 보인다. ‘기-

경-경-경-경-경-경-해’ 여덟 장단 단락이다.

<악보 60> 강태홍류 진양조 제 44장단∼5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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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2단락: 제 52장단∼65장단

<악보 61>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52장단∼65장단이다. 52장단은 선

율을 제시하며 장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다. 53장단과 54장단은 52장단

을 잇는 ‘경’의 장단이며 55장단부터 57장단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음역대

에서 조금씩 변용하는 선율을 보여주며 선율을 이어준다. 이 또한 ‘경’에

해당한다. 58장단부터 음역대는 비슷하지만 조금 변용된 선율의 흐름을

보이며 연결지으며 59장단으로 연결된 선율은 60장단까지 비슷한 양상의

선율구조를 보인다. 61장단부터 63장단은 반복된 리듬형을 보이며 선율을

이어나가기까지 ‘경’의 장단으로 보이며 64장단에서 선율을 고조시켜 극적

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의 장단으로 분석된다. ‘기-경-경-경-경-경-경

-경-경-경-경-경-결-해’ 열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61> 강태홍류 진양조 제 52장단∼6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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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3단락: 제 66장단∼69장단

<악보 62>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66장단∼69장단이다. 66장단은 선

율을 시작하며 내는 장단형의 ‘기’의 장단이며 67장단은 유사한 시김새를

이어받아 선율을 연결지으며 다는 장단형의 ‘경’의 장단이다. 68장단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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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을 반복하여 긴장감을 주며 맺는 장단형인 ‘결’의 장단이며 69장단은

하행하며 긴장감을 풀고 푸는 장단형을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결-

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62> 강태홍류 진양조 제 66장단∼69장단

14) 제 14단락: 제 70장단∼72장단

<악보 63>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70장단∼72장단이다. 70장단은 한

음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71장단은 70장단의 도입부를 변

용하여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다. 72장단은 연결한 선율을 본청으로 끌어

내려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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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강태홍류 진양조 제 70장단∼72장단

15) 제 15단락: 제 73장단∼75장단

<악보 64>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73장단∼75장단이다. 73장단은 새

로운 선율유형을 제시하는 ‘기’의 장단이며 74장단은 앞의 선율을 변용하

여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다. 75장단은 이어받은 선율을 본청으로 끌어내

려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64> 강태홍류 진양조 제 73장단∼7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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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6단락: 제 76장단∼85장단

<악보 65>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 76장단∼85장단이다. 76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77장단은 76장단과 비슷한 음역대를 사용

하며 선율을 연결하는 ‘경’의 장단이며 78장단까지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선율을 잇는다. 이어받은 선율은 79장단부터 82장단에 걸쳐 다양한 방법

으로 긴장감을 더하며 이어진다. 83장단에서 상청에서의 선율 사용이나

반복된 역안법을 이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며 ‘결’의 장단으로 볼 수 있

다. 84장단과 85장단은 선율을 하행하여 본청 종지음 중심으로 풀어내리

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경-경-경-경-경-결-해-해’ 열 장단 단락이다.

<악보 65> 강태홍류 진양조 제 76장단∼8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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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7단락: 제 86장단∼90장단

<악보 66>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86장단∼90장단이다. 86장단은 선

율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87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뒷 선율로 이어지는 ‘경’의 장단이다. 88장단은 선율을 상행하여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며 89장단과 90장단은 선율을 하행하여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결-해-해’의 다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66> 강태홍류 진양조 제 86장단∼9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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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8단락: 제 91장단∼94장단

<악보 67>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 91장단∼94장단이다. 91장단은 선

율을 환기하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92장단은 반복된 역안법을 사용

하여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다. 93장단은 시김새가 점차 줄어들며

종지음으로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며 94장단에 이르러 완전히 풀어진다.

‘기-결-해-해’ 네 장단 단락이다.

<악보 67> 강태홍류 진양조 제 91장단∼9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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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유형 단락 장단 유형

1 제 1∼4 기-경-경-해 10 제 40∼43 기-결-해-해

2 제 4∼8 기-경-기-해 11 제 44∼51
기-경-경-경-경-
경-경-해

3 제 9∼12 기-경-결-해 12 제 52∼65
기-경-경-경-경-
경-경-경-경-경-
경-경-결-해

4 제 13∼16 기-경-경-해 13 제 66∼69 기-경-결-해

5 제 17∼19 기-경-해 14 제 70∼72 기-경-해

6 제 20∼25
기-경-경-경-경

-해 15 제 73∼75 기-경-해

7 제 26∼29 기-경-경-해 16 제 76∼85
기-경-경-경-경-
경-결-해-해

8 제 30∼33 기-경-경-해 17 제 86∼90 기-경-결-해-해

9 제 34∼39
기-경-경-경-결

-해
18 제 91∼94 기-결-해-해

강태홍류 진양조의 ‘기경결해’를 분석한 결과 총 94장단 18단락 중 세

장단 단락 네 장단 단락 다섯 장단 단락 여섯 장단 단락 여덟 장단 단락

열 장단 단락 열네 장단 단락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강태홍류는 24

박의 내고-달고-맺고-푸는 ‘기경결해’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네 장단 단

락이 9종류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단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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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총 72장단 17단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제 1단락: 제 1장단∼3장단

<악보 68>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1장단∼3장단이다. 1장단은 시작하

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2장단은 1장단의 선율구조와 비슷하게 변용하

여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다. 3장단은 2의 선율을 이어받아 활용한 후 종

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68> 김병호류 진양조 제 1장단∼3장단

2) 제 2단락: 제 4장단∼5장단

<악보 69>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4장단∼5장단이다. 4장단은 한 음

을 중심으로 선율을 제시하는 ‘기’의 장단이며, 5장단은 이어받은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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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다 종지하여 떨어트리며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

단 단락이다.

<악보 69> 김병호류 진양조 제 4장단∼5장단

3) 제 3단락: 제 6장단∼7장단

<악보 70>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6장단∼7장단이다. 6장단은 시작하

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7장단은 선율을 이어내어 활용한 후 종지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70> 김병호류 진양조 제 6장단∼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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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단락: 제 8장단∼9장단

<악보 71>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8장단∼9장단이다. 8장단은 분위기

를 환기하며 시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9장단은 종지음으로 끌어내

려 푸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71> 김병호류 진양조 제 8장단∼9장단

5) 제 5단락: 제 10장단∼12장단

<악보 72>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 10장단∼12장단이다. 10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11장단은 10장단의 도입부를 변용하여 선

율을 잇는 ‘경’의 장단이다. 12장단은 하행하여 긴장감을 풀어낸 후 종지

하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72> 김병호류 진양조 제 10장단∼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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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6단락: 제 13장단∼14장단

<악보 73>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13장단∼14장단이다. 13장단은 분

위기를 환기시키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14장단은 하행하여 긴장감을

완화하며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73> 김병호류 진양조 제 13장단∼14장단

7) 제 7단락: 제 15장단∼20장단

<악보 74>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15장단∼20장단이다. 15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16장단과 17장단은 유사한 리듬형을 사용

하여 선율을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다. 18장단은 17장단에서 이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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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며 19장단은 선율을 상행하여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이다. 20장단은 하행하여 긴장감을 완화시킨 후 종지하는 ‘해’

의 장단이다. ‘기-경-경-경-결-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74> 김병호류 진양조 제 15장단∼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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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8단락: 제 21장단∼23장단

<악보 75>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21장단∼23장단이다. 21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22장단은 선율을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

다. 23장단은 하행하여 종지음으로 풀어주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75> 김병호류 진양조 제 21장단∼2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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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9단락: 제 24장단∼31장단

<악보 76>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24장단∼31장단이다. 24장단은 구

성음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장단으로 ‘기’의 장단이다. 25장단은 앞의 선율

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경’의 장단이며, 26장단은 24장단의 도입부와 유사

하게 구성하여 선율을 새로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다. 27장단과 28장단에

걸쳐 우조의 구성음과 평조의 구성음을 혼용하여 선율을 이어나가며 이

부분은 ‘경’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29장단은 앞의 두 장단과 유사한 도

입부에 극적인 역안법을 사용하는 ‘결’의 장단이며 30장단과 31장단에 걸

쳐 본청으로 풀어내며 ‘해’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기-경-기-경-경-결-

해-헤’ 여덟 장단 단락이다.

<악보 76> 김병호류 진양조 제 24장단∼3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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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0단락: 제 32장단∼36장단

<악보 77>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32장단∼36장단이다. 32장단은 제

시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33장단은 선율을 전개하며 잇는 ‘경’의 장

단이다. 34장단은 32장단의 도입부와 유사하게 시작하여 선율을 상행하여

고조시키는 ‘결’의 장단이며 35장단과 36장단은 본청을 중심으로 풀어내리

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결-해-해’ 다섯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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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김병호류 진양조 제 32장단∼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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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1단락: 제 37장단∼39장단

<악보 78>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37장단∼39장단이다. 37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장단이며 38장단은 선율을 상행하여 긴장감을 고조

시키는 ‘결’의 선율이다. 39장단은 하행하여 풀어주는 ‘해’의 장단으로 ‘기-

결-해’ 세 장단 단락이다.

<악보 78> 김병호류 진양조 제 37장단∼39장단

12) 제 12단락: 제 40장단∼50장단

<악보 79>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40장단∼50장단이다. 40장단은 시

작하는 선율의 ‘기’의 선율이며 41장단은 앞의 장단과 도입부를 유사하게

하여 연결하는 ‘경’의 선율이다. 42장단은 역안법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

성하는 ‘결’의 선율로 볼 수 있다. 43장단은 41장단과 도입을 유사하게 한

‘기’의 장단이며 44장단으로 선율을 전개하며 46장단까지 이어낸다. 47장

단과 48장단은 선율을 상행시켜 긴장감을 주거나 잦은 역안법을 사용하는

‘결’의 장단이며 49장단과 50장단은 본청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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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경-결-기-경-경-경-결-결-해-해’ 열한 장단 단락이다.

<악보 79> 김병호류 진양조 제 40장단∼5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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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3단락: 제 51장단∼52장단

<악보 80>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51장단∼52장단이다. 51장단은 분

위기를 환기하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52장단은 선율을 진행한 후 풀

어내리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 두 장단 단락이다.

<악보 80> 김병호류 진양조 제 51장단∼52장단

14) 제 14단락: 제 53장단∼58장단

<악보 81>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53장단∼58장단이다. 53장단은 분위

기를 환기하며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54장단은 53장단과 유사한 하행

구조를 하며 연결짓는 ‘경’의 장단이다. 55장단은 상청에서 선율을 유지하

며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며 56장단은 본청으로 풀어내리는 ‘해’의

장단이다. 57장단에서 이어받은 선율로 다시 반복된 역안법을 사용하며

긴장감을 주며, ‘결’의 장단으로 볼 수 있고 58장단에서 하행하며 풀어내

리며 종지하는데 이 부분을 ‘해’의 장단으로 볼 수 있다. ‘기-경-결-해-결

-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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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김병호류 진양조 제 53장단∼5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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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5단락: 제 59장단∼60장단

<악보 82>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59장단∼60장단이다. 59장단은 분

위기를 환기하여 선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0장단은 이어받은 선

율을 활용한 후 하행하여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해’의 두 장단 단

락이다.

<악보 82> 김병호류 진양조 제 59장단∼60장단

16) 제 16단락: 제 61장단∼66장단

<악보 83>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61장단∼66장단이다. 61장간은 선

율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2장단은 앞의 선율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경’의 장단이다. 63장단은 반복된 역안법으로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

이먀, 64장단에서 역안법을 덜어내고 선율을 이어주는 ‘경’의 장단이 나타

난다. 65장단에서 다시 누르는 시김새를 활용하여 긴장감을 주며 ‘결’의

장단을 보이고 66장단에서 하행하여 풀어내리는 ‘해’의 장단을 보인다. ‘기

-경-결-경-결-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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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김병호류 진양조 제 61장단∼6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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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7단락: 제 67장단∼72장단

<악보 83>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 67장단∼72장단이다. 67장단은 선율

을 시작하는 ‘기’의 장단이며 68장단은 선율을 전개하며 잇는 ‘경’의 장단

이다. 69장단은 선율을 상행시키고 누르는 시김새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며 70장단은 상행하며 긴장감을 주는 ‘결’의 장단이며

71장단까지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된다. 72장단은 본청 위주로 풀어내는

‘해’의 장단이다. ‘기-경-결-결-결-해’ 여섯 장단 단락이다.

<악보 83> 김병호류 진양조 제 67장단∼7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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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유형 단락 장단 유형

1 제 1∼3 기-경-해 10 제 32∼36 기-경-결-해-해

2 제 4∼5 기-해 11 제 37∼39 기-결-해

3 제 6∼7 기-해 12 제 40∼50
기-경-결-기-경-경
-경-결-결-해-해

4 제 8∼9 기-해 13 제 51∼52 기-해

5 제 10∼12 기-경-해 14 제 53∼58 기-경-결-해-결-해

6 제 13∼14 기-해 15 제 59∼60 기-해

7 제 15∼20
기-경-경-경-결-

해 16 제 61∼66 기-경-결-경-결-해

8 제 21∼23 기-경-해 17 제 67∼73 기-경-결-결-결-해

9 제 24∼31
기-경-기-경-경-
결-해-해

김병호류 진양조의 ‘기경결해’를 분석한 결과 총 72장단 17단락 중 두

장단 단락 세 장단 단락 다섯 장단 단락 여섯 장단 단락 여덟 장단 단락

열한 장단 단락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김병호류는 24박의 내고-달

고-맺고-푸는 ‘기경결해’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네 장단 단락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장단 단락이 5가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리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단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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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

의 기경결해 비교

1)단락을 구성하는 장단수의 유형 비교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김죽파류는 26단락, 최옥삼류는 22단락, 강태홍류

는 18단락, 김병호류는 17단락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24박 장단형의 네 장단 구성에 가까운 것은 9개인 강태홍류이

며, 김죽파류 6개, 최옥삼류 4개 순이었으며 김병호류는 24박 4장단 구성

이 존재하지 않았다. 24박 4장단 구성은 <악보 1>, <악보 49>와 같이 진

양조의 첫 단락에 위치하여 악곡의 분위기를 잡고, 고조와 해결을 안정적

으로 흘러가게 한다. 김죽파류는 총 26단락 중 두 장단 단락이 8회로 가

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최옥삼류 역시 총 22단락 중 두 장단 단락이 7회

로 가장 많았고, 김병호류는 총 17단락 중 두 장단 단락이 8회로 가장 많

았다. 그 이유는 2각 단락이 ‘기-해’의 구성으로 네 장단 단락의 축소 형

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악보 23>과 같이 단락과 단락간의 연결의

역할을 하거나, <악보 15>또는 <악보 18>과 같이 조의 시작에서 도입부

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락의 유형이 가장 다양한 유파는 최옥삼류가 8가지로 가장 다양하며,

그 다음으로 강태홍류가 7가지, 김죽파류와 김병호류가 6가지의 단락의

개수 유형을 보였다. 특이사항으로는 최옥삼류에 ‘기+해’의 복합 장단이

출현하며 강태홍류에는 열네 장단이 1단락인 부분이 출현하며 이는 본고

의 분석 대상인 유파에서 가장 긴 단락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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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단락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한 장단 단락 1

두 장단 단락 8 7 6

세 장단 단락 6 2 3 4

네 장단 단락 6 4 9

다섯 장단 단락 2 4 1 1

여섯 장단 단락 2 2 2 4

일곱 장단 단락 1 1

여덟 장단 단락 1 1

열 장단 단락 8 1

열한 장단 단락 1

열네 장단 단락 1

<표 8>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단락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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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야금산조 진양조 단락의 유형 및 특징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단락에 있어서 단락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4박 한 장단의 진양조를 기준으로 24박보

다 적은 박으로 구성된 단락인 ‘축소 형식 단락’과 24박으로 구성된 ‘기본

형 단락’ 그리고 24박보다 많은 박으로 구성된 ‘확대 형식 단락’이 그것이

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단락들은 진양조를 구성함에 있어 단락별로 각각

의 특징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축소형식과 기본형식 및 확대형식 단락

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축소 형식 단락

1)한 장단 단락

한 장단 단락은 <악보 32>와 같이 최옥삼류의 진양조에서 등장하며, 6

박 내에서 내고 푸는 선율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단락과 단락을 연결함

에 있어서 짧은 호흡으로 정리하여 넘기는 단락이다.

2)두 장단 단락

두 장단 단락은 장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과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부

분, 그리고 ‘기경결해’의 축소 형태로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짧은

호흡으로 세 가지 역할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김죽파류와 최옥삼류, 김

병호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락의 형태이다. <표 9>는 유파

별 두 장단 단락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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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파
시작하는 단락 연결하는 단락 진행하는 단락

김죽파류
15단락, 20단락,

23단락

3단락, 5단락,

18단락
7단락, 8단락

최옥삼류
4단락, 10단락,

17단락

2단락, 3단락,

9단락, 20단락

김병호류
2단락, 13단락,

15단락
4단락, 6단락 3단락

유형

유파
기-경-해 기-결-해

김죽파류 2단락, 6단락, 12단락, 16단락, 24단락 25단락

최옥삼류 1단락, 6단락

강태홍류 5단락, 14단락, 15단락

김병호류 1단락, 5단락, 8단락 11단락

<표 9>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두 장단 단락과 유형

3)세 장단 단락

세 장단 단락의 유형은 ‘기-경-해’의 장단과 ‘기-결-해’의 장단으로 나뉜

다. ‘기-경-해’의 단락의 경우 선율을 발전하고 전개하는 선율로써, 조(調)

혹은 장의 초반에 위치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기-결-해’ 단락의 경우는

선율을 빠르게 고조시켜서 해결하는 단락으로 조(調)나 장의 중반부 혹은

후반부에 위치한다. 두 종류의 단락 모두 ‘기-경-결-해’의 간략한 축소 형

태로 볼 수 있다.

<표 10>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세 장단 단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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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파
기본형 ‘경’의 확대형식 ‘해’의 확대형식

김죽파류

1단락, 10단락,

11단락, 14단락,

19단락

4단락

최옥삼류 12단락
11단락, 16단락,

22단락

강태홍류 3단락, 13단락

1단락, 2단락,

4단락, 7단락,

8단락

10단락, 18단락

2. 기본형 단락

4장단 단락의 ‘기경결해’는 기본적인 형식의 ‘기-경-결-해’ 단락이 있는

반면, ‘경’의 장단을 확대하는 단락 또는 ‘해’의 장단을 확대하는 단락도

존재한다. ‘기-경-결-해’의 단락은 선율을 전개하여 고조시키며 풀어내리

는데에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며, 때문에 어떠한 단락 사이에 위치해도 안

정적인 흐름을 하게 한다. ‘경’의 확대 형식이나 ‘해’의 확대형식 중 ‘기-경

-해-해’의 형태를 하는 단락은 3장단 단락과 유사하게 선율을 발전하고

전개하는 단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해’의 확대형식 중 ‘기-해-해-해’의

단락과 같은 경우는 주로 장의 후반부나 진양조 전체의 후반부에 위치하

여 전체를 풀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표 11>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네 장단 단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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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 형식 단락

확대 형식의 단락이 경우 다섯 장단, 여섯 장단, 일곱 장단, 여덟 장단,

열 장단, 열한 장단, 열네 장단의 단락으로 구분되었다. 다섯 장단의 확대

형식 또는 여섯 장단 확대형식의 일부의 경우 네 장단 ‘기-경-결-해’ 단

락의 부분적 확대 형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네 장단 기본형의 특성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여준다. 여섯 장단 이상 단락의 경우

에는 선율을 어떻게 확대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보이는데, 비슷한

수법이나 시김새 등을 반복 사용하여 선율을 지속하는 ‘수법의 반복’ 유형

과 두어 장단의 선율 진행 흐름을 반복하는 ‘구절의 반복’ 유형이 그것이

다. 두 유형은 앞의 선율을 반복하며 선율을 이어나가는데 공통점이 있지

만 음정과 박자의 차이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한 단락 내에 동시 등장하

기도 한다. 확대 형식의 단락은 진양조 전체에서 비중이 큰 계면조에 주

로 등장하며, 긴 호흡으로 중반부나 후반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표 12>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확대 장단 단락과 유형

유형

유파

‘기-경-결-해’

부분적 확대형
수법의 반복형 구절의 반복형

김죽파류
13단락, 17단락,

22단락

9단락, 21단락

중반

21단락 초반,

26단락

최옥삼류 8단락, 13단락

7단락, 14단락,

15단락, 18단락,

21단락

14단락, 18단락,

19단락

강태홍류 17단락
6단락, 7단락,

11단락, 12단락

9단락, 11단락,

12단락, 16단락

김병호류 10단락, 17단락
7단락, 9단락,

16단락

7단락, 12단락,

14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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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기·경·결·해’ 각각의 보편적 선율진행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유파 간에 보편성을 띄는 선율이 존재한다. 또한,

‘기·경·결·해’ 각각의 구분 안에서도 보편적인 선율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세 개 유파 이상에서 등장하는 선율을 ‘기·경·결·해’의 구분

안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1. ‘기’의 보편적 선율진행

‘기’의 장단은 단락의 초반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을 유지하여 제시하는 선율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a`와 a, 그리고 c`

를 중심으로 내는 선율이 보편적이다. 또한, g'에서 f로 이동하며 진행하

는 선율 또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표 13> 보편적 선율진행을 갖는 ‘기’의 장단

유파

구분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기

한 가지

음 제시형

a` 제 1장단 제 1장단 제 1장단 제 1장단

a
제 5장단,

제 14장단

제 8장단,

제 11장단
제 9장단 제 10장단

c`
제 45,제

65장단

제 42장단,

제 75장단

제 52장단,

제 76장단
제 40장단

g`-f진행

제 23장단,

제 29장단,

제 93장단

제 14장단 제 14장단
제 15장단,

제 2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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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a`를 제시하는 ‘기’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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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a를 제시하는 ‘기’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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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c`를 제시하는 ‘기’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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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g`-f 이동 진행하는 ‘기’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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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구분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경

g`-f진행

제 25장단, 제

30장단, 제

55장단

제 18장단,

제 21장단,

제 60장단

제 17장단,

제 22장단

g-c 진행 제 71장단 제 66장단

제 31장단,

제 54장단,

제 59장단,

제 67장단,

제 79장단

제 27장단,

제 28장단

e♭-c 진행

제 41장단, 제

70장단, 제

86장단

제 34장단

제 46장단,

제 48장단,

제 74장단,

제 82장단

제 62장단

2. ‘경’의 보편적 선율진행

‘경’의 장단은 선율진행에 있어 다양한 유형이 있다. ‘경’의 장단은 앞과

뒤의 선율을 이어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율을 걸치는 느낌이

드는 g`-f음 사이에서 진행하는 선율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g-c,

e♭-c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선율 또한 잦은 빈도로 등장한다.

<표 14> 보편적 선율진행을 갖는 ‘경’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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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g`-f 이동 진행하는 ‘경’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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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g-c 이동 진행하는 ‘경’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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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0> e♭-c 이동 진행하는 ‘경’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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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구분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결 e♭-c 진행
제 89장단, 제

99장단

제 35장단,

제 39장단,

제 46장단

제 41장단 제 48장단

3. ‘결’의 보편적 선율진행

‘결’의 장단은 잦은 시김새와 급격한 상행 등이 나타나는 장단이다. 때문

에 중심음을 통한 보편적 선율진행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e♭-c 사이의 선율구조는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표 15> 보편적 선율진행을 갖는 ‘결’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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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e♭-c 이동 진행하는 ‘결’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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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구분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

해

한 음

선율화

c

제 36장단,

제 44장단,

제 48장단,

제 76장단,

제 82장단,

제 100장단

제 31장단,

제 32장단,

제 41장단,

제 57장단,

제 59장단,

제 64장단

제 29장단,

제 43장단,

제 69장단,

제 72장단,

제 85장단,

제 90장단,

제 94장단

제 36장단,

제 50장단,

제 60장단,

제 72장단

d
제 22장단,

제 28장단
제 19장단 제 25장단 제 14장단

a-c의 변형종지

제 4장단,

제 9장단,

제 13장단

제 7장단, 제 4장단 제 3장단

g-c 진행

제 39장단,

제 43장단,

제 64장단,

제 73장단,

제 84장단,

제 97장단

제 30장단,

제 36장단,

제 40장단,

제 47장단,

제 56장단,

제 74장단,

제 83장단,

제 84장단

제 39장단,

제 42장단,

제 65장단,

제 84장단,

제 93장단

제 30장단,

제 35장단,

제 49장단,

제 52장단,

제 58장단

4. ‘해’의 보편적 선율진행

‘해’의 장단은 풀어주며 종지하는 선율이 대부분으로 본청을 중심으로 종

지하는 선율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d본청에서는 d를 중심으로 종지하는

선율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c본청에서는 c를 중심으로 종지하는 선율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d본청이지만 종지음에서만 c본청으로 이동하여 c로

변형종지하는 선율도 네 유파에서 모두 등장한다. c본청의 경우 g-c을 중

심으로 진행하는 선율 또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표 16> 보편적 선율진행을 갖는 ‘해’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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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2> c를 유지하며 종지하는 ‘해’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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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d를 유지하며 종지하는 ‘해’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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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 a-c의 변형종지 ‘해’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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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g-c 이동 진행하는 ‘해’의 보편 선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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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고에서는 김창조 계통의 가야금산조,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

의 진양조를 선율 및 장단형을 기준으로 ‘기경결해’를 분석하여 진양조의

단락을 구분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관용적인 24박 네 장단 단락 구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파는

강태홍류 9회, 김죽파류 6회, 최옥삼류 4회 순으로 많았으며 김병호류는

네 장단 단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강태홍류의 경우 네 장단 단락 구성의

‘기경결해’가 단락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김죽파·최옥삼·김

병호류는 두 장단 단락 구성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김죽파류는 26가지의

단락 중 두 장단 단락이 8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최옥삼류는 22가지중 두

장단 단락이 7가지로 가장 많았고, 김병호류는 17가지 단락 중 두 장단

단락이 8가지로 가장 많았다.

둘째, 단락의 유형이 가장 다양한 유파는 8종류의 최옥삼류이며 그 다음

으로 강태홍류에서 7종류, 김죽파류와 김병호류에서 6종류의 단락의 개수

유형을 보였다. 특이사항으로는 최옥삼류에 한 장단 1단락인 유형이 출현

하며, 이 부분은 복합적인 성격의 장단으로 구분된다. 또한 강태홍류에는

14각이 1단락인 부분이 출현하며 이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유파에서 가장

긴 단락 구성이다.

셋째, 단락의 길이에 따라 축소형식·기본형식·확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형식에 따른 단락의 특성 또한 구분되는데, 축소 형식의 경

우 한 장단 단락·두 장단 단락·세 장단 단락으로 구분된다. 한 장단 단락

의 경우 짧은 호흡으로 단락과 단락을 잇는 부분이며, 두 장단 단락의 경

우 장(章)이나 조(調)의 시작에 위치하거나, 단락과 단락을 이으며 혹은

‘기경결해’의 축소 형태로 나타난다. 세 장단 단락의 경우 ‘기-경-결-해’

기본형의 간략한 축소 형태로 장(章)이나 조(調)의 중반부 혹은 후반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 형식의 경우 ‘기-경-결-해’ 기본형과 전개·해

결의 확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형은 안정적인 선율의 흐름을 보이

며 어느 단락 사이에나 위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개·해결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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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주로 세 장단 단락에서 전개 부분이 확대되는 형식으로, 특성도

세 장단 단락과 비슷하다. 확대 형식의 경우는 ‘기-경-결-해’ 기본형에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단락의 경우, 기본형이 갖는 특성과 유사하며 그 외

의 수법이나 구절을 반복하여 진행하는 확대형 단락의 경우는 긴 호흡으

로 중반부나 후반부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기·경·결·해’ 각각의 선율에 유파 간 보편적인 선율을 파악할 수

있다. ‘기’의 경우 한 음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선율 및 g`-f 이동 진행이

보편적이었으며, ‘경’은 g-f, g-c, e♭-c의 이동 진행이 보편적이다. ‘결’은

e♭-c의 중심진행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해’의 경우 한 음을 중심으로

종지하는 선율과 청을 바꾸어 변형종지하는 선율, d-c를 중심으로 종지하

는 선율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의 진양조를 ‘기경결해’의 기준으

로 단락을 구별하였으며, 단락의 유형 및 ‘기경결해’의 보편적 선율을 정

리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단락의 특성을 파악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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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i-Gyeong-Gyeol-Hae” of

Gayageumsanjo Jinyangjo

- Focusing on Sanjo of Kim Jukpa, Choi

Oksam, Kang Taehong and and Kim

Byungho styles -

Oh Yeon-Kyeong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ayageum sanjo is composed within the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rhythms called jangdan and creates a musical characteristic

called “gi-gyeong-gyeol-hae” - which means pushing, hanging,

knotting and loosening - through rhythmic and melodic tension and

ease of the jango. This author address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eats presented in actual performances and the ones in

gi-gyeong-gyeol-hae of Jinyangjo, which are typically based on 24

beats. Also, Jinyangjos of Kim Jukpa, Choi Oksam, Kang Taehong,

and Kim Byungho styles have been analyz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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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alyzing the four schools of Gayageum sanjo Jinyangjo,

gi-gyeong-gyeol-hae has been categorized by “paragraphs” according

to the rhythmic structure and melodic motions of the jangu.

As a result, the school with the most 4-beat structure of 24 beats

of gi-gyeong-gyeol-hae is Kang Taehong style, followed by Kim

Jukpa, Choi Oksam, and Kim Byungho styles. Kim Jukpa, Choi Oksam

and Kim Byungho styles show frequent use of 2-measure paragraphs,

as it plays a role of linking one paragraph with another or of an intro

section when a new mode begins to form. In terms of the most

diverse paragraph types, Choi Oksam style compromises eight types

and Kang Taehong style seven types, Kim Jukpa and Kim Byungho

six types .And then Paragraphs of Jinyangjo can be categorized for

4-beat structure of 24 beats of gi-gyeong-gyeol-hae to reduced type,

basic type, extension type and Universal melodic motion can be found

among 4 styles of Jinyangjo in several type of 'Gi·gyeong·geol·ha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how the rhythms and

melodies of gayageum sanjo jinyangjo create gi-gyeong-gyeol-hae and

to attain a more segmentalized type of gi-gyeong-gyeol-hae

paragraphs.

Keywords: Gayageum sanjo, Jinyangjo, Gi-gyeong-geol-hae,

Paragraphs of Gi-gyeong-geol-hae

Student ID: 2012-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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