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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방향에 맞게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

족시키며 음악을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방법으로 창작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국악으로 표현한다면 우

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주체성을 지닌 시민으로 학생들을 길러

낼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국악창작 교육은 국악 학습 내용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요를 제재곡으로 하여 가락 짓기를 하거나 변형 장단을 만드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활동은 전통음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양음악의 음악 요소가 그대로 적용되어 악곡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형성 과정에서 판소리와 시나위의 음악 어법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산조의 창작법을 분석하고 이를 중학교 1-3학

년군에 맞는 수준으로 유형화시켜 국악창작 지도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로 제한하였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국악창작 영역과 관련된 교육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국악창작 활

동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서 나타나는 창작법은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박자를 활용하는 방법, 음악문단을 이조하는 방법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중모리를 활용한 지도방안을 구현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중중모리 악곡만 분석하기에는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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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창작법이 제한적이고 협소하여 산조 전 악장에서 고루 찾고

자 하였다.

위의 창작기법을 활용하여 중중모리를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안

을 4차시에 걸쳐서 계획하였다. 1차시는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

상하기’, 2차시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이해하고 리듬형 주사위를 활

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의 리듬 창작하기’, 3차시는 ‘중중모리 가

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키고 노랫말 붙이기’, 4차시는 'K-pop

노래를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기‘로 감상부터 생활화까

지 통합적인 창작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지도방안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조에서 나타나는 창작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우리 음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국

악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악

의 전통적인 음악 어법을 잃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

가가는 국악창작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기를 제언한다.

주요어 : 산조, 가야금산조, 국악창작, 창작법, 중중모리,

창작지도

학 번 : 2015-2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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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제7차 교육과

정 이후 국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의

질적 제고가 일어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국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서구화된 교육 방향에 따라 서양

음악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교사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국악보다는

익숙한 음악적 지식인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적 경험이 필요한 중학생에게 국악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국악을 국악적으

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 학습 자료의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 음악 어법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오늘날에 추구해야 할 교육 방향을 지도방안으

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1)에서는 ‘창의·융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음악

교과를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려면 음악적 창의성, 음악 비

평 능력 등을 계발(啓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창작 활동이 효과적이다.

특히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경우 바람직

한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려면 다양한 음악적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비평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국악교육에서 창의·융합교육에 효과적인 창작활동을 하려면 우리 음악

의 역사 속에서 악곡의 배경을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악곡의

구성 방법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국악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

1)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5), 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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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스스로 즐길 줄 알고 음악적 사고를 꾀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

다.

국악창작영역의 대부분은 민요의 토리의 음계를 활용하여 한정된 조

건 내에서 가락 짓기를 만드는 활동과 기본 장단, 변형 장단의 한두 가

지의 예시를 습득하는 것에 머무를 뿐 악곡의 변화가 다양한 기악곡을

활용한 창작 학습활동이 없다.

성악곡이 아닌 기악곡을 가지고 창작 지도를 한다면 창작과 더불어 악

기의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즉흥 연주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 학습자가 구성하고 표현해내는 능동적인 음악적 참여를 기대

할 수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2)을 살펴보면 내용 영역별 지도 중 표현

영역에서는 장구,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

여 지도하도록 권장한다. 나아가 “국악곡 만들기에서는 주로 국악기를

이용하여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3)라고 권하는 것을 보면 국악

창작 활동이 단순히 주어진 음계와 장단으로만 학습할 것이 아니라 국악

기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음악을 들으며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이

되도록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기를 활용한 창작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국악기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악기 중 학생들에

게 친숙하게 접근이 가능한 악기는 가야금이라고 생각한다. 가야금은 안

족에 의해 정해진 개방현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하여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행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 중에서 절반 이상의

교과서가 가야금 연주법에 대한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고,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등 다양한 감상활동이 수록되어 있어 가야금이

이미 우리에게 친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야금산조는 국악곡 중 즉흥성과 표현성이 가미되어 우리 음악

2)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3)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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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기악독주곡이다. 산

조는 시나위나 판소리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악장구성 방식

을 따르고 있어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시나

위나 판소리 감상지도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장단ㆍ붙임새ㆍ시김새

ㆍ가락짜임 등 국악의 특성이 잘 드러나 창작지도에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산조를 교육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음악문단, 구성음, 장단

을 중심으로 창작법을 분석하고 시김새와 장단의 분석을 다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창작 지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중모리 악장을 산조의 기경결해 이론4)에 적용해본다면 중중모리의

리듬형에서도 판소리에서 흔히 나타나는 잉애걸이, 완자걸이 등의 붙임

새5)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장단의 기본 박을 중

심으로 학습하는데 중학교에서 이를 단계별로 연계한 변형 장단과 함께

민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다룬다면 다양한 리

듬 분할의 형태로 창작의 유형 구성이 풍부해 질 것이다.

우리 음악의 체계 및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는 국악창작 활동을 지향

(指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조의 창작법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

하여 국악적으로 창작 지도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습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하나의 영역에 국한된 지도방안이 아닌 가창·기악·감상에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지도안을 설계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음악

적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사고를 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를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4)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 : 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民

族音樂學, Vol. 18 No.1, 1996), 131-148.

5) 변미혜, 한윤이, 김희라, 『국악 용어 편수 자료집』, 민속원(2008).

붙임새란 판소리의 사설이나 악기의 음을 장단에 따라 붙여놓은 모양새를 뜻한다. 규

칙적인 박에 붙임새가 붙은 형태를 대마디대장단이라고 하며, 규칙적인 붙임새에서

어긋나 강세가 바뀌는 것을 엇붙임이라고 한다. 엇붙임에는 사설이 원박 사이의 부박

에 붙여진 ‘잉어걸이’와 3소박 구조가 2소박 구조로 바뀌는 ‘완자걸이’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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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조를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안의 개발을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악창작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한 후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에 수록된 산조와

관련된 학습내용, 국악창작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분석한다. 감상 영역에

서만 다루고 있는 산조의 학습 활동을 창작 활동으로까지 연계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도 방향을 설정해보고 주요 국악창작 활동을 18종 교과서별

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문헌 고찰을 통해 산조에 나타나는 전통음악 창작법의 양상을

정리한다. 산조의 창작과정은 한 사람의 작곡가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서양음악과는 달리 여러 전승자에 의해서 기존 선율을 변주시키거나 선

율을 첨가하여 전체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선율이 만

들어지며 유파가 형성된다.6) 이처럼 산조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창작 과

정을 따로 국악창작법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전문가

를 통해 논의되어 소개되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전통음악 창작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창작법을 분석하고

구성음의 선율적 특징, 장단에 따른 리듬형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창

작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한다. 음군7)의 개념을 참고하여 중중

모리가 전개되는 선율의 흐름을 분석할 것이며 장단과 리듬의 짜임새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중모리의 기본 리듬형

과 엇붙임의 형태로 나타나는 리듬형을 정리하여 단계별로 밝히고자 한

다.

6) 『산조연구』, 김해숙, 세광음악출판사(1987), p. 96.

7) 오용록, “가야금산조의 音群” (한국음악연구, 39, 2006), 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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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우리 음악의 전통

적인 창작법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방안을 단계별로 계

획하고 수업지도안을 설계한다. 이는 감상에 치우친 기존의 산조 학습에

서 벗어나 새로운 가사를 붙여 장단감에 맞게 중중모리를 불러보는 가창

활동부터 주어진 가락을 이조시키는 창작 활동까지 통합적인 수업이 이

루어지도록 설정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산조를 활용한 국악창작 영역의 지도방안을 폭넓게 연

구한다. 다만,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을 분석하

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악창작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고 산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하여 본 연구에 반영한다. 다

만 앞으로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편될 교과서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분석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을 모두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국악창작 활동의 지도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은 중학교 1-3학년군에 한정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

화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학교 세 개 학년을 학년 군으로 묶어 적

정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알맞게 초

등학교에서 배운 음악 요소 및 개념을 단계별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

시하고, 중학생 수준에서 성취 가능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여 지도방안

을 계획하고자 한다.

셋째, 가야금 산조의 여러 유파 중에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 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가야금 산조 중에서도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가야금

기초 학습교재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가야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율과 장단의 기본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시김새의 표현이 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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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꺾는 음만 출현하여 조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음의 성질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넷째,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에서 악곡을 중중모리로 제한하였다. 산

조의 음악적 원천은 판소리에서 기원한 것으로 장단의 원형 또한 판소리

리듬형의 원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보형8)은 예부터 가장 보편적으

로 쓰인 판소리 장단으로 3박 4대박 장단인 중모리와 3소박 4박 장단인

중중모리, 자진모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박자구조가 같다고 하였

다. 중중모리는 장단의 기본형으로 전해져오기 때문에 한 배를 감지하기

에 알맞은 빠르기를 지니며 이에 따라 리듬에 말붙임새를 붙여 따라 부

르기에도 적합하다고 본다. 나아가 중중모리는 장단의 변화에 따라 엇붙

임, 완자붙임 등으로 다양하게 리듬이 확장되어 1자다음식으로 리듬을

변형시키는 활동이 가능하다.

8)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 : 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民

族音樂學, Vol. 18 No.1, 1996), 131-148쪽. 세 장단 가운데 중중모리가 원형이고 중모

리는 중중모리가 느려진 형태, 자진모리는 중중모리를 빠르게 모는 형태라고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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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기초

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에 선행된 국악창작과 관련된 연구들

과 산조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국악창작과 관련된 연구들 중 본 논문과 밀접한 순서대로 배열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음악의 특성과 우리 음악 어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국악창작 지도 방안에 반영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현경9)은 “영산회상의 창작 기법을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안 연구”

에서 국악적 요소에 대한 안내 없이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에 대한 막연

함과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 영산회상에서 창작의 기법을 찾고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창작 활동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활동들은 비교감

상하기를 통한 창작의 기법 찾기, 음악 만들기, 연주하기, 활용하기의 4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창작 활동이

민요적 특성에 치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악곡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창작기법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같이한다. 본고

에서는 국악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들도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산조의 창작법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차별을 두었다.

김보람10)은 “악곡의 특성을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 방안 연구”에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민요와 풍물놀이의 음악적 특성

을 고려하여 악곡의 원형을 활용한 창작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재곡에서 토리의 특성을 찾아내고 특징적인 가락을 유형화하여 기존

곡을 모방하면서 창작할 수 있도록 비교적 알기 쉽게 나타냈다. 즉흥연

9) 박현경, “영산회상의 창작 기법을 활용한 국악 창작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10) 김보람, “악곡의 특성을 활용한 국악 창작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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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관련된 창작 활동으로는 대부분 풍물과 사물놀이 악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하여 소리를 탐색하는 활동

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면 더욱 폭넓은 창작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제언하였다. 단순히 민요와 풍물놀이를 창작지도의 제재곡으로 가

져온 것이 아닌 전통 음악 구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먼저 찾고 이를 창작

활동에 구현해내고자 한 점이 다른 연구들과 구별된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은 국악창작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장단이나 가락과 같

은 음악요소의 특징을 창작에 적용한 것이다. 악곡을 반영한 위의 연구

와는 다르게 하나의 장단과 악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각각 리듬창작과

가락창작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향희11)는 “중중모리와 굿거리장단의 말붙임새를 활용한 리듬창작 지

도 방안”에서 교과서에서 쓰이는 빈도수가 높은 중중모리와 굿거리장단

의 리듬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각 4차시 수업 지도방안을 개발하였

다. 중중모리와 굿거리 마지막 차시에는 익숙해진 장단으로 자유롭게 창

작하여 연주하는 즉흥연주를 제안하였다. 자연스러운 리듬 창작을 위해

가사 붙임의 원리와 리듬 형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는 의미가 있지만 창작과 즉흥연주를 더욱 통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류지희12)는 “가야금을 활용한 육자배기조 가락 짓기 지도방안 및 적

용”에서 2007 개정 교과서 6학년 음악교과서 5종을 중심으로 육자배기조

에 따른 가락 짓기를 분석하고 가야금을 활용하여 제재곡에 사용된 음으

로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보고 정간보에 기록하도록 지도방안을 구현하였

다. 이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가야금 기초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부터 다

섯 음으로 가락 짓기를 하는 활동까지 다양한 음과 시김새를 사용하여

11) 김향희, “중중모리와 굿거리장단의 말붙임새를 활용한 리듬창작 지도 방안” (석사학

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2) 류지희, “가야금을 활용한 육자배기조 가락 짓기 지도방안 및 적용”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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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을 만들고 가야금으로 즉흥연주까지 이끄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

러 국악기 중에서도 가야금은 음역이 넓은 까닭에 여러 지역의 민요조를

표현할 수 있고 농현이 있어 다양한 시김새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창작 지도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가야금

을 활용한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위 연구에서는 가락 짓기에

한하여 지도방안을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락, 리듬을 활용한 지

도방안을 고루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창작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연구

를 살펴보겠다.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음악교과서의 국악창작활동 중 수정되고 보완되어

야 할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한 것이다.

허선형, 정미영13)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의 국악창작활동 고찰”에서 국악창작활동의 유형 및 내용을 분류하여 교

과서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개념이나 악곡의 흐름에 맞지 않는 창작 활

동의 예를 지적하였다. 이에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예시와 보완

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여 우리 음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

는 활동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은 본 연구와 방향을 같이 하는 순서대로 가야금산조와 관련된 연

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유선미14)는 “장단별 내드름을 통한 산조 감상 지도방안 연구”에서 산

조 감상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학습내용으로 ‘내드름’

을 강조하며 내드름은 장단의 기본적인 빠르기와 선율의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장단별 내드름 가락에 사용되는 가락 붙임과

시김새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노랫말을 붙여 불러보는 활동을 통해 각

13) 허선형, 정미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창작활동

고찰”, 국악교육연구, 6(2), (2012): 189-230.

14) 유선미, “장단별 내드름을 통한 산조 감상 지도방안 연구”, 국악교육연구, 7(2),

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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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을 변별할 수 있으며 장단과 박의 한배를 체득할 수 있다. 내드름에

노랫말을 붙여 판소리처럼 가창으로 불러보는 활동은 산조의 가장 기본

적인 장단과 시김새를 보다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산조에서 가락의 흐름이 어

떻게 구성되고 체계화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리듬의 확장과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조를 창작 지도방안으로 활용하는 데에 기틀을 마련하고

자 한다.

유선미15)는 “교육적 활용을 위한 산조의 음군과 시김새 연구”에서 최

옥삼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악곡 분석을 통해 산조의 가락을 이루는 최

소한의 단위인 음군을 분류하여 유형화시켰다. 또한 진양조의 내는가락,

다는가락, 맺는가락, 푸는가락에 따라 변모하는 시김새의 양상을 제시하

며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을 위한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

였다. 산조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음악적 수준이 높아 공교육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가락 짓기에 보다 적합한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즉흥성 지도에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김보경16)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형성과정 연구”에서는 성금연류 가

야금산조의 형성 시기를 초기·중기·후기로 나누고 해당 시기에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선율과 새롭게 제시되는 선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야

금산조 형성에 기본적이 틀이 되는 판소리 음악기법과 풍류음악의 주법

을 밝혀낸 부분은 본 연구에서 가야금산조의 창작법을 고찰하는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다. 산조는 한 사람에 의해 작곡된 작품이 아니라 여러 음

악인들의 교류 속에서 다듬어지며 형성된 결과 여러 선율이 변형되고 차

용되는 과정을 거쳐 전승되는 만큼 각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여 체계화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유선미17)는 “가야금 지도내용의 방향 모색”에서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15) 유선미, “교육적 활용을 위한 산조의 음군과 시김새 연구 :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진

양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16) 김보경,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형성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17) 유선미, “가야금 지도내용의 방향 모색”, 국악교육연구, 9(2), (2015):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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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관련 내용을 가야금의 유래 및 종류, 악기 구조 및 역할, 조율법

과 구음, 연주 기본자세와 오른손 연주법, 왼손 연주법과 시김새로 나누

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새롭게 수록되어야 할 지도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야금 악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소리

발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

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주법을 지도할 때는 학

습할 주법 및 시김새와 어울리는 적절한 연습곡이 수록되어야 알맞은 음

악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

정미영18)은 “가야금 산조 내드름의 음악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내드름을 장단을 구별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산조의 틀을 마련

하는 음악적 이야기의 서두로 보고 가야금 산조의 악장별 가락과 붙임새

및 장단을 분석하고 구조화하였다.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산조 내드름을 들으며 특징 이해하기, 내드름의 가락을 바꾸어

표현하기, 내드름을 통해 장단과 가락의 변화를 이해하며 짧은 산조 감

상하기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산조 수업 방안에서 한배의

변화만을 강조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다루는 데는 소홀한 점을 문제

로 지적한 점과 산조의 구성과 흐름을 고려하여 새롭게 표현하는 창작의

한 부분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같이 한다.

유선미19)는 “지도관찰(指導觀察)을 통해 살펴 본 효과적인 산조가야금

지도 방법 연구”에서 전통음악 교육에서 구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

히고 있다. 산조가야금을 처음 접하는 초보학습자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도방법을 재구성하며 세 차례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가야금의 기초 연주법을 배우는 초보학습자의 경우 오선보를 제시하

지 않고 구전심수 교수법으로 배우면 바른 연주 자세와 정확한 연주법을

익힐 수 있으며, 모든 악곡을 구음으로 노래함으로써 가락과 시김새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 정미영, “가야금 산조 내드름의 음악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19) 유선미, “지도관찰(指導觀察)을 통해 살펴 본 효과적인 산조가야금 지도 방법 연구”,

국악교육연구, 7(1), (2013): 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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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희20)는 “성금련류 가야금산조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에서 학

습자가 가야금 산조를 그저 악보대로 답습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구음을

통한 지순자의 산조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산조의 깊은 음악

적 이해가 깃든 연주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산조지도 방법을 제시하며

산조를 활용한 즉흥연주 지도방법까지 이끌어내었다. 다만 연구의 대상

자가 국악전문교육기관의 학생으로 전문적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데 목

적이 있는 학습자에 초점이 맞춰져 일반 공교육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이상과 같이 국악창작과 관련된 연구와 산조와 관련된 연구를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악창작 교육에 대한

고찰과 교육 방향과는 맞지 않는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

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구

체적으로 제안하는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가야금산조는 전문 국악인

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었으나 일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산조의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내려는 여러 연구들이 선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국악창작영역과 관련된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본 절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바탕이 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8년

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교과서의 근간이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

탕으로 국악창작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음악과 교육과

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악창작 지도의 방향을 정하고 내용의 구체성을 면

밀히 다져보는 활동을 통해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산조를 활용한 국악

창작 지도방안 연구를 교육과정 흐름에 맞게 제시하고자 한다.

20) 정소희, “성금련류 가야금산조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

교 교육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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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21) 2015 개정 교육과정22)

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가.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

해하고,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

적으로 표현한다.

나. 음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

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

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

며 감상한다.

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

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표 1> 중학교 음악 교과 목표

음악과 교육과정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학교 음악 교과 목표, 음

악요소 및 개념 체계를 표로 비교하여 서술하며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별지도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새롭게 추가 된 성취기준 해설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도록 하겠

다.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의 교과별 특성

을 반영하여 음악 교과에 추출한 음악 교과의 6가지 핵심 역량을 살펴보

겠다.

2.1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 교과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의 방향을 같이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 교과

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하며 삶 속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

고 음악적 창의성을 계발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여러 문

화의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있다(교육부,

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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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

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위 표에서 제시한 중학교 음악 교육 목표를 통해 국악창작 교육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제시된 국악창작 활동과 관련된 학습 목표는 내용영역별지도

중 표현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상과 생활화 영역에서도 폭넓

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음악요소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음악의 기

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감상 활동이 필요하다. 악곡을 결정짓는 가락,

장단뿐만 아니라 형식과 구조, 악기의 음색, 시김새 등의 음악요소는 전

통 악곡을 직접 감상함으로써 보다 우리 음악다운 악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의 전이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산조와 판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단의 경우 비교하여 감상하

는 활동을 통해 기악곡과 성악곡에서의 장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악곡을 감상하며 시김새나 장단의 세, 빠르기의 변화 등을 찾는 활동을

더하여 적극적인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악기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악

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어, 사회, 미

술 체육 등의 과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나아가 학교 수업에서만 머무르는 음악활동이 아닌 실생활에서 스

스로 음악을 즐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아 ‘나’와 긴밀하게

연관되도록 수업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직접 ‘나’를 표현하여

하나의 음악적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것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

21)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2)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5), 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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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3학년군

2009 개정 교육과정23) 2015 개정 교육과정24)

- 여러 가지 박자

- 장단(중모리, 엇모리, 가곡),

-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

- 말붙임새

- 여러 가지 박자

- 장단

-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

- 말붙임새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시김새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시김새

- 딸림 7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 딸림 7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 형식(연음 형식, 엮음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푸가, 론도, 소

나타, 변주곡, ABA 등)

- 형식(연음 형식, 한배에 따른 형

식, 론도, ABA, 변주곡 등)

<표 2>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

어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끌 수 있

다.

2.2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활동, 이해, 생활화로 나뉘었던 내용 영역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로 바뀌면서 음악요소 및 개

념 체계표를 활용하도록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를 학년으로 구분

하던 2007 개정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2009,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

별로 묶어 중학교 1~3학년군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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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여림의 변화 - 셈여림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한배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한배의 변화

- 여러 가지 음색 - 여러 가지 음색

국악과 관련된 음악요소 및 개념에는 장단, 장단의 세, 여러 가지 장단

의 리듬꼴, 말붙임새,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시김새, 형식, 한배의

변화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국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종지형

을 맺는 장단과 연관 지어 다룰 수도 있고 한배에 따른 형식 외에 모음

곡 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등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국

악기의 음색도 창의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 소리의 어울림을 결

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악창작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념으

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악의 개념을 창작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개념만을 학습할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연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말붙임새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에 가사

붙이기, 토리에 따른 시김새를 활용한 가락 짓기, 한 배에 따른 형식을

지님과 동시에 모음곡 형식으로 이루어진 악곡을 모둠별로 구성하기 등

이 있다.

위의 음악요소 및 개념을 바탕으로 국악창작과 관련된 지도방안의 방

향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단을 활용한 창작 활동과 장단의 리듬꼴을 활용한 창작 활동

을 구상할 수 있다. 민속악 장단에서는 보통 9번째 박에 강세가 있어 장

단을 활용한 가락 짓기를 할 때 강세를 고려하여 가락의 흐름을 만든다.

나아가 엇붙임을 통해 강세가 바뀌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 장단의 세

를 통해 3소박 장단에서 2소박 장단으로, 2소박 장단에서 3소박 장단으

23)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4)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5), 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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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는 형태의 창작지도가 가능하다. 이는 ‘세마치장단을 단모리로 바

꾸어 연주하며 표현하기’와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리랑을 중모리 장

단에서 세마치장단으로 바꾸어 연주하기’처럼 한 장단의 빠르기를 달리

하여 다른 장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말붙임새를 붙이는 창작 활동을 성악곡 이외의 기악곡에서도 지

도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작 활동으로 ‘민요의 메기

는 부분 혹은 받는 부분의 가사 바꾸기’가 있다. 주어진 말붙임새에 따라

가사를 지어봄으로써 수월하게 장단감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악곡이 아닌 기악곡에도 장단에 가락이 붙는 형태에 따라 말붙임새를

붙여 노래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느

리고 장중한 영산회상의 상령산과 같은 전통 악곡을 율명창으로 불러봄

으로써 음악의 흐름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상 지도가 될

수 있다. 양청도드리, 타령과 같은 4박 계통의 악곡을 활용하여 말붙임새

를 붙이는 활동에서부터 창작 지도를 접근한다면 가창·기악·감상·창작

영역이 연계된 통합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셋째, 토리에 따른 시김새를 적극 활용한 창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살펴보면 ‘여러 지역의 토리’와 ‘여러 가지

시김새’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떠는 소리, 꺾는 소리, 구르는 소리 등

의 시김새가 토리에 따라 다른 특징을 지니므로 같은 구성음이 제시되어

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을 창작 활동에서 학습할 수 있다. 나아가 다

양한 국악기를 통해 시김새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연주해보도록 지도함으로써 토리와 시김새 학습이 이론적 지식에만 머무

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넷째, 국악의 형식을 악곡의 감상, 창작 지도에 접목시켜 지도할 수 있

다. 국악에서 나타나는 형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연음 형식과 한 배에 따른 형식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모음곡 형식, 확대 형식 등25)이 있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

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공통적으로 여러 형식이 겹치는 악곡과 그렇지

25) 신현남, 윤경미, 구희연, 양현경(2011). 『고등학교 음악 이론』. ㈜교학사. 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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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영역별지도

표현

<표 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내용영역별지도

않은 악곡의 비교를 통해 국악의 형식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산조와 영산회상은 한 배에 따른 형식이면서 여러 곡이 모여 하

나의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 형식에도 속한다. 창작 활동에 이를 적용한

다면 여러 형식의 곡을 감상하며 비교해보는 활동을 한 후 모둠별로 창

작한 짧은 여러 개의 곡을 모아 학급 단위의 큰 곡을 이루도록 모음곡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교수·학습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내용영역별

지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교수·학습 방법을 서술하였지만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인 성취기준 해설과 교

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항목에서 학습 지도방안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비교하여 분석한 방법

과 다르게 각 교육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적용 가능한 국악창작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3.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영역별지도26)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이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바뀌었다. 다음은 각 내용영

역별지도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국악을 지도할 때 필요한 부분

의 텍스트는 강조하고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26)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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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목소리, 악기, 신체,

그림 등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국악 학습에서

는 전 영역에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노래 부르기에서는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악곡에 따른 자신

의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가사와 가락의 관련을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한다.

가락, 시김새, 창법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신체 표현을 중

히 여기고 놀이를 통한 학습을 권장한다.

(다) 악기 연주하기에서는 여러 가지 타악기와 가락 악기를 활용

한다. 악기는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서양 악기 중에서 학생의 흥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 국악기를 지도할 때에

는 구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며, 춤을 활용하

여 장단감을 체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국악곡은 되도록

국악기로 반주한다.

(라) 음악 만들기에서는 자유롭게 소리를 탐색하고 음악을 창의적

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 문자, 악보 등을 활

용한다. 국악곡 만들기에서는 주로 국악기를 이용하여 국악

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감상

(다) 음악 감상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악곡의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해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 국악

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악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

용한다.

생활화
(가)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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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영역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표현

[9음01-01], [9음01-02]

노래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에

는 악곡의 특징을 살려 자신만의 느

낌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

다.

[9음01-03], [9음01-04]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

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리듬이나

가락 짓기 등 음악 작품을 만들어

표현하도록 한다.

- 가락, 시김새, 창법을 지도

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오선보, 정간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 국악과 관련된 음악 활동은

국악기를 활용하고 장단감,

시김새의 표현 등 국악 고유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지도한다.

감상

[9음02-01]

악곡에서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

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고 분석

하여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국악곡 감상 시 장단이나 추

임새를 넣어가며 들을 수 있도

록 지도한다.

-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음

악 듣기 경험을 제공하고 실음

중심의 감상을 통해 음악요소

<표 4>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교수·학습 방법

2.3.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해설27)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 해설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중에서도 국악창작 학습과 관련된 내

용만을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27)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5), 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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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악곡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활

화

[9음03-0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악에 대해 조사하고 세

계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토의

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으로 지정된 우리음악에 대

해 조사·발표하고 그 가치

를 찾아보도록 한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별지도와 2015 개정 음악과 교

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중 성취기준 해설 및 유의사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악과 관련된 음악요소를 지도할 때는 우리 음악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보법인 오선보와 정간보 등을 활용해야 하며 노래하기와 연주

하기 등의 활동에서는 국악기를 사용하여 고유한 특징이 드러나도록 지

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곡을 감상할 때는 능동적인 음악적 경험으로 이끌 수 있는 장단

지도나 추임새 지도를 접목하여 조직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국악

을 실생활에서 자연스레 즐길 수 있는 음악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구체적인 수업 활동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악창작 교수·학습 방법

의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국악창작 교육은 창작영역으로만 구현될 것이 아닌 가창·감상·기

악 영역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음악은 새로운 작품의 결과

물을 무(無)에서 유(有)로 산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악곡에 내재

된 음악적 소재를 가지고 변형·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는 맥락

에서의 창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활동이 가능했다.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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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음악을 들으며 또는 음악적 행위를 하며 재구성의 과정을 거듭한 결

과 현재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영산회상, 산조와 같은 전통 악곡들이

우리 문화의 일환으로 남을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국악창작 교육도 다른 영역과 분리

하여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악곡을 감상하며 음악의 구조를 이해

하고 음악 만들기’, ‘음악적 아이디어를 국악기로 연주하며 표현하기’ 등

과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음악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음악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수법 중 구음을 활용한 교수법은 연주 기

능을 우리 음악의 어법에 맞게 익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시각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눈과 귀로 체득하며 배우는 ‘구전심수’

교육방법은 교수자의 음악적 표현력을 자신의 소리로 표현하고 성찰하는

사고과정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내면화하게 된다. 연주자의 기술력

보다는 얼마나 소리가 몸에 완전하게 체득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므로 음

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때 문자나 악보와 같은 기보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국악기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연주자세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

다. 국악곡은 국악기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과정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교과서에도 악기의 운지법 및 연주 자세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학교의 여건 상황에 맞춰 구비된 악기를 활

용할 때 정확한 연주 자세 및 연주법을 학습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한다.

전통음악의 합주곡을 살펴보면 하나의 선율도 저마다 국악기의 특색을

살리고 제한된 악기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악기의 구조

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악기마다의 특색 있는 역량을 미처 깨닫지 못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음악의 구조를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음악

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표현해낼 수

있는 실음을 파악하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과정은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적 성취감을 높이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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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나라 전통 악곡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음악문화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

다. 제사와 같은 극적인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선사시대의 음악, 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된 조선 초기의 궁중음악의 위상과 조선

후기에 엿볼 수 있는 민간음악문화의 발달 등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음악의 양식적 흐름을 같이 한다. 이처럼 전통 악곡을 통해 우리 음악문

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때 확장된 사고 속

에서 여러 나라의 음악 속에 깃든 삶의 표현과 심미적 경험을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다섯째, 국악을 삶 속에서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악으로 생활음

악을 만들어 음악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예를 들면 교내 합창대회와

같은 ‘생활음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아리랑을 편곡한 새로운 학교 수업

종소리를 만들어 선보이거나 학급 안에서 생일 축하곡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악을 학교생활에서 사용함으로써 음악의

쓰임을 알고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음악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에서도 국악을 생활

화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4 음악 교과의 6가지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습득한 내용을 활용하고 실생활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융합’이 요구한다. 음악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증진의 실행을 위해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의 6가지 역량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방향을 같이 한다.

위에서 제시된 6가지 음악교과의 핵심 역량을 국악창작 영역에서 재구

성하고 설계하려면 다음과 같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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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교과의

핵심역량
특징 국악창작 교수·학습 방법의 예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느낌이나 감정

을 다양한 표현 방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

할 수 있다.

►판소리 춘향가의 이별가 중 ‘갈까

부다’를 감상하고 이도령과 이별하
고 혼자 남은 춘향을 상상하며 창극

으로 만들어 표현하기

►풍류의 분위기를 느껴보며 ‘아리

랑’을 구음·단소·가야금·장구로 합주

하기

►민요 ‘새타령’을 부르며 디딤새로

신체표현하기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

신만의 방법으로 재구성

하고 융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작품을 해석하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

►국악방송을 찾아 듣고 곡에 대한 
다양한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

현하기 

►영화 ‘천년학’을 감상하고 모둠별
로 해당하는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 창작하기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 휘모리

대목을 감상하고 가사를 바꿔 랩으

로 표현하기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으로 타인을 이해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

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소리도 귀담

►짝을 지어 주어진 상황극에 따라 

대화가 아닌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

는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단소 악곡 
만들기

<표 5> 핵심역량에 따른 국악창작 교수·학습 방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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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들을 줄 아는 음악문

화를 배울 수 있다.

►모둠별로 사물놀이를 활용한 즉흥

연주 활동을 통해 음악적으로 소통
하고 배려하는 가치관 찾기

문화적

공동체 역량

- 전통음악의 역사적 배

경과 사회적·문화적 맥

락을 고려하여 우리 음

악을 이해하고 전통 창

작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

다.

►농악의 전승과정을 학습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놀이의 기능을 하는 생활 속 음악 
만들기

►조선 후기 풍속화에 나타나는 양
반의 풍류문화를 살펴보고 줄풍류 

음악의 대표적 악곡인 가곡을 감상
하며 손 시김새를 활용하여 표현하

기

►문묘제례악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

하고 12율 4청성의 음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조 방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가락을 이조하기

▶우리나라 악기와 동아시아 악기

비교하기

음악정보처

리 역량

-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을 분석하고 만드는 활

동을 구상할 수 있다.

- 세분화된 음악 요소를

익히며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악보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메

나리토리 음계로 이루어진 민요 창

작하기

►산조와 판소리의 발생 계보를 조

사하여 포트폴리오 만들기

►산조의 장단 별 내드름을 듣고 빠

르기 비교하고 분석하기

►진도아리랑을 감상하며 떠는 시김

새를 찾아 악보에 표시하기

자기관리 - 생활 속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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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음악의 가치를 찾고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지어 적용시킬 수

있다.

►자신이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국악을 세계에 소개한다면 국악기로 
어떻게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멋을 

표현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계획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기

►전래동요를 활용하여 음악극을 만

들고 상호평가지와 자기평가지를 작
성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위처럼 여섯 가지의 음악 교과 핵심역량을 국악과 창작영역에 접목시

켜 각 교과 역량에 부합하는 지도방안의 예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악창작영역은 국악곡 감상을 통해 다양한 생각이나 느낌을 창작의 과

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음악적 감성 역량을 자극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

통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악조, 장단, 시김새 등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을 재구성하며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을

계발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만든 국악창작 학습의 결과물로 서로 소통

하고 전통 합주의 방식으로 즐겨보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소통 역량, 자

기 관리 역량을 수행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활동을 하기에 앞서

우리 음악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학습 과정으로 타문화를 수

용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까지 기를 수 있어

여섯 가지 음악 교과 핵심역량을 적용한 국악창작 지도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 인재 양성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

3. 현행 교과서의 국악창작 학습 활동 분석

본 장에서는 총 18종28)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28) 분석에 사용된 중학교 교과서(총 18종)의 출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제시하고자



- 27 -

실린 국악창작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산조를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

안 연구에 앞서 음악교과서에서 산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국악창작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야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

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교과서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찾고 국악창

작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재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3.1 산조와 관련된 학습내용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산조라는 악곡은 감상 영역으로 수록되어 있다.

“산조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와

깊이 있는 음악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즉흥성이 필요한 매우 전

문적인 음악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29)고 한다. 전문 국악인들도

수 십여 년에 걸쳐서 실력을 갈고 닦을 만큼 뛰어난 음악적 기교와 표현

력을 자랑한다. 산조는 처음 생겨난 이래로 여러 유파에 의해 전승되면

서 우리 음악 어법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도록 다듬어져 왔다.

때문에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제시한 장단, 말붙임새, 여러

가지 음계, 시김새, 빠르기의 변화, 여러 가지 음색 등 국악과 관련된 음

악 개념과 전통 음악의 형식과 구조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악곡이라고 할

한다.

출판사 기호 출판사 기호 출판사 기호 출판사 기호

교학사 (a) 두산동아 (f) 세광음악출판사 (k) 천재교과서

(윤)

(p)

경기도교육청 (b) ㈜미래엔 (g) ㈜아침나라 (l) 천재교육

(민)

(q)

㈜교학사 (c) ㈜박영사 (h) 와이비엠 (m) 현대음악 (r)

㈜금성출판사 (d) 비상교육 (i) 음악과생활 (n)

도서출판

태성

(e) 성안당 (j) ㈜지학사 (o)

29) 김영운, 『국악개론』(서울 : 음악세계, 201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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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학습요소
산조

학습 활동
비고

(a)
- 다양한 악기의 음색과 연주법의 특징

- 시나위와 산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감상

(b) - 한 배에 따른 형식 이해 감상

(c) - 장단의 변화 감상

(d)
- 한 배의 변화

- 악기마다 다른 음색 차이
감상

(e)
- 한 배의 변화

- 산조와 시나위의 음악적 특징 비교
감상

(f) - 빠르기 변화 감상

(g)
- 한 배의 변화

- 악기마다 다른 음색 차이
감상

(h) X

(i)
- 한 배에 따른 형식 이해

- 빠르기의 변화
감상

(j)
- 악기마다 다른 음색 차이

- 장단의 변화
감상

(k)
- 가락 진행에 따라 무릎장단 치기

- 한 배의 변화
감상

(l) - 장단의 변화 감상

(m)

-악기편성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해

- 한 배의 변화

- 다양한 악기의 산조 감상

감상

(n) - 산조에 대해 이해 감상

<표 6> 중학교 음악 교과서 별 산조 감상 학습 활동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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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금산조의 기본 장단에 대해 이해

(o)

- 장단의 흐름

- 각 악기의 산조를 비교하여 감상하고

느낌 발표

감상

(p)
- 산조의 시김새인 요성, 퇴성, 추성 등

의 농현 기법에 유의하기
감상

(q)
- 가야금산조와 다른 악기의 산조 듣고

악기의 음색 비교
감상

(r)
- 악기마다 다른 음색 차이

- 장단의 변화
감상

위의 표는 유선미(2013)30)의 산조 감상 교수 학습내용을 분석한 내용

을 바탕으로 필자의 분석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산조를 감상활동

의 제재곡으로 쓰이고 있는지의 여부와 구체적인 학습 요소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정리하여 나타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총 18종 음악 교

과서 중 17종의 교과서에서 산조를 감상활동의 제재곡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산조 감상 지도방안을 분석한 결과 장단에 따른 한 배의

변화를 느껴보는 활동과 다양한 악기의 산조를 비교하여 감상하며 국악

기의 음색을 비교해보는 학습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음

악적 뿌리를 같이 둔 시나위와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는 활동, 장단을 배

우고 직접 연주하는 활동, 다양한 시김새를 학습하고 유의하여 감상하는

활동 등이 있다.

그러나 산조를 감상 영역의 제재곡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학

습 활동이 한 배에 따른 빠르기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으로 제한된다. 산

조는 진양에서부터 휘모리까지 느림에서 빠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모음

곡이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악곡 형식 중 하나인 한 배에 따른 형식

을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산조만이 가지는 다양한 악조의 변화,

시김새의 쓰임과 기능, 장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듬꼴,

30) 유선미, “장단별 내드름을 통한 산조 감상 지도방안 연구”, 국악교육연구, 7(2),

(2013): 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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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기호

가락

짓기

변형

장단

만들

기

신체

표현

하기

다양한

소리로

표현하

기

가사

바꾸

기

음악

극

구성

하기

시나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만들기

교과서 별

국악창작

학습 활동

총 개수

(a) 1 - 1 1 1 1 - 5개

(b) 2 2 1 1 2 - - 8개

(c) 3 - - - - - - 3개

<표 7> 교과서 별 국악창작 학습 활동 개수

가락의 다채로운 변화와 음악적 표현력 등은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

다는 점이 아쉽다. 산조는 민간 사회문화에서 발생한 기악독주곡으로 악

기의 특색을 최대한의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악

가무일체(樂歌舞一體)의 통합된 예술 형식으로 나타났던 궁중 음악과 제

례악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산조를 이해

하기 위한 음악사적 배경, 연주 형태를 다루는 이론적 교수·학습 감상

영역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산조 학습이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 국악인들과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3.2 국악창작 영역 학습 활동

국악창작 영역에서 다루는 활동을 교과서별로 분류해 본 결과 주어진

토리와 장단에 어울리는 가락 짓기, 주어진 장단에 변형 장단 만들기, 말

리듬 짓기, 신체표현하기,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음악 표현하기, 가사

바꾸기, 말붙임새 짓기, 음악극 구성하기, 시나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 만들기 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총 18종 교과서에서 제시하

는 국악 창작 활동 수31)는 총 163개이며 <표 7>32)은 교과서 별 학습

활동개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31) 이는 제재곡 수가 아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학습 활동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2) 분석에 사용된 출판사 기호는 위의 분석과 내용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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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내용 영역 활동 개수
비율
(%)

순위

주어진 토리와 장단에 어울리는 가락 짓기 34개 20.8 3위

<표 8> 창작 내용 영역 별 국악창작 학습 활동 개수

(d) 1 - 1 - 3 1 1 7개

(e) 3 1 3 - 6 - - 13개

(f) 3 4 1 - 4 - - 12개

(g) 2 1 2 1 6 - - 12개

(h) - - - - 1 - - 1개

(i) 1 1 2 - 3 - - 7개

(j) 2 - 2 - 1 - - 5개

(k) 1 3 4 - 4 1 - 13개

(l) 2 1 4 - 2 - - 9개

(m) 2 3 7 - 5 - - 17개

(n) 3 3 4 - 1 - - 11개

(o) 1 1 2 - 6 - - 10개

(p) 3 1 6 - 4 1 - 15개

(q) 2 - - - 3 - - 5개

(r) 2 3 3 1 - 1 - 10개

<표 7>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교과서는 17개의 국

악창작 학습 활동을 제시한 반면, (h)교과서는 1개의 국악창작 활동만을

수록하고 있다. 교과서 별로 국악창작 활동의 비중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으며 교과서에만 의지하여 수업을 재구성하기에는 한정된 내용으로 치

우칠 수 있어 다양한 학습 활동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은 위의 <표 7>을 바탕으로 창작 내용 영역 별로 국악창작 학습

활동 개수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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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장단의 변형 장단 만들기/말 리듬 짓기 24개 14.7 4위

신체표현하기 43개 26.3 2위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으로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4개 2.4 6위

가사 바꾸기/말붙임새 짓기/사설 바꾸기 52개 31.9 1위

음악극 구성하기 5개 3.0 5위

시나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만들기 1개 0.6 7위

위의 <표 8>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영역은 ‘가사 바꾸기’

위주의 활동으로 31.9%로 전체 창작 학습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며 민요의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바꿔서 불러보거나, 특정한

주제에 어울리는 가사를 말붙임새에 맞게 창작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표현하기’는 ‘가사 바꾸기’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는 창작 활동

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한다. 이는 주어진 장단에 어울리는 신체표현

을 하거나 가사에 어울리는 동작을 몸으로 표현하는 등의 지도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가락 짓기’, ‘변형 장단 만들기’, ‘음악극 구성하기’,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나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만들기’ 순으로 학습내용의 비중을 가진다.

이처럼 국악창작 영역을 다양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특정한 몇

개의 활동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바꾸기’와 ‘신체표현하

기’의 활동은 합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정작 선율과

리듬을 변화시켜 창작하는 활동은 비율의 순위를 매기자면 3,4위에 속하

게 된다. 대다수의 학습 활동이 국악의 전통적인 음악 어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말붙임새를 붙이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거

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와 국악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떠오르

는 생각과 느낌을 신체로 표현한다. 또한 가사 바꾸기나 신체표현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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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습 활동인 경우 기존의 곡의 음악적 요소를 변형시켜 전통적인

국악 어법을 몸소 체득하는 학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써 국악창작 활

동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음악의 체계인 장단과

가락, 전통 국악곡의 형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음악적 특징이 고려

되어야 한다.

4. 용어 정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4.1 음군

음군이라는 용어는 오용록33)의 “상여소리를 통해본 노래의 형성”에서

민요의 선율을 분석할 때 음계 혹은 선법이라고 칭하는 구성음 간의 분

명한 관계보다 ‘음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에서 출발하였다.

음군은 최소한의 선율을 이루는 음들의 집합체를 뜻하며 단순한 음들의

나열이 아닌 움직임을 동반한다. 본 논문에서 음군이라는 개념을 차용하

여 산조의 선율을 분석하는 데에 쓰도록 하겠다.

4.2 시김새

시김새란 선율을 이루는 음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음이나 잔가락을 일컫는다.34) 또는 소리의 변화를 동반한 어떤 음으

로 인해 변화된 음의 모양새를 뜻하기도 한다.35) 시김새의 종류로 크게

떠는 소리인 요성, 구르는 소리인 전성, 밀어올리는 소리인 추성, 흘러내

33) 오용록, “상여소리를 통해본 노래의 형성”, 한국음악연구, 30, 241-261.

34) 서한범, “시김새론”, 한국민속학회(1998), 30, 74-76.

35) 변미혜·한윤이·김희라, 『국악 용어 편수 자료집』, 민속원(2008),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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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소리인 퇴성 등이 있다. 다양한 시김새의 표기 방법이 있지만 본고

에서는 이재숙(1981)36)의 표기를 빌려 쓰도록 하겠다.

4.3 청

청은 국악에서 음역과 음높이를 조절하는데 기준이 되는 음을 말한다.

서양음악의 key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 음악에서 주로 산

조청, 민요청, 엇청, 본청, 생삼청 등으로 쓰인다.37) 청은 선율적인 구조

를 파악할 수 있는 선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육자배기조의 선법

구조를 분석할 때는 떠는 청, 본청, 꺾는 청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산조에서 기본 청은 제 6현 ‘징’ 줄 음인 c음으로 기보한다.

4.4 엇붙임38)

엇붙임이란 판소리에서 사설과 장단 사이의 결합 양상에 말을 붙인 붙

임새의 용어 중 장단의 박에 사설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긋나게 붙여진

것을 말한다. 선율선이 장단의 규칙성에서 벗어나 있어 3박자와 2박자의

리듬이 섞인 구조를 지칭한다. 엇붙임에는 완자걸이, 잉어걸이, 교대죽

등을 포함한다.

4.5 완자걸이

완자걸이는 엇붙임의 종류 중 하나로 3소박 4박 장단에서 3·3 소박 구

조가 2·2·2 소박 구조로 바뀌어 기존의 박자 구조에서 강세가 바뀌는 형

태를 말한다.39) 완자걸이는 판소리나 산조에서 일시적으로 악곡의 변화

36)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은하출판사(1981).

37) 백대웅,『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구조』, 어울림(2004), p. 22-23.

38) 이규호, “판소리 붙임새 용어 연구”, 판소리연구, vol.3. (1992): 241-276. 엇붙임과 반

대되는 말로는 ‘대마디 대장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엇붙임과 달리 한 장단 안에서

규칙적으로 사설이 맞아떨어져 선율의 기본단위를 형성하는 붙임새를 말한다.

39) 변미혜·한윤이·김희라, 『국악 용어 편수 자료집』, 민속원(2008),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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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 때 리듬을 보다 당겨서 붙임으로써 다는 장단의 느낌을 더욱 생동

감 있게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중중모리 전반에 걸쳐 나타

나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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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 나타나는

창작법 고찰

서양음악의 창작 활동은 ABA형식과 같이 주어진 동기를 변화시키고

반복할 수 있는 틀이 주로 갖춰져 있다. 반면 국악에서는 전통음악의 특

성 상 구전심수(口傳心授) 방법으로 오래 세대를 걸쳐 다듬어지며 발전

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전통창작법이 상대적으로 적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창작 활동의 형식을 찾기 어렵다. 입으로 전해져 내

려왔던 전통음악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율자보·정간보 등의 기보법을 통

해 기록으로 남아 변작(變作)의 개념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기도 하고, 기존의 선율을 빌려서 쓰

거나 생략하는 등 시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모든 국악곡을 구체적으로 유형화 한 창작법을 찾기 힘들며

관련 자료도 부족하여 전통 창작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국

악사와 국악이론, 감상에 필요한 여러 국악의 음악 어법 등은 체계적으

로 교육에 반영되어 음악교육 안에서 비중에 맞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국악창작과 관련된 교육방법은 따로 명시되지 않아 교육과정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조선 후기 판소리와 시나위의 음악적 영향을 받아 기악독

주곡으로 재탄생한 산조에서 나타나는 창작법을 고찰하여 정리하고자 한

다. 산조는 일반적으로 전승자에 따라 나뉘는 유파별로 음악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가야금산조를 하나로 통틀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구성음

을 활용하는 방법, 박자를 활용하는 방법, 음악문단을 이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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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 선율의 음조직을 살펴보면 계면조·평조·우조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계면조 음계이며 이는 남도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김해숙, 1987).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 악조가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평조·우조·석화제·경드름

등 많은 악조가 나타난다. 산조의 생성과정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 판소리와 시나위의 음악 양식은 가야금산조의 악조와 깊은 관련이 있

다. 석화제·경드름·덜렁제 등의 악조는 판소리 명창들이 사설에 따라 개

발한 창법에서 나온 것으로 가야금산조에서도 고스란히 그 느낌을 살려

적용되어 전해진다. 이처럼 다양한 악조를 지닌 산조는 악장마다 공유되

는 악조가 있는가하면 어느 한 장단에서만 쓰이는 악조가 있다.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의 악장으로 구성된 모음

곡형식이면서 느린 속도의 진양에서 점점 빨라지며 박을 몰아가는 한 배

에 따른 형식을 취한다. 이보형40)에 따르면 산조에서 쓰이는 장단은 판

소리에서 비롯된 다양한 리듬형이 기악곡의 형식에 적용되어 나타난 것

으로 본다. 각 악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은 장단에 따라 다양

한 리듬형으로 변화되어 나타나 모음곡 형식인 산조에 음악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전통 정악곡 중에서도 영산회상의 경우 중영산에서

세영산, 가락덜이로 악곡이 파생됨에 따라 한 배가 짧아지면서 잔가락이

덜어지고 간단명료한 선율로 변화하는 창작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41)

이처럼 한 배가 빨라짐에 따라 장단의 리듬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두

개 이상의 악장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가락 및 중심음을 7개로 정리하

여 살펴보겠다.

40)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 : 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民族音樂學, Vol. 18 No.1, 1996), 131-148. 산조에서 쓰이는 장단이 진양, 중모리, 중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엇모리 등으로 구성되는 까닭은 시나위를 모태로

하여 판소리의 음악 양식을 받아들인 산조의 발생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판

소리와 산조의 리듬형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장단은 본

디 창우집단의 광대소리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장단으로 판소리 본래 장단이라고 정립

한 바 있다.

41) 박현경, “영산회상의 창작 기법을 활용한 국악 창작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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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면조 중 g-c´-(e´♭)-d´-c´ 의 가락 진행

<악보 1> 계면조 중 g-c´-(e´♭)-d´-c´ 의 가락 진행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악조는 계면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g-c´-(e´

♭)-d´-c´ 의 가락 진행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g는 굵게 떠는

청, c´는 본청, (e´♭)-d´는 꺾는 청으로 계면조의 기본적인 구성음과 기

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

리 등 모든 악장에서 공통되는 최다(最多)선율로 구성음이 같아 리듬형

이 변모되는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진양은 대체적으로 흘러내리는 시김새와 떨어주는 등 음의 변화가 많

은 기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악보에서는 맺고 푸는 장단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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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간단한 가락 진행으로 구성되어 6박 중 3박에서 계면조의 가

락임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중모리에서는 진양과 달리 비교적 장단의 빠르기가 빨라져 12박 모두

떨고 꺾고 본청으로 돌아오는 가락으로 채워지며 중모리 기본 장단 형태

로 나타난다.

중중모리에서는 본청의 한 옥타브 아래 음에서 떠는 청으로 도약한 후

한 번 더 도약하여 본래 본청으로 돌아오는 선율형을 지닌다. 리듬은 세

분화되어 동음을 반복함으로써 빠른 장단을 채워준다. 동음 반복의 효과

로 본청과 떠는 청이 강조되며 장단의 후반부에서는 꺾는 청 이후 본청

으로 맺는 부분이 이어져 g-c´-(e´♭)-d´-c´ 의 가락 진행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굿거리는 3소박에서 긴 음가와 짧은 음가, 짧은 음가와 긴 음가 순으

로 나타나는 굿거리의 기본적인 리듬형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제 3장단

에서는 떠는 청 아래 옥타브에서 꺾는 청이 등장하며 꺾는 청이 해결됨

과 동시에 한 번 더 꺾는 청이 나타나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

다. 제 4장단은 제 3장단의 떠는 청보다 옥타브 낮은 G음이 쓰인 것으로

보아 두 장단 안에서 넓은 음역대를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꾸밈음을 활용하여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간단한 리듬형의 장단감

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자진모리는 본청을 옥타브로 반복하면서 동시에 자진모리의 속도감을

더욱 증진시켜주는 엇붙임 형태로 나타나 음악적 고조를 같이 느낄 수

있다. 자진모리에서는 꺾는 청에서 바로 꺾어 내려오지 않고 e´♭ 음에

서 머물다가 내려오는 진행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장단을 계속 몰고 가

는 형태에서 종종 나타난다.

4박 장단의 휘모리는 산조에서 가장 빠른 악장으로 잔가락 없이 악조

를 가장 잘 나타내는 최소한의 구성음으로 곡이 구성된다. 간단한 리듬

형이 보여 지며 앞의 악장들과는 다르게 한 옥타브 위에서 계면조의 구

성음이 나타난다. 본청인 c´에서만 동음 반복이 주로 나타나고 나머지의

떠는 청과 꺾는 청에서는 본디 한 박 단위에서 가락이 간결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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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악장의 장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본청으로 끝나 맺어주는 기능을 하

며 꺾는 청과 떠는 청은 가야금 주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농현의 굵

기도 저마다 다르다. 같은 계면조의 가락 진행이라도 한 배에 따라 악장

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리듬형으로 바뀌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

다.

1.2 계면조 중 e♭ 동음 반복 형태

<악보 2> 계면조 중 e♭ 동음 반복 형태

진양, 중모리, 굿거리, 휘모리에서 찾을 수 있는 동음 반복의 가락 진

행으로는 c´ 본청 계면조에서 꺾는 윗음 e´♭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동음

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김새와 가야금 주법을 활용하고 있어 가

야금 산조만의 고유한 멋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동음을 지속

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음악이 점점 극적으로 향할 때 긴장감을 지속시

키기 위해 음악구조의 종결을 유예함으로써 곡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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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에서는 밀어올리는 주법, 흘러내리는 주법 등을 사용하여 똑같은

e´♭ 음일지라도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 특히 느린 박의 경우 세밀한

시김새의 표현이 가능하여 더욱 복잡한 리듬으로 나타낼 수 있다. e´♭

음을 지속시키고 있지만 마지막 박에서는 d´음으로 하행한 가락 진행을

보임으로써 독립적으로 e´♭음이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모리 제 8장단은 e´♭음 위에서 꾸며주다가 서서히 하행하는 진행을

중심으로 한다. 진양에 비해 동음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기능은 약하지만

계면조의 틀 안에서는 e´♭ 음을 바탕으로 본청을 향해 가락을 안정감

있게 끌고 간다.

굿거리 제 45-46장단 45장단은 연튀김 기법을, 46장단에서는 본음 아

래서 눌러 내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엇붙임의 형태로 동음이

반복되어 3소박 4박 장단이 기본형이 되는 굿거리에서는 가락과 장단 모

두 음악적으로 발전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휘모리에서는 앞의 장단에서도 나타났던 e♭음의 반복이 본청 한 옥타

브 아래의 음역에서 나타난다. 중모리와 비교했을 때 중모리 한 장단에

서 보였던 시김새 주법들이 휘모리에서 다시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계면조 중 c˝-b´♭-e˝♭ 의 가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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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계면조 중 c˝-b´♭-e˝♭ 의 가락 진행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에서 찾을 수 있는 가락 진행

중에는 c˝-b´♭-e˝♭의 반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면조에서 c

˝-b´♭-e˝♭은 악곡의 후반부에서 장단을 계속 달아갈 때 주로 쓰이며

해결되지 못한 긴장감을 끌고 가는 느낌을 준다. 유일하게 중모리에서는

한 옥타브 아래 음역대인 c´-b♭-e´♭에서 선율이 구성된다.

진양에서 나타나는 가락은 한 장단 안에서 표현되는데 다양한 가야금

주법으로 주요한 음들을 반복하여 내고 이를 흘러내리는 시김새와 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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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를 사용하여 장식한다. 진양 안에서 일정한 리듬형 없이 선율 중

심으로 길게 확대된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c˝-b´♭-e˝♭ 가락 중간에 여

러 사이음들이 추가되었다.

중모리 제 18-19장단은 보다 낮은 음역대에서 선율선이 나타나는데 본

청의 옥타브 아래에서 넓은 음역을 활용하여 본청과 꺾는 청이 제시되다

가 c˝-b´♭-e˝♭의 프레이즈가 점점 축소되면서 장단 안에서 호흡이 비

교적 짧아지고 빨라진다. 또한 중모리 12박의 한 박이 2분박으로 쪼개지

는 형태도 가락의 진행과 맞물려 나타나서 장단감을 느낄 수 있다. 동음

c˝를 반복해서 낼지라도 본 음 아래에서 눌러 밀어올리는 시김새로 음을

내거나 본음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주법이 교대로 나타나 연주법에 따라

같은 현이라도 음색이 달라지도록 표현한다.

중중모리는 더욱 다양한 리듬형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청

의 옥타브 아래에서 도약하며 중 c˝-b´♭-e˝♭의 구성음들을 한 번 나열

한 후 리듬형을 바꿔서 변화를 주며 반복한다. 이전까지 3·3·3·3의 대마

디 대장단의 붙임으로 나타났던 중중모리 리듬형이 제 14장단에서는

2·2·2·2·2·2의 엇붙임으로 쪼개지면서 규칙성이 어긋나 더욱 극적으로 향

해간다. 마지막 장단에서는 본디 가락에서 하행 진행하며 장단을 맺는다.

자진모리의 c˝-b´♭-e˝♭ 은 규칙적이고 일정한 3소박 리듬형에서 붓

점으로 중간에 사이음이 삽입된 2소박 리듬형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2소

박 리듬형은 한 장단에서만 출현하고 다시 3소박 기본형으로 풀어주어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휘모리에서는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의 3소박 4박 장단에서 나타났던 음

구성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2소박 2박 장단에서 표현될 수 있는 8분음표

중심의 리듬형으로 바뀌어 앞 악장들과 비교가 가능하다. 한 장단에서

크게 두 박씩 묶이며 동형진행의 리듬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c˝-b´♭-e˝♭의 진행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휘모리에서는 한 번만 나타나고 점차 하행하는 가락이 나타나 장단을 계

속 달아가는 느낌의 긴박감이 다소 약하다.

1.4 계면조 중 G-c-g-c´ 의 가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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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계면조 중 G-c-g-c´ 의 가락 진행

계면조의 가락에서 떠는 청과 본청의 옥타브 진행으로만 이루어진 프

레이즈 G-c-g-c´가 있다. 낮은 음역대인 ‘청-흥’과 중간 음역대인 ‘당-

징’이 연달아 나타나며 넓은 음역대를 오가는 선율이 제시된다. 이는 장

단을 새롭게 내거나 달기 위해 음악문단의 초반에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떠는 청과 본청의 반복은 그 다음에 나올 꺾는 청을 예비하는

부분으로 가락을 길게 늘이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창작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진양은 다른 악장에 비해 긴 음가로 이루어져 기본 중심 선율이 되는

골격음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장단의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옥타

브 아래부터 상행한 떠는 청과 본청, 떠는 청과 꺾는 청은 짧은 음가 다

음에 나타나 계면조 악조가 다른 악장에 비해 격렬하게 표현될 수 있다.

굿거리에서는 엇붙임의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잦은 꾸밈음의 사용

으로 리듬감이 드러난다. 중중모리처럼 촘촘하게 음을 구성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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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변청계면조 중 d´-g´-(b´♭)-a´-g´ 의 가락 진행

꾸밈음으로 옥타브 아래의 음역까지 구성되어 G-c-g-c´의 가락 진행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자진모리에서는 ‘G-c-g-g-c’의 음 진행이 반복적으로 장단 앞부분에

제시되어 선율이 전개됨에 있어 안정감을 주며 점차 음역과 계면조의 구

성음이 확대되는 짜임새 있는 진행을 보인다.

1.5 변청계면조 중 d´-g´-(b´♭)-a´-g´ 의 가락 진행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서 대부분은 계면조로 이루어졌다고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c를 본청으로 하는 계면조가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 c를 본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서 완전5도 위로 전조가 되며 청이 c´에서 g´로 바

뀌는 변청계면조가 나타난다. 떠는 청과 본청, 꺾는 청을 중심으로 가락

이 진행되면 d´-g´-(b´♭)-a´-g´로 나타낼 수 있다. 변청42)은 악곡 전개

의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나 음계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으로

42) 김혜정, “판소리 계면조의 일시적 변조 및 변청 연구”, 한국음악연구, vol. 52. (2012):

39-62. 산조의 생성과 전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판소리의 음악 양식에서 변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토리의 계면조를 수용한 판소리

의 경우 변청이 많이 나타나는데 음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또는 사설 내용이 변하거나

분위기를 변환시키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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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같은 계면조라도 청이 변함으로써 악곡의 분위기가 전환되

므로 빈번하지는 않지만 민속악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진양 제 126장단에서는 변청계면조에서 떨고 꺾는 가락이 제 1박과 제

2박에서 차례로 나오고 제 3박에서 한 번 더 빠르게 결합함으로써 강조

한다. 이후 본청 g로 제 4박부터 제 6박까지 반복하며 가락을 풀어준다.

굿거리 제 29-52장단에서는 떠는 청과 본청인 d´와 g´를 옥타브 아래

에서부터 반복하여 d-g-d´-g´의 가락 진행도 중복되어 나타난다. 진양과

다르게 꺾는 청의 출현이 비교적 적고 f´음이 새롭게 등장하며 떠는 청

을 밀어올리는 시김새를 사용하여 주법을 달리하는 표현 기법이 있다.

리듬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굿거리의 3소박 안에서 가락을

풀어주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6. 계면조 중 e´♭-d´-c´ 의 가락 진행

<악보 6> 계면조 중 e´♭-d´-c´ 의 가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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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한 배의 변화에 따라 장단의 리듬형이 달라지는 예시 중 e´♭

동음 반복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계면조의 정형화된 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g-c´-(e´♭)-d´-c’에서 꺾는 음 e´♭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종지

를 늦춤으로써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꺾는

청 e´♭에서 바로 꺾지 않고 본음 c´로 하행하기까지 d´음을 거쳐 가는

가락 진행으로 e´♭-d´-c´의 전개를 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 찾을 수 있

다.

중모리에서는 간단한 리듬형으로 한 박씩 짚어주듯이 가락을 전개하는

데 e´♭이 연달아 네 번 등장하지만 각각의 주법은 다르다. 본음 한 음

위에서 꾸밈음으로 본음을 장식하기도 하고 연튀김으로 연주하기도 하며

음을 반음 높여 내기도 한다. 제 7박에서는 e´♭을 강하고 짧게 눌러 g´

♭음에 이르기까지 전성하듯 굴려내는데 이후 본청으로 서서히 하행한

다.

3소박 4박 형태의 자진모리가 엇붙임의 다양한 형태를 거쳐

(2·2·2)·(2·2·2)로 나타난다. 본청의 한 옥타브 아래의 ‘흥’을 장단의 강박

에서 사용하며 짧은 프레이즈가 점점 길게 확대되는 양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e´♭-d´-c´의 진행이 두 번 반복되다가 e´♭에서 음을 눌러 f´음

까지 냈다가 다시 돌아온다. 제 163장단에서는 리듬이 더욱 분할되어 앞

의 장단과 같은 구성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음의 단순 반복 형태로 박을

빈틈없이 채워준다. 제 166장단에서는 박이 모두 일정하게 쪼개져서 e´

♭-d´-c´ 가락을 더욱 길게 늘여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평조 중 a´-g´-f´-g´ 의 가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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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평조 중 a´-g´-f´-g´ 의 가락 진행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에서는 계면조에서 평조로 변조되는 부

분이 있다. 계면조와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평조에서는 a´음과 f´음이 이

전과 다르게 자주 쓰이며 농현을 굵게 떠는 계면조에 비해 잘게 떠는 특

징을 지닌다. 계면조에 비해 꿋꿋하고 가벼운 느낌을 지닌다.

a´-g´-f´-g´의 가락 진행에서는 보통 g´에서 잘게 떨어준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에서 나타나는 평조가 시작되는 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a´음이 반복되며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후 f´음을 거쳐

g´에서 다시 음을 지속하는데 중모리와 굿거리에서는 f´음을 짧은 음가

로 내고 퇴성한다. 중모리와 굿거리는 거의 선율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

타나는데 12박 중모리에서 두 번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굿거리 한 장단에

서 한 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 배의 빠르기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굿거리에서는 a´-g´-f´-g´ 가락 진행 이후 c˝음으로 상행 한 후

a´-g´로 하행으로 진행한다. 주로 평조에서는 어떤 극적인 도약 진행이

드물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반복하는 것으로 음악 문단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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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음 진행 진양 중모리
중중
모리

굿거리
자진
모리

휘모리

계
면
조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평
조

O O O O

<표 9> 장단 별 악조에 따른 음 진행 분포 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구성하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

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악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가락을 중심으로 장

단에 따라 변화된 리듬형을 활용하여 악곡을 구성해나가는 방식을 살펴

보았다. 7가지로 분류한 음 진행은 산조의 여러 악장에서 제시되는 긴밀

한 음악적 유기성을 보여주며 악조에 따른 구성음과 시김새를 반영하고

있다. 장단 별 악조에 따른 음 진행의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모든 악장에 고루 나타나는 음 진행은 계면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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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d´-c´ 이다. 전형적인 계면조의 음 진행 방향과 떨고 꺾는

시김새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반복된다.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까지 장단에 따른

다양한 리듬꼴을 활용하여 g-c´-(e´♭)-d´-c´ 으로의 음 진행이 주를 이

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악장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음 진행은 c˝-b´-e˝♭이다. 이 선율 진행은 악곡의 후

반부에서 장단이 점차 최고조의 긴장 상태로 달아갈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복잡했던 선율은 단순화되며 계면조의 본청과 꺾는 음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c˝-b´-e˝♭의 진행을 반복하며 긴장감을 유지하는 부분이다.

이어서 다양한 시김새로 꾸며주며 e´♭ 동음을 반복하여 길게 진행하

는 부분도 연속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e´♭-d-c 로의 진

행은 꺾는 청에서 본청으로 하행할 때 e´♭음을 흘러내리는 기법을 사용

하거나 눌러서 f´음까지 낸 후 점차적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는 등

다양하게 음을 꾸며준다. 장단의 마지막 박에서는 늘 안정적인 본청 c´

로 돌아오는 형태를 취한다.

G-c-g-c´의 음 진행은 떠는 청과 본청을 옥타브 위에서 반복하며 넓

은 음역대에서 중심음이 펼쳐지는 부분으로 느린 장단의 악곡에서는 동

음을 반복하거나 끝 음을 길게 끌어주는 패턴으로 나타나며, 빠른 장단

에서는 간단한 리듬형으로 비교적 짧은 프레이즈로 묶여 반복된다.

계면조의 기본 진행인 g-c´-(e´♭)-d´-c´ 에서 완전5도 위로 청이 바

뀌어 g음 본청 계면조로 가락이 진행되는 d´-g´-(b´♭)-a-g 는 진양과

굿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청계면조로 음역대가 한층 높아지면서 곡

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분위기의 변환으로 긴박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평조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가락의 진행은 a´-g´-f´-g´ 으로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에서 나타난다. 이는 계면조의 기본 청보다 조

금 높은 음역대에서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며 전개된다. a´에서 f´로 다시

g´로 향하는 음 진행이 큰 뼈대를 이루고 중간에 a´와 f´의 사이음으로

g´가 삽입되는 형태를 보인다. 중모리와 굿거리에서는 동형진행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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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형의 반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2. 박자를 활용하는 방법

2.1 한 배가 빨라짐에 따라 장단의 리듬형을 변화시키는 방법

산조와 판소리는 진양부터 휘모리까지의 장단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설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장단의 순서가 바뀌는 판소리와 다

르게 산조는 느림에서 빠름으로 한 배가 빨라지는 순에 따라 연주한다.

악장 별로 빠르기도 다르지만 박자의 구조도 다르므로 중심이 되는 리듬

의 기본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산조의 내드름은 선법을 통해 음조직을 나타내며 본청과 기본 박을 일

러주는 역할을 하여 연주 시 고수와 한 배를 맞추기도 한다. 장단 별 기

본적인 음악적 특징을 제시해주는 내드름을 분석하여 한 배가 빨라짐에

따라 장단의 리듬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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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장단 별 내드름 가락

<악보 8>의 장단 별 내드름 가락을 비교해보면 각 내드름의 장단 구

성은 다르지만 진양부터 휘모리까지 뚜렷한 리듬 차이를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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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양은 ♩.를 기준으로 6박이 한 장단이 되어 내드름의 각 첫 박을 중

심으로 가락이 진행된다. 첫 박과 다섯 번째 박에는 밀어올리는 시김새

가 나타나며 세 번째 박에서는 감아내는 시김새로 가락의 단조로움을 피

한다.

중모리는 ♩을 기준으로 하는 12박 장단 구조로 첫 장단에서는 비교적

긴 음가인 2분음표와 4분음표가 주를 이루는 반면, 두 번째 장단에서는

8분음표로 분할된 음가에 계면조의 기본 구성음인 떨고 꺾는 청이 추가

되어 가락이 어느 정도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중중모리는 3소박 4개가 모인 장단으로 진양, 중모리와는 다르게 처음

내는 장단의 시작부터 첫 박에서 짧은 음가가 강세에 오는 당김음 형태

의 리듬이 나타난다. 3소박이 16분음표로 분할되어 달아가는 진행이 내

드름 두 번째 장단에서 나타나며 세 번째 장단에서는 완자걸이 붙임 형

태의 2소박 리듬형이 전개된다. 이는 기본 장단의 3소박 형태를 벗어난

엇붙임의 리듬 패턴이 악장 전반에 걸쳐 전개될 것을 암시한다.

굿거리는 ♩♪ 리듬 형태의 3소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3소박 중에

서도 마지막 소박에 꾸밈음이 자주 등장하여 흥청거리는 굿거리장단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중중모리와 빠르기는 비슷하지만 중중모리에 비해

리듬이 분할되거나 붙임새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진모리는 중중모리와 굿거리와 박자 구조는 같으나 다소 빠르기가

빨라져 더욱 단순한 리듬이 나타난다. ♩. 리듬만 전개되는 첫 장단을 시

작으로 세 번째 장단에서 중중모리와 같은 완자걸이 리듬형이 나타나지

만 이내 다시 기본형 리듬 구조로 맺어진다.

휘모리는 4/4로 표기되지만 2소박 2박 구조로 기본적인 형태의 리듬만

제시된다. 변화된 리듬형이 거의 없고 8분음표의 리듬이 연달아 나타나

며 동음이 반복되는 가락이 전체에 걸쳐 진행된다.

진양에서 휘모리까지 산조의 장단 별 내드름을 분석해 본 결과 진양,

중모리의 느린 장단에서는 다양한 시김새의 표현으로 리듬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박의 강세에 따라 정확하게 짚어주는 특징을 보인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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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에 이르러 리듬이 잘게 쪼개지며 강세가 2소박 단위로 바뀌고 자

진모리와 휘모리의 빠른 장단에서는 기본적인 리듬형만 제시되어 다시

간단하고 단순한 리듬형으로 각 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엇붙임의

기본적인 형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엇붙임을 사용하는 방법

산조와 판소리의 음악적 근원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장

단의 구성과 그에 따른 리듬형에서 찾을 수 있다. 판소리에서 붙임새란

사설과 장단을 결합하는데 나타나는 리듬의 모양새를 말한다.43) 붙임새

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설이 매 박에 주박(主拍)에 규칙

적으로 붙는 형태를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하며, 사설이 한 장단의 주박

에 맞아떨어지지 아니하고 앞 장단의 중간부터 시작하여 뒷 장단의 중간

까지 붙는 형태를 ‘엇붙임’이라고 일컫는다(이보형, 1977).

엇붙임은 사설이 붙는 형태에 따라 잉애걸이, 완자걸이, 밀붙임 등으로

분류되는데 산조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을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다소 어려

워 본 장에서는 중중모리 악곡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완자걸이만을 분석

한다. 완자걸이는 3소박 장단에서 리듬의 변화를 주기 위해 2소박으로

리듬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붙임새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소박 단위로 묶어서 완자걸이

리듬형을 설명한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중중모리 제 1-2장단

43) 이규호, 위의 글, 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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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중중모리 제 1-2장단

중중모리 제 1-2장단에는 나타나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3·3·3·3/

3·2·2·2·3 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중중모리 장단의 내드름 가락으로서 기

본 장단을 제시해주는 장단의 첫 부분에서부터 완자걸이 리듬형이 나타

난다. 가야금 주법에서 2소박으로 연달아 나타나는 완자걸이 형태를 확

인할 수 있는데 연튀김 기법으로 동음을 반복한 후 2도 상행하는 선율선

과 오른손 주법의 손가락 번호도 동일하게 제시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다. 중중모리에서는 다양한 리듬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16분

음표로 잘게 쪼개지는 리듬이 연달아 구성된다.

2.2.2 중중모리 제 24-25장단

<악보 10> 중중모리 제 24-2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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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 제 24장단의 붙임새는 2·2·2·3·3으로 주요 음인 ‘흥’, ‘당’, ‘징’

에서 동음 반복되면서 완자걸이 2소박 리듬형으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주 기법이 제 25장단의 중간에서 나타나 3·2·2·2·3의 붙

임새로 이어진다. 제 24-25장단에서는 완자걸이 리듬형이 16분음표가 연

달아 분할되는 리듬형으로 나타나며 점차 상행하거나 하행하며 가락을

달아가는 부분이 주를 이룬다.

2.3 가락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법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는 하나의 가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리듬형으로

전개하고 발전시키며 악곡을 구성해나가는 특징이 있다. 이 가운데 제시

된 가락이 축소되거나 길게 확대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악곡을 전승하고 개작하는 데 있어 기존의 가락을 단순화하

기도 하고 확대하여 모방하는 등 선율 차용 기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 『봉황음 1·2·3의 악곡구조 연구』44)에 따르면 봉황음 1에서 2를 만

들 때 간음을 생략하거나 반복선율을 단순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이 쓰였

고, 봉황음 2에서 3을 만들 때에는 음 시가를 변화시키거나 선율을 혼합

하여 변형하는 등의 방법이 쓰였다. 산조에서도 한 악장 안에서 나타나

는 가락 확대·축소의 창작법을 예시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3.1 중중모리 제 12-14장단

44) 윤혜진, “봉황음 1·2·3의 악곡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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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중중모리 제 12-14장단

중중모리 제 12-14장단에서는 대마디 대장단의 붙임새에서 완자걸이붙

임에 이르기까지 악구가 잘게 쪼개지며 점점 긴장을 고조시키는 극적 표

현력을 보여준다. 중중모리의 기본적인 리듬형은 3소박을 한 박으로 하

여 3·3·3·3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B>부분의 중심음 c˝음과 b´♭음에서

e˝♭음으로의 진행을 <A>부분과 비교했을 때 짧은 악구로 맺고 있어

<A> 리듬형이 <B>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다. 중심음을 소박 기준으로

묶는다면 <A>를 3소박이 확대된 6·6으로 제시할 수 있다. 6·6의 리듬형

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B>에서 3·3·3·3으로 가락이 축소되고 이

를 다시 2소박 형태로 나뉘어 <C>에서 한 층 더 축소된 형태인

2·2·2·2·2·2로 발전된다. 전체적으로 c˝-b´♭-e˝♭의 선율 구도가 명확하

게 제시되어 <C>부분의 엇붙임 리듬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3.2 자진모리 제 115-12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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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자진모리 제 115-120장단

자진모리 제 115-116장단에서 <A>부분의 리듬 붙임새를 살펴보면 휘

모리의 2소박 2박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튀김 기법으로 중심음을

반복하여 하행하는 구조로 가락이 진행되는데 <A>부분은 12소박의 자

진모리장단이 4소박으로 묶이면서 동형진행으로 두 장단이 전개된다.

<B>와 <C>부분은 한 장단 안에서 엇붙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가락이 장단에 따라 맺어지지 않고 리듬형이 점차 짧아지며 연속적으

로 등장하여 하나의 악구가 네 장단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B>부분에서 3소박 리듬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장단의 첫 시

작부터 제시되지 않고 장단의 중간에서 시작되어 엇붙임의 형태로 이어

진다. 붓점을 포함한 3소박과 규칙적인 8분음표로 쪼개지는 3소박이 번

갈아가며 나타나 장단 구성의 안정감을 준다. 이는 <C>부분에서 2소박

으로 분할되어 더욱 짧은 악구로 변화한다. 자진모리 제 115-120장단은

가락이 점차 축소되는 장단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2.3.3 자진모리 제 160-167장단



- 59 -

<악보 13> 자진모리 제 160-167장단

위에서는 악곡 안에서 가락을 축소시키는 방법의 예를 살펴보았다면

반대로 가락을 점차 확대시키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자진모리 제

160-167장단에서는 장단의 박을 소박으로 쪼개어 리듬형을 분석하기 보

다는 악구의 발전 양상을 가락의 확대 구성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진모리는 악곡 안에서 한 배가 빨라지며 리듬이 점차 단순화되는 특징

이 있다. <A>부분은 c´음 본청을 중심으로 먼저 옥타브 아래에서 휘어

쳐올리는 구성으로 c´음을 반복한다. 자진모리 리듬의 붙임새를 분석하

면 2·2·2·2·2·2로 제시할 수 있지만 자진모리의 빠르기를 감안하여 한 배

라는 음악적 호흡을 기준으로 한다면 <A>부분은 6·6으로 묶을 수 있다.

<B>부분에서는 <A>부분보다 종지감 없이 동음 반복이 더욱 길게 진행

되어 한 장단을 하나의 악구로 본다. <B>에서는 동일한 선율이 두 번

반복된다. <C>부분은 4소박으로 묶이는 리듬형의 반복이 연달아 나타나

세 장단까지 이어지는 가락이 확대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C>안에서 4

소박으로 묶이는 e´♭-f´ 의 진행이 세 번 반복되고 점차 하행하며 본청

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서 다는 장단이 비교적 긴 음가로 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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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한 배가 빨라짐에 따라 장단 별로 특징

적인 리듬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내드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그 중에서도 중중모리는 내드름부터 완자걸이 리듬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소박 단위의 엇붙임이 악장 전체에 고루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듯이 장단이 달아가며 16분음표로 다양하게 분할되는 리듬형이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3. 음악문단을 이조하는 방법

3.1 옥타브를 활용하는 방법

가야금 산조에서는 하나의 선율적 단락이 옥타브 위에서 전개되거나 혹

은 옥타브 아래에서 나타나며 음악문단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선율이 전개되어도 음역에 따라 가야금의 구음이 다르듯이

음색 또한 다르므로 옥타브로 이조하는 방법도 곡을 변화시켜 형성한 창

작법의 하나로 보겠다. 옥타브로 음악문단을 이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

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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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진양 제 3-4장단과 제 6-7장단

위 악보를 비교해보면 진양의 제 3-4장단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 제

6-7장단에서 반복하는데 가락뿐만 아니라 연튀김과 전성, 퇴성등의 가야

금 주법이나 시김새도 거의 동일하다. 두 번째 장단에서는 가락이 추가

되거나 덜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제 6-7장단 마지막 두 박에서는 앞의 장단과 달리 잔가락이

덜어지고 맺는 리듬형으로 간단하게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3.1.2 중모리

<악보 15> 중모리 제 3장단과 제 3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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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굿거리 제 7-8장단과 제 23-24장단

중모리 음악문단의 이조는 위의 진양에서 나타난 것과 다르게 가락을

그대로 옮겨오지 않고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 3장단과 제 37

장단 앞부분의 구성음은 동일하나 농현과 전성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고

가야금 주법에서도 연튀김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모리 제 37

장단 뒷부분은 제 3장단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진행되는데 가락과 장단

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성음을 분석해보면 b´♭-e´♭을 중심으

로 점차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g´로 향하는 음악적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굿거리

굿거리에서 나타나는 옥타브를 활용한 이조는 제 7-8장단과 제 23-24

장단에서 보여 진다. 3소박 4박 장단의 굿거리는 진양에서부터 한 배가

빨라져 왔기 때문에 한 장단 안에서 음악적 흐름을 가늠하기보다는 두

장단을 묶어서 비교함이 적절하다. 제 7장단에서는 가야금의 가장 낮은

음역대인 ‘청-흥-둥’에서 가락이 진행되었는데 제 23장단에 이르러서는

한 옥타브 위인 ‘당-징-땅’에서 가락이 반복되고 있다. 제 7장단 두 번째

소박과 제 8장단 열두 번째 소박에서는 떠는 시김새를 표기한 반면 제

23-24장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앞의 장단에 비해 제 23-24장단의 리

듬형도 간소화된 것으로 보아 시김새와 같이 가락을 꾸며주는 장식적 기

능을 배제하고 점차 장단을 맺어주는 부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옥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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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자진모리 제 13-14장단과 제 45-46장단

를 활용한 이조는 앞 장단에만 해당하며 뒤에 이어지는 장단은 동일한

음역대에서 반복한다.

3.1.4 자진모리

자진모리 악장 제 13-14장단의 가락은 맺는 리듬형으로 음악문단이 종

결할 때 마다 자주 등장한다. 제 45-46장단에서는 한 옥타브 아래로 이

조되어 나타나는데 마지막 두 박에서 동음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한 옥타

브 아래에서는 4도 아래로 리듬이 분할되며 변화되었다.

3.1.5 휘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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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휘모리 제 6-10장단과 제 11-16장단

휘모리에서는 다른 악장에 비해 비교적 긴 악구가 옥타브 아래로 이조

되어 나타났다. 악보를 살펴보면 이조된 장단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의 음악적 단락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동음을 반복하며 상행

하는 가락이 추가되면서 한 장단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제 11-16장단

이 옥타브 아래로 이조되면서 리듬이 더욱 분할되고 음을 반복하는 형태

가 잦아 음악적 진행을 점점 긴장감 있게 발전시킨다.

3.2 완전4도 위로 이조하는 방법

백대웅(2004)45)의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구조』를 살펴보면 민속음

악의 선법적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판소리에서 어떤 길이 청만 변하는

45) 백대웅,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구조』, (어울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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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진양 제 37장단과 제 87장단

형태를 ‘전조’로 보고 어떤 길이 다른 길로 변하는 형태를 ‘변조’라고 일

컫는다. ‘전조’에서 청만 변한다는 것은 길은 변하지 않고 중심음만 바뀌

어 구성음과 시김새의 기능은 같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변조’란 계면길

에서 우조길로 바뀌듯이 구성음과 선법의 구조가 모두 바뀌는 것을 말한

다. 산조는 판소리의 선법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음악적 맥락을 같이

하므로 본고에서는 전조의 개념을 차용하여 완전4도 위에서 이조되는 구

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3.2.1 진양

진양 제 37장단에서 c´가 계면조의 본청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제 87장

단에서는 f´를 본청으로 한 완전4도 위로의 이조가 나타난다. 제 37장단

에서는 떠는 청이 첫 박에 제시되는 반면 제 87장단에서는 떠는 청이 나

타나지 않고 꺾는 청과 본청을 중심으로 가락이 전개된다. 또한 제 87장

단에서 본청 f´를 잘게 떨어주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두 장단 모두 본

청이 주를 이루는 가락이며 다양한 시김새를 가지고 본청을 꾸며주어 똑

같은 음을 낼지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진양의 깊은 표현력을 요하는 부분

이다.

3.2.2 자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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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자진모리 제 145-146장단과 제 188-189장단

자진모리에서 나타나는 완전4도 위로의 전조는 음악적으로 고조되는

흐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청과 떠는 청을 중심으로 옥타브를 넘나들며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가 전반적인 선율 구조이다. 제 145-146장단에서는

d´를 떠는 청, g´를 본청으로 한 하나의 악절을 짧은 악구로 나누어 반

복한다. 제 188-189장단에서는 이전에 본청이었던 g´가 떠는 청으로 바

뀌고 새롭게 c˝가 본청이 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다양한 장단의 엇붙임

형태에 따라 가락의 구조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선율의 골격을 이루는 계

면조의 본청과 떠는 청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완전4도 위로 이조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3 완전4도 아래로 이조하는 방법

전통음악의 창작법 중 원곡을 완전4도 아래로 이조시켜 새로운 곡이 파

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악기의 제한된 음역대로 인해 음역을 높여서 변형

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평조회상은 현악영산회상보다 4도 아래의

음역으로 이조되어 파생된 경우로 여기에 속한다. 가야금산조에서도 모

든 가락이 그대로 이조되지 않고 악기의 구조를 고려하여 완전4도 아래

로 이조한 후 한 옥타브 위로 올려서 나타낸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3.3.1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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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진양 제 74장단과 제 112장단

진양 제 74장단에서는 e♭을 중심으로 밀어올리는 시김새, 흘러내리는

시김새 등을 활용하여 주음을 꾸며주고 있다. 이를 진양 제 112장단에서

는 완전4도 아래로 내린 음역이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한 옥타브

올린 음인 b♭에서 거의 동일한 가락 진행을 보이고 있다. 세밀한 리듬

형과 각 음에 배치된 시김새까지 거의 일치한다. 위와 같은 가락은 대체

적으로 하나의 음악적 단락이 맺고 난 후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내는

장단에서 주로 나타난다.

3.3.2 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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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굿거리 제 1-4장단과 제 49-52장단

굿거리의 처음 시작 부분인 제 1-4장단은 g를 떠는 청으로 c´를 본청

으로 하여 두 음을 중심으로 가락이 전개된다. 굿거리의 기본형이 잘 나

타나는 부분으로 비교적 간단한 리듬형 사이사이에 동음의 장식음이 꾸

며주는 역할을 하여 장단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는 제

49-52장단에서 계면조가 변청으로 바뀌면서 완전4도 아래 본청 g로 변

형된 형태로 전개된다. 제 49장단에서는 앞의 가락과 다르게 본청인 g´

가 먼저 나타나고 다음 장단에서 떠는 청인 d´와 본청 g´이 등장한다.

세 번째 장단에서 꺾는 청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며 제 49-52장단은

보다 넓은 음역에서 옥타브를 넘나들며 선율이 전개된다.

3.3.3 휘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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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휘모리 제 1-4장단과 제 71-74장단

휘모리 제 1-4장단과 제 71-74장단은 각각 계면조와 우조가 시작하는

내는 장단에 속한다. 제 1-4장단의 구성음은 본청인 g를 중심으로 상행

하는 진행을 보인다. 제 71-74장단은 d´-f´-g´-d´의 진행으로 이루어져

본청은 완전4도 차이가 나지만 악조가 달라 완전히 이조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내는 장단에서 옥타브로 이루어지며 동음을 반복하는

부분은 휘모리의 2박 장단의 기본형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공통점이 있

다.

지금까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 나타나는 창작법을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는 중중모리를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안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중중

모리의 짧은 악곡 안에서 전통 창작법을 모색하기에는 한정적이고 유형

화하기 어려워 산조 전 악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전 악장에서 공통적으로 전개되는 가락

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7개의 주요 구성음 중에서 6개

의 가락이 계면조에 해당하며, 1개는 평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중심 선

율은 세 개 이상의 악조에서 반복적으로 쓰였는데 이는 여러 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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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산조가 세대를 거쳐 발전되면서 서로 음악적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보인다.46) 이외에도 여러 악조가 다양하게 등장하였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뚜렷한 가락의 발전 양상을 보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시켰다.

박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조에서 여러 악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이 같은 가락

일지라도 한 배가 빨라짐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 배가

빨라질수록 간단한 리듬형으로 간소화되며 다양한 시김새로 꾸며진 복잡

한 리듬에서 중심음 위주의 기본 리듬으로 추려진다.

중중모리, 자진모리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엇붙임인 완자걸이 리듬형은

3소박 중심의 기본적인 3·3·3·3 리듬형에서 3·2·2·2·3/ 2·2·2·3·3/

2·2·2·2·2·2 등 다양한 리듬형으로 분할될 수 있다. 장단 안에서 음악적

고조를 향해 달아갈 때 중심이 되는 가락이 소박을 기준으로 점차 쪼개

져서 짧은 악구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장단에 의해 맺음 없이 연속적으로

음형을 반복하여 가락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를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악장 안에서 음악문단이 옥타브, 완전4도 등의 음

정 간격을 두고 다른 음역에서 그대로 이조되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

는 진양부터 휘모리까지 전 악장에 고루 쓰이는 창작법으로 시김새의 생

략, 종지형의 변화만 있을 뿐 선율을 그대로 옮겨 모방하는 방식을 주로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46) 김보경,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형성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본 논문에 따르면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악장 별로 완성된 시기가 다르다. 중

중모리는 초기, 굿거리와 엇모리는 중기,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는 중·후기에 대부

분이 완성되었으며 진양조는 후기에 많은 비중이 추가되며 완성되었다. 시기별 특징

과 공통 선율을 분석하여 산조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적 확장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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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중모리를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국악곡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음악 어법이 교육적으

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조를 활용한 창작수업 지도방안을 모

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세기부터 전승되며 여러 명인들에 의해 다

듬어지고 발전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바탕으로 선율과 장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창작법을 고찰하였다. 산조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을 취하

여 진양에서부터 휘모리에 이르기까지 악장 별 장단의 빠르기를 달리한

다. 그리하여 한 배에 따라 달라지는 장단의 리듬형, 악조의 변화, 가락

의 축소 및 확대, 음악문단의 이조 등을 분석하였다. 위 분석을 토대로

가야금산조 중 중중모리 악곡에 나타난 선율과 장단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지도 계획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

다.

1. 중중모리의 선율과 리듬 유형

1.1 중중모리의 선율 유형

중중모리 가락은 반복되는 악구 없이 다양한 리듬형과 시김새로 늘 새

롭게 제시된다. 그 중에서도 내드름 세 장단과 중중모리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계면조 악조의 중심 선율, 중중모리의 뒷부분을 구성하는 평조의

중심 선율을 대표적으로 추려내어 선율을 이루는 주요한 음군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1.1 중중모리 계면조 중심 선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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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중중모리

계면조 음군(1)

<악보 24> 중중모리 계면조 중심 선율(1) 예시

중중모리의 내드름 세 장단을 살펴보면 제 1장단에서는 g음이 연속적

으로 출현한다. 옥타브 아래 ‘청’에서 g음인 ‘당’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제 2장단 첫 박까지 g음으로 이어진다. 계면조 악조에서 떠는

청으로 분석되는 g음은 제 2장단에서 점차 하행하며 g음의 옥타브 아래

G음까지 이르렀다가 본청 c음으로 종지한다. 제 3장단에서도 밀어올리는

주법을 사용하여 c음을 강조하다가 G음에서 잠깐 머무르다 마찬가지로

c음으로 종지한다.

이를 음군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크게는 g-c-G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제 2장단에서 본청에 이르기 전에 출현하는 꺾는 음도 내드름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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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중중모리 계면조 중심 선율(2) 예시

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래의 두 번째 음군으로 분석할

수 있다.

1.1.2 중중모리 계면조 중심 선율(2)

<악보 27> 중중모리

계면조 음군(2)

중중모리는 제 31장단 중 제 1장단부터 제 26장단까지가 계면조로 이

루어져 있다. 앞서 분석한 창작법 중 구성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설명

한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악조는

계면조다. 중중모리에서도 대다수의 장단에서 c´음을 본청으로 하는 계

면조의 선율 유형이 나타난다. 특히 장단을 맺을 때 c´음을 반복하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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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중중모리 평조 중심 선율 예시

지하는 특징적인 종결구가 자주 등장한다.

다음은 g음을 떠는 청으로, c´음을 본청으로, (e´♭)-d´음을 꺾는 청으

로 하는 계면조의 중심 선율을 유형화한 것이다. 먼저 주를 이루는 최소

한의 음군은 g-c´로 볼 수 있다. 내드름에서도 두 음을 중심으로 중중모

리 장단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반적으로 장단이 맺어질 때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서 g-c´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장단이 달아갈

때 가락이 확장되면서 (e´♭)-d´음이 추가된다. 확장된 두 번째 음군은

가락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다는 가락이 덧붙여지면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꺾는 음 이후에 본청으로 마무리되는 계면조의 중

심 선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장단 안에서 전개되는 세 번째 음군

은 제 5장단, 제 24장단이며 보통 여러 장단에 걸쳐서 가락이 전개되며

여러 삽입음이 추가되고 변형되면서 나타난다.

1.1.3 중중모리 평조 중심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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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중중모리 평조

음군

중중모리 제 27장단부터 제 31장단까지는 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평조

는 g음을 본청으로 하는 d´-e´-g´-a´-c˝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져 계면조

와는 다르게 도약보다는 순차 진행이 주로 나타난다. 떨고 꺾는 시김새

가 계면조만큼 두드러지지 않으며 거뜬거뜬한 느낌으로 곡의 분위기를

한층 가볍게 만든다.

평조에서 처음으로 내는 장단인 제 27장단은 a´음을 중심으로 동음 반

복하는 형태로 가락이 진행되다가 본청으로 하행한다. 이전까지의 계면

조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a´음이 평조의 첫 장단부터 강조되어 악조의 변

화된 느낌을 더 살린다. 제 28장단에서는 c˝음까지 도약한 후 점차 하행

하여 a´음을 거쳐 다시 본청 g´음으로 마무리되는 가락이 등장한다. 장

단이 달아갈수록 평조에서는 3소박 4박 장단의 주박을 규칙적으로 살린

구조로 중요한 음들이 등장하며 d´-e´-g´-a´-c´의 음들이 고루 전개된다.

위에서 분석한 중중모리의 선율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중중모리 악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계면조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되는

두 개의 중심 선율 유형과 평조에서 나타나는 선율 유형이 있다. 이는

가락의 움직임 속에서 반복되는 음들의 연결 빈도수와 보다 긴 음가로

진행되는 음을 기준으로 음군이 발전되는 양상을 정리하였다.

중중모리의 선율 유형을 세 가지로 간추려서 살펴보니 가락의 진행에

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음군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주요 음들로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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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락이 발전되면서 음역이 넓어지고 음 간의

움직임이 빈번해지며 점차 달아갈 때는 동음이 반복되며 주요 음들을 강

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장단이 맺어질 때는 본청으로 종결하여 하

나의 음악적 단락이 마무리된 느낌을 준다.

1.2 중중모리의 리듬 유형

중중모리는 3소박 4박 장단의 산조 장단 중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리

듬형을 지녀 매 장단마다 새로운 리듬형이 제시된다. 매번 새롭게 분할

되는 리듬의 유형이 다소 까다롭다고 판단하여 본 장에서는 중학교 학생

들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로 조절하여 리듬을 유형화시키고자 한다.

3소박 단위의 대마디 대장단으로 분할되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 분할

형태를 먼저 설명하고, 중중모리의 리듬적 특징인 2소박 단위의 완자걸

이 리듬형이 중중모리 악장에서 쓰이는 예를 살펴보며 몇 가지로 추려서

나열해보겠다. 마지막으로 ♩.를 기준으로 하는 3소박 리듬형과 ♩를 기

준으로 하는 2소박 리듬형을 분류하여 뒤에서 제시할 국악창작 지도방안

에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1.2.1 3소박 구조에 따른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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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소박 구조에 따른 리듬 분할

다음은 중중모리 장단의 3소박 구조에 따른 기본적인 리듬 분할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를 기준으로 ♩와 ♪의 2소박 대 1소

박으로 먼저 나눌 수 있으며 2소박을 한 번 더 분할한 소박단위  리

듬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소박을 16분음표로 분할하면 마지막 리듬 유

형으로 쪼개진다. 3소박 구조의 리듬형은 대마디 대장단의 기본적인 리

듬형으로 보통 중중모리 장단 첫 시작에 내는 부분과 장단이 마무리되는

종결 악구인 맺는 장단에서 주로 나타난다.

1.2.2 2소박 구조에 따른 완자걸이 리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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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 완자걸이 리듬형 붙임새

<표 10> 중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완자걸이 리듬형

<그림 2> 완자걸이 리듬형의 기본 구조

위 <그림 2>는 중중모리 장단의 완자걸이 리듬형의 기본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3소박 두 개가 2소박 세

개로 나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완자걸이 리듬형이 앞, 중간, 뒤에 각각

쓰이는 경우가 있다.

중중모리는 3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엇붙임의 형태 중

3소박이 2소박 단위로 묶이는 완자걸이 리듬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총

31장단 중 13장단에서 완자걸이 리듬형이 쓰이며 이 장단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대부분의 리듬형이 16분음표로 잘게 쪼개진다

는 것이다. 가야금으로 연튀김 주법이 가능하여 동음 반복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완자걸이 리듬형은 3소박 4박 기본형의 장단 구조가 2소

박 단위로 강세가 바뀌면서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장단이 달아갈

때 완자걸이 리듬형을 활용함으로써 계속해서 가락이 이어지는 느낌을

주며 기본형에서 벗어난 장단이 곡의 생동감을 더한다.

다음은 중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완자걸이 리듬형 13장단을 나열하고 장

단에서 강세가 바뀐 부분을 표시하고 소박 단위로 붙임새를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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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제 2장단 3·2·2·2·3

제 3장단 2·2·2·3·3

제 4장단 2·2·2·3·3

제 7장단 3·2·2·2·3

제 8장단 2·2·2·3·3

제 14장단 2·2·2·2·2·2

제 17장단 3·3·2·2·2

제 20장단 2·2·2·3·3

제 21장단 3·2·2·2·3

제 24장단 2·2·2·3·3

제 25장단 3·2·2·2·3

제 26장단 3·2·2·2·3

제 27장단 3·2·2·2·3

중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분류하며 발견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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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자걸이 리듬형은 주로 장단이 연달아서 나타난다. 제 2, 3, 4장

단과 제 7, 8장단, 제 20, 21장단, 제 24, 25, 26, 27장단을 살펴보면 장단

이 달아가거나 가락의 흐름이 곡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때 계속적으

로 쓰인다. 중간에 맺어주는 리듬형은 제 2, 3장단과 제 20, 21장단에서

만 보이고 나머지 장단에서는 계속해서 다음 가락으로 넘어가는 16분음

표 위주의 리듬형이 주를 이룬다.

둘째, 완자걸이 리듬형은 3소박 두 개와 2소박 세 개가 어우러지는 리

듬형이 대부분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붙임새는 3·2·2·2·3으로 완자걸

이 리듬형이 가운데에 위치한 형태이며 13장단 중 여섯 장단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붙임새는 2·2·2·3·3으로 완자걸이 리듬형이

앞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다섯 장단에 쓰인다. 3·3·2·2·2와 2·2·2·2·2·2의

붙임새는 각각 한 번씩 나타난다.

셋째, 완자걸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리듬형은 16분음표로 동등하게 리

듬이 분할되는 이다. 에서 변형된 리듬으로

이 줄곧 나타나는데 앞의 리듬형과는 다르게 마지막 소박에

서 퇴성이 종종 쓰여 시김새가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

중모리 장단은 시김새를 더욱 풍부하고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양

장단에 비해 빠르기가 빨라 짧은 음가에서의 시김새의 사용이 한정적이

다. 따라서 잘게 분할한 리듬으로 몰아가다가 비교적 긴 음가에서 농현

이나 퇴성을 쓸 수 있는 것이다.

1.2.3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 유형화

중중모리 장단에 사용되는 리듬 유형은 크게 3소박 리듬과 2소박 리듬

으로 나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창작 활동에서 중

중모리 리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박 기준으로 리듬을 분류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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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리듬 변형 리듬

3소박(♩.)

2소박(♩)

<표 11>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 유형화

위의 <표 11>은 소박 기준으로 동등하게 분할되는 리듬형을 ‘기본 리

듬’으로 하고 소박의 일부만 분할되거나 붓점, 당김음 등의 변화된 리듬

을 ‘변형 리듬’으로 구분하였다. 중중모리 악곡에서는 <표 11>의 리듬보

다 훨씬 복잡하게 분할되는 리듬형이 많이 쓰이지만 중학생의 수준에서

의 리듬 창작을 고려하여 <표 11>의 리듬까지만 제한하고자 한다. 지도

방안에서는 <표 11>을 적절히 활용하여 2소박의 리듬형 세 개가 모여

완자걸이 리듬형이 되며, 완자걸이 리듬형과 3소박 리듬형 두 개가 모여

하나의 중중모리 장단이 구성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

중중모리 장단 구조에 따른 리듬형은 중중모리 악곡이 3분이 채 안 되

는 짧은 악곡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소박 리듬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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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유형 예시 리듬 유형 예시
선율과 리듬을 결합한 유형

예시

<표 12> 중중모리 선율 유형과 리듬 유형의 결합 예시

할되며 2소박 구조에 따른 완자걸이 리듬형으로 인해 변화가 많다는 특

징을 지닌다. 장단이 달아갈 때 16분음표로 잘게 쪼개지며 연속적인 동

음 반복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중중모리 장단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각각 분석한 중중모리의 선율과 리듬 유형을 결합시키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2>는 계면조 중심 음군(2)와 중중모리 3소

박 기본 리듬과 변형 리듬을 참고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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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나타나는 선율 유형 예시는 계면조 중심 음군(2)의 선율

유형을 두 음으로 추려지는 간소화된 선율부터 떠는 청과 본청, 꺾는 청

이 모두 제시되는 선율까지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구성음의 조

직을 달리하여 기존 선율의 진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율 유형 7개를 만

들어 제시하였다.

리듬 유형은 중중모리의 기본적인 3소박 구조의 리듬만을 예시로 활용

하였다. 기본 리듬부터 변형 리듬까지 중중모리의 리듬적 특징인 16분음

표로 음가가 분할하는 특징을 살리고자 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리듬에서

복잡한 리듬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3소박 두 개를 연달아 나타낸 부분은

장단이 달아갈 때의 가락 진행을 고려하였다.

선율과 리듬의 유형을 결합한 예시는 중중모리 리듬에 계면조 중심 음

군을 적용하여 중중모리의 선율적, 리듬적 특징이 모두 드러나도록 나타

낸 것이다. 우선 시김새를 모두 적용하여 계면조의 떠는 청, 본청 그리고

꺾는 청까지 구성음의 역할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앞서 중중모리의

창작법 고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분할된 리듬에서는 동음을 반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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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주제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핵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
요소

장단, 장단의 세, 다는 장단, 맺는 장단, 리듬, 내드름, 시김

새, 한 배의 변화 등

<표 13> 중중모리를 활용한 국악창작 지도방안의 단계 설정

로써 장단이 달아갈 때 빈번하게 쓰이는 창작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중모리 악곡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진양, 중모리, 굿거

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의 리듬형 분석은 향후에 계획하도록 하겠다. 이

처럼 계면조와 평조 악조에 따른 중심 음군과 소박에 따른 리듬 유형을

분류한 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중중모리 리듬창작 지도방안 설

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국악창작 지도방안의 단계 설정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업을 총 4차시로 나누어 단계

별로 국악창작 활동의 주제와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표로 제시하였다.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1차시에는 중중모리 악곡을 감상하며 산조의

전반적인 음악 요소를 학습하고 장단의 구조에 따른 리듬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중중모리 악곡의 특징을 익힌다. 2차시부터는 본격적인 창

작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중모리를 활용한 리

듬 창작, 가락 창작을 따로 구성하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K-pop을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는 활동으로 4차시를

구성하여 중중모리의 구성과 특징을 인지하고 새로운 음악에 적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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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할 수 있

다.

학습
활동

- 중중모리 내드름을 감상하며 기본형 리듬형과 완자걸이

리듬형을 비교해본다.

- 다양한 리듬형을 가락의 달고 맺는 장단에 맞게 분류한

다.

- 중중모리 내드름을 감상하며 시김새의 위치와 각 장단

별 중심음을 찾아본다.

2차시

주제

완자걸이 리듬형을 이해하고 만들어 표현하기

중중모리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

의 리듬 창작하기

핵심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
요소

장단, 장단의 세, 리듬, 대마디 대장단, 엇붙임, 완자걸이,

다는 장단,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 등

학습
목표

완자걸이 리듬형의 특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다.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의 리듬을 창

작할 수 있다.

학습
활동

- 중중모리 악곡에서 장단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완자

걸이 리듬형을 찾고 완자걸이와 같은 엇붙임의 쓰임새와

기능을 이해한다.

- ‘한강수타령’을 감상하며 완자걸이의 형태를 비교하며 감

상한다.

- 중중모리 다는 장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리듬분할 형

태를 주어진 주사위 도안에 적어 리듬형 주사위를 만든다.

-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을 리듬 창

작한다.

- 리듬 창작한 중중모리 두 장단을 장구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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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주제
중중모리 가락을 완전4도 위로 가락 이조시키기

중중모리 가락에 노랫말 붙이기

핵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
요소

장단, 가락, 말붙임새, 악조, 시김새, 여러 가지 음색, 리듬,

완자걸이 등

학습
목표

주어진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킬 수 있다.

중중모리 가락의 붙임새에 맞는 새로운 노랫말을 붙일 수

있다.

학습
활동

- 중중모리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킨다

- 이조한 가락과 원가락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 모둠별로 악곡을 이조함으로써 나타나는 곡의 변화를

자유롭게 토의한다.

- 중중모리 가락의 붙임새에 맞는 새로운 노랫말을 붙인

다.

- 엇붙임 형태에 따라 어울리는 노랫말 붙임새를 찾는다.

4차시

주제 K-pop 노래를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기

핵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
요소

장단,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 말붙임새 등

학습
목표

주어진 K-pop 노래의 한 부분을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

꿔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활동

- 중중모리 빠르기와 비슷한 K-pop을 선정하기

- K-pop 노래에서 중요한 구성음들 추려내기

- 추려낸 구성음들을 바탕으로 중중모리의 다양한 리듬형

을 활용하여 중중모리 장단으로 음 구성하기

- 모둠별로 만든 새로운 K-pop을 장구 반주에 맞춰 장단

감을 느끼며 불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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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표현의 즐거움
대
상

중1-3

학
습
주
제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장
소

음악실

차
시

1/4

학
습
목
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할 수 있다.

학
습
자
료

컴퓨터, 음원, 악보, 가야금, 장구, 활동지 등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동기유발

- 전 시간에 학습한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감상하며 중중모리 장단의 빠르기를 무릎장단을 치

며 몸으로 체득한다.

- 판소리에서 중중모리 장단은 어느 대목에서 주로 쓰

이는지 알고 장단 개념을 이해한다.

◈ 학습 목표

-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

상할 수 있다.

7´

*교사는

되도록

장구로

반주한다.

전
개

◈ 활동 1 내드름 감상하기

-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를 감상하기 전에

중중모리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박자, 빠르기, 장단 들려주기 등)

- 중중모리 내드름을 감상하며 무릎장단으로 중중

10´ [음악적

감성 역량]

*음원

3. 단계별 지도 계획

3.1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 88 -

모리장단을 익힌다.

- 다양한 리듬형을 손뼉을 치며 불러보면서 익히

도록 한다.

◈ 활동 2 다는 장단, 맺는 장단에 맞게 분류하기

- 여러 가지 리듬형을 다는 장단과 맺는 장단에 맞게

분류한다. 다는 장단은 계속 가락이 이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리듬이 분할되거나 역동적인 장단감이 느껴

지는 리듬형을 사용하는 반면, 맺는 장단은 다소 긴

싯가의 리듬형이나 분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3

소박의 기본 리듬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

다.

◈ 활동 3 내드름, 시김새 알기

- 산조에서 내드름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한다.

- 내드름 가락을 감상하며 시김새의 위치를 찾고 각

시김새의 종류와 기능을 학습한다.

◈ 활동 4 가락의 흐름과 장단감을 느끼며 감상하기

- 중중모리를 감상할 때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뉘어

한 모둠은 가슴 높이에서 손으로 가락의 흐름을 따

라가며 신체표현하고 다른 한 모둠은 손뼉을 치며

중중모리 리듬형을 표현해본다.

- 리듬형을 표현하거나 혹은 무릎장단으로 연주한

다.

- 중중모리 장단을 연주할 때는 9번째 박 강세에 유의

하여 장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0´
´

5´

10´

*활동지

[음악정보

처리 역량]

*활동지

*판서

[음악적

소통 역량]

*음원

정
리

◈ 평가하기

- 다양한 중중모리 리듬형을 장단의 달고 맺는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 교사가 준비한 형성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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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평가에서 제시하는 시김새 중 시김새의 종류와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른다.

◈ 정리하기

- 산조에서 중중모리 빠르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중에서 가운데에 속하며 보통 빠르

기로 사람의 보통 걸음걸이와 속도가 비슷하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숙지한다.

- 다음 차시에서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새롭게 배우고

다양한 리듬형을 활용하여 리듬창작 활동을 할 것이

라고 예고하며 오늘 배운 중중모리 리듬형을 다같이

불러보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5´

단
원

표현의 즐거움
대
상

중1-3

학
습
주
제

완자걸이 리듬형을 학습하고

다양한 리듬형을 활용하여 리듬창작하기

장
소

음악실

차
시

2/4

학
습
목
표

완자걸이 리듬형의 특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다.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의 리듬을 창작할 수 있

다.

학
습
자
료

컴퓨터, 음원, 악보, 주사위 도안, 가야금, 장구, 활동지 등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3.2 완자걸이 리듬형을 학습하고 다양한 리듬형을 활용하여 리듬창작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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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유발

- 지난 시간에 배운 중중모리 장단을 내드름 부분을

감상하며 무릎장단으로 연주해본다.

- 중중모리 장단으로 리듬형을 교사가 재구성하여 대

마디 대장단과 엇붙임 중 완자걸이 리듬형의 박자

를 신체표현의 걸음걸이로 표현해본다.

- 음악실을 한 바퀴 돌며 대마디 대장단에서 각 박에

강세를 주어 걸음걸이에 일정한 리듬패턴이 생기도

록 하고 완자걸이 리듬에서 강세가 바뀌는 것을 유

의하며 신체표현한다.

◈ 학습 목표

- 악곡에서 완자걸이 리듬형의 특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다.

-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을 창

작할 수 있다.

5´

[음악적

소통

역량]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학급

전체가

신체표현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개

◈ 활동 1 완자걸이의 뜻과 기능 이해하기

- 완자걸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소리의 붙임새 학

습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지도한다.

-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완자걸이의 뜻을 설명하고 악곡 안에서 완자걸이가

쓰일 때 리듬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활동 2 완자걸이 리듬형 찾기

- 중중모리 악곡을 감상하며 완자걸이 리듬형을

찾는다.

- 중중모리의 내드름인 제 1-3장단과 제 12-14

장단을 위주로 감상한다.

- 완자걸이 리듬형이 중중모리 장단의 앞에서, 중간

에서 쓰이는 경우를 각각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말

5´

8´

[음악정보

처리

역량]

*음원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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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으로 불러봄으로써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완자걸이 리듬형이 대마디 대장단의 장단과 비교했

을 때 강세의 위치가 달라짐을 학습한다.

<악보 30> 중중모리 감상 악곡 예시

◈ 활동 3 ‘한강수타령’을 감상하며 완자걸이 리듬 비

교하기

- 중중모리 장단의 완자걸이 리듬형의 다른 예를 살

펴보기 위해 민요 ‘한강수타령’을 악보를 보며 감상한

다.

- 교사는 완자걸이 리듬형이 눈에 띄도록 다른 색깔

로 표시해둔다.

-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완자걸이와 리

듬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7´ [음악적

감성

역량]

*음원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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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한강수타령 악보

◈ 활동 4 리듬형 주사위 만들기

<그림 3> 리듬형 주사위 도안 예시

10´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활동지

* 주 사 위

도안에 기

본 리듬형

과 완자걸

이 리듬형

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유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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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로 지난 시간에 정리한 다는 장단의 리듬형

과 오늘 학습한 엇붙임 리듬형을 가지고 주사위 도안

에 골고루 적어 리듬형 주사위를 만든다.

◈ 활동 5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

단 창작하기

- 리듬형 주사위를 굴려 나온 리듬형을 가지고 중중

모리 두 장단을 창작한다.

- 마지막 마디는 맺는 장단으로 교사가 간단한 리듬

형으로 제시해준다.

- 완성된 중중모리 장단을 장구를 활용하여 연주한

다.

<악보 32> 리듬창작 예시 악보

10´ *활동지

정
리

◈ 평가하기

- 퀴즈를 통해 다음 중 제시된 가락에서 붙임새에 따

른 강세가 바르게 표시된 것을 고른다.

◈ 정리하기

- 중중모리 악곡에 완자걸이 리듬형이 사용되면서 나

타나는 효과를 토의해보고 곡을 짜임새 있게 구성

하기 위해 다양하게 쓰이는 엇붙임의 기능을 정리

한다.

- 다음 시간에는 중중모리 가락을 이조시키는 활동을

할 것을 예고하며 ‘이조’의 개념을 학습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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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표현의 즐거움
대
상

중1-3

학습
주제

완전4도 위로 가락 이조시키기

중중모리 가락에 노랫말 붙이기

장
소

음악실

차
시

3/4

학습
목표

주어진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킬 수 있다.

중중모리 가락의 붙임새에 맞는 새로운 노랫말을 붙일 수 있다.

학습
자료

컴퓨터, 음원, 악보, 가야금, 장구, 활동지 등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전 시간에 배운 중중모리의 장단과 리듬적 특징

을 학생들이 상기시킬 수 있도록 교사가 질문하

고 학생들의 대답을 판서로 적으며 중중모리의

리듬적 특징을 강조한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군밤타령’을 가야금으로 연

주할 때 가야금을 조율하여 청을 다르게 했을

때 중심음과 음역이 달라지는 예시를 직접 들려

준다.

5´ *가야금

*장구

3.3 완전4도 위로 가락 이조시키기/ 중중모리 가락에 노랫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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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e♭중심 군밤타령

<악보 34> a♭중심 군밤타령

- 판소리, 산조 등에서 음악문단을 이조하는 이유

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한

다.

◈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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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킬 수 있다.

- 중중모리 가락의 붙임새에 맞는 새로운 노랫말

을 붙일 수 있다.

전개

◈ 활동 1 중중모리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하

기

- 중중모리 가락 중 계면조 악조 일부분을 오선보

를 활용하여 완전4도 위로 이조하여 그린다. 이

때 악조의 구성음을 파악하고 완전4도 위로 이

조시켰을 때의 구성음과 비교한다.

- 계면조의 떠는 음과 꺾는 음, 시김새의 위치도

함께 이조시켜 음역은 달라졌지만 음의 구성과

기능은 변하지 않음을 인지시킨다.

<악보 35> 중중모리 제 4-5장단

<악보 36> 중중모리 가락 이조 활동

◈ 활동 2 이조한 가락과 원가락을 비교하여 감상

하기

- 학생들은 이조한 가락과 원가락을 구음으로 불

러보고 교사는 가야금으로 비교하여 연주하여

학생들이 중심음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8´

7´

[음악

정보처리

역량]

*활동지

[음악적

감성 역

량]

*가야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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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악기의 구비 여건이 마땅하지 않은 학교

는 대체할 수 있는 국악기 어플 등을 준비하도

록 한다.)

<악보 37> 완전4도 이조한 가락

◈ 활동 3 모둠별로 악곡을 이조함으로써 나

타나는 곡의 변화를 자유롭게 토의하기

- 모둠별로 가락을 이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곡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토의해보고 정리한다.

- ex. 원가락은 구음으로 불러보기에 음역대가 매

우 낮아 힘들었다면, 이조시킨 가락은 부르기 수

월하다.

- 나아가 완전4도 아래로 혹은 옥타브 위로 이조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본다.

◈ 활동 4 중중모리 가락에 풍속화에 어울리는 새

로운 노랫말 붙이기

-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는 풍속화를 모둠별

로 제시하여 모둠별로 완전4도 이조시킨 두 장

단의 중중모리 가락에 새로운 노랫말을 붙인다.

<풍속화 예시>

5´

10´

국악기

*활동지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활동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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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상

(3점)

중

(2점)

하

(1점)

중중모리의 리듬형을 정확하

게 이해하였는가?

<표 14> 모둠평가지 예시

a. 김홍도-무동

b. 김홍도-타작

c. 신윤복-쌍검대무

d. 김홍도-포의풍류도

- 이 때 지난 시간에 배운 완자걸이 리듬형을 이

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엇붙임에 따라 달라지는

리듬의 강세에 유의한다.

◈ 활동 5 모둠별로 새로운 가사를 붙인 중중모리

가락 발표하기

- 모둠별로 주어진 풍속화에 어울리는 가사를 붙

인 가락을 발표하고 가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부른다.

- 해당 모둠이 중중모리 가락을 부를 때 모둠별

한 명은 장구로 중중모리 장단을 반주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 중중모리 장단을 잘 이해하였는지, 풍속화에 어

울리는 가사를 붙였는지 모둠평가지를 작성하며

음악적 비판적 사고를 기른다.

10´
[자기관리

역량]

*활동지

*모둠평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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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화에 어울리는 가사 내

용을 수반하는가?

중중모리 리듬형에 적절한

말붙임새로 가사를 붙였는

가?

(리듬, 강세에 유의)

악곡의 흐름에 맞게 중중모

리 장단을 장구로 반주할 수

있는가?

중중모리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새로운 가사로 노래할

수 있는가?

점수

정리

◈ 평가하기

- 중중모리의 장단의 완자걸이 리듬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맞은 노랫말을 붙였는지 자기평가지

와 상호평가지를 작성하며 스스로 평가한다.

◈ 정리하기

- 다른 전통 악곡에서도 가락을 이조시키는 형태

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과 가야금, 해금 등의 국

악기가 악기의 구조 상 이조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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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표현의 즐거움
대
상

중1-3

학
습
주
제

유행하는 K-pop 노래를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기

장
소

음악실

차
시

4/4

학
습
목
표

중중모리 리듬형의 특징을 살려 k-pop 노래의 한 부분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학
습
자
료

컴퓨터, 음원, 악보, 가야금, 장구, 활동지 등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동기유발

- 민요를 소재로 편곡한 K-pop 동영상을 감상하고

어떤 음악요소의 변화가 있었는지 유추해본다.

Ex. 문명진-군밤타령

(www.youtube.com 참고)

<악보 38> ‘문명진’의 군밤타령

- 위의 ‘문명진’의 군밤타령은 3소박 4박의 원곡을 2

10´ *컴퓨터

*음원

3.4 K-pop 노래를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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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 4박 구조로 편곡하였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 박자(4/4), 리듬(붓점, 셋잇단음표), 조성(D Major),

음색(전자키보드, 베이스) 등 서양 음악 요소에 맞

게 구성되어 있다.

- 위의 예시는 민요를 대중가요로 편곡한 사례지만

반대로 K-pop을 우리나라 고유의 장단에 맞춰 바

꾸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 학습 목표

- 주어진 K-pop 노래의 한 부분을 중중모리 리듬형

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전
개

◈ 활동 1 중중모리 빠르기의 K-pop 선정하기

- K-pop 중에서 중중모리 빠르기와 비슷한 템포를

지닌 곡을 고른다.

Ex. 볼빨간사춘기-좋다고 말해

<악보 39> ‘볼빨간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 활동 2 K-pop 곡에서 중요한 구성음들 추려내기

- 모둠별로 선정한 곡의 노래 8마디 중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음들을 추려낸다. 중요한 구성음들을

5´

7´ [음악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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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려내는 기준은 가락의 진행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선율의 흐름을 고려한다.

<악보 40> ‘좋다고 말해’ 중심음 예시

◈ 활동 3 중중모리 리듬형을 활용하여 중중모리 장

단으로 만들기

- 추려낸 구성음들을 바탕으로 중중모리의 다양한 리

듬형을 활용하여 중중모리 장단으로 음을 구성한

다.

- 지난 시간에 만든 중중모리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

한다.

- 이 때 중중모리의 특징을 먼저 나열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동음 반복, 리듬 분할 기법 등이 있다.

<악보 41> ‘좋다고 말해’ 중중모리 리듬형 예시

◈ 활동 4 중중모리 리듬형에 맞게 가사 바꾸기

- 중중모리 리듬형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로 기존의 가

10´

5´

역량]

*활동지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활동지

*리듬형

주사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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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바꾸어 표현한다. 리듬의 구성과 강세를 고려

하여 가사를 붙인다.

◈ 활동 5 새롭게 만든 중중모리 장단의 K-pop을 장

구 반주에 맞춰 장단감을 느끼며 부르기

- 모둠별로 만든 중중모리 장단의 새로운 K-pop을

불러본다. 이 때 장구 반주의 중중모리 장단에 맞

춰 장단감을 느끼며 부르도록 한다.

10´
[자기관리

역량]

*장구

정
리

◈ 평가 및 정리하기

-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

는 K-pop을 우리나라 음악 어법에 맞게 대중적인

음악 요소와 전통적인 음악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3´ [문화적

공동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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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악창작 지도가 우리 음악의 전통적인 창작법에서부터 출

발하여야 국악의 고유한 음악적 특징을 살리는 진정한 우리 음악다운 창

작 수업이 될 거라는 기대 하에 민속악 중 높은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산조를 활용하여 국악창작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산조 중에서

도 연주 방법이 다소 쉽고 교사가 직접 연주하며 가르치기에 적합한 성

금연류 가야금산조를 택하였으며 전 악장을 모두 다루기에는 악곡의 길

이가 매우 길고 복잡하여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지도방안을 구상하였다.

산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창작법을 고찰하고 정리하여 창작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차시에

걸쳐 단계별로 국악창작 지도방안을 구현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하였다.

제 2장에서는 2009,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국악창작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을 현행 교과서의 국악창작 학습 활동과

분석하며 새로운 지도 방향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국악창

작 활동의 대부분은 민요를 활용한 가사 바꾸기나 토리 음계로 가락 짓

기, 변형 장단 만들기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우리 음악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즉흥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 기악곡을 중심으로 한

창작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음악 어법을 감상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창작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국악을 즐길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3장에서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에 나타나는 창작법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박자를 활용하는 방법,

음악문단을 이조하는 방법 등의 창작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단 간

의 음악적 통일성을 구축시키는 대표적인 계면조, 평조 선율 유형을 찾

을 수 있었고 한 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리듬형을 살펴볼 수 있었

다. 하나의 장단 안에서도 옥타브, 완전4도 간격으로 음악문단이 이조되

어 전개되는데 기존의 가락을 차용하여 음을 덜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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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법을 활용하여 변화를 주며 발전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중중모리의 선율과 리듬을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

도록 명료하게 유형화시켰으며 위에서 밝힌 창작 기법을 토대로 학생들

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우리 음악 어법을 잃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맞

춰 지도방안을 구상하여 설정하였다. 감상을 포함한 가창·기악·창작 활동

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내용과 산조에서 나타나는 창

작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교안의 기준으로 삼았다.

제 1차시는 중중모리를 감상하며 다는 장단과 맺는 장단에 따른 리듬

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장단과 가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내드름의 역할과 시김새의 표현법을 익히며 창작 활동

을 하기에 앞서 산조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제 2차시는 중중모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완자걸이 리듬형을 학

습하고 다양한 리듬형을 활용하여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을 창작하는 방

안으로 구상하였다.

제 3차시에서는 주어진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킴으로써 선율을

차용하여 모방창작에 적용하는 산조의 창작법으로 수업방안을 연구하였

다.

제 4차시는 중중모리의 학습에 대한 전이가 이루어지게끔 K-pop의 일

부분을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는 활동으로 창작 지도방안을

선택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에 걸맞게 우리 문

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한다.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악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선

행되고 있지만 국악창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우리 음

악 어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종종 서양 음악의 창작

기법을 국악창작 영역에 그대로 흡수하여 생기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통음악의 특성을 반영하고 악곡이 만들어진 음악 양식을 철저

하게 국악사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들이 음악교육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비교적 연구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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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중중모리를 수업에 활용한 지도방안에 그쳤지만 산조의

각 악장마다의 창작법을 분석하여 음악교육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우리 음악 어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국악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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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차시 학습자료

2. 2차시 학습자료

3. 3차시 학습자료

4. 4차시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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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장단         맺는 장단

부록1 OO중학교 2학년 반 이름 :

► 주제 :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학습 목표 :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감상할 수 있다.

1. 중중모리의 내드름을 감상하며 새롭게 제시되는 리듬형을 모두 찾아

악보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총 몇 개의 다양한 리듬형이 나타나는지 쓰

시오.

<중중모리 중 내드름>

             

2. 중중모리의 다는 장단과 맺는 장단 분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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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OO중학교 2학년 반 이름 :

► 주제 : 완자걸이 리듬형 학습

다양한 리듬형을 활용하여 중중모리 악곡 완성하기

학습 목표 : 완자걸이 리듬형의 특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다.

리듬형 주사위를 활용하여 중중모리 두 장단의 리듬을 창작

할 수 있다.

1. 중중모리를 감상하며 완자걸이 리듬형을 악보에서 찾아 분류해봅시다.

<중중모리 제 1-3장단>

<중중모리 제 12-1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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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에 사용되는 완자걸이 리듬형

2·2·2·3·3 3·2·2·2·3 3·3·2·2·2

2·2·2·2·2·2

2. 민요 ‘한강수타령’을 완자걸이 리듬형에 유의하며 감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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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주사위 도안을 활용하여 리듬형 주사위를 만들어봅시다.

4. 리듬형 주사위를 굴려 나온 리듬형을 가지고 중중모리 두 장단의 리

듬을 창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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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OO중학교 2학년 반 이름 :

► 주제 : 중중모리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키기

중중모리 가락에 노랫말 붙이기

학습 목표 : 주어진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킬 수 있다.

중중모리 가락의 붙임새에 맞는 새로운 노랫말을 붙일 수 있

다.

1. 오선보를 활용하여 주어진 중중모리 가락을 완전4도 위로 이조시켜

봅시다. (시김새 모두 표시하기)

<중중모리 4-5장단>

2. 모둠별로 악곡을 이조함으로써 나타나는 곡의 변화를 자유롭게 토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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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모둠별로 주어진 풍속화 중 하나를 골라 주어진 두 장단의 중중모리

가락에 조선 후기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랫말을 붙여봅시다.

<김홍도-무동> <김홍도-타작> <신윤복-쌍검대무> <김홍도-포의풍류도>

<중중모리 12-1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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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상

(3점)

중

(2점)

하

(1점)

중중모리의 리듬형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

가?

풍속화에 어울리는 가사 내용을 수반하는가?

중중모리 리듬형에 적절한 말붙임새로 가사

를 붙였는가?

(리듬, 강세에 유의)

악곡의 흐름에 맞게 중중모리 장단을 장구로

반주할 수 있는가?

중중모리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새로운 가사

로 노래할 수 있는가?

점수

4. 모둠평가지를 작성하며 중중모리 장단을 잘 이해하고 창작 활동에 적

용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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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OO중학교 2학년 반 이름 :

► 주제 : K-pop 노래의 한 부분을 중중모리 리듬형으로 바꿔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중중모리 리듬형의 특징을 살려 k-pop 노래의 한 부분을 바

꿔서 표현할 수 있다.

1. 모둠별로 주어진 K-pop 악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을 추려서

오선보에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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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

긴 음가

2소박 2박

동음 반복

리듬 분할

2. 위의 K-pop 악곡을 중중모리 장단에 맞게 바꾸기 전, 지난 시간에 배

운 중중모리의 음악적 특징을 모두 찾아서 연결 해 봅시다.

3. K-pop 악곡에서 추려낸 음을 토대로 중중모리 리듬형을 활용하여

중중모리 장단으로 바꿔 표현해봅시다.

(중중모리 리듬형 주사위 참고)

완자걸이

리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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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s of the Composition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on the Gayageum Sanjo of

Seong, GeumYeon School :

Focusing on the Middle School 1-3

Grades

Garam, Bae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ive education is needed as a way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ho meet the needs of creative express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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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music. If we express it as Korean traditional music, we can

educate it as a citizen who has a responsibility to cherish our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we can develop a sense of accepting various

cultures and values widely.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s the smallest part among

the contents of music education. The main activity is to make songs

with folk songs or to transform Jangdan. These activities have not

been fully revealed the traditional music characteristics, but have

applied the musical elements of Western music.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s and formulates Sanjo's creative

method that accommodated and developed Pansori and Sinawi's

musical phrases, and suggests the teaching methods of the

composition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to the level suitab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range of the study is restricted to Jungjungmori of the

Gayagum Sanjo of Seong, GeumYeon School because there are so

many cases that can be generalized to analyze the entire movement.

However, in the analysis section that examines the creative method

applied to the study, we sought to find out many samples evenly in

the entire movement.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revised curriculum of 2009 and 2015, I

set educational direction and learning method related to Korean music

contents. Besides I analyzed the textbooks of the revised middle

school in 2009, and reviewed the parts that should be complemented

creative activities by Korean music.

The creative method that appeared in the Gayageum Sanjo of

Seong, GeumYeon School was divided into the method of using

constitutive sound, the method of using beat, and the method of

transposing music paragraphs. Based on this method of crea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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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the teaching plan of creating Korean music using

Jungjungmori over the 4th period.

In the first plan, students appreciate Jungjungmori beating jangdan.

In the second plan, students understand Wanjaguri rhythm and make

new rhythm of Jungjungmori jangdan by using rhytmn-styled dice.

In the third plan, students shift Jungjungmori to perfect 4 degrees

and write lyrics. In the fourth plan, students express K-pop songs to

Jungjungmori rhythm. I suggest to guide creative integrated class

from appreciation to usage for everyday life step by step.

In this study, I　 expect that students can express their ideas by

creative techniques in Sanjo, understand our traditional music

appropriately and also develop our traditional music with great

interest. Moreover, I suggest to research Gukak creative curriculum

and methods actively, which students can be familiar with traditional

music and the traditional music techniques of Gukak can not be lost

for learning and teaching.

keywords : Gayagum Sanjo, Jungjungmori, Korea traditional

music techniques, creative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15-2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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