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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진주≫는 장진주사를 노랫말로 하는 성악곡으로, 오늘날 악

보로 그 형태가 전해지며 가곡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진주≫는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조성의 변화와 장단형의 변화가 특징적

인 악곡이다. 본 논문은 김기수의 악보집에 수록 된 ≪장진주≫와

현전하는 여창가곡 88곡 중 ≪롱·락·편≫을 제외한 52곡의 구조선

율을 비교하여 선율의 근원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구조선율을 각각 같은 장을 놓고 비교

하되, ≪장진주≫의 경우에는 그 특징이 3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기 때문에 3장에서만 비교대상 범위를 동일한 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넓게 보았다. 비교 대상이 되는 모든 악곡은 각 대강 내에서

중심이 되는 음을 골격음으로 정하고 그 골격음의 진행인 구조선

율을 파악하여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진주≫의 구조선율은 전반적으로 이수대엽 계열 곡

들과의 진행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장은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14곡, 2장은 ≪계면조 이수대엽≫ <황화

원상> 외 8곡, 3장의 일각은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외

1곡의 가곡에서 동일한 진행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단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장진주≫의 3장 반각의 확대 부분에서도 가곡에서 나

오는 구조선율 진행이 축소 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다. 우조 부

분에서 나타나는 선율형 두 가지는 각각 ≪우조 중거≫ <청조야>

외 9곡에서 유사한 진행을 보이거나, ≪우조 두거≫ <일각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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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곡의 초장 초두에서 동일한 진행을 보였다. 계면조 부분에서 역

시 두 가지의 선율에서 각각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5

곡의 초장 이두,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외 5곡의 5장 일

각 진행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3장 일각의 확대 부분은 ≪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외 1곡이 같고, ≪계면조 중거≫

<이화우> 외 3곡에서 유사한 진행을 보였으며, 이두에서는 ≪계면

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외 11곡의 가곡 3장 이두와 구조선율

이 일치하였다. 또한 4장은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21

곡의 가곡에서 동일한 진행을 보이고, 5장의 반각은 ≪계면조 두

거≫ <임술지> 외 1곡의 5장 일각에서 5박에 해당하는 선율이 확

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나머지 5장의 일각과 이두는 ≪계면조 이

수대엽≫ <언약이> 외 12곡과 비슷한 구조선율이었다.

본고는 여창가곡과 ≪장진주≫의 구조선율 비교를 통하여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을 밝힘으로써, ≪장진주≫가

여창가곡을 기반으로 새로이 구성된 악곡이라는 사실에 힘을 싣는

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오늘날 가창자들의 ≪장진주≫에 대한

악곡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후에 가곡의 재창작과정을 위한 바탕

역할을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장진주, 여창가곡, 골격음, 구조선율

학 번 : 2012-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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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장진주≫는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에 의해 쓰인 술을 권하는

내용의 장진주사1)를 노랫말로 한 성악곡이다.

�청구영언�, �가곡원류�와 같은 대표적인 가집과 �협률대성�, �삼죽금

보� 등의 고악보에도 ≪장진주≫가 전해지고 있다.2) 이들 중 �협률대성�

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연음표가 붙지 않고 가사로만 전해지며,

‘이중대엽-후정화-대-장진주-대’의 순서로 연창되는 형태로써 현행 여창

가곡 맨 처음에 부르는 곡인 ≪이수대엽≫ 이전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불리지 않는 중대엽 계열의 악곡과 함께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자주 불리

지 않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여러 가집들을 거쳐 오늘날에는 이주환의 �가곡보 속�(1962), 김기수

의 �여창가곡 여든여덜 닢�(1980) 등에 가창을 위한 노래 악보로 전해진

다. 현행 ≪장진주≫의 경우 실제로 무대에서 거의 불리지 않고 있으나

악곡의 수록 위치, 형식 및 창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조보다는 현존하

는 가곡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진주≫는 가곡과 같이 5장 형식이며, ‘仲’을 기준으로 속청

으로 노래하는 여창의 창법을 따른다. 그러나 ≪장진주≫는 ‘계면조-우

1) 송강 정철의 작품으로, �송강가사(1704경) 관북본�에 실려 있다. “�순오지�에는 이

노래가 이백․이하의 ≪장진주≫를 본받았다고 한다.” 홍만종, �홍만종전집� 전2책(서

울: 태학사, 1980), 93쪽.

2) “≪장진주≫는 �청구영언�(김천택, 1728), �동가선�(편자 미상, 1830), �대동풍아�(기

교헌, 1908), �객악보�(작자·연대미상), �가곡원류�(박효관·안민영, 1876), �무쌍신구

잡가집�(박승엽, 1915)에 이르러 전한다.” 장사훈, 가곡의 연구 , �한국음악연구� 제

5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10-17쪽.



- 2 -

조-계면조’로 두 번 변조되는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우반

계 조성의 여창가곡과는 또 다른 악곡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위와 같이 긴 사설의 노랫말, 악곡 내 두 차례에 걸친 변조와 두 형태

의 장단으로 구성된 ≪장진주≫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

고, 오늘날 가창자들에 의해 많이 불리지 않는다. 이것은 악곡에 대한 정

보의 습득이나 해석의 오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현행 여

창가곡들과의 구조선율 비교를 통해 근원을 밝혀내어 근본을 명확히 하

고 나아가 성악곡의 창작에 있어 말머리와 같은 역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장진주≫와 같은 성악곡은 창자로 하여금 청자와 함께 여흥을 나누

고자 함은 물론 노랫말에 이르는 시조시까지 문학적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노랫말에 담긴 문학적인 의미 및 배경을 파악

한다면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수월 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특히 성악곡의 형태에서 국문학과 음악의 관계는 불가분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악곡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악보화 된

기록뿐만 아니라 국문학적인 분석도 함께 살펴보겠다.

이진규의 연구에 의하면, ≪장진주≫는 한나라 때 불렸던 군가인 요가

18수 중의 하나로 초기에는 조정의 공식적 행사를 위한 궁중연희로부터

시작되었다. 후대로 전승되다가 이백(701∼762)과 이하(790∼816)에 의해

인생무상 등의 시름을 술로써 취락고자 한 노래로 굳어졌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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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중은 위와 같이 본래 한나라의 군가가 당의 이백, 원진, 이하에 작

품을 통해 노래형식으로 굳어지며, 이후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속장진주’를 연원으로 하여 송강 정철(1536∼1593)에게도 그 영향을 끼

쳐 한글 시가인 ‘장진주사’로 남았음을 시사하였다.4)

이지엽은 ≪장진주≫의 초장이 전부 2음보로 되어있으며, 중장은 6음

보, 3음보, 4음보, 7음보로 전개되고 있고, 종장은 둘째 마디만 2음보가

늘어나 있는 형태라고 하였다. 이로써 ≪장진주≫를 시조시 측면에서 그

형식을 분석한 연구를 하였다.5)

김영덕은 16정간으로 구성된 가곡 중 ≪언락, 언편, 장진주≫를 세조실

록악보의 서문 기록에 따라 6대강 구성인 전반부/후반부의 음악구조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16정간만의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 문학계의 음

악학적 측면에서의 ≪장진주≫ 독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와 같은 독

법에 입각하여 가곡의 원형 찾기를 시도한 바 있다.6)

장사훈은 �가곡원류�에 수록 된 시조 854수 중 연음표가 없는 84수는

실제 노래가 불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진주≫ 역시

삭대엽 앞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음표가 없고 장이 나뉘지 않은

채 긴 사설의 시조시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장진

주≫ 역시 당시 창법을 잃어 전창하지 않았던 곡이라 하였다. 또한, �가

곡원류�는 문학 면에서 시조집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같은 옛 가집은 가

곡창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라 하며 ≪장진주≫를 가곡의 범주로 보았

다.7)

3) 이진규, 이백과 이하의 장진주가 한국 한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 �국학연구논

총� 제15권(대구: 택민국학연구원, 2015), 165쪽.

4) 성범중, <장진주>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 �한국한시연구� 제11권(서울: 한

국한시학회, 2003), 381-415쪽.

5) 이지엽, ｢송강 문학의 창작 기법과 현대적 계승 방안｣, �우리말글� 제60집(서울: 우

리말글학회, 2014), 142쪽.

6) 김영덕, 장진주의 악곡구조분석 , �한국음악사학보� 제52권(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4),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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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기는 ≪장진주≫는 엇시조로 문학사적인 분류8)를 하였으며, 때문

에 앞서 ≪장진주≫의 엇시조로의 문학사적인 분류는 긴 사설의 특징 때

문에 어쩌면 소가곡으로의 분류로 논점이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정해임은 고악보 중 �삼죽금보�에 ≪장진주≫와 현행 악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태평가≫와 같이 대여음이 없는 형태의 악곡임을

밝혔다. 또한, �삼죽금보�의 1점 16박 장단이 현행 ≪장진주≫의 3장에는

1점 8박 장단으로 다르게 기보 된 점과 ≪장진주≫의 선율이 ≪평거≫에

가깝다고 하였다.9) 이어지는 정해임의 후속 연구에서는 ≪장진주≫의 3

장과 5장에서 나타나는 반각장단을 매화점장단과 양식척(量息尺) 중 사

식(四息)과 일치함을 밝혔고, �삼죽금보�에 의하면 거문고 선율은 조림

선율과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노래는 ≪평거≫와 가깝다고 다시 한 번

논하였다.10)

지금까지 행해진 ≪장진주≫ 관련 선행연구들은 ≪장진주≫와 여창가

곡의 선율에 한한 비교 혹은 그에 대한 구조의 개념을 정리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이는 가사인 시조시에 대한 국문학적이거나 악곡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보다 많았음을 보여준다.

7) 장사훈, “가곡원류 해제”, �가곡원류: 한국음악학자료총서 5�(서울: 국립국악원,

1981), 3-9쪽.

8) 홍원기, 정송강의 장진주사연구-문학·음악양면에서 본 장르설정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46쪽.

9) 정해임, 장진주의 선율형에 관한 연구-여창가곡 중 평거의 선율과의 비교에 의하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33쪽.

10) 정해임, 장진주고 , �한국전통음악학� 제1집(서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0), 221-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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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범위는 김기수의 �여창가곡 여든여덜 닢�에 수록 된 ≪장

진주≫와 ≪편수대엽≫, ≪반엽≫, ≪환계락≫, ≪평롱≫, ≪우락≫, ≪계

락≫을 제외한 여창가곡 우조·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태평가≫, 총 52곡의 가곡이다.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태

평

가

우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

버들은

간밤에

동짓달

창오산

왕상에

인생이

내언제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하원상

금로에

이화우

청조야

청계상

사랑모여

간밤에

창힐이

눈맞아

서산에

산촌에

이화에

은하에

요지에

울며

꽃보고

일소

이몸

꿈에

꿈에

일정

어져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춘수

사랑

일각이

한숨은

적무인

해지면

식불감

지족이면

녹수청산

임술지

뒷메에

천지는

설월이

백천이

달뜨자

<표 1> 김기수 �여창가곡 여든여덜 닢� 수록 가곡

김기수의 �여창가곡 여든여덜 닢�은 이주환의 �가곡보 속�보다 20여

년 정도 후에 편찬 된 악보로 거의 이주환의 것과 일치하나, 숨자리 혹

은 약간의 변형 선율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가곡이 활발하게 연

주되었던 당대를 기록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본 악보집의 악보를 연구의 범위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김기수

의 �여창가곡 여든여덜 닢�에 수록 된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정간보

악보를 오선보화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것이며, 가곡의 악보는 한 악

곡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율을 기본적으로 제시한다.11)

11) 김기수, 앞의 책, 12-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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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방법은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선율형12)에서 골격음 추

출을 통한 구조선율 진행을 비교하는 것으로, ≪장진주≫와 52곡의 악곡

을 비교하되 일치하는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골격음의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곡과 ≪장진주≫는 각 장에서 먼저 대강을 나누는데, 11·5 혼합

박 구조의 16박에서는 3·3·2박의 세 대강으로, 8·8 구조의 16박에서는

3·2·3박의 세 대강으로 나눈다. 그 후에 나뉜 대강 내에서 박의 길이가

가장 긴 음을 우선적으로 골격음으로 정한다.

② 계면조의 경우 ‘林’에서 ‘仲’으로의 하행 요성 진행이 많이 나타나는

데, 대개 ‘林’에서 아래로 요성한 후 결국 ‘仲’으로 종지하기 때문에 ‘林’

은 ‘仲’을 내기 위한 꾸미는 음정이라고 보고 음의 길이와 관계없이 ‘仲’

을 골격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林’이 두 박자(��) 이상 지속되며 다음

대강의 골격음이 ‘仲’인 경우에는 ‘林’을 골격음으로 보도록 한다. 또한

음의 길이로는 골격음을 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종지음정에 따

라 골격음으로 정한다.

③ 바로 뒤이은 다음 대강 첫 박에 나오는 음정 역시 골격음 추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강에서 끝나는 음이 다음 대강에 반복적으

로 나타날 때에 골격음을 추출하고자 하는 대강 내에서 음의 길이가 가

장 길지 않아도 그 음정이 골격음이 될 수 있다.

④ 우조에서는 ‘仲’에서 ‘太’로의 하행 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

‘太’로 가기 위해 ‘仲’을 꾸며서 내는 것으로 보고 음의 길이와 관계 없이

그 골격음을 ‘太’로 설정하게 되나, ‘仲’이 두 박자(��) 이상 지속되며, 다

12) “선율형이란 단순한 음의 출현 횟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장식음과 간점은 덜

어내고 골격이 되는 원점과 구조선율을 기본 단위로 하여 노래의 가사, 공통된 음형,

선율의 프레이즈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재인용)” 조수현, 가곡의 선율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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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강의 골격음이 ‘太’일 경우 ‘仲’이 골격음이 될 수 있다.

⑤ ‘林’에서는 ‘南’으로의 상행 진행의 경우에는 음의 길이와 관계없이

종지하는 음정에 중요시 여겨 이 또한 골격음에 추출에 영향을 준다. 따

라서 ‘林’에서 시작한 위로 떠는 요성이 ‘林’ 혹은 ‘南’으로 끝나는지 확인

하여 골격음을 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골격음은 각 장별로 초두 혹은 일각과 이

두(5장의 경우 반각이 더해진 구성)의 선율 악보를 제시한 후 그 아래에

표기한다. 이후 정리된 골격음을 연결하여 이것을 각 장의 구조선율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악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보한다.

오선악보에서 점선으로 마디를 표시하여 11·5 혹은 8·8의 기준으로 구

분하며, 이처럼 나뉜 마디 위쪽 사이사이에 ‘│’ 대강을 표시하였다. 이것

은 대강을 나타내며 골격음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구분한 것이다. 그

리고 악보 아래에 서술되는 골격음 및 구조선율의 정리에 있어서 ‘-’은

골격음의 길이를 나타내고, ‘/’으로 초두(일각)와 이두의 구분을 뜻하며

이는 골격음 아래에 정리한다.13)

이어서 ≪장진주≫와 같거나 비슷한 구조선율로 구성된 가곡을 제시함

과 동시에 앞서 연구한 동일한 방법으로 골격음과 구조선율을 파악하여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고에서는 각 장별로 유사한 선율 구성을 보이는 가곡을 먼저 추려

낸 후, 대강을 기준으로 추출한 골격음을 토대로 구조선율을 서로 비교

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13) 각 악곡의 초장과 2장은 초두와 이두로 나누며, 3장과 5장은 일각과 이두로 나눈다.

4장의 경우 초두(일각) 혹은 이두의 구분 없이 하나의 형태로 보고 구조선율을 파악

할 것이다. 때문에 4장에는 ‘/’로 나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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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기에 앞서 ‘골격음’은 악곡을 이루는 선율형에서 대강을

기준으로 꾸미는 선율을 제외한 중심이 되는 특정 음으로 정의한다. 또

한 각 악곡의 각 장에서 추출된 골격음들을 서로 연결한 것을 ‘구조선율’

로 칭하며, 이 두 용어는 본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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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진주의 구조 분석

1. 사설 및 음악형식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는 이백의 작품과 대조적으로 인생의 유한

(有限)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생무상이니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

에 벗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교유(交遊)하자는 내용의 권주가이다.14) �

가곡원류�에는 장의 구분이 따로 없이 사설만 전한다. 그러나 김기수의

�여창가곡 여든여덜 닢�과 이주환의 �가곡보 속� 및 하규일, 조순자의

악보집을 통해 현전하는 노래보 ≪장진주≫는 가곡형식과 같이 초장부터

5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15)

≪장진주≫는 가곡보에만 한정적으로 수록되어 있었으며 5장 형식인

가곡의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4)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을 꺽어 술잔 수를 꽃잎으로 셈하면서 한

없이 먹세 그려. 이 몸이 죽은 뒷면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 꽁꽁 졸라매 가지고 (무

덤으로) 메고 가거나, 아름답게 꾸민 상여를 많은 사람들이 울며 따라가거나, 억새,

속새, 떡갈나무, 은백양이 우거진 숲을 가기만 하면 누런 해, 밝은 달, 가랑비, 함박

눈, 회오리바람이 불 적에 그 누가 한 잔 먹자고 하리요? 하물며 무덤 위에서 원숭이

가 휘파람을 불며 뛰놀 적에는 (아무리 지난날을)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지엽, 앞의 논문, 141-142쪽.

15) 편찬된 각 악보마다 ‘주푸레여-주푸루혀’, ‘가기곳-가지고’, ‘쇠소리-소소리’, ‘밋츠

랴-미츠랴’와 같이 시조시의 한 두 음절씩 약간의 차이가 있게 전한다. 그러나 시조

시 맥락상 전체의 의미가 같으므로 이것은 동일한 시조가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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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주≫16) 장 구분17) 음악형식

한 잔 먹사이다 초장 A

또 한 잔 먹사이다 2장 B

꽃 꺾어 주를 놓고

3장 C

무진무진 먹사이다

이 몸 죽은 후에

지게 우헤 거적 덮어

주푸레여 메어가나

유소보장에

백부시마 울어예나

어욱새 더욱새

덕게나무 백양숲에

가기 곳 가량이면

누른 해 흰 달과

굵은 눈 가는 비며

쇠 소리 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하리

하물며 4장 D

무덤우애

5장 C’잔나비 파람헐제

뉘우친들 및으랴

<표 2> ≪장진주≫의 사설 및 장 구분과 음악 형식

16) 김기수, 앞의 책, 188-191쪽.

17)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국문학계에서 ≪장진주≫는 ‘장형시조’인 ‘엇시

조’로 분류 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조 형식으로 사설의 장 구분이 될 때에는 가곡형식

의 초장과 2장의 사설은 시조형식의 초장으로, 3장은 중장으로, 4장과 5장은 종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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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진주≫는 한글로 된 시조시를 노랫말로 취하며, 그 사

설은 ‘초장-중장-종장‘의 형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18) 일반적인 단형

시조와 장형시조는 모두 초·중·종장의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시조창으로

불릴 때에도 같은 3장(초·중·종장)의 형식을 갖춘다. 그러나 가곡의 경우

에는 같은 시조시가 노랫말로 취해졌더라도 이것이 5장 형식에 맞추어져

노래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하나의 시조시가 시조와 가곡의 형식에 따라 장의 구분이 달리

되는 특징은 ≪장진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위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시조의 초장은 가곡의 초장과 2장, 중장은

3장, 그리고 종장의 시조시는 가곡의 4장과 5장에 해당된다. 또한, 진하

고 기울어 표기된 사설은 전반적인 시조시 해석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점을 미루어보아 ≪장진주≫의 단형으로 볼 수 있다.19) 때문에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사설은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시조에서는 중장과 종장

에서, 가곡에서는 3장과 5장에서 각각 그 길이가 늘어난 모습을 띤다.

이처럼 가곡 형식으로 오늘날 전해지는 ≪장진주≫는 위와 같이 장형

시조로 사설의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3장에서 반각과 일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5장에서 반각이 추가되어 악곡의 길이가 길어진 형태

를 보이며 음악적으로도 독자적인 특징을 띤다.

특히 추가적으로 생겨난 3장의 확대1(반각)에서는 음악적으로도 ≪장

진주≫만의 독자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8·8박으로 반복되는 선율에 2

음보로 나누어져 노래하게 되니 마치 ‘주고-받는’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더불어 이처럼 추가되어 길어진 사설에서는 조성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이는 사설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

18) ‘한 잔 ∼ 먹사이다’(초장), ‘꽃 꺾어 ∼ 먹자하리’(중장), ‘하물며 ∼ 및으랴’(종장)

19) 정형시조시가 가곡의 형식에 따를 때에 붙는 음보수에 따라 구분하여 기본형태(단

형)를 제시하였다. 3장의 ‘쇠 소리 바람 불 제’와 5장의 ‘잔나비 파람헐제’는 일각과

이두의 음보에 의한 사설 나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진주≫ 단형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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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삭대엽의 3장(중여음 포함)은 5장과 대여음의 선율과 같

다.20) 이에 따르면, ≪장진주≫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3장의 확대된 부분

과 5장의 반각을 제외한 일각과 이두의 선율은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따라서 ≪장진주≫는 다른 가곡과는 다른 특징이 강한 곡임에도 불구

하고, 기본적으로 가곡의 구성이나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 장단의 형태

가곡의 기본형 장단은 크게는 16박을 한 각으로 취하며 11박과 5박의

혼합이라고 세분화하여 표현 할 수 있다. 편가곡을 제외한 모든 가곡에

서 쓰인다. 이 점은 남창과 여창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단의 형

태는 같으나 곡마다 한 배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구

조의 장단을 치지만 그 빠르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1박과 5박의

혼합박임에도 규칙성을 띠며, 더 작게는 3·3·2박이 두 번 반복 된 구조이

다. 대개 노래의 시작은 제6박으로 볼 수 있는 제3대강에서 시작하는 형

태로 오늘날 일반화된 가곡 악보를 보면 알 수 있다.

3 3 2 3 3 2

◯│ :
: ○ · i ○ · ◯│ :

: ○ ·

<악보 1> 현행 여창가곡의 기본 장단형

위와 같은 11·5박의 16박 가곡 장단은 ≪장진주≫의 1, 2장과 3장 일

20) 황준연, 가곡의 형식 , �한국음악연구� 제10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80),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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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각의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4, 5장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러나 ≪장진주≫ 3장 일각 이후에 반각의 형태로 일각의 확대가 이

루어진다. 여기서는 11·5박 혼합의 16박 구조가 아닌 8·8 혼합박의 16박

이 한 장단이 변화하는데, 이는 기본형 장단의 11박 중에서 앞의 3박을

생략하고 4박부터 합장단으로 쳐 8박을 두 번 반복하는 패턴이다. 여기

서 나타나는 변화 장단형은 여느 일반적인 가곡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3 2 3 3 2 3

◯│ · i ○ · ◯│ · i ○ ·

<악보 2>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변화 장단형

위와 같이 8박자인 반각 장단이 두 번 반복하여 하나의 장단을 이루는

장단 형태로, 이 장단이 쓰이는 부분은 동시에 반복선율도 나타난다. 긴

사설을 가곡으로 노래 할 때, 주로 3장과 5장이 길어지는데 이 특징은

역시 ≪장진주≫에도 찾아 볼 수 있다. ≪장진주≫의 길어진 3장에서는

4·4 혹은 3·4로 끊어지는 가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일정한 선율이 반

복적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장단 구조 또한 규칙성을 띠게 된다. 이것

이 정형성이 강한 가곡과 달리 ≪장진주≫가 차별화된 특징을 갖게 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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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선율 및 골격음 비교

각 장 내에서는 16박 혹은 8박을 3․3․2 혹은 3․2․3 대강으로 세분

화하여 골격음을 찾고, 골격음의 진행을 연결하여 구조선율을 파악한다.

1. 초장

<악보 3> ≪장진주≫ 초장(초두, 이두) 골격음

≪장진주≫ 초장의 초두는 8박이다. 위의 악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

두의 제1∼3박은 仲, 제4∼5박은 黃, 그리고 제6∼8박에서는 黃을 골격음

으로 취한다. 이두의 제1∼3박의 골격음은 仲, 제4∼5박은 仲, 제6∼8박

은 黃,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은 仲, 제17∼19박은

黃, 제20∼21박은 㑣으로 구성되어있다.

≪장진주≫ 초장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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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계면조 이수대엽≫ 초장(초두, 이두) 골격음

<악보 4>는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22) 초장의 선율로, 초두 제

1∼3박에서는 㑣, 제4∼6박에서는 仲, 제7∼8박은 黃, 제9∼11박은 黃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이두의 제1∼3박의 골격음은 仲, 제4∼5박은 仲, 제6

∼8박은 黃,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은 仲, 제17∼

19박은 黃, 제20∼21박은 㑣으로 구성되어있다.

21)

㉠에 해당되는 악보로, 선율은 조금 다르나 구성하는 골격음은 동일하여 <악보 4>에

함께 표기하였다.

22) ≪계면조 이수대엽≫ <황화원상>은 초두 제1∼3박에서는 㑣, 제4∼6박에서는 仲, 제

7∼8박은 㑖, 제9∼11박은 仲, 이두 제1∼3박에서는 林, 제4∼5박은 仲, 제6∼8박은

黃,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은 仲, 제17∼19박은 黃, 제20∼21박

은 㑣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때문에 <악보 4>의 ≪이수대엽≫과 초두 제7∼11박과

이두 제1∼3박까지의 골격음 진행이 다르므로 <황화원상>은 제외하였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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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이수대엽≫ 초장의 구조선율은 ‘㑣 --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 仲 -- 黃 - 黃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이다.23)

<악보 5> ≪계면조 평거≫ 초장(초두, 이두) 골격음

23) ≪계면조 중거≫는 중간을 들어서 내는 악곡의 특성상 초두 제7박부터 이두 제10박

까지의 선율이 달라 골격음 및 구조선율이 크게 다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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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평거≫ 6곡은 모두 두 자 머리, 즉 노래의 시작이 2음절로

되어 있어 3박을 생략하고 4정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24)

초두의 제1∼3박은 仲, 제4∼5박은 黃, 그리고 제6∼8박에서는 黃을 골

격음으로 취한다. 이두의 제1∼3박의 골격음은 仲, 제4∼5박은 仲, 제6∼

8박은 黃,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은 仲, 제17∼19

박은 黃, 제20∼21박은 㑣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와 같이 처음에 취하는 가사의 받침유무에 따라 초두를 시작하는 선

율은 다르나 골격음은 같기 때문에 ≪계면조 평거≫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이

다.

24) ≪계면조 평거≫ 초두의 시작되는 선율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黃-仲’으로 진행하는 유형으로 받침이 있는 <녹초>와 <춘수>에서 찾아 볼 수 있으

며, <한 잔>으로 시작하는 ≪장진주≫ 또한 이 유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로는 ‘林에서 두 박 동안 흘러내려 仲’으로 내려오는 선율로 시작하는 유형으로 <초

강>, <누구>, <뉘뉘>, <사랑>에서처럼 가사 첫 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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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계면조 두거≫ 초장(초두, 이두) 골격음

<악보 6>은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25) 초장의 선율이다. 초두를 시

작하는 음정이 크게 다른 두 유형의 악보를 제시하였다.

초두 제1∼3박에서는 黃 혹은 林, 제4∼6박에서는 仲, 제7∼8박은 黃,

제9∼11박은 黃을 골격음으로 취하며, 이두의 제1∼3박은 仲, 제4∼5박은

25) ≪계면조 두거≫ <뒷메에> 초두 제1∼3박은 黃, 제4∼6박에서는 仲, 제7∼8박은 㑖

, 제9∼11박은 仲, 이두 제1∼3박은 林, 제4∼5박은 仲, 제6∼8박은 黃을 골격음으로

취하며, <천지는>의 골격음은 초두 제1∼3박에서 仲, 제4∼6박은 仲, 제7∼8박은 黃,

제9∼11박은 黃, 이두 제1∼3박은 仲, 제4∼5박은 仲, 제6∼8박은 仲, <달뜨자>는 초

두 제1∼3박에서 黃, 제4∼6박은 林, 제7∼8박은 㑖, 제9∼11박은 仲, 이두 제1∼3박은

仲, 제4∼5박은 仲, 제6∼8박은 黃이 골격음이다. 세 곡의 이두 제9∼11박은 仲, 제12

∼13박은 仲, 제14∼16박은 仲, 제17∼19박은 黃, 제20∼21박은 㑣으로 골격음이 같으

나, 이전까지의 골격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악보 6>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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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 제6∼8박은 黃,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은 仲,

제17∼19박은 黃, 제20∼21박은 㑣으로 골격음이 구성되어있다.

≪계면조 두거≫ 초장의 구조선율은 ‘黃(林) --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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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장진주≫와 ≪계면조 이수대엽·평거·두거≫

초장(초두, 이두) 구조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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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6)과 같이 ≪장진주≫는 초두 처음 3박을 생략하고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 순서로

구조선율이 진행된다.

≪계면조 이수대엽≫과 ≪계면조 두거≫는 ≪장진주≫에서 생략된 3박

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으로 구조선율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계면조

평거≫ 역시 ‘仲 -- 黃 - 黃 -- /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 -’으로 ≪장진주≫와 동일한 구조선율을 보인다.

따라서 ≪계면조 이수대엽≫ 5곡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금로에>, <이화우>, ≪계면조 평거≫ 6곡 <녹초>, <춘수>, <초강>,

<누구>, <뉘뉘>, <사랑>, ≪계면조 두거≫ 3곡 <임술지>, <설월이>,

<백천이>, 총 15곡의 초장 구조선율은 일치한다.

26) 편의 상, 오선악보의 앞부분에 악곡의 이름 첫 글자만 따서 표기한다.



- 22 -

2. 2장

<악보 8> ≪장진주≫ 2장(초두, 이두) 골격음

≪장진주≫ 2장의 초두는 11박으로, 제1∼3박은 林, 제4∼6박은 仲, 그

리고 제7∼8박은 黃, 제9∼11박에서는 黃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이두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 제14∼16박에서는 㑣이다.

≪장진주≫ 2장의 구조선율은 ‘林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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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계면조 이수대엽≫ 2장(초두, 이두) 골격음

≪계면조 이수대엽≫ 2장 초두의 제1∼3박은 林, 제4∼6박은 仲, 제7∼

8박은 黃, 제9∼11박에서는 黃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이두는 제1∼3박에

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 제14

∼16박에서는 㑣이 골격음이다.

<악보 9>에서는 ≪계면조 이수대엽≫ <황화원상>의 선율을 대표적으

로 제시하였다. 악보에 표시된 ㉠과 ㉡은 제시한 오선보와 선율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나, 구성하는 골격음이 동일하므로 함께 표기하였다.

위와 같이 ≪계면조 이수대엽≫ 2장의 구조선율은 ‘林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 이며, ≪계면조 이수대엽

≫ <황화원상>, <황산곡>, <금로에>, <이화우>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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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계면조 중거≫ 2장(초두, 이두) 골격음

<악보 10>은 ≪계면조 중거≫ <요지에> 2장의 선율을 대표적으로 보

여준다. 초두는 11박이며, 제1∼3박의 골격음은 林, 제4∼6박은 仲, 제7∼

8박은 黃 그리고 제9∼11박에서는 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두는 제1∼3

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

제14∼16박에서는 㑣이 골격음이다.

㉠과 ㉡는 <악보 9>에서와 같이 골격음은 같으나 약간의 선율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었다.

≪계면조 중거≫ 2장의 구조선율은 ‘林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이며, ≪계면조 중거≫ <요지에>, <울

며>, <꽃보고>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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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계면조 평거≫ 2장(초두, 이두) 골격음

≪계면조 평거≫의 2장은 크게 세 가지 선율로 나뉘는데, <악보 11>

은 그 중 골격음의 구성이 유사한 선율의 악보다.27) 두 악보 중 윗부분

에 제시된 것은 ≪평거≫ <사랑>이며 초두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林, 제4∼6박은 仲, 제7∼8박은 黃, 제9∼11박에서는 黃이다. 이두는 제1

∼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

박, 제14∼16박에서는 㑣이 골격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오선악보는 ≪평거≫ 중 <초강>, <뉘뉘>로 초

두 제1∼3박의 골격음이 㑣으로 서로 옥타브 차이가 나며, 이후 초두 제

4박부터 이두 끝까지의 골격음 구성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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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평거≫ 2장의 구조선율은 ‘林(㑣)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이다.

<악보 12> ≪계면조 두거≫ 2장(초두, 이두) 골격음

≪계면조 두거≫ 2장 역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중 <악

27)

≪평거≫ 중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녹초>, <춘수> 2장의 선율이다. 초두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潢, 제4∼6박은 林, 제7∼8박은 仲, 제9∼11박에서는 黃이며, 이두의

골격음은 <악보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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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2>는 <뒷메에>, <설월이>이다.28) 초두 제1∼3박의 골격음은 黃, 제

4∼6박은 仲, 제7∼8박은 黃,제9∼11박에서는 黃이며, 이두는 제1∼3박에

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 제14

∼16박에서는 㑣이 골격음이다.

이처럼 ≪계면조 두거≫ <뒷메에>, <설월이> 2장의 구조선율은 ‘黃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이다.

<악보 13> ≪계면조 태평가≫ 여창 2장(초두, 이두) 골격음

여창가곡 ≪계면조 태평가≫ 2장 초두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林,

제4∼6박은 仲, 제7∼8박은 黃, 제9∼11박에서는 黃이며, 이두는 제1∼3

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

제14∼16박에서는 㑣이 골격음이다.

따라서 ≪태평가≫의 구조선율은 ‘林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이다.

28) 나머지 4곡 <임술지>, <천지는>, <백천이>, <달뜨자>는 각 악곡에서 <악보 12>의

초두와 이두에서 일부 비슷한 진행을 보이나, 추출 된 골격음의 차이가 있어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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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장진주≫와 ≪계면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

태평가≫ 2장(초두, 이두) 구조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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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주≫ 2장은 ‘林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과 같이 구조선율이 진행된다.

≪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태평가≫ 역시 구조선율

이 ‘林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였

으며, ≪계면조 두거≫의 경우 ‘黃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으로 첫 부분에서만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제외하면 ≪계면조 이수대엽≫, ≪계면조 중거≫,

≪계면조 평거≫, ≪계면조 두거≫의 악곡 중 다수와 ≪태평가≫에서 ≪

장진주≫ 2장의 구조선율과 동일한 진행을 보였다.

따라서 ≪계면조 이수대엽≫ 4곡 <황화원상>, <황산곡>, <금로에>,

<이화우>, ≪계면조 중거≫ 3곡 <요지에>, <울며>, <꽃보고>, ≪계면

조 평거≫ 1곡 <사랑>, ≪태평가≫ <이려도>, 총 9곡 2장의 구조선율이

≪장진주≫의 2장과 일치하였다. 이밖에, ≪계면조 평거≫ <초강>, <뉘

뉘>와 ≪계면조 두거≫ <뒷메에>, <설월이>에도 아주 유사한 구조선율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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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장

변화된 장단의 형태가 나타남을 기준으로 3장의 일각을 전반부와 후반

부로 나누었다. 나아가 일각의 후반부는 다시 우조와 계면조로 나누어

비교한다. 따라서 1)과 3)은 16박 가곡 장단 기본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며, 2)는 8․8로 세분화되는 변화된 16박 장단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1) 일각

<악보 15> ≪장진주≫ 3장 일각 골격음

≪장진주≫ 3장의 일각은 16박이다. <악보 15>과 같이 골격음은 제1

∼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3

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이다.

따라서 ≪장진주≫ 3장 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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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 일각 골격음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 일각의 선율로,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㑖, 제

14∼16박에서는 仲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따라서 <악보 16>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 ’이다.29)

29)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일각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에서는 黃이다. <이화

우>는 제1∼3박에서 黃, 제4∼5박은 仲, 제6박부터 제16박까지는 <언약이>와 같다.

나머지 3곡 <황산곡>, <황화원상>, <금로에>는 제1∼3박에서 㑣, 제4∼5박은 仲, 제6

∼16박은 역시 <언약이>와 같다. 따라서 구조선율이 ‘仲(黃,㑣) -- 黃(仲) - 林 -- 仲

-- 黃 - 黃 -- ’으로 <악보 16>과 차이가 나므로 악보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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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계면조 중거≫ 3장 일각 골격음

≪계면조 중거≫ <요지에>, <이화에>, <울며> 3장 일각의 선율로,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이다.30)

㉠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시된 악보와 선율형에 차이가 있으나, 그 골

격음이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㑣, 제9∼11박은 仲,

12∼13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으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계면조 중거≫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㑣) -- 仲 --

㑖 - 仲 -- ’이다.31)

30) 제9∼16박까지의 선율은 현행 ≪계면조 중거≫ 7곡 초장 초두의 제9정간~제16정간에

이르러 동일하게 나타난다. ≪중거≫는 초장 이두를 높게 들어서 내는 것이 특징이자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율형은 변화하는 이두에 준비하는 선율이라 볼 수 있

다. �협률대성(국립국악원, 1984)� 6쪽에서 소개되는 “가즌든흘림”을 의미하는 연음표

가 표기된 곳에는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선율이 나타나며, ≪장진주≫ 3장의 일각과

이두에서 각각 한 번 씩 등장한다. 이 경우 역시 들어서 내는 다음 선율에 대비하는

과정에서의 선율형태임을 짐작케 한다.

31) ≪계면조 중거≫ <산촌에>, <서산에> 일각은 제1∼3박에서 㑣, 제4∼5박은 仲, 제6

∼8박은 林(㑣),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에서는 黃이다. <은하

에>, <요지에>, <꽃보고>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林, 제4∼5박은 仲, 제6박∼8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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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계면조 두거≫ 3장 일각 골격음

≪계면조 두거≫ 3장 일각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

박은 㑣,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을 골격

음으로 취한다.

따라서 <악보 18>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㑣 -- 仲 -- 㑖 - 仲

-- ’이다.

은 㑣, 제9∼11박은 仲, 12∼13박은 黃, 제14∼16박에서는 黃이다. 때문에 골격음의 차

이가 있어 <악보 17>에는 함께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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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장진주≫와 ≪계면조 이수대엽·중거·두거≫

3장 일각 구조선율 비교

위와 같이 ≪장진주≫ 3장 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 이다.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과 ≪계면조 중거≫의 구조선율 역시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였으며, ≪중거≫의 경우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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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한하여 한 옥타브 낮은 ‘㑣’으로 차이를 보이는 곡도 있었다. ≪계

면조 두거≫는 ‘仲 -- 黃 - 㑣 -- 仲 -- 㑖 - 仲 --’으로 역시 제6∼8

박의 옥타브 차이만 보일 뿐 전반적인 구조선율 진행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제외하면 ≪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두거

≫의 악곡 중 다수와 ≪장진주≫ 3장 일각의 구조선율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계면조 이수대엽≫ 1곡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1곡

<요지에>, 총 2곡의 3장 일각 구조선율이 일치하며, ≪계면조 중거≫ 2

곡 <이화우>, <울며>, ≪계면조 두거≫ 2곡 <설월이>, <백천이>, 총 4

곡의 3장 일각은 ≪장진주≫ 3장 일각 전반부의 구조선율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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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1(반각)

3장에서 반각장단이 반복되어 확대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여

기서는 반복되는 반각장단에 따라 선율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장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성의 변화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

문에 크게 우조와 계면조로 나누어 비교연구를 진행하며, 8박에만 해당

하는 선율 및 골격음과 이어지는 선율구조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가. 우조

<악보 20>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우조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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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는 두 번째 단에서 다섯 번째 단까지 해당되며, 11·5박의 장단형

에서 반각장단이 두 번 반복되는 8·8박의 변화된 장단이 등장함에 따라

선율형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21>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1

골격음

반복되는 우조 선율 중에서도 앞 쪽에 배치된 8박의 선율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몸’ 노랫말에 해당되는 선율은 한 차례 밖에 나오지

않으며, 선율은 대체로 ≪우조 평거≫의 초장 초두와 닮아있다. 제1∼3박

에서 太, 제4∼5박은 㑣, 제6∼8박은 黃을 골격음으로 취하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선율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太, 제4∼5박은

太, 제6∼8박은 黃이다. ㉠의 선율은 해당 악보의 변형 선율로 동일한 골

격음으로 추출되어 따로 표시한 후 <악보 21>에 함께 표기하였다.32)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에서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1의 구조선율은

‘太 -- 㑣(太) - 黃 --’이다.33)

32) 이주환 �가곡보 속�에서는 ㉠에 해당되는 부분도 악보와 동일하게 전해진다.

33) ≪우조 이수대엽≫의 초장 초두는 11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3박에서는 㑣, 제

4∼6박은 太, 제7∼8박은 太, 제9∼11박은 㑣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때문에 ≪우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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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우조 중거≫ 초장 초두 골격음

≪우조 중거≫의 초장 초두는 3음절을 노래하기 때문에 제1박부터 노

래가 시작하여 11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제1∼3박에서 㑣, 제4

∼6박은 太, 제7∼8박은 㑣, 제9∼11박은 太가 골격음이다. ㉠의 노랫말

에 해당하는 선율은 악보와 조금 다르게 연주되나 그 골격음은 같기 때

문에 <악보 22>에 동반하여 표기하였다.

<악보 22>에 해당하는 ≪우조 중거≫ 초장 초두의 구조선율은 ‘㑣 --

太 -- 㑣 - 太 --’이다.

수대엽≫ 초장 초두의 구조선율은 ‘㑣 -- 太 -- 太 - 㑣 --’로, 처음 3박에 해당하는

골격음을 제외하고도 구조선율 진행이 다르게 이루어져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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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우조 평거≫ 초장 초두 골격음

≪우조 평거≫ 초장 초두는 2음절을 노래하기 때문에 ≪장진주≫와 같

이 반각이 나타난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1∼3박에서는 太, 제4∼6

박은 㑣, 제7∼8박은 太가 그 골격음에 해당한다.

≪우조 평거≫ 초장 초두의 구조선율은 ‘太 -- 㑣 - 太 --’이다.

<악보 24>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1과

≪우조 중거·평거≫ 초장 초두 구조선율 비교

≪장진주≫ 3장에서 반각이 확대되는 부분의 반복하는 우조 선율형1은

‘太 -- 㑣(太) - 黃 --’으로의 구조선율 진행을 보였다. ≪우조 중거≫와

≪우조 평거≫의 초장 초두에서 역시 반각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선율

이 ‘太 -- 㑣 - 太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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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중거≫ 6곡 <청조야>, <청계상>, <사랑모여>, <간밤에>,

<창힐이>, <눈맞아>는 초장 초두의 제1박부터 제3박까지의 골격음을

제외한 구조선율이 ‘太 -- 㑣 - 太 --’로 나타났다. 또한, ≪우조 평거≫

4곡 <일소>, <이몸>, <꿈에>, <일정>의 초장 초두는 3박이 생략된 반

각 형태로 ‘太 -- 㑣 - 太 --’로 ≪우조 중거≫와 같은 구조선율 진행을

보였다.

따라서 ≪장진주≫ 3장의 우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반각형태의

선율형1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악곡은 찾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구조선율 진행을 ≪우조 중거≫ 와 ≪우조 평거≫,

총 10곡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악보 25>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2

골격음

위에 제시한 <악보 25>는 ≪장진주≫ 3장 우조의 반복되는 두 번째

선율 유형으로, 총 다섯 번 반복되는 반각의 선율이다. 골격음은 제1∼3

박에서는 仲, 제4∼5박은 太, 제6∼8박은 㑣이다.

따라서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에서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2의 구

조선율은 ‘仲 -- 太 - 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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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우조 두거≫ 초장 초두 골격음

≪우조 두거≫ 7곡 중 6곡의 초장 초두 선율 악보로, 제2박부터 제10

박까지의 유사한 선율을 지니고 있어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1∼3

박에서는 潢, 제4∼6박은 仲, 제7∼8박은 太, 제9∼11박에서는 㑣이 골격

음이다.

≪우조 두거≫ 초장 초두의 구조선율은 ‘潢 -- 仲 -- 太 - 㑣 --’이

다.

<악보 27>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2와

≪우조 두거≫ 초장 초두의 구조선율 비교

≪장진주≫ 3장 중 반각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

되는 구조선율 진행은 ‘仲 -- 太 - 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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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두거≫ 중 <녹수청산>을 제외한 6곡의 초두에서도 제1박∼제3

박에 해당하는 골격음을 제외한 반각길이의 구조선율은 ‘仲 -- 太 - 㑣

--’임을 알 수 있었다.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우조 선율형2와 ≪우조 두거

≫ 6곡 <일각이>, <한숨은>, <적무인>, <해지면>, <식불감>, <지족이

면>의 구조선율 진행은 일치하였으나, 각각 다른 장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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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면조

<악보 28>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계면조 선율

≪장진주≫ 3장 반각의 확대에서 나타나는 계면조에 해당되는 선율형

이다. 각 단의 왼쪽마디에 해당되는 8박은 ‘林’을 짚고 ‘潢’을 높게 질러

내는 유형과 ‘黃’을 짚고 ‘仲’을 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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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마디에 해당되는 선율은 ‘흰 달’ 가사의 부분을 ‘林’으로 들어내는

첫 음정만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선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

로 간주하여 비교가 가능하다.

<악보 29>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계면조 선율형1

골격음

≪장진주≫ 3장 중 우조에서 다시 계면조로 조성이 바뀌고 난 후의 선

율로, 이 역시 반각의 확대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8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1∼3박의 선율은 다르나 동일한 골격음이 추출되어 제1∼3박

에서는 仲, 제4∼5박은 仲, 제6∼8박은 黃이 골격음이다.

위와 같이 <악보 29>에 해당하는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

되는 계면조 선율형1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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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계면조 이수대엽≫ 초장 이두 골격음

≪계면조 이수대엽≫의 초장에서 이두의 제1∼3박 골격음은 仲, 제4∼

5박은 仲, 제6∼8박은 黃,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

은 仲, 제17∼19박은 黃, 제20∼21박은 㑣이다. ㉠ 역시 다른 선율형이나

동일한 골격음을 취한다.

≪계면조 이수대엽≫ 이두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黃 -- 仲 -- 仲

- 仲 -- 黃 -- 㑣’이며, 이두의 제1박에서 8박에 해당하는 구조선율이

비교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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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계면조 평거≫ 초장 초두 골격음

≪계면조 평거≫ 초장의 초두는 두 자머리를 노래하는 특징으로 8박의

반각형태를 띤다. 골격음은 제1∼3박은 仲, 제4∼5박은 黃, 그리고 제6∼

8박에서는 黃이며, 구조선율은 ‘仲 -- 黃 - 黃 --’이다.

<악보 32> ≪계면조 두거≫ 초장 초두 골격음

<악보 32>는 ≪계면조 두거≫ 3곡의 초장 초두 선율 악보이다. 반각

형태가 아닌 11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3박에서는 黃 혹은 林,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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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에서는 仲, 제7∼8박은 黃, 제9∼11박은 黃을 골격음으로 한다.

≪계면조 두거≫ 초두에서 반각형태와 같이 제1∼3박을 해당하는 골격

음을 제외한 나머지의 구조선율을 파악해 보면, ‘仲 -- 黃 - 黃 --’임을

알 수 있다.

<악보 33> ≪계면조 태평가≫ 2장 초두 골격음

≪계면조 태평가≫ 2장 초두는 11박 구성이며, 위에 제시된 악보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제1∼3박에서 林, 제4∼6박은 仲, 제7∼8박은 黃, 제9∼

11박에서는 黃이 골격음이다.

≪장진주≫와 마찬가지로 8박의 반각형태를 <악보 33>에서 찾아보면

그 구조선율은 ‘仲 -- 黃 - 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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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계면조 선율형1

과 ≪계면조 이수대엽≫ 초장 이두, ≪계면조 평거·

두거≫ 초장 초두, ≪태평가≫ 2장 초두의 구조선율 비교

≪장진주≫ 3장에서 반각의 확대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면

조 선율형1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黃’이다.

또한 ≪계면조 이수대엽≫의 초장 이두의 구조선율에서는 앞의 8박에

해당하는 진행이 ≪장진주≫와 같이 ‘仲 -- 仲 - 黃’임을 알 수 있었으

며, ≪계면조 평거≫는 초장 초두에서 ‘仲 -- 黃 - 黃 --’으로의 진행을

보였다. ≪계면조 두거≫ 초장 초두와 ≪태평가≫ 2장 초두는 모두 11박

구성인데, 여기서 반각에 해당하는 제4박부터 11박까지의 구조선율 진행

을 비교한 결과 ≪계면조 평거≫와 같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진주≫ 3장 확대1(반각) 부분의 반복되는 계면조 선율형1

은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금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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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우> 5곡 초장 이두의 제1∼8박에 해당하는 구조선율과 일치한다.

또한 유사한 구조선율을 보이는 곡에는 ≪계면조 평거≫ 3곡 <초강>,

<누구>, <뉘뉘>의 초장 초두, ≪계면조 두거≫ 3곡 <임술지>, <설월

이>, <백천이>의 초장 초두 제4박에서 제11박에 해당하는 구조선율과

≪계면조 태평가≫ <이려도>의 2장 초두 제4박에서 제11박의 구조선율

이 유사한 진행을 보였다.

<악보 35>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계면조 선율형2

골격음

<악보 35>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계면조의 반복선율로, 제1∼3

박 골격음은 黃(仲), 제4∼5박은 仲, 제6∼8박에서는 㑣이다.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계면조 선율형2의 구조선율은

‘黃(仲) -- 仲 - 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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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계면조 이수대엽≫ 5장 일각 골격음

<악보 36>은 ≪계면조 이수대엽≫ 일각의 선율이다. 위와 같이 일각

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仲, 제6∼8박은 㑣으로 6곡 모

두 같게 나타나며, 제1∼8박은 3·2·3 대강 구성으로 반각형태에도 부합한

다.

≪계면조 이수대엽≫ 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㑣 -- 仲 --

黃(㑖) - 黃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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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장진주≫ 3장 확대1(반각)의 반복되는 계면조 선율형2

와 ≪계면조 이수대엽≫ 5장 일각 구조선율 비교

≪장진주≫ 3장 중 확대1(반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각형태의

두 번째 계면조 선율은 ‘黃(仲) -- 仲 - 㑣 --’으로 구조선율이 진행된

다.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화원상>,

<금로에>, <이화우>, 총 6곡에서 반각의 형태는 아니나 8박에 해당하는

유사한 선율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5장 일각의 제1∼8박에서 나

타났다. ‘仲 -- 仲 - 㑣 -- 仲 -- 黃(㑖) - 黃 --’으로 진행하는 구조

선율을 지녔으며, 이 중 앞 부분에 해당하는 ‘仲 -- 仲 - 㑣’으로의 진행

은 ≪장진주≫ 3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선율과 진행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확대2(일각)

8박의 동일한 장단이 두 번 반복하는 16박의 장단 이후에 다시 11·5

혼합박의 16박 장단 구조로 되돌아오는 부분으로, 이는 일각이 확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진주≫와 다른 가곡의 일각과의 비교로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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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장진주≫ 3장 확대2(일각) 골격음

<악보 38>은 ≪장진주≫ 3장에서 일각이 확대된 부분으로,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

13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이다.

따라서 ≪장진주≫ 3장 일각이 확대된 확대2(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 으로, ≪장진주≫ 3장 일각과 일치하

였다.

<악보 39>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 일각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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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의 일각은 제1∼3박에서 仲, 제4

∼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㑖, 제14∼16

박에서는 仲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악보 39>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이다.

<악보 40> ≪계면조 중거≫ 3장 일각 골격음

≪계면조 중거≫ <요지에>, <이화에>, <울며> 3장 일각의 선율로,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㑣), 제9∼11박

은 仲, 제12∼13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이다.

㉠으로 표시된 부분은 악보상의 선율과 골격음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이나 전반적으로 진행이 유사하여 <악보 40>에 함께 표기하였으며, 구

조선율은 ‘仲 -- 黃 - 林(㑣) -- 仲 -- 㑖 - 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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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계면조 두거≫ 3장 일각 골격음

<악보 41>은 ≪계면조 두거≫ 3장 일각의 악보로 앞서 <악보 18>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계면조 두거≫ 3장 일각 제1∼3박에서는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㑖, 제

14∼16박에서는 仲을 골격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면조 두거≫ 3장 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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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장진주≫ 3장 확대2(일각)와

≪계면조 이수대엽·중거·두거≫ 일각 구조선율 비교

≪장진주≫ 3장 일각이 확대된 부분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 이다.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 일각의 구조선율 역시 ‘仲 --

黃 - 林 -- 仲 -- 㑖 - 仲 --’이였으며, ≪계면조 중거≫의 경우 몇몇



- 56 -

곡에 한하여 제6∼8박에 한하여 한 옥타브 낮은 ‘㑣’으로 3장 일각의 구

조선율이 ‘仲 -- 黃 - 林(㑣) -- 仲 -- 㑖 - 仲 --’으로 나타났다. ≪계

면조 두거≫는 ≪계면조 중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제6∼8박의 옥타브 차

이를 보여 ‘仲 -- 黃 - 㑣 -- 仲 -- 㑖 - 仲 --’으로 진행되어 전반적

으로 ≪장진주≫와 일치하는 구조선율을 보였다.

위에서 제시한 몇몇 곡에서의 다른 진행을 제외하면 ≪계면조 이수대

엽≫, ≪중거≫, ≪두거≫의 악곡 중 다수의 3장 일각과 ≪장진주≫ 3장

일각의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의 구조선율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진주≫ 3장 확대2(일각)에 해당하는 구조선율은 ≪계

면조 이수대엽≫ 1곡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1곡 <요지에>, 총 2

곡 3장 일각의 구조선율과 같고, 이외에도 ≪계면조 중거≫ 2곡 <이화

우>, <울며>, ≪계면조 두거≫ 2곡 <설월이>, <백천이>, 총 4곡 3장

일각에서도 거의 일치하는 진행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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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두

<악보 43> ≪장진주≫ 3장 이두 골격음

≪장진주≫의 3장 이두는 21박이다. 위의 악보와 같이 제1∼2박에서는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黃, 제

14∼16박은 㑣, 그리고 제17∼19박, 제20박에 걸쳐 㑣으로 골격음이 구성

되어있다. 이에 따른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黃 -- 黃 - 㑣 --

㑣 -’이다.

<악보 44>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 이두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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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의 3장 이두선율로, 21박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에 따른 골격음은 제1∼2박에서는 仲, 제4∼5박은 黃, 제6∼8

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은 㑣, 제17∼19

박, 제20∼21박에 걸쳐 㑣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3장 이두의 구조

선율은 ‘仲 -- 黃 - 仲 -- 黃 -- 黃 - 㑣 -- 㑣 -’이다.

<악보 45> ≪계면조 중거≫ 3장 이두 골격음

34) ㉠의 노랫말에 해당되는 선율은 <악보 45>와 다르게 진행되나, 그 골격음이 같기에

함께 표기하였다. ㉠의 선율은 다음과 같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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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중거≫ 3장의 이두는 21박으로, 제1∼2박에서는 仲, 제4∼5박

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은

㑣, 제17∼19박, 제20∼21박에 걸쳐 㑣이 골격음이다.

따라서 <악보 45>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黃 -- 黃 - 㑣

-- 㑣 -’이다.

<악보 46> ≪계면조 평거≫ 3장 이두 골격음

<악보 46>은 ≪계면조 평거≫ 3장 이두의 악보로, 제1∼2박에서는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黃, 제14∼

16박은 㑣, 제17∼19박, 제20∼21박에 걸쳐 㑣으로 골격음이 구성되어 있

다.35) ㉠은 다른 선율진행에서 다수와 같은 골격음이 추출되어 표기하였

35) ≪계면조 평거≫ 6곡 중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사랑> 5곡에서 나타

나며, 나머지 한 곡인 <춘수>는 <악보 46>과 제1∼5박까지의 선율 및 그에 따른 골

격음이 달라 제외하였다. <춘수> 3장 이두 골격음은 제1∼3박에서 林, 제4∼5박 林이

며, 이후 제6박부터 21박에 걸쳐서는 동일 진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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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면조 평거≫ 3장 이두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黃 -- 黃 - 㑣 -- 㑣 -’이다.

<악보 47> ≪계면조 두거≫ 3장 이두 골격음

≪계면조 두거≫ 3장 이두의 골격음은 제1∼2박에서는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은 㑣,

제17∼19박 그리고 제20∼21박에 걸쳐 㑣이다.36)

이에 따른 ≪계면조 두거≫ 3장 이두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黃 -- 黃 - 㑣 -- 㑣 -’이다.

36) ≪계면조 두거≫ <설월이>, <백천이>, <달뜨자> 3곡의 오선악보이며, <임술지>,

<뒷메에>, <천지는> 3곡은 제1∼2박에서는 仲, 제4∼5박은 仲, 제6∼8박은 黃, 제9∼

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은 㑣, 제17∼19박, 제20∼21박에서 㑣의 골격

음으로 구성되어 구조선율에 있어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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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장진주≫ 3장 이두와 ≪계면조 이수대엽·중거·평거·

두거≫ 이두 구조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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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진주≫ 3장 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 이다.

≪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의 3장 이두 구조

선율 역시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으로의 진행을 보이며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장진주≫ 3장 이두는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7곡 <산촌에>, <서산에>, <이화에>, <은하에>, <요

지에>, <울며>, <꽃보고>, ≪계면조 평거≫ 5곡 <초강>, <누구>, <녹

초>, <뉘뉘>, <사랑>, ≪계면조 두거≫ 3곡 <설월이>, <백천이>, <달

뜨자>, 총 16곡의 가곡과 일치하는 구조선율 진행을 보였다.

4. 4장

≪장진주≫와 가곡 4장은 초두 혹은 일각, 이두로 나뉘지 않으며 전체

가 27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49> ≪장진주≫ 4장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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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주≫ 4장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潢, 제4∼6박은 林, 제7∼8박

은 林, 제9∼11박에서는 仲이며, 제12∼14박은 林, 제15∼16박은 林, 제17

∼19박과 제20∼22박에서는 길게 뻗는 음으로 林, 제23∼24박에서는 仲

그리고 제 25박에 걸쳐 仲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장진주≫ 4장의 구조선율은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다.

<악보 50> ≪계면조 이수대엽≫ 4장 골격음

≪계면조 이수대엽≫ 4장의 제1∼3박에서는 潢, 제4∼6박은 林, 제7∼8

박은 林, 제9∼11박에서는 仲이며, 제12∼14박은 林, 제15∼16박은 林, 제

17∼19박과 제20∼22박에서는 林, 그리고 제23∼24박, 제25박에 걸쳐 仲

으로 골격음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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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면조 이수대엽≫ 4장의 구조선율은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다.

<악보 51> ≪계면조 중거≫ 4장 골격음

<악보 51>은 ≪계면조 중거≫ 7곡 중 6곡에 해당되는 악보로, 노랫말

은 서로 다르나 동일한 선율의 악보를 바탕으로 하였다.37) 이에 골격음

을 추출한 결과 제1∼3박에서는 潢, 제4∼6박은 林, 제7∼8박은 林, 제9

∼11박에서는 仲, 제12∼14박은 林, 제15∼16박은 林, 제17∼19박과 제20

∼22박에 걸쳐 林, 그리고 제23∼24박, 제25박에 걸쳐 仲임을 알 수 있

37) ≪계면조 중거≫ <꽃보고>는 4장의 시작이 한 옥타브 낮은 ‘黃’으로 시작하여 점차

상행하는 형태로, 제1∼3박에서 ‘仲’을 골격음으로 두었다. 7곡의 ≪계면조 중거≫에서

<꽃보고>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보아 특징이 있는 곡이라 해석하여 위의 <악

보 51>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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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면조 중거≫ 4장의 구조선율은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다.

<악보 52> ≪계면조 평거≫ 4장 골격음

≪계면조 평거≫ 4장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潢, 제4∼6박은 林, 제7

∼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4박은 林, 제15∼16박은 林, 제17∼

19박은 林, 제20∼22박에서도 길게 뻗기 때문에 林, 제23∼24박, 제25박

에 걸쳐 仲이다.

<악보 52>에 해당하는 ≪계면조 평거≫ 4장의 구조선율은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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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계면조 두거≫ 4장 골격음

≪계면조 두거≫의 4장 시작 부분은 두 가지의 선율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4곡과 2곡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처음 제1∼3박을 제외하면 모든

진행이 같아 묶어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제1∼3박에서는 潢 혹은 黃, 제4∼6박은 林, 제7∼8박은 林,

제9∼11박은 仲, 제12∼14박은 林, 제15∼16박은 林, 제17∼19박과 제20

∼22박에서 걸쳐서 林, 그리고 제23∼24박, 제25박에는 仲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계면조 두거≫ 4장의 구조선율은 ‘潢(黃)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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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계면조 태평가≫ 여창 4장 골격음

<악보 54>는 여창이 부르는 ≪태평가≫의 악보로, 25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박의 골격음은 潢, 제4∼6박은 林, 제7∼8박은 林, 제9∼11박

은 仲, 제12∼14박은 林, 제15∼16박은 林, 제17∼19박은 林, 제20∼22박

은 林, 그리고 제23∼24박과 제25박에는 仲이 골격음이다.

≪계면조 태평가≫ 여창 4장의 구조선율은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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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장진주≫와 ≪계면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

태평가≫ 4장 구조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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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주≫ 4장은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과 같이 구조선율이 진행된다.

≪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태평가≫의 4장

구조선율 역시 ‘潢 -- 林 -- 林 - 仲 -- 林 -- 林 - 林 -- 林 -- 仲-’

이며, ≪계면조 두거≫의 경우 ‘黃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㑣 --’으로 첫 부분에서만 한 옥타브 낮게 시작되는

곡도 있었다.

이를 제외하면 ≪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의

악곡 중 다수의 곡과 ≪태평가≫의 4장은 선율 진행뿐만 아니라 골격음

및 구조선율 진행에 있어 ≪장진주≫ 4장과 동일한 진행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계면조 이수대엽≫ 6곡 <언약이>, <황산곡>, <창오

산>, <황화원산>, <금로에>, <이화우>, ≪계면조 중거≫ 6곡 <서산

에>, <산촌에>, <이화에>, <은하에>, <요지에>, <울며>, ≪계면조 평

거≫ 6곡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춘수>, <사랑>, ≪계면

조 두거≫ 4곡 <임술지>, <천지는>, <설월이>, <달뜨자>, ≪태평가≫

<이려도>, 총 23곡 4장의 구조선율 진행이 ≪장진주≫의 4장과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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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장

5장은 초장과 초두와 같이 처음 세 박이 생략되어 반각이 나타나는 특

징이 있어 가곡과의 구성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각을 제외

한 일각과 이두를 아래에 비교하여 서술한다.

<악보 56> ≪장진주≫ 5장(반각, 일각, 이두) 골격음

≪장진주≫의 5장은 초장과 마찬가지로 처음 세 박이 생략되어 반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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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형태를 띠며, 때문에 ≪장진주≫의 반각 8박, 일각 16박, 이두는

25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진주≫ 5장 반각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는 林, 제4∼5박은 仲, 제6∼8박은 黃이다.38) 또한 일각의 골격음은 제1

∼3박은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

은 黃, 제14∼16박은 黃이며, 이두는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仲, 제

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㑣, 제14∼16박은 黃, 제17∼

19박은 㑣, 제20∼21박은 㑣, 제22∼24박, 제25박에서는 㑖을 골격음으로

취한다.

위의 골격음 추출 결과에 따르면, ≪장진주≫ 5장의 구조선율은 ‘林

-- 仲 - 黃 -- / 仲 -- 黃 - 仲 -- 黃 -- 黃 - 黃 -- / 仲 -- 仲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이다.

38) ≪장진주≫ 5장에 나타나는 반각은 다른 가곡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林

-- 仲 - 黃 --’으로의 구조선율은 연구범위가 되는 52곡의 가곡 5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진행이었다. 때문에 그 선율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8박에 해

당하는 반각의 선율은 ≪계면조 두거≫ 2곡 <임술지>, <뒷메에>와 ≪태평가≫의 5

장 일각 5박에 해당하는 것이 8박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에 따른

골격음의 추출에 차이를 보여 구조선율은 다르나 선율의 확장을 통하여 구성된 반각

임을 알 수 있었다. <악보 59>, <악보 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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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계면조 이수대엽≫ 5장(일각, 이두) 골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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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이수대엽≫의 5장은 일각 16박, 이두는 26박으로 구성되어

다. 일각의 골격음은 6박부터 16박까지에서 차이를 보이며, 두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먼저 ≪계면조 이수대엽≫ 5장 일각의 골격음39)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仲으로 6곡 모두 골격음 뿐 아니라 선율이 같고, 제6∼8박은

㑣,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혹은 㑖, 제14∼16박에서는 黃이다.

이두는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㑣, 제14∼16박은 黃, 제17∼19박은 㑣, 제20∼21박은 㑣,

제22∼24박, 제25박에서는 㑖이 골격음이다.

따라서 ≪계면조 이수대엽≫ 5장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㑣 -- 仲

-- 黃(㑖)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이다.40)

39)

㉠에 해당하는 선율은 위와 같이 다르게 나타나나 골격음은 동일하게 추출 되어 <악

보 57>에 함께 표기한다.

40) ≪계면조 중거≫는 제1∼3박에서 林, 제4∼5박은 仲, 제4∼5박은 㑣, 제6∼8박은 仲

(혹은 㑣),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㑖, 제14∼16박에서는 仲이다. 이두는 제1∼

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㑣, 제14∼

16박은 黃, 제17∼19박은 㑣, 제20∼21박은 㑣, 제22∼24박, 제25박에서는 㑖이 골격음

으로 취한다. ≪중거≫의 구조선율은 ‘林 -- 仲 - 仲(㑣) -- 仲 -- 㑖 - 仲 -- / 仲

-- 黃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으로, ≪장진주≫ 5장의 이

두와는 대동소이 하나 일각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르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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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계면조 평거≫ 5장(일각, 이두) 골격음

≪계면조 평거≫ 6곡 중 5곡의 5장 일각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

은 仲, 제6∼8박은 㑣,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에서

하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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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黃을 골격음으로 하고 있다. 이두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

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黃, 제12∼13박은 㑣, 제14∼16박

은 黃, 제17∼19박은 㑣, 제20∼21박은 㑣, 제22∼24박, 제25박에서는 㑖

이다.

≪계면조 평거≫ 5장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㑣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이

다.41)

41) ≪계면조 평거≫ <춘수> 5장의 일각에서 제1∼3박에서 㑣, 제4∼5박은 㑖, 제6∼8박

은 㑣,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仲, 제14∼16박에서는 黃을 골격음으로 추출 되

어 다수의 곡과 차이를 보여 <악보 58>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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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계면조 두거≫ 5장(일각, 이두) 골격음

≪계면조 두거≫ 일각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

6∼8박은 仲,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에서는 黃이

다. 또한 이두는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仲, 제6∼8박은 仲, 제9∼

11박은 黃, 제12∼13박은 㑣, 제14∼16박은 黃, 제17∼19박은 㑣, 제20∼

21박은 㑣, 제22∼24박, 제25박에서는 㑖이 골격음이다.

위와 같이 ≪계면조 두거≫ 5장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仲

-- 黃 - 黃 -- / 仲 -- 仲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이다.42)

42) <악보 59>는 ≪계면조 두거≫ 6곡 중 <임술지>, <뒷메에>에 해당되는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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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계면조 태평가≫ 5장(일각, 이두) 골격음

≪계면조 태평가≫ 5장 일각의 골격음은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박은 仲, 제12∼13박은 黃, 제14∼16박에서는

黃이다. 이두는 제1∼3박에서 仲, 제4∼5박은 黃, 제6∼8박은 仲, 제9∼11

박은 黃, 제12∼13박은 㑣, 제14∼16박은 黃, 제17∼19박은 㑣, 제20∼21

박은 㑣, 제22∼24박, 제25박에서는 㑖이 골격음이다.

따라서 ≪계면조 태평가≫ 5장의 구조선율은 ‘仲 -- 黃 - 仲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이다.

나머지 4곡 ≪계면조 두거≫ <천지는>, <설월이>, <달뜨자>, <백천이>의 구조선율

은 ‘仲 -- 仲 - 㑣(仲) -- 仲 -- 黃(㑖) - 黃 -- / 仲 -- 仲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으로 제시한 <악보 59>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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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장진주≫와 ≪계면조 이수대엽·평거·두거·태평가≫

5장(일각, 이두) 구조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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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주≫ 5장은 ‘林 -- 仲 - 黃 -- / 仲 -- 黃 - 仲 -- 黃 -- 黃

- 黃 -- / 仲 -- 仲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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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조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계면조 이수대엽≫과 ≪계면조 평거≫의 구조선율은 ‘仲 -- 仲 - 㑣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계면조 두거≫와 ≪태평가≫ 두

곡 역시 ‘仲 -- 黃 - 仲 -- 仲 -- 黃 - 黃 -- / 仲 -- 黃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으로 동일한 진행을 보였다.

≪계면조 이수대엽·평거≫와 ≪계면조 두거·태평가≫의 구조선율은 일

각의 제4박에서 제8박에 해당되는 골격음의 다르게 추출되어 전체 구조

선율 진행의 차이를 두어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일각의 부분

과 이두는 구조선율이 같게 나타나 4곡이 서로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 점

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진주≫와 ≪계면조 이수대엽·평거≫, ≪계면조 두거·

태평가≫의 5장 일각과 이두의 구조선율을 비교해보면 ‘仲 -- 黃 - 仲

-- 黃(仲) -- 黃 - 黃 -- / 仲 -- 仲 - 仲 -- 黃 -- 㑣 - 黃 -- 㑣 --

㑣 - 㑖 -- 㑖’ 으로 ≪장진주≫와 ≪계면조 두거≫, ≪태평가≫간의 거

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43)

따라서 ≪장진주≫ 5장의 일각 이두의 구조선율과 동일한 진행이 나타

나는 가곡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악곡들

은 존재하였기 때문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면조 이수대엽≫ 5곡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화원

상>, <이화우>, ≪계면조 평거≫ 5곡 <초강>, <누구>, <녹초>, <뉘

뉘>, <사랑>, ≪계면조 두거≫ 2곡 <임술지>, <뒷메에>, ≪태평가≫

<이려도>, 총 13곡.44)

43) 구조선율을 의미하는 ‘ ’ 내에서 ( ) 안에 해당되는 음률은 ≪계면조 두거≫·≪태평

가≫에 해당된다.

44) 이 밖에, 언급한 13곡을 제외한 다수의 가곡 5장 이두 제9박부터 동일한 골격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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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에서는 김기수 �여창가곡 여든 여덜 닢�에 수록된 여창가곡 88곡

중 ≪편수대엽≫, ≪반엽≫, ≪환계락≫, ≪평롱≫, ≪우락≫, ≪계락≫을

제외한 여창가곡 우조·계면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 ≪태평가≫, 총 52곡의 가곡과 동일한 악보집의 ≪장진주≫의 선율에

서 골격음을 추출한 후, 구조선율 진행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장진주≫의 초장 초두는 처음 3박을 생략하여 시작하는 특징을 지녔

으며, 이는 두 음절을 노래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장진주≫

초장의 구조선율은 ‘仲 黃 黃 / 仲 仲 黃 仲 仲 仲 黃 㑣’으로,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4곡, ≪계면조 평거≫ <녹초> 외 5곡, ≪계면

조 두거≫ <임술지> 외 2곡, 총 15곡의 가곡 초장과 동일한 진행을 보

였다.

≪장진주≫ 2장의 구조선율은 ‘林 仲 黃 黃 / 仲 黃 仲 黃 㑣 㑣’으로,

≪계면조 이수대엽≫ <황화원상> 외 3곡, ≪계면조 중거≫ <요지에>

외 2곡, ≪계면조 평거≫ <사랑>, ≪태평가≫ <이려도>, 총 9곡의 가곡

과 일치하였다. 이밖에, ≪계면조 평거≫ <초강> 외 1곡과 ≪계면조 두

거≫ <뒷메에> 외 1곡에서도 대동소이한 구조선율 진행이 나타났다.

≪장진주≫ 3장 일각의 구조선율은 ‘仲 黃 林 仲 㑖 仲’이었으며, ≪계

구조선율 진행을 보였는데 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면조 이수대엽≫ 5곡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화원상>, <이화우>, ≪계면조 중거≫ 5곡

<이화에>, <은하에>, <요지에>, <울며>, <꽃보고>, ≪계면조 평거≫ 5곡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춘수>, <사랑>, ≪계면조 두거≫ 2곡 <임술지>, <뒷메

에>, <천지는>, <설월이>, <달뜨자>, ≪태평가≫, 총 21곡이 ≪장진주≫와 동일한

종지형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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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요지에>, 총 2곡과 같

았다. 이 외에 ≪계면조 중거≫ <이화우> 외 1곡, ≪계면조 두거≫ <설

월이> 외 1곡은 제6∼8박의 골격음이 옥타브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장진주≫ 3장 확대1 부분에서는 반각의 확대가 나타나는데, 우조와

계면조로 조성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조의 경우 반복적으로 등

장하는 선율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우조 부분에서 반복하는 8박의 구조선율은 ‘太 㑣(太) 黃’으

로, ≪우조 중거≫ <청조야> 외 5곡, ≪우조 평거≫ <일소> 외 3곡, 총

10곡 의 초장 초두에서 유사한 선율의 흐름이 발견되었다. 이어서 반각

의 확대 부분의 우조 선율형2는 ‘仲 太 㑣’으로 구조선율이 진행하며, ≪

우조 두거≫ 중 <녹수청산>을 제외한 5곡의 초장 초두 제4박에서 제11

박에 해당하는 구조선율이 같았다.

≪장진주≫ 3장에서 반각의 확대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면

조 선율형1의 구조선율은 ‘仲 仲 黃’으로,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

이> 외 5곡 초장 이두의 제1박에서 제8박에 해당하는 구조선율에서 찾

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반각구성의 ≪계면조 평거≫와 ≪계면조 두거

≫ 초장 초두, ≪태평가≫ 2장 초두에서는 제4박부터 제11박에 걸쳐 유

사한 진행을 보였다. 그리고 반각의 확대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계면조

선율형의 구조선율은 ‘黃(仲) 仲 㑣’으로,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5곡의 일각 제1∼8박에서 비슷한 선율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장진주≫ 3장 일각이 확대 된 부분의 구조선율은 ‘仲 黃 林 仲 㑖

仲’으로,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요지에>

의 3장 일각과 같고, ≪계면조 중거≫ <이화우> 외 1곡, ≪계면조 두거

≫ <설월이> 외 1곡, 총 4곡의 3장 일각과 거의 동일한 진행을 보였다.

≪장진주≫ 3장 이두의 구조선율은 ‘仲 黃 林 仲 㑖 仲 林 仲 仲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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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㑣 㑣’이며,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과 ≪계면조 중거≫

<서산에> 외 6곡, ≪계면조 평거≫ <초강> 외 4곡, ≪계면조 두거≫

<설월이> 외 2곡, 총 16곡의 구조선율 역시 일치하였다.

≪장진주≫ 4장의 구조선율은 ‘潢 林 林 仲 林 林 林 林 仲’으로, ≪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5곡, ≪계면조 중거≫ <서산에> 외 4

곡, ≪계면조 평거≫ <초강> 외 5곡, ≪계면조 두거≫ <임술지> 외 3

곡, ≪태평가≫ <이려도>, 총 22곡의 4장과 동일한 진행을 보였다.

≪장진주≫ 5장의 구조선율은 ‘林 仲 黃 / 林 黃 仲 黃 黃 黃 仲 仲

仲 黃 㑣 黃 㑣 㑣 㑖’으로, 반각은 ≪계면조 두거≫ <임술지>외 1곡의

5장 일각 5박의 선율이 8박으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일각은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외 4곡, ≪계면조 평거≫ <초강> 외 4

곡, ≪계면조 두거≫ <임술지> 외 1곡, ≪태평가≫ <이려도>, 총 13곡

의 유사한 진행을 보였으며, 이두는 일각에서 언급한 13곡의 가곡과 ≪

장진주≫ 5장 이두의 구조선율이 일치하였다.

각 장별로 현행 여창가곡과의 비교 분석한 결과, 긴 사설을 노래하는

≪장진주≫의 구조선율은 가곡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서 이루어졌던 여창가곡 ≪평거≫ 외에도 ≪이수대엽≫, ≪중거≫, ≪두

거≫, 특히 이수대엽 계열의 가곡에서 동일한 구조선율이 발견되었으며,

선율 또한 차용되어 창작되어졌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장진주≫

가 이수대엽 계열의 가곡을 기반으로 창작되어졌다는 근거가 되며, 3장

에서 나타나는 ≪장진주≫의 특징적인 부분은 정해진 가곡의 형식에서

벗어나 음악적으로 변화를 꾀함으로써 악곡의 흥취를 더하기 위한 것임

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본고를 통해, 가창자들의 ≪장진주≫에 대한 음악적인 이해를 돕고 악

보가 아닌 보다 살아 있는 노래로 이어지길 바라며, 가곡을 바탕으로 다

양한 창작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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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Jangjinju and Female Gagok

Jung-ah Ah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angjinju≫ is a type of song, which uses 'Jangjinjusa' as a

verse. Its form has been passed down as a score, and categorized as

Gagok. The key changes and the changes in its rhythmic pattern are

the distinct features of ≪Jangjinju≫ which appear twice throughout

the music.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oot of the melodic line using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structured melodies of ≪Jangjinju≫

from Ki-soo, Kim’s scorebook and 52 songs from existing 88 songs

of Female Gagok, excluding 《nong·rak·pyeon》.

For the comparison, the structured melodies of the same parts from

each of ≪Jangjinju≫ and Female Gagok had been used. But the

third part of ≪Jangjinju≫ shows its characters clearer than the other

parts, it wasn’t limited to be compared only to the same par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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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rather the broader sense of comparison was used. All the

songs that are subjected to be compared, the notes that represents

the main theme of the song was determined to be outline-notes, and

the study proceeded by comparing their structured melodies which

can be reflected through the progression of outline-notes.

As a result, overall, the progression of the structured melody from

≪Jangjinju≫ is appeared to be equal or similar to that of the songs

from Isudaeyeop; Part 1 had a same progression as 15 songs of ≪

Gyemyeonjo Isudaeyeop≫, Part 2 had a similarity with 9 songs of ≪

Gyemyeonjo Isudaeyeop≫, and Part 3, phrase 1(Il-gak) had the same

progression with 2 songs of ≪Gyemyeonjo Isudaeyeop≫. Part 3,

expansion of half pharese(Ban-gak) in ≪Jangjinju≫, where it

changes of rhythmic pattern appears, the structured melody

progression has been used repeatedly as an abbreviated version of it

that appears in Female Gagok. Melodic progression of Ujo were

shown in 10 songs of ≪Ujo Junggeo≫ and also in Part 1, phrase 1

of ≪Ujo Dugeo≫ 6 songs as similar or same progressions. Also the

same progression of each of two melodic lines in Gyemyeonjo were

found in Part 1, phrase 2 of ≪Gyemyeonjo Isudaeyeop≫ 6 songs and

Part 5, phrase 1 of ≪Gyemyeonjo Isudaeyeop≫. And Part 3, the

phrase(Il-gak) where expanding portion was shown had sameness

with 2 songs of ≪Gyemyeonjo Isudaeyeop≫, and showed similarity

with 4 ≪Gyemyeonjo Junggeo≫ songs. And comparing Phrase

2(I-du), it had same structured melody of Part 3, phrase of 12 ≪

Gyemyeonjo Isudaeyeop≫ songs. Also, Part 4 had same progression

with ≪Gyemyeonjo Isudaeyeop≫ <eonyak-i> and 21 other Ga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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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a half phrase(Ban-gak) was shown as the expanded version

in two songs of ≪Gyemyeonjo Dugeo≫. The rest of Part 5, phrase

1 & 2 had similar structured melody with ≪Gyemyeonjo Isudaeyeop

≫ of 13 so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 the fact that ≪Jangjinju≫

is a newly created score using the basis of Female Gagok, by

comparing the structured melody of ≪Jangjinju≫ and Female Gagok

to prove that they have either similar or same progression style. This

study finds its significance from helping the singers of today expand

the understanding of ≪Jangjinju≫, and taking a role of being a

foundation of re-creating process of the song in the future.

keywords : Jangjinju, Female Gagok, Outline-notes, Structured

melody

Student Number : 2012-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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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장진주≫와 여창가곡 52곡의 구조선율 비교 결과

장진주 여창가곡

초장
초두

이두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금로에>, <이화우>

≪계면조 평거≫

<녹초>, <춘수>, <초강>, <누구>,

<뉘뉘>, <사랑>

≪계면조 두거≫

<임술지>, <설월이>, <백천이>

15곡

2장
초두

이두

≪계면조 이수대엽≫ <황화원상>,

<황산곡>, <금로에>, <이화우>

≪계면조 중거≫

<요지에>, <울며>, <꽃보고>

≪계면조 평거≫ <사랑>

≪태평가≫ <이려도>

9곡

3장

일각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요지에>
2곡

≪계면조 중거≫ <이화우>, <울며>

≪계면조 두거≫ <설월이>, <백천이>

4곡

(유사)

확대1

(반각)
우조

1

≪우조 중거≫

<청조야>, <청계상>, <사랑모여>,

<간밤에>, <창힐이>, <눈맞아>

-초장 초두

≪우조 평거≫ <일소>, <이몸>,

<꿈에>, <일정> - 초장 초두

10곡

(유사)

2

≪우조 두거≫

<일각이>, <한숨은>, <적무인>,

<해지면>, <식불감>, <지족이면>

- 초장 초두

6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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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확대1

(반각)
계면조

1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금로에>, <이화우>

- 초장 이두(제1∼8박)

5곡

≪계면조 평거≫

<초강>, <누구>, <뉘뉘> - 초장 초두

≪계면조 두거≫

<임술지>, <설월이>, <백천이>

- 초장 초두(제4∼11박)

≪계면조 태평가≫

- 2장 초두(제4∼11박)

7곡

(유사)

2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화원상>, <금로에>, <이화우>

- 5장 일각(제1∼8박)

6곡

확대2

(일각)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요지에>

- 3장 일각

2곡

≪계면조 중거≫

<이화우>, <울며>

≪계면조 두거≫

<설월이>, <백천이>

- 3장 일각

4곡

(유사)

이두

≪계면조 이수대엽≫ <창오산붕>

≪계면조 중거≫ <서산에>,

<산촌에>, <이화에>, <은하에>,

<요지에>, <울며>, <꽃보고>

≪계면조 평거≫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사랑>

≪계면조 두거≫ <설월이>,

<달뜨자>, <백천이>

16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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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화원상>, <금로에>, <이화우>

≪계면조 중거≫

<서산에>, <산촌에>, <이화에>,

<요지에>, <울며>

≪계면조 평거≫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춘수>, <사랑>

≪계면조 두거≫ <임술지>,

<천지는>, <설월이>, <달뜨자>

≪태평가≫ <이려도>

22곡

5장

반각
≪계면조 두거≫ <임술지>,

<뒷메에> - 5장 일각 (5박)

2곡

(확장)

일각

이두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황산곡>, <창오산붕>,

<황화원상>, <이화우>

≪계면조 평거≫ <초강>,

<누구>, <녹초>, <뉘뉘>, <사랑>

≪계면조 두거≫

<임술지>, <뒷메에>

≪태평가≫ <이려도>

13곡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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