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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三竹琴譜(1842)는 가곡, 보허사, 여민락, 영산회상, 가사, 시조 등 방대한 악곡이 수록되

어 있다. 또한 다른 고악보에서는 보기 어려운 많은 변주선율이 병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지금

까지 삼죽금보에 전하는 변주선율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변주선율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삼죽금보에 전하는 다양한 변주선율을 분석하여 그것에 내재된 의미와 성격을 밝

히기 위한 시도로서 변주선율의 구조 방식을 비롯하여 그 변주선율이 과거와 당대 그리고 이후의 

변천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민락과 가

곡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1. 변주선율은 본 선율을 4 또는 7괘로 타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2. 변주선율이 둘 이상인 경우, 대체로 그 중 하나는 옥타브 위, 아래 수직적 이동으로 변주하

는 사례가 많으며 이 때에는 역괘법이 쓰인다.
3. 본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그 변주선율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4. 변주선율이 본 선율 또는 현행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본 선율에 비해 변주선

율이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구한 경향이 나타난다.

 *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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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조에서는 대체로 2괘가 쓰인 악곡에는 변주를 기피한 것을 알 수 있다. 2괘로 타는 부분

을 변주하더라도 옥타브로 이조하는 단순한 형태를 띤다. 계면조에서는 2괘 또는 3괘가 쓰

이는 악곡이나 선율에는 변주를 기피하는 양상을 띠며, 5괘로 타는 부분에서의 변주도 적

은 편이다. 
6. 역괘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변주선율이 적다. 
7. 여민락 7장 중 1․5․6장에는 변주선율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1장

은 매우 느린 데다 역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특별히 2괘가 자주 쓰이는 점, 5장도 1장 

다음으로 2괘가 많이 쓰이는 점, 6장은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괘로 

타지만, 끝에 2괘로 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변주선율의 유무 또는 빈도의 정도에 

있어 2괘법 사용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8. 가곡에서는 우조보다 계면조에서 변주가 많이 이루어진다(예: 우롱과 평롱의 차이). 우조

와 계면조 가곡 모두 대여음에서 가장 다양한 변주선율이 등장한다.

【주제어】삼죽금보, 변주선율, 역괘법, 여민락, 가곡, 우조, 계면조

1. 서론

三竹琴譜는 이승무(李升懋)가 1842년에 엮은 거문고 악보이다. 전체 116장

(232면)으로 서문과 범례를 비롯하여 가곡, 보허사, 여민락, 산회상, 가사, 시조 

등 방대한 악곡이 수록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고악보에서는 보기 어려운 

변주선율1)이 병기되어 있다. 변주선율은 최소 하나에서 최다는 여덟 가지나 된다. 

만당 이혜구 선생님께서는 다년간에 걸쳐 삼죽금보에 수록된 방대한 악곡에 

병기된 변주선율을 역보하시고 그에 대한 주석 작업을 하셨고, 그 결과물로 1998

년에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를 출판하신 바 있다.2) 지금까지 삼죽금보를 

활용한 연구는 상당량 축적되었으나,3) 변주선율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1) 본고에서 사용하는 변주선율의 의미는 본선율(Ⅰ)을 원가락으로 간주하고, 그와 다른 Ⅱ․Ⅲ․Ⅳ 등 

다른 선율을 가리킨다. 이선율(異旋律)로 볼 수도 있다.
 2)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필자는 이혜구선생님께서 삼죽금보 역보를 완료하신 후, 1여 년간에 걸쳐 고악보와 역보의 대조 및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이때부터 변주선율에 대한 관심과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3) 그간에 이루어진 삼죽금보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희진, ｢현행 현악 산회상 중 삼현환입․하현환입의 거문고 선율․리듬 변화에 대한 연구: <삼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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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뿐 아니라 아직 변주선율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은 삼죽금보에 전하는 다양한 변주선율을 분석하여 그것에 내재된 

의미와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시도의 첫 단계이다.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의 

구조 방식을 비롯하여 그 변주선율이 과거와 당대 그리고 이후의 변천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체 악곡을 다룰 필

요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악곡 중에서는 여민락, 성악곡 중에서

는 가곡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민락은 매 장이 균등한 길이로 

되어 있지만, 변주선율의 출현이 그 어느 곡보다 불규칙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이

며, 가곡은 삼죽금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조와 계면조 두 

선법으로 되어 있어 선법상의 비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주 선율이 없는 

다스름도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 다스름에 변주 선율이 없는 이유를 살핌으로써 

변주 선율의 유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찾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삼죽금보 소재 악곡별 변주선율

삼죽금보를 편찬한 이승무(1777~1844)는 집안에 전해오는 거문고가 있었

으나, 배우려 해도 선생이 없어 배우지 못한 채 거문고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

보>와 비교를 중심으로｣(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보라, ｢삼죽금보소재 산회상과 현행 

산회상의 상령산 비교 연구: 거문고보를 중심으로｣(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우진, ｢거문고 

肉譜 體系에 관한 通詩的 考察｣(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남화정, ｢현행 편락의 선율 형성 考

－삼죽금보의 언락․우락 및 편삭대엽과의 거문고 선율 비교를 중심으로｣(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윤화중, ｢三竹琴譜의 變奏가락에 관한 硏究: ‘還入’에 基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손태룡, ｢三竹琴譜의 小還入과 兩淸還入의 比較 硏究｣한국음악학논집 제1집(서울: 한국음악사학

회, 1990); 송은도, ｢三竹琴譜 路軍樂과 민간전승 길군악｣(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신대철, 
｢三竹琴譜의 歌詞: 春眠曲, 相思別曲, 黃鶏詞에 基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임병옥, ｢東
大琴譜 평조타령과 三竹琴譜 타령의 비교연구｣, 국악과 교육 제29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0); 정현주, ｢삼죽금보기보체계에 관한 연구: 타령을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하교 석사학위논문, 
2010); 최 헌, ｢현행 가곡의 선율구조 분석: 삼죽금보 삭대엽의 초두 이두식 악구에 기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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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홍기후(洪基厚, 士逵)를 만나 그의 권유로 거문고에 입문하 다. 

서울 사람으로 거문고로 이름이 났던 홍기후를 통해서 이승무는 우조와 계면

조의 가곡, 보허사, 여민락, 산회상 등의 악곡뿐 아니라 번음촉절한 속요까지 

거문고로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 다. 그러한 내용이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서울 사람, 洪基厚, 士逵는 거문고로 이름 난 사람인데, 나와 舊交가 있어, 나에게 

거문고를 배우라고 권하 다. …(중략)… 열심히 권하여 그 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몇 달 배웠다. 나는 잠시도 거문고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중략)… 속세의 소위 우조

와 계면조의 가곡이며, 보허사며 여민락이며, 산회상이며 繁音促節한 속요이며 배우

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록 입실(신의 경지)은 못하 지만, 升堂(신의 경지에 가까운 

정도)은 하 다.4)

 

또한 서문 중에는 이승무가 홍기후 사후에 거문고로 이름 난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 없이 즉시 찾아다녔다는 기록도 보인다. 

2년 후 士逵가 작고하여 그 후부터는 거문고를 그만 두려고 하여도 그만둘 수 없었

다. 거문고로 이름 난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 없이 즉시 

찾아가 보았다. 그 신기한 곡조를 듣고, 그 精微한 [奏]法을 玩賞하면, 마음속으로 잠자

코 그것을 잘 알아 두었다. 비록 [선생이] 말로 傳授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만히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여 두었다. …(중략)… 정신에도 한도가 있는 즉, [그 음절을] 잊기가 

쉽다. 고로 孤陋한 것을 잊고, 평상시에 들은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을 모아서 凡例를 

發起하고 나서 그것을 책에 써서 참고에 備置한다. 卽祚元年 辛丑(1841) 11월 本貫 

全州 李升懋 序5) 

 4) 三竹琴譜 序: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쪽.
 5)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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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는 이승무가 연주자에 따라 다른 선율들을 모아서 그 음절이 멸절되

지 않도록 엮었던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삼죽금보에 수록된 다양

한 변주선율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선생마다 다른 선율을 기보해놓았다

는 것은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이 이승무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또한 당시 거문고 선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연주자에 따라 달랐

음을 암시하고 있다. 홍기후가 서울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홍기후의 선율

은 오늘날의 경제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외 연주자들의 선율 중 일부는 향제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죽금보 변주선율을 통해서 19세기 

중엽 여민락, 가곡 등의 악곡에 존재했을 향제의 유음(遺音)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와 향제에 상응하는 차이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삼죽금보에는 총 69곡에 이르는 방대한 악곡이 거문고 구음보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장단이 다른 여러 악곡을 모두 1행 16정간 한 가지에 기록하여 20정

간 한 장단의 산회상, 6정간 한 장단의 환입 같은 악곡을 읽는 데에 불편을 

준다. 더욱이 정간은 있지만, “삼정간일각(三井間一脚)” 같은 설명도 없고, 장고 

장단도 없으며 대강도 없는6) 단점이 있다. 비록 장단의 측면에서 부정확한 측면

이 있지만, 삼죽금보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언한 바와 같이 곡 내 중간 중간에 

변주선율이 병기된 점이다. 그러나 그 변주선율이 모든 곡에 공히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다음 <표 1>은 삼죽금보에 수록된 악곡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변

주선율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6)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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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곡명 비고

조현 

우조 조현(×), 계면 조현(×)

평우조 조현(×), 평계면 조현(×)
우조, 계면조 
다스름과 별도로 
말미에 위치 

혜적조현(×) 

혜적조현은 
소이시조와 
무녀시조 사이에 
위치(매우 짧음)

보허사
계통

보허사(×), 본환입(○), 소환입(○)

우조가락제이(○), 계면가락제이(○), 양청환입(○)

소보허사(굿보허사 우조:○)

여민락 여민락(○)

산회상
계통

산회상(상 산:○), 중 산(○), 소령산(○) 
가락더리(×) 환입(현행 환입+하현:○), 염불(○), 타령(○), 
군악(○), 사언환입(×)

사언환입은 말미 
평계면조 조현과 
권주가 사이에 위치

평조 산회상(×), 우조타령(○),

취타 군중취타(○), 노군악(×), 가군악(×)

가곡 

우조

초삭대엽(○), 이삭대엽(○), 조림(○), 삼삭대엽(○), 
소이(○), 소용(○), 우롱(○), 언락(○), 
낙시조(우락:○),
초중대엽(○), 이중대엽(○), 삼중대엽(○)

계면조

초삭대엽(○), 이삭대엽(○), 조림(○), 삼삭대엽(○), 
소이(○), 소용(○), 농(평롱:○), 엇롱(○), 
낙시조(계락:○), 편삭대엽(○), 청성삭대엽(○),
초중대엽(×), 이중대엽(○), 삼중대엽(×)

반우반계 편락(○)

평계면 삭대엽(×)

후정화(북전) 우조 후정화(×), 계면 후정화(×)

가사
장진주(×), 상사별곡(○), 춘면곡(×), 행로곡(×) 
매화곡(○), 황계곡(×), 권주가(×)

상사별곡, 매화곡: 
변주선율 매우 짧음

시조 시조(○), 소이시조(○), 무녀시조(×)

기타 월곡(×)
춘면곡의 
월곡조와 同

<표 1> 삼죽금보 소재 악곡별 변주선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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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죽금보에 수록된 69곡 중 대부분의 악

곡에 변주선율이 있다. 조현(다스름), 보허사, 가락더리, 사언환입, 평조 산회

상, 노군악, 가군악, 계면 초중대엽, 계면 삼중대엽, 평계면 삭대엽, 장진주, 춘면

곡 등 일부 악곡에만 없다. 변주선율은 악곡에 따라 다소(多少)와 빈도의 출현 

편차가 크다. 동일 계열 내에서도 악곡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선법(우조, 계면

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장(章)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의 유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며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삼죽금보에는 전하는 많은 변주선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의문들을 풀어야 한다. 변주선율이 있는 곡과 없는 곡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의미 탐색을 비롯해 변주선율이 많은 곡과 적은 곡의 차이, 우조보다 계면

조에 다양한 변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삼죽금보에 전하는 변주선율의 복잡한 양

상에 따른 의문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변주선율에 대한 의문점>

1) 본 곡과 파생곡의 관계에서 모곡(母曲)인 보허사에는 변주선율이 없으나, 

그것에서 파생된 본환입․소환입․우조가락제이․계면가락제이․양청환

입․소보허사 등에 변주선율이 있는 것과 달리 산회상은 모곡인 상 산

과 그 파생곡인 중 산, 세령산에 모두 변주선율이 존재하는 차이점이 있

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산회상 중 가락더리․사언환입․평조 산회상․우조타령 이상 4곡에는 

없고, 그 외 나머지 곡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취타계 악곡 중에는 군중취타에만 있고, 노군악과 가군악에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보허사, 산회상(상 산)과 달리 파생곡이 없는 여민락 한 곡에 유독 다양

한 형태의 변주선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가곡 중 우조보다 계면조의 곡에 변주선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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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곡의 변천과정에서 볼 때 삼죽금보가 편찬된 19세기 중엽에는 이미 

중대엽이 단절되어 삼죽금보 이전의 유예지에는 중대엽 계열의 악곡

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죽금보에는 중대엽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변주선율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고악을 수록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7)

7) 후정화에 변주선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시조 중에는 시조와 소이시조에는 있으나, 무녀시조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9) 가곡에는 일부 악곡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주선율이 있는데 비해, 가사 7곡 

중 2곡에만 있고, 그 길이도 매우 짧다. 가곡과 시조에 비해 가사에 변주선

율이 적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는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 전체를 정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편의상 여민락, 

가곡을 중심으로 삼죽금보에 전하는 변주선율의 성격 구명을 시도하려 한

다.8) 아울러 변주선율의 유무에 따른 악곡간의 차이를 대비적 관점에서 고찰하

기 위하여 다스름을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3. 삼죽금보 소재 여민락․가곡 변주선율의 성격

1) 여민락 

여민락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된 긴 곡으로 각 장은 모두 64장단으로 동일하다. 

7장을 이루는 선율 중에는 반복 부분이 많은 점, 7장 중 1~3장까지는 20박 장단

 7) 우조에서는 초중대엽․이중대엽․삼중대엽에 변주선율이 모두 있으나, 계면조에서는 이중대엽에만 있

다. 앞의 <표 1> 참조. 
 8) 분석 대상을 특정 악곡으로 한정한 관계로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의 전반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은 향후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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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4장 이하는 10박 장단으로 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민락에 있는 변주

선율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먼저 여민락 내의 반복 선율과 삼죽금보에 기재된 변주선율의 형태를 제시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악곡이 길고, 반복 선율이 많은 여민락에서 변주선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가를 보면, 먼저 7장 중 1․5․6장에는 변주선율이 일체 없음을 알 수 있다. 

장 장단(1~64)

一 전체Ⅰ 없음

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Ⅱ × Ⅱ Ⅰ~Ⅳ Ⅰ~Ⅱ(少) Ⅰ~Ⅱ(多)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Ⅰ~Ⅱ × Ⅰ~Ⅲ ×

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Ⅰ~Ⅳ
2장과 동

Ⅰ: 2장과 동
Ⅱ: 2장과 부동

× Ⅱ × Ⅱ Ⅰ~Ⅳ Ⅳ × Ⅰ~Ⅲ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Ⅰ~Ⅲ ×

四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Ⅰ~Ⅱ

五 전체 없음

六 전체 없음

七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Ⅰ~Ⅱ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5장 41 이하와 동)

×

<표 2> 여민락 장별 반복선율 및 변주선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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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장에는 변주선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면서 변주가 빈

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2장과 3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5․6장에는 

변주선율이 일체 없는 반면, 2․3․4․7장에만 변주선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

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장별로 괘법(棵法) 사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변주선율이 없는 1장은 4→2→4→2→4→2→4→2→4→2→4→2→4로 4괘에

서 2괘로 괘법이 빈번하게 바뀐다. 7장 중 느린 1장에서 역괘(易棵)의 운용이 

가장 잦게 나타난다.9) 또한 5장도 4→5→4→2→4→2→4→2→4로 역괘가 빈번

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6장은 4→7→4→2로 적은 편이다.10)

한편 변주선율이 있는 2․3․4․7장은 1․5장에 비해 역괘 사용이 적다. 2장

 9) 여민락 1장은 매우 느려서 학포금보와 현금오음통론에서도 “太緩하여 타지 않는다”고 하 고, 그 

1장의 선율이 악보에 실려 있지 않다.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8), 461쪽 참조.
10) 역괘법 사용이 적은 6장에 변주선율이 없는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고, 대략적인 추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63쪽 참조.

장 장단 변주유무 괘법 사용

一

20박

× 4→2→4→2→4→2→4→2→4→2→4→2→4 변주선율 전체 없음

二 ○ 4→5→4→2(1장단*)→4→2(3장단**)
*Ⅱ는 8괘로 변주

**는 변주 없음

三 ○ 4→7→4→5→4→2(3장단*)→4→2(4장단**)→4
*Ⅱ가 2괘로 변주 **는 
변주 없음

58쪽. 

四

10박

○ 4→2(4장단*)→4→2(3장단**)→4
 * 변주 없음 

** 변주 있음

五 × 4→5→4→2→4→2→4→2→4 변주선율 전체 없음

六 × 4→7→4→2 변주선율 전체 없음

七 ○ 7→4→5→4→2(3장단*)→4→2(3장단**)→4
*, ** 모두 변주 
없음

<표 3> 여민락 장별 괘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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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5→4→2(한 장단 2괘로 타는 부분에서 변주선율Ⅱ가 8괘로 변주함)→4→

2(변주선율 없음), 3장은 4→7→4→5→4→2(변주선율 3장단 길이, 2괘로 타는 

변주선율Ⅱ만 있음)→4→2(변주선율 없음)→4, 4장은 4→2(4장단/변주 없음)→

4→2(3장단 변주 있음)→4, 7장은 7→4→5→4→2(3장단 변주 없음)→4 등으로 

괘법이 운용된다. 

여민락 전체에서 변주선율은 4괘로 타는 부분에 가장 많다. 그리고 2괘법을 

쓰는 부분은 길이가 3~4장단으로 매우 짧고, 4괘법 다음에 주로 쓰이는데, 2괘

법이 쓰이는 부분에는 대체로 변주선율이 없다.  

여민락 7장 중 1․5․6장에 변주선율이 없는 이유를 추정하면, 1장은 매우 

느린 데다 역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특별히 2괘가 자주 쓰이는 점, 5장도 1

장 다음으로 2괘가 많이 쓰이는 점, 6장은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괘로 타지만, 끝에 2괘로 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변주선율의 

유무 또는 빈도 정도에 있어 2괘법 사용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2괘로 타는 부분에 예외적으로 Ⅱ선율이 등장하는 경우(2, 3, 4장)는 2괘로 

연주하는 부분이 짧으며11) 대체로 옥타브 위로 이조한 단순 형태를 띤다. 이처

럼 2괘로 타는 부분에는 변주선율이 없거나 적다. 

2괘법 운용과 변주선율 유무의 관련성은 보허사, 평조 산회상에서도 나타난

다. 보허사를 구성하는 전체 7장에는 대부분 2괘법이 쓰이는데,12) 보허사에 변주

선율이 전무한 것도 2괘법 사용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주선율이 없는 

평조 산회상의 경우도 2, 3괘만을 쓰며 대부분 2괘로 타는 공통점이 있다.13) 

11) 본 선율이 4괘로 타는 부분에서 간혹 2괘 또는 3괘를 운용한 변주선율이 있지만, 그 길이는 짧다(예:
3장 57~61장단).

12) 참고로 보허사 장별 역괘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 괘법

1  2→4→2

2  2→4→2

3  4→2

4  4→2→4→2→4→2

5  3→2→4→2→4

6  4→5→4→2

7  3→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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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은 동일한 선율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그런데 본 선율이 동

일하게 반복될 때, 변주선율도 그대로 반복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변주되기도 

한다. 예컨대 2장의 14~18장단은 Ⅳ까지 변주선율이 있는데, 그 변주선율이 3

장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나 2장 19~24장단의 경우, 본 선율은 3장 19~24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데(현행도 마찬가지임) 반해 Ⅱ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주된다

(말미 <참고악보 1-1, 1-2> 참조). 이러한 예를 통해서 Ⅰ선율이 반복되는 부분

에서 변주선율이 다르게 운용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2) 가곡

가곡에 대해서는 빈도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조인 경우와 계면조인 경우에 

13) 그 외 7괘만을 사용하는 가락더리, 사언환입에도 변주선율은 없다. 

<악보 1> 여민락 2장(제15~16장단): 3장(제15~16장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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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여, 선법에 따른 변주선율의 형태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변주선율 각각에 대한 의미를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삼죽금보에 수록된 가곡은 총 28곡이다. 우조에 12곡, 계면조에 14곡 그리

고 반우반계와 평계면에 각각 1곡씩이 있다. 이 중 변주선율이 일체 없는 곡은 

우조 이중대엽, 계면 초중대엽과 삼중대엽, 평계면 삭대엽 등 4곡이다. 그 다음

으로 계면 이중대엽, 편락, 우조 초삭대엽, 계면 초삭대엽, 계면 소용 등의 순으

로 변주선율이 적다. 반면, 변주선율이 가장 많은 곡은 계면 농이고, 그 다음이 

계면 조림, 우조 조림, 우조 낙시조, 편삭대엽의 순이다. 빈도에서 차이가 있고, 

가곡 대부분에 변주선율이 있는 관계로 그 유무 여부로써 단순한 의미 도출은 

어렵다. 삼죽금보에 수록된 가곡 변주선율의 유무 및 많고 적은 정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장별

 곡명

1 2 3
중

4 5
대

초 이 초 이 일 이 초 이 일 이

우조

초삭 × × ○ × ○ ○ ○ × × ○ ○ ○ Ⅱ

이삭 ○ × × × ○ × ○ 초삭과 동 ○ ○ ○ Ⅱ

조림 × ○ ○  ○  ○ ○ ○ ○ ○× ○ ⅤⅣⅡ

삼삭 ×○  ○ ○ ○ × × × × × × ○ Ⅱ

소이 조림, 삼삭과 동 × × × × × × ○ ○ Ⅱ

소용 × ○ ○ ○ ○ ○ × 2장과 동 ○ ○ ×

우롱 × ○ ○ ○ ○ ○ ( ? )

낙시조 × ○ ○ 
○

(脚9)
 ○ ○ ○ ○ ×  Ⅷ

언락 ○ ○ 우락 2장과 동 × × ×○ Ⅱ

초중 ○ ○ ○ ○ ○ ○ ○ ○ ○ ○ ○ ○

1~5장
까지 
Ⅲ지속

이중 × × × × × × ×(초․중과 동 ×

삼중 ○ ○ ○ ○ × × 同上 × × × × ×

계면
초삭 × ○ ○ ○ ○ ○ ○ × × ○ × ○ Ⅱ

이삭 × ○ × × ○ ○ ○ ○ ○ ○ ○ ○ Ⅲ

<표 4> 가곡 변주선율의 유무 및 다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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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에 나타난 변주선율의 전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면 농(평롱), 조

림(우조, 계면조), 낙시조(우조, 계면조), 편삭대엽 등의 악곡을 분석해 보겠다. 

변주선율이 많은 곡과 대비되는 악곡으로서 변주선율이 없는 다스름에 대해서

는 4장에서 다룰 것이다. 

(1) 계면조 농

우조의 농(우롱)은 변주선율이 적고, 중여음 이하의 선율이 없는 것과 달리14) 

계면조 농(현행 평롱)은 변주선율이 많다. 주로 4괘에서 타는데, 다만 4장에서 

7괘, 5장 이두 끝 부분에 3괘가 잠시 쓰인다.

조림 ○ ○ ○ ○     ○ ○ ○  Ⅲ Ⅳ

삼삭 ○  ×○ ○ × × 중,4,5 조림과 동 ○

소이 조림 또는 삼삭과 동 ×○ ○× × ×○ ○ ○ ×○ ○

소용 × × × × × × × 2장과 동 ×○ ○ ×○× Ⅱ

농 × ○ ×○ ○      × ×○×  Ⅵ Ⅳ

언롱 ○ ○ × ○ 3장 이하 모두 弄
낙시조 × × × ○ ○ ○

농과
동

○ ○ ○ ○ × Ⅲ Ⅳ

편삭 ○ ○ ○ ○ ○ ○

Ⅶ

× × × ○  Ⅷ

청성삭 × × × × ○ ○ 중,4 이삭과 동 × ×
선율
없음

초중 × × × × × × × × × × × ×

이중 ○ ○ × × × × × × × × ×
선율
없음

삼중 × × × × × ×
초중
대엽
과 동

× ×
초중대엽과 

동
선율
없음

반우
반계

편락 × × ○ ○ ○ × (중여음 이하 略)

평계
면

삭대엽 × × × × × × × × × × × ×
현행곡
없음

 (×: 변주선율 없음, ○: 변주선율이 적음, ○: 변주선율 있음, : 변주선율이 많고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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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초두 : 변주선율이 없다.

․ 1장 이두 : Ⅲ까지 있다. 

․ 2장 초두 : Ⅲ까지 있다. 

․ 2장 이두 : Ⅲ까지 있으나, Ⅱ는 두 박만 다를 뿐 Ⅰ과 대동소이하다. Ⅲ은 

Ⅰ이 ‘仲-林-仲-黃’일 때, 임종(林) 한 음으로 동음진행 하다가, 종지선율

은 Ⅰ과 같이 탄다.

․ 3장 일각 : 변주선율이 Ⅳ-Ⅴ-Ⅲ으로 나타난다. 변주선율의 시작음이 황종

(黃), 중려(仲), 임종(林)으로 각각 다르며 선율 진행도 차이가 크다. 뒷부

분에서 7괘로 변주하는 Ⅲ이 현행과 가깝다.

․ 3장 이두 : Ⅲ까지 있지만, Ⅲ은 제2장단 6~8박 부분만 다르다. Ⅱ는 이 

부분을 7괘로 변주한다. 

․ 중여음 : Ⅳ까지 있다. Ⅲ이 㑣으로 시작하는 현행과 가깝고, Ⅱ는 그것을 

한 옥타브 올린 林으로 탄다. 7괘로 변주한 Ⅳ는 변주선율 Ⅱ, Ⅲ 그리고 

현행과 전혀 다르다.

14) 삼죽금보에 전하는 우조 농의 선율이 불완전하여 계면조 농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는 계면조 농만을 분석한다.

<악보 2> 계면조 농(평롱) 중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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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초두 : Ⅳ까지 있으나, Ⅳ는 앞부분만 달라 실제 변주 부분은 짧은 편

이다. Ⅰ이 현행과 가까운 반면, Ⅱ와 Ⅲ은 차이가 크다. 

․ 4장 이두 : Ⅲ까지 있는데, Ⅰ이 현행과 가깝다. Ⅲ은 옥타브 아래로 이조

한 형태인데 비해 Ⅱ는 Ⅰ과 차이가 있다.

․ 5장 일각 : 변주선율이 없다.

․ 5장 이두 : 전반에만 Ⅱ까지 있다가 3괘로 타는 후반에는 변주선율이 없다. 

Ⅰ과 Ⅱ의 차이는 크지 않다.

․ 대여음 : Ⅵ으로 늘어났다가 Ⅳ로 준다. Ⅲ은 한 옥타브 아래로 변주한 것

이고, 그 외 나머지는 Ⅰ을 근간으로 변주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제1~2장

단에 있는 Ⅱ, Ⅴ, Ⅵ에 계면조에 쓰이지 않는 태주(유현 5괘)기 자주 쓰이

는 것이 특이하다.15) Ⅵ까지의 변주는 제4~5장단에서 Ⅳ로 준다. 

(2) 조림(우조, 계면조) 

조림(調臨)은 속칭 “존 자진한입”이라 한다. 이삭대엽의 절주를 점차 빠르게 

한 것으로 현행 두거에 해당한다. 변주선율은 우조보다 계면조에 더 많다.

① 우조 

우조 조림은 전체를 4괘만으로 탄다. 

․ 1장 초두 : 변주선율이 없다.

․ 1장 이두 : 변주선율이 Ⅱ까지 있는데, Ⅰ과 Ⅱ의 차이가 큰 편이다.

․ 2장 초두 : 1장 초두와 동일하다. 초장에서는 변주가 없지만, 2장 초두는 

7괘로 타는 Ⅱ의 변주가 있다. Ⅰ과 Ⅱ의 차이가 크다. Ⅰ과 현행에는 종

지선율(청-청-청)이 있는데, Ⅱ~Ⅴ에는 없다.

․ 2장 이두 : Ⅱ까지 있다가 후반 종지 부분에서 Ⅴ로 늘어난다.

․ 3장 일각 : 전체 Ⅱ까지 있는데, Ⅰ과 Ⅱ의 차이가 크다. 

15) 말미 <참고악보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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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이두 :Ⅱ에서 Ⅳ로 늘어난다. 제1장단에서는 Ⅱ가, 제2장단에서는 Ⅳ가 

현행에 가깝다. 다만, Ⅳ는 현행과 달리 다성(多聲)을 쓰는 점이 특이하다.

․ 중여음 : Ⅲ까지 있다. Ⅰ이 현행과 맞고, Ⅱ와 Ⅲ(5괘)은 현행과 차이가 

크다. 

․ 4장 초두 : Ⅲ까지 있다. 2괘로 변주한 Ⅲ은 옥타브로 이조한 것이다. 

․ 4장 이두 : Ⅲ까지 있는데, Ⅱ와 Ⅲ은 현행과 차이가 크다. 현행에는 종지

선율(청-청-청)이 있는데, 삼죽금보의 Ⅰ~Ⅲ에는 그것이 없다.

․ 5장 일각 : Ⅲ까지 있는데, Ⅱ는 현행과 전혀 다르고, Ⅲ은 부분적으로 다

르다.

․ 5장 이두 : Ⅲ에서 Ⅱ로 준다. Ⅱ로 주는 부분에서 Ⅰ과 Ⅱ의 차이는 적은

데, Ⅱ가 현행에 더 가깝다. 

․ 대여음 : 제1장단은 Ⅴ까지 변주선율이 있는데, 그 중 5괘로 변주한 Ⅲ이 

현행과 가장 가깝다. 제2~3장단에서 변주선율이 줄어 Ⅱ까지만 있다. 

<악보 3> 우조 조림 3장 이두(제3~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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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면조

․ 1장 초두 : 우조와 달리 계면조 조림은 제7~11박에 Ⅱ가 출현하는데, 종지

감이 있는 부분의 선율은 현행과 같다(흥-청-청). 그러나 Ⅰ은 종지선율

과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 1장 이두 : Ⅰ과 Ⅱ의 선율 차이가 크다. Ⅰ에서 임종의 음고가, Ⅱ에서는 

중려로 연주된다.

․ 2장 초두 : 초장과 2장의 초두 제1~11박의 본선율(Ⅰ)이 동일한데, 초장 

초두는 변주가 적은 것과 달리 2장은 제6박부터 Ⅲ까지 변주선율이 등장

한다. Ⅱ와 Ⅲ은 Ⅰ보다 선율이 간결하다. Ⅱ와 Ⅲ의 선율은 현행 남창과 

여창과 더 가깝다(특히 징-흥-징). Ⅰ의 선율이 현행과 다른데 비해 변주

<악보 4> 계면조 조림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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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 현행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로 볼 때, 변주선율이 부분적으로 

반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장 이두 : Ⅰ, Ⅱ, Ⅲ의 선율이 제 각각 다르다. 음고에서 임종(林)과 중려

(仲)의 2도 차이가 많다(초장 이두에서와 같음). 이두 종지 부분에서 Ⅲ은 

종지감이 없고 선율이 복잡하다.

․ 3장 일각 :Ⅳ로 늘어난다. Ⅱ는 현행 남창과 유사한 반면, Ⅰ은 삼죽금보
여창과 유사하여 변주선율과 여창 선율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Ⅲ도 부

분적으로 유사함). 

․ 3장 이두 : Ⅳ까지 있지만, Ⅲ은 제 1박에서 끝난다. Ⅳ는 7괘로 올려 변주

하는데, 그 선율은 부분적으로 삼죽금보 여창과 옥타브 관계를 보인다

(여창이 한 옥타브 낮다). Ⅱ는 Ⅰ과 차이가 크다. 대체로 음고에서 중려

(仲)와 임종(林)의 차이가 많다.

․ 중여음 : 대부분의 중여음은 변주가 적은데, 계면 조림의 경우에는 Ⅴ까지 

있다. 중여음은 계면 조림 중 변주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Ⅲ은 Ⅰ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변주한 것이다. Ⅱ는 간결하고, Ⅲ과 Ⅳ는 Ⅰ과 음진행이 

유사하면서 리듬이 세분되어 복잡하다. Ⅰ은 현행 남창과 같이 종지선율이 

있는데(청-흥-청-청), Ⅱ․Ⅲ․Ⅳ에는 없다. Ⅴ는 청(淸) 한 음으로 종지

감을 준다.

․ 4장 초두 : Ⅲ은 Ⅰ보다 한 옥타브 낮다. Ⅱ는 Ⅰ과 거의 같다. 

․ 4장 이두 : 변주선율이 Ⅱ로 준다. 제4박부터 Ⅱ는 한 옥타브 낮게 변주한다.

․ 5장 일각 : Ⅱ까지 있다. 앞 부분(제8박까지)에서 Ⅱ는 Ⅰ보다 4도 낮게 변

주한다.

․ 5장 이두 : Ⅰ과 Ⅱ의 차이가 크다. Ⅰ은 임종(林인)데, Ⅱ는 중려(仲)를 연

주한다(초장 이두, 2장 이두에서도 보임). Ⅰ이 현행과 유사하다. 후반에서 

Ⅱ는 없다.

․ 대여음 : 변주선율이 Ⅵ까지 늘어난다. 제2장단(제9~16박)에서 Ⅱ는 리듬

이 매우 세분된다(<참고악보 2 참조). 제17박에서 변주가 Ⅴ로 늘어난다. 

Ⅳ의 17~19박은 대현5괘(林)로 음고가 낮다. 이 부분은 현행 남창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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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Ⅰ의 17~19박은 현행과 전혀 다르다. 현행 여창과 한 옥타브 낮

은 음고를 보인다. 제22~24박은 변주선율이 거의 같다.

  제25박부터 Ⅱ로 줄다가 33박부터 다시 Ⅲ으로 늘어난다. Ⅰ․Ⅱ․Ⅲ이 

제각각 다르며 현행과 일치하는 것은 없다. 43박~48박에만 보이는 Ⅲ이 

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낙시조(우조, 계면조)

우조와 계면조에 동일하게 있는 악곡 중 조림 다음으로 변주선율이 많은 곡이

다. 그런데 낙시조의 경우, 계면 낙시조보다 우조 낙시조에 변주선율이 많다. 

① 우조 : 모두 4괘로 탄다.

․ 1장 초두 : 변주선율이 없다. 

․ 1장 이두 : Ⅲ까지 있다. Ⅱ, Ⅲ 모두 제4박부터 변주한다. 변주에 역괘법은 

쓰이지 않는다. Ⅱ는 리듬이 세분되어 선율이 복잡하다.

  우락 1장은 계락 1장의 “方六”을 “方五”로 뒤집은 것인데16), 1장 초두는 

계락과 마찬가지로 변주선율이 없으나, 이두에는 있다.

․ 2장 초두 : Ⅲ까지 있다. Ⅲ은 7괘로 변주하지만, 역괘법에 상응하는 선율

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Ⅰ을 근간으로 하면서 男이 추가되어 황-태-중-임

-남 5음이 고루 쓰이는 형태를 띤다(Ⅰ, Ⅱ에는 남려가 없다). 5음이 쓰이

는 점은 현행과 같다.

․ 2장 이두 : Ⅴ으로 늘어난다. Ⅰ, Ⅱ는 4괘로, Ⅲ, Ⅳ는 8괘로, Ⅴ는 7괘로 

탄다. 변주선율에서 역괘법의 운용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Ⅱ는 4괘로 

타지만, 음고는 Ⅰ과 많이 다르다.

․ 3장 일각 : 현행에는 없는 9개의 각이 흑선(黑線)에 기보되어 있다. 그런데 

이 9개 각에 해당 가사가 없어 그것이 제각각 각(脚)인지 변주선율인지는 

16)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4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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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다.17) 제9각 뒤의 반각(半脚)에는 변주선율 Ⅱ, Ⅲ이 있다. 현행 

3장 일각 마지막 장단에 해당하는 선율은 Ⅲ에만 있고, Ⅰ, Ⅱ에는 없다(변

주선율이 현행으로 전승되는 경우에 해당).

․ 3장 이두 : Ⅵ으로 늘어난다. 그 6종의 선율 중 현행과 가까운 것이 없다. 

Ⅰ~Ⅳ, Ⅵ은 4괘를 쓰고, Ⅴ는 8괘를 쓴다. 8괘를 쓰는 Ⅴ는 전체적으로 

음고가 높다. Ⅵ은 현행 환계락과 유사하다(<참고악보 3> 참조).18)

․ 중여음 : Ⅲ으로 준다. Ⅰ․Ⅱ․Ⅲ 모두 현행과 유사하여 변주 성격이 미미

하다(계면조에 비해 중대엽의 변주가 적게 이루어짐).

․ 4장 초두 : Ⅱ까지 있다. Ⅰ을 근간으로 하면서 리듬이 세분된다.

․ 4장 이두 : 첫 소절(장단)에만 Ⅲ까지 있고, 둘 째 소절에는 변주선율이 없

다. 첫 소절의 Ⅱ, Ⅲ은 Ⅰ과 큰 차이가 없다.

․ 5장 일각 : 변주선율이 없다. “십점 이상은 3장과 같고. 모각(某脚)을 사용

17)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8) 환계락의 형성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말미 <참고악보 3> 참조).

<악보 5> 우조 낙시조 3장 일각 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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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되어 있다. 

․ 5장 이두 : 첫 소절에만 Ⅱ가 있다. 둘째 소절 후반부터 5장 끝까지 2괘로 

바꾸어 타는 부분에 변주선율이 없다.

․ 대여음 : 현행 언락의 대여음에 해당한다. Ⅴ까지 있는데, Ⅴ는 2괘로 타서 

Ⅰ, 현행과 옥타브 아래로 음고가 낮다. 전반적으로 Ⅰ~Ⅴ의 선율은 차이

가 큰 편인데, Ⅰ이 현행과 가깝다. 

② 계면조

계면 낙시조는 주로 4괘로 연주한다. 4장은 7괘로만 타고, 5장 후반에 잠시 

3괘가 쓰인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4괘로 탄다.

․ 1장 : 변주선율이 없다. 

․ 2장 초두 : 변주선율이 없다. 

․ 2장 이두 : Ⅱ까지 변주선율이 있다.

․ 3장 일각 : 변주선율이 Ⅳ까지 있다. 4종의 선율 중 제1~8박까지는 Ⅱ가 

현행과 가깝다. 제9~16박에서 Ⅲ은 임종(林) 한 음에 의한 동음 진행으로 

♩에 의한 균등한 리듬 형태가 특징적이다.

․ 3장 이두 : 변주선율이 Ⅲ으로 준다. 

․ 중여음 : 계면조 농과 같다(계면조 농의 중여음은 4괘로 타며 변주선율이 

Ⅳ까지 있다). 

․ 4장 : 7괘로 타며 초두에는 Ⅱ, 이두에는 Ⅲ까지 있다.

․ 5장 초두 : 변주선율이 없다. 

․ 5장 이두 : 제1~5박에 한해 Ⅱ가 있다. 그 중 첫 3박까지만 Ⅰ, Ⅱ가 다른

데 옥타브 차이를 보인다. 한 옥타브 낮게 변주한 Ⅱ가 현행과 맞는다. 5장 

후반에 3괘법이 잠시 쓰이는데, 이 부분에는 변주선율이 없다. 

․ 대여음 : Ⅲ~Ⅳ의 선율이 있다. 변주선율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변주선

율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三竹琴譜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   75

(4) 편삭대엽 

․ 1장 : 4괘로 타며 Ⅱ까지 있다. Ⅱ는 Ⅰ을 근간으로 하여 7괘로 옮겨 변주

한다.

․ 2장 : 4괘로 타며 Ⅳ로 늘어난다. Ⅱ와 Ⅲ은 4괘에서 변주하고, Ⅳ는 7괘에

서 변주하지만, 괘법 차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차이는 없다. Ⅰ은 동음 진행

이 많고, 현행과 가장 가깝다.

․ 3장 일각 : 4괘로 타는 부분에는 변주가 없고, 7괘에서 타는 부분에 잠시 

Ⅱ가 나타날 뿐이어서 변주가 많지 않다. Ⅰ, Ⅱ 모두 현행과 차이가 크다.

․ 3장 이두 : Ⅴ로 늘어난다. Ⅰ, Ⅱ는 4괘로, Ⅲ~Ⅴ는 7괘로 탄다. 7괘의 변

주선율은 4괘의 본선율, 변주선율, 현행과 5도 차이를 이루는 부분이 많다.

․ 중여음 : Ⅶ로 늘어난다. 중여음에는 대부분 변주선율이 있지만, 편삭대엽

과 같이 Ⅶ까지 있는 곡은 없다(대여음도 가장 많다). Ⅰ․Ⅱ․Ⅲ․Ⅴ는 

4괘에서 타며, Ⅳ․Ⅵ․Ⅶ은 7괘에서 탄다. 

․ 4장 : 7괘로 올려 타는데, 변주선율이 없다.

<악보 6> 계면 낙시조 대여음(3~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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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일각 : 변주선율이 없다.

․ 5장 이두 : Ⅲ까지 있다. Ⅰ, Ⅱ는 4괘로, Ⅲ은 7괘로 타는데, 본선율과 부

분적으로 4도, 5도 등의 차이가 있다. Ⅰ이 현행과 가장 가까운데, 일부분

은 Ⅰ보다 Ⅱ가 현행과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

․ 대여음 :Ⅷ로 늘어난다. Ⅰ~Ⅳ까지는 4괘로 타며, Ⅴ~Ⅷ까지는 7괘로 탄다. 

Ⅰ이 현행과 가깝지만, 현행에는 태주(㑀)가 추가된다.19)

4. 삼죽금보 소재 다스름의 선율

삼죽금보에 다스름은 우조, 계면, 평우조, 평계면, 혜적(嵇笛) 5종이 있다. 

이 중 우조와 계면은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고, 평우조와 평계면은 우조, 계면조

와 별도로 말미에 시조 다음에 위치하며, 혜적조현은 소이시조와 무녀시조 사이

에 위치한다(매우 짧음). 우조와 계면조 다스름은 긴데 비해, 평우조,20) 평계

면,21) 혜적 다스름22)은 길이가 짧다.

삼죽금보에 실린 5종의 다스름에는 일체 변주선율이 없다. 다스름에 변주

선율이 없는 이유를 추정하기 위해 다스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우조와 계면

조를 중심으로 도출해 보겠다.

우조 다스름에는 2괘, 4괘, 5괘, 7괘, 8괘의 총 다섯 가지 괘법이 쓰인다. 선율 

진행에서 4→2→5→4→2→5→8→7→5→4→2 등으로 괘법 변화가 빈번하게 이

루어진다. 계면 다스름에는 대현 2괘와 3괘, 유현 4괘와 7괘만이 쓰인다.23) 우

19) 말미 <참고악보 4> 참조.
20) 평우조는 우조 평조(Sol Mode in B♭)으로 㑣-㑲-黃-太-姑에 해당되는데, 우조 평조에 쓰이지 않는 

仲이 쓰인다.
21) 어은보, 유예지, 현행 등에는 없고, 오희상금보에만 있다.
22) 혜적 다스름은 현재 전하지 안고 다른 금보에도 보이지 않는다. 길이가 매우 짧은 이 다스름은 관악기의 

다스름을 거문고로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23) 다스름 외의 계면조 곡에서는 6괘법도 쓰인다(예: 계면 삼중대엽 2장 이두, 계면 후정화 1장, 3장 

등).



三竹琴譜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   77

조에 쓰이는 5, 8괘법이 쓰이지 않는 대신, 3괘법이 쓰인다.24) 4→3→2→7→4

→3→2로 진행되어 우조에 비해 괘법 변화가 적은 편이다(평우조는 4→3→2→5

→4→3→2, 평계면은 3→4→3).

우조와 계면조에 쓰이는 다양한 괘법과 빈번한 역괘법의 사용은 다른 곡에서 

볼 수 없다. 다스름에 변주선율이 없는 이유 중 하나를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선율이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삼죽금보 범례를 보면, 다스름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연주하기 어려우므로 우조 초삭․이삭대엽을 먼저 연습하고, 좀 익숙한 연후에 

본환입을 배울 것을 권하 다. 우조의 수법이 익숙해지게 되면 계면조도 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수세가 난삽하고 연음이 원활하지 못한데 [처음부터] 바로 다스

름을 배우려 한 즉, 그 음고와 장단이 호랑이를 그리려는 것이 개같이 되어 버리는 

병폐가 있다.

만약 장단이 느리고 성음[선율]이 어렵지 않은 것을 배우려면, 우조 초․이삭대엽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번 연습하고 수법이 좀 익숙한 연후에 또 본환입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면 수법이 쉬워지고 계면의 음도 저절로 생긴다.25)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스름은 난이도면에서 우조 초삭․이삭대엽보

다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26) 다스름에 변주선율이 없는 이유를 잦은 역괘법

과 다양한 괘법의 운용을 요하는 악곡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같은 괘법에서 구음이 같더라도 우조와 계면조의 선법에 따라 해당 음이 다른 

차이를 습득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27) 요컨대 다양한 괘법의 사용과 잦은 역괘

24) 3괘법은 계면조 곡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 보허사 5장과 7장에 잠시 쓰인다. 
25) 三竹琴譜 凡例,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0쪽.
26) 위의 범례에서 계면조 가곡보다 우조를 먼저 학습할 것을 권한 내용으로 볼 때, 선법상으로는 계면조가 

우조보다 어렵다는 것, 우조 중에서는 초삭대엽과 이삭대엽이 다른 곡보다 학습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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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운용 등으로 인한 수법상의 어려움이 있는 다스름은 가곡 반주에 필수적인 

수법이 함축된 곡이므로 본 선율 자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변주선

율이 불필요했다고 본다. 변주선율이 선택적 자율성이 있는 반면, 변주선율이 없

는 곡은 본 선율 자체를 중시했던 것이라 하겠다.

5. 결론

삼죽금보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 본고에서 여민락과 가곡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그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민락 7장 중 2․3․4․7장에만 변주선율이 있는데, 주로 4괘로 타는 부분

에 변주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1․5․6장에는 변주선율이 일체 없는

데, 그 이유는 빈번한 역괘법, 2괘법 사용이 많은 특징이 있다. 요컨대 여민락에

서 잦은 역괘법과 2괘법이 쓰이는 부분에는 변주선율 활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가곡에서는 우조보다 계면조에서 변주가 많이 나타나고, 우조에서는 대체로 

2괘가 쓰인 악곡에는 변주를 기피한 것을 알 수 있다. 2괘로 타는 부분을 변주하

더라도 옥타브로 이조하는 단순한 형태를 띤다. 또한 계면조에서는 2괘 또는 3

괘가 쓰이는 악곡이나 선율에는 변주를 기피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삼죽금보 소재 여민락, 가곡 등에 전하는 변주선율의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선율(Ⅰ)에서 4, 7괘로 타는 부분에 변주가 많다. 그러나 4, 7괘로 연주

27) 계면조와 우조는 구음이 같더라도 음고에 차이가 있다.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7쪽 참조(계면조 4괘의 ‘둥’이 林으로 되어 있는 것을 㑣으로 바로잡아 제시함).

 

괘법

선법
8괘 또는 7괘 4괘 2괘

우조
징十一 징九 도랑

(潢    南  林仲)

다  루  둥

(黃  南  㑣)

지  더  렁

(㑣  仲  㑀)

계면조
징十一 징十  도랑

(汰潢   無  林仲)

다  루  둥

(黃  黃  㑣)

지  루  덩

(㑣  㑣  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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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에 변주선율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괘법이 쓰이는 곡에는 

대체로 변주선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선율(Ⅰ)에서 2괘, 3괘로 타는 부분에는 변주선율이 거의 없으며 5괘로 

타는 부분에서도 적은 편이다. 2괘 또는 3괘로 타는 악곡이나 2, 3괘 사용이 많

은 악곡(또는 악곡 중의 부분)에는 대체로 변주선율이 없다. 3괘법이 쓰이는 곡

으로 변주선율이 없는 악곡에는 보허사, 계면 이중대엽, 계면 후정화 등이 있다.

3) 역괘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변주선율이 적다. 대표적인 예로 

4괘와 2괘의 잦은 역괘가 쓰이는 여민락 1장(2, 4괘사용)에는 변주선율이 일체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2괘로 타는 부분에 변주선율이 있는 경우는 Ⅱ선율만 있

으며, 옥타브 이조의 단순 형태가 많다.

4) 변주선율이 둘 이상인 경우, 역괘법을 달리하는 방법에 의해 옥타브 위, 

아래의 관계로 변주되는 때가 많다(예: 계면 소이 5장 Ⅰ, Ⅱ의 관계 <참고악보 

5> 참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예: 계면조 농). 

5)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본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그 변주선율도 동

일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6) 가곡에서는 대여음의 변주가 가장 많다. 그러나 대여음 제일 끝 부분은 변

주하지 않는다. 종지감이 뚜렷한 2장 끝에서 변주는 거의 없으며, 있는 경우도 

종지 선율 형태를 띤다.

7) 본 선율보다 변주선율이 현행과 가까운 경우도 있으며, 본 선율에 변주선

율이 부분적으로 혼합된 형태가 현행과 맞는 경우도 있다(예: 여민락 2장 1~18

장단, 양청환입 7장 1~4장단).

8) 변주선율이 본 선율 또는 현행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본 선율

에 비해 변주선율이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예: 여민락 

2장 15~16장단, 계면 삼삭 초장 이두)

9) 가곡의 변주선율 중에는 현행 피리에서 ‘쇠는 가락’에 상응하는 형태가 많

고, 간혹 다성(多聲)의 형태도 있다. 황종이 2박 일 때, 黃․太, 黃․仲, 㑣․黃 

등으로 음이 분산되는 때가 많다.

｜투고일자 : 2014.10.28.  ❙ 심사기간 : 2014.11.07.~2014.11.28.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4.12.12.｜



80   동양음악 제36집

▌참고문헌

1. 단행본

三竹琴譜(한국음악학자료총서 33), 서울: 국립국악원, 1998.
이혜구 역주, 三竹琴譜의 譯譜 및 註釋,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2. 논문 

강희진, ｢현행 현악영산회상 중 삼현환입․하현환입의 거문고 선율․리듬 변화에 대한 연구: <삼죽금보>와 비교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보라, ｢삼죽금보소재 영산회상과 현행 영산회상의 상령산 비교 연구: 거문고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우진, ｢거문고 肉譜 體系에 관한 通詩的 考察｣,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남화정, ｢현행 편락의 선율 형성 考-삼죽금보의 언락․우락 및 편삭대엽과의 거문고 선율 비교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손태룡, ｢三竹琴譜의 小還入과 兩淸還入의 比較 硏究｣, 한국음악학논집 제1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0.
송은도, ｢三竹琴譜 路軍樂과 민간전승 길군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신대철, ｢三竹琴譜의 歌詞 : 春眠曲, 相思別曲, 黃鶏詞에 基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윤화중, ｢三竹琴譜의 變奏가락에 관한 硏究: ‘還入’에 基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임병옥, ｢東大琴譜 평조타령과 三竹琴譜 타령의 비교연구｣, 국악과 교육 제29집,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0.
정현주, ｢삼죽금보기보체계에 관한 연구: 타령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최  헌, ｢현행 가곡의 선율구조 분석: 삼죽금보 삭대엽의 초두 이두식 악구에 기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三竹琴譜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   81

<참고악보>

<참고악보 1-1> 여민락 2장 (19~24장단)



82   동양음악 제36집

<참고악보 1-2> 여민락 3장 (19~24장단)



三竹琴譜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   83

<참고악보 2> 계면조 농 대여음 (1~2장단)



84   동양음악 제36집

<참고악보 3> 우조 낙시조 3장 이두 (1~2장단)



三竹琴譜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   85

<참고악보 4> 편삭대엽 대여음 (2~4장단)



86   동양음악 제36집

<참고악보 5> 계면 소이 5장 일각



三竹琴譜 소재 변주선율의 성격   87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Melodies 
in Samjukgeumbo(三竹琴譜)

Lim, Mi-Sun*

28)

Samjukgeumbo (a geomungo [6-stringed zither with 16 frets] manuscript published 

in 1842) contains a large number of musical pieces, including works of gagok, 

gasa, and sijo, “Boheosa,” “Yeomillak,” “Yeongsanhoesang,” and many others. 

Furthermore, many alternative melodies that are rarely found in other old musical 

manuscripts are also included.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done on 

the music in Samjukgeumbo, few serious academic studies have looked at the 

alternative melodies in the book, and ev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melodies 

have not been discuss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illuminate the implicit meaning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melodie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musical 

structure of the alternative melodies, and explores how the process of change in 

those musical structures reflects the meanings of the music, past and present. For 

this, I analyze the alternative melodies of “Yeomillak” and gagok pieces,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Alternative melodies appear most frequently when the primary melody is 

played on the fret 4 and fret 7 positions.

 *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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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there are more than two alternative melodies, one of them is played 

in an octave higher or lower position, and in this case, the melody is played 

with yeokgwaebeop (fret changing technique).

3. When the main melody is repeated, the alternative melodies usually also 

repeat.

4. Sometimes the alternative melodies are in more complicated forms than the 

main melodies in the manuscript, or the current version of the melody. In 

these cases, the alternative melodies display a more future-oriented tendency 

in their changes than do the main melodies.

5. In ujo mode, when a piece is played on the fret 2 position, alternative 

melodies are avoided. If the main melody is played on the fret 2 position 

and there is an alternative line, it is a simple variation in octave. In 

gyemyeonjo mode, melodies or pieces played on the fret 2 and fret 3 

positions have hardly any alternative melodies. In addition, melodies and 

pieces played on the fret 5 position also rarely have substitutes.

6. In sections where yeokgwaebeop is frequently used, alternative melodies 

seldom appear.

7. In “Yeomillak,” consisting of seven movements, there is no alternative 

melody in the first, fifth, and sixth movements. I conclude thi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movement is in extremely slow tempo, 

yeokgwaebeop is frequently used, and fret 2 position is frequently applied; 

the fifth movement displays the most frequent use of fret 2 position after 

the first movement; and in the sixth movement, the ending part of the 

movement is performed on the fret 2 position, although the middle section 

is played on the fret 4 position. In sum, the use of fret 2 position performs 

an important role regarding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melodies and the 

frequency of their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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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 gagok, alternative melodies more often occur in gyemyeonjo mode than 

in ujo mode. (For instance, as shown in the difference between “Urong” and 

“Pyeongnong.”) In both ujo and gyemyeonjo modes, it is in the daeyeoeum 

(an instrumental prelude or postlude) sections where various alternative 

melodies appear.

Key Words: Samjukgeumbo, yeokgwaebeop, alternative melodies, gagok, Yeomillak, 
gyemyeonjo, u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