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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서용석이 구성한 네 가지 산조인 대금산조, 아쟁

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 중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완성된 산조로, 해금

산조 이전에 만들어진 산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서용석류 해금

산조를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와 선율 비교하여 선율배열의 규

칙성과 구성 방법의 특징을 살피고, 해금산조에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선

율의 특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총 288장단 중 217장단이 기존산조와의 

공통선율로 나타나 대부분의 선율이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에

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선율의 구성은 출현 위치와 순

서가 산조마다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세 장단 이상의 연속된 공

통선율은 총 217장단 중 82장단, 전체의 약 3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산조의 선율을 이용하더라도 선율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해금산조로 

새롭게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산조의 선율을 재구성할 때에는 선율의 역할에 따른 선율배

열의 규칙이 적용된다. 산조에서 단락을 형성하는 선율의 배열은 <내

기>, <달기>, <맺기>의 과정을 가지고 각 선율은 그에 따른 고유의 역

할을 가지며, 기존산조의 선율은 해금산조 각 단락의 선율 역할에 맞는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열된다. 즉 단편적인 선율들을 선율 유형에 맞게 

조합하여 새로운 단락을 구성한다.

셋째,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은 <내기>, <달기>, <맺기>를 기

본으로 하여 악장별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진양조는 단락 전반에서 

<내기>-<맺는형>으로 선율을 제시하고 단락 후반은 <맺는형>을 중복 

배열하여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다. 중모리는 <내기>-<달기>-<맺기>의 

단순한 형태로 배열된다. 중중모리부터는 단락 중반에 <내기>와 <맺는

형> 선율이 출현하여 단락 내에 소단락을 형성한다. 자진모리에서는 빈



번한 소단락의 출현과 함께 <맺기>와 <내기>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는 

선율이 나타난다. 엇모리는 모든 악장의 특징이 고르게 나타난다. 

넷째,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은 기존산조의 선율을 활용하여 

부분적 음고 변화와 리듬 변화를 통해 전개, 발전하면서 선율을 창작하

는 방법과, 박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연속되는 공통선율의 일부를 차용

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타 악장 선율을 이

용하여 선율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 장단 구조에 맞게 리듬을 변형함으로

써 독창선율을 구성한다.  

다섯째, 공통선율은 해금의 주법과 음역 등을 고려하여 악기 특징에 

맞게 변주되는데, 상․하행 진행의 방향전환과 부분적인 음고 변화, 선율

형 변형에 따른 골격음의 변화 등 골격음 변형 방법과, 장식음의 첨가와 

삭제, 장식음의 상․하행 방향전환, 장식음의 부분적 음고 변화, 겹장식음

의 사용, 장식리듬의 변화 등으로 세분되는 장식음 변형 방법, 골격음의 

박 이동, 단위 박의 변화, 박의 분할, 분할 리듬형의 변화 등의 리듬 변

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율적 변형인 골격음과 장식

음 변형은 타 악기와 해금의 주법, 즉 해금의 운지법에 따른 음역의 제

한과 운궁법에 따른 호흡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은 기존의 산조선율을 활용

하고, 선율 역할에 따른 선율 배열규칙을 적용하여 선율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창선율은 기존산조와 타 악장선율 등을 활용

하여 창작할 수 있으며, 기존 산조선율은 해금산조의 주법에 맞도록 변

주하여 선율을 재창작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산조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더하여 새로운 산조

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용석류 해금산

조가 모든 산조의 공통원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자신의 산

조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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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는 한 사람의 독주자가 다양한 장단의 장구반주에 맞추어 연주하

는 기악독주곡으로서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한 양식이다. 산조는 19세기 

말 경 즉흥연주 형태로 발생되었으며 후대로 전승되면서 지속적인 선율

의 변화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산조는 양식화되었고 다양한 유

파가 생겨나게 되었다. 1980년대 말 경까지도 새로운 유파의 탄생은 계

속되었고1), 현재 산조의 유파는 악기별로 한두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

지 이상이 전한다.

최근의 연주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에 전승되어오는 산조를 그대로 답

습하여 연주하기보다는 연주가들이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산조를 

구성하여 연주하고자 하는 시도2)가 늘고 있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산조 

창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3) 그러

나 산조 구성의 방법론으로 제시될 만한 이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우리가 수많은 산조를 듣고 산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산조가 가

지는 양식화된 보편적 형식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동일한 가락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산조의 유파를 구별하는 것은 각 유파의 선율이 지닌 

개별적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조의 보편적 형식과 개별적 특징,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산조 선

1) 대표적으로 정대석류 거문고산조(1988), 서용석류 피리산조(1988), 김영재류 해금산

조(1989), 서용석류 해금산조(1989) 등이 있다. 

2) 그 예로 이지영의 ‘허튼가락’ (2013년 3월 1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가즌악회 창단

연주회-전통, 새로이 쓰다’), 강지은의 ‘흐튼, 허튼’ (2011년 12년 18일 민속극장 풍

류, ‘바람은 고개를 넘고’), 고진호의 ‘경제산조’ (2008년 11월 24일 문호아트홀, ‘서

울음악, 경토리의 재발견’) 등이 있다. 

3) 최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에 ‘산조창작연구’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한양대학교 음악

대학원에도 전공과정 중 ‘산조구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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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산조 선율의 구성을 위해서

는 먼저 기존 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

조와 선율 비교하여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에 대해 규명하

고자 한다. 즉, 해금 ․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율 비교를 통해 각 산

조간의 공통선율을 추출하여 선율배열의 규칙성과 구성 방법의 특징을 

살피고, 해금산조에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선율의 특성에 대해 고찰함으

로써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과정을 밝히겠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과정을 밝

혀 새로운 산조 선율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

리산조와의 선율비교연구4)와 조, 음구조, 선율에 관한 연구5)로 분류할 

4) 임주희,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비교 고찰 :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수현, “서용석류 산조 선율 연구 : 중모리의 피리와 해금선율에 관하여 ”(단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계빈,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용석 대금, 아쟁산조와의 중모

리-중중모리 선율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8). 

   서은영,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용석 대금·아쟁·피리산조와의 

진양조 선율 비교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5).

   김종섭,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비교고찰”(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은주,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5) 고정은, “해금산조 덜렁제 선율 구조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정미,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3).

   손지영,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구성음과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 진양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장윤미, “해금산조 선율연구 : 서용석류 진양조와 자진모리를 중심으로”(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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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 중 선율 구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은주는 그의 논문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

구”6)에서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비교하여 해금산조

의 선율 중 대금산조의 선율을 차용한 부분을 찾아 백분율로 환산하여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고, 이 중 대금산조와 다른 해금산조의 선율은 독

자적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 논문은 비교 대상을 대

금산조로 한정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단순한 비교에 그치고 있

어 두 선율간의 영향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해금산조의 독자적 

음악성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서은영은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용석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와의 진양조 선율 비교 중심으로”7)라는 논문에서 서용석

류 해금산조 중 진양조의 선율과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

율을 비교하여 공통가락의 비율을 산출하고 나머지 선율은 다른 해금산

조와 비교하여 통계를 내었다. 이를 통해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다른 악

기 산조 선율의 영향을 받아 해금이라는 악기의 특성에 맞게 모방 ․ 변

주되어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산조 창작원리를 재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홍수현은 그의 논문 “서용석류 산조 선율 연구 : 중모리의 피리와 해

금선율에 관하여”8)에서 서용석류 해금산조와 피리산조가 장단구성, 유

사선율구조와 변조 구성 등 악기별 근간의 음악내용이 상호 유사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악기의 서용석류 산조들을 

비교한 연구들은 상호 영향 관계의 구체적인 양상과 내용을 밝히기보다

   최태현,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틀에 관한 연구”, 중앙음악연구 제6집 (중앙

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7). 

   장지연, “해금산조의 음고(音高)와 음기능 연구 : 서용석류와 지영희류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 정은주, 전게서.

7) 서은영, 전게서.

8) 홍수현,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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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영향 관계의 유무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계를 확인

하고 영향을 받은 선율의 구성 비율을 계량적 수치로 나타내는 데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조 선율의 영향 관계 확인에

서 더 나아가 상호 영향 관계의 구체적인 양상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즉,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무엇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 어떠한 방법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 선율이 구성되었는지 고찰하겠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서용석류 해금산조 전 바탕 즉,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

리, 빠른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로 하며, 비교 대상은 서용석류 대

금산조와 아쟁산조, 피리산조9)로 한다. 선율 비교의 편의를 위해 서용석

류 해금산조에만 나타나는 빠른 중중모리 악장은 중중모리 악장에 포함

시키고, 엇모리는 해금산조와 대금산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두 산조만 

비교하겠다. 

해금산조의 연구 자료로는 해금산조10)를 중심으로 하여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수록한 여러 음원11)을 참고하겠다. 비교 대상이 되는 대금산

조는 서용석류 대금산조12)와 <대금산조>13)를 연구 자료로 삼고, 아쟁

산조는 <서용석의 대금시나위>14)에 실린 음원을, 피리산조는 한세현류 

피리산조15)와 <한세현 피리산조>16)를 연구 자료로 하겠다. 해금산조와 

9)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피리산조는 이후 서용석류 ‘기존산조’로 통칭한다. 

10) 강덕원・양경숙 편저, 해금산조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1995).

11) 김준희, <김준희 해금산조 네바탕> OPC-0308 (서울 : The Open Music, 2012).

    김정림, <서용석류 해금산조-해금독주 6-> DDSA-130C (서울 : 신나라, 2011). 

    안재숙, <안재숙의 해금이야기-민속악세계.산조와 합주-> TOPCD-125 (서울 : 예  

 술기획탑, 2008).

    박정실, <해금산조 유람> TOPCD-014 (서울 : 예술기획탑, 1999).

    최태현, <최태현 해금산조> SCO-146CSS (서울 : 삼성뮤직, 1998).

12) 황규일, 서용석 대금산조 (서울 : 은하출판사, 2005). 

13) 서용석, <대금산조> SDCD-3242 (서울 : 수도음반, 2001).

14) 서용석, “아쟁산조”, <서용석의 대금시나위> SCO-056CSS(서울 : 삼성뮤직, 1995).

15) 한세현, 한세현류 피리산조 (서울 : 은하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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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산조, 피리산조는 위의 악보자료와 음원자료를 비교하여 수정, 보완

하며 악보가 출간되지 않은 아쟁산조는 음반을 직접 채보하여 연구 자료

로 삼겠다. 해금산조는 c′를 본청으로 채보하며, 선율 구성 방법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활 표기는 생략한다. 해금산조 외의 산조는 실음을 기

준으로 채보하되, 두 가지 이상의 산조 비교할 때에는 해금산조와 동일

한 청으로 조옮김한다.   

본 연구는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을 살피고, 이어서 선

율 창작 방법을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선율 구성 방법을 살피기 위해 해금산조 선율을 악장마다 단락을 

나누고 서용석류 해금산조와 서용석류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을 추출하여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율 영향 관계에 대해 고찰하겠

다. 또한 해금산조의 각 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의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기존산조와의 공통선율 유형과 비교하여 선율배열의 규칙성과 구성 방법

의 특징을 밝히겠다.

공통선율은 한 장단 중 2/3 이상의 골격음이 같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

며, 골격음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진행상 같은 골격음으로 맺어지는 경우

도 공통선율에 포함한다.17) 

선율배열의 방법은 음악적 역할에 따라 <내기>-<달기>-<맺기>18)의 

16) 한세현, <한세현 피리산조> SYNCD-046(서울 : 신나라, 1993).  

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산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공통선율을 

판별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산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선율인지, 유사한 선율인지 구

별하는 것 보다 기존 산조에 있던 선율인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므로 ‘공통선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독창선율’과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8) 산조에서 악절의 맥락을 지시하는 용어로 진양 장단의 ‘기 경 결 해(起 景 結 解)’ 

즉 ‘내고 달고 맺고 풀기’와 시작 선율을 의미하는 ‘내드름’, 중중모리 장단의 ‘달고 

맺기’ 등이 있다. 이보형에 의하면 진양 장단의 ‘기 경 결 해’의 의미는 장단 선율 리

듬형의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모리 4대박 고형(鼓型)의 ‘내고 달고 맺고 푸

는’ 고법을 따서 진양 4각(24박)의 대장단 고법에 적용하여 창안한 고법(鼓法)이 지

시하는 의미라 하였다. 이는 고형의 관용 구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선율 악절 주기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산조의 선율 리듬형은 악절의 맥락에 따라 ‘달고 

맺기’ 순으로 구성되어 ‘달기’의미를 지시하는 리듬형이 먼저 구성되고 ‘맺기’ 의미를 

지시하는 리듬형이 맨 나중에 구성되므로, ‘기 경 결 해’의 ‘결’과 ‘달고 맺기’의 ‘맺

기’와 어의적 의미는 같지만 악절 맥락의 지시적 의미가 달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

였다.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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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가지는 선율의 악절을 한 단락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내기>

는 내드름19)으로 각 악장이나 단락의 시작선율을 뜻하고, <달기>는 ‘이

어진다(承)’는 의미로 선율이 지속되는 맥락을 말하며, <맺기>는 악절이 

일단락되는 맥락에 있는 선율을 뜻한다. 

이와 같이 음악적 역할에 따라 <내기>, <달기>, <맺기>의 의미를 갖

는 선율을 다시 선율형태에 따라 각각 세분하는데, 두 박 이상 본청을 

유지하며 끝나는 선율을 <맺는형>으로, 본청으로 끝나더라도 경과음으

로 쓰이거나 본청 이외의 음으로 끝나는 선율을 <다는형>으로 나누어 

총 5가지로 유형화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역할
선율형태

내기 달기 맺기20)

다는형 내기-다는형 달기21) x

맺는형 내기-맺는형 달기-맺는형 맺기

[표 1] 선율의 역할과 선율형태에 따른 선율분류 유형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해 서용석류 해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국음악연구 제39호, 2006)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음악적 자율성에 의하여 생성된 장

단 리듬형의 지시적 의미인 ‘달고 맺기’(이보형, “한국 민속음악 장단의 리듬형에 관

한 연구”, 민족음악학 제16집, 1994)를 선율에 적용하여 선율이 ’이어지는‘ 맥락에 

있을 때 <달기>로, 단락을 마무리할 때 <맺기>로 분류하고, 각 악장과 단락의 시작 

선율을 <내기>로 칭하기로 한다.  

19) 내드름이란 음악에서 첫머리 시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전통용어로 ‘내’는 ‘낸다’를 

제시하는 의미이고 ‘드름’은 ‘경드름’, ‘짝드름’에서 보듯이 가락 양식 및 곡조 양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한국

음악연구 제29집 (서울 : 한국국악학회, 2001)

   산조의 선율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드름”은 “내는 가락”을 의미

한다. 즉, 판소리나 산조, 농악에서 한 악절을 시작할 때 제시하는 선율이나 가락을 

뜻한다. 따라서 내드름이란 한 단락을 시작할 때 그 음악의 성격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음악의 성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김우진, 

“거문고산조의 내드름 연구”, 산조연구 (서울 : 은하출판사, 2002), 제1집, 81쪽.

20) <맺기>는 <다는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형태분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1) <달기>는 <달기-다는형>의 줄임말이다. 이와 같이 선율 역할과 형태가 동일한 경

우 선율 역할에 따른 분류 유형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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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산조의 공통선율이 어떠한 유형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 선

율배열의 규칙성을 알아보고,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은 어떤 유형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해금산조의 선율 창작 방법에 대해 고찰하겠다. 이를 위해 

해금산조에서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선율을 살펴서 그 특징과 창작 방법

을 밝히고, 아울러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을 차용한 양상을 살펴 기존산조

의 선율이 해금의 특징에 맞게 어떻게 변주되는지 각 악장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겠다.

4. 서용석의 음악활동22)

서용석(徐龍錫, 1940~2013)은 1940년 2월 7일 전남 곡성에서 태어

나 곡성국민학교와 곡성중학교를 다녔다. 7세부터 11세까지 이모 박초

월(朴初月)에게 판소리 수궁가, 춘향가, 흥보가를 배웠고 16세부터 3년

간 서울에서 이모부인 김광식(金光植)에게 대금풍류와 삼현육각(긴염불, 

반염불, 허튼타령, 자진타령, 당악, 굿거리, 길군악)을 배웠다. 또 이때 

대금산조를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전바탕을 배웠는데 약 

10분정도였다고 한다. 

19세 때에 국극사(國劇社, 박만호 단장)에서 활동하였고, 21세 때는 

낭자단체(娘子團體, 이일파 단장)에서 김인선(아쟁), 김인태(장고)와 같이 

반주악사로 활동하였으며, 22, 23세 때에는 진경단체(眞慶團體)23)의 반

주악사로 다니면서 방태진에게 1년간 태평소 시나위를 배웠다. 당시의 

진경단체 반주악사로는 방태진(호적), 신용수(장고), 서용석(대금), 윤윤

석(아쟁), 강동환(거문고) 등이 있었다. 

24세 때 서울로 상경하여 한주환에게 대금산조를 진양에서 중모리까

22) 이보형,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7) 산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6)와 최

태현, 해금산조연구Ⅱ (서울 : 민속원, 2008)을 참고하였다. 

23) 진경단체는 김진진과 김경수가 임춘앵의 단체에서 독립하여 만든 여성국극단으로서 

단체명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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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웠는데, 그 후 한주환이 작고하여 나머지 부분은 지영희가 채보하

기 위하여 녹음해 놓은 한주환의 산조 음원을 참고하여 자득하였다고 한

다. 또한 이 무렵 정철호에게 1년간 아쟁산조를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배웠다. 

25세 때에는 서공철에게 6개월간 가야금산조를 진양, 중모리, 중중모

리, 자진모리, 휘모리(세산조시)까지 배웠다. 

어려서부터 판소리와 여러 악기들을 두루 학습한 경험과 여러 악사들

과의 음악적 교류는 모두 서용석의 창작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다.

서용석의 산조창작은 30대 때 한주환에게 배운 20여분의 산조를 45분

으로 확대하여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완성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아

쟁산조도 창작하여 연주하였다. 

1980년 국립국악원 민속단 입단 후 그의 창작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

난다. 그는 민속단 재직시절 악장, 지도위원, 예술감독을 맡아 산조합주

와 시나위합주 등 중요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그 외에 민요를 구성하

고, 창극의 노래를 작곡한 기록도 보인다.24) 또 무용음악을 새롭게 구성

한 음반도 남아있어25) 서용석의 창작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재직시절 서용석은 다른 악기의 산조를 창작하여 두 작품

을 남겼는데,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바로 그것이다.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1987년 완성되었고26),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1989

년에 초연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27) 

24) 21세기KBS-FM시리즈 28 <국립국악원 민속 합주단 연주곡집> HAEDONG-128  

(해동물산, 1997)의 편, 작곡은 서용석으로 되어있다. 수록곡은 다음과 같다. 

 

곡명 연주시간

남도 굿거리, 성주풀이, 자진 굿거리 6 : 48

창극<심청전> 중 뱃노래 8 : 32

신 뱃노래 5 : 32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 타령 11 : 41

시나위 합주 15 : 07

태평소와 관현악 12 : 49

25) <고전무용곡집> DAC-692, (대성음반, 1997)의 수록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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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력으로 여러 악기의 산조와 기타 많은 음악 작품을 남긴 

서용석은 2013년 3월 작고하기 전까지 태평소산조를 구성하였다고 하는

데28) 아직 연주된 바는 없으나 후학들에 의해 발굴되어 앞으로 많은 이

들에게 연주되기를 바란다. 

 

곡명 연주시간 곡명 연주시간

창부타령 3 : 29 염불타령 3 : 28

청춘가 3 : 09 풍류타령 3 : 28

봄 아가씨 3 : 21 허튼타령 3 : 22

꼭두각시 3 : 06 굿거리 3 : 25

도도리 3 : 32 살풀이 3 : 31

강강수월래 3 : 10 밀양아리랑 2 : 50

26)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1984년부터 가락을 만들기 시작하여 1987년에 처음 발표되었

고 그 가락은 한세현이 전수받아 현재 피리산조의 대표적인 유파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세현, <한세현 피리산조> SYNCD-046, (서울 : 신나라, 1993) 음반해설서 참고. 

27)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1988년부터 짜기 시작하여 국립국악원의 박혜선과 양경숙에게 

전수되었고, 1989년 양경숙에 의해 초연되었다.  

28) 2013년 초 서용석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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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서용석이 구성한 네 가지 산조인 대금 ․ 아쟁 ․ 
피리 ․ 해금산조 중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구성된 산조로, 여러 선행연

구29)를 통해 이전 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산조30)의 영향을 받은 선율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금산조로 옮겨졌으며, 

해금산조에서 나타나는 독창선율과 어떻게 결합하여 새롭게 구성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기존산조 즉,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와 선율 비교하여 공통선율을 추출하고, 이 공통선율들

을 배열하는 규칙이 있는지 살핀 뒤, 해금산조의 선율 배열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서용석류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율비교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빠른 중중모리-자진모

리-엇모리의 여섯 개 악장31)으로 구성되며, 진양조가 40장단, 중모리 

34장단, 중중모리 54장단, 빠른 중중모리 20장단, 자진모리 128장단, 

29) 임주희,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비교 고찰 :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계빈,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용석 대금 ,아쟁산조와의 중모

리-중중모리 선율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8). 

   서은영,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용석 대금·아쟁·피리산조와의 

진양조 선율 비교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5).

   김종섭,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비교고찰”(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은주,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30) 이후 ‘기존산조’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아쟁산조, 피리산조를 뜻한다. 

31) 산조에서는 장단의 이름이 악장의 이름을 대체하므로 ‘장단’이라는 말을 쓸 때 악장

을 지칭하는 장단인지, 한 장단 두 장단 하는 단위의 장단인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진양조, 중모리 등은 악장이라 칭하고 제1장단, 제2장단 등의 일정한 박의 단위는 장

단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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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모리 12장단의 총 288장단으로 구성된다. 

서용석류 대금산조32)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엇모리-동

살풀이로 되어 있으며 진양조 84장단, 중모리 91장단, 중중모리 144장

단, 자진모리 192장단, 엇모리 20장단, 동살풀이 26장단, 총 557장단으

로 되어있어 해금산조보다 약 두 배의 길이가 되며 동살풀이가 포함된

다. 

서용석류 아쟁산조33)와 피리산조34)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

모리의 네 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쟁산조의 악장 별 장단 수는 

진양조 28장단, 중모리 20장단, 중중모리 44장단, 자진모리 139장단, 

총 231장단으로 되어있으며, 피리산조는 진양조 42장단, 중모리 34장

단, 중중모리 75장단, 자진모리 145장단, 총 296장단으로 나타난다. 

서용석류 네 산조의 악장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악기

악장구성 대금산조 아쟁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

진양조 84장단 28장단 42장단 40장단

중모리 91장단 20장단 34장단 34장단

중중모리 144장단 44장단 75장단 54장단

빠른 중중모리 20장단

자진모리 192장단 139장단 145장단 128장단

엇모리 20장단 12장단

동살풀이 26장단

계 557장단 231장단 296장단 288장단

[표 2]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 ․ 해금산조의 악장구성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서용석류 네 산조35)의 악장 구성은 진양조-

32) 서용석, <대금산조> SDCD-3242(서울 : 수도음반, 2001).

    황규일, 서용석 대금산조(서울 : 은하출판사, 2005 개정판).

33) 서용석, “아쟁산조”, <서용석의 대금시나위> SCO-056CSS(서울 : 삼성뮤직, 1995).

34) 한세현, <한세현 피리산조> SYNCD-046(서울 : 신나라, 1993).

    한세현, 한세현류 피리산조(서울 : 은하출판사, 2008).

35) 본고에서는 서용석류 산조만을 다루므로 이후 산조의 명칭은 ‘서용석류’를 생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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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구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대금산조

와 해금산조에는 엇모리가 포함되어 있고, 동살풀이는 대금산조에만 나

타나며, 해금산조에는 빠른 중중모리가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

인다. 

그렇다면 해금산조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율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산조를 악장별로 비교하여 공통선율 구성을 

알아보겠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해금산조에만 나타나는 빠른 중중모

리 악장은 중중모리에 포함시킬 것이며, 해금산조와 대금산조에만 나타

나는 엇모리는 두 산조만 비교하도록 한다. 

가. 진양조

해금산조 진양조는 40장단으로 되어있다. 대금산조는 84장단으로 되

어 가장 길고, 아쟁산조는 28장단이며, 피리산조는 42장단으로 구성된

다. 해금산조 진양조를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6). 

해금산조 진양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 진양조 선율을 비교해 공통

선율37)을 추출해 보면, 해금산조 40장단 중 28장단이 대금산조와 공통

선율로 나타나고, 15장단이 아쟁산조와, 22장단이 피리산조와 같아, 해

금산조 진양조 총 40장단 중 34장단이 기존산조와 공통선율이며 6장단

만이 독창선율로 구성된다.    

해금산조를 장단 순서대로 나열하고 공통선율이 나타나는 장단에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해당 장단 번호를 기입하여 진양조의 공통선율 구성

‘대금산조’, ‘아쟁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로 표기한다.

36) 단락나누기의 기준은 <내기>-<달기>-<맺기>의 과정을 가지는 선율의 악절을 단위

로 한다. 각주 18) 참고.

37) 본 연구는 기존의 산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을 가지므로, ‘공통선율’의 범위를 넓게 보고 골격음이 같거나 한 장단 중 4박 이

상의 골격음이 같은 경우, 골격음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진행상 같은 골격음으로 맺어

지는 경우도 공통선율에 포함하였다. 각주 1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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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해금
산조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대금
산조 1 2 3 4 12 9,

29 12 49,
61

50,
62

26,32,
51,53,
63,84

아쟁
산조 1 4,

8 14 10,15,
19,23

피리
산조 1 2 3 32,

34
33,
35

13,
40

16,
41 21

해금
산조

제4단락 제5단락 제6단락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대금
산조 54 67 55 69 8 49,

61
50,
62

26,32,
51,53,
63,84

아쟁
산조

11,
24 14 10,15,

19,23

피리
산조 7

10,
31,
42

36 37 13,
40

16,
41 21

해금
산조

제7단락 제8단락 제9단락 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4/40

대금
산조 54 20,

65 24 25,
52 69

19,
36,
58

20,
65 34 24

26,
32,
51,
53,
63,
84

28

아쟁
산조

11,
24 25 26 9 25 26 27

10,
15,
19,
23

15

피리
산조 7 22 10,

42 22 25 8 21 22

[표 3]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진양조 공통선율 구성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해금산조 제1단락 제1장단은 네 산조가 모두 

같은 공통선율로 나타나며 피리산조는 연속하여 세 장단이, 대금산조는 

네 장단이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아쟁산조는 제1장단과 제4장단에서 공

통선율을 찾아볼 수 있다. 제5장단은 독창선율이며 제6장단이 대금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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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통선율로 되어있어 제1단락은 주로 대금산조 가락을 이용하여 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단락은 제7~8장단이 피리산조와 공통선율로 되어있고 제10장단은 

대금산조와 같은 선율이다. 피리산조의 공통선율이 연속된 장단인 것으

로 보아 제2단락은 피리산조 가락으로 시작하나 독창선율과 대금산조 

가락을 더하여 새롭게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단락을 살펴보면 모든 장단이 기존산조와 공통선율로 구성되고 특

히 대금산조와 선율 배열순서까지 일치한다. 또 제14장단을 살펴보면 공

통선율이 대금산조 제26, 32, 51, 53, 63, 84장단과 아쟁산조 제10, 

15, 19, 23장단, 피리산조 제21장단으로 기존산조에서 11번이나 중복되

어 출현한다. 

제4단락의 제15장단은 모든 산조의 공통선율이고, 제16장단과 제18장

단은 대금산조 선율과 같으며, 제19장단은 대금산조와 피리산조의 선율

로 구성된다. 제17장단을 제외하고 대금산조 가락으로 구성되나 선율의 

순서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5단락의 제20장단과 제23장단은 독창선율이며 제21~22장단은 피

리산조에서 온 가락으로, 독창선율과 피리산조가 결합된 단락이다.  

제6단락은 제3단락과 선율 구성이 같다. 

제7단락의 제27~28장단은 모든 산조에 출현하는 공통선율이고 제29

장단은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가락이다. 제30장단은 대금산조 가락을 이

용하였고, 제31장단은 대금산조와 피리산조의 선율을 이용하였다. 전체

적으로 대금산조와 모두 공통선율이나 출현 위치가 모두 다르고, 오히려 

제27~29장단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쟁산조 가락과 구성이 유사하

다.  

제8단락 제32장단은 아쟁산조에서, 제33장단은 대금산조에서 가져온 

선율이며, 제34장단은 모든 산조의 공통선율이고 제35장단은 피리산조 

가락을 가져왔다. 제33~34장단의 선율 순서가 대금산조와 같으나 나머

지 부분이 아쟁, 피리산조 가락으로 되어있어 여러 산조의 선율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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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9단락 제36장단은 피리산조에서, 제37장단은 대금산조에서 가져온 

선율이며, 제38장단은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선율을, 제39장단은 아쟁산

조 선율을 이용하였고, 마지막 제40장단은 모든 산조의 공통선율이다. 

이와 같이 해금산조 진양조 40장단 중 34장단에서 나타나는 기존산조

의 공통선율은 대부분 한 두 장단의 단편적인 선율로, 출현하는 위치와 

순서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세 장단 이상의 연속적인 공통선율은 

제1~4장단, 제12~14장단, 제24~26장단, 제27~29장단의 13장단에서만 

나타난다. 이로써 해금산조 진양조는 대부분 기존산조 가락을 활용하였

으나 기존산조와 선율 구성이 다르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중모리

해금산조 중모리는 34장단으로 구성된다. 기존산조의 장단구성과 비교

해 보면 대금산조 91장단, 아쟁산조 20장단, 피리산조 34장단으로 산조

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해금산조는 피리산조와 같은 장단구성을 보인다. 

해금산조 중모리는 9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중모리를 비교해 보면, 해금산조 중모리 34장

단 중 19.5장단이 대금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9장단이 아쟁산조

와, 23장단이 피리산조와 공통선율로 되어있어 총 31장단이 공통선율이

고 3장단만이 독창선율임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중모리 공통선율 구성38)은 다음 

[표 4]와 같다. 

38) 중모리의 공통선율은 반 장단을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많으므로 한 장단을 반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1로, 뒷부분은 –2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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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금
산조

1
-1

1
-2

2
-2

3
-1

3
-2

2
-1

2
-2

75
-1

75
-2

76
-1

76
-2

43
-2

28
-2

62
-1

18
-1

73
-1

73
-2

44
-1

18
-1

66
-1

66
-2

아쟁
산조

1
-1

9
-1

3
-1

9
-2

18
-1

5
-1

5
-2

피리
산조

1
-1

2
-1

2
-2

3
-1

3
-2

4
-1

4
-2

22
-1

22
-2

30
-1

18
-1

18
-2

19
-1

11
-2

28
-1

28
-2

11
-1

11
-2

28
-1

해금
산조

제4단락 제5단락 제6단락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대금
산조

27
-2

23
-1

23
-2

18
-1

76
-1

76
-2

아쟁
산조

15
-1

15
-2 6-1 6-2

피리
산조

6-1 28
-1

11
-2

22
-1

25
-2

13
-1

13
-1

14
-1

14
-2

15
-1

15
-2

16
-1

16
-2

해금
산조

제7단락 제8단락 제9단락 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1/34

대금
산조

15
-1

75
-1

75
-2

18
-2

23
-1

28
-1

28
-2

62
-1

62
-2

27
-1

73
-1

73
-2 19.5

아쟁
산조

2
-2

2
-2

18-
1

8
-1

7
-2

5
-1

5
-2 9

피리
산조

6
-1

6
-2

21
-1

21
-2

27
-1

4
-1

4
-2

5
-1

25
-2

6
-1

6
-2

33
-2

28
-1

28
-2 23

[표 4]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중모리 공통선율 구성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중모리 제1단락의 첫 장단은 모든 산조의 

1-1장단과 동일하게 시작한다. 그러나 제1-2장단부터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1-2장단은 대금산조 선율을, 제2-1장단은 피리산조 선율을, 

제2-2장단은 다시 대금산조 선율로 되어있으며 제3장단과 제4장단이 대

금산조와 피리산조에서 온 선율이나 구성의 순서가 다르다. 제5장단과 

제6장단 역시 대금산조와 피리산조를 이용한 선율로 대금산조와 출현위

치는 다르나 선율의 배열순서는 같다. 제1단락은 대부분 대금산조와 공

통적이나 피리산조의 가락도 섞어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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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락 제7-1장단은 아쟁산조와 피리산조 가락에서 온 선율이며, 제

7-2장단은 대금산조를, 제8장단은 아쟁산조와 피리산조를, 제8-2장단은 

대금산조를 활용하였다. 제9~10장단은 제9-2장단을 제외하고 모든 산

조의 공통선율이다. 제2단락 공통선율의 순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반 장

단을 단위로 하여 여러 산조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가락을 가져와 조합

한 것을 알 수 있다. 제2단락의 모든 선율이 기존산조와 공통선율이나 

한 장단 이상 계속되는 공통선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3단락은 대금산조와 피리산조 선율을 이용하여 구성된 단락이다. 대

금산조의 공통선율 비율이 더 높으나 장단의 배열 순서를 보면 제11장

단은 피리산조 가락으로, 제12장단은 대금산조 가락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제4단락 제13-1장단은 아쟁산조,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고, 제13-2장

단은 아쟁산조와, 제14-1장단은 피리산조와, 제14-2장단은 대금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나 모든 산조의 단편적 선율을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제5단락은 제16-1장단과 제17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공통선율로 구성

된다. 제15장단은 대금산조, 아쟁산조 선율을 가져왔고, 제16-2장단과 

제18장단은 대금산조, 피리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제5단락 공통선

율 역시 일정한 순서 없이 나타난다. 

제6단락은 제22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피리산조 선율로 되어있다. 선율

의 순서도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중간에 독창선율이 첨가된 것만 다

르다. 

제7단락은 모두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며 제26-2장단만 아쟁산조 선

율로 되어있다. 그러나 피리산조와 선율배열의 순서가 다르게 되어있음

을 알 수 있다. 

제8단락은 대금산조, 피리산조 가락을 이용하였고 공통선율의 장단 순

서를 고려할 때 피리산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9단락 제29장단은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고, 제30-1장단, 제31장단

부터 제33-1장단, 제34장단이 대금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아쟁산



- 18 -

조도 제32-1장단과 제33~34장단에서 공통선율이 나타나며 제33-2장단

부터 제34장단에서는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 보인다. 공통선율의 수는 

대금산조가 가장 많지만 연속되는 장단이 없어 세 가지 산조의 가락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락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금산조 중모리의 공통선율은 34장단 중 31장단으로 전 

악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특히 피리산조의 공통선율 비율이 높

으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제19~21장단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선율배

열 순서가 달라 기존산조와 가장 큰 구성의 차이를 보인다.  

다. 중중모리

해금산조 중중모리는 빠른 중중모리를 포함하여 74장단, 9단락으로 구

성된다. 기존산조의 중중모리와 장단구성을 비교해 보면, 대금산조 144

장단, 아쟁산조 44장단, 피리산조 75장단으로 피리산조와 가장 유사하

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중중모리를 비교해 보면, 해금산조 74장단 중 

22장단이 대금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11장단이 아쟁산조와, 35장

단이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0장단의 공통선율

과 24장단의 독창선율로 구성된다.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중중모리 공통선율 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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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대금
산조 131 72 73 74 51, 

60
51, 
60

아쟁
산조 35 25 26

피리
산조

1,
60 30 5,

64
6,
65 4 27 9 10 38

해금
산조

제4단락 제5단락

17-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대금
산조 104 83 85 122 122

아쟁
산조 7

피리
산조 22 23 30 31 32

7, 
48, 
74

19,
52 13 56 56

해금
산조

제6단락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대금
산조 52 53 56, 

129 32 73 51, 
60

아쟁
산조 7 5 14, 

21 11 26

피리
산조 30 31 31 69 70 67, 

71 72 73 13

해금
산조

제7단락 제8단락 제9단락 계

55 56 57 58 59 60 61 62 63-66 67 68 69 70 71 72 73 74 50/
74

대금
산조 104 101 104 32 42 22

아쟁
산조 11 35 11

피리
산조 10 20 21 13 13 42 43 35

[표 5]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중중모리 공통선율 구성

위의 [표 5]를 보면, 제1단락 제1장단은 피리산조와 동일하게 시작하

고 제3장단, 제5~6장단, 제8장단이 피리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나며, 제

7장단은 대금산조와 제8장단은 아쟁산조와 공통선율로 구성된다. 제2장

단과 제4장단의 독창선율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리산조를 이

용하여 구성된 단락이다. 

제2단락 제9장단은 모든 산조의 공통선율이고 제10장단은 대금산조와 

아쟁산조에서만 나오는 선율이며, 제11~12장단은 대금산조에서 온 선율

이다. 모든 장단이 대금산조와 공통선율이며 제9~11장단은 선율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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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아 제2단락은 대금산조 선율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단락은 제13~15장단이 피리산조 선율로 되어있고, 제16장단은 대

금산조 선율로 되어있다. 첫 두 장단은 피리산조와 선율배열 순서가 같

으나 뒷부분은 단편적 선율들의 조합으로 되어있다. 

제4단락은 제17~24장단과 제27~28장단이 독창선율이고 제25~26장

단과 제29장단에서만 각각 피리산조와 대금산조 가락이 나타난다. 부분

적으로 기존산조의 가락을 사용하였으나 대부분 독창선율로 된 해금산조

의 독창단락으로 볼 수 있다. 

제5단락은 제37장단 독창선율을 제외하고 모두 피리산조와 공통선율

로 되어있다. 제30장단에서 아쟁산조 선율이 출현하고, 제33~34장단, 

제36장단, 제38장단에서 대금산조 가락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피리산

조를 토대로 구성된 단락이다. 제30~32장단에서는 선율의 배열도 피리

산조와 일치한다. 

제6단락은 제41장단과 제47장단, 제53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기존산조

에서 가져온 선율이다.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가락도 단편적으로 이용되

었으나 제43~47장단에서 피리산조 제69~73장단 선율이 그대로 쓰여, 

피리산조를 토대로 대금, 아쟁산조의 가락과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을 결

합하여 단락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7단락은 제56장단에서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 나타나고 제58장단에

서 대금산조와 공통선율이 나타나 독창선율과 공통선율이 결합하여 구성

되었다.  

제8단락은 제60~61장단과 제63~66장단이 독창선율이고 제59장단, 

제62장단, 제67장단에서만 피리산조와 대금산조의 공통선율이 출현하여 

전체적으로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이 주를 이룬다. 

제9단락 제68장단은 피리산조 가락을, 제69장단은 아쟁산조 가락을, 

제70장단은 피리산조 가락을, 제71~72장단은 대금산조를 차용하였으며 

제73장단은 피리산조와 같고, 제74장단은 아쟁산조와 피리산조에 출현

하는 선율이다. 피리산조와 가장 많은 공통선율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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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의 조합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이와 같이 해금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피리산조의 공통선율을 중심으

로 여러 산조와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이 결합하여 구성된다. 연속적인 공

통선율은 50장단 중 11장단이며 대부분의 공통선율이 단편적인 선율로

서 기존산조와는 구성 방법이 다르고, 독창선율의 비중이 높아 독창선율

만으로 이루어진 단락도 나타난다. 

라. 자진모리

해금산조 자진모리는 128장단으로 구성되며 기존산조와 비교해 보면 

대금산조가 192장단으로 가장 길고, 아쟁산조 139장단, 피리산조가 145

장단으로 나타나 해금산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해금산조 자진모

리는 8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 자진모리 선율을 비교해 공통선율 구성을 알아보

면 128장단 중 90장단이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그 중 40장단이 대금산

조와 공통선율이고, 61장단이 아쟁산조와 같으며, 55장단이 피리산조와 

공통선율이다.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자진모리 공통선율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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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제1단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대금
산조

1 2 2,8,11,
101

75,
78

아쟁
산조

1 2 38,
83 18 2 61 62,

46 47 61 62 70 57 13
37,
44,
45

피리
산조

1 2 3 4 22,
53

23,
54 49 50 51 57 58 24 25

해금
산조

제2단락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대금
산조

2,8,
11,
101

48 92 93 94 94 95 96 75,
78 76 81

2,8,
11,
101

81 75,
78

아쟁
산조

18 2 63 64 102 102 103 104 105
37,
44, 
45

63,
65,
67

64,
66,
68

69 18 2
64,
66,
68

37,
44,
45

피리
산조

22,
53

23,
54 97 98 21.

39 66 116 116 117 118 119 120 48 22,
53

23,
54

20,
47,
52,
65,
92

해금
산조

제3단락 제4단락 제5단락
42-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80

대금
산조

2,8,11,
101 75,78

아쟁
산조

18 2 37,44,
45 16 61 62

피리
산조

108 109 50 22,53 23,54
20,47,
52,65,

92

해금
산조

제6단락 제7단락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대금
산조

75,
78 76 81

아쟁
산조

37,
44,
45

63 64 94 61 62,
46 47 48 61 62 63,

65
64,
66 67 68 69

피리
산조

47 48 87 88 89 90 91

해금
산조

제8단락 계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90/
128

대금
산조

94,
145

95
,146

96,
148 150 152 29,

30
29,
30

29,
30 31 32 33 180 181 182 183 184 185 40

아쟁
산조

102 103 104 105 130 131 132 133 134 61

피리
산조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2 123 124 125 129 130 55

[표 6] 해금산조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자진모리 공통선율 구성

위의 [표 6]을 보면 자진모리 제1단락 제1~2장단은 모든 산조의 공

통선율로 나타나고 피리산조는 제4장단까지 같다. 제6장단까지 피리산조

의 공통선율이 계속되며 제7장단은 독창선율이다. 제8~10장단은 아쟁산

조의 선율을 썼고, 제11~13장단은 다시 피리산조 가락을 가져왔으며, 

제14장단부터 제19장단까지 아쟁산조와 공통선율이 나타난다. 제1단락

의 선율배열은 제1~4장단, 제11~13장단에서 피리산조와 동일하게 나타



- 23 -

나 피리산조와 일부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리산조와 아쟁산조의 공통선율이 번갈아 출현하여 두 산조의 영향을 

골고루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단락은 제40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기존산조와 공통선율로 구성되

며 대부분 세 가지 산조에서 모두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그 중 제26~31

장단이 대금산조와 장단 배열순서가 같고, 제29~33장단은 피리산조의 

연속된 선율이 사용되어 기존산조와 유사한 구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제3단락 제42~58장단은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이고 제59~61장단은 피

리산조와 공통선율로 구성된다. 

제4단락은 제65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공통선율로 구성된다. 모두 아쟁

산조에서 온 선율이며 제64장단과 제66장단은 대금산조와 피리산조에서

도 나타난다. 그러나 모두 단편적인 선율의 조합으로 되어있다. 

제5단락은 모두 해금산조의 독창선율로 된 단락이다. 

제6단락의 제81~83장단은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선율을, 제87~92장

단은 아쟁산조 선율을, 제93~97장단은 피리산조 선율을, 제98~99장단

은 아쟁산조 선율을 이용하였다. 이 중 선율의 순서가 같은 연속된 공통

선율은 제93~97장단의 피리산조 선율이며, 전체적으로 여러 산조를 조

합하여 구성된 단락이다. 

제7단락 제102~106장단은 아쟁산조 제65~69장단을 그대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제8단락은 모두 연속된 공통선율로 되어있다. 제107~117

장단은 피리산조 가락으로 되어있고, 제118~122장단은 아쟁산조 가락

으로, 제123~128장단은 대금산조 가락으로 세 가지 산조를 연결하여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였다.  

해금산조 자진모리 공통선율의 특징은 연속적인 공통선율이 47장단으

로 공통선율 전체 90장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자진모리

는 기존산조의 선율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많은 반면, 독창선율로 되

어있는 단락도 나타나 기존산조와 독창선율의 결합으로 구성된 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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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마. 엇모리

해금산조 엇모리는 12장단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있다. 

대금산조 엇모리는 20장단으로 해금산조의 모든 선율이 대금산조와 공

통선율이다.  

해금산조와 대금산조의 선율배열 순서를 비교해 보면 세 장단 이상 연

속되는 공통선율이 제3~10장단에서 나타나고 대금산조 엇모리의 길이

를 축소하여 해금산조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와 대금산조의 엇모리 공통선율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해금산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대금산조 1 2,4,6,
18,20 5

2,4,6,
18,20 7 8 9 10 11 12 17

2,4,6,
18,20 12

[표 7] 해금산조와 대금산조의 엇모리 공통선율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악장별 공통선율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진양조는 40장단 중 34장단에서 공통선율이 나타나며 백분율로 환산

하면 8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공통선율은 대부분 한 두 장단의 단

편적인 선율로 출현 위치와 순서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세 장단 

이상의 연속적인 공통선율은 13장단에서만 나타나, 기존산조와 선율 구

성이 다르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중모리의 공통선율은 34장단 중 31장단, 전체의 약 91%로 전 악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3장단을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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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부분의 선율배열 순서가 달라 기존산조와 구성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중중모리는 74장단 중 50장단, 약 66%의 공통선율이 나타나며 피리

산조를 중심으로 대금․  아쟁산조와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이 결합하여 구

성된다. 연속적인 공통선율은 11장단뿐이며 대부분의 공통선율이 단편적

인 선율로 기존산조와 구성이 다르고, 독창선율의 비중이 높아 독창선율

로 이루어진 단락도 나타난다. 

자진모리 공통선율은 128장단 중 90단으로 약 70%로 나타나며  특징

적인 것은 연속적인 공통선율이 47장단으로 공통선율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한다는 점이다. 자진모리는 기존산조의 선율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많은 반면, 독창선율로 되어있는 단락도 나타나 기존산조와 독창선율의 

결합으로 구성된 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엇모리는 모든 장단이 공통선율로 구성되고, 12장단 중 8장단이 연속

적인 공통선율로 되어있어 대금산조 엇모리를 축소하여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장별 선율 구성의 특징을 종합하면, 서용석류 해금산조 전체 288장

단 중 기존산조와의 공통선율은 217장단으로 약 75%가 기존산조 선율

을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또 해금산조의 선율배열 순서가 기존산조와 세 

장단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경우는 공통선율 217장단 중 82장단, 약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기존산조와 공통선율의 비율

은 높으나, 선율의 배열은 다르게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율 배열의 규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서용석의 기존산조인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와 많은 부분 공통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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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산조와 해금산조는 선율의 배열순서가 다르게 되어있어 해금산조만의 

선율구성을 가진다. 여러 가지 산조가 선율 배열순서가 다름에도 불구하

고 각각의 산조로써 성립하는 것은 음악적 맥락 안에서 선율이 가지는 

역할이 존재하고, 그 선율들이 산조의 음악형식에 맞게 구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해금산조의 선율을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선율유형에 의한 선율배열의 규칙성을 밝히고 해금산조의 선율배열 방법

을 알아보겠다.  

우선 각 선율을 음악적 역할에 따라 <내기>, <달기>, <맺기>로 나누

고, 다시 선율형태에 따라 <다는형>과 <맺는형>으로 구분하여, <내기-

다는형>, <내기-맺는형>, <달기>, <달기-맺는형>, <맺기>의 5가지 유

형39)으로 분류한 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 유형이 일치하는

지 살펴, 특정 선율이 가진 고유의 역할과 그에 따른 선율배열의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 <내기>-<달기>-<맺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단락을 단위로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선율배열 방법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가. 진양조

서용석류 해금산조 진양조는 점사분음표() 한 박을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보았을 때 총 40장단으로 되어있고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진다.

1) 진양조 제1단락

진양조 제1단락은 제1장단부터 제6장단까지 6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1]에서 보듯이 해금산조 제1장단40)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 

39) [표 1] 참고.

40) 이후 해금산조와 대금산조․아쟁산조․피리산조의 장단 순서 표기는 ‘해금 제○장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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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단과 공통선율로 모두 a′로 시작하는 <내기> 선율이며 시작음인 a′

를 한 장단동안 유지함으로써 선율형태는 <다는형>이 되어 <내기-다는

형> 선율이 된다. 

[악보 1] 진양조 제1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2]의 해금 제2장단은 a′에서 시작하여 f′와 d′를 거쳐 제4

박에서 c′본청에 도착하는 <맺는형> 선율이다. 이는 대금과 피리 제2장

단과 공통선율로, 모든 산조에서 다음 장단으로 이어지는 맥락의 <달

기> 역할을 하여 <달기-맺는형> 선율이 된다. 

[악보 2] 진양조 제2장단 선율유형 

[악보 3]의 해금 제3장단은 대금 제3장단, 피리 제3장단과 공통선율

로 모두 <달기> 선율이다. 해금 제3장단 선율은 제1박에서 a, 제2박에

같이 ‘산조’를 제외하고 악기명과 장단순서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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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c′, 제3박에서 f-a로 진행하는 반면, 대금 제3장단에서는 제1박에

서 e′-c′, 제2박에서 a-f, 제3박에서 g-a-c′로 진행하여 두 산조의 선율

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음의 출현 위치와 길이가 다르더라도 a와 f-a

로 진행하는 공통음을 가지고 있고, 제4~6박에서 a를 길게 끄는 선율이 

동일하므로 두 선율을 공통선율로 보았다. 

[악보 3] 진양조 제3장단 선율유형 

이어서 [악보 4]를 살펴보면 해금 제4장단은 c′에서 a-f로 하행하고 d

에 도착하는 선율로 <달기> 선율이 되며 골격음의 구성이 같은 대금 제

4장단, 아쟁 제4, 8장단, 피리 제4장단도 역시 <달기> 선율로 선율배열

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4] 진양조 제4장단 선율유형

[악보 5]의 해금 제5장단은 해금산조의 독창선율로 제1~2박에서 g, 

제3박에서 d′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c′본청으로 종지하는 선율이다. 

이는 본청으로 종지하므로 <맺는형>이나 선율이 이어지는 맥락에 위치



- 29 -

하므로 <달기>의 의미를 형성하여 <달기-맺는형>으로 분류된다.  

해금 제6장단은 제1단락의 마지막 장단이며 c′본청으로 종지하는 <맺

기> 선율이다. 이 선율은 [악보 5]와 같이 대금 제12장단과 공통선율로 

제1~4박까지 a-d′-a-g로 진행하는 형태가 같다. 그러나 제5~6박에서 

두 산조가 상이한 진행을 보인다. 해금산조는 a-c′본청으로 진행하여 

<맺기>가 되는데 대금산조는 마지막 음을 a′로 진행하여 <달기>의 역할

을 하는 선율이 된다. 이와 같이 기존산조가락을 활용할 때 선율의 마지

막 박의 형태를 변형하여 선율의 역할을 바꿈으로써 선율배열 위치를 조

정할 수 있다. 

[악보 5] 진양조 제5~6장단 선율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양조 제1단락 제1~6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달기-맺는형>-<맺

기> 순으로 되어있다. 제1단락의 전반 배열은 <내기>와 <맺는형>의 조

합으로 되어있으며 단락 후반은 <맺는형>이 제5~6장단에 걸쳐 중복되

면서 확실한 단락의 구분을 보인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은 제6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선율유형으로 되어있어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선율배열이 선율유형에 

따라 규칙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율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해

금 제6장단은 마지막 박의 진행을 바꾸어 선율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선율 배열위치의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쓰인다. 

제1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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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8]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 2 3 4 5 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 2 3 4 1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 4, 8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 2 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표 8] 진양조 제1단락 선율유형

2) 진양조 제2단락

진양조 제2단락은 제7장단부터 제11장단까지 5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6]을 보면 해금 제7장단은 대금 제9, 29장단, 피리 제32, 

34장단과 공통선율이며 a′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g′로 하행하는 선율이

다. 피리의 경우 g′가 출현하는 박이 제4박으로 해금, 대금과 다르나 골

격음의 진행방향이 같으므로 공통선율로 본다. 이 선율은 모든 산조에서 

공통적으로 <내기-다는형>의 선율이 된다. 

제8장단은 피리 제33, 3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8장단과 피리 

제33장단을 비교해 보면 두 산조는 제1~4박까지 g′-c″-d″-c″로 진행하

는 것이 같다. 그러나 제5~6박에서 해금은 a′로 하행하고, 피리는 c″를 

유지한다. 해금 제8장단은 <달기> 선율이 되며, 피리 제33장단은 <맺

기> 선율이 되어, 각 산조에서 배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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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진양조 제7~8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7]을 살펴보면 해금 제9장단은 해금산조 독창선율로 

해금 제5장단과 같으며 <달기-맺는형> 선율이다. 

해금 제10장단은 해금 제6장단의 <맺기> 선율과 동일하고 대금 제12

장단 <달기>와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10장단은 <맺는형> 선율이나 다음 

장단으로 이어지는 맥락에 있으므로 <달기-맺는형> 선율로 분류되어 해

금 제6장단 <맺기>와도 다르고, 대금 제12장단 <달기>와도 다른 유형

이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선율이라도 선율의 배열위치에 따라 <달기>

와 <맺기>의 역할이 혼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7] 진양조 제9~10장단 선율유형

[악보 8]과 같이 해금 제11장단은 제2단락의 마지막 장단으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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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g로 하행한 후 제6박에서 c′본청으로 종지하는 <맺기> 선율이며 

독창선율이다. 

[악보 8] 진양조 제11장단 선율유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양조 제2단락 제7~11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맺는형>-<달기-맺는형>-<맺기>로 되어

있다. 제2단락의 후반부는 제9~11장단에 걸쳐 <맺는형> 선율이 세 장

단동안 중복되어 단락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게 보여준다. 

제2단락의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은 제8장단과 제10장단에

서 선율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달기>와 <맺기>의 혼용, <맺는형>과 

<다는형>의 혼용이 나타나며, 이는 선율형태의 변화를 동반한다. 

해금산조 제2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7 8 9 10 1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9, 29 1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32, 34 33, 35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맺기

[표 9] 진양조 제2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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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양조 제3단락

진양조 제3단락은 제12장단부터 제14장단까지 3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9]를 살펴보면 해금 제12장단은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에

서 모두 출현하는 선율로 대금 제49, 61장단, 아쟁 제14장단, 피리 제

13, 40장단에서 나타난다. 골격음의 구성은 e♭′-e♭′^d′로 되어있으며 모

든 산조에서 <내기-다는형> 선율로 쓰인 것이 공통적이다. 

[악보 9] 진양조 제12장단 선율유형

[악보 10]의 해금 제13장단은 e♭′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c′-e♭′^d′

로, 제4박 c′본청으로 종지하는 <맺는형> 선율이다. 이는 대금 제50, 62

장단, 피리 제16, 41장단과 공통선율이며, <맺는형>이나 모든 산조에서 

<달기>의 역할을 하는 선율로 <달기-맺는형>이 된다. 

해금 제14장단은 대금 제26, 32, 51, 53, 63, 84장단과 아쟁 제10, 

14, 19, 23장단, 그리고 피리 제21장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골격음

이 e♭′^d′-c′-g-c′로 진행하며 모든 산조에서 <맺기>로 쓰이는 선율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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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진양조 제13~14장단 선율유형

이와 같이 진양조 제3단락 제12~14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맺는형>-<맺기>로 되어있다. 제3단락은 세 장단의 짧은 선

율로 이루어졌으나 전반 선율이 <내기>와 <맺는형>으로 되어있고, 후반 

선율이 <맺는형>과 <맺기>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진양조 제1단

락과 같다. 다만 제13장단의 <달기> 선율이 전반 선율과 후반 선율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선율배열 순서는 대금산조와 같으며 모든 산조의 공통선율유형이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4장단의 <맺기> 선율은 대금산조에서 

총 6회, 아쟁산조에서 총 4회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서용석류 산조에서 

흔히 쓰이는 <맺는형> 선율임을 알 수 있다. 

진양조 제3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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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12 13 1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61 50, 62 26,32,51,53,63,8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4 10,15,19,2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3, 40 16, 41 2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표 10] 진양조 제3단락 선율유형 

4) 진양조 제4단락

진양조 제4단락은 제15장단부터 제19장단까지 5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11]에서 보듯이 해금 제15장단은 한 장단 동안 g′를 내고 

유지하는 선율로 대금 제54장단, 아쟁 제11, 24장단, 피리 제7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산조와 대금산조, 아쟁산조에서 모두 <내기-다는형>

으로 쓰이는 선율이 피리산조에서는 <달기>로 배열되어 다른 산조와 차

이를 보인다. 이는 <다는형> 선율이 <내기>와 <달기>의 두 위치에 배

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금 제16장단은 대금 제67장단과 같은 선율로 제1~2박에서 c″, 제

3~4박에서 c′-g′-c″로 상행, 제5~6박에서 e♭″^d″-c″에 도착하는 <맺는

형> 선율이다. 그러나 해금산조와 대금산조 모두 선율이 이어지는 맥락

에 위치하여 <달기> 역할을 하므로 <달기-맺는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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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진양조 제15~16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12]를 살펴보면 해금 제17장단은 독창선율로 골격음이 c″

-b′-f′로 하행진행하는 <달기> 선율이 된다. 

해금 제18장단은 대금 제55장단과 동일한 선율로 e♭′에서 상행하여 

g′-c″로 종지하는 <맺는형> 선율이나 단락의 흐름 상 <달기> 역할을 하

는 <달기-맺는형> 선율이 된다. 

[악보 12] 진양조 제17~18장단 선율유형 

[악보 13]의 해금 제19장단은 대금 제69장단, 피리 제10, 31, 42장단

과 공통선율로 c″부터 하행하여 제3~4박에서 g, 제5~6박에서 c′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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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는 <맺기> 선율이다.  

[악보 13] 진양조 제19장단 선율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양조 제4단락 제15~19장단의 선율배열

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는형>-<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제4단락의 전반은 <내기>와 <맺는형>의 조합으로 되어있으며 

후반은 <맺는형>이 제18~19장단에 걸쳐 중복되는 형태로 되어 제1단락

부터 공통적인 선율배열을 보인다.  

제4단락의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은 제15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선율유형이 일치하여 유형에 따른 선율배열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외의 경우인 제15장단은 <다는형> 선율이 형태의 변화 없이 선

율배열 위치에 따른 <내기>와 <달기>의 혼용을 보여준다. 

해금산조 제4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 38 -

해금
산조

장단순서 15 16 17 18 19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54 67 55 69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1, 2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7 10,31,42

선율유형 달기 맺기

[표 11] 진양조 제4단락 선율유형

5) 진양조 제5단락 

진양조 제5단락은 제20~23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14]를 보면 해금 제20장단은 독창선율로 a′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c″로 상행하였다가 d″를 거쳐 제5~6박에서 c″로 <맺는형> 

선율로 <내기>의 역할을 하여 <내기-맺는형>이 된다. 

해금 제21장단은 대금 제8장단, 피리 제36장단과 공통선율로 되어있

다. 해금 제20장단과 같이 a′로 시작하며 제3박에서 d′로 하행하고 제

5~6박에서 c′본청에 도달하는 <맺는형> 선율로 <달기>의 역할을 하는 

해금 제21장단은, 대금 제8장단과 제1~5박의 골격음이 같으나 대금 제

6박의 g′와 골격음이 달라 선율형태가 일치하지 않고, 피리산조와는 골

격음이 같다. 대금산조는 <달기>가 되며 피리산조는 <맺기>로 쓰여 해

금산조 <달기-맺는형>과 차이를 보인다. 대금산조와 해금산조는 마지막 

박의 음을 변형시킴으로써 선율형태의 변화를 주었으며, 피리산조와 해

금산조는 모두 <맺는형>이나 선율 배열위치에 따라 각각 <맺기>와 <달

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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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진양조 제20~21장단 선율유형 

[악보 15]의 해금 제22장단은 피리 제37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22장단은 제1~2박의 a-c′ 상행진행을 제3~4박에서 옥타브 위로 올

려 a′-c″로 반복하고, 제5~6박에서 c″-a′로 하행하는 <달기> 선율이다. 

피리 제37장단은 제1~2박 골격음이 옥타브 차이가 나는 것 외에 해금

산조와 모든 골격음이 같으나 선율의 역할이 <내기>로 된 것이 다르다. 

이는 단락 내 배열위치에 따른 선율역할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악보 15] 진양조 제22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16]을 보면 해금 제23장단은 제5단락의 마지막 장단

으로 <맺기> 선율이며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이다. 제1~2박에서 g′-c″-g′

로 상하행 진행을 보이다가 제3박에서 e′-d′로, 제4박에서 c′본청에 도

착하고 제5박에서 장식음 e′-d′를 거쳐 제6박 c′본청에 도달하는 <맺

기>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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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진양조 제23장단 선율유형 

이상과 같이 진양조 제5단락 제20~23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맺는

형>-<달기-맺는형>-<달기>-<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제5단락은 <내

기>의 형태가 <맺는형>으로 되어, 이전 단락의 시작 선율이 <내기>-

<맺는형>으로 두 장단에 걸쳐 선율을 제시하던 것보다 집약적인 형태를 

보인다. 단락의 후반도 이전 단락에서 대체로 중복되는 <맺는형> 선율

이 배열된 것에 비하여 한 장단의 <맺기> 선율로 단순한 형태가 된다.  

제5단락의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은 제21장단, 제22장단 모

두 다른 유형으로 되어있다. 제21장단의 경우 종지음의 변형을 통하여 

선율형태를 바꾸었으며, 제22장단은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단락 내 배열 

위치에 따라 <달기>와 <내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해금산조 제5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20 21 22 23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8

선율유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36 37

선율유형 맺기 내기-
다는형

[표 12] 진양조 제5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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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양조 제6단락

진양조 제6단락은 제24~26장단까지 3장단이고, 제3단락과 동일한 구

성을 갖는다. 

7) 진양조 제7단락

진양조 제7단락은 제27장단부터 제31장단까지 5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17]을 살펴보면 해금 제27장단은 대금 제54장단과 아쟁 제11, 

24장단, 피리 제7장단과 공통선율이며 한 장단 동안 g′를 지속하는 <내

기-다는형> 선율이다. 피리 제7장단은 동일한 선율이 <달기>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산조는 모두 <내기-다는형>으로 공통적인 역할을 갖는다.

[악보 17] 진양조 제27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18]의 해금 제28장단은 대금 제20, 65장단과 아쟁 제25

장단, 피리 제22장단 선율과 같다. 제1박에서 g′-c″로 상행하고 제3박과 

제5박에서 장식음이 나타나지만 모두 c″를 향하고 있어 전체적인 골격

음이 c″인 <맺는형>의 <달기> 선율이 된다. 공통선율인 대금 제20장단

과 피리 제22장단은 골격음이 c″로 된 것은 같으나 <내기>로 쓰이는 선

율임을 알 수 있다. 진양조의 <내기> 선율은 주로 대금산조, 피리산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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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 음을 한 장단동안 지속하거나 근접음으로 이동하는 등 선율의 

움직임과 리듬분할이 많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즉, 동일한 골격음을 가

진 선율이라도 <내기>와 <달기>의 역할은 선율의 배열 위치뿐 아니라 

리듬의 분할과 장식음의 첨가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8] 진양조 제28장단 선율유형

[악보 19]에서 보듯이 해금 제29장단은 대금 제24장단, 아쟁 제26장

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제1박에서 g′-e♭″으로 상행하고 제3박부터 

e♭″^d″-c″-b′를 거쳐 제4박에서 g′로, 제5~6박에서 e♭′^d′까지 순차 하

행하며 모든 공통선율에서 동일하게 <달기> 선율로 쓰인다. 

[악보 19] 진양조 제29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20]을 살펴보면 해금 제30장단은 대금 제25, 52장단과 공

통선율이다. 제1박에서 g′에서 b′로 상행하였다가 제2박부터 c′본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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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하는 <맺는형> 선율로 <달기>의 의미를 형성하는 <달기-맺는형>이 

된다. 

[악보 20] 진양조 제30장단 선율유형 

[악보 21]의 해금 제31장단은 제7단락의 마지막 장단으로 <맺기>에 해

당한다. 이는 대금 제69장단과 피리 제10, 4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1박

의 b′ 제2박의 장식음 첨가, 제3박의 e♭′^d′, 제4박의 g, 제5박의 e♭′^d′, 

제6박의 c′본청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제1~2박의 골격음 진행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인 선율의 흐름이 같아 공통선율로 볼 수 

있다. 

[악보 21] 진양조 제31장단 선율유형

진양조 제7단락 제27~31장단의 선율유형과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제7단락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

-맺는형>-<맺기>의 형태로 배열된다. 단락 전반은 <내기>와 <맺는형>

의 조합으로 되어있어 진양조 제1, 3, 4, 6단락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단락 후반은 <맺는형>의 중복으로 진양조 제1, 2, 3, 4, 6단락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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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제7단락의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은 제27장단과 제28장단에

서 선율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외의 장단은 공통적인 선율유형을 갖

는다. 제27장단의 <내기> 선율은 피리산조에서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달기>로 쓰였고, 제28장단의 <달기> 선율은 대금산조와 피리산조에서 

<내기>로 쓰여 <내기>와 <달기>의 혼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해금산조 제7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27 28 29 30 3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54 20, 65 24 25, 52 69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1, 24 25 2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7 22 10, 42

선율유형 달기 내기-
맺는형

맺기

[표 13] 진양조 제7단락 선율유형

8) 진양조 제8단락

진양조 제8단락은 제32~35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22]를 보면 해금 제32장단은 아쟁 제9장단과 공통선율로 

<내기> 선율이며, g에서 e♭′^d′를 거쳐 c′본청에 도달하는 <맺는형> 선율

로 <내기-맺는형>이 된다. 해금 제33장단은 대금 제19, 36, 58장단과 같

다. e♭′^d′에서 c′로 갔다가 다시 e♭′^d′에서 g로 진행하는 <달기> 선율

로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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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진양조 제32~33장단 선율유형 

아래 [악보 23]에서 보듯이 해금 제34장단은 대금 제20, 65장단과 아

쟁 제25장단, 피리 제2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산조와 아쟁산

조는 <달기-맺는형>인 반면 대금산조와 피리산조는 <내기-맺는형>으로 

선율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8단락의 마지막장단인 해금 제35장단은 

피리 제25장단과 공통선율로 c″-g′-e♭′^d′로 하행하여 c′본청에 도착하

는 <맺기> 선율이 된다.  

[악보 23] 진양조 제34~35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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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산조 제8단락 제32~35장단의 선율배열을 정리하면 <내기-맺는

형>-<달기>-<달기-맺는형>-<맺기> 순이 된다. 전체적으로 <맺는형> 

선율이 세 번 출현하여 짧은 단위의 선율들이 모여 하나의 단락을 이룸

을 알 수 있다. 제8단락 역시 마지막 두 장단은 <맺는형>의 중복으로 

단락 구분이 확실하다.  

해금산조 제8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32 33 34 35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9,36,58 20, 65

선율유형 달기 내기-
맺는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9 25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22 25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맺기

[표 14] 진양조 제8단락 선율유형

9) 진양조 제9단락

진양조 제9단락은 진양조의 마지막 단락으로 제36~40장단까지 5장단

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24]와 같이 해금 제36장단은 <내기> 선율로 피리 제8장

단과 공통선율이다. 선율진행은 g′를 선행음으로 하여 f′로 내고 e♭′^d′

의 꺾는음을 거쳐 c′본청에 도착하는 <맺는형> 선율로  피리산조와 동

일하나, 피리산조에서는 <달기>로 쓰였다. <내기-맺는형>과 <달기-맺는

형>의 선율혼용은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단락 내 배열위치에 따른 선율

유형 변화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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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진양조 제36장단 선율유형

[악보 25]에서 보듯이 해금 제37장단은 g′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b′

로 상행하였다가 e♭′^d′로 끝나는 <달기> 선율로 대금 제34장단과 같으

며 선율유형도 일치한다. 

해금 제38장단은 대금 제24장단과 아쟁 제26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

나며 e♭″에서 점차 하행하면서 e♭′^d′에 도착하는 <달기> 선율이다.  

[악보 25] 진양조 제37~38장단 선율유형 

아래 [악보 26]을 살펴보면 해금 제39장단은 아쟁 제27장단과 공통선

율로 나타난다. 제39장단은 g′-c″로 상행하였다가 점차 하행하여 c′본청

으로 돌아오는 <달기-맺는형> 선율로 아쟁산조와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진양조 마지막 장단인 해금 제40장단은 대금 제26, 32, 51, 53, 63, 

84장단, 아쟁 제10, 15, 19, 23장단, 피리 제2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

1박에서 e♭′^d′, 제2박에서 c′, 제3박에서 g를 거쳐 c′본청으로 맺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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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진행이 모든 공통선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맺기> 선율이 된다. 

해금 제40장단의 마지막 박 e♭′^d′는 악장이 바뀔 때 관용적으로 붙이는 

가락으로, 선율유형을 나눌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  

[악보 26] 진양조 제39~40장단 선율유형 

진양조 제9단락 제36~40장단의 선율유형과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제9단락의 선율배열은 <내기-맺는형>-<달기>-<달기>-<달

기-맺는형>-<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마지막 두 장단에서 <맺는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전의 단락들과 공통적이다. 

공통선율의 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36장단에서 <내기>와 <달기>

의 혼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형태의 선율이 단락 내 배열위치에 

따라 상이한 선율유형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해금산조 제9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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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36 37 38 39 40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34 24 26,32,51,53,63,84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26 27 10,15,19,23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8 21

선율유형 달기-
맺는형

맺기

[표 15] 진양조 제9단락 선율유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 진양조는 총 40장단이

며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각 단락은 <내기>, <달기>, <맺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의 선율들은 선율형태에 따라 <다는형>과 

<맺는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금산조 진양조 각 단락의 선

율을 <내기-다는형>, <내기-맺는형>, <달기>, <달기-맺는형>, <맺기>

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존산조 공통선율과 비교해 본 결과, 공통선

율 34장단 중 24장단의 선율유형이 서로 일치하고, 10장단이 불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금산조 진양조의 선율배열과 대금 ․ 아쟁 ․ 피리

산조의 공통선율유형 비교의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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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양
조 
선
율
구
성

해
금
산
조

단락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장단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대
금
산
조

장단
순서 1 2 3 4 12 9,

29 12 49,
61

50,
62

51,
63*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아
쟁
산
조

장단
순서 1 4,

8 14 10.
15*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맺기

피
리
산
조

장단
순서 1 2 3 32,

34
33,
35

13,
40

16,
41 21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해
금
산
조

단락 제4단락 제5단락 제6단락
장단
순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대
금
산
조

장단
순서 54 67 55 69 8 49,

61
50,
62

51,
63*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아
쟁
산
조

장단
순서

11,
24 14 10.

15*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맺기

피
리
산
조

장단
순서 7 10,

31* 36 37 13,
40

16,
41 21

선율
유형

달기 맺기 맺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해
금
산
조

단락 제7단락 제8단락 제9단락 계
장단
순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4/

40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대
금
산
조

장단
순서 54 20,

65 24 25,
52 69 19,

36*
20,
65 34 24 51,

63*
28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달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아
쟁
산
조

장단
순서

11,
24 25 26 9 25 26 27 10.

15*
15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맺기

피
리
산
조

장단
순서 7 22 10,

42 22 25 8 21
22

선율
유형

달기 내기-
맺는형

맺기 내기-
맺는형

맺기 달기-
맺는형

맺기

[표 16] 해금산조 진양조 선율배열과 선율유형 비교표

       (공통선율의 선율유형이 불일치하는 곳은 음영처리 하였으며, 동일한 공통선율이 

세 장단 이상 중복되는 경우 두 장단까지 표시하고 * 기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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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6]에서 보듯이 동일한 선율의 배열 위치가 바뀜으로써 선

율유형이 서로 불일치하며 역할의 혼용이 나타나는 곳은 총 10장단이다. 

이들의 불일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선율의 역할에 따라 <내기>와 

<달기>의 혼용과 <달기>와 <맺기>의 혼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혼용의 유형은 선율형태가 같은 경우와 선율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로 다

시 한 번 나누어진다. <내기>와 <달기>가 혼용되는 공통선율 중 <다는

형> 선율은 제15장단, 제22장단, 제27장단에서 나타나고, <맺는형> 선

율은 제28장단, 제34장단, 제36장단에서 볼 수 있다. 또 <달기>와 <맺

기>의 혼용이 <맺는형>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제6장단과 제8장단에서 

볼 수 있으며, <다는형>과 <맺는형>으로 형태변화를 동반하는 경우는 

제10장단과 제21장단에 나타난다. 진양조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을 정

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선율

유형

비교

일치

불일치

<내기> ⟷ <달기> <달기> ⟷ <맺기>

다는형 맺는형 맺는형 다는형⟷맺는형

해당 

장단
1, 2, 3, 4, 5, 외 15, 22, 27 28, 34, 36 6, 8 10, 21

합계 24장단 10장단

[표 17] 진양조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 

위의 [표 17]에서 보듯이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하는 비율이 높고, 

불일치하는 선율유형도 규칙성을 지닌다는 것은 곧, 각 선율이 가지는 

고유의 역할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단락 내에서 배열되는 고정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 기존산조의 단편적인 선율들을 이용하여 선율

을 구성할 때 선율의 유형에 따른 배열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 진양조의 선율유형에 따른 배열방법의 특징은 단락의 전반에

서 본청으로 종지하는 <맺는형> 선율이 출현한다는 점이다. 각 단락의 



- 52 -

<내기> 선율은 <맺는형>이거나, <다는형>일 경우 다음 장단은 반드시 

<맺는형>이 뒤따라, <내기-맺는형> 또는 <내기-다는형>-<맺는형>으로 

시작한다. 

단락의 중반은 <달기> 선율이 위치하며 <달기> 선율의 길이에 따라 

한 단락의 길이가 결정된다. 짧게는 한 장단에서 길게는 네 장단까지 

<달기>가 계속됨을 알 수 있다. 

단락 후반은 <맺기> 선율이 위치하는 곳으로 진양조의 특징은 <맺는

형> 선율이 두 장단으로 중복되어 배열된다는 점이다. 연속되는 <맺는

형> 선율은 이후 단락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단락의 

         진행

선율배열
단락 전반 단락 중반 단락 후반

배열 형태
<내기>+<맺는형>

or
<내기-맺는형>

<달기> <맺는형>의 중복

진양조

 해당 단락

1, 3, 4, 5, 

6, 7, 8, 9
모든 단락

1, 2, 3, 4,

6, 7, 8, 9

[표 18] 해금산조 진양조 선율배열방법 

나. 중모리

중모리는 4분음표(♩) 한 박 기준 12박을 한 장단으로, 총 34장단이며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1) 중모리 제1단락

중모리 제1단락은 제1장단부터 제6장단까지 6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27]을 보면 해금 제1-1장단은41)은 대금 ․ 아쟁 ․ 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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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단과 공통선율로 모든 선율이 g′로 시작하는 <내기-다는형> 선

율이다. 해금 제1-2장단은 대금산조만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g′로 시작하

여 g′로 끝나는 <달기> 선율이 된다. 해금 제2-1장단은 피리 제2-1장

단과 같고, 해금 제2-2장단은 대금 제2-2장단과 같은 <달기> 선율로 b

♭′-g′-f′-g′-e♭′을 거쳐 c′-b-e♭-g로 진행한다.  

[악보 27] 중모리 제1~2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28]을 살펴보면 해금 제3-1장단은 대금 제3-1장단과 공

통선율로 되어있고, 해금 제3-2장단은 대금 제3-2장단, 피리 제2-2장

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3장단의 선율진행은 b′에서 g′-e♭′을 거쳐 

다시 g′-b′로 상행하였다가 g′로 돌아오는 <달기> 선율이다. 

41) 중모리의 공통선율 구성과 선율유형을 분류할 때는 6박, 반 장단을 단위로 한다. 중

모리는 장단형에서 ‘기-경-결-해’의 의미가 형성되어(각주 18 참고) 한 장단을 하나

의 선율유형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산조와 6박 단위 선율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장단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선율유형을 살펴보겠다. 장단 전후반의 표기는 

장단 수에 -1과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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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중모리 제3장단 선율유형

아래 [악보 29]와 같이 해금 제4장단은 대금 제2장단, 피리 제3장단

과 공통선율로 모든 산조가 g-b에서 c′-e♭′, c′-b-e♭을 거쳐 g로 진행

한다. 해금 제4장단은 우조가 끝나는 부분이나 계속되는 형태의 선율로 

되어 <달기>의 맥락을 갖는다. 

[악보 29] 중모리 제4장단 선율유형

[악보 30]의 해금 제5장단은 계면조로 바뀌는 장단으로 대금 제75장

단, 피리 제4장단과 공통선율로 되어있다. 골격음의 진행을 살펴보면  

g-c′-g-e♭′^d′로 진행하며 계면조의 구성음들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와 대금 ․ 피리산조가 출현위치는 다르나 동일한 골격음으

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이를 공통선율로 보았다. 또 모든 산조에서 <달

기> 선율로 쓰이고 있는 점도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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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중모리 제5장단 선율유형

[악보 31]을 살펴보면 해금 제6장단은 대금 제76장단과 피리 제22장

단과 같은 선율로 모두 <달기>-<맺기>의 공통된 선율유형을 보인다. 전

반부는 c′-e♭′^d′-c′로 시작하여 후반부에서 전형적인 중모리의 <맺기> 

형태인 e♭′^d′-g-c′로 진행한다.  

[악보 31] 중모리 제6장단 선율유형

이와 같이 중모리 제1단락 제1~6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달기>-<달기>-<달기>-<달기>-<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에 <달기>가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있어 진양조의 <내기>-<맺

는형>과 차이를 보인다.

모든 공통선율은 기존산조와 동일한 유형으로 배열되고 있으며 공통선

율의 배열순서가 대부분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단의 전반부에 배치되는 

선율과 후반부에 배치되는 선율은 고정적이다. 

중모리 제1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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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1 2 3 4 5 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1 1-2 2-2 3-1 3-2 2-1 2-2 75-1 75-2 76-1 76-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1-1 2-1 2-2 3-1 3-2 4-1 4-2 22-1 22-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표 19] 중모리 제1단락 선율유형

2) 중모리 제2단락

중모리 제2단락은 제7장단부터 제10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32]에서 보듯이 해금 제7-1장단은 아쟁 제9-1장단, 피리 

제30-1장단에서 동일한 선율이 나타나고, 해금 제7-2장단은 대금 제

43-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7-1장단은 <내기-다는형> 선

율로 기존산조와 선율유형이 일치하고, 해금 제7-2장단은 <달기-맺는

형>이 되는데 공통선율인 대금산조에서는 <맺기>로 쓰여 선율의 배열위

치가 다르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2] 중모리 제7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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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의 해금 제8-1장단은 아쟁 제3-1장단과 피리 제18-1장단

을, 해금 제8-2장단은 대금 제28-2장단, 아쟁 제9-2장단, 피리 제18-2

장단 선율을 가져왔다. 해금 제8장단은 모두 <달기> 선율이나 아쟁 제

3-1장단이 <내기>로 쓰여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악보 33] 중모리 제8장단 선율유형 

[악보 34]의 해금 제9-1장단은 대금 제62-1장단, 아쟁 제18-1장단, 

피리 제19-1장단과 공통선율이며, 해금 제9-2장단은 대금 제18-1장단, 

피리 제11-2장단과 공통선율로, 모두 <달기>의 맥락에 배열되는 선율이

다. 특징적인 것은 해금 제9-2장단과 대금 제18-1장단은 장단 내 위치

가 다른 선율이나 예외적으로 장단 후반부에 쓰였다는 점이다.  

[악보 34] 중모리 제9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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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악보 35]와 같이 해금 제10장단은 제3단락의 마지막 장단으로 

<달기>-<맺기>로 된 선율이다. 대금 제73장단, 아쟁 제5장단, 피리 제

28장단과 공통선율이며 모두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  

[악보 35] 중모리 제10장단 선율유형

중모리 제2단락 제7~10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맺

는형>-<달기>-<달기>-<달기>-<맺기>의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에 

<내기>와 <맺는형>선율이 배열되는 것은 진양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중모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단락의 공통선율은 제7-2장단과 제8-1장단, 제9-2장단에서 선율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각각 <달기>와 <맺기>의 혼용, 

<달기>와 <내기>의 혼용, 그리고 <달기> 선율의 장단 내 배열위치이동

으로 인한 불일치 유형으로 나타나며, 모두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배열

위치에 따른 선율혼용이다. 

중모리 제2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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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7 8 9 10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43-2 28-2 62-1 18-1 73-1 73-2

선율유형 맺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9-1 3-1 9-2 18-1 5-1 5-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30-1 18-1 18-2 19-1 11-2 28-1 28-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표 20] 중모리 제2단락 선율유형

3) 중모리 제3단락

중모리 제3단락은 제11장단과 제12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36]을 보면 해금 제11-1장단은 대금 제44-1장단, 피리 

제11-1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11-2장단은 대금 제18-1장

단, 피리 제11-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11장단은 f′로 내고 c′로 

하행한 후 f′-g′-b′-c″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는 선율진행을 보이며 

<내기-다는형>-<달기>의 맥락을 형성한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

치하나 해금 제11-2장단과 대금 제18-1장단에서 장단의 전후반 선율 

위치가 바뀌어 차용된 모습이 보인다. 

[악보 36] 중모리 제11장단 선율유형



- 60 -

[악보 37]과 같이 해금 제12-1장단은 대금 제66-1장단, 피리 제

28-1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12-2장단은 대금 제66-2장

단과 같으며 <달기>-<맺기>의 선율배열이 모두 동일하다. 선율진행은 g

로 시작하여 c′-e♭′^d′-c′로 갔다가 g-c′-e♭′^d′-c′로 종지한다.  

[악보 37] 중모리 제12장단 선율유형

중모리 제3단락 제11~12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

<달기>-<맺기>로 되어있으며 공통선율의 선율유형이 모두 일치하고, 제

11-2장단에서 장단 내 위치를 바꾼 선율이 나타난다. 

중모리 제3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1 1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44-1 18-1 66-1 66-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11-1 11-2 28-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표 21] 중모리 제3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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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모리 제4단락

중모리 제4단락은 제13장단과 제14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38]을 보면 해금 제13-1장단은 아쟁 제15-1장단, 피리 제6-1

장단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13-2장단은 아쟁 제15-2장단과 같다. 해

금 제13-1장단은 c′-e♭′-e♭′^d′로 되어있고, 해금 제13-2장단은 e♭′에

서 e♭′^d′-c′-g로 하행하여 모두 <내기-다는형>-<달기>로 동일한 선율

유형을 보인다.  

[악보 38] 중모리 제13장단 선율유형

[악보 39]와 같이 해금 제14-1장단은 피리 제28-1장단과 같고, 해금 

제14-2장단은 대금 제27-2장단과 같으며 <달기>-<맺기>로 된 선율이

다. 선율진행은 g-c′-e♭′^d′-c′로 시작하고 c″에서 e♭′^d′-g로 하행하였

다가 c′로 맺는다. 

[악보 39] 중모리 제14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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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 제4단락 제13~14장단의 선율유형과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제4단락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

<맺기> 순으로 되어 제1단락, 제3단락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며,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하여 선율배열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다. 

중모리 제4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3 1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27-2

선율유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5-1 15-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6-1 28-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표 22] 중모리 제4단락 선율유형

5) 중모리 제5단락

중모리 제5단락은 제15장단부터 제18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다음 [악보 40]을 살펴보면 해금 제15장단은 대금 제23장단, 아쟁 제

6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며 한 장단 동안 g′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내기-다는형>-<달기> 선율이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금 제16-1장단은 g′-b′-c″-e♭″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

하는 독창선율이고, 해금 제16-2장단은 대금 제18-1장단, 피리 제11-2

장단과 공통선율로 f′-g′-b′-c″로 다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한다. 모

든 선율이 <달기> 선율이나 해금 제16-2장단과 대금 제18-1장단의 장

단 내 위치이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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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중모리 제15~16장단 선율유형

[악보 41]의 해금 제17장단은 독창선율로 g′와 e♭′을 길게 끌다가 

g′로 상행 후 다시 e♭′^d′로 하행하는 <달기> 선율이다. 

해금 제18-1장단은 대금 제76-1장단, 피리 제22-1장단과 같고, 해금 

제18-2장단은 대금 제76-2장단, 피리의 제25-2장단과 공통선율로 되어

있다. c′-e♭′^d′-c′로 시작하여 g-e♭′^d′-c′로 종지하며 공통적으로 <달

기>-<맺기>로 되어있다.  

[악보 41] 중모리 제17~18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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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모리 제5단락 제15~18장단의 선율배열

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맺기>로 되어있어 

기본적인 배열형태를 보인다. 

기존산조의 공통선율과 선율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제16-2장단과 공통

선율인 대금 제18-1장단의 장단 내 선율위치가 다른 것 이외에 모든 산

조의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중모리 제5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3]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5 16 17 18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23-1 23-2 18-1 76-1 76-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6-1 6-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1-2 22-1 25-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기

[표 23] 중모리 제5단락 선율유형

6) 중모리 제6단락

중모리 제6단락은 제19장단부터 제23장단까지 5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42]와 같이 해금 제19-1장단은 피리 제13-1장단과 공통

선율이다. g′-a′-g′-e′-g′로 진행하는 이 선율은 해금 제19-2장단에서 

옥타브 아래로 반복되어 제19-2장단 역시 피리 제13-1장단과 공통선율

로 볼 수 있으며 <내기-다는형>-<달기>의 배열이 된다. 반면 피리 제

13-1장단은 <내기-다는형>이므로 해금 제19-2장단에서 <달기>와 <내

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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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중모리 제19장단 선율유형

[악보 43]을 보면 해금 제20장단은 피리 제14장단과 공통선율이고 해

금 제21장단은 피리 제15장단과 공통선율이며 모두 <달기> 선율이 된

다. 해금 제20장단은 해금 제19장단과 같이 g′-a′-g′-e′-g′로 진행하며, 

해금 제21장단은 a′-g′-c′-e′로 진행하다가 다시 g′로 돌아오는 선율이

다.  

[악보 43] 중모리 제20~21장단 선율유형

[악보 44]와 같이 해금 제22장단은 독창선율로, e′에서 d′-c′로 왔다

가 d′-c′-a-g로 하행하며 <달기>를 이어간다. 

해금 제23장단은 제7단락의 마지막 장단으로 피리 제16장단과 공통선

율이다. 해금 제23-1장단의 선율 진행은 d-g-a-c′-d′로 점점 상행한다. 

공통선율인 피리 제16-1장단과 비교해 보면 g에서 시작하여 c′-d′에 이

르는 선율로 해금산조와 다른 듯 보이나, 공통음인 g, c′, d′의 진행이 

서로 같고 출현위치만 달라 공통선율로 보았다. 해금 제23장단은 <달

기>-<맺기>의 맥락을 가지며 공통선율의 유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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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중모리 제22~23장단 선율유형

위와 같이 중모리 제6단락 제19~23장단은 <내기-다는형>-<달기>-

<달기>-<달기>-<달기>-<맺기>로 배열되어 이전의 단락들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공통선율의 유형은 제19-2장단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여 선율의 역

할에 따른 배열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2장단은 <달기>와 

<내기>의 선율혼용으로 형태의 변화 없이 배열위치에 따른 역할변화이

다. 

중모리 제6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4]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9 20 21 22 2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13-1 13-1 14-1 14-2 15-1 15-2 16-1 16-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표 24] 중모리 제6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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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모리 제7단락

중모리 제7단락은 제24장단부터 제26장단까지 3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45]에서 보듯이 해금 제24-1장단은 피리 제6-1장단과 공통선

율이고 해금 제24-2장단은 아쟁 제2-2장단, 피리 제6-2장단과 같다. 

해금 제24장단은 e♭′으로 내고 c′본청으로 맺는 형태이나 선율이 이어지

는 맥락에 있으므로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이 된다. 피리산조와

는 선율유형이 일치하고, 아쟁산조는 <맺기> 선율로 쓰여 선율유형이 

불일치한다. 해금 제24장단의 <내기>-<맺는형> 배열은 중모리에서는 

제3단락 제7장단 이후 처음 나오는 배열이다. 

[악보 45] 중모리 제24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46]을 살펴보면 해금 제25장단은 피리 제21장단과 공통선

율로 <달기> 선율이다. 피리산조와 제1~2박의 골격음은 다르나, 제3박

의 b′ 이후의 선율이 모두 같아 공통선율로 보았다.   

[악보 46] 중모리 25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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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47]을 살펴보면 해금 제26-1장단은 대금 제15-1장

단, 피리 제27-1장단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26-2장단은 아쟁 제2-2장

단과 같다. 해금 제26장단의 선율진행은 e♭′-f′를 오가는 요성에서 c′로 

하행한 뒤 전형적인 중모리 맺는 선율이 이어지도록 되어있어 <달기>-

<맺기>의 맥락을 가지며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47] 중모리 제26장단 선율유형

중모리 제7단락 제24~26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제7단락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달기>-<맺

기>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에 <내기>-<맺는형>의 형태를 보이는

데 이는 진양조의 공통적인 배열형태이나 중모리에서는 두 번째 출현하

는 형태이다. 

공통선율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24-2장단을 제외하고 모든 선율의 유

형이 일치한다. 제24-2장단은 <달기>와 <맺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중모리 제7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면 다음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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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24 25 2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5-1

선율유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2-2 2-2

선율유형 맺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6-1 6-2 21-1 21-2 27-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표 25] 중모리 제7단락 선율유형

8) 중모리 제8단락

중모리 제8단락은 제27장단과 제28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48]에서 보듯이 해금 제27장단은 대금 제75장단과 피리 제4장

단과 공통선율이다. g-c′-g-e♭′^d′-g로 진행하는 선율은 대금산조, 피리

산조와 골격음의 위치는 다르나 동일한 진행을 하는 공통선율로 볼 수 

있다. 해금산조는 <내기-다는형>-<달기>의 배열이나 대금산조와 피리

산조는 <달기> 선율로 선율유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내기>

와 <달기>의 선율혼용으로 형태변화 없이 나타나는 선율 역할의 변화라

고 할 수 있다. 

[악보 48] 중모리 제27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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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악보 49]를 보면 해금 제28-1장단은 피리 제5-1장단과 같고, 

해금 제28-2장단은 대금 제18-2장단, 피리 제25-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선율의 진행은 b′-c″로 상행하였다가 순차 하행하며 c′본청에 

도착하여 <달기>-<맺기>가 되고, 공통선율의 유형과 모두 일치한다. 

[악보 49] 중모리 제28장단 선율유형

이와 같이 중모리 제8단락 제27~28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달기>-<맺기> 순으로 되어있어 전형적인 중모리의 배열

형태로 나타난다. 기존산조인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와 비교하였을 때 

제27-1장단에서 선율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선율형태의 변화 

없는 <내기>와 <달기>의 혼용이다. 

중모리 제8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6]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27 28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75-1 75-2 18-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4-1 4-2 5-1 25-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표 26] 중모리 제8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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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모리 제9단락

중모리 제9단락은 중모리의 마지막 단락으로 제29장단부터 제34장단

까지 6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50]과 같이 해금 제29장단은 피리 제6장단과 공통선율로 두 산

조 모두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 선율이다. 

[악보 50] 중모리 제29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51]의 해금 제30-1장단은 대금 제23-1장단과 공통선율이

고 해금 제30-2장단은 독창선율이다. g′로 시작하는 해금 제30-1장단은 

해금 제29장단과 관계없는 새로운 선율적 동기를 제시하므로 단락의 두 

번째 장단이지만 <내기> 선율로 볼 수 있다. 해금 제30-1장단과 공통선

율인 대금 제23-1장단도 <내기> 선율로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 

[악보 51] 중모리 제30장단 선율유형

[악보 52]와 같이 해금 제31장단은 대금 제28장단과 같으며 c″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e♭″^d″-c″에 도착하는 <달기> 선율이다. 대금산조

와 다른 점은 해금 제28-1장단이 <내기> 선율로 쓰여 <달기>와 <내

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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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제32-1장단은 대금 제62-1장단, 아쟁 제18-1장단과 공통선율이

고, 해금 제32-2장단은 대금 제62-2장단과 같다. c″와 e♭″^d″, c″의 골

격음이 서로 같으며, 모두 <달기> 선율로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52] 중모리 제31~32장단 선율유형 

[악보 53]의 해금 제33-1장단은 대금 제27-1장단, 아쟁 제8-1장단

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33-2장단은 아쟁 제7-2장단, 피리 제33-2장

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33-1장단은 최고음인 e♭″부터 차례

로 하행하여 c′본청까지 하행하고, 해금 제33-2장단은 다시 순차 상행하

여 b′까지 도달하는 진행을 보인다. 모든 선율이 <달기>로 쓰여 선율유

형과 배열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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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중모리 제33장단 선율유형

중모리의 마지막 장단인 해금 제34장단은 [악보 54]에서 보듯이 대금 

제73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아쟁 제5장단, 피리 제28장단과도 같

다. 해금산조의 마지막 e♭′^d′는 산조에서 관용적으로 다음 악장으로 넘

어가기 위해 덧붙이는 선율로, 선율비교 시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공통

선율은 <달기>-<맺기>의 의미를 갖는 선율로 배열의 규칙성을 볼 수 

있다.  

[악보 54] 중모리 제34장단 선율유형

중모리 제9단락 제29~34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맺는형>-<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

<맺기> 순으로 배열된다. 이전 단락들과 달리 처음으로 한 단락 내에 

<내기>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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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공통선율 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31-1장단에서 

<달기>와 <내기>가 혼용되는 경우가 나타나 형태변화 없는 배열위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중모리 제9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

교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29 30 31 32 33 3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23-
1

28-
1

28-
2

62-
1

62-
2

27-
1

73-
1

73-
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8-
1 8-1 7-2 5-1 5-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6-1 6-2 33-
2

28-
1

28-
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표 27] 중모리 제9단락 선율유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 중모리는 총 34장단이

며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31장단이 기존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공통선율 중 26.5장단의 선율유형이 일치해 대부분의 공통선

율이 역할에 따른 선율 배열의 규칙에 의해 차용되고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 중모리의 선율배열과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

선율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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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모
리 
선
율
구
성

해
금
산
조

단락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장단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산
조

장단
순서

1-1 1-2 2-2 3-1 3-2 2-1 2-2 75-1 75-2 76-1 76-2 43-2 28-2 62-1 18-1 73-1 73-2 44-1 18-1 66-1 66-2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맺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아
쟁
산
조

장단
순서

1-1 9-1 3-1 9-2 18-1 5-1 5-2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피
리
산
조

장단
순서

1-1 2-1 2-2 3-1 3-2 4-1 4-2 22-1 22-2 30-1 18-1 18-2 19-1 11-2 28-1 28-2 11-1 11-2 28-1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해
금
산
조

단락 제4단락 제5단락 제6단락

장단
순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산
조

장단
순서

27-2 23-1 23-2 18-1 76-1 76-2

선율
유형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
쟁
산
조

장단
순서

15-1 15-2 6-1 6-2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피
리
산
조

장단
순서

6-1 28-1 11-2 22-1 25-2 13-1 13-1 14-1 14-2 15-1 15-2 16-1 16-2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해
금
산
조

단락 제7단락 제8단락 제9단락 계

장단
순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1/

34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산
조

장단
순서

15-1 75-1 75-2 18-2 23-1 28-1 28-2 62-1 62-2 27-1 73-1 73-2

19.5
선율
유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
쟁
산
조

장단
순서

2-2 2-2 18-1 8-1 7-2 5-1 5-2

9
선율
유형

맺기 맺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피
리
산
조

장단
순서

6-1 6-2 21-1 21-2 27-1 4-1 4-2 5-1 25-2 6-1 6-2 33-2 28-1 28-2

23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표 28] 해금산조 중모리 선율배열과 선율유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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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8]에서 보듯이 선율유형이 불일치하는 선율은 4.5장단으로, 

선율혼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내기>와 <달기>의 <다는형> 선율의 혼

용이 제8-1장단, 제9-2장단, 제27-1장단, 제31-1장단에서 나타나고, 

<달기>와 <맺기>의 <맺는형> 선율 혼용은 제7-2장단, 제24-2장단에서 

보인다. 또 중모리에서만 나타나는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은 <달기> 

선율 사이에서 나타나는 장단 내 위치 이동의 경우가 있다. 중모리는 –1

과 –2로 표시되는 전반부 선율과 후반부 선율로 나누어지는데 거의 모

든 공통선율은 전반부에 배치되는 선율과 후반부에 배치되는 선율이 고

정적이다. 예외적으로 제9-2장단과 제11-2장단, 제16-2장단에서 기존

산조와 해금산조의 장단 내 선율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모리의 

모든 불일치 유형은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중

모리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9]와 같다.  

선율

유형

비교

일치

불일치

<내기>⟷<달기> <달기>⟷<맺기> <달기>⟷<달기>

다는형 맺는형 장단 내 위치 이동

해당 

장단
1, 2, 3, 4, 외

8-1, 19-2, 27-1, 

31-1
7-2, 24-2 9-2, 11-2, 16-2

합계 26.5장단 4.5장단

[표 29] 중모리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

해금산조 중모리의 선율유형에 따른 배열방법을 살펴보면, 단락 전반

에 <내기>-<맺는형>과 <내기>-<다는형>의 두 가지 형태가 쓰이며 <내

기>-<다는형>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내

기>-<맺는형>으로 시작하는 진양조와 차이를 보인다. 

단락 중반은 <달기> 선율이 위치하며 한 장단에서 다섯 장단까지 <달

기>가 계속된다. 또 <내기>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한 번 출현한

다.

단락 후반은 <맺는형>의 중복 없이 반 장단의 짧은 <맺기> 선율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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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마무리한다. 

중모리는 <내기>-<달기>-<맺기>의 기본적인 배열형태가 주를 이룬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락의 

         진행

선율배열
단락 전반 단락 중반 단락 후반

배열 형태 <내기>+<맺는형> <내기>+<달기> <달기> 짧은 <맺기> 선율

중모리

해당 단락
3, 8, 10

1, 2, 4, 5, 

6, 7, 9
모든 단락 모든 단락

[표 30] 해금산조 중모리 선율배열 방법 

다. 중중모리

서용석류 해금산조 중중모리는 점사분음표() 한 박을 기준으로 4박

을 한 장단으로 하여 전체 74장단42)으로 구성되며 9개 단락으로 나누어

진다. 

1) 중중모리 제1단락

중중모리 제1단락은 제1장단부터 제8장단까지 8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55]를 살펴보면 해금 제1장단은 피리산조 제1장단, 제60

장단과 공통선율로 g′로 시작하는 <내기-다는형> 선율이다. 해금 제2장

단은 독창선율로 g′-e♭′^d′-c′-g로 하행한 후 c′본청에 도착하는 <맺는

형> 선율이나 악절이 지속되는 맥락의 <달기>가 된다. 중중모리의 시작 

선율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으로 배열된다. 

42) 비교대상인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에 빠른 중중모리악장이 없으므로 비교

의 편의를 위하여 중중모리 악장에 빠른 중중모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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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중중모리 제1~2장단 선율유형

[악보 56]의 해금 제3장단은 피리 제30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4장단은 독창선율이다. 해금 제3장단의 선율진행은 g′를 반복하

는 가운데 사이음을 삽입한 형태로 <달기> 선율이 되나, 피리산조에서

는 <내기> 선율로 쓰여 선율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해금 제4장단 독

창선율은 g′에서 c″로 도약하였다가 다시 g′로 돌아오는 <달기> 선율이

다. 

해금 제5장단은 피리 제5, 64장단과 같고, 해금 제6장단은 피리 제6, 

65장단에서 온 선율이다. 선율진행은 제5장단에서 e♭″까지 상행하였다

가 e♭″^d″로 꺾어 내리고, 제6장단에서 c″-g′-c″-e♭″^d″-c″로 진행하는 

<달기>-<달기-맺는형> 선율이고, 공통선율인 피리산조와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56] 중중모리 제3~6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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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57]을 살펴보면 해금 제7장단은 대금 제131장단과 공

통선율이고, 해금 제8장단은 아쟁 제35장단, 피리 제4장단과 같다. 해금 

제7장단은 e♭″에서 c″-b′-g′-e♭′^d′까지 하행하는 <달기> 선율로 공통

선율과 배열유형이 일치하고, 해금 제8장단은 c′-e♭′-^d′-c′-g를 거쳐 

c′본청에 도착하는 <맺기> 선율로 아쟁산조와 유형이 일치하나, 피리산

조는 <달기-맺는형>으로 배열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맺기>와 

<달기> 사이의 혼용으로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배열의 위치에 따른 선

율혼용이다. 

[악보 57] 중중모리 제7~8장단 선율유형

위와 같이 중중모리 제1단락 제1~8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

<달기-맺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맺는형>-<달기>-<맺

기>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은 <내기>-<맺는형>으로 배열되어 진

양조와 동일한 배열형태를 보이고, 한 단락 내에 <맺는형> 선율이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기존산조의 공통선율과 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3장단과 제8장단에

서 불일치유형이 나타난다. 제3장단은 <달기>와 <내기>, 제8장단은 <맺

기>와 <달기>의 선율혼용이다.

중중모리 제1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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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1 2 3 4 5 6 7 8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31

선율유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35

선율유형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60 30 5,64 6,65 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표 31] 중중모리 제1단락 선율유형

2) 중중모리 제2단락

중중모리 제2단락은 제9장단부터 제12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58]을 살펴보면 해금 제9장단은 대금 제72장단, 아쟁 제

25장단, 피리 제27장단과 동일한 선율로 되어있고, 해금 제10장단은 대

금 제73장단, 아쟁 제26장단과 같다. 해금 제9장단은 c′-e♭′-f′으로 상

행하였다가 e♭′^d′-c′로 하행하는 <맺는형>의 <내기> 선율로 대금산조, 

아쟁산조와는 선율유형이 일치하나 피리 제27장단은 <달기>로 쓰여 배

열유형이 다르다. 해금 제10장단은 e♭′-e♭′^d′-g로 하행하는 <달기> 선

율로 공통선율과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58] 중중모리 제9~10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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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의 해금 제11장단은 대금 제74장단에서 온 선율이고, 해금 

제12장단은 대금 제51, 60장단과 같은 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11장단

의 골격음은 제1박이 c′, 제2박이 c′, 제3박이 e♭′^d′, 제4박이 g′로 <달

기> 선율이 되며, 해금 제12장단은 c′-e♭′^d′-c′본청으로 종지하는 <맺

기> 선율로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59] 중중모리 제11~12장단 선율유형

중중모리 제2단락 제9~12장단의 선율유형과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제2단락의 선율배열은 <내기-맺는형>-<달기>-<달기>-

<맺기> 순으로 구성된다. 단락 전반에 <맺는형> 선율이 위치하는 것이 

제1단락과 같다. 

제2단락의 선율유형은 해금 제9장단과 피리 제27장단이 각각 <내기>

와 <달기>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선율형태 변화 없이 배열

위치에 따른 선율혼용이다.

중중모리 제2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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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9 10 11 12

선율유형 내기-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72 73 74 51,60

선율유형 내기-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25 26

선율유형 내기-맺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27

선율유형 달기-맺는형

[표 32] 중중모리 제2단락 선율유형

3) 중중모리 제3단락

중중모리 제3단락은 제13장단부터 제16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60]을 살펴보면 해금 제13~14장단은 피리 제9~10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13장단은 f′로 시작하여 e♭′^d′-c′로 하행하는 <내

기-다는형>이 되고, 제14장단은 f′-g′로 끌어올렸다가 e♭′^d′-c′본청으

로 <맺는형>의 <달기> 선율이며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60] 중중모리 제13~14장단 선율유형

[악보 61]을 보면 해금 제15장단은 피리 제38장단과 공통선율로 되어

있고, 해금 제16장단은 대금 제51, 60장단과 같다. 해금 제15장단의 선

율진행은 g′에서 b′-c″까지 상행하였다가 g′-e♭′^d′-c′-g로 하행하여 

<달기>가 되고, 해금 제16장단은 해금 제12장단과 같은 <맺기> 선율이

되며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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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중중모리 제15~16장단 선율유형

이와 같이 중중모리 제3단락 제13~16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맺는형>-<달기>-<맺기>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의 <내기>-

<맺는형> 배열이 이전 단락들과 공통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중중모리 제3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3 14 15 16

선율유형 내기-다는형 달기-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51,60

선율유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9 10 38

선율유형 내기-다는형 달기-맺는형 달기

[표 33] 중중모리 제3단락 선율유형

4) 중중모리 제4단락

중중모리 제4단락은 제17장단부터 제29장단까지 13장단으로 구성된

다. 

해금 제17~24장단은 독창선율이다. [악보 62]를 살펴보면 해금 제17

장단의 선율진행은 g′-a′를 골격음으로 하여 리듬의 단위를 2박과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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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반복하는 <내기-다는형>이고, 제18장단은 a′-g′-e′로 하행하였

다가 g′-a′-g′로 진행하는 <달기> 선율이다. 제19장단은 제17장단을 변

형하여 g′-a′, c″-a′로 진행하는 <달기> 선율이며, 제20장단은 제18장단

의 제1박을 변형한 <달기> 선율이다. 

제21장단은 제17~18장단 선율을 6박으로 줄여 g′-a′-g′-e′-g′진행을 

반복하는 <달기> 선율이고, 제22장단은 a′-g′-c′로 하행하였다가 e′-g′

로 상행하며 <달기>를 이어간다. 제23장단은 g′-a′-c″-d″로 계속해서 

상행하는 <달기> 선율이고, 제24장단은 c″로 <맺는형> 선율이나 <달

기>의 맥락을 갖는다. 

 

[악보 62] 중중모리 제17~24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63]을 보면 해금 제25~26장단은 피리 제22~23장단

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25장단은 해금 제17장단의 동기를 4도 올려 

c″-d″를 골격음으로 하는 <내기> 선율이며, 해금 제26장단은 g′-c″-d″

-c″로 <맺는형> 선율이나 악절이 지속되는 <달기>가 된다. 이는 공통선

율인 피리산조와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 

해금 제27~28장단은 독창선율로 제27장단에서 a′-c″, a′-e′-g′-a′로 

진행하는 <달기>가 되고, 제28장단에서 저음인 g부터 a′까지 상행하였

다가 c′로 하행하며 <달기>를 이어간다. 해금 제29장단은 대금 제10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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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공통선율로, c′-e′-d′-c′로 종지하는 <맺기> 선율이다.  

[악보 63] 중중모리 제25~29장단 선율유형

중중모리 제4단락 제17~29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을 살펴보면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달기>-<달기>-<달기

-맺는형>-<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기>로 되

어있다. <내기-다는형>으로 시작하여 <달기>가 지속되는 배열은 중모리

에 주로 사용되는 배열형태로 중중모리에서는 처음 나오는 형태이다. 또 

단락 중반에 <내기>와 <맺는형> 선율이 출현하여 한 단락 안에 <내

기>-<달기>-<맺기>의 형태가 두 번 나타나 단락 내에 ‘소단락’을 형성

한다. 소단락을 –1, –2로 표시하면 제4-1단락은 제17~24장단이 되며, 

제4-2단락은 제25~29장단이 된다. 소단락을 하나의 독립된 단락으로 

보지 않는 것은 두 단락의 선율적 동기가 같기 때문이다.  

제4단락 선율은 대부분 독창선율로 구성되고 기존산조와 공통선율은 

단 세 장단뿐이다. 세 장단의 공통선율의 배열유형은 해금산조의 배열유

형과 같다. 

중중모리 제4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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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04

선율유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22 2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표 34] 중중모리 제4단락 선율유형

5) 중중모리 제5단락

중중모리 제5단락은 제30장단부터 제38장단까지 9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64]를 보면 해금 제30장단은 아쟁 제7장단, 피리 제30장

단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31장단은 피리 제31장단과 같다. 해금 제30

장단은 한 장단 동안 g′를 지속하는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해금 제31

장단은 g′-e♭′-d′를 반복하다 g′에 도착하는 선율로 <달기>에 해당하며 

모든 공통선율이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  

[악보 64] 중중모리 제30-31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65]의 해금 제32장단은 피리 제32장단 선율과 공통선

율이고, 해금 제33장단은 대금 제83장단, 피리 제7, 48, 74장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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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로 되어있으며, 해금 제34장단은 대금 제85장단, 피리 제19, 52장

단과 같다. 해금 제32장단은 g′-b′-c″-e♭″까지 상행하다가 c″로 하행하

는 <달기> 선율이고, 제33장단은 헤미올라로 리듬을 분할하면서 c″-b′

-g′-e♭′^d′까지 하행하는 <달기> 선율이다. 해금 제32~33장단의 선율

유형은 공통선율과 모두 일치한다. 해금 제34장단은 f′-e♭′^d′-c′로 종지

하는 <맺는형> 선율이나 단락 내 맥락은 <달기> 선율이 된다. 공통선율

인 대금산조와 피리산조는 모두 <맺기>로 쓰여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

해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달기>와 <맺기>의 선율혼용을 볼 수 있다. 

[악보 65] 중중모리 제32~34장단 선율유형

[악보 66]의 해금 제35장단은 피리 제13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36장단은 대금 제122장단, 피리 제56장단과 동일하다. 해금 제

35장단은 c′-e♭′-e♭′^d′로 이어지는 <내기-다는형> 선율로 피리산조와 

선율유형이 같다. 해금 제36장단은 c′-e♭′^d′-c′로 종지하는 <맺는형>의 

<달기> 선율이다. 공통선율인 대금산조와 피리산조는 모두 <맺기>로 쓰

여 배열위치에 따른 선율유형 불일치의 예를 볼 수 있다. 해금 제37장단

은 독창선율로 해금 제35장단의 c′-e♭′-e♭′^d′에서 g′까지 움직임의 폭

을 넓힌 <달기> 선율이 되고, 해금 제38장단은 해금 제36장단과 같은 

선율이나 배열의 위치에 의해 <맺기> 선율이 되어 모든 공통선율과 선

율유형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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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중중모리 제35~38장단 선율유형

이와 같이 중중모리 제5단락 제30~38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을 

살펴보면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맺는형>-<내기

-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제4단락과 

같이 단락 중반에 <내기>와 <맺는형> 선율이 출현하여 소단락을 형성하

고 있다. 제5-1단락이 되는 제30~34장단은 <내기>-<달기>의 연속으로 

진행되며, 제5-2단락인 제34~38장단은 <내기>-<맺는형>으로 시작하여 

두 소단락의 배열형태가 다르다. 

제5단락의 선율유형을 기존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제34장단과 

제36장단의 <달기-맺는형 >선율이 기존산조에서 <맺기>로 쓰여 선율혼

용의 예를 볼 수 있다. <맺는형> 선율은 배열 위치에 따라 <달기>와 

<맺기>로 혼용될 수 있다. 

중중모리 제5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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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83 85 122 122

선율유형 달기 맺기 맺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7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30 31 32 7,48,
74

19,
52,59 13 56 5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맺기 맺기

[표 35] 중중모리 제5단락 선율유형

6) 중중모리 제6단락

중중모리 제6단락은 제39장단부터 제54장단까지 16장단으로 구성된

다.  

아래 [악보 67]을 살펴보면 해금 제39장단은 아쟁 제7장단, 피리 제

30장단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40장단은 피리 제31장단과 공통선율이

다. 해금 제39장단은 g′를 중심으로 장식음과 리듬분할로 발전되는 <내

기-다는형> 선율이고, 해금 제40장단은 해금 제31장단과 같은 선율로 

g′-e♭′-d′를 반복하다 g′에 도착하는 <달기> 선율이다. 모든 공통선율은 

해금산조의 선율유형과 일치한다. 

해금 제41장단은 독창선율로 g′를 옥타브 변형과 간음 삽입으로 발전

시킨 <달기> 선율이고, 해금 제42장단은 해금 제40장단과 같다. 제

39~40장단과 제41~42장단은 대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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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중중모리 제39~42장단 선율유형

[악보 68]의 해금 제43장단은 대금 제52장단, 피리 제69장단과 같고, 

해금 제44장단은 대금 제53장단, 아쟁 제5장단, 피리 제70장단과 공통

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43장단은 g′에서 b′로 상행하는 <달기> 선율이

고, 제44장단에서 c″까지 상행하며 <달기>가 계속된다. 공통선율의 선율

유형을 비교해 보면, 해금 제43장단의 공통선율인 대금산조, 피리산조가 

<내기-다는형>으로 나타나 유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달기>와 <내

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나며, 제44장단의 선율유형은 일치한다. 

[악보 68] 중중모리 제43~44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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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제45장단은 대금 제56, 129장단, 아쟁 제14, 21장단, 피리 제

67, 71장단과 공통선율이며, 해금 제46장단은 피리 제72장단과 같다. 

아래 [악보 69]를 보면 해금 제45장단은 c″-e♭″^d″-c″를 오가며 리듬

의 단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선율을 발전시키는 <달기>가 되고, 제46장

단은 팔분음표 3박을 단위로 리듬의 조밀도를 높이며 <달기>를 계속한

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도 <달기>로 해금산조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69] 중중모리 제45~46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70]의 해금 제47장단은 피리 제73장단과 공통선율로 

c″-e♭″^d″-c″를 골격음으로 하여 리듬의 단위를 팔분음표 2박 단위로 

줄이며 발전시키는 <달기> 선율이고, 해금 제48장단은 독창선율로 c″에

서 b′-g′-f′로 하행하는 <달기> 선율이다. 

[악보 70] 중중모리 제47~48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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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제49장단은 아쟁 제11장단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50장단은 피

리 제13장단과 같다. 아래 [악보 71]에서 보듯이 제49장단의 선율진행

은 e♭′-e♭′^d′로 흘러내리는 <달기> 선율인 반면 아쟁산조에서는 <내

기>로 쓰여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이는 배열위치에 따른 역할의 변화이

므로 선율형태의 변화는 없다. 해금 제50장단은 c′-e♭′-e♭′^d′로 진행하

면서 리듬을 분할하는 <달기> 선율로, 피리산조에서는 <내기>가 되어 

선율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해금 제51장단은 대금 제32장단과 공통선율로 c′로 종지하는 <달기-

맺는형>이 되며, 해금 제52장단은 대금 제73장단, 아쟁 제26장단과 공

통선율로 나타나는 <달기> 선율이다. 

[악보 71] 중중모리 제49~52장단 선율유형

[악보 72]에 보이는 해금 제53장단은 독창선율이고, 해금 제54장단은 

대금 제51, 60장단과 동일하다. 해금 제53장단은 c′-e♭′-g′-e♭′^d′로 진

행하는 <달기> 선율이 되며, 제54장단에서 c″로 도약한 후 급격히 하행

하여 c′로 종지하는 것으로 <맺기> 선율이 된다. 제54장단 마지막 박의 

e♭′^d′는 중중모리에서 빠른 중중모리 악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관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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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붙이는 가락이므로 선율비교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악보 72] 중중모리 제53~54장단 선율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중모리 제6단락 제39~54장단의 선율유

형과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맺

는형>-<달기>-<달기>-<맺기>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의 배열유형은 

<내기>에서 <맺는형>의 과정 없이 계속되는 <달기>가 계속되며, 단락 

중반에 <맺는형>이 출현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맺기> 선율이 중복

된다. 

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공통선율 구성을 비교해 보면, 제43, 49, 50장

단의 <달기>가 기존산조에서는 <내기>로 쓰여 선율혼용이 나타나며, 이

는 형태의 변화 없이 배열위치에 따라 선율유형이 변화하는 경우이다.  

중중모리 제6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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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산조

장단순서 39 40 41 42 43 44 45 4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52 53 56,129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7 5 14,2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30 31 31 69 70 67,71 7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해금
산조

장단순서 47 48 49 50 51 52 53 54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32 73 51,60

선율유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1 26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73 13

선율유형 달기
내기

-다는형

[표 36] 중중모리 제6단락 선율유형

7) 중중모리 제7단락

중중모리 제7단락은 제55장단부터 제58장단까지 4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73]에서 보듯이 해금 제55장단은 독창선율로 g를 골격음으로 

하여 리듬을 점점 분할하는 형태로 된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해금 

제56장단은 g에서 순차 하행하여 c에 도착하는 <달기-맺는형> 선율이

다. 이는 피리 제10장단과 공통선율이며 선율유형도 일치한다. 

해금 제57장단은 독창선율로 g에서 c′로 진행하는 <달기> 선율이며, 

제58장단은 대금 제104장단과 공통선율인 <맺기> 선율로, d′-a′-g′-e′

-d′를 거쳐 c′본청으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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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중중모리 제55~58장단 선율유형 

중중모리 제7단락 제55~58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

맺는형>-<달기>-<맺기>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은 <내기>와 <맺는형>

으로 되어있어 제1, 2, 3, 4-2, 5-2, 7단락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중중모리 제7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55 56 57 58

선율유형 내기-다는형 달기-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04

선율유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10

선율유형 달기-맺는형

[표 37] 중중모리 제7단락 선율유형

8) 중중모리 제8단락

중중모리 제8단락은 제59장단부터 제67장단까지 9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74]를 살펴보면 해금 제59장단은 피리 제20장단과 공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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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고 해금 제60장단, 제61장단은 독창선율이다. 해금 제62장단은 대

금 제101장단, 피리 제21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59장단의 

진행은 g′-a′-g′로 <내기> 선율이고, 제60장단은 제59장단의 제1, 2박 

음을 변형하여 반복하는 <달기> 선율이다. 제61장단은 동일한 골격음을 

가지고 리듬을 변주하는 <달기> 선율이며, 제62장단은 g′에서 c″로 상행

하는 <맺는형>의 <달기> 선율이 된다. 해금 제62장단의 공통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해금산조는 <달기-맺는형>으로 쓰였으나 대금산조는 <내

기>로, 피리산조는 <맺기>로 쓰여 배열 위치에 따라 <맺기>, <달기>, 

<내기>로 선율의 역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악보 74] 중중모리 제59~62장단 선율유형

해금 제63장단부터 제66장단은 독창선율이며 제67장단은 대금 제104

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악보 75]에서 보듯이 제63장단은 g′-a′

-g′동기를  반 장단 단위로 배열하는 <달기> 선율이고, 제64장단은 리

듬을 분할하며 제63장단을 반복하는 <달기>가 되며, 제65장단은 g′-a′

-c″로 상행하였다가 하행하고 다시 e′-g′-a′로 상행진행하는 <달기> 선

율이 된다. 제66장단은 g로 한 옥타브 이상 하행하였다가 a′까지 상행한 

후 다시 c′까지 하행하는 <달기>이고, 제67장단은 <맺기>로 이어진다. 



- 97 -

제67장단의 공통선율 또한 <맺기>로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75] 중중모리 제63~67장단 선율유형

위와 같이 중중모리 제8단락 제59~67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달기>-<달기-맺는형>-<달기>-<달기>-<달기>-<달

기>-<맺기>의 형태로 되어있다. 단락 중반에 <맺는형>이 출현하고 마

지막에 <맺기>가 중복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62장단에서 

<달기>와 <내기>, <맺기>가 모두 혼용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

적이다. 

중중모리 제8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59 60 61 62 63 64 65 66 67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01 104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20 2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맺기

[표 38] 중중모리 제8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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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중모리 제9단락

중중모리 제9단락은 중중모리의 마지막 단락으로 제68장단부터 제74

장단까지 7장단으로 구성된다.    

해금 제68장단은 피리 제13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69장

단은 아쟁 제11장단과 같다. 아래 [악보 76]과 같이 제68장단은 e♭′을 

중심으로 하는 <내기-다는형> 선율이며, 제69장단은 g에서 e♭′으로 진

행하는 <달기> 선율이다. 제69장단의 <달기>는 아쟁산조에서 <내기>로 

쓰여 배열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악보 76] 중중모리 제68~69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77]을 살펴보면 해금 제70장단은 피리 제13장단과 동

일한 선율이고, 해금 제71장단은 대금 제32장단에서 온 선율이며, 해금 

제72장단은 대금 제42장단과 같다. 해금 제70장단은 제68장단과 같이 

e♭′을 중심음으로 하는 <달기> 선율이고, 제71장단은 c′본청을 길게 끄

는 <맺는형>의 <달기> 선율이 되며, 제72장단은 제42장단과 같이 g를 

유지하는 <달기> 선율이 계속된다. 제70장단의 <달기> 선율은 공통선율

인 피리산조가 <내기>로 된 것과 유형이 달라 <달기>와 <내기> 사이의 

혼용의 예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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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중중모리 제70~72장단 선율유형 

해금 제73장단은 피리 제42장단과 공통선율이고, 해금 제74장단은 아

쟁 제35장단, 피리 제43장단과 같다. 아래 [악보 78]에서 해금 제73장

단의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c″로 옥타브이상 도약하였다가 급격히 하행하

는 <달기> 선율이 되고, 제74장단에서 c′-e♭′^d′-c′-g-c′로 <맺기>가 

되면서 중중모리 악장을 끝맺는다. 해금 제74장단 마지막 박 e♭′^d′ 역

시 이전 악장과 마찬가지로 악장이 끝날 때 관용적으로 붙이는 선율이므

로 유형분류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은 일치한다.

[악보 78] 중중모리 제73~74장단 선율유형

중중모리 제9단락 제68~74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은 <내기-다는

형>-<달기>-<달기>-<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기>로 구성된

다. 단락 전반은 <맺는형> 없이 <달기>의 연속으로 배열되다가 단락 중

반에 <맺는형>이 출현하며, 마지막에 <맺기>가 중복되는 형태로 되어있

다. 

해금산조와 기존산조의 공통선율 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69장단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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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장단에서 <달기>와 <내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나 선율형태의 변화 없

이 배열위치에 따른 혼용방법을 보여준다. 

중중모리 제9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68 69 70 71 72 73 7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32 42

선율유형
달기-
맺는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1 35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3 13 42 4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기

[표 39] 중중모리 제9단락 선율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 중중모리는 총 74장단, 

9단락으로 구성된다. 공통선율은 50장단으로 나타나며, 그 중 39장단의 

선율유형이 서로 일치하여 기존산조 선율을 배열할 때 선율의 역할에 따

른 배열의 규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선율유형이 불일치하는 장단은 

11장단이다. 

해금산조 중중모리의 선율배열과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 

선율유형비교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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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모
리 
선
율
구
성

해
금
산
조

단락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장단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131 72 73 74 51,
60

51
,60

맺기유형 달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아
쟁

장단 35 25 26

유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9 10 38피
리

장단 1,60 30 5,64 6,65 4 27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유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해
금
산
조

단락 제4단락 제5단락
장단
순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104 83 85 122 122

유형 맺기 달기 맺기 맺기 맺기

아
쟁

장단 7

유형 내기-

다는형

피
리

장단 22 23 30 31 32 7,
48*

19,
52* 13 56 56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맺기 맺기

해
금
산
조

단락 제6단락 제7단락
장단
순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52 53 56,
129 32 73 51,

60 104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맺기

아
쟁

장단 7 5 14,
21 11 26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피
리

장단 30 31 31 69 70 67,
71 72 73 13 10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해
금
산
조

단락 제8단락 제9단락 계
장단
순서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50/

74선율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101 104 32 42
22

유형 내기-

맺는형
맺기

달기-

맺는형
달기

아
쟁

장단 11 35
11

유형 내기-

다는형
맺기

피
리

장단 20 21 13 13 42 43
35

유형 내기-

다는형
맺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기

[표 40] 해금산조 중중모리 선율배열과 선율유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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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0]에서 보듯이 중중모리의 선율혼용은 11장단에서 나타나

고, 그 유형은 <내기>와 <달기>의 혼용과 <달기>와 <맺기>의 혼용으로 

나타난다. <내기>와 <달기>의 혼용은 <다는형>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

가 제3장단, 제43장단, 제49장단, 제50장단, 제69장단, 제70장단에서 나

타나고, <맺는형>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제9장단, 제62장단에서 볼 

수 있다. <달기>와 <맺기>의 혼용은 <맺는형>에서 나타나며 제8장단과 

제34장단, 제36장단, 제62장단이 해당된다. 중모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불일치 유형 선율은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단락 내 배열 위치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1]과 같다. 

선율

유형

비교

일치

불일치

<내기>⟷<달기> <달기>⟷<맺기>

다는형 맺는형 맺는형

해당 

장단
1, 2, 4, 5, 6 외 

3, 43, 49, 50, 69. 

70
9, 62 8, 34, 36, 62

합계 39장단 11장단

[표 41] 중중모리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 

해금산조 중중모리의 선율유형에 따른 배열방법은 단락 전반에서  

<내고>-<맺는형>과 <내고>-<다는형>의 두 가지 형태가 고르게 쓰여 

진양조와 중모리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

단락 중반은 <달기> 선율이 위치하는 곳이나, 제4단락과 제5단락의 

중간에 <내기>와 <맺는형> 선율이 또 한 번 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

다. 이는 단락 내에 <내기>-<달기>-<맺기>의 과정이 두 번 반복됨으로

써 소단락을 형성한다.  

단락 후반은 한 장단으로 짧게 맺는 경우와 <맺는형>이 중복되어 나

타나는 경우가 골고루 출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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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의 

         진행

선율배열
단락 전반 단락 중반 단락 후반

배열 형태
<내기>+<맺는형>

or

<내기-맺는형> 

<내기>+

<달기>

<내기>와 

<맺는형>의 

중복

(소단락 형성)

짧은 

<맺기> 선율

<맺는형>의

중복

중중모리

해당 단락

1, 2, 3, 4-2, 

5-2, 7

4-1, 5-1, 

6, 8, 9
4, 5 2, 3, 4, 7, 8 1, 5, 6, 9

[표 42] 해금산조 중중모리 선율배열 방법 

라. 자진모리

서용석류 해금산조 자진모리는 점사분음표() 한 박을 기준으로 4박

을 한 장단으로 하여 전체 128장단이며 8개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1) 자진모리 제1단락

자진모리 제1단락은 제1장단부터 제19장단까지 19장단으로 구성된다.  

아래 [악보 79]를 보면 해금 제1~2장단은 대금 ․ 아쟁 ․ 피리의 제

1~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c″로 기본박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해

금 제1장단은 <내기-다는형> 선율로 모든 산조가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

나고, 제2장단에서 옥타브 하행하여 c′-g′-e♭′^d′-c′로 <맺는형> 선율은 

다음 선율로 이어지는 맥락의 <달기> 선율이 되며 모든 산조가 공통적

인 유형을 보인다. 

해금 제3장단은 아쟁 제38, 83장단과 피리 제3장단에서 동일한 선율

을 발견할 수 있고, 해금 제4장단은 피리 제4장단과 동일하다. 해금 제3

장단은 g′-c″-e♭″-c″로 진행하며 제1장단 선율을 변주하는 <달기> 선

율인 반면, 아쟁의 경우 c″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첫 음을 c′로 시작하여 

<내기>로 쓰이는 선율로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해금 제4장단은 제2장단

의 변주로 g′-f′-e♭′^d′-c′로 <맺는형>이며 <달기>의 맥락으로 배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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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다. 공통선율인 피리산조와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79] 자진모리 제1~4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80]을 살펴보면 해금 제5장단은 아쟁 제18장단과 피

리 제22, 53장단에서 공통선율이 발견되고, 해금 제6장단은 대금 제2, 

8장단, 아쟁 제2장단, 피리 제23, 54장단과 같은 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5장단은 c′-e♭′-g′-e♭′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내기-다는형> 선

율이고 제6장단은 c′-g′-e♭′^d′-c′로 <맺는형> 선율이면서 <달기>가 되

는데,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금 제5장단

의 <내기> 선율은 제1단락에서 두 번째 출현하는 <내기>로 두 번째 소

단락의 시작 선율이 된다. 

해금 제7장단은 독창선율이며, 해금 제8장단은 아쟁 제61장단과 공통

선율로 나타난다. 제7장단의 선율진행은 e♭′^d′-g′-e♭′^d′-c′로 이어지

는 <달기>가 되고, 제8장단은 c′-e♭′^d′-c′-g로 하행하는 <달기> 선율

이 된다. 해금 제8장단의 공통선율은 모두 <달기>로 해금산조와 일치하

는 유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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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자진모리 제5~8장단 선율유형

[악보 81]을 살펴보면 해금 제9장단은 아쟁 제62, 46장단을 차용하였

으며 g에서 c′본청으로 종지하는 <달기-맺는형> 선율이다. 그런데 이후

의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제9장단이 이후 선율의 동기가 되어 <내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금 제9장단은 이전 선율의 <맺는

형> 선율임과 동시에 이후 선율의 <내기>가 되어 동시에 두 가지 역할

을 가지는 선율이 된다. 아쟁산조에서는 동일한 선율이 <맺기>로 쓰이

는 경우와 <내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공통적인 선율유형을 보여준

다. 해금 제10장단은 아쟁 제47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9

장단의 g-c′에서 발전하여 g-e♭′으로 진행하는 <달기> 선율이며 아쟁산

조와 선율유형이 일치한다. 

해금 제11~12장단은 피리 제49~50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장단은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는 <달기> 선율로 g-c′-g-e♭′^d′로 진행한다. 

[악보 81] 자진모리 제9~12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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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의 해금 제13장단은 피리 제51장단과 공통선율로, 해금 제

11장단의 골격음 중 g-c′를 헤미올라로 리듬 변주하는 <달기> 선율이

고, 해금 제14장단은 e♭′-g′-e♭′^d′-c′-g로 상행-하행하는 <달기> 선율

로 아쟁 제6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15장단은 아쟁 제6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c′로 종지하는 <맺는형>의 <달기> 선율이 된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하나 해금 제15장단과 아쟁 제62장단에서 

<달기>와 <맺기>로 유형을 달리하며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악보 82] 자진모리 제13~15장단 선율유형

다음 [악보 83]에서 보듯이 해금 제16장단은 아쟁 제70장단, 피리 제

57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e♭′-g′로 상행하는 <내기-다는형> 선율

이다. 이는 제1단락에서 네 번째 출현하는 <내기> 선율로 네 번째 소단

락의 시작 선율이 된다. 해금 제17장단은 아쟁 제57장단, 피리 제58장

단과 동일한 선율로 나타나는데 g에서 c′로 진행하는 <맺는형>의 <달

기> 선율이다. 공통선율인 피리산조와 비교해보면 선율형태가 불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리산조는 마지막 음이 g로 <다는형> 선율인 반

면, 해금산조에서는 c′로 바꾸어 종지하면서 <맺는형> 선율로 변형하였

다. 즉, <달기> 선율 내에서 선율형태 변화를 통한 <맺는형>과 <다는

형>의 혼용이 나타난다. 

해금 제18장단은 아쟁 제13장단, 피리 제24장단과 같고, 해금 제19장

단은 대금 제78장단, 아쟁 제37, 44장단, 피리 제47, 52장단과 공통선

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18장단은 f′-b′-g′-f′-e♭′^d′로 진행하는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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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고, 제19장단은 g-c′-e♭′^d′-c′로 <맺기> 선율로, 모든 공통선율

의 유형이 일치한다. 

[악보 83] 자진모리 제16~19장단 선율유형

자진모리 제1단락 제1~19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내기>-<달기>-<맺기>의 과정이 네 번 중복되어 나타나 4개의 소단락

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1단락은 제1~4장단으로 <내기-다

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는형>으로 배열되며, 제1-2단

락은 제5~9장단으로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

<달기-맺는형> 순으로 되어있고, 제1-3단락은 제9~15장단으로 <내기-

맺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달기>-<달기-맺는형>으로, 

제1-4단락은 제16~19장단으로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

<맺기>의 배열로 구성된다. 네 개 소단락의 배열형태를 살펴보면 공통적

으로 <내기>와 <맺는형> 선율, 또는 <내기-맺는형>으로 시작된다. 단락 

전반을 <맺는형> 선율로 시작하는 것은 진양조 이후 가장 빈번히 사용

되는 배열방법이다. 

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3장단과 제15장단, 

제17장단에서 불일치유형이 나타난다. 제3장단은 <달기>와 <내기>가 

혼용되는 경우이고, 제15장단은 <달기>와 <맺기>, 제17장단은 <달기>

와 <맺기>의 혼용과 <달기>선율의 <맺는형>, <다는형>의 혼용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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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제17장단의 형태변형을 통한 불일치유형 이외에 나머지 경우는 배

열위치 변화에 따른 선율혼용이다.   

자진모리 제1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43]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 2 3 4 5 6 7 8 9 10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 2 2,8,11,
10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1 2 38,83 18 2 61 62,46 47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 2 3 4 22,53 23,54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해금
산조

장단순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78

선율유형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61 62 70 57 13 37,
44,45

선율유형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맺기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49 50 51 57 58 24 5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표 43] 자진모리 제1단락 선율유형

2) 자진모리 제2단락

자진모리 제2단락은 제20장단부터 제41장단까지 22장단으로 구성된

다. 

아래 [악보 84]를 보면 해금 제20장단은 아쟁 제18장단, 피리 제22, 

53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21장단은 대금 제2, 8장단, 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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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단, 피리 제23, 54장단과 동일한 선율이다. 해금 제20장단은 c′-e♭′

-e♭′^d′로 진행하는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제21장단은 c′-g′-e♭′^d′-c′

로 종지하는 <달기-맺는형> 선율이다. 이 두 선율은 공통선율과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배열되어있다. 

해금 제22~23장단은 피리 제97~98장단을 차용한 선율로, 제22장단

에서는 c″-g′-c″로, 제23장단에서는 e♭″-g′-c″로 진행하여 각각 <내기-

맺는형>과 <달기-맺는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84] 자진모리 제20~23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85]의 해금 제24장단은 대금 제48장단, 아쟁 제63장

단, 피리 제21, 39장단에서 동일한 선율을 찾을 수 있고, 해금 제25장단

은 아쟁 제64장단과 같다. 해금 제24장단은 g′에서 하행하여 c′본청에 

이르는 <맺는형>의 <내기> 선율로, 대금산조에서는 <달기>로 쓰이고, 

아쟁산조에서는 <내기>로, 피리산조에서는 <맺기>로 쓰여 산조마다 다

른 선율역할을 가지며, 형태변형 없이 배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금 제26장단은 대금 제92장단, 피리 제66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나

고, 해금 제27장단은 대금 제93장단과 같다. 해금 제26장단의 선율 진

행은 g-b-c′-e♭′^d′로 상행하고 제27장단은 제26장단을 변주한 <달기> 

선율로 공통선율의 유형과 모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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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자진모리 제24~27장단 선율유형

[악보 86]의 해금 제28~30장단을 살펴보면 대금 제94~95장단, 아쟁 

제102~103장단, 피리 제116~117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

28~29장단은 기존산조에서 한 장단인 g′로 내는 선율을 두 장단으로 확

대한 것으로 각각 <내기-다는형>과 <달기>가 된다. 이 때 제29장단의 

선율유형이 공통선율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선율의 확대에 

따른 배열 위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율형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금 제30장단은 계속되는 <달기> 선율로 g′에서 b′로 상행하며 

리듬을 분할한다. 

[악보 86] 자진모리 제28~30장단 선율유형

이어지는 [악보 87]을 살펴보면 해금 제31장단은 모든 산조에서 앞 

선율과 연결되어 대금 제96장단, 아쟁 제104장단, 피리 제118장단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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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율로 나타나고, 해금 제32장단은 아쟁 제105장단, 피리 제119장단

과 같으며 해금 제33장단은 대금 제75장단, 아쟁 제37, 44, 45장단, 피

리 제120장단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해금 제31장단은 g′에서 c″로 상행

하고, 제32장단에서 e♭″까지 상행하였다가 제33장단에서 c″로 하행하며 

종지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제31~32장단의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은 

<달기>-<달기>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제33장단에서는 <달기>와 <내

기>, <맺기>이 선율혼용이 나타난다.  

[악보 87] 자진모리 제31~33장단 선율유형

해금 제34장단은 대금 제76장단, 아쟁 제63, 65, 67장단, 피리 제48장

단과 동일한 선율로 되어있고, 해금 제35장단은 대금 제81장단, 아쟁 제

64, 66, 68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36장단은 아쟁 제69장단과 같

다. 아래 [악보 88]을 보면 해금 제34장단은 g′-e♭′^d′-c′로 진행하는 

<내기-맺는형> 선율이고 제35장단은 34장단과 대구를 이루는 g′-e♭′^d′

-g의 <달기>가 된다. 해금 제34장단은 대금산조에서 <맺기>로, 피리산

조에서 <달기>로 쓰여 선율혼용이 나타나는 장단이다. 해금 제36장단은 

c′-e♭′^d′-c′로 종지하는 <달기-맺는형> 선율로, 아쟁산조에서 <맺기>

로 쓰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제34~36장단은 <내기>-<달기>-<맺기>의 

과정을 가지는 소단락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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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자진모리 제34~36장단 선율유형

[악보 89]에서 보듯이 해금 제37장단은 아쟁 제18장단, 피리 제22, 

53장단에서 온 선율이고, 해금 제38장단은 대금 제2, 8, 11, 101장단, 

아쟁 제2장단, 피리 제23, 54장단에서 동일한 선율이 발견된다. 해금 제

39장단은 대금 제81장단, 아쟁 제64, 66, 68장단과 같다. 해금 제37장

단은 해금 제20장단과 같이 c′-e♭′-e♭′^d′로 진행하는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제38장단은 자진모리에서 가장 전형적인 <맺는형> 선율로 

<달기>가 되며, 제39장단은 제38장단과 대구를 이루며 g′-e♭′^d′-g로 

<달기> 선율을 만든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은 일치한다. 

[악보 89] 자진모리 제37~39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90]을 보면 해금 제40장단은 독창선율로 c′-e♭′^d′-

g′로 상행하며 전후 선율을 연결하는 <달기>가 되고, 해금 제41장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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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제78장단, 아쟁 37, 44, 45장단, 피리 제52장단과 동일한 <맺기> 

선율로 단락을 마무리한다. 

[악보 90] 자진모리 제40~41장단 선율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진모리 제2단락 제20~41장단은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제2-1단락 제20~33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

다는형>-<달기-맺는형>-<내기-맺는형>-<달기-맺는형>-<내기-맺는

형>-<달기>-<달기>-<달기>-<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

기>-<달기>-<달기-맺는형> 순으로 되어있다. 제2-1단락 안에 <내기>

가 네 번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내기>-<달기>-<맺기>의 과정이 결여된 

연속적인 <내기>-<달기>의 배열이므로 제33장단의 <맺는형> 선율에서 

단락이 구분된다. 제2-2단락은 제34~36장단으로 <내기-맺는형>-<달

기>-<달기-맺는형>으로 이루어진 짧은 단락이다. 제2-3단락 제37~41

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

기>로 되어있다. 세 개의 소단락의 공통점은 단락 전반은 <내기>와 <맺

는형>, 또는 <내기-맺는형>으로 되어 진양조 이후 가장 빈번한 형태로 

배열된 점이다. 

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유형을 비교해보면, 제24장단, 제29장단, 

제33장단, 제34장단, 제36장단에서 불일치유형이 나타난다. 불일치유형

은 <내기>와 <달기>, <내기>와 <맺기>, <달기>와 <맺기>의 경우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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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타나는데, 이는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선율배열의 위치에 따른 선

율역할의 변화이다. 특징적인 것은 제24, 33, 34장단과 같이 <내기>, 

<달기>, <맺기> 세 가지 유형의 혼용이 나타나는 점이다. 모든 역할로 

혼용될 수 있는 선율은 <맺는형>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자진모리 제2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44]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2,8,11,
101 48 92 93 94 94 95

선율유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8 2 63 64 102 102 10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22,
53

23,
54 97 98 21.

39 66 116 116 117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해금
산조

장단순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96 75 76 81 2,8,11,
101 81 78

선율유형 달기
내기-
맺는형

맺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04 105 37,
44,45

63,
65,67

64.
66,68 69 18 2 64,

66,68
37,

44,45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18 119 120 48 22,
53

23,
54 5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표 44] 자진모리 제2단락 선율유형 

3) 자진모리 제3단락

 

자진모리 제3단락은 제42장단부터 제62장단까지 21장단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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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보 91]에서 보듯이 해금 제42~58장단은 독창선율이다. 제42장단

은 g′-a′-c″-a′로 <내기-다는형>이 되고, 제43장단은 g′-c″-d″-c″로 

<달기-맺는형> 선율이 된다. 제44장단은 제42장단과 같고, 제45장단은  

제43장단의 c″로 맺는 선율을 g′로 바꾸어 e′-g′-a′-g′로 진행하며 대구

를 이룬다. 제46장단은 g′-c″-d″로 상행하고 제47장단에서 c″로 <맺는

형>의 <달기>를 이어간다. 

[악보 91] 자진모리 제42~47장단 선율유형

다음의 [악보 92]를 보면 해금 제48장단은 제42장단을 4도 위로 변

주한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제49장단은 제43장단과 같은 <달기-맺

는형> 선율이다. 제50장단은 제42장단의 a′-c″ 동기를 반 장단 단위로 

반복하고, 제51장단은 제45장단과 유사하다. 제52~53장단은 제46~47

장단과 동일한 선율이다. 제42~47장단과 제48~53장단은 동일한 배열

형태를 가지며 대구를 이룬다. 

[악보 92] 자진모리 제48~53장단 선율유형

이어지는 [악보 93]의 해금 제54장단은 제42장단과 같은 선율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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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다는형>이 출현하고 제55장단에서는 제43장단 선율의 방향을 바

꾸어 a′-e′-d′로 하행하며 <달기> 선율을 만든다. 제56장단은 c′에서 c″

까지 상행했다가 하행하는 <달기>, 제57장단은 g′-e′-d′로 하행하는 

<달기>가 계속되다가, 제58장단에서 c′로 종지하며 <달기-맺는형> 선율

이 된다.

[악보 93] 자진모리 제54~58장단 선율유형

제59~62장단은 우조에서 계면조로 넘어가는 연결구이다. [악보 94]

에서 보듯이 해금 제59~60장단은 피리 제108~109장단 연결구와 공통

선율로 나타난다. 이는 모두 <달기> 선율이 된다. 해금 제61장단은 피

리 제50장단과 같은 선율로, 계면조가 시작되는 <달기> 선율이다. 해금 

제62장단은 독창선율로 c′본청으로 맺으며 계면조를 확립하는 <맺기> 

선율이 된다. 

 

[악보 94] 자진모리 제59~62장단 선율유형

자진모리 제3단락 제42~62장단의 선율유형과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을 

살펴본 결과, 제3단락은 <내기>-<달기>-<맺는형>선율이 세 번 반복되

고 연결구를 포함하여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제3-1단락은 제

42~47장단이 해당되고,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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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달기>-<달기-맺는형>으로 배열되며, 제3-2단락은 제48~53장

단으로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

맺는형>으로 구성되며, 제3-3단락은 제54~58장단으로 <내기-다는형>-

<달기>-<달기>-<달기>-<달기-맺는형>의 순으로 배열된다. 제3-4단락은  

제59~62장단으로 <달기>-<달기>-<달기>-<맺기>로 되어있다. <내기>

로 시작되지 않으나 연결구로 이전의 단락과 다른 선율의 진행을 보이므

로 소단락으로 분리하였다. 

자진모리 제3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45]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해금
산조

장단순서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선율유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108 109 50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표 45] 자진모리 제3단락 선율유형 

4) 자진모리 제4단락

자진모리 제4단락은 제63장단부터 제69장단까지 7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95]를 보면 해금 제63장단은 아쟁 제18장단과 피리 제22, 53

장단에서 동일한 선율이 발견된다. 해금 제64장단은 대금 제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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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장단, 아쟁 제2장단, 피리 제23, 54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

금 제63장단은 해금 제20장단과 같은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제64장

단은 <달기-맺는형> 선율로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이 일치한다. 

해금 제65장단은 독창선율로 전후의 선율을 연결하는 <달기> 선율이

고, 제66장단은 대금 제75장단, 아쟁 제37, 44, 45장단, 피리 제20, 65, 

92장단과 공통선율로 자진모리에 여러 번 출현하는 <달기-맺는형> 선

율이나 대금산조에서 <내기>로, 아쟁산조에서 <맺기>로 쓰여 세 유형이 

혼용되는 장단이다. 

[악보 95] 자진모리 제63~66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96]을 살펴보면 해금 제67장단은 아쟁 제16장단과, 

해금 제68~69장단은 아쟁 제61~6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67장

단은 c-g-c′로 상행하는 <달기> 선율이고, 제68장단에서 e♭′^d—c′-g로 

하행하며 <달기>를 이어가다가 제69장단에서 c′본청으로 맺으며 제4단

락을 마무리 짓는다. 

[악보 96] 자진모리 제67~69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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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진모리 제4단락 제63~69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는형>-<달기>-<달

기>-<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 전반을 <내기>와 <맺는형>으로 시

작하는 점이 이전의 단락들과 공통적인 배열을 보이며, 단락 중반에 <맺

는형> 선율이 출현하고 마지막에 <맺기>가 중복되는 배열유형도 서용석

류 해금산조에 빈번히 보이는 배열형태이다. 

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공통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제66장단에서 

<달기>와 <내기>, <맺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나 <맺는형> 선율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혼용이 나타난다. 

자진모리 제4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63 64 65 66 67 68 69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2,8,
11,101

75

선율유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18 2 37,44,
45 16 61 6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달기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22,53 23,54 20,65,
9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표 46] 자진모리 제4단락 선율유형

5) 자진모리 제5단락

자진모리 제5단락은 제70장단부터 제80장단까지 11장단으로 구성된

다. 

[악보 97]에서 보듯이 해금 제70~80장단은 모두 독창선율이다. 제70

장단은 a-c′-a-g로 진행하며 <내기-다는형>으로 시작하고, 제71장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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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g로 발전하며 <달기>로 이어진다. 제72장단은 a-c′-a, a-d′-a

로 진행하고, 제73장단은 제72장단을 반복한다. 제74장단에서는 a-c′

-a-e′로 음역을 확장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제75장단은 제74장

단의 리듬을 분할하며 발전시킨다. 제76장단은 제75장단을 반복하며 계

속되는 <달기> 선율을 이어간다. 

제77~80장단은 우조에서 계면조로 이행하는 연결구이다. 제77장단은 

d′-e′-a′-f′로 상행-하행진행하며 제78장단에서 a-d′로 진행하는데 이는  

우조의 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계면조의 선율진행을 갖는다. 또 제79장

단에서 c′-d′-g′-g-c′로, 제80장단에서 g-c′로 진행하여 제77~78장단

과 제79~80장단은 대구를 이룬다.  

[악보 97] 자진모리 제70~80장단 선율유형

자진모리 제5단락 제70~80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

기>-<달기>-<달기>-…-<달기>-<맺기>로 되어있다. 한 단락에 <내기>

와 <맺기>가 한 번씩만 출현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자진모리 제5단락의 선율유형은 다음 [표 47]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표 47] 자진모리 제5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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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진모리 제6단락

자진모리 제6단락은 제81장단부터 제101장단까지 21장단으로 구성된

다. 

아래 [악보 98]을 살펴보면 해금 제81장단은 대금 제75장단, 아쟁 제

37, 44, 45장단, 피리 제47장단에서 동일한 선율을 발견할 수 있고, 해

금 제82장단은 대금 제76장단, 아쟁 제63장단, 피리 제48장단과 공통선

율이며, 해금 제83장단은 대금 제81장단, 아쟁 제64장단과 같은 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81장단의 진행은 c′-f′-a♭′^g′-f′로 <내기-맺는형>이 

되는데 계면조의 본청이 c′에서 f′로 바뀌는 부분이다. 제82장단은 선율

의 방향을 바꾸며 c″-a♭′^g′-f′에 도착하는 <달기-맺는형> 선율이고 제

83장단은 c″-a♭′^g′-c′로 마지막 음을 바꾸어 <달기>를 이어간다. 기존

산조와 선율유형을 비교해보면, 해금 제81장단에서 <내기>와 <맺기>의 

선율혼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악보 98] 자진모리 제81~83장단 선율유형

해금 제84~86장단은 독창선율이다. [악보 99]를 보면 제84~86장단

은 f′-b′-f′-a♭′^g′를 골격음으로 하여 리듬을 분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으로 <달기> 선율을 이어간다. 제87장단도 제86장단에 이어 리듬의 조

밀도를 높여가며 발전하는 <달기> 선율로, 아쟁 제94장단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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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볼 수 있다. 제88장단은 독창선율로 전후선율을 연결하는 <달

기> 선율이 되며, 제89장단은 a♭′^g′-f′-c′로 진행하는 <달기> 선율로 

아쟁 제6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악보 99] 자진모리 제84~89장단 선율유형

다음으로 [악보 100]을 살펴보면 해금 제90장단은 <맺는형> 선율로 

소단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후 선율의 <내기> 역할을 한다. 이는 아

쟁 제46, 62장단과 같은 선율이며 아쟁산조에서도 동일한 선율이 <내

기>와 <맺기>로 쓰이고 있어 선율유형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금 제91~92장단은 아쟁 제47~48장단과 같은 선율로 <달기>로 배

열되는 형태 또한 동일하다. 해금 제90~92장단의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f′-c′-f′를 골격음으로 하는 제90장단을 동기로 발전되어 가는 형태를 띤

다. 제91장단은 f′-c′-f-a♭′^g′로 선율이 확장되고, 제92장단은 선율의 

방향을 바꾸어 f′-c′로 진행한다. 

해금 제93~96장단은 피리 제87~90장단의 선율을 해금산조로 옮겼다. 

해금 제93장단은 c′-f′-c′를 골격음으로 진행하고, 제94장단에서 c′-a

♭′^g′-c′로 확장되며, 제95장단에서는 선율의 단위를 줄여 c′-f′-c′, c′-a

♭′^g′-c′로 진행하고 제96장단에서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선율유형

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가 되어 피리산조의 배열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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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0] 자진모리 제90~96장단 선율유형

[악보 101]의 해금 제97장단은 피리 제91장단과 공통선율로 이전 선

율과 연결되는 <달기> 선율이다. 해금 제98~99장단은 아쟁 제61~62장

단에서 동일한 선율이 나타나며 <달기>-<맺기>의 형태가 된다. 

[악보 101] 자진모리 제97~99장단 선율유형

마지막으로 [악보 102]의 제100~101장단은 f′본청에서 c′본청으로 돌

아가는 연결구로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이며 <달기>-<맺기>로 배열된다. 

[악보 102] 자진모리 제100~101장단 선율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진모리 제6단락 제81~101장단은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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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6-1단락은 제81~90장단으로 선율배열

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 -<달기>-…-<달기>-<달기

-맺는형>으로 되어있고, 제6-2단락 제90~99장단은 <내기-맺는형>-

<달기>-<달기>-<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달

기>-<맺기> 순으로 배열된다. 연결구인 제6-3단락 제100~101장단은 

<달기>-<맺기>로 구성된다. 단락 전반의 배열은 <내기-맺는형>으로 이

전 단락과 공통적인 구성을 보이며 제6-2단락은 단락 중반에 <내기>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공통선율의 유형은 제81장단과 제82장단에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

나는데, <내기>와 <맺기>, <달기>와 <내기>의 혼용이 보인다.   

자진모리 제6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75 76 81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37,
44,45 63 64 94 61 62,46 47

선율유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47 48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해금
산조

장단순서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선율유형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48 61 62

선율유형 달기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87 88 89 90 91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표 48] 자진모리 제6단락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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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진모리 제7단락

자진모리 제7단락은 제102장단부터 제106장단까지 5장단으로 구성된

다. 

아래 [악보 103]과 같이 해금 제102~106장단은 아쟁 제65~69장단

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다. 제102장단과 제103장단은 대구를 이루며 g′

-e♭′^d′-c′, g′-e♭′^d′-g로 각각 진행한다. 해금 제104~105장단은 제

102~103장단을 변주한 형태이고, 제106장단은 c′-e♭′^d′-g-c′로 맺는

다. 

 

[악보 103] 자진모리 제102~106장단 선율유형 

자진모리 제7단락 제102~106장단의 선율배열은 <내기-맺는형>-<달

기>-<달기-맺는형>-<달기>-<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의 시작에 

<맺는형>이 출현하고 단락 중반과 후반에 <맺는형>이 중복되어 나타나

는 형태이다.  

자진모리 제7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49]와 같다. 



- 126 -

해금
산조

장단순서 102 103 104 105 106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아쟁
산조

장단순서 63,65 64,66 67 68 69

선율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선율유형

[표 49] 자진모리 제7단락 선율유형 

8) 자진모리 제8단락

자진모리 제8단락은 제107장단부터 제128장단까지 22장단으로 구성

된다.  

[악보 104]와 같이 해금 제107~110장단은 모든 산조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선율로 대금 제94~96장단과 제150장단, 아쟁 제102~105

장단, 피리 제116~119장단과 같다. 선율진행은 해금 제107장단부터 한 

장단을 단위로 하여 골격음을 g′-b′-c″-e♭″로 이동시키며 <내기-다는

형>-<달기>-<달기>-<달기>로 이어진다. 해금 제111장단은 대금 제

152장단, 피리 제120장단과 공통선율로 c″로 종지하는 <맺는형> 선율

이나 <달기>의 맥락으로 배열된다. 

해금 제112~113장단은 대금 제29~30장단, 피리 제121~122장단과 

같은 선율로 c″와 e♭″을 오가며 리듬 변주를 통해 발전하는 부분이며 

모든 공통선율이 <달기>로 유형이 일치한다. 



- 127 -

[악보 104] 자진모리 제107~113장단 선율유형

이어지는 해금 제114~117장단은 아래 [악보 105]와 같이 대금 제30~ 

33장단, 피리 122~125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 제114~115장

단은 제112~113장단에 이어 c″와 e♭″을 오가며 리듬 변주를 이어가고, 

제116장단에서 e♭″, 제117장단에서 f″까지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며 

<달기>가 계속된다. 모든 공통선율의 유형은 일치한다.

[악보 105] 자진모리 제114~117장단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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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제118장단부터 푸는 가락이 시작된다. 다음 [악보 106]에서 보

듯이 해금 제118~122장단은 아쟁 제130~134장단을 이용하여 구성하

였고, 해금 제123~128장단은 대금 제180~185장단 선율과 동일하다. 

제122장단에서 한 번 <맺는형> 선율이 출현한 뒤 <달기> 선율이 이어

지다가 제128장단에서 자진모리가 완전히 끝난다.  

 

[악보 106] 자진모리 제118~128장단 선율유형 

자진모리 제8단락 제107~128장단의 선율유형과 선율배열형태를 살펴

본 결과, 제8단락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맺

는형>-<달기>-<달기>-…-<달기>-<달기-맺는형>-<달기>-…-<달

기>-<맺기> 순으로 되어있다. 단락 중반에 <맺는형> 선율이 두 번 출

현하나 계속되는 <달기>의 배열로 소단락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공통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모든 선율의 유

형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자진모리 제8단락의 선율유형을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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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다음 [표 50]과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94,
145

95
,146

96,
148 150 152 29,

30
29,
30

29,
30 31 32 33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02 103 104 105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피리
산조

장단순서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2 123 124 125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해금
산조

장단순서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80 181 182 183 184 185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쟁
산조

장단순서 130 131 132 133 134

선율유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피리
산조

장단순서 129 130

선율유형 달기 달기

[표 50] 자진모리 제8단락 선율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 자진모리는 총 128장

단, 8단락으로 구성된다. 공통선율은 90장단으로 나타나며, 기존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유형을 비교해 보면 79장단이 일치하고 11장단이 불일

치하여 대부분의 선율이 역할에 따른 배열 규칙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 자진모리의 선율배열과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

통선율유형을 비교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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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
모
리 
선
율
구
성

해
금

단락 제1단락

장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1 2 2,8* 78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아
쟁

장단 1 2 38,
83 18 2 61 62,46 47 61 62 70 57 13 37,

44*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내기-다는

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맺기 달기 맺기

피
리

장단 1 2 3 4 22,
53

23,
54 49 50 51 57 58 24 52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맺기

해
금

단락 제2단락

장단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2,8* 48 92 93 94 94 95 96 75 76 81 2,8* 81 78

유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내기-

맺는형
맺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아
쟁

장단 18 2 63 64 102 102 103 104 105 37,
44*

63,
65*

64.
66* 69 18 2 64,

66*
37,
44*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피
리

장단 22,
53

23,
54 97 98 21.

39 66 116 116 117 118 119 120 48 22,
53

23,
54 52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내기-

다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해
금

단락 제3단락

장단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피
리

장단 108 109 50

유형 달기 달기 달기

해
금

단락 제4단락 제5단락

장단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2,8* 75

유형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아
쟁

장단 18 2 37,44* 16 61 62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맺기 달기 달기 맺기

피
리

장단 22,53 23,54 20,65*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해
금

단락 제6단락 제7단락

장단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75 76 81

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아
쟁

장단 37,
44* 63 64 94 61 62,

46 47 48 61 62 63,
65

64,
66 67 68 69

유형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내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피
리

장단 47 48 87 88 89 90 91

유형
내기-

맺는형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해
금

단락 제8단락 계

장단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90/
128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대
금

장단 94,
145

95
,146

96,
148 150 152 29,

30
29,
30

29,
30 31 32 33 180 181 182 183 184 185

40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기

아
쟁

장단 102 103 104 105 130 131 132 133 134
61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피
리

장단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2 123 124 125 129 130
55

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표 51] 해금산조 자진모리 선율배열과 선율유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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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1]에서 보듯이 자진모리에 나타나는 선율혼용 유형을 살펴

보면, <내기>와 <달기>의 <다는형> 사이의 혼용이 제3장단과 제29장단

에서 나타나고, <맺는형> 사이의 혼용은 제24장단, 제33장단, 제34장단, 

제66장단, 제82장단에서 나타난다. <달기>와 <맺기>의 혼용은 <맺는

형> 선율에서 볼 수 있는데 제15장단, 제17장단, 제33장단, 제36장단, 

제66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달기> 선율의 <다는형>과 <맺는형>의 혼

용은 선율형태의 변형을 동반하며 제17장단에서 나타나고, <내기>와 

<맺기>의 <맺는형> 선율 혼용은 제24장단, 제34장단, 제81장단에서 볼 

수 있다. <내기>와 <달기>, <맺기>의 세 가지 혼용이 일어나는 장단은 

제24장단, 제33장단, 제34장단, 제66장단이고 이러한 선율들의 특징은 

<맺는형>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 <내기>와 <맺기>의 혼용은 자진모리

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2]와 같다. 

선율

유형

비교

일치

불일치

<내기>⟷<달기> <달기>⟷<맺기> 달기 <내기>⟷<맺기>

다는형 맺는형 맺는형
<다는형>⟷
<맺는형>

맺는형

해당 

장단

1, 2, 4, 

5, 6 외 
3, 29

24, 33, 

34, 66, 82

15, 17, 33, 

36, 66
17 24, 34, 81

합계 79장단 11장단

[표 52] 자진모리 공통선율의 불일치 유형 

해금산조 자진모리의 선율유형에 따른 선율배열 방법은 단락 전반에서 

<내기>-<맺는형>, <내기>-<다는형>과 함께 자진모리에서만 볼 수 있

는 <맺기&내기>로 시작하는 유형의 세 가지 형태가 쓰인다. <맺기&내

기>는 한 선율이 <맺기>와 <내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전 

단락의 <맺기>인 동시에 이후 단락의 <내기>가 되어 두 단락이 겹치게 

배열되는 경우가 있다.  

단락 중반은 중중모리와 같이 단락 중반에 <내기>와 <맺는형> 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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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여 소단락을 형성하는 단락이 빈번해진다. 소단락은 제1단락에서 

4개, 제2단락에서 3개, 제3단락에서 4개, 제6단락은 3개가 형성된다. 

단락 후반은 대부분의 단락에서 한 장단으로 짧게 맺고, <맺는형>이 

중복되는 경우는 3회 출현한다. 자진모리의 선율배열방법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 [표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락의 

         진행

선율배열
단락 전반

단락 

중반
단락 후반

배열 형태
<내기>+<맺는형>

or
<내기-맺는형>  

<내기>+

<달기>

맺기 
& 

내기

<내기>와 

<맺는형>의 

중복

(소단락 형성)

짧은 

<맺기> 

선율

<맺는형>

중복

자진모리

해당 단락

1-1, 1-2, 1-3. 

1-4, 2-1, 2-2, 

2-3, 3-1, 3-2, 4, 

6-1, 6-2, 

3-3, 5, 

7, 8

1-3.

6-2, 
1, 2, 3, 6

1-1,1-2, 

1-3,2-1, 

2-2,3-1, 

3-2,3-3, 

3-4,5, 

6-1,6-2, 

6-3, 7, 8

1-4, 2-3, 4

[표 53] 해금산조 자진모리 선율배열 방법 

마. 엇모리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마지막 악장인 엇모리는 12장단으로 구성된다. 

[악보 107]에서 보듯이 해금 제1~2장단은 대금 제1~2장단과 같은 

선율이고 c″로 시작하는 <내기-다는형> 선율과 c로 종지하는 <달기-맺

는형>으로 되어있다. 

해금 제3장단은 대금 제5장단과 같고, 해금 제4장단은 해금 제2장단

과 같은 선율로 대금 제2, 4, 6, 18, 20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 제3

장단에서 g′-c″-g′-e♭′^d′로 <달기>가 이어지고 제4장단에서 <달기-맺

는형>이 다시 한 번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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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 엇모리 제1~4장단 선율유형

이어지는 해금 제5~10장단은 다음 [악보 108]과 같이 대금 제7~12

장단과 같은 선율이다. 해금 제5장단은 g′로 시작하는 <내기-다는형> 

선율이고, 제6장단에서 이를 변주하며 반복한다. 제7장단부터 상행이 시

작되어 b′가 중심음이 되고, 제8장단은 c″로, 제9장단에서는 e♭″까지 상

행한 후 제10장단에서 c″로 종지하여 <달기-맺는형> 선율이 된다. 

[악보 108] 엇모리 제5~10장단 선율유형

마지막으로 [악보 109]를 보면 해금 제11~12장단은 대금 제17~18장

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e♭″부터 c″-b′-g′-e♭′^d′까지 하행하다가 c′

본청으로 맺는 선율로 <달기>-<맺기>의 형태가 되며, 산조 전체를 끝맺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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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9] 엇모리 제11~12장단 선율유형 

엇모리는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제1-1단락 제1~4장단의 선

율배열은 <내기-다는형>-<달기-맺는형>-<달기>-<달기-맺는형>으로 되

어있고, 제1-2단락 제5~12장단은 <내기-다는형>-<달기>-<달기>-<달

기>-<달기>-<달기-맺는형>-<달기>-<맺기> 순으로 배열된다. 

엇모리의 선율유형을 대금산조의 공통선율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54]와 같다. 

해금
산조

장단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대금
산조

장단순서 1 2,4,6,
18,20 5

2,4,6,
18,20 7 8 9 10 11 12 17

2,4,6,
18,20

선율유형 내기-
다는형

달기-
맺는형

달기 달기-
맺는형

내기-
다는형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달기-
맺는형

달기 맺기

[표 54] 해금산조 엇모리 선율배열과 선율유형 비교표

위의 [표 54]에서 보듯이 해금산조 엇모리는 총 12장단, 1단락으로 

구성되며 모든 선율이 대금산조와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또 두 산조의 

선율유형이 모두 일치한다. 

해금산조 엇모리의 선율유형에 따른 배열방법을 살펴보면, 제1-1단락

은 <내기>와 <맺는형>으로 시작하고, 제1-2단락은 <내기>-<달기>로 

이어지는 형태이며, 단락 중반은 <내기>와 <맺는형>의 중복으로 소단락

을 형성한다. 단락 후반은 <맺는형>이 중복되어 나타남으로써 모든 악

장에서 공통적인 형태를 보인다. 해금산조 엇모리의 선율배열 방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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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락의 

         진행

선율배열
단락 전반 단락 중반 단락 후반

배열 형태
<내기>+

<맺는형>

<내기>+

<달기>

<내기>와 

<맺는형>의 중복

(소단락 형성)

<맺는형>의

중복

엇모리

 해당 단락
1-1 1-2 1 1-1, 1-2

[표 55] 해금산조 엇모리 선율배열 방법

지금까지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선율배열 규칙과 방법을 알아

보았다. 산조에서 단락을 형성하는 선율의 배열은 <내기>, <달기>, <맺

기>의 과정을 가지고 각 선율은 그에 따른 고유의 역할을 가진다. 서용

석류 해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공통선율의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217장단의 공통선율 중 179.5장단의 선율유형이 서로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서용석류 기존산조를 이용

하여 새로운 산조를 구성할 때, 선율 역할에 따른 선율배열의 규칙이 우

선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공통선율의 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36.5장단에서 발견되는데, <내기>와 <달기>의 선율혼용이 가장 빈번하

게 나타나고, <달기>와 <맺기>의 선율혼용도 빈도수가 높다. 대부분의 

경우 선율형태의 변화 없이 단락 내 배열위치에 따른 혼용이 나타나며, 

<다는형>과 <맺는형>의 변화, 즉 선율형태 변화를 동반하는 선율혼용은  

3장단으로 빈도수가 적다. 또 중모리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단 

내 전후반 선율의 위치 이동이 3회 나타나며, <내기>와 <맺기> 선율의 

혼용은 자진모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불일치유형이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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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유형

비교

악장별

해당

장단 

일치

불일치

<내기>⟷<달기> <달기>⟷<맺기> <달기>⟷<달기>
<내기>⟷
<맺기>

다는형 맺는형 맺는형
<다는형>⟷
<맺는형>

<다는형>⟷
<맺는형>

장단 내 

위치 이동
맺는형

진양조 24장단
15, 22, 

27

28, 34, 

36
6, 8 10, 21

중모리 27장단
8-1,27-1, 

31-1

7-2, 

24-2

9-2,11-2 

16-2

중중모리 39장단
3, 43, 49, 

50,69.70
9, 62

8, 34, 

36, 62

자진모리 79장단 3, 29
24, 33, 

34,66,82

15, 17, 

33,36,66
17 24, 34, 81

엇모리 12장단

합계
179.5

장단

13장단 10장단 12장단 2장단 1장단 1.5장단 3장단

36.5장단(중복되는 불일치 유형 제외)

[표 56] 서용석류 해금산조 공통선율의 선율유형 비교표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은 <내기>, <달기>, <맺기>를 기본으로 

하여 악장별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진양조는 단락 전반에 <내기>-<맺는형>으로 선율을 제시하고 단락 

후반은 <맺는형>의 중복으로 종지하여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다. 중모리

는 <내기>-<달기>-<맺기>의 단순한 형태로 배열된다. 중중모리부터는 

단락 중반에 <내기>와 <맺는형> 선율이 중복되어 단락 내에 소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진모리에서는 소단락이 빈번하게 출현하며 한 선

율이 <맺기>와 <내기>의 역할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소단락이 겹치게 배

열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엇모리는 모든 악장의 특징이 고르게 나타난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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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형태

악장별 

해당단락

단락 전반
단락 

중반
단락 후반

<내기>+
<맺는형>

or
<내기-맺는형>

<내기>+

<달기>
<맺기> & 

<내기>

<내기>의 

중복

(소단락)

짧은 

<맺기> 

선율

<맺는형>

중복

진양조 1, 3, 4, 5, 
6, 7, 8, 9 2 5 1,2,3,4,

6,7,8,9

중모리 3,8,10 1,2,4,5,
6,7,9

1,2,3,4,5
,6,7,8,9

중중모리
1, 2, 3, 

4-2, 5-2, 
7

4-1, 
5-1, 6, 

8, 9
4, 5, 8 2, 3, 4, 

7, 8
1, 5, 6, 

9

자진모리

1-1,1-2, 
1-3.1-4, 
2-1,2-2, 
2-3,3-1, 
3-2, 4, 

6-1,6-2, 

3-3, 5, 
7, 8

1-3.
6-2, 

1, 2, 3, 
6

1-1,1-2, 
1-3,2-1, 
2-2,3-1, 
3-2,3-3, 
3-4, 5, 

6-1,6-2, 
6-3, 7, 

8

1-4, 
2-3, 4

엇모리 1-1 1-2 1 1-1,1-2

[표 57] 해금산조 선율배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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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창작 방법

지금까지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을 알아보았다. 서용석

류 해금산조의 가락은 크게 기존산조에서 옮겨온 공통선율과 해금산조만

의 독창(獨創)선율로 나누어지며, 해금산조만의 선율배열 방법을 통해 

기존산조와 구분되는 선율구성을 가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해금산조의 

각 선율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선율 창작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독창선율의 창작 방법을 기존산조선율을 활용한 경우와 타 악장

의 선율을 활용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공통선율을 변주하여 차용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금산조에 적합하도록 재창작되는지 골격음, 장식

음, 리듬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창선율의 창작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은 전체 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는 않으나 공통선율 사이에 삽입되어 해금산조만의 선율적 전개를 이끌

어내는 역할을 한다. 독창선율의 장단 수는 전체 288장단 중 71장단이

며 진양조 6장단, 중모리 3장단, 중중모리 24장단, 자진모리 38장단으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독창선율의 창작 방법을 크게 기존산조 

선율 활용과 타 악장 선율 활용으로 나누어 선율 활용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다.   

가. 기존산조 선율 활용

기존산조의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은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포함한 서용

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 선율을 활용하여 새로운 선율로 창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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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동일한 악장 내에서의 선율 활용을 뜻한다. 기존산조를 활용한 

선율창작은 진양조 제5장단, 제17장단, 제23장단과 중중모리 제37장단, 

제41장단, 제60장단, 제64장단, 제65장단, 제66장단, 자진모리 제55장

단, 제56~58장단, 제74~76장단에서 나타난다.

1) 진양조

기존산조를 활용한 진양조 독창선율은 제5장단과 제17장단, 제23장단

이다. 

먼저 진양조 제5장단은 제1~2박에서 g-a-c′-g로 진행하고 제3박에서 

c′-d′-e′-d′로, 제4박에서 c′본청에 도착하는 선율이다. 해금 제6장단이 

대금 제12장단과 공통선율인 것을 볼 때 대금 제11장단과 해금 제5장단

이 유사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유추하여 해금 제5장단과 대금 제11장단

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악보 110]과 같이 제3~6박에서 공통된 음 진

행을 볼 수 있다. 제1~2박은 두 산조가 다른 진행을 보이나 제3~6박에

서 c′-e′를 거쳐 c′본청에 도착하는 점이 같다. 이로써 제5장단은 공통선

율과 연결되는 선행 선율을 이용한 독창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110] 진양조 제5장단 독창선율 창작

두 번째 독창선율인 진양조 제17장단은 제16장단의 공통선율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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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통해 유사한 선율진행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해금 제16

장단의 공통선율이 대금 제67장단에서 나타나므로 해금 제17장단은 대

금 제68장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해금산조 제17장단과 대금 제68장단

의 제1~4박 진행을 살펴보면 골격음의 박 위치 차이는 있으나 c″-b′-f′

-c′로 하행하는 진행이 같고, 제5~6박은 진행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 

[악보 111]에서 보듯이 제17장단도 제5장단과 같이 연속된 공통선율의 

일부를 이용하여 독창선율을 창작하였다.  

[악보 111] 진양조 제17장단 독창선율 창작

진양조 제23장단은 독창선율인 제11장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래 

[악보 112]를 살펴보면 제11장단과 제23장단은 점사분음표() 한 박의 

차이를 두고 동일한 선율이 배열되며 골격음의 위치를 이동시켜 새로운 

선율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12] 진양조 제23장단 독창선율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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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진양조 제5장단과 제17장단, 제23장단에서 나타나는 기존

산조를 활용한 선율 창작 방법은 연속되는 공통선율의 일부를 이용하거

나 골격음의 박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2) 중중모리

중중모리 독창선율 중 기존산조를 활용하여 창작된 부분은 중중모리 

제37장단, 제41장단, 제60장단, 제64장단, 제65장단, 제66장단이다. 

아래의 [악보 113]을 살펴보면 중중모리 제35~36장단과 제37~38장

단이 대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6장단과 제38장단은 같은 선

율이며 제35장단과 제37장단은 짝을 이룬다. 제35장단은 c′-e♭′-e♭′^d′

로 좁은 폭으로 상행하였다가 하행하는 진행을 가지는데 제37장단에서

는 선율의 폭을 넓혀 c′-e♭′-g′까지 상행한 후 e♭′^d′-c′로 하행하며 제

35장단을 발전시킨 형태가 된다. 

[악보 113] 중중모리 제37장단 독창선율 창작

다음으로 [악보 114]를 보면 제39~40장단과 제41~42장단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제40장단과 제42장단은 동일한 선율이고 제39장단과 제

41장단은 짝을 이루게 된다. 제39장단의 진행을 살펴보면 g′를 중심으

로 리듬을 분할하고 장식음을 붙인 형태인데 이를 제41장단에서 변형, 

발전시키며 헤미올라 리듬과 g′의 옥타브 진행, 사이음 a′의 삽입 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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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4] 중중모리 제41장단 독창선율 창작

제60장단을 살펴보면 제59장단과 제3~4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15]와 같이 제59장단의 제1~2박은 g′-a′-a′로 되어있고, 제60

장단 제1~2박은 g′-c″-a′로 진행하여 음정이 넓어지며 발전하는 형태이

다. 즉 제60장단은 제59장단 선율을 발전시켜 독창선율을 만든다. 

[악보 115] 중중모리 제60장단 독창선율 창작

제64장단 독창선율은 제63장단을 발전시킨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116]에서 보듯이 제63장단과 제64장단은 제3~4박이 동일한 형태로 되

어 대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3장단 제1~2박은 g′-a′-g′-e′-

g′이고 이를 제3~4박에서 리듬분할하며 발전시킨다. 독창선율인 제64장

단 제1~2박에서는 분할리듬의 반복과 함께 음정도 g′-a′와 c″-a′로 발

전되며 제3~4박은 제63장단 제3~4박과 동일한 형태로 돌아온다. 

[악보 116] 중중모리 제64장단 독창선율 창작 

마지막으로 아래 [악보 117]의 제65~66장단 독창선율은 제27~28장

단과 비교될 수 있다. 제65장단과 제27장단의 제3~4박은 동일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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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박에서 선율의 변화가 나타난다. 제27장단 제1~2박 a′-g′-c″진행을 

제65장단에서 g′-a′-c″로 바꾸고 헤미올라 리듬으로 변화를 주었다. 제

66장단과 제28장단을 비교해 보면 제3~4박이 동일하고 제1~2박을 변

형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악보 117] 중중모리 제65~66장단 독창선율 창작 

중중모리의 독창선율 창작방법을 살펴본 결과, 두 선율이 대구를 이루

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율이 반복될 때 이전 선율의 음정과 

리듬을 변화시키는 등 선율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진모리

자진모리 독창선율 중 기존산조를 활용하여 창작된 부분은 제55장단, 

제56~58장단, 제74~76장단이다. 

아래 [악보 118]에서 보듯이 제55장단 독창선율은 제42~43장단을 

변주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선율이다. 제42장단과 제54장단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제55장단은 제43장단과 리듬 패턴은 같으나 음의 진행방향을 

역전시키며 변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제56~58장단은 제54~55장단을 변주하였다. 제54장단은 제

56장단과, 제55장단은 제57~58장단과 비교될 수 있다. 제54장단과 제

56장단의 제1~2박은 각각 g′-a′-a′와 c′-d′-g′로 리듬의 단위는 같으나 

음이 다르게 되었고, 제3~4박은 c″, g′, a′의 세 음을 가지고 선율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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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향을 하행-상행에서 상행-하행으로 역전시키며 변화를 준다. 또 

제55장단과 제57~58장단의 골격음 진행을 살펴보면 제55장단이 a′-e′

-d′이고, 제57~58장단은 g′-e′-d′-c′로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2도씩 하

행하였고 길이도 한 장단에서 두 장단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선율

의 전개과정에서 이전에 출현한 선율을 변주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독창선율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18] 자진모리 제55~58장단 독창선율 창작  

제74~76장단은 제72~73장단의 선율의 골격음을 가지고 발전해나가

는 독창선율이다. 제72~73장단은 a-c′-a와 a-d′-a를 반복하는 선율이

다. 아래 [악보 119]와 같이 제74장단은 제73장단에서 발전하여 a-c′

-a와 a-e′-a로 음정이 넓어지고 리듬은 헤미올라로 바뀐다. 제75장단은 

제74장단의 음정을 유지하면서 리듬의 변화를 주어 헤미올라에서 다시 

3분박으로 바뀌고, 제76장단은 헤미올라 리듬과 3분박 리듬이 함께 쓰

이면서 선율이 전개된다. 

[악보 119] 자진모리 제74~76장단 독창선율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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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진모리의 독창선율은 선율의 전개 과정

에서 이전 선율을 변주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산조의 선율을 활용한 독창선율의 창작방법을 알아보았

다. 기존산조의 활용은 연속되는 공통선율의 일부를 이용하여 창작하는 

방법, 박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 기존 선율을 부분적 음고 변화나 

리듬변화를 통하여 전개, 발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8]과 같다.  

창작 방법

해당 장단

연속되는 
공통선율 활용 박의 위치 변화 선율의 발전

진양조 51 17 23

중중모리 37, 41, 60, 
64, 65, 66

자진모리 55, 56~58, 74~76

[표 58] 기존산조를 활용한 선율 창작 방법

나. 타 악장 선율 활용

타 악장 선율의 활용은 기존산조와 해금산조를 포함하여 동일악장 이

외에 다른 악장의 선율을 가져와 장단 리듬에 맞게 바꾸어 창작하는 방

법을 말한다. 타 악장선율을 활용하여 독창선율을 창작하는 예는 중모리 

제16-1장단과 중중모리 제17~18장단, 제19~20장단, 제21장단, 제22장

단, 자진모리 제42~49장단, 제50~51장단, 제52~53장단, 제54장단, 제

70~73장단에 나타난다.

1) 중모리

중모리 독창선율 중 타 악장 선율을 활용하여 창작된 부분은 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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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이다. 

제16-1장단 선율은 기존산조의 중모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금산조

의 독창선율이다. 그러나 피리산조 중중모리 제32장단에서 유사한 선율

을 찾을 수 있다. 아래 [악보 120]에서 보듯이 제3박까지 g′-b′-c″로 

선율이 같고, 제4박과 제5박이 다르나 제6박에서 c″로 돌아오는 것이 같

다. 두 선율은 모든 박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중중모리가 중모리로 

옮겨질 때는 중중모리 한 장단이 중모리의 반 장단이 된다. 

[악보 120] 중모리 제16-1장단 독창선율 창작 

2) 중중모리

중중모리 독창선율 중 타 악장 선율을 활용하여 창작된 부분은 제

17~18장단, 제19~20장단, 제21장단, 제22장단이다. 

제17~18장단을 살펴보면 중모리 제19-1장단을 활용하여 창작된 선율

임을 알 수 있다. 중중모리 제17장단은 g′-a′-a′를 두 번 반복하는 선율

이고 이는 중모리 제19-1장단의 제1~2박과 골격음이 같다. 중중모리 

제18장단은 a′-g′-e′-g′로 진행하는 형태가 중모리 제19-1장단의 제

3~6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악보 121]과 같이 중모리 반 장단을 

중중모리 두 장단으로 옮기고 골격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단에 맞도록 

리듬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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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1] 중중모리 제17~18장단 독창선율 창작

제19~20장단은 제17~18장단을 변주하며 반복된다. 아래 [악보 122]

에서 보듯이 중모리 제19-1장단의 골격음인 g′-a′-g′-e′-g′가 제19~20

장단에서도 그대로 쓰이며 제19장단에서는 장식음의 첨가와 리듬 분할

로, 제20장단에서는 첫 박의 리듬 변형을 통해 변주한다.  

[악보 122] 중중모리 제19~20장단 독창선율 창작

이어지는 제21장단은 중모리 제19-1장단을 두 박으로 축소하고, 이를 

반복하며 한 장단을 구성하였고, 제22장단은 중모리 제21-1장단을 중중

모리 장단으로 그대로 옮겼다. 아래 [악보 123]와 같이 중모리 반 장단

이 중중모리에서는 한 장단이 된다. 

[악보 123] 중중모리 제21~22장단 독창선율 창작

중중모리 제17~22장단은 타 악장의 선율을 활용하여 선율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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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선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산조

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금산조만의 새로운 선율 단락을 형성하고 있다. 

3) 자진모리

자진모리 독창선율 중 타 악장선율을 활용하여 창작된 부분은 자진모

리 제42~49장단, 제50~51장단, 제52~53장단, 제54장단, 제70~73장단

이다. 

아래 [악보 124]에서 자진모리 제42~43장단을 살펴보면 각각 중중모

리 제19장단과 중중모리 제26장단 선율을 자진모리장단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어지는 제44~45장단은 중중모리 제19~20장단과 같

은 선율이다. 

[악보 124] 자진모리 제42~45장단 독창선율 창작

다음으로 [악보 125]의 제46~47장단을 살펴보면 중중모리 제23~24

장단과 일치하고, 제48~49장단은 중중모리 제25~26장단을 자진모리장

단에 얹었다.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는 동일한 박자 구조를 가지므로 악장

간의 선율 이동 시 선율의 확대나 축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149 -

[악보 125] 자진모리 제46~49장단 독창선율 창작

제50~51장단은 중중모리 제27장단을 두 장단으로 확대하였다. 아래 

[악보 126]을 보면 제50장단은 중중모리 제27장단의 제1~2박을 한 장

단으로 늘린 형태가 되고, 제51장단은 중중모리 제27장단의 제3~4박을 

이용하여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중중모리 한 장단이 자진모리 두 장단으

로 확대된 형태를 보인다. 

[악보 126] 자진모리 제50~51장단 독창선율 창작

제52~53장단은 앞의 제48~49장단과 같고, 제54장단은 제42장단, 제

44장단과 같다. 

제70~73장단은 아래 [악보 127]와 같이 대금 중중모리 제15~18장단

을 자진모리로 바꾸어 해금산조로 옮긴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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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7] 자진모리 제70~73장단 독창선율 창작 

자진모리의 독창선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중모리장단을 자진모리장단

에 얹어 빠르기의 변화만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중모리 한 장단 선

율을 자진모리 두 장단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만든 선율도 찾아볼 수 있

다. 

악장을 넘나드는 선율활용은 중모리와 중중모리, 자진모리 악장에서 

나타난다.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쓰이는 타 악장 선율 활용은 동일한 

선율을 가지고 리듬변주와 선율 확대, 축소 등을 통하여 선율을 재구성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59]와 같다. 

창작 방법

해당 장단
선율 확대 선율 축소 장단 이동

중모리 16-1

중중모리 17~18, 19~20 21 22

자진모리 50~51 42~49, 52~53, 
54, 70~73

[표 59] 타 악장 선율을 활용한 선율 창작 방법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독창선율의 창작 방법은 크게 기존산조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과 타 악장 선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산조의 활용은 부분적 음고 변화와 리듬 변화를 통해 전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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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선율을 창작하는 방법과 박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연속되는 공

통선율의 일부를 차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이 쓰이고, 타 악장 선

율 활용은 악장을 넘나드는 선율 활용 방법으로, 동일한 박자 구조를 가

진 장단 사이에서는 리듬 변화 없이 장단의 이동만 나타나고, 상이한 박

자 구조를 가진 장단 사이에서는 선율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 장단 구조

에 맞는 리듬 변형이 일어나면서 독창적인 선율을 만드는 방법이 쓰인

다. 이를 다음 [표 6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창작        
 방법

해당 
장단

기존산조 선율 활용 타 악장 선율 활용

연속되는 
공통선율 

활용

박의 
위치변화 선율의 발전 선율 확대 선율 축소 장단 이동

진양조 5, 17 23

중모리 16-1

중중모리 37, 41, 60, 
64, 65, 66

17~18, 
19~20 21 22

자진모리 55, 56~58, 
74~76 50~51

42~49, 
52~53, 

54, 70~73

[표 60] 기존산조를 활용한 선율 창작 방법

2. 공통선율의 변주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와 많은 부분 공

통선율을 가지고 있음은 전 장에서 기술한 바 있다. 여러 산조가 동일한 

선율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산조로서 개별성을 갖는 것은 특정 악

기를 통해 선율이 변주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

율을 옮겨오면서 생기는 공통선율 변주의 방법을 살펴보고자한다. 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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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은 크게 골격음의 변형, 장식음의 변형, 리듬의 변형으로 나눈다. 

공통선율이 세 가지 이상일 경우, 산조의 발생연도 순인 대금, 아쟁, 피

리산조의 순으로 각각 원형선율로 삼아 해금산조와 비교하겠다.  

가. 골격음의 변형

골격음은 장식음을 제외한 선율의 큰 이동선상에 있는 음이다. 해금산

조가 기존산조에서 가락을 옮겨올 때 일부 골격음을 변형하는 경우를 발

견할 수 있다. 

골격음을 변형을 통한 변주가 일어나는 부분은 진양조 제3장단, 제6장

단, 제8장단, 제22장단, 제25장단 등 5장단과, 중모리 제6장단, 제10장

단, 제11장단, 제15장단, 제18장단, 제19장단, 제20장단, 제21장단, 제

25장단, 제29장단 등 10장단, 중중모리 제5장단, 제7장단, 제9장단, 제

12장단, 제14장단, 제16장단, 제29장단, 제32장단, 제33장단, 제47장단, 

제52장단, 제54장단, 제72장단, 제73장단 등 14장단, 자진모리 제14장

단, 제17장단, 제18~19장단, 제89장단, 제90~92장단, 제98장단 등 9장

단, 엇모리 제4장단, 제6장단, 제8장단, 제12장단 등 4장단으로 나타난

다. 

1) 진양조

가) 진양조 제3장단

진양조 제3장단은 대금 제3장단을 변주하였다. 대금 제3장단은 e′

-a-g-a로 하행과 상행을 거쳐 a에 도착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을 해금

산조에서 변주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a를 유지하며 대금산조보다는 

선율 이동의 폭이 좁다. 그러나 골격음 사이에 거치게 되는 경과음들이 

대금산조와 동일하므로 두 선율이 골격음을 변형하여 변주된 형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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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악보 128] 진양조 제3장단 선율변주

 

나) 진양조 제6장단

진양조 제6장단은 대금 제1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아래 [악보 129]에

서 두 선율의 마지막 두 박을 살펴보면 대금산조는 c″-a′-g′-a′로 진행

하는데 비하여 해금산조는 g-c′본청으로 진행한다. 두 선율은 각각 <다

는형>과 <맺는형> 선율이 된다. 장단 마지막 박의 음 변형은 선율의 역

할을 바꿈으로써 단락 내에서 갖게 되는 선율의 배열위치를 조정한다. 

[악보 129] 진양조 제6장단 선율변주

다) 진양조 제8장단

진양조 제8장단은 피리 제33장단과 제35장단 선율을 변주한 선율이

다. 첫 박부터 네 번째 박까지 피리선율과 동일한 진행을 보이다가 마지

막 두 박에서 골격음 진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피리산조는 c″

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해금산조는 a′-g′-a′로 하행하여 다음 선율로 이

어지는 맥락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종지음의 변형은 제6장단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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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선율형태의 변화를 가져와 <맺는형> 선율이 <다는형> 선율로 바뀜

으로써 선율배열의 위치변화를 가져온다. 

[악보 130] 진양조 제8장단 선율변주

라) 진양조 제22장단

진양조 제22장단은 피리 제37장단 선율을 차용한 선율이다. 아래 [악

보 131]에서 볼 수 있듯이 앞의 두 박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 변주하

였다. 

[악보 131] 진양조 제22장단 선율변주

마) 진양조 제25장단

진양조 제25장단은 대금 제6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 제62장단은 

e♭′으로 시작하여 꺾는음을 반복하다가 c′본청에 도착하는 선율이다. 이

를 해금산조에서 변주할 때는 첫 음을 f′로 시작하였다가 하행하여 e♭′

에 도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부분적인 선율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e♭′-c 진행이 동일하므로 이 두 선율은 공통선율의 부분적 변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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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2] 진양조 제25장단 선율변주

2) 중모리

가) 중모리 제6장단

중모리 제6장단은 대금 제76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아래 [악보 133]을 

보면 제7~9박의 골격음이 다르게 되어있다. 대금산조는 c-e♭′으로 진행

하는데 해금산조에서는 c′-e♭′^d′-g로 진행한다. 대금산조의 제7박 음 c

는 해금산조의 c′본청 운지법인 c′ 일지(一指)일 경우 음역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해금산조에서는 본청의 한 옥타브 아래 c와 도약하는 e♭′^d′를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는 해금산조의 운지법에 따른 

음역에 의한 골격음 변화로 볼 수 있다. 

[악보 133] 중모리 제6장단 선율변주

나) 중모리 제10장단

중모리 제10장단은 대금 제73장단을 변주하였다. 대금산조의 제7~8

박은 e♭′^d′-f′로 진행하고 f′를 짧게 흘리게 되어있다. 그에 비해 해금산

조 제7~8박은 e♭′^d′에서 g′를 거쳐 마지막 음을 e♭′^d′로 꺾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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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산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쉼표처리는 활을 쓰는 악기인 해금산조에서

는 대체로 지속음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대금 제73장단의 f′와 쉼

표는 해금산조로 옮겨지며 다음 음으로 이어지도록 e♭′^d′로 박을 채우

게 된다. 이와 같은 악기의 주법 차이로 골격음의 변형이 일어난다. 

[악보 134] 중모리 제10장단 선율변주

다) 중모리 제11장단

중모리 제11장단은 대금 제44-1장단과 대금 제18-1장단의 조합으로 

되어있다. 모든 선율이 동일한 진행을 보이나 마지막 박이 대금산조에서

는 c′본청으로 끝나고 해금산조는 f′로 끝나는 점이 다르다. 이는 부분적

인 골격음 변화로 볼 수 있다. 

[악보 135] 중모리 제11장단 선율변주 

라) 중모리 제15장단

중모리 제15장단은 대금 제23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마지

막 음이 g로 하행하면서 끝나는 것을 해금산조에서는 상행하여 한 옥타

브 위의 g′로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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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6] 중모리 제15장단 선율변주

마) 중모리 제18장단

중모리 제18장단은 대금 제76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차이는 

제7박에서 나타난다. 대금산조는 c로 한 옥타브 하행하였다가 다음음인 

e♭′^d′로 한 옥타브 이상 도약하며 움직임의 폭이 큰 반면, 해금산조는 

c대신 g로 바꾸어 움직임의 폭이 작다. 이러한 음 변화는 중모리 제6장단

과 같은 현상으로 해금산조의 c′본청 운지법의 음역을 벗어난 c음을 g로 

대체한 것이다. 

[악보 137] 중모리 제18장단 선율변주

바) 중모리 제19장단

중모리 제19장단은 피리 제13-1장단을 두 번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있

다. 그러나 [악보 138]에서 보듯이 제7~12박에서 반복될 때는 한 옥타

브 아래로 변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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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8] 중모리 제19장단 선율변주

사) 중모리 제20장단

중모리 제20장단은 피리 제14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4~6박의 선율

을 보면 두 산조가 모두 g′에 도착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선율의 방향을 

바꾸어서 피리산조는 상행-하행의 순서로, 해금산조는 하행-상행의 순

서가 되도록 변주하였다. 또 제7~12박은 동일 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로 

옮겨 변주하였다. 

[악보 139] 중모리 제20장단 선율변주

아) 중모리 제21장단

중모리 제21장단은 피리 제15장단 선율을 차용하였다. 제5~6박의 진

행을 살펴보면 피리산조에서 e′-g′로 진행하는 것을 해금산조에서 e′-e′

로 바꾸어 전체적인 공통선율에서 부분적인 음의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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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0] 중모리 제21장단 선율변주

자) 중모리 제25장단

중모리 제25장단은 피리 제21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피리산조는 제

1~3박에서 b′-e♭″-b′로 고음부에서 상행하였다가 하행하며 b′에 도착하

는데, 해금산조에서는 e♭′으로 낮게 내다가 상행하여 b′에 도착함으로써 

두 선율의 방향이 다르게 되었다. 제4~10박까지 동일하며 마지막 두 박

에서 골격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피리산조의 e♭′^d′-c′ 진행을 해금산조

에서는 한 음씩 올려 변형하였다. 

[악보 141] 중모리 제25장단 선율변주

차) 중모리 제29장단

중모리 제29장단은 피리 제6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5~6박과 제9박

에서 골격음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제5~6박은 피리산조에서 e♭′을 유지

하고 있으나 해금산조에서는 e♭′^d′-c′로 꺾어 내리면서 제1~3박의 리

듬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제9박은 피리산조의 e♭′^d′꺾는음을 해금산조

에서 g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피리 제6장단을 해금산조로 옮길 때 음의 

이동 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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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2] 중모리 제29장단 선율변주

3) 중중모리

가) 중중모리 제5장단

중중모리 제5장단은 피리 제5장단과 전체적인 골격음이 유사하다. 피

리산조는 g′에서 도약하여 c″-e♭″으로 진행하였다가 마지막에 e♭″^d″로 

꺾어 내리며 종지하는데, 해금산조에서는 곧바로 c″-e♭″으로 상행하고 

중간에 한번 e♭″^d″로 꺾어 내린 후 c″-e♭″^d″-c″로 다시 한 번 상행하

였다가 꺾어 내리며 c″로 종지한다. 피리산조의 상행하여 꺾는 진행을 

해금산조에서는 연속적으로 두 번 꺾는 것으로 변형하여 선율의 움직임

이 더 다양해진다. 

[악보 143] 중중모리 제5장단 선율변주

나) 중중모리 제7장단

중중모리 제7장단은 대금 제131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대금산

조의 경우 제1~2박의 선율이 c″에서 b′로 하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

금산조에서는 c″-e♭″-c″로 상행-하행하는 선율을 두 번 반복하며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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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려오지 않다가 제3~4박에서 동일한 선율로 만난다. 

[악보 144] 중중모리 제7장단 선율변주

다) 중중모리 제9장단

중중모리 제9장단은 대금 제7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선율

진행이 c′-e♭′-c′로 되어있는 것을 해금산조에서는 c′-e♭′-f′-e♭′^d′-c′

로 대금산조보다 한 음 더 상행하였다가 c′로 돌아오며 선율진행의 폭을 

넓힌다. 대금산조의 제2박 e♭′을 짧게 흘리고 쉬는 선율은 해금산조에서 

쉬는 박 없이 채우는 것으로 변형되면서 f′의 장식음이 삽입된다. 대금산

조의 쉼표를 해금산조에서 지속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금의 운궁법에 

기인한 변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145] 중중모리 제9장단 선율변주

라) 중중모리 제12장단, 제16장단, 제54장단

중중모리 제12장단, 제16장단, 제54장단은 같은 선율로 대금 제51장

단과 공통선율이다. 아래 [악보 146]을 보면 대금산조의 첫 박 c′를 해

금산조에서는 한 옥타브 올려 c″로 변형하고 리듬을 분할하였으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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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의 제3~4박 c′-c′는 c′-g-c′로 사이음을 삽입하였다. 관악기인 대금

에 비하여 현악기인 해금은 동일한 음을 분할하는 리듬표현이 자유로우

므로 해금의 특징을 살린 변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악보 146] 중중모리 제12장단 선율변주

마) 중중모리 제14장단

중중모리 제14장단은 피리 제10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모든 선율이 같으

나 제3~4박에서 피리산조가 e♭′^d′-c′-c′로 진행할 때 해금산조는 e♭′^d′

-g-c′로 사이음이 첨가된다. c′-c′와 같은 진행이 해금산조에서 g-c′로 

변형되는 경우는 중중모리 이후 흔히 나타나며, 동일한 종지형의 반복은 

해금산조의 특징이 된다. 

[악보 147] 중중모리 제14장단 선율변주

바) 중중모리 제29장단

중중모리 제29장단은 대금 제104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대금산조의 

g-e′-d′-c′ 진행의 첫 음을 c′로 바꾸어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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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8] 중중모리 제29장단 선율변주

사) 중중모리 제32장단

중중모리 제32장단은 피리 제3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은 제2

박까지 동일한 진행을 보이다가 제3박부터 진행의 방향을 달리한다. 피

리산조에서 제3~4박 선율이 e♭″상행-c″하행-c″로 된 선율을 해금산조

로 옮길 때는 b″하행-e♭″^d″상행-c″하행으로 변형하였다. c″에 도착하는 

것은 같으나 선율의 진행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악보 149] 중중모리 제32장단 선율변주

아) 중중모리 제33장단

중중모리 제33장단은 피리 제7장단과 동일한 선율이다. 두 선율의 골

격음을 비교해 보면 c″-b′-g′-f′-e♭′으로 하행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

나 마지막 박의 음이 피리산조는 c′로 계속 하행하는 반면, 해금산조에

서는 f′로 상행하며 진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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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0] 중중모리 제33장단 선율변주

자) 중중모리 제47장단

중중모리 제47장단은 피리 제73장단을 변주하였다. 두 선율은 제3~4

박에서 동일한 골격음을 가지나 제1~2박에서 진행방향의 차이를 보인

다. 피리산조는 f″부터 c″까지 하행진행하는 반면 해금산조는 g′-c″-e♭″

과 같이 상행하는데, 피리산조의 f″-c″ 진행이 해금의 운지법상 매끄럽

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악보 151] 중중모리 제47장단 선율변주

차) 중중모리 제52장단

중중모리 제52장단은 대금 제73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해금산조에서 

대금산조의 선율을 가져올 때 대금산조의 첫 두 박인 e♭′을 c′-e♭′^d′로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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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2] 중중모리 제52장단 선율변주

카) 중중모리 제72장단

중중모리 제72장단은 대금 제42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두 선율의 

제1~2박 골격음은 e♭′^d′의 반복이다. 대금산조의 경우 b′-g′-f′로 하행

하면서 e♭′^d′에 도착하고, 해금산조에서는 e♭′^d′에서 g′-b′-g′로 상행

하였다가 하행하며 e♭′^d′에 도착하여 선율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선

율로 변주하였다. 

[악보 153] 중중모리 제72장단 선율변주

타) 중중모리 제73장단

중중모리 제73장단은 피리 제4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은 제

1~2박의 선율이 같고 제3박 이후 하행하는 진행방향이 같다. 그러나 피

리산조에서 b′-g′-e♭′^d′-c′-g까지 하행하는 것에 비하여 해금산조에서

는 e♭′^d′까지만 하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이후에 나오는 선율로 연결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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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4] 중중모리 제73장단 선율변주

4) 자진모리

가) 자진모리 제14장단, 제89장단, 제98장단

자진모리 제14장단과 제89장단, 제98장단은 아쟁 제61장단 선율을 변

주하여 만들어진 선율이다. 아쟁산조 제1~2박을 살펴보면 c′-e♭′^d′-c′

로 상행-하행하며 이루어진 선율이다. 이 선율은 해금산조로 옮겨지면서 

e♭′-g′-e♭′^d′로 변형되어 음정이 넓어졌다. 

[악보 155] 자진모리 제14장단, 제89장단, 제98장단 선율변주

나) 자진모리 제17장단

자진모리 제17장단은 피리 제58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산조는 g-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다시 내려오는 선율이다. 이 선율이 해금산조에

서는 g-c′로 종지하여 두 산조가 선율형태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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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골격음의 변형은 <다는형> 선율을 <맺는형>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선

율의 역할을 바꾼다. 

[악보 156] 자진모리 제17장단 선율변주

다) 자진모리 제18~19장단

자진모리 제18~19장단은 피리 제24~2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산

조는 제24장단의 첫 음으로 g′로 내는데 비하여, 해금산조에서는 f′로 한

음 낮추어 내고 있다. 나머지 골격음의 진행은 동일하다. 피리 제25장단

은 c′로 시작하고 g′를 거쳐 하행하며 e♭′^d′-c′에 도착하는 선율이다. 그

러나 해금산조에서 이를 옮겨올 때는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고 e♭′^d′

-c′에 도착하여 원선율과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57] 자진모리 제18~19장단 선율변주

라) 자진모리 제90~92장단

자진모리 제90~92장단은 아쟁 제46~48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아쟁산조는 첫 박을 c′로 시작하는 반면 해금산조에서는 첫 음을 f′로 변

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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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8] 자진모리 제90~92장단 선율변주

5) 엇모리

가) 엇모리 제4장단

엇모리 제4장단은 대금 제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 제3~4박의 

음은 g′-e♭′^d′로 되어있으나 해금산조에서는 이를 c′-e♭′-g로 바꾸어 

변주하였다. 

[악보 159] 엇모리 제4장단 선율변주 

나) 엇모리 제6장단

엇모리 제6장단은 대금 제8장단 선율을 변주하였다. 제1~5박의 진행

을 살펴보면 대금산조는 e♭′-f′-g′-e♭′^d′로 상행-하행하는 진행방향을 

가지는데, 해금산조에서는 e♭′-f′-e♭′-f′-e♭′로 상행-하행-상행-하행을 

반복하며 진행을 달리하여 변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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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0] 엇모리 제6장단 선율변주 

다) 엇모리 제8장단

엇모리 제8장단은 대금 제10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두 선율의 

골격음은 모두 같으나 마지막 박에서 대금산조가 c″로 진행하는 반면 해

금산조에서는 g′로 진행하여 골격음의 변형이 나타난다.

[악보 161] 엇모리 제8장단 선율변주 

라) 엇모리 제12장단

엇모리 제12장단은 대금산조 제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을 비교해 

보면 제3~4박의 음 진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대금산조는 g′-e♭′^d′로 

진행하는 반면 해금산조에서는 e♭′-g로 바꾸어 진행하였다. 

[악보 162] 엇모리 제12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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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골격음 변형을 통한 변주 방

법을 알아보았다. 골격음 변형이 나타나는 장단은 총 38장단이다. 골격

음 진행의 방향을 상 ․ 하행 전환하는 방법은 진양조 제3장단, 중모리 

제19장단, 제20장단, 제25장단, 중중모리 제32장단, 제47장단, 제72장

단과 자진모리 제19장단, 제90장단, 제91장단, 제92장단, 엇모리 제6장

단에서 쓰였고, 한 장단의 골격음 중 한두 개의 골격음을 바꾸어 변주하

는 방법은 진양조 제22장단, 제25장단과 중모리 제6장단, 제10장단, 제

11장단, 제15장단, 제18장단, 제19장단, 제20장단, 제21장단, 제25장단, 

제29장단, 중중모리 제5장단, 제7장단, 제9장단, 제12장단, 제14장단, 

제16장단, 제29장단, 제33장단, 제52장단, 제54장단, 제73장단, 자진모

리 제14장단, 제18장단, 제59장단, 제89장단, 제98장단, 엇모리 제4장

단, 제8장단, 제12장단에서 나타난다. 또 마지막 박을 변형하여 선율형

태43)를 바꾸는 방법은 진양조 제6장단, 제8장단과 자진모리 제17장단에

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한두 음을 바꾸는 방법으

로 모든 악장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1]과 

같다. 

    변주방법

해당 장단

골격음의 상․하행 

방향 전환
부분적 음고 변화 선율형태 변화

진양조 3 22, 25 6, 8

중모리 19, 20, 25
6, 10, 11, 15, 18, 

19, 20, 21,  25, 29

중중모리 32, 47, 72
5, 7, 9, 12, 14, 16, 
29, 33, 52, 54, 73

자진모리 19, 90, 91, 92 14, 18, 59, 89, 98 17

엇모리 6 4, 8, 12

[표 61] 골격음 변형 방법 

43) 전장의 선율배열 방법에서 선율을 종지음의 형태에 따라 <맺는형>과 <다는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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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식음의 변형

장식음의 변형은 공통선율의 골격음이 서로 같을 때 장식음 붙이는 방

법을 다르게 하여 변주하는 방법이다. 장식음의 범위는 골격음의 사이를 

잇는 가락 붙임으로 한정하고, 시가가 없는 꾸밈음과 시김새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장식음의 변형은 진양조 제2장단, 제7장단, 제13장단, 제14장단, 제15

장단, 제16장단, 제18장단, 제19장단, 제24장단, 제26장단, 제28장단, 

제29장단, 제35장단, 제36장단, 제37장단, 제38장단 등 16장단과, 중모

리 제13장단, 제18장단, 제26장단, 제28장단, 제30장단, 제32장단 등 6

장단, 중중모리 제1장단, 제3장단, 제26장단, 제34장단, 제35장단, 제36

장단, 제38장단, 제44장단, 제45장단, 제49장단, 제50장단, 제62장단, 

제68장단, 제69장단, 제70장단 등 15장단, 자진모리 제1~2장단, 제3~4

장단, 제5~6장단, 제20~21장단, 제22~23장단, 제24~25장단, 제27~28

장단, 제34~35장단, 제37~38장단, 제82~83장단, 제102~103장단 등 

22장단, 엇모리 제5장단에서 나타난다. 

1) 진양조

가) 진양조 제2장단

진양조 제2장단은 대금 제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 제2장단의 경우 선율진행이 a′-c″-f′-d′-c′로 되어있고 전체적으

로 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해금산조로 옮길 때는 두 번째 박에서 

f′로 떨어지기 전에 c″대신 a′-g′-a′로 제1박과 같은 장식음을 사용한다. 

해금의 운지법에서 c″를 내려면 소지(小指)를 뻗어 내야하고 다른 음들

과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므로 경과음으로 c″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

다. 이러한 장식음 변화는 악기의 특성에 따른 장식음 붙임새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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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악보 163] 진양조 제2장단 선율변주

나) 진양조 제7장단

진양조 제7장단은 대금 제9장단과 같다. 대금산조 제5박 선율을 보면 

a′-g′-e′로 되어있고 해금산조는 a′-g′-a′로 장식음을 변형하였다.  

제7장단의 장식음 붙임은 제2장단과 같다. a′를 꾸밀 때 a′-g′-a′로 음

을 내렸다 올리는 장식음을 사용하는 것은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빈번하

게 나타나는 방법이다. 대금산조의 장식음도 리듬과 진행방향에 공통점

이 보인다. 이와 같이 각 산조가 가지는 장식음 붙임새는 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드러낸다. 

[악보 164] 진양조 제7장단 선율변주

다) 진양조 제13장단

진양조 제13장단은 대금 제62장단 선율을 변주하였다. 아래 [악보 

165]에서 보듯이 대금산조 선율은 e♭′^d′-c′로 향하는 단순한 선율이다. 

이를 해금산조로 옮겨 변주할 때는 장식음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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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박과 제3박, 제4~5박에서 대금산조가 한 번 꺾을 때마다 해금

산조에서는 두 번씩 꺾음으로써 선율을 풍성하게 만든다. 

[악보 165] 진양조 제13장단 선율변주

라) 진양조 제14장단, 제26장단

진양조 제14장단과 제26장단은 대금 제63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대

금산조의 선율진행은 e♭′^d′-c′-e♭′^d′-g로 진행하다가 c′에 도착한다. 

해금산조 제14장단에서는 첫 박 e♭′^d′ 앞에 g를 붙여 음을 첨가하고 

제2~3박의 c′-e♭′^d′ 사이에 e♭′-g의 장식음을 첨가한다. 또 제5박 c′

는 전후에 경과음을 첨가하여 e♭′^d′-c′-g로 변주하였다. 

제26장단은 제1박 e♭′^d′앞에 g′로부터 하행하는 장식음을 붙이고 제2

박은 제14장단과 유사한 장식음을 사용하였으며 제4~5박 골격음 g-c′ 

사이에 경과음 c′-e♭′^d′를 덧붙였다. 

위의 장식음 붙이는 방법을 살펴보면 e♭′^d′꺾는음은 앞쪽에 장식가락

을 붙이고 c′본청이 반복될 때는 g와 e♭′^d′를 앞뒤로 붙여 장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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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6] 진양조 제14장단, 제26장단 선율변주

마) 진양조 제15장단

진양조 제15장단은 대금 제54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는 제1~2박을 g′로 내고 제3박에 e♭′^d′-g′로 사이음을 첨가

한 선율이다. 이를 해금산조로 옮길 때는 제3박의 사이음을 g로 바꾸고 

제5~6박의 골격음 g′와 g′사이에 e♭′^d′ 꺾는음을 첨가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골격음이 반복될 때는 두 음 사이에 첨가되는 장식음에 근접음 

또는 옥타브가 다른 동일음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67] 진양조 제15장단 선율변주

바) 진양조 제16장단

진양조 제16장단은 대금 제67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 제1박의 골격음 c″는 e♭″으로부터 하행하는 장식음을 가지

는 반면 해금산조에서는 g′에서 상행하여 c″에 도착한다. 이 경우는 장

식음의 방향을 전환하며 변주가 일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제5~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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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d″-c″로 꺾어 내려오는 하행선율로 되어있는데 해금산조에서는 

꺾는음을 두 번 사용하여 겹장식음을 쓰고 있다. 

[악보 168] 진양조 제16장단 선율변주

사) 진양조 제18장단

진양조 제18장단은 대금 제5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제2~3박 골격음은 g′-g′로 동일음의 반복이다. 대금산조의 

경우 사이음인 e♭′^d′의 리듬을 앞쪽으로 붙이고 쉼표로 끝나도록 하였

고, 제5~6박 c″로 가는 경과음도 b′-c″의 리듬을 앞으로 붙이고 마지막

에 팔분쉼표가 붙는다. 이를 해금산조로 표현할 때는 쉼표를 지속음으로 

바꾸어 변주한다. 아래 [악보 169]와 같이 해금산조 제2박의 e♭′^d′는 

뒤쪽으로 붙여 한 박을 채우며, 제5박에서도 e♭″^d″뒤에 g′를 삽입하여 

선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장식음 붙임새는 해금의 운궁법에 

의한 변주라고 볼 수 있다.   

[악보 169] 진양조 제18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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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양조 제19장단, 제35장단

진양조 제19장단과 제35장단은 대금 제69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

다. 대금산조 선율은 c″-g′-f′-e♭′^d′-g까지 점차 하행하다가 c′본청에 

도착하는 진행을 가진다.

해금산조 제19장단에서는 첫 음인 c″에 앞꾸밈음으로 g′를 삽입하였고 

제35장단에서는 c″-g′로 하행하는 선율로 변주되었다. 제2박은 g′로부터 

시작하고 b′로 도약하였다가 점차 하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35장단은 

g′-e♭′으로 하행한 후에 b′로 도약하였다가 내려오는 선율로 뒷부분은 

제19장단과 같은 장식음을 쓴다. 제5박의 e♭′^d′-c′진행은 제35장단에

서 장식음을 첨가하였다.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진행을 비교해 본 결과 대금은 대체로 장

식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도약진행과 스타카토, 쉼표 등을 사용

하여 선율을 만들어 가지만 해금산조는 선율의 움직임의 폭은 작으나 장

식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170] 진양조 제19장단, 제35장단 선율변주

자) 진양조 제24장단

진양조 제24장단은 대금 제6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제4~5박 e♭′을 해금산조로 가져올 때는 장식음을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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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주하였다. 제4박에서는 e♭′앞에 g′으로 세 번 다루치는 장식음을 

붙이고 제5박에서는 e♭′-g′-e♭′-g′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진

행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한다.

[악보 171] 진양조 제24장단 선율변주

차) 진양조 제28장단

진양조 제28장단은 대금 제6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는 처음

부터 끝까지 c″를 골격음으로 하여 여러 가지 장식가락을 붙이고 있다. 

제1박을 살펴보면 대금산조는 c″를 유지하는 반면 해금산조는 g′-c′로 

상행한다. 제3박의 대금은 e♭″-c″로 하행하는 앞장식음을 붙였으나 해

금은 g′-c″-g′-c″로 상행하며 밀어 올리는 장식으로 장식음의 방향을 바

꾼다. 마지막 제5~6박의 c″를 유지하고 있는 대금산조의 선율을 해금산

조에서는 c′부터 상행하면서 c″에 도착하는 가락을 첨가하였다. 전체적

으로 두 선율은 장식음의 방향이 다르게 되어있다. 

[악보 172] 진양조 제28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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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진양조 제29장단, 제38장단

진양조 제29, 38장단은 대금 제24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대금산조 제2박의 e♭″^d″꺾는음은 해금산조 제29장단에서 두 번 꺾는 

것으로 겹장식음을 사용하였고, 제3박의 e♭″-e♭″^d″-c″로 하행하는 선

율은 c″-b′-g′로 하행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선율의 움직이는 방향과 

도착하는 지점은 같으나 하행하는 과정에서 음의 변화가 나타난다. 

[악보 173] 진양조 제29장단, 제38장단 선율변주

타) 진양조 제36장단

진양조 제36장단은 피리 제8장단과 같은 선율이다. 두 선율의 차이는 

제5박에서 나타난다. 피리산조에서는 꺾는음이 한 번 출현하는 반면 해

금산조에서는 두 번 연속으로 꺾는음을 붙이는 겹장식음으로 선율을 변

주한다. 

[악보 174] 진양조 제36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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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진양조 제37장단

진양조 제37장단은 대금 제34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해금산조는 대금산조의 선율을 가져오면서 제4~5박의 선율을 변주하

였다. 대금산조의 b′를 길게 끌고 g′-e♭′으로 내려오는 선율을 해금산조

에서는 b′-g′로 먼저 내려 온 후 다음 박에서 e♭′으로 내려와 경과음을 

다르게 변주하였다. 

[악보 175] 진양조 제37장단 선율변주

2) 중모리

가) 중모리 제13장단

중모리 제13장단은 아쟁 제15장단을 변주하였다. 

아쟁산조는 제1~3박의 골격음인 e♭′을 내기 전에 g-f′-e♭′으로 장식

음을 첨가하였으나 해금산조에는 c′-e♭′으로 진행하여 아쟁산조 선율을 

단순화하였다. 제4~6박도 마찬가지로 아쟁산조는 c″까지 상행하였다가 

g′를 거쳐 하행하면서 e♭′에 도달하게 되는데, 해금산조에서는 제1~3박

과 같이 c′-e♭′으로 장식음을 삭제한다. 제8박도 아쟁산조의 장식음을 

해금산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해금산조는 장식음을 

삭제하고 c′-e♭′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반면 아쟁산조는 골격음에 다양한 

장식음을 붙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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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6] 중모리 제13장단 선율변주

나) 중모리 제18장단

중모리 제18장단은 대금 제76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제4박을 보면 대금산조에서 f′를 흘려낼 때 해금산조에서는 

장식음으로 한 박을 채우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 있듯이 대금산조

의 쉼표를 해금산조에서 장식음 등의 가락을 붙여 지속음으로 표현하는 

악기간의 표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악보 177] 중모리 제18장단 선율변주

다) 중모리 제26장단

중모리 제26장단은 대금 제15-1장단과 아쟁 제2-2장단의 조합으로 

되어있다. 대금산조 제4~6박에서는 c′를 끌고 있으나 해금산조로 옮겨

올 때는 앞장식음을 붙였다. 골격음들의 사이에 장식음을 첨가하는 것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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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8] 중모리 제26장단 선율변주

라) 중모리 제28장단

중모리 제28장단은 피리 제5-1장단과 대금 제18-2장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두 선율의 제1~2박을 살펴보면 피리산조에서는 b′-c″로 한 

박씩 이동하는데 이를 해금산조로 옮겨올 때는 리듬을 분할하고 g′-b′-

b′-c″로 가락을 덧붙여 장식음을 첨가하였다. 

[악보 179] 중모리 제28장단 선율변주

마) 중모리 제30장단

중모리 제30장단은 대금 제23-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골격음은 g′로 되어있다. 대금산조는 제4박에서 잠시 f′로 

내려갔다가 다시 g′에 도달하도록 사이음이 첨가된 선율이다. 대금에서 

반 박이었던 사이음은 해금산조에서 한 박으로 늘면서 e♭′-g′-e♭′^d′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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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0] 중모리 제30장단 선율변주

바) 중모리 제32장단

중모리 제32장단은 대금 제6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이 선율은 c″-e♭″-c″ 선율의 리듬을 바꾸어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있

다. 대금에서는 골격음의 앞에 c″로 동일한 분할리듬을 첨가하면서 진행

되는데 이를 해금산조로 옮겨올 때는 c″를 g′로 바꾸어 변화를 주었다. 

[악보 181] 중모리 제32장단 선율변주

3) 중중모리

가) 중중모리 제1장단

중중모리 제1장단은 피리 제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이 선율은 중중모

리의 <내기> 선율로 g′를 한 박씩 내고 있다. 해금산조에서는 제3박에서 

분할하여 g′와 g′사이에 e♭′^d′를 첨가하였다. 동일한 음 가운데 사이음

이 첨가되는 것은 장식음 첨가의 가장 흔한 방법이다. 이 때 사이음은 

본음의 위아래 근접음이나 옥타브관계에 있는 음이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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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2] 중중모리 제1장단 선율변주

나) 중중모리 제3장단

중중모리 제3장단은 대금 제30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대금의 제1~2박은 g′-g′이다. 이를 해금산조로 옮길 때는 골격음인 g′

-g′ 사이에 b♭′^a′로 사이음을 첨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장단에

서도 사이음은 근접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83] 중중모리 제3장단 선율변주

다) 중중모리 제26장단

중중모리 제26장단은 피리 제23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아래 [악보 184]에서 보듯이 제1박의 골격음은 g′가 된다. 피리산조의 

경우 골격음의 앞 장식음으로 d″-c″가 쓰였으나 해금산조에서는 g′-a′가 

쓰여 두 장식음의 방향이 각각 하행과 상하행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피리산조에 붙은 d″-c″ 장식음은 해금산조에서는 운지법상 매끄러운 연

결이 어렵다. 그러므로 해금산조의 우조에서 나타나는 g′의 장식음은 대

개 g′-a′-g′와 같이 운지법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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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4] 중중모리 제26장단 선율변주

라) 중중모리 제34장단

중중모리 제34장단은 대금 제8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이 선율의 골격음은 e♭′^d′-c′로 진행된다. 제2박의 앞 장식음을 살펴

보면 대금산조의 경우 g-c′-e♭′^d′으로 상행하는 장식음을 가지고 있고, 

해금산조에서는 g′-f′-e♭′^d′으로 하행하는 장식음을 가져 두 산조가 서

로 다른 방향의 장식음을 가진다. 

[악보 185] 중중모리 제34장단 선율변주

마) 중중모리 제35장단, 제50장단, 70장단

중중모리 제35장단과 제50장단, 제70장단은 동일한 선율로 피리 제13

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3~4박의 선율을 살펴보면 피리산조는 e♭′^d′을 낸 후 쉼표가 있다. 

대금이나 피리와 같은 관악기의 산조에서는 쉼표가 흔히 발견되는데 활

을 쓰는 악기인 해금산조에서는 쉼표 대신 장식음을 첨가하거나 음을 길

게 늘여 박을 채우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해금산조 제35장단

의 제3~4박은 e♭′^d′꺾는음 전에 장식음을 첨가하여 피리산조와 구별되



- 185 -

는 연주형태를 보인다.  

[악보 186] 중중모리 제35장단 선율변주

바) 중중모리 제36장단, 제38장단

중중모리 제36장단과 제38장단은 동일한 선율로 대금 제12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 제1박은 g′를 길게 끄는 선율이며 e♭′^d′로 연결된다. 이 선

율이 해금산조에서는 앞뒤로 c′를 붙여 c′-g-c′로 움직인다. 동일한 음

이 반복될 때 사이음이 삽입되는 것과 반대로 한 음을 장식할 때 앞뒤로 

동일한 음을 붙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악보 187] 중중모리 제36장단 선율변주

사) 중중모리 제44장단

중중모리 제44장단은 대금 제53장단 선율을 변주하였다. 

대금산조는 c″를 골격음으로 리듬분할과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선율을 

만들어가는 반면 해금산조는 리듬분할보다는 장식음붙임으로 선율을 구

성해나간다. 제1~2박에서는 g′-c″로 끌어올리는 장식을 붙이고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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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서는 c부터 g′를 거쳐 c″에 도달하는 상행진행의 장식음을 첨가하여 

대금산조와 장식음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c″는 해금산조에서는 고

음에 속하므로 c″에 앞장식음을 붙일 때는 c″보다 높은 음 보다는 낮은 

음에서 상행하는 장식음이 흔히 쓰인다.  

[악보 188] 중중모리 제44장단 선율변주

아) 중중모리 제45장단

중중모리 제45장단은 대금 제56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이 선율은 골격음이 c″에서 e♭″, 다시 c″로 이동한다. 선율 진행에 따

른 앞장식음이 대금산조에서는 c″나 b′로 되어있는 반면, 해금산조에서

는 c′나 g′로 되어 장식음의 도약진행이 눈에 띤다. 대금산조에서는 리듬

분할과 스타카토 주법으로 선율을 장식했다면 해금산조에서는 음의 도약

과 같은 선율적 방법이 쓰였다. 

[악보 189] 중중모리 제45장단 선율변주

자) 중중모리 제49장단

중중모리 제49장단은 아쟁 제1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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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내 골격음이 되는 e♭′은 앞장식음을 가진다. 아쟁산조의 경우 g′

-f′-e♭′으로 하행하는 장식음을 가졌다면 해금산조에서는 e♭′-f′-g′로 

상행하였다가 e♭′에 도달하는 장식음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장식음을 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90] 중중모리 제49장단 선율변주

차) 중중모리 제62장단

중중모리 제62장단은 대금 제10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g′-c″-d″-c″로 진행하는 단순한 선율을 해금산조에서는 박

을 분할하고 장식음을 첨가하여 원선율과 다르게 변주하였다. 제1~2박

은 c″의 앞뒤로 짧은 장식가락을 붙여 대금산조의 쉼표부분을 채워준다. 

[악보 191] 중중모리 제62장단 선율변주

카) 중중모리 제68장단

중중모리 제68장단은 피리 제13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3~4박의 선율을 살펴보면 피리산조의 e♭′^d′과 쉼표를 해금산조에

서는 c′-e♭′, e♭′^d′로 가락을 늘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악기의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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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는 해금산조에서 장식음과 음의 지속으로 대체된다.

[악보 192] 중중모리 제68장단 선율변주

타) 중중모리 제69장단

중중모리 제69장단은 아쟁 제11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아쟁산조의 골격음은 e♭′이며 하행하는 앞장식음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해금산조는 첫 박을 g로 내고 도약하여 b′-g′-f′-e♭′으로 하행하는 진행

을 보인다. 두 산조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통되는 골격음인 e♭′에 도

달하도록 변주되었다. 

 

[악보 193] 중중모리 제69장단 선율변주

4) 자진모리

가) 자진모리 제1~2장단

자진모리 제1~2장단은 대금 제1~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 제1장단은 c″를 연속적으로 내는 선율이다. 이를 해금산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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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3박에서 g′-c″로 분할하여 앞장식음을 첨가하였다. 또 대금 제2

장단의 제3~4박은 c′로 맺는 선율인데 해금산조에서는 c′와 c′사이에 g

를 삽입하였다. 제1~2장단의 장식음 첨가는 c′-c′의 동일음 사이에 사이

음이 첨가된 형태이다. c′-c′사이에 삽입되는 음은 g가 가장 흔하게 쓰

인다.  

[악보 194] 자진모리 제1~2장단 선율변주

나) 자진모리 제3~4장단

자진모리 제3~4장단은 피리 제3~4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 제3장단의 제3박은 c″-c″이다. 이 선율을 해금산조에서는 장식음

을 첨가하여 e♭″-c″로 변형하였다. 또 피리 제4장단은 g′-f′-e♭′^d′로 

하행하여 c′에 도착하는 선율인데, 해금산조로 옮겨올 때는 g′ 사이에 g′

-b′-g′로 사이음을 첨가하고 c′-c′사이에 c′-g-c′로 사이음을 첨가하였

다. 대체로 골격음만을 연주하는 원선율에 비하여 해금산조에서는 사이

음을 첨가하여 박 분할이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악보 195] 자진모리 제3~4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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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진모리 제5~6장단, 제20~21장단, 제37~38장단

자진모리 제5~6장단, 제20~21장단, 제37~38장단과 피리 제22~23장

단은 공통선율이다. 각 장단별로 조금씩 다른 선율변주의 모습을 보인

다. 

우선 해금산조 제20장단 제3박은 원선율의 g′-e♭′하행진행을 c′-e♭′

상행진행으로 바꾸었다. 또 해금산조 제38장단의 첫 박은 원선율의 c′-e♭′

진행을 한 음씩 올려 e♭′-f’로 변형하였다. 해금산조 제6장단, 제38장단

의 제2박에서는 g′-f′-e♭′^d′로 하행하는 선율을 g′-e♭′^d′와 f′-e♭′^d′

로 각각 변형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장식음 표현이 

조금씩 달라 선율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악보 196] 자진모리 제5~6장단, 제20~21장단, 제37~38장단 선율변주

라) 자진모리 제22~23장단

자진모리 제22~23장단은 피리 제97~98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 제97장단 첫 박은 c″인데 해금산조에서는 c′-c″로 앞장식음을 첨

가하였고, 피리 제98장단의 e♭″은 해금산조에서 g′-e♭″으로 장식음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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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7] 자진모리 제22~23장단 선율변주

마) 자진모리 제24~25장단, 제34~35장단, 제82~83장단,

   제102~103장단

자진모리 제24~25장단, 제34~35장단, 제82~83장단, 제102~103장

단은 아쟁 제63~64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아쟁 제63장단 제1~2박은 해금산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주된

다. 제24장단에서는 꺾는음으로 향하는 장식음의 방향을 하행으로 바꾸

었고, 제34장단에서는 방향은 같으나 음정이 바뀌었으며 제82장단은 리

듬이, 제102장단에서는 하행하는 방향과 장식음의 높이가 달라졌다. 아

쟁 제64장단의 제1~2박은 해금산조 제25장단에서만 하행하면서 꺾는음

에 도달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선율이 여러 번 반복될 

때는 변형의 방법을 다양하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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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8] 자진모리 제24~25장단, 제34~35장단, 제82~83장단, 

제102~103장단 선율변주

바) 자진모리 제27~28장단

자진모리 제27~28장단은 대금 제93~94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대금 제93장단은 해금산조 제27장단과 비교될 수 있다. 대금산조의 

진행을 해금산조에서는 g와 c′를 중심으로 선율을 변형하였고, 대금 제

94장단은 해금산조에 맞도록 변주하였다. 

[악보 199] 자진모리 제26~28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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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엇모리

가) 엇모리 제5장단

엇모리 제5장단은 대금산조 제7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두 산조의 제6~10박은 g′에서 g′로 진행하는 가운데 사이음이 삽입된 

형태이다. 대금산조의 경우 g′-d′-g′-g′로 진행하는 것을 해금산조에서

는 음을 변형하여 g′-e♭′-f′-g′-로 바꾸었다.

[악보 200] 엇모리 제5장단 선율변주 

지금까지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장식음 변형을 통한 변주 방

법을 알아보았다. 장식음 변형이 나타나는 장단은 총 59장단이다. 장식

음 변형은 장식음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진양조 제7장단, 제14

장단, 제15장단, 제24장단, 제26장단, 제28장단, 제29장단, 제35장단, 

제38장단, 중모리 제13장단, 제18장단, 제26장단, 제28장단, 중중모리 

제1장단, 제3장단, 제35장단, 제36장단, 제38장단, 제50장단, 제62장단, 

제68장단, 제70장단, 자진모리 제1장단, 제2장단, 제3장단, 제4장단, 제

7장단에서 나타난다. 장식음의 방향을 상 ․ 하행 전환하는 방법은 진양

조 제16장단, 제19장단, 제28장단, 제35장단과, 중중모리 제26장단, 제

34장단, 제44장단, 제49장단, 제69장단, 자진모리 제20장단, 제22장단, 

제23장단, 제24장단, 제25장단, 제28장단에 나타나며, 장식음의 음고를 

변화시키는 경우는 진양조 제2장단, 제18장단, 제37장단, 중모리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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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제32장단, 중중모리 제45장단, 자진모리 제6장단, 제34장단, 제38

장단, 엇모리 제5장단에서 볼 수 있다. 동일한 장식음을 두 번 반복 하

여 겹장식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양조 제13장단, 제16장단, 제29장

단, 제36장단에 출현하며 장식리듬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진양조 제18장

단에서 쓰인다. 

장식음 변형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장식음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장식음의 진행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

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2]와 같다. 

    변주방법

해당 장단

장식음의 
첨가와 삭제

장식음의 
상․ 하행 방향 

전환

장식음의 
음고 변화 겹장식음 장식리듬 

변화

진양조
7, 14, 15, 24, 26, 

28, 29, 35, 38
16, 19, 28, 35 2, 18, 37

13, 16, 29, 
36

18

중모리 13, 18, 26, 28 30, 32

중중모리
1, 3, 35, 36, 38, 
50, 62, 68, 70

26, 34, 44, 49, 
69

45

자진모리 1, 2, 3, 4, 7
20, 22, 23, 24, 

25, 28
6, 34, 38

엇모리 5

[표 62] 장식음 변형 방법 

다. 리듬의 변형

리듬의 변형은 동일한 골격음 또는 장식음을 가지는 선율일 때 나타나

는 변주방법이다. 

리듬의 변형은 진양조 제26장단과 중모리 제2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9장단, 제14장단, 제15장단, 제23장단, 제27장단, 제31장단, 제33장

단, 제34장단 등 12장단, 중중모리 제3장단, 제5장단, 제7장단, 제15장

단, 제33장단, 제39장단, 제43장단, 제46장단, 제49장단, 제72장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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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단, 자진모리 제5~6장단, 제9~10장단, 제12장단, 제14~15장단, 제

20장단, 제29~31장단, 제32~33장단, 제37~38장단, 제61~62장단, 제

89~90장단, 제95~97장단, 제98~99장단, 제107~109장단, 제110~111

장단, 제113~114장단, 제117장단 등 32장단, 엇모리 제2장단, 제3장단, 

제8장단 등 3장단에서 나타난다.   

1) 진양조

가) 진양조 제26장단

진양조 제26장단은 대금 제26장단을 변주한 선율이다. 

[악보 196]를 보면 두 선율의 골격음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대금산조의 선율이 해금산조로 옮겨지면서 주요음들이 출현하는 박

이 앞으로 당겨지도록 구성되어 원선율과 차이를 보인다. 

[악보 201] 진양조 제26장단 선율변주 

2) 중모리

가) 중모리 제2장단

중모리 제2장단은 피리 제2-1장단과 대금 제2-2장단의 조합으로 되

어있다. 피리 제2-1장단의 제4~6박 골격음은 해금산조에서 제2~5박으

로 한 박씩 당겨서 배열됨으로써 기존의 산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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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2] 중모리 제2장단 선율변주

나) 중모리 제5장단, 제27장단

중모리 제5장단과 제27장단은 동일한 선율로 대금 제75장단과 공통선

율로 나타난다. 

다음 [악보 203]을 보면 대금산조의 골격음이 해금산조로 옮겨지면서 

박이 당겨졌음을 알 수 있다. 

[악보 203] 중모리 제5장단 선율변주

다) 중모리 제8장단

중모리 제8장단은 피리 제18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골격음을 살펴보면 피리산조의 골격음이 해금산조에서는 앞

으로 당겨지면서 선율 리듬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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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4] 중모리 제8장단 선율변주

라) 중모리 제9장단

중모리 제9장단은 대금 제62-1장단과 제18-1장단을 합하여 만들어진 

선율이다. 대금산조의 제1, 3, 5, 7박과 해금산조를 비교해보면 해금산

조에서 박을 분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의 분할은 모두 동일한 형태

로 이루어진다. 

[악보 205] 중모리 제9장단 선율변주

마) 중모리 제14장단

중모리 제14장단은 피리 제28-1장단과 대금 제27-2장단을 합하여 한 

장단으로 만든 선율이다. 

우선 제1~3박을 비교해 보면 피리산조의 골격음인 g-c′를 해금산조에

서는 더 잘게 분할하였고, 제7박도 리듬분할이 이루어졌다. 또 피리산조

의 제3~6박에 걸친 c′-e♭′^d′-c′ 선율은 해금산조에서 박의 위치를 뒤

로 미루며 장단 리듬의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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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6] 중모리 제14장단 선율변주

바) 중모리 제15장단

중모리 제15장단은 대금 제23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제1박과 제4박의 리듬은 ♫로 분할된 박이나, 해금산조에

서는 분할하지 않고 한 박으로 합하였다. 

[악보 207] 중모리 제15장단 선율변주

사) 중모리 제23장단

중모리 제23장단은 피리 제16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산조의 제1~3박 골격음은 g-c′-d′로 이동하고 있는데 동일한 골

격음이 해금산조에서는 제2, 4, 6박에 출현하여 전체적인 진행방향은 같

으나 골격음의 배열위치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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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8] 중모리 제23장단 선율변주

아) 중모리 제31장단

중모리 제31장단은 대금 제28장단을 변주하였다. 

대금산조의 제2~3박은 제2박에서 c″를 내고 제3박은 쉼표처리 되어있

지만, 해금산조에서는 쉬는 박 없이 한 박씩 박을 분할하며, 제4박의 리

듬도 ♬♪에서 으로 바꾸었다. 대금산조 제9~12박 선율에 해당하는 

해금산조 제10~12박 선율은 리듬을 분할하여 대금산조와 차이를 보인

다. 또 제7~10장단의 골격음이 해금산조로 옮겨질 때는 골격음의 위치

가 다르게 배열됨을 볼 수 있다. 

[악보 209] 중모리 제31장단 선율변주

자) 중모리 제33장단

중모리 제33장단은 대금 제27-1장단과 아쟁 제7-2장단을 합하여 만

든 선율이다. 

원선율의 e♭″^d″-c″-g′ 진행은 제1, 2, 4박에 출현하나, 해금산조에서

는 골격음의 위치를 제2, 3, 4박으로 변형하였다. 



- 200 -

[악보 210] 중모리 제33장단 선율변주

차) 중모리 제34장단

중모리 제34장단은 대금 제73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대금산조의 제1~3박과 제10박의 리듬을 비교하여보면, 해금산조는 대

금산조의 음을 분할하며 변주하고 있다. 

[악보 211] 중모리 제34장단 선율변주

3) 중중모리

가) 중중모리 제3장단

중중모리 제3장단은 대금 제30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리듬을 살펴보면 제1~2박에서 대금산조가 리듬으로 된 

것을 해금산조에서는 ♩♩♩로 변형하여 단위박의 변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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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2] 중중모리 제3장단 선율변주

나) 중중모리 제5장단

중중모리 제5장단은 피리 제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제3~4박 리듬을 비교해 보면 피리산조는 ♪♩/으로 단위 

박이 3박이 되는데, 해금산조에서는 ♬♪/♩/♩리듬으로 단위박이 2박으

로 변하면서 헤미올라 리듬으로 변주된다. 

[악보 213] 중중모리 제5장단 선율변주

다) 중중모리 제7장단

중중모리 제7장단은 대금 제13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의 단위박을 비교해보면 대금산조는 ♩/♩/♩/♩/♩/♩로 되어

있으나 해금산조에서는 ///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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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4] 중중모리 제7장단 선율변주

라) 중중모리 제15장단

중중모리 제15장단은 피리 제38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3~4박의 단위박은 피리산조에서 ♩/♩/♩로 되어있으나 해금산조는 

이를 /로 변형하였다. 또 제2박은 해금산조에서 더 많은 리듬분할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악보 215] 중중모리 제15장단 선율변주

마) 중중모리 제33장단

중중모리 제33장단은 피리 제7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산조는 제1~2박에서 c″-b′-g로 골격음을 제시하는데 해금산조에

서는 각 음의 리듬을 ♬♪로 분할하였으며, 제3~4박의 단위박을 /에

서 ♩/♩/♩로 바꾸어 헤미올라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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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6] 중중모리 제33장단 선율변주

바) 중중모리 제39장단

중중모리 제39장단은 피리 제30장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산조는 점사분음표()를 단위로 골격음을 제시하고 제3박에서 한 

번의 사이음이 삽입되나, 해금산조에서는 ♪♩/♩♪/ 등으로 리듬을 분

할한다. 

[악보 217] 중중모리 제39장단 선율변주

사) 중중모리 제43장단

중중모리 제43장단은 대금 제52장단을 변주하였다. 

제3~4박 리듬을 살펴보면 대금산조는 점사분음표()를 단위박으로 

사용하는 반면, 해금산조에서는 사분음표(♩) 단위리듬을 사용한다. 또한 

해금산조의 제3박은 더 잘게 리듬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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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8] 중중모리 제43장단 선율변주

아) 중중모리 제46장단

중중모리 제46장단은 피리 제72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3~4박의 리듬을 살펴보면 피리산조보다 해금산조에서 박의 분할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19] 중중모리 제46장단 선율변주

자) 중중모리 제49장단

중중모리 제49장단은 아쟁 제11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제1~2박의 단위박은 아쟁산조에서 /로 되어있으나 해금산조에서

는 ♩/♩/♩로 변형하였다. 

[악보 220] 중중모리 제49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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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중모리 제72장단

중중모리 제72장단은 대금 제42장단과 동일 선율이다. 

제1~2박의 단위박은 대금산조에서 ♩/♩/♩로 되어있으나 해금산조에

서는 /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21] 중중모리 제72장단 선율변주

4) 자진모리

가) 자진모리 제5~6장단, 제20장단, 제37~38장단

자진모리 제5~6장단, 제20~21장단, 제37~38장단은 피리 제22~23장

단과 공통선율이다. 

피리의 제22장단 제1~2박은 단위박이 2박 단위리듬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해금산조 제5, 20, 37장단에서는 3박 단위리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피리 제23장단의 단위박은 /♩/♩/♩/로 3박과 2박

이 섞인 형태이다. 이러한 리듬은 해금산조 제21장단은 피리산조와 동일

하며 제6, 38장단은 ///으로 다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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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2] 자진모리 제5~6장단, 제20장단, 제37~38장단 선율변주

나) 자진모리 제9~10장단

자진모리 제9~10장단은 아쟁 제46~47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은 모든 골격음의 진행이 같으나 다양한 리듬의 변화를 주었

다. 아쟁 제46장단 제1박의 리듬은 ♩♪로 분할된 것을 해금산조에서는 

분할하지 않았으며 제3~4박은 단위박이 서로 다르게 변주되었다. 아쟁 

제47장단의 제1박은 분할 리듬형이 다르며 제3~4박은 단위박이 서로 

다르다. 

 

[악보 223] 자진모리 제9~10장단 선율변주

다) 자진모리 제12장단, 제61~62장단

자진모리 제12~13장단과 제61~62장단은 피리 제50~51장단과 공통

선율로 나타난다. 

피리 제50장단은 g-c′-g-e♭′^d′의 골격음을 가지며 제2박에서만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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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나타난다. 해금산조 제12장단은 동일한 골격음을 가지고 모든 박

에서 앞으로 당긴 형태(♪♩)의 리듬분할을 하고 있으며 해금산조 제61

장단에서는 모든 박에서 양쪽으로 펼친 형태(♩♪)의 리듬분할을 하고 있

어 차이를 보인다. 

또 피리 제51장단의 제3~4박은 2박 단위 리듬인데 해금산조 제62장

단에서는 3박 단위 리듬으로 변형하였다. 

[악보 224] 자진모리 제12장단, 제61~62장단 선율변주

라) 자진모리 제14~15장단, 제89~90장단, 제98~99장단

자진모리 제14~15장단과 제89~90장단, 제98~99장단은 아쟁 제61~ 

6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아쟁 제62장단 제3~4박은 3박 단위리듬을 갖는데 해금산조 제14장단

에서는 2박 단위로 변형하였다. 또 아쟁 제62장단과 해금산조 제15, 

90, 99장단은 서로 다양한 박의 분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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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5] 자진모리 제14~15장단, 제89~90장단, 제98~99장단 선율변주

마) 자진모리 제29~31장단, 제107~109장단

자진모리 제29~31장단, 제107~109장단은 아쟁 제102~104장단과 공

통선율로 나타난다. 

아쟁산조의 단위박은 /♩/♩/♩/으로 3박과 2박이 섞인 형태이다. 

그러나 해금산조에서는 제29, 31, 107, 109장단은 ///로 3박 

단위로 되어있고, 제30, 108장단은 ♩/♩/♩/♩/♩/♩로 2박 단위로 되

어 아쟁산조의 리듬을 변주하였다. 

[악보 226] 자진모리 제29~31장단, 제107~109장단 선율변주

바) 자진모리 제32~33장단, 제110~111장단

자진모리 제32~33장단과 제110~111장단은 피리 제119~120장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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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선율이다. 

피리 제119장단은 //♩/♩/♩ 단위의 리듬을 가지는데 해금산조 

제32, 110장단에서는 ///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리 

제119장단 제2박과 제120장단 제1박의 리듬 형태가 해금산조에서 다르

게 쓰여 리듬의 변주가 일어난다. 

 

[악보 227] 자진모리 제32~33장단, 제110~111장단 선율변주

사) 자진모리 제95~97장단

자진모리 제95~97장단은 피리 제89~91장단과 공통선율이다. 

두 선율은 동일한 골격음을 가지며 서로 단위박을 다르게 하여 리듬을 

변주한다. 피리 제89~90장단은 2박 단위선율이며 공통선율인 해금산조 

제95~96장단은 3박 단위선율로 변형되었다. 또 피리 제91장단은 3박 

단위선율로 되어있는 반면, 해금산조 제97장단은 2박 단위선율로 되어 

서로 리듬을 교차하며 변주된다. 

[악보 228] 자진모리 제95~97장단 선율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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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진모리 제113~117장단

자진모리 제113~117장단은 대금 제29~33장단과 동일한 선율이다. 

대금 제29장단의 제2, 4박은 앞으로 당긴 형태의 리듬분할이 나타나

는데 해금산조 제113장단에서는 펼친 형태로 되어 리듬형이 다르게 나

타난다. 또 대금 제30장단은 3박 단위리듬으로 전개되나, 해금산조 제

114장단에서는 2박 단위 리듬으로 변형되었다. 대금 제33장단 제1~2박

의 리듬도 3박 단위리듬으로 된 것을 해금산조 제117장단에서는 2박 단

위 리듬으로 바꾸어 사용하여 다양한 리듬의 변주가 일어난다. 

[악보 229] 자진모리 제113-117장단 선율변주

5) 엇모리

가) 엇모리 제2장단

엇모리 제2장단은 대금 제2장단과 공통선율로 나타난다. 

두 산조의 제1~2박을 살펴보면 대금산조가 ♩인 것을 해금산조에서 

분할하여 ♫로 변주하였고, 제4~5박도 마찬가지로 해금산조에서는 리듬 

분할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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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0] 엇모리 제2장단 선율변주 

나) 엇모리 제3장단

엇모리 제3장단은 대금 제5장단과 공통선율이다. 

제1~3박은 대금산조에서 로 분할된 박이나 해금산조에서는 ♩♪로 

분할하지 않았으며 제4~5박은 대금산조가 분할하지 않은 박을 해금산조

에서 ♫로 분할하였다. 제6~8박의 리듬도 대금산조에서 ♩♪로 된 것을 

해금산조에서는 로 분할하며 변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31] 엇모리 제3장단 선율변주

다) 엇모리 제8장단

엇모리 제8장단은 대금 제10장단을 변주하였다. 

대금산조의 제1~3박은 로 되어있는 반면 해금산조에서는 ♬♫로 분

할하였고, 대금산조 제9~10박이 ♫로 분할된 반면 해금산조는 ♩로 분

할하지 않으며 리듬을 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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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2] 엇모리 제8장단 선율변주 

지금까지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리듬 변형을 통한 변주 방법

을 알아보았다. 리듬 변형이 나타나는 장단은 총 55장단이다. 동일한 골

격음의 박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변주하는 방법은 진양조 제26장단, 

중모리 제2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4장단, 제23장단, 제31장단, 제

33장단에서 나타나고, 단위 박을 2박에서 3박, 또는 3박에서 2박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는 중중모리 제3장단, 제5장단, 제7장단, 제15장단, 제

33장단, 제43장단, 제49장단, 제72장단과 자진모리 제5장단, 제6장단, 

제9장단, 제10장단, 제14장단, 제20장단, 제29장단, 제30장단, 제31장

단, 제32장단, 제37장단, 제38장단, 제62장단, 제95장단, 제96장단, 제

97장단, 제107장단, 제108장단, 제109장단, 제110장단, 제114장단, 제

117장단에서 볼 수 있다. 또 분할되지 않은 박을 분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리듬의 변화를 주는 방법은 중모리 제6장단, 제9장단, 제14장단, 

제15장단, 제31장단, 제34장단과 중중모리 제5장단, 제15장단, 제33장

단, 제39장단, 제43장단, 제46장단, 자진모리 제9장단, 제10장단, 제12

장단, 제15장단, 제32장단, 제33장단, 제61장단, 제89장단, 제90장단, 

제98장단, 제99장단, 제110장단, 제111장단, 엇모리 제2장단, 제3장단, 

제8장단에서 나타나며, 분할 리듬형을 앞으로 당긴 형태(♪♩)에서 펼친 

형태(♩♪)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변주하는 경우는 자진모리 제6

장단, 제10장단, 제12장단, 제38장단, 제113장단에서 볼 수 있다. 

진양조와 중모리에 주로 쓰이는 리듬 변형의 방법은 박의 위치를 변화

시키는 방법이고,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주로 나타나는 리듬 변형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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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박의 변화와 박의 분할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3]과 같

다. 

    변주방법

해당 장단

골격음의 
박 이동

단위 박의 
변화 박의 분할 분할 리듬형 

변화

진양조 26

중모리 2, 5, 8, 14, 23, 
31, 33

6, 9, 14, 15, 
31, 34

중중모리
3, 5, 7, 15, 33, 

43, 49, 72
5, 15, 33, 39, 

43, 46

자진모리

5, 6, 9. 10, 14, 
20, 29, 30, 31, 
32, 37, 38, 62, 

95, 96, 97, 
107, 108, 109, 
110, 114, 117

9, 10, 12, 15, 
32, 33, 61, 89, 

90, 98, 99, 
110, 111

6, 10, 12, 38, 
113

엇모리 2, 3, 8

[표 63] 리듬 변형 방법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공통선율 변주 방법은 크게 골격음의 변형, 장식

음의 변형, 리듬의 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은 구체적인 변주 방

법에 따라 세분화된다. 

골격음의 변형은 ‘골격음의 상 ․ 하행 방향전환’과 ‘부분적 음고 변화’ 

그리고 ‘선율형태 변화’의 방법이 쓰인다. ‘골격음의 상 ․ 하행 방향전환’

은 특정 음에 도달하는 방법을 상행에서 하행, 또는 하행에서 상행, 그

리고 고정된 음고에서 상하행으로 움직이는 선율로 바꾸는 방법으로 총 

12장단에서 나타난다. ‘부분적 음고 변화’는 동일한 골격음을 가지고 한

두 음만 변형하는 방법으로 총 31장단에서 쓰이며, ‘선율형태 변화’는 

종지음의 변화를 통해 선율형태를 바꾸는 방법으로 총 3장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식음의 변형은 ‘장식음의 첨가와 삭제’, ‘장식음의 상 ․ 하행 방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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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장식음의 음고 변화’, ‘겹장식음’, ‘장식리듬 변형’의 형태로 변주된

다. ‘장식음의 첨가와 삭제’는 골격음만으로 단순하게 진행하는 선율에 

장식음을 첨가하거나 장식음이 많은 선율의 장식음을 삭제하는 경우를 

뜻하며 총 27장단에서 볼 수 있다. ‘장식음의 상 ․ 하행 방향 전환’은 골

격음에 도달하는 장식음의 방향을 바꾸어 변주하는 방법으로 총 15장단

에서 나타나며, ‘장식음의 음고 변화’는 동일한 방향의 장식음을 가질 때 

부분적으로 음을 바꾸어 변주하는 방법으로 총 10장단에서 나타난다. 

‘겹장식음’은 꺾는음이 한 번 출현할 때 두 번 연속하여 꺾어 표현을 풍

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장단에서 볼 수 있으며, ‘장식리듬 변형’은 동

일한 장식음을 사용할 때 리듬만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진양조에서 한 번 

나타난다.  

리듬의 변형은 동일한 음을 가지고 진행할 때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골격음의 박 이동’, ‘단위 박의 변화’, ‘박의 분할’, ‘분할 리듬형 

변화’의 방법으로 변주가 나타난다. ‘골격음의 박 이동’은 장단 내에서 골

격음이 출현하는 박의 위치를 당기거나 미루어 새로운 선율로 변주하는 

방법으로 총 8장단에서 나타난다. ‘단위 박의 변화’는 3박 단위리듬과 2

박 단위리듬이 서로 바뀌는 경우(헤미올라)를 뜻하며 중중모리 이후 총 

30장단에서 볼 수 있으며, ‘박의 분할’은 분할되지 않는 박을 분할하거나 

분할된 박을 합하는 경우로 총 28장단에서 쓰인다. ‘분할 리듬형 변화’는 

박을 분할하는 리듬을 앞으로 당긴 형태(♪♩)에서 펼친 형태(♩♪)로 바

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뜻하며 자진모리에서만 총 5장단에서 나타나

는 변주 방법이다. 

악장별 공통선율 변주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진양조는 주로 장식음

의 변형이 많이 쓰이는 반면, 중모리는 골격음과 리듬 위주의 변주가 주

를 이루어 진양조와 반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 중중모리는 모든 변형 

방법이 골고루 쓰이며, 자진모리는 리듬 변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서용석류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공통선율 변주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 [표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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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주 
유
형

해당 장단

상세방법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계

골
격
음 
변
형

골격음의 상 ․ 하행 
방향 전환

3 19, 20, 25 32, 47, 72 19, 90, 91, 92 6 12

부분적 음고 변화 22, 25
6, 10, 11, 15, 
18, 19, 20, 21,  

25, 29

5, 7, 9, 12, 
14, 16, 29, 33, 

52, 54, 73

14, 18, 59, 89, 
98

4, 8, 12 31

선율형태 변화 6, 8 17 3

계 5 13 14 10 4 46

장
식
음 
변
형

장식음의 첨가와 삭제
7, 14, 15, 24, 

26, 28, 29, 
35, 38

13, 18, 26, 28
1, 3, 35, 36, 

38, 50, 62, 68, 
70

1, 2, 3, 4, 7 27

장식음의 상 ․ 하행 
방향 전환

16, 19, 28, 
35

26, 34, 44, 49, 
69

20, 22, 23, 24, 
25, 28

15

장식음의 음고 변화 2, 18, 37 30, 32 45 6, 34, 38 5 10

겹장식음 13, 16, 29, 
36

4

장식리듬 변화 18 1

계 21 6 15 14 1 57

리
듬 
변
형

골격음의 박 이동 26
2, 5, 8, 14, 
23, 31, 33

8

단위 박의 변화 3, 5, 7, 15, 
33, 43, 49, 72

5, 6, 9. 10, 
14, 20, 29, 30, 
31, 32, 37, 38, 
95, 96, 97, 62, 
107, 108, 109, 
110, 114, 117

30

박의 분할 6, 9, 14, 15, 
31, 34

5, 15, 33, 39, 
43, 46

9, 10, 12, 15, 
32, 33, 61, 89, 

90, 98, 99, 
110, 111

2, 3, 8 28

분할 리듬형 변화 6, 10, 12, 38, 
113

5

계 1 13 14 40 3 71

[표 64]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공통선율 변주 방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금산조에서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의 선

율을 활용하여 선율을 구성할 때 거의 모든 선율을 해금산조에 맞게 변

주하여 재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율 변주는 해금의 운지법에 따른 

음역 사용의 문제와 운궁법에 기인한 타 악기 산조와의 표현법 차이에 

의한 것이며, 이는 기존의 산조가락을 해금산조로 재창작하는 방법의 예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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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서용석이 구성한 네 가지 산조인 대금산조, 아쟁

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 중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완성된 산조로, 해금

산조 이전에 만들어진 산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서용석

류 산조 가락을 이용하되 기존 산조와 구별되는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

율 구성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총 288장단 중 217장단이 기존산조와의 

공통선율로 나타나 대부분의 선율이 서용석류 대금 ․ 아쟁 ․ 피리산조에

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선율은 출현 위치와 순서가 산

조마다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세 장단 이상의 연속된 공통선율은 

217장단 중 82장단, 전체의 약 3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산조의 

선율을 이용하더라도 선율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해금산조로 새롭게 재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산조의 선율을 재구성할 때에는 선율의 역할에 따른 선율배

열의 규칙이 적용된다. 산조에서 단락을 형성하는 선율의 배열은 <내

기>, <달기>, <맺기>의 과정을 가지고 각 선율은 그에 따른 고유의 역

할을 가지며, 기존산조의 선율은 해금산조 각 단락의 선율 역할에 맞는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열된다. 즉 단편적인 선율들을 선율유형에 맞게 조

합하여 새로운 단락을 구성한다.

셋째,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배열은 <내기>, <달기>, <맺기>를 기

본으로 하여 악장별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진양조는 단락 전반에서 

<내기>-<맺는형>으로 선율을 제시하고 단락 후반은 <맺는형>을 중복 

배열하여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다. 중모리는 <내기>-<달기>-<맺기>의 

단순한 형태로 배열된다. 중중모리부터는 단락 중반에 <내기>와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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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율이 출현하여 단락 내에 소단락을 형성한다. 자진모리에서는 빈

번한 소단락의 출현과 함께 <맺기>와 <내기>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는 

선율이 나타난다. 엇모리는 모든 악장의 특징이 고르게 나타난다. 

넷째,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독창선율은 기존산조의 선율을 활용하여 

부분적 음고 변화와 리듬 변화를 통해 전개, 발전하면서 선율을 창작하

는 방법과, 박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연속되는 공통선율의 일부를 차용

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타 악장 선율을 이

용하여 선율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 장단 구조에 맞게 리듬을 변형함으로

써 독창선율을 구성한다.  

다섯째, 공통선율은 해금의 주법과 음역 등을 고려하여 악기 특징에 

맞게 변주되는데, 상 ․ 하행 진행의 방향전환과 부분적인 음고 변화, 선

율형 변형에 따른 골격음의 변화 등 골격음 변형 방법과, 장식음의 첨가

와 삭제, 장식음의 상 ․ 하행 방향전환, 장식음의 부분적 음고 변화, 겹

장식음의 사용, 장식리듬의 변화 등으로 세분되는 장식음 변형 방법, 골

격음의 박 이동, 단위 박의 변화, 박의 분할, 분할 리듬형의 변화 등의 

리듬 변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율적 변형인 골격음

과 장식음 변형은 타 악기와 해금의 주법, 즉 해금의 운지법에 따른 음

역의 제한과 운궁법에 따른 호흡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은 기존의 산조선율을 활용

하고, 선율 역할에 따른 선율배열규칙을 적용하여 선율을 재구성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창선율은 기존산조와 타 악장선율 등을 활용하

여 창작할 수 있으며, 기존 산조선율은 해금산조의 주법에 맞도록 변주

하여 선율을 재창작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산조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더하여 새로운 산조

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용석류 해금산

조가 모든 산조의 공통원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자신의 산

조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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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o Yong-seok’s Haegeum sanjo’s 

compositional methods in Melodic writing

Kim, Hyun-hee

Major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hronological order, Seo Yong-seok’s haegeum sanjo is the 

last work among his 4 sanjos; Daegeum sanjo, Ahjaeng sanjo, Piri 

sanjo, and Haegeum sanjo. Th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haegeum sanjo had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other sanjos 

composed earlier.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methods of music 

writing in  Seo Yong-seok’s haegeum sanjo, finding the innovative 

melodies only appeared in haegeum sanjo and rules of a melody 

construction through the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of melodic 

lines between haegeum sanjo and other three sanjos(Daegeum, 

Ahjaeng, Piri).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melodies of 217 jangdans (rhythmic patterns) 

out of total 288 jangdans in Seo Yong-seok’s haegeum sanj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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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common melodies from other sanjos (Daegeum, Ahjaeng, 

Piri), it is obvious that the most of melodies come from existing 

melodies in other sanjos. However, the appearances of common 

melodies in the works are mostly various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the order in each and every sanjo and common motives 

which successively continue more than three jangdans appear on 

only 82 jangdans out of 217 jangdans, that is about 38 percent of 

all. These are the evidences haegeum sanjo had been newly 

recreated by distinguishing the order of pre-existing melodies.

Second, when the pre-existing melodies in Seo Yong-seok’s 

three sanjos(Daegeum, Ahjaeng, Piri) are reconstituted, the norms 

of melody placements are applied in order to retain each role of 

the original melody. Usually in sanjo, each melody has its 

distinctive role in a section, which are Presentation phrase, 

Continuing phrase, and Cadential closure. Therefore, pre-existing 

melodies are primarily placed in a section of haegeum sanjo 

according to its role. In other words, non-related melodies from 

other sanjos form a new section through arranging existing 

melodies by its function.

Third, based on Presentation phrase, Continuing phrase, and 

Cadential closure, each movement in Seo Yong-seok’s haegeum 

sanjo has different melodic arrangements. Jinyangjo starts with 

the melodies of presentation phrase and cadential closure and 

ends with the repetition of cadential closure, so that the division 

of the section becomes very clear. Jungmori is arranged into 

simple form as presentation phrase, continuing phrase and 

cadential closure. Jungjungmori has its own sub section in the 

middle of the section which is comprised of the melo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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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and cadential phrases. In Jajinmori, there is a melody 

which has the role of both cadential closure and presentation 

phrase at the same time, and sub sections are often found. 

Utmori has various features of other movements in balance.

Fourth, one of the ways to create the new melody of Seo 

Yong-seok’s haegeum sanjo is to utilize the existing melodies by 

means of the partial variation of pitch and rhythm. The other way 

is either to change the location of same tones in jangdan or to 

borrow a partial melody from the common pre-existing melody. 

Also, The distinctive melody is created by varying the rhythms to 

be able to adjust easily into the structure of jangdan through 

augmentation or diminution of the tune from the other movements.

Last, the common melody is varied according to the feature of 

haeguem instrument considering its way to be played and the 

range of pitch. There are several ways for the alternating 

process; 1. Changing main note through a direction change of 

melodic progression, a partial pitch change, or a slight change of 

melodic line, 2. Variations on grace note by either adding or 

eliminating grace notes, changing the directions of grace notes 

toward the main note, using multiple grace notes, or varying the 

rhythm of grace notes, 3. Changing rhythms through placing the 

main note on the different beat, a subdivision of the beat and the 

rhythmic pattern, or a meter change. Especially, among these, the 

change of main note and the variation of grace note are derived 

from the differences in fingering and bowing between haegeum 

and other instruments.

As discussed above, the composition of melody in Seo 

Yong-seok’s haegeum sanjo is created by following method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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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pre-existing melodies, 2. Rearranging melodies with 

following the standard rules of melody construction, 3. Making 

new melodies from borrowing the pre-existing melody and the 

part of melody in other movements, 4. Modifying melodies for the 

fingering and bowing of haegeu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ay to compose a new sanjo which 

is created by adding one’s own melody into the pre-existing 

melodies. Thus, this study expects to inspire and help musicians 

who want to create their own sanjo.  

* sanjo :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sol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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