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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1930년대 가야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의 특징과 지역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P음반을 채보하여 음조직을 분석하고, Sonic 

Visualizer를 이용하여 음향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농현폭과 농현속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심

상건은 우조→평조→계면조의 순서로 점점 농현폭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

인 농현폭은 반음 정도로 다른 산조에 비해 좁게 나타났으며 농현 속도는 

평균 5.4회/초로 30년대 산조 중 가장 느리다. 김종기는 평조→우조→계면

조 순으로 농현폭이 컸으며, 특히 계면조의 농현은 단3도를 넘는 정도의 큰 

폭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현 속도는 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고르게 나

타났으며 평균 6.6회/초로 다른 산조에 비해 가장 빨랐다. 한성기는 계면조

의 농현폭이 장 3도에 가까워 모든 산조의 농현폭 중 가장 넓게 나타났으

며, 농현속도는 6.1회/초이다. 정남희는 평조→계면조→우조의 순서로 농현

폭이 컸으며 농현 속도는 모두 6회/초 정도로 고르게 나타났다. 강태홍은 

계면조의 농현폭이 장2도 정도로 같은 전남제 산조들과는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심상건과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현속도는 6회/초였다. 

  둘째, 지역별 퇴성폭과 꺾는 폭의 차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

인다.  심상건은 전체적으로 퇴성 폭이 꺾는 폭보다 크며 우조→평조→계면

조로 갈수록 그 폭이 점점 커진다. 특히 평조 퇴성폭이 장2도에 가까워 다

른 산조 보다 넓게 나타나는데, 이는 심상건 산조가 평조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기는 퇴성폭이 평조→계면조→우조로 

갈수록 크며 꺾는 폭은 계면조에서 가장 넓게 나타났다. 우조 퇴성폭은 장2

도가 넘어 모든 산조 중에서 가장 넓으며 이는 김종기 산조가 우조 중심으

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제 산조인 한성기와 정남희는 우조에서

는 퇴성폭이 넓고 계면조에서는 꺾는 폭이 넓게 나타나는 점이 위의 전북제 

김종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퇴성폭과 꺾는 폭은 전북제와 전남제가 서로 관

계가 밀접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남제 산조인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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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 계면조에 있어서 퇴성폭이 꺾는 폭보다 넓어서 이는 오히려 충청제 산

조와 같았다. 

  셋째, 본고에서는 음향분석 그래프에 나타난 농현의 시김새를 형태에 따

라 상행농현, 증폭농현, 감폭농현, 철(凸)농현, 평농현, 불규칙농현 등으로 

분류하였다. 심상건은 모든 악조에서 불규칙농현 형태가 많았는데, 이것은 

심상건산조의 농현폭과 퇴성폭이 좁은것과 관계가있다. 김종기산조의 특징

은 우조에서 주로 상행농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면조에서는 증폭농현을 

하는 것이다. 한성기, 정남희의 전남제산조 에서도 공통적으로 계면조에 증

폭농현이 출현하는데, 평균 음고는 일정한 가운데 농현의 폭만 점차적으로 

커지는 이러한 형태를 계면조 농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강태홍의 농현

은 떠는 음 가운데 부분의 폭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철(凸) 농현 으로 독특

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농현의 폭이 빨리 커졌다가 사라지기 때문

에 농현 속도가 늘어지지 않고 짧게 느껴져, 강태홍 산조가 다른 전남제 산

조와 달리 슬프거나 애절하지 않고 경쾌하게 들리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꺾는 음 시김새에서 김종기는 땅(a)음을 두 번 꺾는 ‘겹꺾는 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꺾는 음 형태는 한성기, 정남희의 전남제 산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종기는 앞, 뒤의 꺾는 폭이 비슷하지만, 한

성기, 정남희는 앞의 음을 작게 꺾고 뒤의 음을 크게 꺾는 점이 다르다. 강

태홍은 음을 꺾지 않고 땅(a)을 눌러 지(b♭)에서 퇴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같이 악곡의 구성면에서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김새 활용 

면 에서는 전북제인 김종기가 전남제인 한성기, 정남희 산조와 닮아있고, 

전남제 산조로 분류되던 강태홍은 오히려 충청제 심상건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심상건의 음악이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들리는 이유는 곡

의 형식보다 시김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태홍 산조 또

한 곡의 구조보다 주법에 의한 시김새 변화가 곡의 특징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 놓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의 여러 시김새 표현이 심리적 요인에 의

해 구별되고 점차 그 차이가 불분명해져 가는 것을 음향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악조별 시김새의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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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는 시나위와 판소리라는 민속음악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악독주곡이다. 산조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창조는 19세기말 당시 문화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해 산조를 고정선율로 짜고 악조의 틀을 정하여 산조를 완

성하였고 그의 뒤를 이어 안기옥, 한성기, 강태홍, 김병호 등의 제자들이 김

창조의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짜 넣으며 많은 유파들이 생겨났으며 다시 정

남희, 최옥삼, 김죽파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오며 김창조계라는 산조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김창조 이전에 각 지방에는 그 지역적 특색을 갖춘 산조

들1)이 존재하였고 이들 산조 또한 결국에는 김창조 양식으로 자신들의 산

조를 고쳐나가며, 시대적 적응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2) 

  즉, 20세기 초 산조를 정형화시키기까지 각 지역의 가야금산조는 다양한 

발생배경을 가진 음악을 수용하면서 경계가 없는 음악문화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지방에서 파생된 산조도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산조의 다양성과 

대중성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산조에 대한 지역적 분류는 이보형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보형

은 산조의 지역적 분류를 서울지역산조, 전라북도산조, 전라남도산조, 경상

북도산조, 경상남도산조로 분류하고 산조명인 유적지와 작고명인 전승실태

를 조사한 바 있다3). 이후 정해임은 가야금산조를 전승지역별로 전남제, 전

1) 박한용에서 김종기로 이어지는 전북제와  심정순(혹은 심창래)에서 심상건으로 이어지는 

충청제.   

2)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고제론- 악조와 선율구조에 근거하여”, 한국음반학 제1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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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 충청제로 구분하였다4).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산조의 전승구조와 음악적 구성을 연구하는 기본 

틀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역산조가 갖는 음악적 특성을 변별력 있게 밝혀

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930년대는 일제의 강압적 문화정책 속에서도 연주자들의 유성기 음반취

입과 방송국 출연 확대, 신문의 활발한 자체활동, 그리고 각종 예술단체 운

동이 활성화 되는 등 한국 예술사 전반에서 다양한 공연 예술 활동이 있었

던 시기이다. 또한 19세기말에 태어난 명인들과 20세기 초에 태어나 활동

하던 신진연주자들이 함께 활동을 하였고, 김창조계로 전해지는 전남제의 

한성기, 정남희, 강태홍 등과 충청도 출신의 심상건, 그리고 전북제의 김종

기가 모두 활동하던 유일한 시기이므로 그 음악의 지역적 독창성과 다양성

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1930년대 가야금산조 연구는 연주자의 방송활동이나 음

반활동, 혹은 사사계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시기의 산조들이 지역

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30년대에 녹음된 유성기음반의 가야금산조를 중

심으로 연주자별 음조직과 시김새5)의 특징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지역적으

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한다. 또한 이러한 시김새를 과학적 근

거를 가지고 차이를 밝히고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의 구분에 따

라 퇴성, 꺽는 음, 농현 등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에 어떤 음향학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3) 이보형, “산조”,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87), 37쪽.

4) 정해임, “신관용류 가야금산조에 관한연구”, 효산국악제 학술발표 (부산대학교 효산국

악제 학술발표회, 1995), 3쪽.

5) “음악에서의 공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음악의 성격이 결정되고 연주자의 수준과 

기량이 평가된다. 가락을 연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공간 내의 진행이다. 공간 

내의 진행은 음과 음 사이의 공간을 메꾸어 주는 기능을 가진 진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공간을 ‘음의 곡선적 운동’으로 지속하므로 이것을 ‘시

김새’라고 부른다.” 이성천,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 (도서출판 풍남, 1997),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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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가야금산조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음악양식(music style)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6) 와 음악의 역사(music history)에 대한 연구7) 부분으로 나뉘지만 산

조의 음향학(acoustics)분석연구 또한 지금까지 음악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먼저 김영운은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음고측정 및 농현분석”을 통해서 

김죽파의 각각 다른 시기에 녹음된 음원들과 함께 제자들의 음원까지 총 

10가지의 음원 자료를 통해 각 연주자마다 청을 비교하고 측정된 음고를 

바탕으로 장6도, 완전5도, 단3도는 평균율보다 넓고 완전4도, 장2도는 좁다

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음고측정과 아울러 요성과 퇴성 꺾

는 음을 측정하였는데 요성에서 기준음고의 반음아래에서 장2도~단3도위의 

음까지를 폭으로 하여 1소박에서 약 4회 정도 떤다고 하였다.8)

6) 음악적 특징 연구: 조영정, “가야금산조 단모리악장의 음악적특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6, 외.

   선법과 조에 관한 연구: 박준호,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의 조 변화현상에 관한연구-진양조

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예술대학 석사학위논문, 1996, 외.

   청에 관한 연구: 이승현, “가야금산조 청 변화 기법의 활용양상연구-김죽파, 김병호, 강

태홍, 최옥삼류의 진양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외.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김후정,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선율 구성 연구 – 진양조/중모리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외.

   리듬/장단에 관한 연구: 이진,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리듬에 관한 고찰–자진모리를 중

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외.

7) 이보형, “산조의 사회사적의미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19집, 1987.

   권도희,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 한국음반학 제9호, 1999.

   송방송, “1930년대 예기 김운선의 공연활동”, 한국 근대음악사연구, 민속원, 2003.

   송영국, “산조의 전승구조에관한 음악 사회학적연구: 가야금, 거문고산조를 중심으로” 전

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민의식, “가야금음악의 역사적전개와 현대적 확장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 김영운,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음고측정 및 농현분석-진양조 우조대목 처음 두 장단을 

대상으로-”, 산조연구-제2회산조축제 및 학술회의 자료집 (전남:영암군 가야금산조 현

창사업추진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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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록은 “가야금산조의 음군”에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 진양조 1장

을 ‘음군’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음군을 바탕으로 흘리

는 음과 꺾는 음을 음성분석프로그램 Praat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밝혀내고 

흘리는음이 사용되는 eʹ-cʹ-a 음군이 일부 연구자에 의해 계면조로 설명되

기도 하나 그것이 오류임을 지적하였다.9)

  최미란은 “가야금산조의 농현법 연구”에서 “Cool Edit96”을 이용하여 퇴

성과 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김병호류 우조 요성의 독특한 형태는 

김병호류 만의 미분음적 시김새와 연관이 있고, 함동정월류의 경우, 다른 

류가 평조와 계면조의 퇴성과 요성의 구별이 분명한 것에 비해 평조의 요성

이 계면조에 가깝다고 보았다.10)

  최현영은 “성금연 가야금산조의 음정측정 및 분석연구”에서 음성분석프로

그램 Praat을 이용하여 성금연 가야금산조의 기본음고 및 주요 음정관계를 

측정하였다. 이 논문은 1950년부터 1984년사이에 녹음된 7개의 음원을 선

택하여 한 연주자의 음정관계를 시대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기본음고는 점

차 상승 혹은 하강이 아닌 시대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양상이며 이

는 기본음고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는 기본인식과 다른 결과

라고 설명하고 있다.11)

  양수연은 “가야금산조의 음고 및 음정분석연구”에서 Praat을 사용하여 김

병호, 김죽파, 성금연, 함동정월 산조의 진양조중에서 계면조를 분석하여 연

주자별 계면조의 청과 꺾는음의 음정관계를 정리했고 그것이 기보 상의 음

고, 음정간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12)

  최민정은 2012년에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된 높이재기 2.0을 

활용하여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중 진양조를 대상으로 각 악조별 중심음의 

9) 오용록. “가야금산조의 음군-김죽파류 진양조 1장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한국국

악학회, 2001), 제30권.  

10) 최미란,“가야금산조의 농현법연구-김병호류, 김죽파류, 함동정월류 진양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 최현영,“성금연 가야금산조의 음정측정 및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 양수연, “가야금산조의 음고 및 음정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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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를 악보 상 음고와 일치하도록 보정값을 더해준 후 각각의 음들을 비교

하였고 그 결과 악보 상으로는 같은 음일지라도 각 악조에서 음고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다.13) 

  이밖에도 가야금산조는 아니지만 경제와 향제 가야금풍류의 음고비교를 

한 연구14), 성악곡 중 민요와 시조를 각각 음향분석한 연구15), 정악피리의 

음향을 분석한 연구16), 그리고 훈과 해금의 음향을 분석한 연구17)가 있다. 

한편 산조의 지역적 특색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심지우18)는 “전남제 

가야금산조 진양조 선율 비교 분석 연구”에서 4가지의 전남제 가야금산조

의  진양조 우조 선율들이 서로 유사한 선율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선율을 토대로 하여 산조 특징의 기본이 되는 시김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허희성은 “가야금산조의 경조와 판소리 경드름과 민요, 

무가의 경토리 선율의 비교연구”에서 가야금산조 경조의 경우 전남제 산조

는 판소리 경드름을, 전북제 산조는 민요의 경토리를, 충청제 산조는 그 중

13) 최민정, “전통음악에서 음계구성음의 음정에대한 연구-최옥삼류 가야금산조중 진양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4) 이지영, “경제와 향제 가야금 풍류의 음고비교”, 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논문집
,2002.

15) 김경희, “평시조 (청산리 詞) 음정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7권, (한국국악학회, 1999).

    김영운, “민요의 요성 –민요권별 요성의 음향학적분석-”,  한국음악연구 (한국악학

회,1997), 제25권.

          , “시조 요성의 음향학적분석 –평시조의 상.하행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음  

 악학 (한국전통음악학회, 2004), 제5호.

          , “국립국악원 제작 PC용 음고분석 프로그램 ‘높이재기 2.0’ 을 이용한 정악대금 

독주곡의 음고 및 요성 분석”, 국립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2000), 제12집.

    임미선, “경기민요와 서도민요의 선율구조 비교연구”, 한국음악연구 (한국국악학회, 

2001), 제29권.

16) 양명석, “계면두거의 음향학적 분석 연구 –김태섭 연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7) 송재원, “녹음환경에 따른 해금의 음향학적 특성에 관한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3.

     장은렬 외,“개량 훈에 대한 음향학적 특성고찰”, 한국기계기술학회 제15권 제2호,    

  2013.

18) 심지우, “전남제 가야금산조 진양조 선율 비교 분석 연구-우조 시김새 활용을 중심으   

 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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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19) 최진은 “가야금산조 경드름의 음악

적 특성 고찰”에서 가야금산조 각 유파에 나타나는 경드름을 지역별로 분석

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남제가 경드름적 성격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고 충청제의 성금련류는 심상건류보다 전북제의 신관용류와 더 유사한 관

계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0) 윤도희는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구”에서 전남

제 한숙구 계보의 서공철 산조와 김윤덕, 정달영의 가야금산조 중 진양조의 

공통선율을 분석하여 서공철과 김윤덕류가 유사하고 계면조가 60%로 비중

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21)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한 지역 산조를 대상으로 삼아 

비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연구범위도 특정 조에 국한시켜 산조 

전체의 악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1930년대 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를 분석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최근의 시각적 분석에 중점을 둔 음향 분석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가야금산조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여 그 차이를 밝혀내고 

산조 형성기의 모습을 연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범위 

  본고의 연구범위는 시대적으로 1930년대에 녹음된 SP음반을 대상으로 

한다. 1930년대에 음반을 남긴 명인 중 지역적 전승계보에 따라 충청제 심

상건22)과 전북제 김종기 그리고 전남제인 한성기, 정남희, 강태홍의 음원으

19) 허희성, “가야금산조의 경조와 판소리의 경드름과 민요, 무가의 경토리 선율의 비교연

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0) 최진, “가야금산조 경드름의 음악적 특성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1) 윤도희,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구: 서공철, 김윤덕, 정달영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2) “충청제는 심창래(?~1895)와 박팔괘(1876~?)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심창래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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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 음반사 및 녹음번호 연주곡목 녹음연도 음원

심상건
Regal C183 – B 

(20913)

가야금 독주, 

진양
1930 음원 제공 – 권도희.

심상건
Columbia 40280 – A 

(20914)

가야금 독주, 

진양
1930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 2, 

신나라 1994 (SP 복각)

강태홍 Victor 49244 A 진양·중모리 1931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 2, 

신나라 1994 (SP 복각)

한성기

Taihei 9000 – A
가야금산조 

긴양 (上)

1933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2), 

지구레코드 1997 

(한국고음반연구회

 유성기음반 복각)Taihei 9000 – B
가야금산조 

긴양 (下)

김종기

Okeh 1869 (K535)

기악, 

가야금산조 

(진양上)
1936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1),

서울음반 1993 

(한국고음반연구회 

유성기음반 복각)Okeh 1869 (K536)

기악, 

가야금산조 

(진양下)

정남희

Columbia C-2005 

(22801)

가야금산조 

진양조 (一)

1939

가얏고 산조의 명인들(1),

서울음반 1993 

(한국고음반연구회

유성기음반 복각)
Columbia C-2005 

(22802)

가야금산조 

진양조 (二)

<표 1-1> 1930년대 SP음반 음원목록

로 한정한다. 또한 음반에 녹음된 악장 중 진양조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

하겠다. 동시대에 활동한 김병호와 함동정월 그리고 김죽파도 음반을 남겼

으나 이들은 진양조가 아닌 중모리 이후부터 녹음을 남겨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1930년대 SP 음반 음원목록은 아래 <표 1-1>과 같다.

심상건에게 가야금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나 심상건이 7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

에 심상건은 오히려 가야금병창과 판소리의 명인인 작은 아버지 심정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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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범위를 진양조로 한정한 이유는 진양조가 다른 악장보다 음의 시가가 

길어 음향측정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 곡마다 우조, 평조, 계면조의 조구

성이 비교적 다양하여 그에 따른 농현과 퇴성의 시김새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사용될 악보는 더욱 정확한 음향분석을 위해 필자가 위의 모든 곡

을 채보하였으며, 채보 시 현재 가야금산조 악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높

은음자리(G clef) 보표를 사용하였다.  

  1930년대 가야금산조는 연주자마다 음고의 차이가 있는데 음고가 가장 

높은 심상건과 가장 낮은 한성기는 264Hz에서 234Hz로 약 30Hz의 차이

가 있다. 이것은 가야금 조율의 기준이 되는 제6현의 C4 음고가 지금과 같

이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23) 

  한편 같은 심상건산조의 경우라도 시대적으로 음고의 차이가 있었는데24) 

본고에서 연구할 1930년대 산조는 현재 연주되는 산조의 음고와 큰 차이가 

없다. 

  본고에서 사용할 가야금 구음과 음역은 <그림 1-1>과 같다.

23) “A4가 현재의 440Hz로 고정된 것은 1939년 런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부터

이다.”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150쪽.

24) 김해숙이 “심상건 가야금산조의 선율구성 원리”에서 연구한 심상건 산조는 1960년대 

산조로 추정되며 제 6현의 실음이 F음에 가까워서 C보다 완전 5도 낮은 음이라고 하였

다. 김해숙, 산조연구 (세광음악출판사, 1987), 34쪽.

   김효선은 1958년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심상건 산조를 연구하였으며 심상건 산조의 음고

를 실음과 기보음과의 차이가 6도 정도라고 표기하였다. 김효선, “심상건 후기 가야금산

조의 음악적 특징: 1958년 녹음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년, 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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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30년대 심상건 산조와 동시대 산조들의 사용 음역

  음향분석 대상이 되는 음은 선법을 이루는 주요 구성 음들25) 중에서 다

양한 음역과 길이에 따라, 각 조마다 10개씩 선정한 음으로 한 연주자당 약 

30개의 음이 된다. 그러나 음의 어택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주파수의 불확

실성(uncertainty in frequency)26)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석하는 음의 길이

는 최소 1소박 이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고장단이나 여러 가지 잡음

으로 인해 주파수검출이 어렵거나 분석할 음고에 영향을 미쳐 상호간섭

(interference)27)의 작용이 일어날 경우의 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5) 우조, 평조, 계면조에서 중심음의 下二에 해당하는 떠는 음과 중심음의 上一에 해당하는 

퇴성음이 분석대상이 된다. 그러나 심상건, 김종기, 정남희의 경우 평조에서 중심음의 上

一을 떨고 上二를 퇴성하여 예외의 경우로 분석하였다.

26) Benade, Arthur H. Fundamentals of Musical Acous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64쪽.

27) Campbell, M. and Greated, C. The Musician’s Guide to Acoustics. New York: 

Shirmer Books, 1987,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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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II장에서는 먼저 1930년대 가야금산조의 종지선율을 중심으로 장을 나누

고, 조구성에 따른 음조직과 시김새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악조구분은 김해

숙 연구방법28)에 근거하여 분석할 것이며, 떠는 음의 위치와 퇴성, 꺾는 음

의 유무에 따른 시김새도 아울러 고려하여 음조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II장에서는 III장에서 분석할 악조별 시김새 중 측정대상의 농현, 퇴성음을 

선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농현, 퇴성음의 선별은 황

준연의 연구29)에 따라 선율적 시김새가 아닌 악조 구성음적 시김새를 중심

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떠는 음을 그 형태에 따라 <표 1-2>

과 같이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농현의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넓게(크게)’ 또는 ‘좁게(작게)’와 같이 떠는 폭의 정도를 단순하게 구별하는 

데에 머물고 있을 뿐 학술적으로 세분하여 명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음파

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경우, 농현 주파수 형태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현의 종류를 여러 가지 형

태로 구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현의 형태를 상행농현30)・증폭농현・감

폭농현・철(凸)농현31)・평농현・불규칙 농현 등 총 6종으로 세분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또한 각 농현 형태의 악조별 출현 경향도 III장에서 함께 논의

될 것이다. 한편, 꺾는 음 중에서 전북/전남제 산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두 

번 겹쳐 꺾는 음을 “겹꺾는 음”으로 명명하며, 꺾는 음에서 꺾는 폭이 

50cent 미만인 음32)은 퇴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8) 김해숙, “가야금 산조의 유파별 비교”, 산조연구(세광음악출판사, 1978), 93쪽.

29)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10~111쪽.

30)상행농현과 비교될 수 있는 하행농현은 본고의 음향분석 결과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꺾는 음 이후에 따라오는 퇴성의 과정에서 하행하며 농현하는 형태로는 

출현하였다. 

31) 요(凹)농현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50cent의 음폭은 반음의 반, 즉 quartertone에 해당되는데 이보다도 작은 음폭은 음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를 의도적인 꺾는 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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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 명칭 농현 형태

상행농현

(cf. 하행농현)
음고가 점점 올라가서 어 올리듯이 하는 농현

증폭농현 농현폭이 뒤로 갈수록 커지는 농현

감폭농현 농현폭이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농현

철(凸)농현

(cf. 요(凹)농현)
농현의 가운데 부분의 폭이 큰 농현

평농현 일정한 형태와 음고를 유지하는 농현

불규칙농현 일정한 형태 없이 불규칙한 농현

<표 1-2> 본고에서 제시한 농현의 형태와 이름

  1930년대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조구성은 우조, 돌장, 평조, 계면조로 나

뉘는데, 이들은 구전조명(口傳調名)에 해당한다.33) 이 구전조명과 실제로 분

석된 선율의 선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구전조명으로 우조로 

인식된 진양조 시작 부분은 음조직적인 면에서 계면조가 쓰이기도 한다.34)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전되는 조의 명칭을 중심으로 장을 나누되, 그 안에서 

다시 음조직을 세 히 분석하여 선법을 나타낼 것이다.

   조(調)의 명칭은 “g평조”, “g계면조” 방식의 표기 방법을 택할 것이다.  

민속악 분석에 있어 조 명칭에 대해 ‘g본청 계면조’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

나, 본고에서는 ‘본청’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선법의 중심음을 지시하는 음

명과 선법명을 사용하려 한다. 그리고 단락(장)의 구획 단위는 최소 3각 이

상으로 설정하였다. 3각 이내의 미세한 변화에 따른 단락 구획에 기초한 산

조의 음조직 연구보다 음조직을 이루는 구성음의 시김새 분석이 본고의 중

점적인 연구 목적이기 때문이다.  

33) 가야금산조에서 쓰이고 있는 조의 명칭은 반드시 선법적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연

주기법이나 선율진행법, 악상 등 여러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34) 진양조의 구전조명인 우조 부분에서 ‘a계면조’와 ‘e계면조’가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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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장의 시김새 연구에서는 음파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Sonic Visualizer (version 2.4)35)가 사용되었다. 

  Sonic Visualizer는 런던대학 (University of London)의 디지털 음악 센

터 (Center for Digital Music)에서 2005년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14년 

현재 2.4.1 버전이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nic Visualizer의 Windows 

7 버전을 Dell사의 T3400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에 음악 분석에 많이 사용되었던 높이재기, Praat 등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Sonic Visualizer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분석 대상 악곡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음파가 여러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고, 사용자가 그 표시

된 화면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가 분석할 대상의 악곡의 특징적인 부분을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그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용이하게 해주므로 어떤 특정

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36)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음향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하고자 하는 곡의 CD에서 .wav 파일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 사용

된 CD는 1930년대 SP 음반을 리마스터링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원

본 음반이 녹음될 당시의 기술의 한계와 리마스터링 당시(1990년대) 보존

되어 있는 음반의 상태가 음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D

로 리마스터링 된 이후부터 분석을 위해 컴퓨터용 파일로 변환하기까지는 

.wav 파일의 형식이 CD의 비트수와 샘플링 빈도수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

문에 음질 변화가 없다. 파일 추출에는 Windows 7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

는 Windows Media Player를 이용하였다.

  2) 추출한 파일을 Sonic Visualizer로 읽어 들인다. Sonic Visualizer는 

기본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음량을 형상화한 음파의 형태를 보여준다(<그

35) Sonic Visualizer, http://www.sonicvisualizer.org/, 2005 – 2014.

36) Cook, N. and Leech-Wilkinson, D. A Musicologist’s Guide to Sonic Visualiser. 
http://www.chamr.rhul.ac.uk/analysing/p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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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2>). 

<그림 1-2> Sonic Visualizer의 기본 디스플레이 음파 

  3) Sonic Visualizer 창에 pane(작업 구역)을 2개 추가하고, 이에 

Spectrogram layer와 Peak Frequency Spectrogram layer를 선택한다. 

여기서 Spectrogram layer (<그림 1-3> 윗 부분)을 생성할 때, 가야금 악

기의 특성에 맞추어 음의 주파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default로 제

공되는 파라미터 값 중 Scale은 dBV^2, Window는 2048과 75%로 세팅한

다. 또 하나의 pane에는 Peak Frequency Spectrogram (<그림 1-3> 아래 

부분)을 default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생성시킨다.

  Spectrogram layer는 배음과 기본음을 확인하고 주파수 변화의 특징을 

알아보기 용이하게 만들기에 특징적인 음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고 Peak 

Frequency Spectrogram은 분석하고자 하는 음을Hz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

해 주므로 궁극적으로 음의 정량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4) 퇴성, 농현 등 분석할 부분을 찾아낸 후 해당 부분의 음 주파수 변화

를 기록하기 위해 Peak Frequency Spectrogram layer가 보이는 pane에 

New Time Values layer를 추가하여 주파수 값을 기록한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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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pectrogram layer

<그림 1-4> 주파수 데이터를 수치로 변환과정

  5) Time Values layer에 기록된 주파수와 시간의 데이터는 Export 

Annotation layer 기능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6) 저장된 데이터는 Excel에서 읽어 들인 후 그래프로 변환하고 주파수

는cent 값으로 변환37)하여 음정의 변화폭과 농현의 경우, 농현의 초당횟수 

등을 계산한다(<그림 1-5>). 

37) 주파수(Hz)를cent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ent = 1200 ˟ log2(Hz/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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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xcel을 이용한 주파수 분석 작업 모습

  각 주파수의 절대cent 값은 A3에 해당하는 220Hz를 기준으로 계산하였

다. 따라서 가야금 음역에서 A2(110Hz)= -1200cent, A3(220Hz)= 0cent, 

A4(440Hz)= 1200cent, A5(880Hz)= 2400cent가 된다(12개 반음에 대한 

평균율 환산표는 부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Hz를 cent로 변환시킬 때, 로그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서는 높은 주파수에 비해서 작은 Hz값의 차이가 더 

큰cent값의 차이에 해당되므로 <그림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Hz값을 기

준으로 그려진 주파수 그래프에서 실제 음폭과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

다.38) 따라서 주파수 그래프의 절대적인 음폭 크기를 비교하기 보다는 그 

형태를 비교하고 음폭은 cent로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8) Eargle, John M. Music, Sound and Technolog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2013, 60쪽.

   Levarie, Sigmund and Levy, Emst. Tone: A Study in Musical                 
Acoustics, Kent, OH: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0,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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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30년대 가야금산조의 음조직

  본 장에서는 SP 음반에 나타난 1930년대 가야금산조의 음조직을 알아보

기 위해 각 조마다 종지선율과 중심음을 기준으로 장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악조별 시김새의 변화도 살펴봄으로써 III장에서 측정할 농현, 퇴

성음을 선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1. 심상건

  1930년대 녹음된 심상건 산조 음반은 Regal C 183과 Columbia 40280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음반은 우조와 평조, 계면조를 분리해서 따로 녹음

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두 음반 모두를 분석하고자 한다.

  Regal C 183은 심상건이 만 41세인 1930년에 녹음한 것으로 (Regal C 

183-A)는 다스름으로만 이루어졌고, (Regal C 183-B)는 우조와 평조로 

구성되었다. 이 음반에서 청의 음고는 징(g)이 264Hz로 측정되는데, 이는 

평균율 C4보다 약간 높은 음(+20cent)이다. 따라서 현재 연주되는 산조와 

큰 차이가 없으나, 동시대  다른 산조들보다는 반음 이상 높게 조율해놓고 

연주하였다. 이것은 심상건의 Regal 음반 뿐 아니라 동시대 음반인 

Columbia 음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

해볼 수 있다. 첫째, 심상건이 사용하는 겹청조현법이 주로 낮은 음역에서

의 연주가 빈번함으로, 전체적으로 음을 올려 이를 보완하려 했던 것이 아

닐까 생각된다. 둘째, 당시 심상건은 시나위나 봉장취 연주와 음반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이 때문에 청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 분석할 심상건 산조의 진양조는 Regal C 183에 녹음된 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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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각과 평조 15각, 그리고 Columbia 40280에 녹음된 계면조 24각이 된다. 

두 음반에 녹음자료를 종합하면 진양조는 총 49각이 되며, 우조 10각, 평조 

15각, 계면조 24각으로 계면조가 가장 길다. 

1) 우조

  심상건 진양의 우조 부분은 모두 10각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39)(제1–4

각)과 제2장(제5–10각)으로 나뉜다.   

    

1

4

<악보 2-1> 심상건 우조 제1장

  내드름으로 칭(eʹ)을 쭉 뻗어주는 선율이 제1각과 제2각에서 계속되는데 

칭(eʹ)의 옥타브 아래음 동(e)과 찌(dʹ) 그리고 집는 주법으로 지(b)가 짧게 

장식음으로 쓰였다.

  제 4각 제1박에서 지(b)를 농현 하고 칭(eʹ)으로 상행한 후 땅(a)을 거쳐 

징(g)으로 종지한다. 제1장의 구성음은 G, d, e, g, a, b, cʹ, dʹ, eʹ 이며, 주

요음은 d, e, g, a, b의 ‘g우조’이다. 지(b)를 농현 하고 있으며 종지음은 징

(g)이다. 제1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4각 제1박의 농현음 지(b)이다.

39) 일반적으로 산조는 무한 선율의 전개구조가 아니며, 시작 선율 즉 내드름 으로 시작하

여 마치는 선율 즉 종지가 있다. 내드름부터 종지까지 하나의 독립된 선율 단위를 장(章)

이라 한다면 산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 악장(진양조, 중모리 등)은 여러 장이 연결된 것이

라고 하겠다. –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와 거문고 산조”,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제6권, 

2006,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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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악보 2-2> 심상건 우조 제2장

  제5각 제1박에서는 동(e)을 징(g)까지 눌러서 f#까지 천천히 퇴성해주었

다가 다시 제3박부터 옥타브 위로 올라가 쫑(gʹ)으로 누른 뒤 퇴성하며 강

조한다. 쫑(gʹ) 음은 6박까지 이어지며 쫑(gʹ)→f#ʹ→칭(eʹ)으로 하행진행 한

다. 이 때 쫑(gʹ) → f#ʹ 음은 꺾는 음보다는 퇴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7각 제3박에서는 찌(dʹ)를 눌러 칭(eʹ)을 만든 후 그 다음에 오는 제8각

까지 칭(eʹ) → 땅(a) → 징(g)으로 하행진행하며 종지한다. 이 선율은 첫박

의 음만 쫑(gʹ)으로 다를 뿐 결국 제1장 제4각의 종지선율을 확대한 결과와 

같다.

  심상건 산조의 우조 2장을 분석한 결과 주요음은 b, dʹ, eʹ, gʹ→f#ʹ이며, 

지(b)를 농현하고 쫑(gʹ) → f#ʹ으로 퇴성하는 ‘eʹ 계면조’의 시김새로 나타

났다. 제2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5각 제2박의 징(g)과 제6각 1, 5박의 

쫑(gʹ) 퇴성음과 제7각 제1, 2박의 지(b) 농현음이다. 

  이상 살펴본 우조 1, 2장의 음조직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고, 음조직

에 쓰인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의 음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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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 g(징) 우조

2장 eʹ(칭) 계면조

<표 2-1> 심상건 우조의 음조직

장 각(각수)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1~4(4) g우조 g(징) b(지) 4각1박 없음 N/A

2 6(5~10) eʹ계면조 e(동) b(지)
7각1,2박

10각3박

g(징)
5각2박

10각2박

gʹ(쫑) 6각1,5박

<표 2-2> 심상건 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2) 평조

   심상건 평조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장(제11~14각)과, 

제2장 (제15~20각), 그리고 제3장(제21~25각)이다.



- 20 -

    

11

12

<악보 2-3> 심상건 평조 제1장

  제11각은 동(e)을 집어서 농현 한 후 둥(A)을 집거나, 거나, 한음 아래

서 눌러내는 가야금산조의 다양한 주법을 이용해 변화를 주면서 연주하고 

있다. 특히 둘째 박에 당(d)을 동(e)으로 미는 주법은 평조 부분의 모든 시

작 선율에서 나타나고 있다(제11, 15, 21각). 

  제12각의 첫 박은 둥(A)을 B로 눌렀다가 퇴성하고 동(e)으로 올라가 동

음연타한 후 제4박에서 갑자기 옥타브 아래 E로 뚝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덩(A1)40)음으로 연결된다. 심상건 산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겹청 조현

법41)의 덩(A1)은 심상건 산조 중, 이 평조 제1장 부분에서 한번 나온다. 이

상 평조 제1장의 분석 결과 출현음은 A1,G, A, B, d, e, a, b, dʹ 이고 주요

음은 동(e), 둥(B), 당(d)이며 둥(A)으로 종지하는 ‘a평조’음계로 둥(B)을 퇴

성한다. 평조 제1장에서 심상건 산조의 특징인 겹청 조현법의 덩(A1)음이 

등장하면서 낮은 음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평조 제1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11각 제1박의 동(e) 농현과 제12각 제2박의 둥(A) 퇴성음이다.

40) 본고에서는 심상건의 제1현의 음을 덩(A1)으로 명명함. 

41) 심상건 산조의 겹청조현법.

     



- 21 -

21

<악보 2-5> 심상건 평조 제3장

   

15

16

17

18

<악보 2-4> 심상건 평조 제2장

  제15각은 동(e)을 농현 하고 당(d)을 집는 수법을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

는데 특히 당(d)을 동(e)까지 어 올리는 수법이 4박에서 출현한다. 이는 

평조 시작을 알리는 음으로서 제1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제6박 마지막 음 

당(D)에서 제16각의 둥(A)으로 4도 하행진행 후 둥(A)을 농현 해주고 제4

박의 동(e)에서 퇴성을 한 뒤 당(d)으로 하행진행 하는 ‘d평조 음계’가 잠시 

나타난다. 제17각 제4박에서는 땅(a)을 농현하고 제18각 제5박에서 2소박

동안 지(b)를 퇴성하는데 이것은 중심음의 上一을 떨고 上二를 퇴성하는 ‘g

평조’음계이다. 출현음은 D, G, A, B, d, e, g, a, b, dʹ이며, 주요음은 동

(e), 당(d), 지(b), 땅(a)이다. 땅(a)을 농현하고 동(e)과 지(b)를 퇴성한다. 

제16각 제1박의 둥(A) 농현과 제16각 제4박의 동(e), 제18각 제5박의 지

(b)퇴성음이 측정 대상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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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5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 a(땅) 평조

2장(15~16각) d(당) 평조

<표 2-3> 심상건 평조의 음조직

   

  

  제3장의 시작선율은 제2장의 시작선율을 한 옥타브 올린 것이다. 제22각

에서는 지(b)를 퇴성하면서 찌(dʹ)로 상행진행하고, 제25각 제1박에서 땅(a)

을 농현하여, 음조직은 제2장과 같은 ‘g평조’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각인 25각에서는 땅(a)과 징(g)를 거쳐 둥(A)으로 하행진행하며 

중심음에서 완전 4도 아래 음으로 종지한다. 심상건 평조에서는 모든 장에

서 위와 같은  g→e→d→A 종지형이 나타난다.  

심상건 평조 제3장의 주요음은 칭(eʹ), 찌(dʹ), 땅(a)이며 둥(A)으로 종지하

며 땅(a)을 농현하고 지(b)를 퇴성한다. 제3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22각 

제2박의 지(b) 퇴성음과 제25각 제1박의 땅(a) 농현음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평조 1, 2, 3장의 음조직은 <표 2-3>과 같고, 음조직

에 쓰인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의 음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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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17~20각), 

3장
g(징) 평조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4(11~14) a평조 A(둥) e(동) 11각1박 B(둥)
12각1박

14각5박

2 6(15~20) d→g평조 A(둥)

A(둥) 16각1박 e(동) 16각4박

a(땅)
17각4박

19각3박
b(지) 18각5박

3 5(21~25) g평조 A(둥) a(땅) 25각1박 b(지) 22각2박

<표 2-4> 심상건 평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3) 계면조

  심상건산조 진양조의 계면조 선율은 1930년에 녹음된 Columbia 

40280-A에 전한다. 이 음반의 계면조는 총 24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주

시간은 3분 22초이다. 같은 음반 40280-B에는 사설(120 장단)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 사설은 오늘날의 휘모리에 해당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2) 심상

건의 계면조 징(g)의 음고를 측정 해본 결과 우조와 평조보다 약간 낮아져 

263Hz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평균율 C4보다 9cent정도 높은음에 해당된다. 

계면조 선법 내에서 중심음이 이동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음역에서 

42) 권도희,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 한국음반학 제9호, (서울: 한국고음반학회, 1999),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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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심상건 계면조 제1장

연주하고 있다가 마지막 장에서야 높은 음역으로 살짝 옮겨 간다. 

  심상건의 계면조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1~8각), 제2장

(9~12각), 제3장(13~16각), 제4장(17~20각), 제5장(21~24각)으로 나뉜다.

  제1장은 청(D), 흥(G), 둥,(A), 당(d)의 저음역에서만 연주된다. 계면조의 

내드름에 해당하는 제1각은 당(d)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다음 각까지 이어지

다가 제3각 3째박에서 흥(G)으로 하행하여 제4각에서 f→e로 동(e)을 꺾고, 

D를 요성하는 ‘d계면조’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처음 내드름을 당(d)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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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악보 2-7> 심상건 계면조 제3장

작한 것으로 보아, 심상건은  당(d) 중심의 음계를 즐겨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43)

  종지 형태를 살펴보면 제4각에서 당(d)으로 종지하고 있는 듯하나 다음에 

오는 새로운 시작선율이 완전히 새로운 선율이라기보다는 4각 마지막 음을 

옥타브 아래로 내려 시작하고 있어 독립된 장으로 보기 힘들다. 제1장의 출

현음은 D, G, A, B♭, d, e, f이며, A, d, e, f가 주요음으로 제1~4각은 ‘d

계면조’로, 제5~8각은 ‘g계면조’로 이루어졌다. 제4각 제1박의 동(e)퇴성음

과 제8각 제4박의 청(D) 농현음이 음향분석 대상음이다. 

  제14각 제1박에서는 둥(A)을 농현하고 제5박에서 f→e 꺾는 음이 나오면

서 ‘d계면조’의 시김새가 잠시 나타나지만, 제15각에서는 둥(A)을 꺾어주고 

당(d)을 농현하는 ‘g계면조’로 돌아온다. 제16각에서는 땅(a)을 꺾어주고 징

43) 심상건 산조 조현법의 제1현은 거문고의 무현 역할을 한다. 제5현(당줄)을 주음으로 삼

기 때문에 다른 산조들이 제6현(징줄)을 주음으로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역이 낮

아지는 효과가 있다. 송인길 “심상건 가야금산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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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1~4각) d(당) 계면조

<표 2-5> 심상건 계면조의 음조직

(g)과 당(d)을 반복하다가 징(g)으로 종지한다. 제3장의 출현음은 D, G, A, 

d, g, a, b♭이며, 주요음은 G, A, d, g, a, b♭의 ‘g계면조’이다. 음향분석 대

상음은 제15각 제6박의 당(d) 농현음이다.  

17

20

<악보 2-8> 심상건 계면조 제4장

  제4장은 전형적인 ‘g계면조’ 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7각의 제4박에서 

땅(a)을 꺾어주고 징(g)으로 하행진행하며, 제20각에서 징(g)을 어올리고, 

막는 주법을 연속사용한 후 당(d)을 떨면서 하행진행한다. 제4장의 출현음

은 G, d, g, a, b♭,cʹ이며, 주요음은 당(d), 징(g), 땅(b♭→a)으로, 징(g)으로 

종지한다. 제4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17각 제1, 4박의 땅(a) 퇴성음과 

제20각 제3박의 당(d) 농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심상건 계면조 1~5장의 음조직은 <표 2-5>와 같고, 장

별 음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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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5~8각) 

2,3,4,5장
g(징) 계면조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8(1~8) d→g계면조 D(청) D(청) 8각4박
f→

e(동)
4각1박

2 4(9~12) g계면조 D(청) D(청) N/A A(둥) 11각3,4박

3 4(13~16) g계면조 g(징) d(당) 15각6박 a(땅) N/A

4 4(17~20) g계면조 g(징) d(당)
18각3박

20각3박
a(땅) 17각1,4박

5 4(21~24) g계면조 g(징) d(당) 24각3박 a(땅) N/A

<표 2-6> 심상건 계면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위의 표<2-6>을 보면, 심상건 계면조의 음조직은 제1장의(1~4각) ‘d계면

조’를 제외하면 제2장부터 마지막 제5장까지 모두 ‘g계면조’로 이루어졌다. 

제1장(제1~4각)에 출현하는 주요음은 A, d, f→e, G로 ‘d계면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동(e)음을 꺾는다.   

  제2장(제9~12각)의 주요 출현음은 D, G, A, B♭, 로 청(D)을 농현하고 

둥(A)을 꺾는 ‘g계면조’이다. 그러나 1장과 같은 청(D)으로 종지한다. 제3장

(제13~16각)의 주요음은 A, G, g, a로 당(d)을 농현하고 b♭→a 꺾는 음이 

출현하며, 제4장(제17~20각)~제5장(제21~24각) 또한 당(d)을 농현하고 땅

(a)을 꺾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계면조의 음조직 구성을 보면 1930년대 심

상건 산조는 주로 ‘g계면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d계면조’로의 조

바꿈을 시도하며 그에 따른 시김새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심상건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의 음을 

종합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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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별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우

조

1 4(1~4) g 우조 g(징) b(지) 4각1박 없음 N/A

2 6(5~10) eʹ계면조 e(동) b(지)

7각1박

7각2박

10각3박

g(징)
5각2박

10각2박

gʹ(쫑)
6각1박

6각5박

평

조

1 4(11~14) a평조 A(둥) e(동) 11각1박 B(둥)
12각1박

14각5박

2 6(15~20) d→g평조 A(둥)

A(둥) 16각1박 e(동) 16각4박

a(땅)
17각4박

19각3박
b(지) 18각5박

3 5(21~25) g평조 A(둥) a(땅) 25각1박 b(지) 22각2박

계면

조

1 8(1~8)
d→g계면

조
D(청) D(청) 8각4박

f→

e(동)
4각1박

2 4(9~12) g계면조 D(청) D(청) N/A A(둥)
11각3박

11각4박

3 4(13~16) g계면조 g(징) d(당) 15각6박 a(땅) N/A

4 4(17~20) g계면조 g(징) d(당)
18각3박

20각3박
a(땅)

17각1박

17각4박

5 4(21~24) g계면조 g(징) d(당) 24각3박 a(땅) N/A

<표 2-7> 심상건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2. 김종기

  김종기가 1936년에 녹음한 Okeh 1869 음반은 진양上(K 535)과 진양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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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김종기 우조 제3장

(K536)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Okeh 음반에는 진양 이외에 중모리(상, 하), 

살푸리, 자진중머리, 자진당학, 자진모리가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음반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은 진양과 중모리까지이다. 이 음반은 김종기가 30대 초반

에 녹음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야금산조를 녹음한 직후 30년대 중 후반 쯤

에 요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김종기는 우조, 평조, 계면조모두 징(g)의 

음고가 245Hz로 나타나고 이는 평균율 B3보다 조금 낮은음(-29cent)에 해

당한다. 연주 시간은 진양상이 3분 19초, 진양하가 3분 26초로 돌장의 중

간부분에서 上(상), 下(하)로 나뉜다. 진양조 가락은 우조 28각, 돌장4각, 평

조7각, 계면조 24각으로 총 63각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조가 계면조보다 길

다. 

1) 우조
 

우조는 모두 6장으로 제1장(1~3각), 제2장(4~8각), 제3장(9~12각), 제4장

(13~19각), 제5장(20~24각), 제6장(25~28각)으로 구성되었다.

44) 권도희, “김종기 산조와 산조사의 수수께끼”,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제6권, 2006,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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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0> 김종기 우조 제4장

  제3장 제9각의 선율은 쫑(gʹ)을 내드름으로 시작한 후 제5박에서 쫑(gʹ) 
→ f#ʹ으로 퇴성하며 칭(eʹ)까지 하행한다. 

  김종기는 우조에서 이와 동일한 선율의 ‘eʹ계면조’로 2, 3, 4장을 시작한

다. 제10각 제1박에서 다시 한 번 짧게 쫑(gʹ)→f#ʹ으로 퇴성한 후 쨍(bʹ)을 

전성하고 쫑(gʹ)을 다시 거쳐 칭(eʹ)까지 하행 진행한다. 제11각과 12각에서

는 징(g)→땅(a)→칭(eʹ)을 거쳐 제4박에서 동(e)을 농현하고, 땅(a)으로 진

행하는 ‘a계면조’로 조바꿈한다. 

  제12각 제4, 5, 6박의 선율은 다음 장에서의 조바꿈을 암시하며 징(g)으

로 종지하며 1, 2, 3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의 음들중 음향분석 대상

음은 제9각 제5박, 제10각 제1박의 쫑(gʹ) 퇴성음과 제11각 제4박의 동(e)

농 현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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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제13각도 제2장의 제4각, 제3장의 제9각과 동일하게 우조 내드름 선율을 

‘eʹ계면조’ 시작한 후, 제14각에서 당-동-둥-청 (d-e-B-E)을 거쳐서 둥(A)

까지 하행진행 하는 ‘A계면조’로 바뀐다. 마지막 박의 둥(A→c)에서 추성으

로 어 올리며 끝나기 때문에 종지선율이지만 독립적이지 않고 다음 각과 

연결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각의 끝 음이 추성이나 퇴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율은 독립된 종지로 보기 어렵다. 제15, 16, 17각까지 동(e)과 땅(a)이 

주요음 으로 이어지고 제18박에서 지금까지 제2, 3, 4장의 시작선율에 나왔

던 동(e), 땅(a), 징(g)의 선율이 다시 나오면서 시작하는 느낌을 주다가, 제

5, 6 박에서 ‘a계면조’의 퇴성음인 지(cʹ)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제19각에

서 땅(a)으로 종지한다. 제4장의 출현음은 D, E, A, B, c, d, e, f, g, a, b

이며, 주요음이 A, B, c, d, e 로 나타나는 ‘a계면조’이다. 

  제4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16각 제1박, 제19각 제3박의 동(e) 농현이

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종기 우조의 음조직은 <표 2-8>과 같고, 장별 음조직

과 시김새 및 측정대상의 음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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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3(1~3) a계면조 g(징) 없음 N/A cʹ(지) N/A

2 5(4~8) e→a계면조 g(징) b(지) 8각4박 g→f# 4각5박

3 4(9~12) eʹ→a계면조 g(징) e(동) 11각4박 gʹ→fʹ# 9각5박

10각1박

4 7(13~19) e→a계면조 a(땅) e(동)
16각1박

19각3박
cʹ(지) N/A

5 5(20~24) a계면조 a(땅) e(동) 21각4박 cʹ(지) 21각2박

6 4(25~28) a계면조 a(땅) e(동) N/A cʹ(지) 27각1박

<표 2-9> 김종기 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

2장(6~8각),

3장(11~12각),

4장(14~19각),

5,6장

a(땅) 계면조

2장(1~2각),

3장(9~10각),

4장(13각)

e(동) 계면조

<표 2-8> 김종기 우조의 음조직

2) 돌장
  

  돌장은 모두 4각(제29~32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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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32

<악보 2-11> 김종기 돌장

  제29각의 제1박은 땅(a)을 옥타브로 집어주고 찌(dʹ)를 눌러 칭 (eʹ)까지 

추성해준다. 제3박에서 징(g)을 땅(a)으로 눌러 막는 스타카토 주법이 나온

다. 제 31각의 제 1, 2박에서 동(e)을 당(d)으로 퇴성 하고 있어 조가 바뀌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2각에서 징(g)으로 종지한다. 돌장의 출현음은 

D, G, A, d, e, g, a, b, cʹ, dʹ, eʹ이며 주요음은 d, e, g, a, b 의 ‘g평조’이

다.

  김종기 돌장의 음조직은 다음 <표 2-10>과 같고, 음조직과 시김새 및 측

정 대상음을 종합하면 다음 <표 2-11>과 같다.

중심음 조 음조직

g(징) 평조

<표 2-10> 김종기 돌장의 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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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악보 2-12> 김종기 평조 제 1장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돌장 4(29~32) g평조 g(징)
e(동) N/A

cʹ(지) N/A

a(땅) N/A

<표 2-11> 김종기 돌장의 음조직과 시김새 

3) 평조

  김종기 평조는 총 7각으로 두 개의 장으로 구획되는데, 제1장은 제 

33~35각, 제2장은 제 36~39각으로 나뉜다.

 

  제 33, 34 각의 선율은 칭(eʹ)과 찌(dʹ) 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

조에서 잘 쓰이지 않는 중심음 3도 아래음인 칭(eʹ)이 옥타브 위에서 주요 

음이 되면서 김종기의 평조는 결과적으로 5음 음계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34각의 제 5박 지(b)를 퇴성하고 제 35각의 제 

5박 땅(a)을 농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김새 특징은 판소리 평조에서 쓰이

는 남부경토리가 아닌, 진경 토리45)에 해당한다. 평조 제1장의 출현음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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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g, a, cʹ, dʹ, eʹ이며 땅(a)을 농현하고 지(cʹ)를 퇴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종기 평조의 음조직은 <표 2-12>와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2장 g(징) 평조

<표 2-12> 김종기 평조의 음조직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3(33~3

5)
g평조 g(징) a(땅) 35각4,5박 cʹ(지)

33각3박

34각3,5박

35각3박

2
4(36~3

9)
g평조 g(징) a(땅) 38각2,4박 cʹ(지) N/A

<표 2-13> 김종기 평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4) 계면조

  김종기의 계면조는 모두 24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제40~47각), 

제2장(제48~55각), 제3장(제 56~63각)의 3장으로 나뉘고, 각 장 모두 8각

45) 진경토리는 판소리에 사용되는 경조와 유사한데, 이는 sol•la•doʹ•reʹ•miʹ/faʹ 의 5음 음

계 평조선법이며 miʹ에서 퇴성하고 reʹ에서 요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5음 중 

특정음에 비중을 두지 않고 다섯음을 고르게 사용한다.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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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42

43

44

45

46

47

<악보 2-13> 김종기 계면조 제 1장

으로 구성된다.

  제 40각의 제 1, 2박에서 땅(a)을 연속해서 꺾고, 제 41각 제2박에서 땅

(a)의 미분음적 하행진행 후 당(d)으로 내려와 농현 하고 중심음 징(g)으로 

종지한다. 제 41각은 전형적인 계면조의 종지선율이나, 제 40~41각의 두 

각으로 한 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뒤에 이어질 제 42~47각과 함께 1

장으로 포함시키겠다.

  제 42각은 쫑(gʹ)으로 짧게 동음연타하며 내드름 선율을 시작하다가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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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악보 2-14> 김종기 계면조 제 2장

박에서 찌(dʹ)를 농현한다. 제 42~45각까지 쫑(gʹ)을 중심으로 지(cʹ)를 전

성하거나 쨍(aʹ)을 꺾고, 제 46각에서 찌(dʹ)와 지(b♭)을 거쳐 징(g)으로 하

행하며 4박을 뻗는다. 김종기의 계면조 제1장은 조바꿈대신 중심음(g￫ gʹ￫ 
g)을 옥타브 위아래로 이동하며 음역변화를 주고 있다. 제1장의 출현음은 

G, d, g, a, b♭, cʹ, dʹ,  gʹ, aʹ이며 당(d)을 농현하고 땅(a)을 꺾는 ‘g계면

조’이다.  계면조 제1장의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40각 제1박, 제41각 제2박

의 땅(a)퇴성음과 제45각 제4박의 찌(dʹ), 제47각 제4박의 당(d)농현이다.

  제50각은 찌(dʹ)에서 칭(fʹ)까지 음을 눌러 3도 위로 진행하고, 제 51각에

서는 쨍(b♭ʹ)을 연속해서 퉁기고 꺾으면서 계면조에서 가장 애절한 선율로 

연주하고 있다. 제 52각에 제2박의 땅(a) 꺾는음은 김종기의 특징적인 시김

새로 3소박동안 크게 음을 두 번 꺾는다. 제53각의 시작선율을 보면, 지(b

♭)에서 5도 위의 음인 칭(fʹ)으로 갑자기 도약진행하면서 징(g)을 계속 추성

하고  제 55각에서 완전한 종지선율이 이루어진다. 제2장의 출현음은 G, d, 

g, a, b♭, cʹ, dʹ, fʹ, gʹ, aʹ, b♭ʹ으로 이루어진 ‘g계면조’이다. 제52각 제2박

과 제53각 제4박의 땅(a) 퇴성음이 측정대상음이다.



- 38 -

  이상 살펴본 김종기 계면조의 음조직은 <표 2-14>와 같고, 장별 음조직

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을 정리하면 <표 2-15>와 같다.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 2, 3장 g(징) 계면조

<표 2-14> 김종기 계면조의 음조직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8(40~47) g계면조 g(징)
dʹ(찌) 45각4박

a(땅)
40각1박

41각2박
d(당) 47각4박

2 8(48~55) g계면조 g(징) d(당) 55각4박 a(땅)

52각2박

53각4박

54각6박

3 8(56~63) g계면조 g(징) d(당)
57각3박

62각2박
a(땅) N/A

<표 2-15> 김종기 계면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표 2-16>에서 음조직을 살펴보면 우조에서 ‘e→ a계면조’가 쓰이며 지

(b)와 동(e)을 농현하고 g → f#과 지(cʹ)를 퇴성하고 있다. 평조에서는 g평

조가 쓰이며 땅(a)을 농현하고 지(cʹ)를 퇴성한다. 계면조에서는 모두 ‘g계면

조’가 쓰이며 당(d)을 농현하고 땅(a)을 퇴성한다. 우조 제1, 2, 3장에서 조

바꿈을 암시하는  징(g)종지형이 쓰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김종기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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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우

조

1 3(1~3) a계면조 g(징) 없음 N/A cʹ(지) N/A

2 5(4~8) e→a계면조 g(징) b(지) 8각4박 g→f# 4각5박

3 4(9~12) eʹ→a계면조 g(징) e(동) 11각4박 gʹ→fʹ# 9각5박

10각1박

4 7(13~19) e→a계면조 a(땅) e(동)
16각1박

19각3박
cʹ(지) N/A

5 5(20~24) a계면조 a(땅) e(동) 21각4박 cʹ(지) 21각2박

6 4(25~28) a계면조 a(땅) e(동) N/A cʹ(지) 27각1박

돌장 4(29~32) g평조 g(징)
e(동) N/A

cʹ(지) N/A
a(땅) N/A

평

조

1 3(33~35) g평조 g(징) a(땅) 35각4,5박 cʹ(지)

33각3박

34각3,5박

35각3박

2 4(36~39) g평조 g(징) a(땅) 38각2,4박 cʹ(지) N/A

계

면

조

1 8(40~47) g계면조 g(징)
dʹ(찌) 45각4박

a(땅)
40각1박

41각2박
d(당) 47각4박

2 8(48~55) g계면조 g(징) d(당) 55각4박 a(땅)

52각2박

53각4박

54각6박

3 8(56~63) g계면조 g(징) d(당)
57각3박

62각2박
a(땅) N/A

<표 2-16> 김종기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리하면 다음 <표 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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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성기

  한성기는 그의 나이 44세인 1933년에 Taihei에서 3장의 음반을 발표하

는데, 그 중 Taihei 9000-A에 진양(上)이, Taihei 9000-B에 진양(下)가 

녹음되어 있다. 진양(上)은 우조와 돌장 부분이고 녹음시간은 2분 47초이

며, 진양(下)는 계면조이고 녹음시간은 2분 35초이다.   이는 동 시대 다른 

산조들이 음반 한 면에 3분을 넘겨 녹음한 것에 비해 조금 짧은 시간이다. 

특히 진양(上) 부분 돌장 뒤에 평조가 녹음되어 있지 않고 끝나는데 이것은 

음반 녹음의 시간제약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음반에서는 진양 내

드름 첫 각 부분이 불분명한데 초기 발견 당시 김해숙의 채보46)에는 제 1

각 마지막 5, 6 박에 둥(A)을 기록하였으나 본인이 채보한 SP 복각음반 ‘가

얏고 산조의 명인들(2)’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 김해숙의 

채보악보를 보면, 저음역 동(e)에서의 내드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성기의 제자로 알려진 김운선(김죽파)도 자주 사용하는 연주방법이다47). 본

고에서는 SP 복각음반에 녹음된 상태로 종지선율부터를 제 1각으로 해서 

우조를 총 22각으로 보겠다. 한성기의 징(g)의 음고는 우조가 235Hz로 평

균율 B3보다 조금 높고(+14cent) 계면조에서는 234Hz(+7cent)로 측정되

어 전체적으로 1930년대 산조 중 가장 음고가 낮았다.  녹음자료에서 평조

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었으며, 우조 22각, 돌장 5각, 계면조 29각의 총 56

각으로 구성되었다.

1) 우조

  우조는 5장으로 나뉜다. 제1장은 1-5각, 제2장은 6-9각, 제3장은 10–15

46) 김해숙, “한성기 가야금산조 연구”, 한국음반학 제5호, 1995, 268쪽.

47) 필자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8년간 김죽파 선생에게 직접 사사받았을 때 본 바로는 

주로 저음역 동(e) 내드름을 즐겨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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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악보 2-15> 한성기 우조 제1장

각, 제4장은 6–18각, 제5장은 19– 22각으로 구성된다. 

우조 제1장 제2각에서는 제1각 마지막 박의 징(g)을 옥타브 위로 올라가 

쫑(gʹ)에서 시작하는데 제 3, 4박에서 쫑-징-쫑(gʹ-g-gʹ)을 반복하다가 제 

5박에서 쫑(gʹ → f#ʹ)을 퇴성해주고 칭(eʹ)으로 하행하는 ‘e계면조’ 음계가 

나타난다. 이것은 다음 각까지 이어지며 제 3각 마지막 박에서 칭(eʹ)으로 

하행한다. 제 4각에서 칭(eʹ)의 5도 아래 땅(a)으로 내려와 제 6박까지 같은 

음을 지속시키고 있어 중심음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제 5각에서 한 옥

타브 더 내려와 둥(A)을 계속 연결시키며 같은 음을 반복하는 종지를 하고 

있다. 우조에서 한각 전체를 같은 음으로 반복하는 종지 형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종지선율의 모습이다.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3각 제1, 4박의 

쫑(gʹ) 퇴성음이다.

        

  

제3장 제10각의 시작선율은 제6각의 시작선율을 4도 위로 올린 것인데, 마

지막 5, 6박의 동(e)은 떠는 음인 관계로 땅(a)으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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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15

<악보 2-16> 한성기 우조 제3장

인다. 결과적으로 제2장과 제3장의 시작선율은 동일하다. 제11각은 떠는 음 

동(e)과 중심음 땅(a)이 연속 반복되며 ‘a계면조’임 을 강조하고 있다. 한성

기의 우조는 이 ‘a계면조’가 주요 음조직으로 나타나는데 제3장에서는 구성

음중 징(g)이 생략되었다.

  제12각은 새로운 시작 선율로서 찌(dʹ)가 주요음이 된다. 제13각에서는 

이 선율을 이어 받아 칭(eʹ)을 반복하며 고조시키다가 다시 찌(dʹ)로 하행한

다. 제14각은 지(b)를 눌러 cʹ → b로 퇴성하며 동(e)을 농현 해주고 중심음 

땅(a)으로 올라가는 ‘a 계면조’의 종지 모습을 보이나, 다음 각에서 다시 한 

번 선율을 이어받아 반복하고 있어 종지선율은 제15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 하겠다. 다만 제15각의 선율을 살펴보면 마지막 제6박에 땅-지-칭 

(a-b-eʹ)으로의 다음 각으로 가기 위한 연결음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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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5(1~5) eʹ￫a계면조 a(땅) e(동) N/A gʹ(쫑) 3각1,4박

2 4(6~9) a계면조 a(땅) e(동) 6각4박 cʹ(지) 7각2박

3 6(10~15) a계면조

a(b,eʹ) 
연결형종

지

e(동)

11각1박

14각4박

15각4박

cʹ(지) N/A

4 3(16~18) a계면조 a(땅) e(동) N/A cʹ(지)
15각2박

16각2박

5 4(19~22) a계면조

a(b) 

연결형종

지

e(동) 21각3박 cʹ(지) N/A

<표 2-18> 한성기 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형태는 다른 산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음향분석이 이루어질 음은 제11각 

제1박, 제14각 제4박, 제15각 제4박의 동(e)농현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성기 우조의 음조직은 <표 2-17>과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을 정리하면 <표 2-18>과 같다.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2~3각) eʹ(칭) 계면조

1장(4~5각)

2,3,4,5장
a(땅) 계면조

<표 2-17> 한성기 우조의 음조직

  한성기 산조의 우조는 ‘eʹ → a계면조’로 구성되어있고 a음 종지가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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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27

<악보 2-17> 한성기 돌장

다. ‘eʹ계면조’ 음계는 제1장의 도입부분에서 잠시 출현하므로 결과적으로 

‘a계면조’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심상건, 김종기의 경우 우조에서 중

심음으로 종지하기보다 다른 음(주로 징(g)음)으로 종지할 때가 더 많았으

나, 한성기는 ‘a계면조’에서 중심음 땅(a)으로 종지하였다. 즉 우조의 선법은 

점차적으로 ‘a계면조’로 정돈되어나가며 간결해지는 모습이다. 전남제 한성

기산조의 특징은 우조의 음조직을 다른 산조보다 간결하게 구성하고 있는 

점과 제3장과 제5장에서 연결형 종지음(a, b, eʹ) 이 쓰인 것이다. 

2) 돌장

  돌장은 모두 5각(제23~27각)으로 이루어졌다.

   

  제23각은 징(g)부터 시작해서 칭(eʹ)까지 점차적으로 선율이 상행하는 모

습을 보이는데 제2, 3박에서 우조 마지막 각의 종지 선율의 연결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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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던 땅-징-지 (a-g-b) 선율이 나타난다. 제24각에서 땅(a)으로 옥타브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박에 동(e)을 퇴성하며 다음 각으로 이어진다. 제25

각에서 둘째 박에 당(d)이 출현하나 농현하지 않는다. 제4, 5박에 걸쳐 땅

(a)을 퇴성해 주고 징(g)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g평조’임을 알 수 있

다. 제26각에서 둥(A)과 흥(G)으로 내려갔다가 제 27각에서 둥(A)을 퇴성

하고 흥(G)과 청(D)을 거쳐 흥(G)으로 4도 상행진행하며 종지한다. 돌장의 

출현음은 D, G, A, d, e, g, a, cʹ, e이며, 주요음은  d, e, g, a, c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성기 돌장의 음조직은 <표 2-19>와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을 정리하면 <표 2-20>과 같다.

중심음 조 음조직

g(징) 평조

<표 2-19> 한성기 돌장의 음조직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돌장 5(23~27) g평조 G(흥) d(당) N/A a(땅) N/A

<표 2-20> 한성기 돌장의 음조직과 시김새 

3) 계면조

  한성기 산조 계면조는 모두 5장으로 제1장(28~35각), 제2장(36~38각), 

제3장(39~43각), 제4장(44~47각), 제5장(48~56각)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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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32

33

34

35

                <악보 2-18> 한성기 계면조 제1장

            

 

  계면조 제1장은 쫑(gʹ)에서 내드름을 시작하며 제29각에서 칭(fʹ)이 선율

구성의 주요 음으로 등장하며  gʹ → fʹ를 반복하다가 제31각에서 찌-지-땅 

(dʹ-cʹ-b♭-a)을 거쳐 징(g)으로 종지한다. 제32각은 떠는 음 당(d)을 거쳐

서 중심음 징(g)으로 상행진행하고 지(b♭)를 찌(dʹ)까지 눌러 내다가 퇴성하

듯이 흘러내린다. 특히 제32각 제3박의 지(b♭)음은 음을 전혀 꺾지 않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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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

46

47

                <악보 2-19> 한성기 계면조 제4장

성한다. 제33-35각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기보다는 중심음 징(g)으로 종

지하기 위한 선율로 짜여 있어 긴 종지 선율을 이루고 있다. 음향분석 대상

음은 제33각 제4박,제35각 제4박의 당(d)농현과 제34각 제1, 2박의 지(b♭)

이다. 

  제4장의 제44각은 쨍(b♭ʹ)과 쫑(gʹ)을 시작선율로, 계면조에서 가장 높은 

음역에서 내드름이 시작된다. 제45, 46각에서는 떠는 음이 당(d)과 찌(dʹ)에 

모두 출현하며 제47각에서 전형적인 ‘g 계면조’의 종지형태가 나타난다. 제

4장의 출현음은 G, d, g, a, b♭,cʹ,dʹ, fʹ, gʹ,b♭ʹ이며 주요음은 d, g, a, b♭,cʹ
이다.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45각 제3박, 제47각 제4박의 당(d)농현과 제47

각 제2박의 땅(a)퇴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성기 계면조의 음조직은 <표 2-21>과 같고, 장별 음

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은 <표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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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2,3,4,5장 g(징) 계면조

<표 2-21> 한성기 계면조의 음조직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8(28~35) g계면조 g(징) d(당)
33각4박

35각4박
a(땅) 34각1,2박

2 3(36~38) g계면조 g(징) d(당) N/A a(땅) N/A

3 5(39~43) g계면조 g(징) dʹ(찌) N/A a(땅) 43각4박

4 4(44~47) g계면조 g(징) d(당)
45각3박

47각4박
a(땅) 47각2박

5 9(48~56) g계면조 g(징) d(당) 56각3박 a(땅) 55각2박

<표 2-22> 한성기 계면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한성기는 우조에서 ‘eʹ ￫ a계면조’가 쓰이고 동(e)을 농현하고 지(cʹ) 와 

쫑(gʹ)을 퇴성하며 제3장과 제5장에서 연결형 종지(a-b-eʹ), (a-b)가 나타

난다. 돌장은 ‘g평조’로 당(d)을 농현하고 땅(a)을 퇴성하며 계면조에서는 ‘g

계면조’가 쓰이고 당(d)을 농현하고 땅(a)을 퇴성하거나 꺾는 시김새가 나타

나며 징(g)으로 종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성기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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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퇴성

우

조

1 5(1~5) eʹ￫a계면조 a(땅) e(동) N/A gʹ(쫑) 3각1,4박

2 4(6~9) a계면조 a(땅) e(동) 6각4박 cʹ(지) 7각2박

3 6(10~15) a계면조

a(b,eʹ) 
연결형

종지

e(동)

11각1박

14각4박

15각4박

cʹ(지) N/A

4 3(16~18) a계면조 a(땅) e(동) N/A cʹ(지)
15각2박

16각2박

5 4(19~22) a계면조

a(b) 

연결형

종지

e(동) 21각3박 cʹ(지) N/A

돌장 5(23~27) g평조 G(흥) d(당) N/A a(땅) N/A

계

면

조

1 8(28~35) g계면조 g(징) d(당)
33각4박

35각4박
a(땅) 34각1,2박

2 3(36~38) g계면조 g(징) d(당) N/A a(땅) N/A

3 5(39~43) g계면조 g(징) dʹ(찌) N/A a(땅) 43각4박

4 4(44~47) g계면조 g(징) d(당)
45각3박

47각4박
a(땅) 47각2박

5 9(48~56) g계면조 g(징) d(당) 56각3박 a(땅) 55각2박

<표 2-23> 한성기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4. 정남희

  정남희는 그의 나이 29세인 1934년에 Columbia 음반에서 Regal 보급반 

으로 가야금산조를 2매에 나누어 (Regal c199 A·B, c263 A·B) 취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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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년 후인 1939년에 다시 가야금산조 전곡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잦은모리, 연주시간: 21분 7초)을 Columbia (c2005 A·B)에서 녹음하였다. 

이 음반은 Columbia 정규음반이 보통 ‘40-’으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인 것

과 다르게 ‘20-’으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 정규음반이 아닐 것

으로 추정된다.48) 이 시기에 정남희가 취입한 가야금산조는 그가 안기옥을 

통해 전수 받은 김창조 산조에 자신의 가락을 보충하여 만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49)

  선법구성에 있어서 1934년의 정남희 산조가 평조와 계면조로만 구성되어 

있는 초기 김창조 산조와 가까운 반면 1939년 산조는 우조-돌장-평조-계

면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남희의 독창선율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본고에

서는 1939년에 녹음된 산조를 채택하여 분석하겠다. 정남희의 징(g)의 음고

는 우조에서 240Hz, 평조에서 243Hz, 계면조에서 241Hz로 나타나 우조와 

계면조는 B♭과 B음의 사이에 위치하고 평조는 B3보다 28cent 낮은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진양A에 우조와 평조가 녹음되어 있으며 연주시간은 3분 26초이고 진양

B에는 계면조가 녹음되었고 연주시간은 3분 35초이다. 우조는 15각, 돌장 

5각, 평조 6각, 계면조 30각의 총 56각으로 이루어져 계면조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1) 우조

 정남희 산조의 우조 부분은 총 15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2장은 제

48) Columbia 보급반 중에서 Columbia c2001–c2041에 해당되는 음반들이 있는데 이들과 

똑같은 음반들이 Regal c2001-c2014로도 발매되었다. 형태로 보면 Columbia와 Regal

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가격이 1원 20전으로 낮은 편이고, 명칭도 보급반이므로 리

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홈페이지: sparchive.dgu.edu 동국

대학교 문화학술원.

49) 윤은주,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와 정남희류 가야금산조의 선율비교: 진양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양승희, 정남희 가야금산조 연구 I (서울: 은하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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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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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20> 정남희 우조 제1장

1~8각, 제9~15각으로 나뉜다.

   

       

  제1각의 내드름 선율은 칭(eʹ)으로 시작하는 점이 여타 다른 산조와 같다. 

그러나 제2각에서의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제3박까지는 칭(eʹ)-지(b)-땅(a)

으로 하행진행 한 후 제4~6박까지 징(g)으로 뻗고 있다. 이러한 선율은 타 

산조에서는 제3각, 혹은 제4각에 해당하여 우조의 시작선율이 선율의 축소

로 점점 간결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각은 동(e)을 

징(g)까지 눌러낸 다음 제5박에서 g → f#으로 퇴성 후  동(e)으로 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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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4각에서 둥(A)을 눌러 C → B를 퇴성하고 다시 둥(A)으로 하행하는 

‘a계면조’의 선율진행이 이루어지며, 조바꿈을 한다. 제5각부터는 동(e)을 

농현 해주며, ‘a계면조’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마지막 제8각에서 지

(cʹ → b), 땅(a)의 선율진행과 동(e)을 농현 하고 4도 위의 음인 중심음 땅

(a)으로 종지한다. 음향분석 대상음은 제7각 제1박, 제8각 제4박의 동(e)농

현과 제3각 제5박의 징(g), 제7각 제2박, 제8각 제2박의 지(cʹ) 퇴성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남희 우조의 음조직은 <표 2-24>와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은 <표 2-25>와 같다.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1~3각) e(동) 계면조

1장(4~8각)

2장
a(땅) 계면조

<표 2-24> 정남희 우조의 음조직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8(1~8) e￫a계면조 a(땅) e(동)
7각1박

8각4박

g(징) 3각5박

cʹ(지)
7각2박

8각2박

2 7(9~15) a계면조 a(땅) e(동)

11각4박

14각3박

15각4박

cʹ(지)
14각1박

15각2박

<표 2-25> 정남희 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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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악보 2-21> 정남희 돌장

2) 돌장

  돌장은 모두 5각(제16~20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장의 제16각은 땅(a)에서 시작해서 찌(dʹ) → 칭(eʹ)과 지(cʹ) → 찌(dʹ)
로 어 올려 추성하면서 제5, 6째 박에 칭(eʹ)까지 올라가 동음 연타한다. 

이러한 선율형태는 한성기 산조의 돌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첫 시작 

음이 한성기에서는 징(g)에서 땅(a)으로 어 올려 추성하는 점이 다를 뿐

이다. 제17각의 제5박에서는 땅(a)을 지(cʹ )까지 어올린 후 다시 땅(a)을 

퇴성해주는 평조의 시김새가 나타나며, 제20각에서는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 

둥(A), 동(e), 당(d), 흥(G)을 거쳐 청(D)에서 4도 위의 흥(G)으로 종지하고 

있다.

  정남희 진양의 돌장은 장의 구조나 선율 형태가 같은 전남제인 한성기의 

돌장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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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악보 2-22> 정남희 평조

  이상에서 살펴본 정남희 돌장의 음조직은 <표 2-26>과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은 <표 2-27>과 같다.

중심음 조 음조직

g(징) 평조

<표 2-26> 정남희 돌장의 음조직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5(16~20) g평조 G(흥) d(당) N/A a(땅) N/A

<표 2-27> 정남희 돌장의 음조직과 시김새 

3) 평조

  평조는 모두 6각(제21~26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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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제21~22각은 평조로 들어가기 전 잠시 계면조의 선율진행이 나타나는데 

제22각에서 땅(a)을 연속해서 꺾고 제4박에서 당(d)을 농현 한 후 징(g)으

로 4도 상행한다. 제23각부터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는데 주요 음은 칭(eʹ), 
찌(dʹ), 지(cʹ), 쫑(gʹ), 땅(a)의 ‘g 평조’의 선율진행이고 앞의 돌장 음계 구

조와 같으면서 음역만 높게 이동한 모습이다. 제24각에서는 칭(eʹ)에서 지(c

ʹ)로 3도 하행하는 선율 형이 보이며 제26각에서는 땅(a)에서 중심음 징(g)

으로 2도 하행진행하며 종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남희 평조의 음조직은 <표 2-28>과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은 <표 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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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장(21~22각) g(징) 계면조

1장(23~26각) g(징) 평조

<표 2-28> 정남희 평조의 음조직

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6(21~26)
g계면조→

g평조
g(징)

d(당)
21각2박

21각4박
a(땅) 22각1,2박

a(땅)
26각1,2박

25각2박
cʹ(지)

24각2,5박

25각4박

<표 2-29> 정남희 평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4) 계면조

  계면조는 모두 30각(제27~56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마지막 각인 제

56각에서 음반의 소리가 제4박까지만 분명하게 들린 후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제5, 6박의 음을 제4박의 음으로 계속 진행했는지 

다른 음으로 상행 혹은 하행 진행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1장 제

28각의 선율 진행이 같으므로 당(d)으로 종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계면조는 모두 5장 (제27~30각), (제31~39 각), (제40~46 각), (제47~50 

각), (제51~56 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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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30

<악보 2-23> 정남희 계면조 제1장

31

<악보 2-24> 정남희 계면조 제2장

 

          

  정남희의 계면조 제1장은 징(g)으로 내드름을 시작하고 제28각에서 징(g)

의 옥타브 음을 동시에 연주하고 땅(a)을 꺾은 후, 중심음 징(g)을 거쳐 당

(d)으로 하행한다. 제29, 30 각은 1, 2, 3 박이 동일한 가운데 제29각은 징

(g)으로 상행하고, 제30각은 중심음의 4도 아래 떠는 음인 당(d)으로 종지

하는 점이 다르다. 즉 제29각은 떠는음에서 4도위의 징(g)으로 종지하고 제

30각은 다시 떠는음 당(d)으로 종지 한다. 제1장의 출현음은 G, d, g, a, b

♭, dʹ로 구성되어 있는 ‘g계면조’이다. 종지는 중심음 징(g)으로 종지 한 후 

4도 아래음인 당(d)으로 한 번 더 종지하는 긴 종지구 형태이고 이는 동시

대 산조의 계면조에서 볼 수 없는 정남희 종지의 특징이다. 음향분석이 이

루어질 음은 제28각 제4박, 제30각 제3박의 당(d)농현과 제29각 제1박의 

땅(a)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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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4

35

36

37

38

39

           

  제2장은 전체적으로 1박을 3소박으로 나누어 리듬분할을 하면서 곡의 단

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제31각의 경우 가야금의 뜯고 튕기는 주법이 반복되

면서 전체적으로 리듬이 2분할로 나눠지는 반면, 제32각에서는 뜯고 튕기

고 집는 주법까지 더해져 3분할의 리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2,3분할의 

리듬변화는 가야금의 연주주법으로 이루어지고 제36각까지 계속된다. 특히 

제34각 제4박에서는 3소박을 한 번 더 분할하는 리듬과 전성을 해주면서 

급하고 긴박한 느낌이 들게 한다. 이렇게 1박을 2,3소박으로 분할하여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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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4(27~30) g계면조 d(당) d(당)
28각4박

30각3박
a(땅) 29각1박

2 9(31~39) g계면조 d(당) d(당)
37각4박

39각4박
a(땅)

37각2박

38각2,3박

3 7(40~46) g계면조 g(징) d(당) 44각3박 a(땅) 44각2박

4 4(47~50) g계면조 g(징) d(당) N/A a(땅) N/A

5 6(51~56) g계면조 d(당) d(당) N/A a(땅) N/A

<표 2-31> 정남희 계면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가는 리듬 형태는 주로 계면조에서 나타나며, 전남제 산조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제37각에서 땅(a)을 꺾고 중심음 징(g)을 거쳐 당(d)으로 종지한다. 

제38~39 각은 계면조 제1장의 제29, 30 각과 동일한 긴 종지선율이다. 계

면조 제2장에서 측정될 음은 제37각 제4박, 제39각 제4박의 농현음 당(d)

과 제37각 제2박, 제38각 제2, 3박의 퇴성음 땅(a)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성기 계면조의 음조직은 <표 2-30>과 같고, 장별 음

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은 <표 2-31>과 같다.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2,3,4,5장 g(징) 계면조

<표 2-30> 한성기 계면조의 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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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우

조

1 8(1~8) e￫a계면조 a(땅) e(동)
7각1박

8각4박

g(징) 3각5박

cʹ(지)
7각2박

8각2박

2 7(9~15) a계면조 a(땅) e(동)

11각4박

14각3박

15각4박

cʹ(지)
14각1박

15각2박

돌장 5(16~20) g평조 G(흥) d(당) N/A a(땅) N/A

평조 6(21~26)
g계면조→

g평조
g(징)

d(당)
21각2박

21각4박
a(땅) 22각1,2박

a(땅)
26각1,2박

25각2박
cʹ(지)

24각2,5박

25각4박

계

면

조

1 4(27~30) g계면조 d(당) d(당)
28각4박

30각3박
a(땅) 29각1박

2 9(31~39) g계면조 d(당) d(당)
37각4박

39각4박
a(땅)

37각2박

38각2,3박

<표 2-32> 정남희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정남희의 우조는 ‘e→a계면조’ 음계가 쓰여 같은 전남제 산조인 한성기와 

같다. 계면조에서는 ‘g계면조’가 쓰이지만 계면조 1, 2 5 장의 종지음이 징

(g)이 아닌 떠는 음 당(d)으로 종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d)으로 종

지하면서 농현은 당(d), 퇴성은 땅(a)으로 ‘g계면조’의 시김새가 변함없이 

나타나 변청 계면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계면조 1, 2 장의  마지막 부

분이 두 번의 종지, 즉 중심음인 징(g)으로 먼저 종지하고 당(d)으로 한 번 

더 종지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30년대 정남희 산조의 종지방법이

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끔까지 살펴본 정남희 진양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및 측정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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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40~46) g계면조 g(징) d(당) 44각3박 a(땅) 44각2박

4 4(47~50) g계면조 g(징) d(당) N/A a(땅) N/A

5 6(51~56) g계면조 d(당) d(당) N/A a(땅) N/A

1

2

              <악보 2-25> 강태홍 계면조 제1장

5. 강태홍

  강태홍은 1931년에 빅터음반 (Victor 49244 – A•B)에서 가야금산조를 

녹음한다. 이 음반은 앞면에 진양과 중모리, 뒷면에 자진중모리, 잔모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한 면에 진양과 중모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어 연주시간이 

매우 짧다(진양: 1분 15초).

   진양조는 총 13각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계면조로만 되어 있다. 이 음반

에 계면조만 녹음한 것은 한 면에 진양과 중모리 두 개의 악장을 녹음해야 

하는 시간 제약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우조 혹은 평조가 아닌 계면조

만 녹음된 것은 당시 강태홍 산조를 대표하면서 그가 즐겨 탔던 가락을 추

려 연주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강태홍의 계면조 징(g)의 음고는 239Hz로 이는 평균율 B♭3과 B3의 사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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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계면조 내드름 리듬의 제1박 중에서, 1소박 리듬이 ‘강’으로 뒤의 2소박 

리듬이 ‘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강, 약의 대비는 제3각 제4박까지 계속되

다가 제5박에서 그 위치가 바뀌며 변화를 준다. 제1, 2각은 서로 출현 음과 

선율진행이 일치하는데 지(b♭)와 찌(dʹ)를 퇴성하듯이 흘러내리면서 중심음 

징(g)으로 하행한다. 

  한편, 제3각의 제1~4박까지의 선율은  제1각의 선율이 축소되어 나타난

다. 즉, 제1각의 지(b♭)에서 징(g)으로 3도 하행하는 선율 형과 찌(dʹ)에서 

징(g)으로 5도 하행하는 선율 형이 번갈아 이어진다. 제4각부터는 cʹ가 출

현하는데, 선율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려는 준비 단계

로 쓰인다. 제6박에서 징(g)-지(b♭)-cʹ로 한 박 내에서 순차적으로 상행진

행하며 긴장감을 주고 제5각에서 찌(dʹ)-쫑(gʹ)-쨍(b♭ʹ)까지 진행한다. 특히, 

제5각 제1박에서 싱코페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종지각인 제6각 제5

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강태홍 산조의 분명한 강, 약 리듬 

대비와 싱코페이션 현상은 음악적 흐름이 늘어지지 않고 씩씩한 느낌을 주

어 타 산조 계면조의 느낌과 다르다. 또한 다른 산조에서는 볼 수 없는 독

특한 농현 으로  전체적인 선율이 슬프거나 애절하지 않고  밝게 느껴진다.  

음향분석 측정 대상음은 제5각 제1, 6박의 찌(dʹ)농현과 제1각 제1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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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각

음조직 시김새

선법 종지 농현
해당 

측정음
퇴성

해당 

측정음

1 6(1~6) g계면조 g(징) dʹ(찌) 5각1,6박 b♭(지)

1각1박

3각1박

4각5박

6각4박

2 7(7~13) g계면조 g(징)
d(당)

9각6박

13각4박
b♭(지) 8각3박

dʹ(찌) 10각4박

<표 2-34> 강태홍 계면조의 음조직과 시김새 

각 제1박, 제4각 제5박, 제6각 제4박의 지(b♭) 퇴성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강태홍 계면조의 음조직은 <표2-33>과 같고, 장별 음조

직과 시김새 및 측정 대상음은 <표 2-34>와 같다.

출현 단락 중심음 조 음조직

1,2장 g(징) 계면조

<표 2-33> 강태홍 계면조의 음조직

 

  

  강태홍 산조는 전남제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계면조의 특성인 꺾는 음과 

농현이 많이 쓰이지 않는 평계면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음 3도 위, 즉, 

꺾는 위 음 인 지(b♭)를 주로 퇴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계면

조에서 꺾는 위아래 음이 서로 분리되어 사용되는 모습은 중고제 판소리에

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50)이며 심상건 계면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같은 전남제로 분류되고 있는 한성기, 정남희와 같이 계면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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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붙임 새에서는 싱코페이션 현상으로 박의 셈, 여림의 위치가 바뀌어 곡

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긴박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점이 전남제 산조와 동일하

게 나타난다. 하지만 강태홍 산조는 전남제산조의 계면조 임에도 불구하고 

선율이 슬프게 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강태홍 특유의 지(b♭)음을 꺾지 

않고 퇴성 하는 것과 떠는 음을 경쾌한 느낌의 농현 으로 표현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장의 구조에서는 전남제 산조와 마찬가지로 종지구에 종지선율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긴 종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

리해보면 강태홍 산조는 선율구성과 곡의 구조 면에서는 전남제 산조와 가

까우나 시김새는 충청제, 즉 중고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30년대의 가야금산조 진양조를 연주자별, 지역별로 나누어 

음조직과 그에 따른 시김새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30년대 진

양조의 악조와 각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제 심상건은 계면조가 가장 많이 포함

되었지만, 평조의 비중도 다른 지역 산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북제 김

종기는 우조가 계면조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전남제 산조인 한성

기와 정남희는  계면조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기→한성기→

정남희로 갈수록 우조의 각수는 줄고 계면조는 늘어나는 형태이다.  

50) 계면조에서 doʹ, si의 꺾는 목이 각각 doʹ와 si로 분리되어 선율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

용되면서 宮음인 la와 si의 2도 진행은 평조에서 宮과 上음인 doʹ ↔ reʹ의 2도 진행과 

동일해진다. 결국 심정순은 계면조를 평조 화시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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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1930년대 진양조의 악조와 각수의 분포도

  한편, 강태홍은 계면조 만을 녹음하였는데 이는 한 면에 진양과 중모리를 

같이 녹음해야 하는 시간의 제약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강태홍 자

신이 가장 즐겨 타는 부분을 녹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음반 청취자들이 계면조 산조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의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충청제는 평조, 전북제는 우조, 전남제는 계면조의 비중이 높

은 것이 지역적 특색인지 시대적 흐름과 관계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고제 – 평조, 동편제 – 우조, 서편제 – 계

면조51)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조직 분석결과 충청제 심상건은 우조에 ‘g우조’와 ‘eʹ계면조’를 사용하

고, 평조에서 ‘a→d→g평조’를, 계면조에서는 ‘d→g계면조’가 함께 쓰였다. 

51) “악조개념 동편제가 우조를 지시하고 악조개념 서편제가 계면조를 지시하는 것처럼 중

고제라는 용어에도 유파개념 밖에 악조 개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설렁제라는 것

은 이미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악조 중고제의 다른 하나는 평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보형, ”유파 개념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 판소리 연구 (판소리학회, 제23집 ),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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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와 계면조에서 당(d)이 징(g) 중심음으로 바뀌기 전에 잠시 나타나며, 

이때 종지음은 중심음에서 7도 아래음 둥(A), 4도 아래음 청(D)으로 한다. 

따라서 1930년대는 심상건 산조의 당(d)중심음 사용과 종지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기 전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북제 김종기는 우조에서 

‘e→a계면조’가 쓰인다. 평조는 ‘g평조’로, 시김새는 중심음의 上一을 떨고, 

上二를 퇴성하는데, 이것은 30년대 산조의 ‘g평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 계면조는 ‘g계면조’로 구성되고, 시김새는 각 음마다 꾸밈이 많고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전남제 한성기는 우조에서 ‘e→a계면조’가 쓰였고, 중

심음 땅(a)뒤에 오는 연결형 종지(a-b-e′)가 특징이며 계면조는 ‘g계면조’로 

이루어졌다. 정남희는 우조에서 ‘e→a계면조’가 사용되었고, 평조는 ‘g계면

조→g평조’로, 계면조는 ‘g계면조’로 이루어졌다. ‘g계면조’ 중 제1, 2, 5장

에서 시김새의 변화는 없으나 종지음만 당(d)인 점이 특징이다. 강태홍은 

계면조에서 ‘g계면조’가 쓰였으나 꺾는음 대신 지(b♭)를 퇴성하고, 당(d)농

현도 짧게 끊는 듯이 경쾌하게 처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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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30년대 가야금산조 시김새 음향분석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음조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악조별 선법

에 따라 다양한 시김새의 모습을 컴퓨터 프로그램 Sonic Visualizer를 이용

하여 분석하겠다. 시김새는 크게 농현52)과 퇴성53)으로 나누어 연주자와 지

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심상건 

  심상건 산조를 악조별로 우조, 평조, 계면조로 나누어 각각의 농현과 퇴

성의 시김새를 살펴보겠다. 심상건의 악조에서 돌장54)은 나타나지 않아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1) 우조의 시김새

  우조의 음조직중 ‘g우조’와 ‘e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인 지

(b)와 ‘e계면조’의 퇴성음인 징, 쫑(g, gʹ)을 분석하겠다.

 

52) “요성에는 연주법이 다른 다양한 형태가 보이는데 (중략) 하나는 선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율적 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악조 구성음의 특정음에만 반드시 붙어 나오는 

구성음적 요성이다.”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년), 111

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II장의 음조직 분석결과에 따라 악조구성음에 해당하는 시김새를 

분석할 것이다. 

53) “한국음악에서 넓은 뜻의 농현에는 퇴성이 포함되어 있듯이 꺾는 음도 크게 보아 퇴성

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206

쪽.  따라서 퇴성, 꺾는 음을 장을 나누지 않고 큰 틀에서 함께 분석하겠지만 각각 나타

나는 수치는 따로 분리해서 살펴 보겠다.

54) 돌장이 4~5 각으로 구성된 김종기, 한성기, 정남희의 경우 또한 농현과 퇴성의 샘플을 

충분히 얻기가 힘들어 3장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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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조 농현 지(b)음

<악보 3-1> 심상건 우조 농현 제4각 제1박

  제1박의 지(b) 농현은 333Hz에서 시작하여 0.89초 동안 4.5회 농현하고 

있다.  최저음인 325Hz는 지(b)음에 해당하므로 심상건은 떠는 음인 지(b)

음을 눌러내지 않고 개방현으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시작부

분의 농현은 뚜렷하지 않다가  뒤로 갈수록 농현폭이 분명해지며 일정한 편

이다. 이 지(b)음은 ‘g우조’의 떠는 음에 해당하며 농현 폭은 98cent 이고 

이것은 반음에 해당된다. ‘g우조’에서 심상건은 시김새 표현을 거의 하지 않

고 음을 평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지(b)음만을 예외로 떨고 있다. 

농현 속도는 5.1회/초로 비교적 느린 속도로 농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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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심상건 우조 농현 제7각 제1, 2 박

  제1박 2, 3 소박에 해당하는 지(b)는 ‘e계면조’의 떠는 음이다. 309Hz에

서 시작하여 최고음은 345Hz까지 올라가지만 최저음은 처음 시작 음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 앞의 <악보 3-1>의 지(b)음과 같은 음 이지만 땅(a)을 

눌러내는 음이기 때문에 시작음이 약 24Hz정도 낮다. 위의 음은 농현 시작

부분보다 뒤로 갈수록 농현 폭이 작아지는데 이렇게 앞이 큰 농현은 음을 

눌러 비비듯이 농현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농현 형태를 감폭농현이

라 부르겠다. 이러한 감폭농현은 전체적으로 농현폭이 넓게 나타나는데 결

과적으로 ‘e계면조’의 농현이 ‘g우조’의 농현보다 좀더 넓은 폭과 아울러 의

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농현임을 알 수 있다. 최고음이 345Hz 정도로 일정하

지만 최저음만이 309→313→316→326Hz로 올라가고 있다. 농현폭은 평균 

128cent이며 농현 속도는 6.4회/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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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각 제2박의 3소박에 해당하는 지(b)는 불규칙한 농현 형태를 보이며 

334Hz에서 시작해서 0.47초 동안 약 3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e계면조’의 

떠는음에 해당하며 앞의 제7각 제1박 음과 이어지는 음이다. 고음평균 

342Hz, 저음평균 310Hz이며 농현 폭은 80cent로 반음에 못 미치는 정도

로 좁은 편이고 농현 속도는 5.8 회/초 로 나타난다.

<악보 3-3> 심상건 우조 농현 제10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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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0각 제3박의 농현 지(b)는 한 박의 길이에 해당 (총 0.83초)하는 

농현 임에도 불구하고 농현 폭이 79cent로 지금까지 우조 농현 중 폭이 가

장 좁다. 반면 농현 속도는 4.1회/초로 빠르지 않다. 이는 농현의 크기가 좁

으면 농현의 속도 또한 빨라진다는 그간의 인식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농현의 형태는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음고 지(b) 지(b) 지(b) 지(b) 평균

위치 4각 1박 7각 1박 7각 2박 10각 3박

시가 3소박 2소박 1소박 2소박

농현횟수 4.5 4.5 3 3

농현초당횟수 5.1 6.4 5.8 4.1 5.4

농현폭(cent) 98 128 80 79 96

심상건

<표 3-1> 심상건 우조의 농현분석

  위의 <표 3-1>에서와 같이 심상건은 ‘g우조’와 ‘e계면조’에서 모두 지(b)

음을 농현 하고 있다. 특히 제7각 제1박의 음은 ‘e계면조’에 해당하는 떠는

음으로, 농현 폭이 128cent로 가장 넓으며 농현 속도 또한 6.4회/초로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 제10각 제3박의 지(b)음은 농현폭이 79cent로 가장 

좁으나 농현 속도는 4.1회/초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따라서 심상건의 농현은 농현폭이 크면 농현 속도가 느려진다는 기본 인

식과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한편, 심상건 우조 농현은 주로 불규칙한 형태

로 나타나고 가장 큰 농현 폭을 보인 것은 감폭농현 형태이다. 평균 농현폭

은 96cent로 반음에 해당하며 평균 농현 속도는 5.4회/초이다.

(2) 우조 퇴성(징, 쫑)

① 우조 퇴성 징(g)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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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심상건 우조 퇴성 제5각 제2박

  심상건은 ‘e계면조’에서 출현하는 퇴성음인 징(g)을 거의 모두 퇴성해주고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위의 음은 중심음으로 상행진행하기 전 음으로, 

꺾지 않고 음을 흘리는 모습이다. 시작음 265Hz에서 끝음 253Hz인 퇴성폭

은 79cent로 크지 않다.

<악보 3-5> 심상건 우조 퇴성 제10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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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0각 제2박의 퇴성음은 ‘e계면조’의 퇴성음에 해당하며, 앞의 제5

각 제2박의 음보다 퇴성폭이 넓게 나타난다. 262Hz에서 시작하여 241Hz까

지 음을 흘리며 퇴성폭은 142cent이다. 앞의 퇴성음과 마찬가지로 상행진

행하고 있어 음을 꺾지 않고 있다.

② 우조 퇴성 쫑(gʹ)음
<악보 3-6> 심상건 우조 퇴성 제6각 제1, 5 박

  칭(eʹ)을 눌러내는 제1박의 쫑(gʹ)은 ‘e계면조’의 퇴성음으로 같은 음의 퇴

성음인 제5박 음에 비해 약하게 농현 하며 퇴성한다. 

이것은 음의 길이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음의 길이가 긴 제1박 

음은 퇴성 + 농현의 형태로 하행함을 알 수 있다. 

  시작음은 524Hz이고 끝음이 480Hz로 퇴성폭은 154cent이다. 따라서 심

상건 우조 퇴성음 중 그 폭이 가장 넓다. 한편 위의 음은 우조 퇴성음 중 

유일하게 꺾는 폭이 나타나지만 그 폭은 21cent로 매우 좁다. 제1박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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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심음 칭(eʹ)으로 하행진행(gʹ→f#ʹ→eʹ)하고 있지만 꺾지 않고 퇴성하고 

있다.

  제5박의 퇴성음은 하행 진행하는 음임에도 불구하고 음을 꺾지 않고 흘

려 퇴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오는 장식음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바로 하강하는 퇴성음은 시작음이 약간 더 높은 것(533Hz)을 앞의 제1박 

쫑(gʹ)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퇴성은 흔히 상퇴성으로 불리며, 

533Hz에서 시작하여 505Hz까지 퇴성하고 퇴성폭은 112cent로 반음 정도

이다. 

음고 징(g) 징(g) 쫑(g´) 쫑(g´) 평균

위치 5각 2박 10각 2박 6각 1박 6각 5박

시가 3소박 1소박 3소박 1소박

시작음 (Hz) 265 262 524 533

끝음 (Hz) 253 241 480 505

퇴성폭 (cent) 79 142 154 112 122

꺾는 폭 (cent) 21 21

심상건

<표 3-2> 심상건 우조의 퇴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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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심상건 우조 퇴성의 꺾는 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퇴성폭은 평균 122cent로 반음이 조금 넘는다. 심상건의 우조에서는 

퇴성음인 징(g)을 실제로 평으로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음의 세기를 강하

게 하여 뜯은 후 왼손의 시김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평으로 소리 낼 때 

소리의 강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심리적으로 퇴성하는 음처럼 들리는 경우

가 있다.55) 즉, 심상건은 우조에서 왼손 시김새를 강하게 쓰지 않고 오른손 

소리의 강, 약으로 곡을 표현하고 있다.

2) 평조의 시김새

  평조의 음조직중 ‘g평조’와 ‘d평조’, ‘a평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

인 땅, 둥, 동(a, A, e)과 퇴성음 둥, 지, 동, 칭(B, b, e, eʹ)을 분석하겠다. 

(1) 평조 농현(땅, 둥, 동)

① 평조 농현 땅(a)음

<악보 3-7> 심상건 평조 농현 제17각 제4박

55) “주파수를 일정하게 고정시켜둔 채 소리의 세기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것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리가 점점 사라져갈 

때 음고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시간 동안 소리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이다.” Davies, J. B. The Psychology of Music.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8,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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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은 ‘g 평조’의 떠는 음에 해당하는 땅(a)음으로 한 박의 길이이고 

1초가 넘는 1.30초 동안 농현하고 있다. 농현의 모양은 규칙적이지 않으며 

농현의 크기는 시작 부분보다 뒤쪽으로 갈수로 커진다. 농현폭은 95cent로 

반음 정도이고 농현 속도는 4회/초로 느린 편이다.

<악보 3-8> 심상건 평조 농현 제19각 제3박

  제3박 2, 3 소박의 땅(a)은 ‘g평조’의 농현음에 해당한다. 특히 제3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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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dʹ)→땅(a)의 하행진행으로 4도 아래음을 농현하며, 심상건 평조 농현 중 

그 폭이 가장 넓다. 시작음은 267Hz이고 평균 농현폭은 141cent로 단2도

보다 조금 큰 차이가 난다. 위의 그래프에서 4회의 농현이 규칙적으로 나타

나며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9> 심상건 평조 농현 제24각 제2박

  

  위의 떠는 음은 징(g)을 눌러 농현하는 음으로 0.52초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농현 횟수는 초당 4회/초이며 농현폭은 97cent이다.

<악보 3-10> 심상건 평조 농현 제25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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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땅(a)음은 2소박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주시간이 0.95초로 거의 

1초에 가까우며 농현의 모양도 일정하고 안정된 편이다. 농현폭은 94cent

로 반음이고 농현 속도는 4회/초로 나타난다.

② 평조 농현 둥(A)음

<악보 3-11> 심상건 평조 농현 제16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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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6각 제1박의 둥(A)은 옥타브 아래의 저음역에서 농현함에도 불

구하고 농현폭이 반음 조금 못 미치는 87cent로 좁은 편이다. 연주시간은 

1.08 초이며 농현 속도는 5회/초로 나타난다.

③ 평조 농현 동(e)음

<악보 3-12> 심상건 평조 농현 제11각 제1박

  

  제1박 음은 328Hz에서 시작하는데 이 음은 지(b)에 해당한다. 평균 농현

폭은 100cent로 반음에 해당하며 누르는 음이 아닌 개방현으로 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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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땅(a) 땅(a) 땅(a) 둥(A) 동(e) 평균

위치 17각 4박 19각 3박 25각 1박 16각 1박 11각 1박

시가 3소박 2소박 2소박 3소박 1소박

농현횟수 5 4 4 5.5 5

농현초당횟수 4 6 4 5 4.9 4.8

농현폭(cent) 95 141 94 87 101 103

심상건

<표 3-3> 심상건 평조의 농현분석

  심상건의 평조에서 땅(a)은 ‘g평조’의 떠는음에 해당한다. 특히 제19각 제

3박의 음은 농현폭이 141cent로 가장 높으며, 다른 음보다 농현의 폭과 형

태가 매우 안정적이다. 또한 높은 농현 폭에도 불구하고 농현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심상건은 농현의 폭과 속도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평조 농현은 평균적으로 반음정도의 폭을 보여 

좁은 편이고 농현 속도도 4.8 회/초로 느리게 닌디. 심상건은 평조 농현 시

김새의 음악적 표현이 매우 절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조 퇴성 (둥, 지, 동)

① 평조 퇴성 둥(B)음

<악보 3-13> 심상건 평조 퇴성 제12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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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둥(B)음은 ‘a평조’의 퇴성음에 해당한다. 166Hz에서 시작하여 서서

히 하행하다가 91.74초 지점부터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끝나는 음은 139Hz로 둥(A)음에 해당한다. 퇴성폭은 318cent

의 단3도 차이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악보 3-14> 심상건 평조 퇴성 제14각 제5박

  

  위의 음은 ‘a평조’의 퇴성음에 해당하는 둥(B)음이다. 심상건은 둥(B)을 

꺾어서 퇴성하고 있는데 ,꺾는 폭은 143cent이고 퇴성폭은 131cent로 꺾는 

폭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앞의 <악보 3-15>의 퇴성음과 같은 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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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는 음이기 때문에 시작음이 더 높다.

② 평조 퇴성 지(b)음

<악보 3-15> 심상건 평조 퇴성 제18각 제5박

  위의 퇴성음은 328Hz에서 시작해서 338Hz로 소폭 꺾어 올라갔다가 갑

자기 144.20초 지점까지 급히 하강한 후에 음을 유지시키고 있다. 꺾는 폭

은 51cent이고 퇴성폭은 282cent로 나타난다.

<악보 3-16> 심상건 평조 퇴성 제22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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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퇴성음 지(b)는 ‘g평조’에 해당하는 퇴성음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음

을 지속시키면서 소폭의 퇴성을 하고 있다. 시작음은 331Hz이고 끝음은 

325Hz로 퇴성폭은 32cent로 나타난다.

③ 평조 퇴성 동(e)음

<악보 3-17> 심상건 평조 퇴성 제16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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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은 ‘d평조’의 퇴성음 동(e)이다. 가야금 주법 상 동(e)을 퇴성할 

때 당(d)을 눌러 음을 내는데, 앞의 음인 제3박에서 당(d)을 동(e)까지 어 

올린 후 225Hz에서 다시 시작하여 193Hz까지 음을 흘린다. 퇴성폭은 

176cent로 장2도에 가깝다.

음고 둥(B) 둥(B) 지(b) 지(b) 동(e) 평균

위치 12각 1박 14각 5박 18각 5박 22각 2박 16각 4박

시가 2소박 1소박 2소박 2소박 1소박

시작음 (Hz) 166 150 328 331 212

끝음 (Hz) 139 139 280 325 191

퇴성폭 (cent) 318 131 282 32 176 188

꺾는 폭 (cent) 143 51 96 97

심상건

<표 3-4> 심상건 평조의 퇴성분석

  심상건은 평조 퇴성폭이 우조보다 넓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농현폭에

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심상건의 진양이 평조중심으로 짜여있음과 관계가 

있다. <표 3-4>에서 제12각 제1박과 제14각 제5박의 둥(B)은 끝음은 같으

나 시작음이 다른데 퇴성만 하는 음이 166Hz로 더 높은음에서 시작하고 있

고 꺾고 퇴성하는 음은 그보다 좀 더 낮은 음에서 시작한다.

3) 계면조의 시김새

  계면조의 음조직 중 ‘g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 청, 당(D, d)

과, ‘g계면조’와 ‘d계면조’의 퇴성음 둥, 땅, 동 (B, a, e)을 분석하겠다.

(1) 계면조 농현(청, 당)

① 계면조 농현 청(D)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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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8> 심상건 계면조 농현 제6각 제3박

  위의 음은 ‘g계면조’의 떠는 음에 해당하는 청(D)이다. 0.88초 동안 4.5 

회의 농현하고 있으며 농현 속도는 6.2 회/초이다. 음 진행은 중심음 징(g)

으로 상행진행하고 있으며 농현폭은 105cent로 반음정도이다. 

② 계면조 농현 당(d)음

<악보 3-19> 심상건 계면조 농현 제15각 제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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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은 ‘g계면조’의 떠는음에 해당하는 당(d)음이다. 계면조 제1, 2 장

에서는 주로 제1~4현의 아래 음역에서 연주하다가 제3장 제15각 이후부터

는 징(g)으로 중심음이 올라가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떠는 음이 당(d)이

다. 연주 소요 시간이 1.16 초로 1초가 넘으며 농현폭은 138cent이다. 농

현 속도는 5.6회/초이며 농현의 앞부분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

가 후반부에서는 농현의 형태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악보 3-20> 심상건 계면조 농현 제18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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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8각 제3박은 한 박에 해당하는 떠는 음이지만 소요시간이 0.84 

초로 앞의 제15각 제6박의 당(d)보다 짧다. 음 진행 역시 앞의 음과 마찬가

지로 중심음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농현폭은 131cent이고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21> 심상건 계면조 농현 제20각 제3박

  위의 제20각 제3박의 당(d)은 종지구에서 중심음 징(g)으로 진행하고 있

는 떠는 음이다. 농현폭은 185cent로 장2도에 가깝고 농현 속도는 5.7회/

초이다. 매우 규칙적인 평농현 형태이다.

<악보 3-22> 심상건 계면조 농현 제24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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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24각 제3박의 당(d)음은 음 진행에 있어서 앞의 제20각 제3박과 

동일하다. 농현폭은 212cent로 앞의 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농현 속

도는 5.8회/초로 큰 차이가 없다.

음고 청(D) 당(d) 당(d) 당(d) 당(d) 평균

위치 6각 3박 15각 6박 18각 3박 20각 3박 24각 3박

시가 2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2소박

농현횟수 4.5 6.5 5 4.5 4

농현초당횟수 6.2 5.6 6 5.7 5.8 5.9

농현폭(cent) 105 138 131 185 212 154

심상건

<표 3-5> 심상건 계면조의 농현분석

  

   위의 <표3-5>에서와 같이 음의 시가가 2소박일때는 농현 횟수가 4.5회 

정도이고, 3소박일때는 그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심상건 농현의 평균폭은 

반음이 조금 넘고 농현 속도는 5.9로 약 6회 정도로 볼 수 있다.

(2) 계면조 퇴성(둥, 땅, 동)

① 계면조 퇴성 둥(B)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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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3> 심상건 계면조 퇴성 제2각 제1박

  심상건 계면조는 d중심음에서 시작해서 g중심음 으로 옮겨가는데 위의 ‘d

계면조’에서는 본래의 꺾는 음 동(f→e) 이외에도 둥(B)음도 꺾는 음으로 표

현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꺾는 음이 나타난다. 위의 제2각 제1박 

음은 170Hz에서 시작하여 195Hz인 당(d)까지 올라갔다가 156Hz까지 내려

온 이후에는 음의 변화폭이 크지 않다. 즉, 총 소요 시간 0.63초 중에서 

0.23초에 해당하는 길이 동안 음을 꺾고 그 이후부터는 같은 음을 유지시

키고 있다. 퇴성폭은 168cent이고 꺾는 폭은 233cent로 꺾는 폭이 퇴성폭

보다 더 크다.

<악보 3-24> 심상건2 계면조 퇴성 제9각 제1,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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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9각 제1박의 둥(B)은 꺾고 평으로 내는 음이다. 반면에 제2박의 

음은 꺾지 않고 퇴성하고 있다. 제9각의 음은 1박부터 6박까지 모두 둥(B) 

한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1, 2 박의 둥(B)은 중심음 으로 하행

진행하지 않는다. 이 두 음은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꺾는 음 + 퇴성의 형

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박의 꺾는 폭은 123cent로 단2도에 

해당하며 처음 시작음이 160Hz이고 끝나는 음이 161Hz로 거의 차이가 없

다. 그러나 제2박의 음은 159Hz에서 시작해서 140Hz로 퇴성하며 퇴성폭은 

227cent이다. 



- 91 -

<악보 3-25> 심상건2 계면조 퇴성 제11각 제3, 4 박

  위의 제11각 제3박의 음은 172Hz에서 시작해서 179Hz까지 소폭 꺾어 

올라갔다가 142Hz까지 퇴성함으로 퇴성폭은 337cent로 단3도가 넘어 큰 

편인 반면에 꺾는 폭은 68cent로 좁은 편이다. 한편, 제4박의 둥(A)은 시작

음이 앞의 제3박보다 더 낮은 159Hz에서 시작하고 142Hz까지 퇴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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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하고 있어 퇴성폭은 198cent로 좁아졌다. 그러나 꺾는 폭은 188cent로 

앞의 음보다 크다.

② 계면조 퇴성 땅(a)음

<악보 3-26> 심상건2 계면조 퇴성 제17각 제1, 4박

  위의 제17각 제1박의 땅(a)은 징(g)을 눌러내는 음이다. 299Hz에서 시작

해서 307Hz까지 올라가 꺾는 폭은 48cent로 나타난다. 그러나 퇴성폭은 

156cent로 측정되어  꺾는 음보다는 퇴성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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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7각 제4박의 땅(a)은 꺾는 음 + 퇴성 + 농현의 형태이다.  

303Hz에서 시작해서 321Hz까지 꺾어 올라갔다가 141(sec)지점까지 농현

하며 퇴성한다. 그러나 그 이후는 농현을 하며 같은음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마지막 음은 264Hz이다. 꺾는 폭은 102cent로 반음 차이이고 퇴성폭은 

236cent이다. 

③ 계면조 퇴성 동(f→e)음

<악보 3-27> 심상건 계면조 퇴성 제4각 제1박



- 94 -

  위의 음은 ‘d계면조’의 꺾는 음에 해당하는 동(f→e)이다. 257Hz에서 시

작하여 275Hz까지 올라가고 244Hz를 거쳤다가 225Hz로 끝나는데 꺾는 

폭은 119cent이고 퇴성 폭은 226cent로 퇴성 폭이 더 크다.  중심음으로 

하행진행 한다.

 

음고 둥(A) 둥(A) 땅(a) 땅(a) 동(f→e) 평균

위치 11각 3박 11각 4박 17각 1박 17각 4박 4각 1박

시가 2소박 2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

시작음 (Hz) 172 159 229 303 257

끝음 (Hz) 142 142 274 264 225

퇴성폭 (cent) 337 198 156 236 226 231

꺾는 폭 (cent) 68 188 48 102 119 105

심상건

<표 3-6> 심상건 계면조의 퇴성분석

  심상건은 계면조에서 퇴성폭이 231cent로 장2도가 넘게 나와 반음정도인 

꺾는폭보다 크게 나타났다. 퇴성의 형태는 꺾고 퇴성하는 형태, 퇴성만 하

는 형태, 꺾은 후 농현하며 퇴성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2. 김종기 

  김종기 산조를 악조별로 우조, 평조, 계면조로 나누어 농현과 퇴성의 시

김새를 살펴 보겠다.

1) 우조의 시김새

  우조의 음조직중 ‘a계면조’의 농현음인 동, 칭 (e, eʹ)과, ‘e계면조’와 ‘a계

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퇴성음인 지, 둥, 징, 쫑 (cʹ, c, g, gʹ)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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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1) 우조 농현(지, 동)

① 우조 농현 지(b)음

<악보 3-28> 김종기 우조 농현 제8각 제4박

위의 음은 ‘a계면조’에서 ‘e계면조’로 바뀌기 직전의 조바꿈을 암시하는 지

점에 위치한 지(b)농현음이다. 또한 김종기 우조 제2장의 마지막각으로서 

종지선율에 해당한다. 268Hz에서 시작해서 음이 조금씩 상행하며 마지막 

끝나는 음은 278Hz로 나타나는 상행농현의 형태이다. 농현폭은 129cent이

며 농현 속도는 6.1회/초로 빠른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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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조 농현 동(e)음

<악보 3-29> 김종기 우조 농현 제11각 제4박

  위의 제4각 제6박의 동(e)은 음고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상행성 농현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음을 어 올리듯이 농현 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농현 폭만 점점커지는 증폭농현 과는 다르게 농현 폭에는 큰 변화가 없다.  

농현 폭은 약 145cent로 단2도(1 semitone)가 넘으며 초당 개수로 표시되

는 농현 속도 (rate)는 0.92초 동안 6회로 약 6.5회/초이다. 위의 음과 같이  

퇴성 후에 나오는 농현 음은 대체적으로 상행하며 농현 하는 경향을 보인

다.

<악보 3-30> 김종기 우조 농현 제16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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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각 제1박 2소박에 해당되는 동(e)은 ‘a계면조’의 떠는 음에 해당된

다. 농현의 폭은 평균 약 210cent (장 2도, 약 2 semitone)이고 농현 속도

는 0.67초 동안 5회로 약 7.4회/초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떠는 음에 해당되는 음은 전 구간에 걸쳐 농현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3-31> 김종기 우조 농현 제19각 제3박

  위의 동(e) 농현은 ‘a계면조’의 떠는 음으로 202Hz에서 시작해서 21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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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나며 농현의 음 진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행농현이다. 농현의 

폭은 145cent이며 농현 속도는 6.3회/초이다.

<악보 3-32> 김종기 우조 농현 제21각 제4박

  

  제21각 제4박의 동(e)은 ‘a계면조’의 떠는 음이다. 농현의 폭은 평균 약 

254cent (2.5 semitone)이고 농현 속도는 0.89초 동안 5회로 약 5.6회/초

이다. 위의 동(e)은 그래프의 앞 쪽 구간은 일정한 농현의 형태가 나타나고 

끝 부분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뒤에 오는 음을 장식음 처

리를 하고 있어 해당 음의 분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지고 이 부분은 연

속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여기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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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지(b) 동(e) 동(e) 동(e) 동(e) 평균

위치 8각 4박 16각 1박 19각 3박 21각 4박 11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 3소박

농현횟수 4 5 6 5 6

농현초당횟수 6.1 7.4 6.3 5.6 6.5 6.4

농현폭(cent) 129 210 145 254 145 177

김종기

<표 3-7> 김종기 우조의 농현분석

  김종기 우조농현의 특징은 상행농현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표에서 제8

각 제4박, 제19각 제3박, 제11각 제4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상행농현의 

농현폭은 평농현(제16각, 제21각)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가장 농현폭이 큰음은  제21각 제4박의 동(e)으로, 254cent의 농현폭

에 농현 속도가 5.6회/초로 가장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농현폭과 속도의 규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2) 우조 퇴성(지, 둥, 징, 쫑)

① 우조 퇴성 지(cʹ)음

<악보 3-33> 김종기 우조 퇴성 제3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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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박 1, 2 소박의 음은 ‘a계면조’에서 지(cʹ)의 퇴성음이다. 326Hz에서 

시작하여 333Hz까지 살짝 음을 올렸다가 그 후 점차적으로 음을 끌어내리

며 퇴성한다. 퇴성폭은 288cent로 단 3도 차이이므로 땅(a)을 눌러내는 소

리임을 알 수 있다.

<악보 3-34> 김종기 우조 퇴성 제21각 제2박

  제21각 제2박의 지(cʹ) 음은 꺾는폭이 109cent로 반음에 해당하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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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하며 퇴성하고 있다.  시작음 301Hz에서 274.1Hz까지 내려가고 있어 

퇴성폭은 159cent로 장 2도에 조금 못 미치며, 농현 속도는 5.5회/초이다. 

이처럼 음의 시가가 긴 경우의 퇴성은 농현과 퇴성을 함께 하고 있다.

<악보 3-35> 김종기 우조 퇴성 제23각 제2박

  위의 퇴성음은 ‘a 계면조’에서 중심음으로 하행진행하기 전의 퇴성음이다. 

343Hz에서 시작한 음을 지(cʹ)→찌(dʹ)로 어 올렸다가 148.45초 지점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며 퇴성하고 있다. 퇴성폭은 233cent이다.

 

<악보 3-36> 김종기 우조 퇴성 제27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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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퇴성음은 지(b)→땅(a)을 거쳐 하행진행하고 있어 음을 꺾어 올라갔

다가 퇴성하고 있다. 358Hz에서 음을 시작하여 402Hz까지 올라갔다가 

282Hz로 음을 흘려 내린다. 꺾는 폭은 202cent로 장2도 차이이며, 퇴성폭

은 409cent의 장3도 차이로 매우 넓다.

② 우조 퇴성 둥(c)음

<악보 3-37> 김종기 우조 퇴성 제14각 제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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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4각 제6박의 마지막 1 소박음은 ‘a 계면조’의 퇴성음이다. 다음 

박에서 중심음으로 하행진행 하지 않고 동(e)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음을 꺾

지 않고 있다. 총 0.28초 동안 157Hz에서 출발하여 162Hz까지 올라간 후 

서서히 하행하고 퇴성폭은 146cent(약 3 quartertone)이다.

③ 우조 퇴성 징(g)음

<악보 3-38> 김종기 우조 퇴성 제4각 제5박

  위의 제4각 5박 음은 e계면조 징(g) 퇴성음이다. 동(e)을 징(g)까지 눌러

내는 음으로 꺾는 폭은 63cent이다. 김종기는 268Hz에서 278Hz까지 올라

갔다가 27.1초 구간까지 한번 퇴성해서 내려오고, 다시 27.2초 구간까지 한 

번 더 음을 내려온 후 음을 지속시킨다. 결국 a→b♭→a→g→f#의 음을 거

쳐 퇴성하며 퇴성폭은 290cent로 단 3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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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조 퇴성 쫑(gʹ)음
<악보 3-39> 김종기 우조 퇴성 제9각 제5박

  제9각 제5박의 퇴성음은 제4각 제5박의 옥타브 위의 음으로 ‘e계면조’의 

퇴성음이다. 60.14 초에 514Hz에서 시작해서 574Hz까지 꺾어 올라갔다가 

퇴성하고 있으며 꺾는 폭과 퇴성폭이 190cent로 동일하다.

<악보 3-40> 김종기 우조 퇴성 제10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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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기는 우조에서 ‘e 계면조’에서의 쫑(gʹ) 퇴성음을 꺾어내려 오기도 하

지만 위의 제10각 제1박에서와 같이 꺾지 않고 음을 흘려 내리는 퇴성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퇴성음 이후 중심음으로 하행진행 할 때는 음을 꺾

은 후 퇴성하는 반면에 상행진행 할 때는 위의 음처럼 음을 흘려주는 퇴성

하고 있다. 509Hz에서 시작해서 459Hz까지 퇴성하며 퇴성폭은 180cent로 

장2도이다.

음고 지(c´) 지(c´) 징(g) 쫑(g´) 쫑(g´) 평균

위치 21각 2박 27각 1박 4각 5박 9각 5박 10각 1박

시가 3소박 1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시작음 (Hz) 301 358 268 514 509

끝음 (Hz) 274 282 227 460 459

퇴성폭 (cent) 159 409 290 190 180 246

꺾는 폭 (cent) 109 202 63 190 141

김종기

<표 3-8> 김종기 우조의 퇴성분석

  김종기의 우조 퇴성폭은 전체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제27각 

제1박 지(c)의 퇴성폭은 409cent로 장3도에 해당한다. 평균 퇴성폭은 

246cent로 장2도가 넘으며 꺾는폭 또한 141cent로 우조에서 반음 이상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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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김종기는 우조에서 변화의 폭이 큰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조의 시김새

  평조의 음조직 중 ‘g평조’와 ‘g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 땅, 

당 (a, d)과, 퇴성음 지(cʹ)를 분석하겠다.

(1) 평조 농현(땅, 당)

  ① 평조 농현 땅(a)음

<악보 3-41> 김종기 평조 농현 제35각 제4, 5박

  위의 땅(a)음은 징(g)을 눌러 내는 음으로 261Hz에서 시작하여 281Hz까

지 올라가며 농현폭은 180cent로 장2도에 가깝게 나타난다. 농현의 형태는 

일정한 편이며 농현 횟수는 4회이고 농현의 속도는 7회/초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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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박의 땅(a)음은 269Hz에서 시작해서 최고음은 280Hz이고 농현

폭은 144cent로 단 2도를 조금 넘는 차이다. 농현 횟수는 3.4회이며, 6.4회

/초의 속도로 농현하고 있다.

<악보 3-42> 김종기 평조 농현 제38각 제2, 4 박

  위의 땅(a)음은 265Hz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음이 279Hz로 더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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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김종기 우조에서 나타나는 상행성 농현이 평조에서도 재현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농현 형태는 불규칙한 모습이다. 농현폭은 56cent이고, 농현 속도

는 5.5회/초로 나타난다.

  김종기는 평조에서 땅(a)을 퇴성하지 않고 일관되게 농현하고 있는데 위

의 제4박 땅(a)의 농현폭은 100cent 의 반음으로 나타난다. 269Hz에서 시

작해 269Hz의 동일한 음높이에서 끝난다. 농현 횟수는 4회이며 농현 속도

는 7.3회/초이다.

② 평조 농현 당(d)음

<악보 3-43> 김종기 평조 농현 제39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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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박 2, 3소박의 당(d)은 179Hz에서 시작하여 최고음 195Hz까지 올라

간다. 평조 마지막부분에서 계면조로 연결되는 선율로서 농현폭은 103cent

로 반음 정도이고 농현 횟수는 5회이며 농현 속도는 8회/초이다. 마지막 부

분에서 농현 형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불규칙한 형태이다. 

음고 땅(a) 땅(a) 땅(a) 땅(a) 당(d) 평균

위치 35각 4박 35각 5박 38각 2박 38각 4박 39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2소박 1소박 3소박

농현횟수 4 3.5 2.5 4 5

농현초당횟수 7 6.4 5.5 7.3 8 6.8

농현폭(cent) 180 144 56 100 103 117

김종기

<표 3-9> 김종기 평조의 농현분석

  김종기는 평조에서 중심음의 上一에 해당하는 땅(a)을 농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작은폭의 불규칙 농현이 많고, 농현 속도는 빠른 편이다. 평균 

농현폭은 117cent로 반음이 조금 넘어 우조보다 많이 좁은 편이지만 농현 

속도는 큰 차이 없이 6.8회/초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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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조 퇴성(지)

<악보 3-44> 김종기 평조 퇴성 제33각 제3박

  김종기의 평조는 중심음 위의 음인 땅(a)이 아닌 중심음의 3도 위의 음 

지(cʹ)를 퇴성하고 있다. 지(cʹ)음은 찌(dʹ)로 상행진행하고 있어 음을 꺾지 

않고 흘려 내리고 있다. 또한 퇴성한후 15.35 지점부터는 310Hz에서 음을 

유지하고 있다. 퇴성폭은 60cent로 나타난다.

<악보 3-45> 김종기 평조 퇴성 제34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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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지(cʹ) 퇴성음은 320Hz에서 시작해서 307Hz까지 음을 흘러내리듯

이 완만하게 퇴성하며 그 폭은 67cent로 나타난다. 앞의 제33각 제3박의 

음과는 다르게 일정한 음높이를 유지하다가 21.2지점부터 음을 퇴성하기 

시작한다.

<악보 3-46> 김종기 평조 퇴성 제34각 제5박

  제5박의 지(cʹ)음은 329Hz에서 시작해서 311Hz까지 점차적으로 완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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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퇴성하며 퇴성폭은 93cent로 반음 차이를 보인다. 김종기는 평조에서 중

심음의 上二에 해당하는 지(cʹ)를 퇴성함과 아울러 주요음으로 활용하고 있

다.

<악보 3-47> 김종기 평조 퇴성 제35각 제3박

  위의 퇴성음은 시작음이 268Hz로 지(b)에 해당하여 음을 누르지 않고 시

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음이 277Hz로 소폭 상승하고 있고 퇴성폭

은 76cent이다.

  <표 3-10>에서 보듯이 김종기는 평조 퇴성폭과 꺾는 폭이 우조보다 좁

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꺾는 음은 한번만 출현하고 있다. 우조에서는 변

화의 폭이 큰 연주를 하고 있지만 평조에서는 평으로 내는 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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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지(c´) 지(c´) 지(c´) 지(c´) 평균

위치 33각 3박 34각 3박 34각 5박 35각 3박

시가 1소박 1소박 2소박 1소박

시작음 (Hz) 320 320 329 268

끝음 (Hz) 310 307 311 256

퇴성폭 (cent) 60 67 93 76 74

꺾는 폭 (cent) 56 56

김종기

<표 3-10> 김종기 평조의 퇴성분석

3) 계면조의 시김새

  계면조는 음조직중 ‘g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인 찌, 당 (dʹ, 
d)과 퇴성음인 땅(a)를 분석하겠다.

(1) 계면조 농현(찌, 당)

① 계면조 농현 찌(dʹ)음
<악보 3-48> 김종기 계면조 농현 제45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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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45각 제4박 찌(dʹ) 음은 높은 음역의 떠는 음으로 중심음 쫑(gʹ)으
로 상행진행한다.  농현 형태가 불규칙한 편이며, 처음 366Hz에서 시작해

서 0.62 초 동안 4회의 농현을 하고 있고 농현폭은 평균 252cent이며 농현 

속도는 6.4회/초로 나타난다.

② 계면조 농현 당(d)음

<악보 3-49> 김종기 계면조 농현 제47각 제4박

  위의 제47각 제4박의 당(d)은 175Hz에서 음을 떨기 시작해서 최고 

220Hz까지 올라간다. 농현폭은 평균 363cent로 장 3도에 가까우며 0.92 

초 동안 6회 농현하고 있다. 농현 속도는 6.5회/초이다.

<악보 3-50> 김종기 계면조 농현 제55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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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5각 제4박의 당(d)은 180Hz에서 출발해서 최고음이 211Hz→

218Hz→220Hz→222Hz로 올라가며 최저음 역시 점차적으로 하행하고있어 

농현 폭이 점점 확대되는 증폭농현이다. 0.57 초 동안 5회 농현하며 농현폭

은 평균 406cent로 나타나고 농현 속도는 7.8회/초이다.

<악보 3-51> 김종기 계면조 농현 제57각 제3박

  위의 제57각 제3박의 떠는 음은 178Hz에서 시작하여 0.49 초 동안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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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현을 하고 있으며 농현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증폭농현 형태로 나타

난다.  평균 농현폭은 378cent로 장 3도에 가깝고 농현 속도는 6회/초로 

나타난다.

<악보 3-52> 김종기 계면조 농현 제62각 제2박

  위의 제62각 제2박의 떠는 음은 181Hz에서 출발하여 최고 217Hz까지 

올라가며 농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종기 계면조에 나타난 떠는 음은 모두 

중심음 징(g)으로 상행진행하고 그 중심음으로 종지하기 직전의 3 혹은 4 

째박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선율진행이 매우 유사하였으나 위의 제62각 제

2박의 음은 떠는 음이 앞으로 나오면서 선율진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현폭은 평균 298cent로 나타나고 농현 속도는 6.4회/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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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찌(d´) 당(d) 당(d) 당(d) 당(d) 평균

위치 45각 4박 47각 4박 55각 4박 57각 3박 62각 2박

시가 3소박 3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농현횟수 4 6 5 3 4

농현초당횟수 6.4 6.5 7.8 6 6.4 6.6

농현폭(cent) 252 363 406 378 298 339

김종기

<표 3-11> 김종기 계면조의 농현분석

  <표 3-11>에서와 같이 김종기의 농현폭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제55각 

제4 각의 당(d)은 406cent의 농현폭을 보이고 있는데 농현 속도 또한 7.8

회로 가장 빨리 농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심상건과는 다른 

결과인데 김종기는 농현을 폭이 넓으면서도 빠르게 하고 있어 농현폭과 속

도가 반비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농현폭과 속도를 다양하게 연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연습이 필요한일이다. 또한 김종기 계면 농현

폭중 그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제55각 4박과 제57각 3박은 증폭농현에 해

당한다.

(2) 계면조 퇴성(땅)

<악보 3-53> 김종기 계면조 퇴성 제40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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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40각 제1박의 음은 278Hz로 시작하고 있어서 땅(a)음을 눌러  b

♭ 음에서 음을 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4Hz까지 올라간 음은 땅(a)음인 

264Hz까지 내려오며 꺾는 폭은 96cent로 반음 차이를 보인다. 음을 눌러

서 꺾고 있기 때문에 꺾는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악보 3-54> 김종기 계면조 퇴성 제41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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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41각 제2박의 음은 음을 두 번 꺾은 후 농현 하며 퇴성하고 있

다. 275Hz로 땅(a)을 약간 눌러서 시작하고 있고 첫 번째 꺾는 폭은 

233cent, 두 번째 꺾는 폭은 243cent로 나타나 평균 꺾는 폭은 238cent로 

장2도 정도이다. 위의 총 한 박의 음을 3소박으로 나누어 보면 제1소박과 

제2소박에서 각각 음을 꺾고 마지막 제3소박에서는 음을 흘리면서 농현하

고 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음은 현재 산조에서는 퇴성 + 꺾는 음의 연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3-55> 김종기 계면조 퇴성 제52각 제2박

  위의 제52각 제2박의 음도 한 박 내에서 두 번의 꺾는 음 형태가 나타나

고 있으며 꺾는 폭 1은 510cent, 꺾는 폭 2는 524cent로 완전4도에 다다

른다. 두 번째 꺾는 음이 좀 더 크게 꺾고 있으며 꺾는 평균 폭은 517cent

로 나타나고 퇴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꺾는 음의 최고음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꺾는 음의 형태가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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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6> 김종기 계면조 퇴성 제53각 제4박

  위의 제53각 제4박 꺾는 음은 꺾는 폭 1이 218cent, 꺾는 폭 2가 

205cent로 나타나고 평균폭은 212cent이다. 위의 음은 떠는 음 당(d)으로 

하행진행하고 있으며 음을 꺾은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57> 김종기 계면조 퇴성 제54각 제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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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4각 제6박의 꺾는 음은 278Hz에서 출발하고 있어 김종기 계면

조에서 처음 등장했던 꺾는 음 제40각 제1박의 음과 동일하다. 꺾는 폭은 

160cent이고 퇴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보 3-58> 김종기 계면조 퇴성 제59각 제5박

  위의 꺾는 음은 꺾는 음 1, 2를 비교적 같은 시간과 꺾는 폭으로 연주했

던 지금까지의 음들과 달리 꺾는 음 2 부분을 매우 큰 폭으로 꺾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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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도 전체음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을 꺾은 후 지속시간

(sustain)도 긴 편이다. 꺾는 폭 1은 227cent인 반면 꺾는 폭 2는 507cent

로 큰 차이가 난다. 평균 꺾는 폭은 367cent로 장3도에 가깝게 나타난다.

음고 땅(a) 땅(a) 땅(a) 땅(a) 땅(a) 평균

위치 40각 1박 41각 2박 52각 2박 53각 4박 54각 6박

시가 1소박 3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시작음 (Hz) 278 275 274 272 278

끝음 (Hz) 264 258 280 279 278

퇴성폭 (cent) 94 111 103

꺾는 폭 (cent) 96 238 517 212 160 245

김종기

<표 3-12> 김종기 계면조의 퇴성분석

  김종기 계면조 꺾는 음의 특징은 두 번 겹쳐 꺾는 겹 꺾는음 이다. 특히 

제59각을 제외하면 한음에서 꺾는 폭1 과 꺾는 폭2가 큰 차이없이 비슷한 

폭으로 나타나며 퇴성은 크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가락의 수

식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여러 단계의 음을 거치고 내려오는 미분음

적 진행으로 들리게 된다. 

3. 한성기 

  한성기 산조를 악조별로 우조와 계면조로 나누어 농현과 퇴성의 시김새를 

살펴 보겠다. 한성기 산조는 평조가 녹음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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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조의 시김새

  우조의 음조직중 ‘a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 동(e)과, ‘eʹ계면

조’와 ‘a계면조’의 퇴성음 지, 둥, 쫑 (cʹ, c, gʹ)을 분석하겠다.

(1) 우조 농현(동)

<악보 3-59> 한성기 우조 농현 제6각 제4박

  위의 동(e)음은 ‘a계면조’의 떠는 음으로 우조에서 비교적 다양한 음을 떨

고있는 다른 산조에 비하여 한성기는 동(e)을 주로 농현하고 있다. 시작음

은 189Hz이고 끝음도 188Hz로 거의 동일하며 농현의 모양도 일정한 크기

를 유지하고 있다. 농현폭은 150cent 이고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 124 -

<악보 3-60> 한성기 우조 농현 제11각 제1박

  위의 떠는 음은 0.51초(2소박) 동안 3회의 농현이 확실하게 보인다. 이동

안 최저음(180Hz)과 최고음(210Hz)이 거의 동일하며 일정하다. 농현폭은 

253cent로 큰 편이며 농현 속도는 5.7회/초로 가장 안정된 떠는 음으로 보

인다.

<악보 3-61> 한성기 우조 농현 제14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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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떠는 음은 앞의 제11각 제1박의 떠는 음과 길이가 동일한데도 떠는 

시간 (0.40초)과 농현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현폭이 

91cent로 좁아졌으며 농현 형태도 매우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농

현 속도는 7회/초로 오히려 더 빨라졌다.

<악보 3-62> 한성기 우조 농현 제15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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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떠는 음은 0.36초 동안 이루어져 가장 길이가 짧다. 그러나 농현폭

은 229cent로 큰 편이며 특히 농현의 앞부분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감폭농현이라 볼 수 있다. 농현 속도는 8회/초로 가장 빠르다.

<악보 3-63> 한성기 우조 농현 제21각 제3박

  위의 떠는 음은 시작보다 뒤로 갈수록 안정된 농현 형태를 보이지만 전체

적인 농현의 폭은 일정한 편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작음이 195Hz로 지금까

지의 음들 중 가장 높아 음을 약간 눌러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최

고음은 앞의 음들과 큰 차이 없게 나타난다. 평균 농현 폭은 229cent 이고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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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동(e) 동(e) 동(e) 동(e) 동(e) 평균

위치 6각 4박 11각 1박 14각 4박 15각 4박 21각 3박

시가 3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농현횟수 6 3 3 3 3

농현초당횟수 6 5.7 7 8 6 6.5

농현폭(cent) 150 253 91 229 229 190

한성기

<표 3-13> 한성기 우조의 농현분석

  위의 표에서 제15각 제4박과 제21각 제3박의 농현폭이 229cent로 동일

하나 농현 속도는 8회/초와 6회/초로 차이가 있다. 8회의 빠른 농현 속도를 

보인 음은 감폭농현을 하는 음으로 농현폭이 뒤로 갈수록 작아지면서 속도

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농현을 제외하면 한성기는 전체적으로 

농현폭과 속도가 반비례한다.

(2) 우조 퇴성(지, 둥, 쫑)

① 우조 퇴성 지(cʹ)음
<악보 3-64> 한성기 우조 퇴성 제15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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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퇴성음은 장의 구조에서 종지구에 해당하는 각의 지(cʹ)→땅(a)의 선

율로 심상건은 이 부분을 퇴성하지 않고 평으로 냈으며 김종기는 한 번의 

큰 농현 형태로 연주하였다. 

  그러나 한성기는 퇴성과 함께 시작음을 약간 꺾어주고 있어 전남제 산조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꺾는 폭은 60cent이고, 퇴성폭은 119cent로 반

음차이로 나타난다.

<악보 3-65> 한성기 우조 퇴성 제14각 제2박

  위의 음은 퇴성의 시작음이 앞의 제1각 제3박음보다 약간 높은 308Hz로 

나타난다. 꺾는 폭은 19cent 정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꺾지 않고 음을 흘

린다고 볼 수 있다. 중심음으로 하행진행하고 있음에도 음을 꺾지 않고 퇴

성하고 있는 예외적인 시김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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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6> 한성기 우조 퇴성 제16각 제2박

  위의 퇴성음은 288Hz에서 시작하여 268Hz로 퇴성을 하고 있다. 꺾는폭

은 68cent이고 퇴성폭은 120cent으로 전체적인 퇴성의 모습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연주소요시간은 0.45 초 정도이다.

② 우조 퇴성 둥(c)음

<악보 3-67> 한성기 우조 퇴성 제7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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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둥(c)음은 ‘a 계면조’의 낮은 음역에 해당하는 퇴성음이다. 낮은 음

역이기 때문에 퇴성폭이 137cent로 높은 음역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꺾는 폭도 80cent로 반음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③ 우조 퇴성 쫑(gʹ)음
<악보 3-68> 한성기 우조 퇴성 제3각 제1, 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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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3각 제1박의 음은 ‘e계면조’의 퇴성음으로 쨍(bʹ)으로 상행진행하

고 있다. 457Hz에서 시작하여 420Hz까지 퇴성하며 퇴성폭은 144cent로 

나타난다. 꺾는 폭은 68cent로 매우 완만한 형태이다.

  위의 제3각 제4박의 쫑(gʹ)음은 ‘e 계면조’의 퇴성음으로 440Hz에서 음을 

시작하고 있고 최고음 높이는 466Hz이다. 꺾는 폭은 85cent이고 퇴성폭은 

99cent 로 꺾는 폭과 퇴성폭이 비슷한 결과로 나타난다.

음고 지(c´) 지(c´) 둥( C ) 쫑(g´) 쫑(g´) 평균

위치 15각 2박 16각 2박 7각 2박 3각 1박 3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시작음 (Hz) 298 287 144 457 440

끝음 (Hz) 278 280 133 420 427

퇴성폭 (cent) 119 120 137 144 99 124

꺾는 폭 (cent) 60 68 80 68 85 72

한성기

<표 3-14> 한성기 우조의 퇴성분석

  <표 3-14>를 보면 한성기는 우조에서 퇴성폭이 꺾는 폭보다 좀 더 큰것

으로 측정되었다. 꺾는폭은 60~85cent까지 나타나는데 꺾는 음 형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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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완만한 모습을 하고있어 계면조의 꺾는 음과는 차이가있다. 즉 우조의 

퇴성음은 음을 살짝 눌러서 꺾는 시간이 계면조보다 길다. 

2) 계면조의 시김새

  계면조의 음조직중 ‘g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인 당(d)과 퇴성

음인 땅(a)를 분석하겠다.

(1) 계면조 농현(당)

<악보 3-69> 한성기 계면조 농현 제33각 제4박

  위의 제33각 제4박의 음은 168Hz에서 출발하여 최고 204Hz까지 올라가

며 농현하고 있다. 농현의 평균 폭은 323cent로 단 3도가 조금 넘으며 

0.83 초 동안 총 4.5회의 농현을 하고 있어 초당 농현의 횟수는 5.3회/초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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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0> 한성기 계면조 농현 제35각 제4박

  위의 제35각 제4박의 음은 171Hz에서 시작해서 최고음이 197Hz→

201Hz→205Hz→210Hz로 조금씩 올라가며 농현하고 있고 평균 농현폭은 

295cent로 나타난다.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71> 한성기 계면조 농현 제45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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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45각 제3박의 음은 165Hz에서 시작해서 최고음이 202Hz→

203Hz→209Hz로 조금씩 올라가는 반면 최저음은 153Hz에서 143Hz로 떨

어져 농현의 폭이 뒤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평균 농현폭은 578cent로 

나타나고 농현 속도는 5.7회/초이다.

<악보 3-72> 한성기 계면조 농현 제47각 제4박

  위의 제47각 제4박의 음은 종지구에서 중심음 징(g)으로 종지하기 전에 

나타나는 떠는 음으로 169Hz에서 출발해서 농현의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농현폭은 305cent로 단3도이고 농현 속도는 

5.4회/초로 나타난다.

<악보 3-73> 한성기 계면조 농현 제56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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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6각 제3박의 음은 170Hz에서 시작해서 최고음이 203Hz→

208Hz→215Hz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반면 최저음은 159Hz에서 157Hz

로 내려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현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농현을 제45각 제3박의 농현 형태와 비교해보면 농현폭이 점점 커지

는 증폭농현인 점과 농현의 횟수가 3회로 나타나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평

균 농현폭은 477cent로 완전 4도에 가깝고 농현 속도는 6.2회/초이다.

음고 당(d) 당(d) 당(d) 당(d) 당(d) 평균

위치 33각 4박 35각 4박 45각 3박 47각 4박 56각 3박

시가 3소박 3소박 2소박 3소박 2소박

농현횟수 4.5 5 3 4 3

농현초당횟수 5.3 6 5.7 5.4 6.2 5.7

농현폭(cent) 323 295 578 305 477 396

한성기

<표 3-15> 한성기 계면조의 농현분석

  <표 3-15>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성기는 모든 음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농

현하고 있다. 특히 제45각 제3박의 당(d)은 578cent로 나타나 완전4도가 

훨씬 넘고 있는 증폭농현 이였으며 다음으로 큰폭을 나타내고 있는 제56각 

3박 또한 증폭농현 형태이다. 따라서 증폭농현은 계면조의 특징적 농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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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나타난다. 한편 한성기의 농현 속도는 느린 편으로 나타난다.

2) 계면조 퇴성(땅)

 

<악보 3-74> 한성기 계면조 퇴성 제34각 제1, 2 박

  위에서 위쪽 그래프에 보이는 제34각 제1박의 꺾는 음은 그래프에서 나

타나듯이 총 2회 음을 꺾으며 농현 하고 있다. 275Hz에서 음을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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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땅(a)을 그대로 소리 내지 않고 반음 정도 누른 상태에서 음을 꺾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꺾는 음의 최고 높이는 335Hz이다. 꺾는 폭 

1은 111cent이며 꺾는 폭 2는 161cent로 평균폭은 136cent로 나타난다.

  아래 그래프에 보이는 제34각 제2박의 음은 267Hz에서 시작해서 338Hz

까지 올라가며 매우 큰 폭으로 음을 꺾고 있다. 꺾는 폭은 404cent로 장3

도에 해당하고 퇴성은 하지 않는다.

<악보 3-75> 한성기 계면조 퇴성 제43각 제4박

  위의 제43각 제4박의 음은 종지구에서 중심음 징(g)으로 하행종지하기 

전에 나오는 꺾는 음이다. 265Hz에서 출발하여 292Hz까지 올라가며 퇴성

은 하지 않고 꺾는 폭은 170cent로 나타난다. 위의 그래프는 계면조의 전

형적인 땅(a)음의 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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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6> 한성기 계면조 퇴성 제47각 제2박

  위의 제47각 제2박의 꺾는 음은 278Hz에서 시작해서 289Hz까지 올라가

기 때문에 꺾는 폭은 66cent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퇴성폭은 259Hz까지 

내려가 122cent에 다다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계면조의 꺾는 음과는 차이가 

있다. 

<악보 3-77> 한성기 계면조 퇴성 제55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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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5각 제2박의 음은 259Hz에서 시작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꺾는 

음 중 출발음이 가장 낮다. 즉, 땅(a)음을 누르지 않고 꺾어 올라가고 있으

며 최고 258Hz까지 도달하여 꺾는 폭이 164cent로 나타난다.

음고 땅(a) 땅(a) 땅(a) 땅(a) 땅(a) 평균

위치 34각 1박 34각 2박 43각 4박 47각 2박 55각 2박

시가 3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3소박

시작음 (Hz) 275 267 265 278 259

끝음 (Hz) 282 269 257 259 260

퇴성폭 (cent) 122 122

꺾는 폭 (cent) 136 404 170 66 164 188

한성기

<표 3-16> 한성기 계면조의 퇴성분석

  한성기도 김종기와 같은 겹꺾는 음이 등장하지만 그 형태는 차이가 있다. 

제34각 제1박의 겹꺾는 음은 꺾는 폭1 이 꺾는 폭2보다 작게 나타난다.  

꺾는음 시김새가 좀 더 다듬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한성기는 퇴성하지 않

고 꺾기만 할 경우에 시작음보다 끝 음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김

종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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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남희 

  정남희 산조를 악조별로 우조, 평조, 계면조로 나누어 농현과 퇴성의 시

김새를 살펴보겠다.

1) 우조의 시김새

  우조의 음조직 중 ‘a계면조’의 농현음인 동(e)과, ‘e계면조’와 ‘a계면조’의 

퇴성음인 지, 징, 쫑 (cʹ, g, gʹ)을 분석하겠다.

(1) 우조 농현(동)

<악보 3-78> 정남희 우조 농현 제7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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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면조’의 떠는 음에 해당하는 위 음은 193Hz에서 시작해서 최저음은 

182Hz이고 최고음은 219Hz까지 올라가고 있으므로 동(e)음을 깊게 농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현폭은 272cent 로 단3도에 가깝고 농현 속도

는 6회/초로 나타난다.

<악보 3-79> 정남희 우조 농현 제8각 제4박

  위의 농현음은 183Hz에서 시작해서 221Hz까지 올라가고 있어 앞의 제7

각 제1박의 음보다 더 깊게 농현하고 있다. 농현폭은 311cent 로 나타나며 

농현 속도는 5.4회/초이다.

<악보 3-80> 정남희 우조 농현 제11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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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은 시작음 186Hz에서부터 농현의 최고음이 224Hz까지 올라가고 

있어 앞의 농현음인 제8각 4박음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농현 속도

가 6회/초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음의 길이가 3소박으로 조금 더 길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 농현폭은 296cent이다.

<악보 3-81> 정남희 우조 농현 제14각 제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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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은 192Hz에서 시작하여 농현의 최저음은 182Hz, 최고음은 

228Hz로 나타난다. 농현폭은 330cent이며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82> 정남희 우조 농현 제15각 제4박

  위의 농현음은 192Hz에서 시작하여 최저음 179Hz, 최고음 232Hz 로 지

금까지 농현 중에 가장 폭이 넓다. 농현폭은 361cent로 장3도에 가까우며,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음고 동(e) 동(e) 동(e) 동(e) 동(e) 평균

위치 7각 1박 8각 4박 11각 4박 14각 3박 15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농현회수 4 4 5 6 5

농현초당회수 6 5.4 6 6 6 5.9

농현폭(cent) 272 311 286 330 361 312

정남희

<표 3-17> 정남희 우조의 농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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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희의 우조 농현의 형태는 모두 평농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평농현

도 농현폭 즉 주파수가 일정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음이 지속되는 동안 조

금씩 변한다. 앞의 김종기와 한성기 농현에서 평농현의 형태일 때 농현폭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정남희의 농현폭 또한 모두 단3도에 

가깝거나 혹은 장3도에 다다르고 있다. 농현 속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고르

게 나타나며 평균 5.9회/초로 나타난다.

(2) 우조 퇴성(지, 둥, 징)

① 우조 퇴성 지(cʹ)음
<악보 3-83> 정남희 우조 퇴성 제7각 제2박

  위의 음은 ‘a계면조’의 퇴성음에 해당하며 중심음으로 하행한다.  정남희

는 313Hz에서 시작하여 324Hz까지 음을 꺾고 있는데 그 폭은 57cent 로 

나타난다. 최저음은 297Hz로 나타나며 퇴성폭은 91cent이다.  따라서 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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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꺾는폭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악보 3-84> 정남희 우조 퇴성 제8각 제2박

  위의 제8각 제2박의 음은 ‘a계면조’의 퇴성음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

듯이 297Hz에서 출발한 지(b)음은 333Hz까지 0.1 초 동안 가파르게 올라

가면서 음을 꺾어주고 이후 농현하듯 내려오고 있다. 꺾는 폭이 196cent이

고 퇴성폭은 152cent로, 꺾는 폭이 퇴성폭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보 3-85> 정남희 우조 퇴성 제14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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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을 살펴보면 역시 0.1 초 동안 음을 가파르게 누르면서 올라갔다

가 농현을 하면서 음을 흘려주고 있다. 제14각 제1박의 음은 앞의 음들과

는 다르게 확실한 퇴성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꺾는음+농현+퇴성의 형태

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꺾는 폭은 136cent 이고, 퇴성폭은 197cent로 

장2도 차이이다.

② 우조 퇴성 둥(c)음

<악보 3-86> 정남희 우조 퇴성 제4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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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래프의 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cʹ) 퇴성음의 옥타브 아래음이다.  

지금까지 분석결과 정남희는 a계면조의 지(cʹ)음을  주로 꺾어준 후 농현 

하며 꺾는 폭이 퇴성폭보다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옥타브 아

래의 둥(c)음의 경우 꺾지 않고 퇴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4Hz에서 

시작하여 141Hz까지 음을 흘려주고 있으며 퇴성폭은 266cent로 나타난다.

③ 우조 퇴성 징(g)음

<악보 3-87> 정남희 우조 퇴성 제3각 제5박

  위의 음은 ‘e계면조’의 퇴성음에 해당하는 징(g)음이다. 정남희 ‘a 계면조’

의 지(cʹ)음이 꺾는 음에 가깝다면 징(g)은 퇴성음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240Hz에서 시작하여 비교적 완만하게 음을 흘러내리고 있다. 퇴성폭은 

190cent로 장2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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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지(c´) 지(c´) 지(c´) 둥( C) 징(g) 평균

위치 7각 2박 8각 2박 14각 1박 4각 2박 3각 5박

시가 1소박 2소박 3소박 2소박 3소박

시작음 (Hz) 313 297 301 164 240

끝음 (Hz) 297 272 269 141 214

퇴성폭 (cent) 91 152 197 266 190 179

꺾는 폭 (cent) 57 196 136 130

정남희

<표 3-18> 정남희 우조의 퇴성분석

  <표 3-18>에서 정남희는 ‘a 계면조’의 지(cʹ)음은 주로 꺾어주고 ‘e계면

조’의 퇴성음인 징(g)은 퇴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cʹ)의 

옥타브 아래음인 제4각 제2박의 둥(c)음은 꺾지 않고 퇴성하며 그 폭이 가

장 크다. 정남희는 우조에서 특정 음에 상관없이 꺽고 퇴성한 후 농현 하는 

음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계면조의 퇴성의 형태라고 알고 있던 

꺾는음+퇴성+농현음을 정남희는 우조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조의 시김새

  평조의 음조직중 ‘g평조’와 ‘g계면조’에 해당하는 농현음 땅, 쨍, 당(a, aʹ, 
d)과, 퇴성음 땅, 지 (a, cʹ)를 분석하겠다.

(1) 평조 농현(땅, 쨍, 당)

① 평조 농현 땅(a)음

<악보 3-88> 정남희 평조 농현 제26각 제1,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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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26각 제1박의 음은 ‘g평조’에 해당하는 땅(a) 농현음으로 평조 내

드름 부분의 당(d)에 비해 농현 폭이 좁은 우조적 농현을 하고 있다. 농현

폭은 125cent로 반음정도이며,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위의 제26각 제2박의 음은 0.70초 동안 약 6회의 농현을 하고 있는데 이

를 초당 농현 횟수로 환산하면 7회의 농현이 된다. 농현폭은 189cent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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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조 농현 쨍(aʹ)음

<악보 3-89> 정남희 평조 농현 제25각 제2박

  위의 음은 떠는 음 땅(a)의 옥타브 위의 음으로 정남희는 이 음 역시 농

현하고 있다. 농현폭은 166cent이고 농현 속도는 6회/초로 나타난다.

③ 평조 농현 당(d)음

<악보 3-90> 정남희 평조 농현 제21각 제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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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희는 평조 총 6각 중에서 내드름 2각을 계면조로 연주하고 있는데 

위의 떠는 음 당(d)의 시김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농현의 모

습이 우조의 농현과 다르게 날카롭고 좁은 형태를 띠고 있어 정남희의 당

(d) 농현 연주법을 알 수 있다. 농현폭은 261cent로 단3도에 가까우며 농현 

속도는 6회/초로 나타난다. 

<악보 3-91> 정남희 평조 농현 제22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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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음 그래프 역시 제21각 2박의 떠는 음과 마찬가지로 정남희 평조선법

에서 출현하는 땅(a)음의 농현보다 큰 폭으로 떨어주고 있다. 농현폭은 

270cent이고 농현 속도는 5회/초이다.

음고 땅(a) 땅(a) 쨍(a´) 당(d) 당(d) 평균

위치 26각 1박 26각 2박 25각 2박 21각 2박 22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3소박

농현횟수 6 6 3.5 5 5

농현초당횟수 6 7 6 6 5 6.0

농현폭(cent) 125 189 166 261 270 202

정남희

<표 3-19> 정남희 평조의 농현분석

  정남희는 평조에서 ‘g계면조’에 나타나는 당(d)과 ‘g평조’에서 나타나는 

땅(a)을 모두 농현한다. 농현폭은 당(d)이 전체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 평균 농현폭은 202cent로 장2도에 해당하고 농현 속도는 6.0회/초이

다. 

(2) 평조 퇴성(땅, 지)

① 평조 퇴성 땅(a)음

<악보 3-92> 정남희 평조 퇴성 제22각 제1, 2 박



- 153 -

  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정남희는 평조 시작부분에서 땅(a)음을 꺾어주면서 

계면조처럼 연주하고 있다. 265Hz에서 음을 시작하여 299Hz까지 올라가 

음을 꺾은 후 한 번의 큰 농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꺾는 폭은 208cent로 

장2도 차이로 나타난다.

  제2박 역시 땅(a)를 퇴성하지 않고 꺾어주고 있다. 261Hz에서 시작하여 

300Hz까지 올라간 후 246Hz에서 떨어지며 한 번의 큰 농현 형태를 보인

다. 꺾는 폭은 241cent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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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조 퇴성 지(cʹ)음

<악보 3-93> 정남희 평조 퇴성 제24각 제2, 5박

  위의 지(cʹ)음은 제22각 1, 2박의 음에 비하여 반음 이상의 퇴성이 이루

어진다. 305Hz에서 337Hz까지 음을 꺾어주고 있지만 끝나는 음이 274Hz

로 시작음보다 낮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꺾고 퇴성하는 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꺾는 폭은 169cent이고, 퇴성폭은 187cent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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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래프의 퇴성음은 324Hz에서 343Hz까지 반음 정도 꺾어준 후 음을 

흘려주고 있다. 꺾는 폭은 101cent이며 퇴성폭은 115cent이다.

<악보 3-94> 정남희 평조 퇴성 제25각 제4박

  위의 음은 꺾어 올라간 후 퇴성하면서 두 번 정도의 농현이 보인다. 음을 

꺾고 퇴성하는 소요시간은 총 0.28초로 매우 짧다. 꺽는 폭은 116cent이고 

퇴성폭은 216cent로 장2도이다. 

음고 땅(a) 땅(a) 지(c´) 지(c´) 지(c´) 평균

위치 22각 1박 22각 2박 24각 2박 24각 5박 25각 4박

시가 1소박 1소박 1소박 1.5소박 1소박

시작음 (Hz) 265 261 305 324 340

끝음 (Hz) 270 269 274 302 300

퇴성폭 (cent) 187 115 216 173

꺾는 폭 (cent) 208 241 169 101 116 167

정남희

<표 3-20> 정남희 평조의 퇴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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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희는 평조 내드름의 ‘g계면조’에 나타나는 땅(a)을 꺾고 ‘g평조’의 퇴

성음인 지(cʹ)는 꺾은후 퇴성하고 있다. 정남희는 평조에서 내드름에 계면조 

음계가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시김새도 평조와 확실한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퇴성폭은 173cent이며 꺾는 폭은 167cent로 나타난다.

2) 계면조의 시김새

  계면조의 음조직중 ‘g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 당(d)과, 퇴성

음 땅(a)을 분석하겠다.

(1) 계면조 농현 (당)

<악보 3-95> 정남희 계면조 농현 제28각 제4박

  위의 제28각 제4박 떠는 음 당(d)은 1.19 초 동안 총 8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176Hz에서 시작해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농현이 최고 203H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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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고 그 이후부터 최고음 높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현폭은 평균 

233cent로 장2도가 넘으며 농현 속도는 6.7회/초로 나타난다.

<악보 3-96> 정남희 계면조 농현 제30각 제3박

  위의 제30각 제3박의 음은 0.64 초 동안 총 3.5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171Hz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농현에서 210Hz로 가장 높이 올라가며, 농현

폭은 평균 309cent로 단3도 차이이다. 농현 속도는 6회/초로 나타난다. 위

의 선율은 계면조 제1장의 종지구에 해당하는데 정남희는 이와같이 종지선

율에 당(d)농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3-97> 정남희 계면조 농현 제37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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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37각 제4박의 떠는 음은 0.83 초 동안 5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앞의 제28각 제5박의 당(d)과 같은 음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주 소요시간

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72Hz에서 음을 시작하고 있고 최고 음높

이가 199Hz→202Hz→205Hz→207Hz 로 높아지고 있고 농현폭은 평균 

286cent로 나타난다.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98> 정남희 계면조 농현 제39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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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39각 제4박의 당(d)은 0.91 초 동안 총 5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174Hz에서 시작해서 최고 211Hz까지 올라가고 농현폭은 평균 319cent로 

단3도로 나타난다. 농현의 속도는 5.5회/초이다.

<악보 3-99> 정남희 계면조 농현 제44각 제3박

  위의 제44각 제3박의 음은 2소박 길이의 당(d)음이며 0.76 초 동안 총 5

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172Hz에서 출발해서 농현 최고음이 점차 올라가다

가 마지막 부분에서 220Hz에 다다른다. 농현폭은 평균 340cent로 나타나

고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표 3-21>에서와 같이 정남희의 농현폭은 한성기와 김종기보다 좁으나 

단3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큰 폭의 농현에 속한다. 제28각 제4각을 보

면 3소박에 무려 8회의 농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당(d)음은 농현폭이 가장 

좁아 정남희도 역시 농현폭과 속도가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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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당(d) 당(d) 당(d) 당(d) 당(d) 평균

위치 28각 4박 30각 3박 37각 4박 39각 4박 44각 3박

시가 3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농현횟수 8 3.5 5 5 5

농현초당횟수 6.7 6 6 5.5 6 6.0

농현폭(cent) 233 309 286 319 340 297

정남희

<표 3-21> 정남희 계면조의 농현분석

(2) 계면조 퇴성

   정남희 계면조에서 퇴성은 땅(a)음을 분석하였다.

<악보 3-100> 정남희 계면조 퇴성 제29각 제1박

  위의 제29각 제1박의 음은 262Hz에서 시작하여 291Hz까지 음을 꺾어 

올라갔다가 농현한다. 꺾는 폭은 179cent로 나타나며 퇴성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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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01> 정남희 계면조 퇴성 제37각 제2박

  위의 제37각 제2박의 음은 종지구에 나타나는 꺾는 음으로 중심음과 떠

는 음으로 하행진행하고 있다. 257Hz에서 시작하고 있어 땅(a)을 거의 누

르지 않고 있으며 285Hz까지 올라가고 있어 꺾는 폭은 175cent로 나타난

다. 퇴성폭은 51cent로 1 quartertone에 해당한다.

<악보 3-102> 정남희 계면조 퇴성 제38각 제2, 3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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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38각 제2박의 음은 295Hz에서 시작하고 있어 지금까지 중 가장 

높다. 즉, 지(b♭→cʹ)→땅(a)으로 꺾는 음이 이루어지며 꺾는 폭은 226cent

로 장2도로 나타난다. 80.5(sec)지점부터 끝음 265Hz까지 퇴성하며 농현하

고 있다. 퇴성폭은 177cent로 장2도에 다다른다. 

  위의 제38각 제3박의 음은 두 번 꺾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78Hz에

서 음을 시작하여 꺾는 음 1은 300Hz까지 올라가 꺾는 폭은 126cent가 되

고 꺾는 음 2는 341Hz까지 올라가 꺾는 폭은 486cent로 완전4도에 가깝

게 나타난다. 꺾는 폭의 평균은 306c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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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03> 정남희 계면조 퇴성 제44각 제2박

  위의 제44각 제2박의 음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꺾는 폭이 30cent 

정도로 나타나 음을 거의 꺾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심음 

징(g)과 떠는 음 당(d)으로 하행진행하고 있지만 제5, 6 박에 나타나는 (f)

음의 출현으로 다른 종지구들과는 선율진행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퇴성폭은 169cent로 장2도에 가깝게 나타난다.

음고 땅(a) 땅(a) 땅(a) 땅(a) 땅(a) 평균

위치 29각 1박 37각 2박 38각 2박 38각 3박 44각 2박

시가 3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 2소박

시작음 (Hz) 262 257 295 278 281

끝음 (Hz) 261 249 266 255 255

퇴성폭 (cent) 51 177 154 169 138

꺾는 폭 (cent) 179 175 226 306 30 183

정남희

<표 3-22> 정남희 계면조의 퇴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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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정남희의 겹꺾는 음은 한성기와 마찬가지로 꺾는 폭

1이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퇴성하는 음이 거의 없었던 한성기와는 달리 대

부분의 땅(a)을 꺾고 퇴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역시 꺾는 폭이 퇴성폭보

다 크게 나오는 것은 전남제와 전북제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특히 정남희는 

계면조 도입부분에서 땅(a)음을 상당히 강하게 뜯으며 연주하고 있는데 이

런 경우 첫 음이 강하게 들리다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모든 음

이 퇴성하는 것 처럼 들릴 수 있다56). 그러나 분석결과 퇴성하지 않고 강하

게 뜯으며 꺾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균 퇴성폭은 138cent이며 꺾는폭은 

183cent이다.

5. 강태홍

  강태홍 산조 계면조의 농현과 퇴성의 시김새를 살펴 보겠다.

1) 계면조의 시김새

  계면조의 음조직중 ‘g계면조’의 시김새에 해당하는 농현음 찌, 당 (dʹ, d)

과, 퇴성음 지((b♭), 땅(a)을 분석하겠다.

(1) 계면조 농현(찌, 당)

① 계면조 농현 찌(dʹ)음

56) Davies, J. B. 앞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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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04> 강태홍 계면조 농현 제5각 제1, 6 박

  위의 제5각 제1박은 0.56 초 동안 4회의 농현을 하고 있어 농현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363Hz에서 음을 시작하고 두 번째 농현의 최고음이 

400Hz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철(凸)농현 형태가 강태홍의 특징으

로 보인다. 농현 평균폭은 146cent로 나타나며 농현 속도는 7회/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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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각 제6박의 떠는 음은 앞의 제1박 음과 같은 음길이로 0.57 초 

동안 3.5회의 농현을 하고 있다. 362Hz에서 음을 시작하고 농현폭은 평균 

114cent이고 농현의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105> 강태홍 계면조 농현 제10각 제4박

  위의 제10각 제4박의 음은 0.52 초 동안 3회의 농현이 이루어진다. 농현

폭은 평균 132cent로 반음이 조금 넘는 정도이고, 농현 속도는 5.7회/초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떠는 음에서 높은 음역의 음이 낮은 음역보다 농현폭

이 좁게 나오는 이유는 가야금의 특성 상 높은 음을 내는 줄의 장력이 더 

세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음의 상승이 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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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면조 농현 당(d)음

<악보 3-106> 강태홍 계면조 농현 제9 각 제6박 ~ 제10각 제1박

  위의 당(d)음은 0.85 초 동안 5회의 농현을 하고 있으며 53.48 초에서 

53.65 초 구간에 해당하는 농현의 가운데 부분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177Hz에서 음을 시작하고 있으며 농현폭은 평균 279cent로 단3도에 

가깝다. 농현 속도는 6회/초이다.

<악보 3-107> 강태홍 계면조 농현 제13각 제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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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13각 제4박의 당(d)음은 농현의 소요시간이 정확히 1.00초로 나

타나며 농현 횟수는 5.5회이다. 평균 농현폭은 252cent인데 여기서도 마찬

가지로 가운데 농현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강태홍의 떠는 음

은 전체적으로 농현의 중간 부분의 폭이 가장 큰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음고 찌(d´) 찌(d´) 찌(d´) 당(d) 당(d) 평균

위치 5각 1박 5각 6박 10각 4박 9각 6박 13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

농현횟수 4 3.5 3 5 5.5

농현초당횟수 7 6 5.7 6 5.5 6.0

농현폭(cent) 146 114 132 279 252 185

강태홍

<표 3-23> 강태홍 계면조의 농현 분석

  

  강태홍의 농현폭은 매우 좁게 나타난다. 가장 높은 폭의 음이 279cent 

정도로 전남제 산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농현 속도는 농현폭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태홍은 농현의 중심부

분의 폭이 가장 큰 철(凸)농현 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인데 심리적으로 이 

중심부분의 농현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매우 경쾌한 농현

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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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면조 퇴성(지, 땅)

① 계면조 퇴성 지(b♭)음

<악보 3-108> 강태홍 계면조 퇴성 제1각 제1박

  위의 음은 중심음 징(g)으로 하행진행 하는 음으로 282Hz에서 시작해서 

298Hz까지 올라가 꺾는 폭은 94cent로 반음 정도가 된다. 반면에 퇴성 폭

은 148cent로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악보 3-109> 강태홍 계면조 퇴성 제3각 제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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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3각 제1박의 음은 꺾지 않고 퇴성만 하고 있다. 298Hz에서 시작

하고 있어 앞의 제1각 제1박의 지(b♭)보다 조금 더 높게 눌러 퇴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퇴성폭은 187cent로 나타난다.

<악보 3-110> 강태홍 계면조 퇴성 제4각 제5박

  위의 제4각 제5박의 음은 287Hz에서 시작해서 294Hz까지 올라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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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는 폭은 42cent에 불과하여 퇴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퇴성 폭은 

173cent로 나타난다. 퇴성의 연주형태는 22.95 초에서 23.33 초 구간까지 

음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음을 급속하게 들어 퇴성한다.

<악보 3-111> 강태홍 계면조 퇴성 제8각 제3박

  위의 제8각 제3박의 음은 298Hz에서 시작해서 44.13 초 구간까지 음을 

유지시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음을 급속히 퇴성하고 있다. 이는 앞의 제4

각 5박의 음과 비슷한 퇴성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는 전혀 

음을 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음 출현 

이후에 하행진행하며 나타나는 지(b♭)음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중심음 

징(g)으로의 하행진행이 아닌 cʹ→dʹ→fʹ→gʹ 로 상행진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② 계면조 퇴성 땅(a)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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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12> 강태홍 계면조 퇴성 제6각 제4박

  위의 제6각 제4박의 음은 279Hz에서 출발하여 285Hz까지 아주 소폭의 

꺾는 음 이후에 255Hz까지 퇴성한다. 꺾는 폭은 40cent이며 퇴성폭은 

152cent로 나타난다.

음고 지(b♭) 지(b♭) 지(b♭) 지(b♭) 땅(a) 평균

위치 1각 1박 3각 1박 4각 5박 8각 3박 6각 4박

시가 2소박 2소박 2소박 2소박 1소박

시작음 (Hz) 282 298 287 298 279

끝음 (Hz) 259 268 259 256 255

퇴성폭 (cent) 148 187 173 266 152 185

꺾는 폭 (cent) 94 42 40 59

강태홍

<표 3-24> 강태홍 계면조의 퇴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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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홍은 대부분의 음을 꺾지 않고 퇴성하고 있다. 음의 시가도 2소박 이

하로 나타나 짧은 편이다. 특히 시작 음이 전체적으로 약간 높아 땅(a)을 

약간 눌러 지(b♭)에서 퇴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땅(a)을 꺾는 음은 

출현하지 않고 있어 마치 꺾는 위아래 음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진다. 퇴성 

폭은 185cent로 오히려 전남제 산조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꺾는 폭이 더 좁

아 전체적으로 심상건과 더 가까워 보인다.

  이상 Sonic Visualizer를 활용하여 1930년대 진양조의 시김새를 조에 따

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연주자별로의 특색은 어떠한지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주자별 우조, 평조, 계면조에 따른 시김새의 평균값은 <표 3-25> 

~ <표 3-3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심상건 김종기 한성기 정남희

평균농현폭 (cent) 96 177 190 312

평균농현초당횟수 5.4 6.4 6.5 5.9

<표 3-25> 연주자별 우조 농현의 평균값

  위의 <표 3-25> 우조 농현을 종합해 보면 충청제 심상건의 평균 농현폭

은 반음에 미치지 못하고, 농현의 형태는 불규칙한 농현이 가장 많이 출현

하여 전체적으로 심상건 우조의 농현은 농현폭이 크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

라고 말할 수 있다. 전북제 김종기는 우조 평균 농현폭이 장2도에 가까우며 

농현의 형태는 상행농현으로 음고가 계속 올라가면서 같은 폭으로 떠는데 

이러한 형태는 음고가 계속 상행하기 때문에 우조적인 농현이라고 볼 수 있

다. 전남제 한성기는 평균 농현폭이 장2도에 가깝고 농현 형태는 감폭농현, 

불규칙 농현, 평농현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기 어렵

다. 정남희는 평균 농현폭이 단3도가 넘는 큰 폭이며 농현의 형태가 일정한 

평농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농현과 감폭농현의 형태일 때 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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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크고 상행농현과 불규칙 농현일 때 농현폭이 작은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현폭이 가장 큰 정남희와 가장 작은 심상건의 농현 속도가 큰 차이

가 없어 농현폭이 좁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농현폭이 넓으면 속도가 느려진

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심상건 김종기 한성기 정남희

평균 퇴성폭 122 246 124 179

평균 꺾는 폭 21 141 72 130

<표 3-26> 연주자별 우조 퇴성의 평균값(cent)

  <표 3-26>의 우조 퇴성에서 충청제 심상건은 평균 퇴성폭이 반음이 약

간 넘는 반면 꺾는 음은 미미하다. 반면에 전북제 김종기는 퇴성폭이 장2도

가 훨씬 넘고 꺾는 폭도 단2도 이상으로 측정되어 우조에서 심상건보다 시

김새를 화려하고 변화의 폭이 크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는 김종기가 우조 

중심의 곡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전남제 한성기와 정남희의 

우조 퇴성은 주로 꺾는 음 + 퇴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퇴성하지 않고 꺾

기만 하는 음도 나타나 우조에서 계면조적인 시김새를 사용하고 있다. 

심상건 김종기 정남희

평균농현폭 (cent) 103 117 202

평균농현초당횟수 4.8 6.8 6.0

<표 3-27> 연주자별 평조 농현의 평균값

  <표 3-27> 평조 농현에서 충청제 심상건은 농현폭이 반음 정도로 나타

나 우조보다 소폭 크게 나타난다. 전북제 김종기는 평조에서 중심음의 上一

에 해당하는 땅(a)을 농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좁은 폭의 농현이 많고 

농현 속도도 빠른 편이다. 전남제 정남희는 중심음의 上一에 해당하는 땅

(a)과 중심음의 下二에 해당하는 당(d)을 모두 농현하고 있는데 당(d)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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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폭이 전체적으로 더 컸으며 평균 농현폭은 장2도에 해당한다. 

심상건 김종기 정남희

평균 퇴성폭 188 74 173

평균 꺾는 폭 97 56 167

<표 3-28> 연주자별 평조 퇴성의 평균값(cent)

  <표 3-28>의 평조 퇴성폭은 충청제 심상건이 장2도에 가까워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심상건이 평조중심으로 악곡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관계

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전북제 김종기는 꺾는 폭과 퇴성폭 모두 우조

보다 작게 나타났다. 전남제 정남희는 평조에서 땅(a)을 꺾고 지(cʹ)는 꺾은 

후 퇴성하고 있다. 

심상건 김종기 한성기 정남희 강태홍

평균농현폭 (cent) 154 339 396 297 185

평균농현초당횟수 5.9 6.6 5.7 6.0 6.0

<표 3-29> 연주자별 계면조 농현의 평균값

  <표 3-29>에서 충청제 심상건 계면조 농현의 평균 폭은 반음과 장2도 

사이이고 농현 형태는 평농현과 불규칙 농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전북제 김

종기는 농현폭이 단3도가 훨씬 넘으며 증폭농현을 할 때 농현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제 한성기는 농현폭이 장3도에 가까워 가장 크고 

폭이 넓고 느린 농현을 하고 있다. 정남희 또한 장3도에 가까운 농현폭을 

보인다. 농현 형태는 한성기와 정남희 모두 증폭농현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 증폭농현은 전북/전남제 계면조 농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강

태홍은 농현폭이 위의 전남제들과 비교해 좁은 편이나, 농현 속도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농현폭이 좁고 빠른 농현을 하고 있는데 농현의 형태

는 떠는 음 가운데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철(凸)농현의 매우 독특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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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인다. 

심상건 김종기 한성기 정남희 강태홍

평균 퇴성폭 231 103 122 138 185

평균 꺾는 폭 105 245 188 183 59

<표 3-30> 연주자별 계면조 퇴성의 평균값(cent)

  <표 3-30>을 보면 심상건과 강태홍은 계면조에서 꺾는 폭보다 퇴성폭이 

더 크고 김종기, 한성기, 정남희는 퇴성폭보다 꺾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결국 계면조에서 전북제와 전남제의 땅(a)은 꺾는 음에 속하고 강태홍과 충

청제 심상건은 퇴성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강태홍은 땅(a)보다 

음을 좀더 높이 눌러 퇴성하고 있어 꺾는 위 음과 아래 음이 분리된 느낌을 

준다. 

  김종기 계면조 꺾는 음의 특징은 3소박의 긴 시가일 때 한음을 두 번 겹

쳐 꺾는 ‘겹꺾는 음’이 보이는데 특히 꺾는 폭 1, 2가 모두 비슷한 폭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겹꺾는 음의 형태가 전남제 산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데, 꺾는 폭 1이 꺾는 폭 2보다 좁게 측정됐다. 현재 김죽파 산조에서 3소

박 시가의 같은 형태 음을 주로 퇴성 + 꺾는 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겹꺾는 음의 형태는 꺾는 음 1 부분이 점점 작아져 퇴성으로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로, 연주자별 농현폭과 농현 속도의 관계를 그래프 상에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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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주자별 농현폭과 농현 속도의 관계

    

  위의 그래프를 보면 지역별, 연주자별 농현의 폭과 속도의 관계를 한 눈

에 알 수 있는데, 충청제 심상건은 우조 평조 계면조에서 모두 농현의 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범위 안에 있고 전북제 김종기는 전체적으로 농현의 속도

가 빠른 범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남제 산조들은 전체적으로 200cent 이상의 농현폭, 즉 장2도 이

상의 농현폭에 농현 속도는 5.5 ~ 6.5회/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

다. 특히 농현폭 300 ~ 400cent 사이에 계면조 농현이 주로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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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강태홍과 심상건은 그보다 좁은 농현폭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연주자별 퇴성폭과 꺾는 폭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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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주자별 퇴성폭과 꺾는 폭의 관계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제 김종기는 계면조에서 꺾는 폭이 가

장 크고 우조에서는 퇴성폭이 가장 큰 연주자로 확인되었지만, 평조에서는 

좁은 퇴성폭과 꺾는 폭에 위치해있다. 한편 충청제 심상건은 전체적으로 꺾

는 폭이 좁으며 특히 우조는 50cent 미만으로 음을 꺾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제인 한성기와 정남희의 계면조는 꺾는 폭이 150~200cent 

사이의 범위에 나란히 위치해 있지만, 같은 전남제로 분류되는 강태홍의 계

면조는 심상건의 평조 아래에 위치해 매우 좁은 꺾는 폭을 나타내고 있어 

시김새에서 전남제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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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고에서는 1930년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를 중심으로 그 음악적 특징과 

지역적 차이를 밝혔다. 이를 위하여 SP음반을 채보하여 음조직을 분석하고, 

음조직 내의 시김새 분석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Sonic Visualizer)을 

이용하여 요성과 퇴성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진양조의 조구성에서 심상건은 우조10각, 평조15각, 계면조24각으

로 구성되어 계면조가 가장 길었고, 평조는 다른 지역 산조에 비하여 가장 

많은 각 수로 나타났다. 김종기는 우조28각, 돌장4각, 평조7각, 계면조24각

으로 구성되어 우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성기는 우조22각, 돌장5각, 

계면조29각으로 이루어져 평조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았다.  정남희는 우조15각, 돌장5각, 평조6각, 계면조30각으로 구성되었

으며 역시 계면조의 비중이 크고, 강태홍의 경우 계면조13각 으로만 곡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충청제 심상건은 평조, 전북제 김종기는 우조, 전

남제 한성기, 정남희, 강태홍은 계면조의 비중이 각각 높은 것으로 지역적 

특색을 나타냈다. 

  둘째, 음조직 분석결과 심상건은 우조에 ‘g우조’와 ‘eʹ계면조’를 사용하고, 

평조에서 ‘a→d→g평조’를, 계면조에서는 ‘d→g계면조’가 함께 쓰였다. 평조

와 계면조에서 당(d)이 징(g) 중심음으로 바뀌기 직전에 잠시 나타나며, 이

때 종지음은 중심음에서 7도 아래음 둥(A), 4도 아래 음 청(D)으로 한다. 

따라서 1930년대는 심상건산조의 당(d)중심음 사용과 그에 따른 종지의 개

념이 아직 확립되기 전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종기는 우조

에서 ‘e→a계면조’가 쓰이며, 평조는 ‘g평조’로 나타났다. ‘g평조’의 시김새

는 중심음의 上一을 떨고, 上二를 퇴성하는데, 이러한 시김새의 위치는 30

년대 산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계면조는 ‘g계면조’로 구성되었고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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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두 번 꺾는 ‘겹꺾는 음’이 나타난다. 시김새는 각 음마다 꾸밈이 많

고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한성기는 우조에서 ‘e→a계면조’가 쓰였고, 

중심음 땅(a)뒤에 오는 연결형 종지(a-b-e′)가 특징이다. 계면조는 ‘g계면

조’로 이루어졌으며 ‘겹꺾는 음’ 시김새가 사용되었다. 정남희는 우조에서 ‘e

→a계면조’가 쓰였으며, 평조에서 ‘g계면조→g평조’로 조바꿈한다. 계면조에

서는 전남제 산조인 한성기와 같이 ‘겹꺾는 음’ 시김새가 나타난다. 또한 ‘g

계면조’ 중 제1, 2, 5장에서 시김새의 변화는 없으나 종지음만 당(d)인 점이 

특징이다. 강태홍은 계면조에서 ‘g계면조’가 쓰였으나 시김새는 꺾는 음 대

신 지(b♭)를 퇴성하고 당(d)농현도 짧게 끊는 듯이 경쾌하게 처리하고 있

다.

  셋째, 농현폭과 농현속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심

상건은 우조→평조→계면조의 순서로 점점 농현폭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

인 농현폭은 반음 정도로 다른 산조에 비해 좁게 나타났으며 농현 속도는 

평균 5.4회/초로 30년대 산조 중 가장 느리다. 김종기는 평조→우조→계면

조 순으로 농현폭이 컸으며, 특히 계면조의 농현은 단3도를 넘는 정도의 큰 

폭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현 속도는 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고르게 나

타났으며 평균 6.6회/초로 다른 산조에 비해 가장 빨랐다. 한성기는 계면조

의 농현폭이 장 3도에 가까워 모든 산조의 농현폭 중 가장 넓게 나타났으

며, 농현속도는 6.1회/초이다. 정남희는 평조→계면조→우조의 순서로 농현

폭이 컸으며 농현 속도는 각각 6회/초 정도로 고르게 나타났다. 강태홍은 

계면조의 농현폭이 장2도 정도로 같은 전남제 산조들과는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심상건과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현속도는 6회/초였다. 

  넷째, 지역별 퇴성폭과 꺾는 폭의 차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

인다.  심상건은 전체적으로 퇴성 폭이 꺾는 폭보다 크며 우조→평조→계면

조로 갈수록 그 폭이 점점 커진다. 특히 평조 퇴성폭이 장2도에 가까워 다

른 산조 보다 넓게 나타나는데, 이는 심상건 산조가 평조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기는 퇴성폭이 평조→계면조→우조로 

갈수록 크며 꺾는 폭은 계면조에서 가장 넓게 나타났다. 우조 퇴성폭은 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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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넘어 모든 산조 중에서 가장 넓으며 이는 김종기 산조가 우조 중심으

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제 산조인 한성기와 정남희는 우조에서

는 퇴성폭이 넓고 계면조에서는 꺾는 폭이 넓게 나타나는 점이 위의 전북제 

김종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퇴성폭과 꺾는 폭은 전북제와 전남제가 서로 관

계가 접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남제 산조인 강태

홍은 계면조에 있어서 퇴성폭이 꺾는 폭보다 넓어서 이는 오히려 충청제 산

조와 같았다. 

  다섯째, 본고에서는 음향분석 그래프에 나타난 농현의 시김새를 형태에 

따라 상행농현, 증폭농현, 감폭농현, 철(凸)농현, 평농현, 불규칙농현 등으로 

분류하였다. 심상건은 모든 악조에서 불규칙농현 형태가 많았는데, 이것은 

심상건산조의 농현폭과 퇴성폭이 좁은것과 관계가있다. 김종기산조의 특징

은 우조에서 주로 상행농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면조에서는 증폭농현을 

하는 것이다. 한성기, 정남희의 전남제산조 에서도 공통적으로 계면조에 증

폭농현이 출현하는데, 평균 음고는 일정한 가운데 농현의 폭만 점차적으로 

커지는 이러한 형태를 계면조 농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강태홍의 농현

은 떠는 음 가운데 부분의 폭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철(凸) 농현 으로 독특

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농현의 폭이 빨리 커졌다가 사라지기 때문

에 농현 속도가 늘어지지 않고 짧게 느껴져, 강태홍 산조가 다른 전남제 산

조와 달리 슬프거나 애절하지 않고 경쾌하게 들리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꺾는 음 시김새에서 김종기는 땅(a)음을 두 번 꺾는 ‘겹꺾는 음’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꺾는 음 형태는 한성기, 정남희의 전남제 산조에서

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종기는 앞, 뒤의 꺾는 폭이 비슷하지만, 

한성기, 정남희는 앞의 음을 작게 꺾고 뒤의 음을 크게 꺾는 점이 다르다. 

강태홍은 음을 꺾지 않고 땅(a)을 눌러 지(b♭)에서 퇴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같이 악곡의 구성면에서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김새 활용 

면 에서는 전북제인 김종기가 전남제인 한성기, 정남희 산조와 닮아있고, 

전남제 산조로 분류되던 강태홍은 오히려 충청제 심상건과 관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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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특히 심상건의 음악이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들리는 이유는 곡

의 형식보다 시김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태홍 산조 또

한 곡의 구조보다 주법에 의한 시김새 변화가 곡의 특징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 놓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의 

여러 시김새 표현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구별되고 점차 그 차이가 불분명해

져 가는 것을 음향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악조

별 시김새의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북, 전남제에서 나타나는 ‘겹꺾는 음’ 에서 앞의 꺾는 

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현재 산조에서 퇴성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

는데, 이는 현재 가야금산조의 음향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보다 자세히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가야

금산조의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위해 이러한 음향학적 연구가 좀 더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음의 강도와 템포 변화 등에 따른 곡의 분석도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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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oustic Study on Tonal Sigimsae 

of 1930’s Gayageum Sanjo

- based on Jinyangjo -

Lee, Youna

  In this thesis, an acoustical study using a sound-analysis program 
Sonic Visualizer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differences of sigimsae in 1930’s gayageum sanjo.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distinct features in width and speed of nonghyun 
were observed. For Shim Sanggeon, the width of nonghyun tended to 
be wider in the order of woojo→pyeongjo→gyemyeonjo. The overall 

width was about one semitone, which was narrower than other 

sanjos. The speed was about 5.4 times/sec, which was the slowest 

among sanjos of 1930’s. For Kim Jonggi, the width of nonghyung 

became wider in the order of pyeongjo→woojo→gyemyeonjo; 

especially in the case of gyemyeonjo, it was measured to be bigger 

than minor 3rd. On the other hand, the speed of nonghyun showed 

uniform values without much difference among all the tones. It was 

measured to be 6.6 times/sec, which was the fastest among snajos 

of 1930’s. For Han Seonggi, the width of nonghyun in gyemyeonjo 

turned out to be about major 3rd, which was the widest of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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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was 6.1 times/sec. For Jeong Namhee, the width of nonghyun 

became wider in the order of pyeongjo→gyemyeonjo→woojo, and the 

speed was uniformly 6 times/sec for all the tones. For Kang 

Taehong, the width of nonghyun is close to major 2nd, which is 

closer to Sim Sanggeon, rather than other Cheonnamje sanjos. The 

speed of Kang Taehong’s nonghyun was 6 times/sec.

  Second, in width of twoeseong and breaking, the following distinct 
features were observed. For Shim Sanggeon, the width of twoeseong 
was wider than that of breaking overall. The width became wider in 
the order of woojo→pyeongjo→gyemyeonjo. The width of pyeongjo 

twoeseong was closer to major 2nd, which was wider than any other 

sanjos. It is conjectured that this is because Shim Sanggeon sanjo is 

structured around pyeongjo. For Kim Jonggi, the width of twoeseong 

became wider in the order of pyeongjo→gyemyeonjo→woojo and the 

width of breaking was the widest in gyemyeonjo. The width of 

twoeseong in woojo was more than major 2nd, which probably 

reflects the fact that his sanjo was structured around woojo. For Han 

Seonggi and Jeong Namhee, which are both Cheonnamje sanjos, the 

width of twoeseong was wide in woojo and that of breaking was 

wide in gyemyeonjo; a phenomenon also observed in Kim Jonggi, a 

Cheonbukj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widths of twoeseong and 

breaking are closely related in Cheonbukje and Cheonnamje. 

However, an exception was noticed in Kang Taehong sanjo, which is 

another Cheonnamje, in that the width of twoeseong was wider than 

that of breaking in gyemyeonjo, which is a phenomenon observed in 

Chungcheongje sanjos.

  Third, in this study, nonghyuns were classified into ascending 
nonghyun, amplified nonghyun, attenuated nonghyun, convex nonghyun, 
flat nonghyun, and irregular nonghyun, based on the shape of nonghyun 
sigimsae as shown in sound-analysis graphs. For Shim Sangg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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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 nonghyun often appeared.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his 
nonghyun and twoeseong have narrow widths. The characteristic of Kim 
Jonggi sanjo is that ascending nonghyun was prevalent in woojo, 
whereas in gyemyeonjo, amplified nonghyun appeared most often. 
Amplified nonghyun appeared in gyemyeonjo for both Han Seonggi and 
Jeong Namhee sanjos, which are both Cheonnamje, and one can deduce 
that amplified nonghyun, whose average pitch remains constant while 
the width of vibration gets wider, is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gyemyeonjo nonghyun. Kang Taehong’s nonghyun has a special feature 
of convex nonghyun, in which the width of nonghyun gets quickly wider 
and then fades. This kind of nonghyun sounds short and concise giving 
Kang Taehong sanjo a bright feeling in comparison with other sanjos.
  Fourth, in Kimg Jonggi’s sanjo, one can find ‘double-breaking’ of 
ddang(a) note, a form of breaking that can also be found in 
Cheonnamje, such as Han Seonggi and Jeong Namhee. The difference, 
however, is that for Kim Jonggi, the widths of breaking in the front 
and the back are about the same, whereas for Han Seonggi and Jeong 
Namhee, the back breaking is much wider. Kang Taehong shows 
noticeable difference in that without breaking, he does twoeseong by 
bending ddang(a) note to ji(b♭) note.

  Although regional commonalities are apparent  in terms of musical 
structure, in terms of usage of sigimsae, Kim Jonggi, who is 
Cheonbukje, has similarities with Han Seonggi and Jeong Namhee, who 
are Cheonnamje, and Kang Taehong, who is Cheonnamje, is rather 
similar to Shim Sanggeon, who is Chungcheongje. It was found that the 
reason why Shim Sanggeon sanjo sounds ad-lib and spontaneous lies 
more in the use of sigimsae rather than the formality of the pieces. 
This finding was also true in case of Kang Taehong sanjo as well, as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in sigimsae can transform the character of 
the piece entirely instead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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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igimsae in different tones were 
elucidated by showing that various sigimsae expressions in woojo, 
pyeongjo, and gyemyeonjo can be discerned by psychological factors 
and the differences gradually disappear through visual presentation 
based on sound-analysis results.

                                                                  

keywords : gayageum sanjo, musical tone, sigimsae, 1930’s, 

sound-analysis, Chungcheongje, Cheonbukje, Cheonnam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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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Hz)

평균율  
(Cent)

평균율   
음명

주파수    
(Hz)

평균율  
(Cent)

평균율   
음명

110.00 -1200 A2 329.63 700 E4

116.54 -1100 B♭2 349.23 800 F4

123.47 -1000 B2 369.99 900 G♭4

130.81 -900 C3 392.00 1000 G4

138.59 -800 D♭3 415.30 1100 A♭4

146.83 -700 D3 440.00 1200 A4

155.56 -600 E♭3 466.16 1300 B♭4

164.81 -500 E3 493.88 1400 B4

174.61 -400 F3 523.25 1500 C5

185.00 -300 G♭3 554.37 1600 D♭5

196.00 -200 G3 587.33 1700 D5

207.65 -100 A♭3 622.25 1800 E♭5

220.00 0 A3 659.26 1900 E5

233.08 100 B♭3 698.46 2000 F5

246.94 200 B3 739.99 2100 G♭5

261.63 300 C4 783.99 2200 G5

277.18 400 D♭4 830.61 2300 A♭5

293.66 500 D4 880.00 2400 A5

311.13 600 E♭4 　 　 　

<부 록>

주파수 평균율 환산표 (A3 = 220 Hz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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