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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산회상은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 관악 중심의 삼현영산회상,

그리고 평조회상의 3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을 4도

낮게 이조한 곡인데, 영산회상 9곡 모두 4도 아래로 이조한 것은 아니다.

즉, 중령산ㆍ세령산ㆍ가락덜이ㆍ상현도드리ㆍ염불도드리ㆍ타령 6곡은 4

도 아래로 이조하였지만, 상령산은 거문고 4괘법에 의한 이조방법이 다

르고, 군악은 동일하고, 영산회상 6번째 곡인 하현도드리는 빠져있다.

그러나 평조회상의 하현도드리가 『현학금보(거문고보)』의 ‘평조하현’,

『오희상금보(거문고보)』의 ‘평조하현’, 『청주대금보(거문고보)』의 ‘평

조하현’, 『삼죽금보(거문고보)』의 ‘환입’, 『일사금보(양금보)』의 평조

영산회상 중 ‘하현환입’, 『이수경금보(양금보)』의 ‘평조하현’,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보(거문고보와 가야금보)』의 취태평지곡 중 ‘하현환입’에

악보가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조회상에서 하현도드리가 제외된 원인이 선행연

구를 통해 주장된 관악기 음역에 무리가 있다는 것, 암기상의 어려움에

따른 것, 음이 낮아 연주법이 어렵다는 것, 하현도드리는 상현도드리의

변주곡이라는 것, 악기편성의 변화에 따른 것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를 바탕으로 평조

회상 하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조되었는지를 파악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 중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출

현음을 분석한 결과 태주(㑀簇), 임종(㑣鐘)(宮), 황종(黃鐘)의 3개음을

주요음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 중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

산회상 하현도드리의 총 26각 중 8각에서 리듬의 변화가 있었다.

셋째,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 하현도드리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산회상에서 두 악기의 선율이 비슷하면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

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역에 위치하거나, 리듬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영산회상에서 두 악기의 선율에 차이가 나면 평조회상에

서는 비슷한 선율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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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를 바탕으로 한 평조회상 하현

도드리 분석을 정악가야금 12현의 음계로 파악하면 㣴～㑀(1현～6현)까

지는 주로 완전 5도 위로 이조가 되었고, 㑖～仲(7현～12현)까지는 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가 되었다.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1, 2장에 등장하는

僙六(㑀)은 평조회상에서 4도 낮게 이조가 되면 㣮인데, 정악가야금에서

는 눌러서 내야하는 음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僙六

(㑀)이 출현하는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1, 2장은 평조회상에서 주로 완전

5도 위로 이조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3, 4장

은 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가 되었다. 완전 5도 위로의 이조는 완전

4도 아래의 한 옥타브 위이기 때문에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산회상

하현도드리와 동일한 선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위와 같이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를 분석해 본 결과, 하현도드리는 음역

이 낮아서 이조가 불가능 한 곡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들이 4도 아래로

이조가 가능하지만, 5도 위로 이조된 경우가 많았고, 선율부분에서는 영

산회상 하현도드리의 리듬과 음역에 변화를 준 특징을 보였다.

----------------------------------------------------------

주요어 :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한국학자료총서

학번 :2009-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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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영산회상은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1), 관악 중심의 삼현영산회

상2), 영산회상을 4도 낮게 조옮김한 평조회상3)의 3가지가 있다. 이 중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을 4도 낮게 이조(移調)한 것으로 영산회상은 총 9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행 평조회상은 하현도드리가 제외된 총 8곡4)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학금보(거문고보)』의 ‘평조하현’, 『오희상금보(거문고보)』

의 ‘평조하현’, 『청주대금보(거문고보)』의 ‘평조하현’, 『삼죽금보(거문

고보)』의 ‘환입5)’, 『일사금보(양금보)』의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환입’,

1) 원래 영산회상은 악학궤범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영산회상불보살(靈山會上佛菩薩)의 7자의 가

사를 붙여 노래하던 불교 음악이던 것인데, 현재 영산회상 상령산에 해당한다.  조선말기에 이

르러 세속화(世俗化)되고 기악곡화(器樂曲化)되면서 상령산에서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등 곡

이 변주(變奏)되고, 다음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가 첨가되는데, 하현도드리는 상현도드리의 변

주곡이고, 염불도드리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의 여섯자로 된 육자염불이고, 끝으로 타령

과 군악까지 전부 9곡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모음곡이라고 할 수 있다. 거문고회상이라고도 하

며, 중광지곡(重光之曲), 우림령(雨林鈴)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세광

음악출판사, 1984, 525-526pp.

2) 영산회상에서 하현도드리가 빠진 8곡으로 이루어진 곡으로 관악영산회상(管樂靈山會想) 또는 

대풍류라고도 하며, 표정만방지곡(表正萬方之曲)이라 부르기도 한다. 악기편성은 대풍류 또는 

삼현육각(三絃六角)의 기본편성법과 일치한다. 특히 이 곡의 상령산은 향피리와 대금, 해금 등

이 서로 주고 받는 연음형식(連音形式)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

울:세광음악출판사, 1984, 379p.

3)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으로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 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이라 부르

기도 한다. 영산회상의 우조(羽調, 즉 높은조)의 계면조를 4도 낮은 평조의 계면조로 조옮김한 

회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경우 평조(平調)는 선법명이 아니라 낮은 조라는 뜻이

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4, 787-788pp. 

4)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관계는 영산회상이 황종 계면조이고, 평조회상은 그보다 4도 낮은 임종 

계면조로 이조하여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은 완전히 4도 아래

로 이조하였지만, 하현도드리는 빠졌고, 끝곡인 군악은 선율이 거의 같으며 거문고 4괘법에 의

한 상령산에서는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등은 모두 음의 제약으로 거문고가 4도 낮게 이조한 

음을 한옥타브 위(5도 위)로 바꾸어 연주하며, 연주법상의 차이에 의하여 다른 가락을 많이 사

용한다. 장사훈, 『국악총론』,서울:정음사, 1976, 156-157pp.

5) 상현환입과 하현환입의 구분이 없이 전하는데 이중에서 환입이두(還入二頭)까지는 상현환입에   

해당하고 환입 중 홍권 ‘스렝’이하의 선율은 하현환입에 해당한다. 정해임, 『선화김정자교수회

갑기념음악학논문집』,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환입에 관한 선율연구”, 서울:선화김정자교수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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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금보(양금보)』의 ‘평조하현’, 『이왕직아악부의 아악보(거문고보

와 가야금보)』 취태평지곡의 ‘하현도드리’ 악보가 전해지고, 임석윤6)의

녹음자료에서도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가야금보가 전해지는 『이왕직아악부 아악

보』를 살펴보면, 이왕직아악부 당시에는 평조회상을 관악 중심으로 편

성하면 그 아명을 유초신지곡으로, 현악 중심으로 편성되는 곡을 취태평

지곡7)으로 불렀다. 이왕직아악부의 악보 중 유초신지곡에는 하현도드리

가 생략되어 있지만, 취태평지곡 가야금보, 현금보에는 하현도드리 악보

가 전해진다. 이는 하현도드리가 평조회상에서 제외된 곡이 아니라 전승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악 이론서8)와 현행보9)를 살펴보면 평조회상은 하현도드리를

제외한 8곡만이 있다고 하고,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에 관한 거문고관련

연구10)는 있으나, 가야금에 관해서는 그 연구가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를 바탕으로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출현음을 먼저 추출하고, 영산회상 하현도드리와 선율을 비

교하여 분석하려 한다. 또, 평조회상 하현도드리가 전해지는『이왕직아악

기념 음악학논문집간행위원회, 2002, 671-672pp. 

6) 국립문화재 소장시리즈 4<임석윤의 거문고 독주 Ⅰ>,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KIPC 009) 

7) 정해임, 『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음악학논문집』,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환입에 관한 선율연

구”, 서울: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 음악학논문집간행위원회, 2002, 699p.

8)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태림출판사, 1993, 85-88pp.  

   성경린, 『국악감상』, 서울: 삼호출판사, 1977, 70p.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정음사, 1976, 156-157pp.

   ______, 『국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4, 787-788pp.

   전인평, 『국악감상 -한국음악의 멋-』, 서울:중앙대학교 출판부, 1995, 363p.

9) 최충웅, 「가야금정악보」, 서울:은하출판사, 2010, 50-52pp.

   정재국, 「피리정악보」, 서울:계문사, 2007, 50p. 

   김천흥, 「정악양금보」, 서울:은하출판사, 1998, 50p. 

   김기수,이상용, 「대금정악」, 서울:은하출판사, 1984, 117-119pp. 

   이삼, 「정악대금보」, 서울:은하출판사, 2005. 

   김기수,서한범, 「필률정악」, 서울:은하출판사, 1984, 111-113pp.

   김기수,구윤국, 「현금정악」, 서울:은하출판사, 1984, 48-50pp.

   정재국,김태섭, 「피리구음정악보」, 서울:은하출판사, 1983, 92p.   

10) 박소현, “하현도드리의 변주곡 연구 -하현해탄 및 평조하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96.

     



- 3 -

부 아악보 거문고보』의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와 비교하여 두

현악기의 선율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영산회상의 낮은 음역으로 인하여 평조회상으로 이조가 어

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하현도드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조되었는지를 알

아보려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평조회상의 발생시기와 궁중음악의 전승과정을 통

하여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전승과정을 추론해보고, 평조회상 하현도드

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장사훈, 서한범, 전인평, 정해임, 박소현)을 알아보

겠다.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출현음 추출이나 선율분석에서는 『이왕직 아악

보 중 가야금보11)』의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악보를 사용하

겠다.

또, 『이왕직아악부 취태평지곡 악보』로 가야금보와 거문고보가 전해

지는데, 하현도드리가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이조되면서 두 현악기

의 선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려한다.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中

가야금보』를 사용하였는데, 이 악보는 현재 가야금 정악보로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12)」와 비교해 보면, 『이왕직아악

부 가야금보』는 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보다 음역이 한 옥타브 낮

다. 본 논문에서는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이조관계에 대한 내용이기에

음역의 문제는 제외하고,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의 음역에 따라 표

기하고 오선보로 역보하겠다.

기보법에 있어서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는 1각 12정간으로 최충

웅의 「가야금정악보」 1각 6정간보다 2배 길다. 현재 정악에서 도드리

11)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자료총서』 中 「가야금보」, 권 28, 서울: 1989.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자료총서』 中 「거문고보」, 권 25, 서울: 1988.

12) 최충웅, 「가야금정악보」, 서울:은하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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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은 6박으로 통용되는 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의 2정간을 최충

웅의 「가야금정악보」의 1정간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출현음을 파악할

때에 1/2미만의 싯가를 가진음은 꾸밈음으로 보았고, 1/2이상의 싯가를

가진음은 출현음으로 포함하였다.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중 가야금보나 거문고보를 오선보로 역보할 때,

정간에서 음이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 음의 표기가 정간의 중앙에 있으면

1정간을 8분음표(♪)로, 음의 표기가 정간의 중앙 아래쪽에 있으면 16분

음표()로 하였다.

3.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전승 및 선행연구 고찰

평조회상 하현도드리가 전해지는 관련 자료들이 있다.

1998년에 제작된 국립문화재 소장시리즈 4 <임석윤의 거문고 독주 Ⅰ>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왕직 아악부 제 79회 이습회13)(1939년 5월 4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마지막 곡이 관현악 유초신지곡 삼현, 하현, 염불로

거문고에 장인식, 가야금에 김영윤, 피리에 김보남, 대금에 유길수, 해금

에 김만흥, 장고에 김진환, 좌고에 김해영으로 이습회를 진행한 기록이

남아있어 하현도드리가 원래부터 없었거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평

조회상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이론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습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왕직아악부 시절(20C 중반)까지 평

조회상 하현도드리가 전습(傳習)이 된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필

자는 현존하는 하현도드리가 전승되지 못한 원인을 궁중음악의 전승과정

을 통해 추론하고자한다.

이왕직아악부 당시 악원들은 국가 의식을 관장하는 전통적 권위를 내세

워 속악·대중과의 분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국악은 아악만을

의미”했으며, ‘음탕한 속류’와 섞일 수 없는 것이었다14). 그리고 아악은

궁중의 것이기 때문에 일체 외부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였다15).

13)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4, 594-613pp.   

14)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서울:역사비평사, 2008, 107p. 

15) 이혜구는 1934년 전에는 아악방송이 거의 없었고, 당시의 악사장 함화진(1884~1949)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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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 궁중문화의 유산인 궁중음악은 이왕직아악부 이습회의 라디오방송

송출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처음 알려진 미지의 영역16)이었고, 일년에

한 번 공회당이나 부민관에서 공개연주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것

이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궁중음악은 이왕직 아악부 시절까지 공개

되고 있지 않다가 경성방송국을 통해 이습회가 송출되면서 일반국민에게

도 처음 알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이왕직아악부의 마지막 6기 이습생에 대한 기록17)을 살펴보면

정원 18명에서 7명을 더한 25명을 공모하여, 그간의 수업제도 5년에서 1

년을 감축하여 4년으로 졸업하였다고 한다. 당시 아악생들의 나이가 의

용군에 적합하기에 제 6기 출신은 6ㆍ25전쟁으로 말미암아 크게 피해가

있었던 것18)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조회상의 발생시기와 궁중음악의 전승과정, 이왕직아악부의 교과과정

을 토대로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전승을 추론해 볼 때, 영산회상 9곡

중 완전 4도 아래로 이조가 된 평조회상의 6곡(중령산, 세령산, 가락덜

이, 상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과 양쪽에서 동일곡으로 사용되는 군

악을 제외하면 상령산과 하현도드리가 남는다. 상령산은 영산회상이라는

변주형태의 모음곡의 원곡이라는 중요성과 평조회상의 첫 번째로 연주되

는 곡으로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평조회상의 6번째 곡 하현도드리는 영

산회상에서 완전 4도 아래로 대부분 이조를 못한 문제점으로 암기의 어

려움이 있다는 주장19)이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평조회상 하현도드리가 평조회상의 발생때부터 존재하지 않거

악은 王전하가 들으시는 음악이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이라.”하고 아악 방송을 엄금하였다

고 하였다. 이혜구, 『회수기념 만당 속문채록』 중 “나의 30대”, 서울:천보인쇄주식회사, 

1985, 405p. 

16) 송혜진, 『국립국악원 개원 50주년 기념 논문선집.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中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서울:국

립국악원, 2001, 331-357pp.

17)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개원 마흔돌기념 근대음악사 사진 자료집』 中 “이왕직아악부와 음

악인들”, 서울:국립국악원, 1991, 10-14pp.

18) 이왕직아악부 6기생 이강덕을 제외하고는 거문고 전공의 황수정은 생사를 모르고, 해금전공의 

황지연, 심동섭, 박일서, 양금전공의 김덕문 등이 모두 전사로 기록되었다. 대금전공의 윤철영 

외에도 월북하거나 납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위의 책. 

19) 박소현, “하현도드리의 변주곡 연구 -하현해탄 및 평조하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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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문제들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이왕직아악부로만 전승되어 오던 궁

중음악이 후대로 전습(傳習)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장사훈은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을 4도 낮은 평조의 계면조로 이조한 회

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하현도드리는 상현도드리의 변주곡20)

이라 하였다. 평조회상에서 하현도드리가 없는 이유를 상령산에서 찾았

는데,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상령산을 이조함에 있어 저음역으로

연주하는 상령산에서는 4도 아래로 이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때는 4도 아래로 이조한 거문고보다 오히려 한 옥타브 위로 바꾸어 연주

한다. 이와 같이 평조회상 상령산에서 피리, 대금, 해금 등의 악기는 음

역의 제약 또는 주법상의 편의 때문에 거문고와 다르다. 그뿐 아니라 가

야금과 양금도 그 음역에서 오는 제약으로 거문고를 따르지 않고 피리의

가락을 모방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평조회상에서 하현도드리가 없는 이

유도 음역과 주법의 어려움에서 온 것21)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사훈의 글에서도 언급했던 상령산을 이조함에 있어 4도 아래

로 이조되지 않는 부분은 한 옥타브 높여 5도 위로 이조하였음을 볼 때,

같은 이유로 하현도드리라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여겨

진다. 또한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나 거문고보에 남아있는 평조회상 하

현도드리 악보를 보아도 상령산과 비슷한 이조형태로 4도 아래나, 5도

위로 높여서 이조함을 알 수 있다.

서한범은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조옮김하였지만 서양음악

처럼 전체적으로 4도가 낮게 조옮김된 것은 아니고, 낮은 음역의 선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릴 수가 없어 한 옥타브 위로 바꾸어 연주하는 부

분도 많으며, 음역의 제약, 연주법상의 편의에 의하여 피리, 대금, 해금

등의 악기의 연주법은 영산회상과는 많이 다르다. 제 6곡인 하현도드리

가 빠진 이유도 음역이 낮아 연주법의 어려움22)으로 보았다.

20) 장사훈, 『국악논고』 中 “영산회상 중 삼현환입의 연구”,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66, 

154-203pp.

21)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정음사, 1976, 156-15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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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범의 주장 역시 장사훈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평조회상 상령산

이 존재하기에 설득력이 약하다.

전인평은 평조회상에서 하현도드리가 빠진 이유를 상현도드리의 변주

곡23)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이혜구가 변주의 예를 들은 「유예지」의 다음과 같은 글을 제시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거문고 7괘로 타는 상현도드리에는 또 다

른 한곡이 있는데, 그것은 완성(緩聲)으로 4괘로 타는 것이다. 그것은 상

현도드리 2장 중간에서 변주를 시작하여 변주가락을 다 탄 후, 상현도드

리의 4장 중간에서 다시 원래의 가락을 타는 것이다. 그러나 변주가락이

원래의 가락과 관계없는 별도의 가락이 아니기에 둘을 서로 비교하면 하

나도 다를 것이 없다. 간간이 이 변주가락을 섞는 이유는 7괘로만 타면

지루하기 때문에 4괘로 변주한 가락을 타는 것이라 이유를 밝혔다. 이같

이 7괘로 타는 상현도드리를 2장부터 4괘로 변주한 것을 하현도드리라

칭하듯이 영산회상의 경우에도 본래 4괘로 타는 상령산을 현행 제 2장부

터 변주하여 중령산으로 된 것 같다24)고 하였다. 그렇다면 평조회상에서

상령산의 변주곡인 중령산도 빠져야 마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다.

정해임은 현행 평조회상 중 하현도드리가 빠진 이유를 살펴보면, 이왕

직아악부 당시 유초신지곡은 관명(管名)으로 하현도드리 없이 8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태평지곡은 현명(絃名)으로 사용되었는데 하현도드리를

포함한 9곡이 거문고보와 가야금보에서 전해진다. 현재 전하는 유초신지

곡은 관현악 중심의 복수편성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1920년대 이후

에는 관악 또는 현악 중심으로 편성되던 것이 현재에는 관현악 중심의

복수편성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히 이왕직아악부의

평조회상 중 하현도드리는 거문고와 가야금의 현악보에만 전해지다가 현

재는 관현악편성에 의해 연주하게 되면서 이왕직아악부 거문고보와 가야

22)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태림출판사, 1993, 87p.

23) 전인평, 『국악감상 -한국음악의 멋-』, 서울:중앙대학교 출판부, 1995, 87-88pp.

24) 이혜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⑨ 영산회상의 음악학적 연구』 中 “영산회상-대악후보 

소재의 것과 현행의 것과의 비교”, 서울:민속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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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에서만 전하던 하현도드리마저 아주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도드리가 빠진 이유는 악기편성의 변화25)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현악기 중심의 취태평지곡 악기편성을 「한국악기대

관26)」을 통하여 알아보면

첫째, 세피리1, 대금1, 단소1, 해금1, 장구1, 거문고1, 가야금1, 양금1, 비파1, 쟁1.

둘째, 해금1, 장구1, 거문고1, 가야금1, 양금1, 비파1.

셋째, 대금1, 장구1, 거문고1.

넷째, 단소1, 해금1

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편성에서 관악기와 현악기가 모두 동

일27)하게 들어가 있어 현악기 중심의 편성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두 번째 편성에서는 그나마 현악기 중심편성에 해금과 장구가 추가된 모

습이다. 세 번째 편성에서는 대금와 거문고의 병주라 할 수 있겠고, 네

번째 편성에서는 오히려 현악기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악기편성의 변화

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레코드 녹

음기록 중 대금으로 연주된 ‘취태평28)’도 찾을 수 있다.

박소현은 영산회상은 7괘법으로 연주하고, 평조회상은 4괘법으로 연주

하는데, 그 구음 또한 일정하다. 구음이 일정하다는 것은 연주법도 동일

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하현도드리의 경우는 그 자체가 상현도드리

를 부분적으로 4도 아래로 이조된 곡이므로, 이를 다시 4도 아래로 이조

되는 경우, 거문고 주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5도 위나 한 옥

타브 아래로 이조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점은 구전심수로 전수되던

지난날의 거문고 전수과정에서 볼 때, 암기상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점

25) 정해임, 『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음악학논문집』,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환입에 관한 선율연

구”, 서울;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 음악학논문집간행위원회, 2002.

26) 장사훈, 『한국악기대관』, 서울:한국국악학회, 1969, 158p.

27) 관악기 중심편성인 유초신지곡 편성으로는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편성에서 향피

리2, 대금2, 소금1, 해금1, 장구1, 좌고1로 피리와 대금이 추가된 관악기 중심의 악기편성이라

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8) 취태평-본 곡은 표정만방을 약 70년전 고종조에 변조개작(變調改作)하여 궁중연례에 사용하는 

곡으로 연주악기는 대금이다. 함화진, 『조선음악소고』, 서울:민속원, 1961, 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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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행 평조회상에서 하현도드리가 누락된 요인이 아닐까 추측29)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평조회상의 발생 시기30)는 악보가 많이 전해지는 19C로 추정된

다. 19C 전기31)(1941년32))에 편찬한 『삼죽금보』, 1852년 편찬33)한

『현학금보』, 1852년 편찬으로 추정34)하는 『오희상금보』, 1976년 편

찬으로 추정35)하는 『협율대성』 등 여러악보에 평조회상이 전해지는

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4. 이왕직아악부 악보 개관

이왕직아악부36)의 악보는 “한국 아악의 보존과 발달을 꾀하고 아악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이것의 보급을 위한” 필요성37)에서 1928년 백우

29) 박소현, “하현도드리의 변주곡 연구 -하현해탄 및 평조하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96.

30) 평조회상은 「삼죽금보」에 평조영산회상으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19C 전기에 생겼다고 추정

하였다.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서울:일조각, 1993, 504-505pp.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38년 7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왕직아악부 당시에 이습회가 라

디오 방송으로 중계가 되었는데, 이습회에서 연주되는 곡목이 실려있다. 병주로 연주되는 취태

평지곡이 최근에 지은 곡으로 육십년전 이조 고종 때에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동일자료 1938년 

10월 6일 3면 기사 하단의 왼쪽 3번째 유초신지곡의 곡 설명에 육십년 전 고종시악으로 기록

하고 있다. 원본은 참고자료에 별첨. 동아일보 1938년 10월 6일 기사는 일제강점기 국악활동 

자료집 3 신문․잡지국악기사자료집 56p(만속원발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31)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서울:일조각, 1993, 504-505pp.

32) 정해임, 『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음악학논문집』,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환입에 관한 선율연

구”, 서울;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 음악학논문집간행위원회, 2002, 669p.

33) 정해임, 『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음악학논문집』, “평조영산회상 중 하현환입에 관한 선율연

구”, 서울;선화김정자교수회갑기념 음악학논문집간행위원회, 2002, 671p.

34) 박소현, “하현도드리의 변주곡 연구 -하현해탄 및 평조하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96, 4p.

35) 김영운, 『한국음악연구. 제 29집』, “여창 가곡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 19세기 악보의 여

창가곡을 중심으로”, 서울:한국국악학회, 2001, 129p. 

36) 국립국악원의 전신. 장악원→교방사→장악과→이왕직아악대의 이름을 거쳐 1915년 이왕직아

악부로 고친 뒤 1946년 구황궁아악부로 바뀌 때까지 이명칭을 사용하였다. 장사훈, 『국악대사

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4, 615p. 

37) 함화진(1889~1948)은 고종 때의 악인이다. 함재운이 장자로 본관 양근(陽根), 자(字)는 순중

(舜重), 호는 오당(梧堂)이다. 거문고 전공으로 고종 37년(1900) 12월에 가전악(假典樂), 광부 

5년(1901) 전악(典樂), 1913년 아악수장(雅樂手長)을 거쳐 제 5대 아악사장(雅樂師長)을 지냈

으며, 1945년 이전의 유일한 국악 이론가였다. 저서에는 증보가곡원류, 조선음악통론, 이조악제

원류, 조선음악소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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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출생년도

아악부원

양성소

졸업기수

전공악기 담당분야

이주환

(이복길)

성경린

이재천

(이석재)

김기수

김철영

이창규

이덕환

장사훈

1909

1911

1929

1917

1916

1918

1918

1916

3기

3기

3기

4기

4기

4기

4기

4기

피리

거문고

피리

대금

거문고

가야금

해금

거문고

양금곡 전반

아악곡 속도측정

피리곡 전반

대금곡 전반

거문고곡 전반

가야금곡 전반

해금곡 전반

가곡·가사·시조 

용38)에게 양악 오선보로의 채보를 위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백우

용이 1930년 6월 타계하고, 그 이후 이가라시 테이자부로(五十嵐悌三郎)

ㆍ이시카와 기이치(石川義一)ㆍ이종태 등이 참여한 악보화 작업이 있었

으나, 이 작업에 참여한 이시카와 기이치에 의하여 전통음악이 왜곡될

수 있음을 염려한 이왕직아악부의 음악인들이 분야별 채보를 분담하여

마침내 1939년 5월에 아악곡 채보가 완성되었다. 이 채보 작업은 사람에

따라 실제 연주되는 악곡을 오선보로 채보하거나, 기존의 악보를 채보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인사는 <표 1>과 같

다.

<표 1> 이왕직아악부 악보 채보에 참여한 인명과 담당분야39)

    이왕직아악부의 악보편찬에 관한 중요성은 장사훈의 함화진에 대한 언급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사훈은 함화진에 대해 “아악생 양성, 아악의 선양, 아악기의 제작, 아악보의 작성 등 많은 업

적을 남기었다.”고 평가했다. 장사훈, 『국악개요』, 서울:정연사, 1961, 280p. 

38) 1883~1930한국최초의 군악대장. 본관 임천(林川). 클라리넷 전공. 1898년 한성관립덕어학교

입학. 1901년 동교 졸업, 무관학교 입학. 1902년 육군 보병 참위. 1904년 5월 군악 중대 3등 

군악장. 1907년 11월 장례원 양악사장. 1915년 3월 양악대 해산되고, 1928년 4월 이왕직아악

부 채보 전담 촉탁. 

39) 김영운, “이왕직아악부 고악보해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25, 서울:국립국악원, 1988, 

5-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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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아악부 아악생 교육에서는 악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기련40)은 아악부원 소속 노악사들은 악보가 필요 없었고, 아악생들은

1, 2학년 때까지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 전곡을 숙지하게 되므로 아악

부 악보에는 경종보를 비롯 어떤 악기의 악보에도 제례악곡이 실려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천흥41)의 진술에서도 악보사용에 관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 구전심수로 배우고 스스로 가락을 익혀서 외우는 방식을 택하였

지 악보를 보면서 학습 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지 않았다. 또, 성경

린42)도 이왕직아악부에서의 악보사용에 관하여 복잡한 관악보는 교사가

제작하여 학생에게 주었는데, 학습시간에는 일체 내어볼 수 없었다고 하

였다. 학생이 악곡을 기보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배우는 자리에

서는 안되고, 그 자리를 떠나서야 허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왕직아악부의 악보편찬에 관한 평가는 당시 신문기사43)에서

도 매우 중요한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학자료총서에서 이왕직아악

부의 고악보해제를 담당한 김영운44)의 글을 인용하고자한다.

국립국악원이 구황궁아악부45)(舊皇宮雅樂部)시절에 1949년 9월

7일자로 구입한 9종의 악보46)는 정간보와 율자보를 사용한 필

40) 성기련, 『사료를 통해 본 이왕직아악부』 中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서

울:동양음악 연구소, 2004. 

41) 김천흥은 소리라는 것은 하나 하나에서 그 듣는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고 감동을 시킬수 있는 

것으로 이 우리의 소리는 청각으로 들어서 느끼는 것이기에 악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

다. 예전의 가락을 들어 자기 나름대로 훈련을 하여 소리를 만듬이 좋은데, 악보는 음악 예술의 

손해로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김천흥, “김천흥 1909”,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

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권 5,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312-314pp. 

42) 성경린, 『한국음악논고』, 서울:동화출판공사, 1976, 170~171pp.

43) 네이버라이브러리.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 1면에 보면 이왕직아악부의 악보편찬작업에 

대한 사설이 있다. 예술은 세계인이 다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귀중한 자료를 남기는 것은 역

사적으로도 예술적으로 중요한 일이기에 조선의 아악보가 출판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으로 신

중에 신중을 기하여 출판하기 전에 엄밀히 심사하고 노력하라는 당부의 사설이다. 원본자료 별

첨. 

44) 김영운, “이왕직아악부 고악보해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 25, 서울:국립국악원, 1988, 

5-7pp. 

45) 구황궁아악부는 1946년부터 국립국악원이 개원한 1951년 4월까지 불렸던 명칭이다. 1948년 

12월 17일 제 115차 국회본회의에서 ‘아악원(雅樂院) 국영(國營)에 관한청원(請願)’이 통과되었

다.    

46) 금합자보(琴合字譜)의 소장자였던 전형필씨의 동생 전형철씨가 음악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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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으로 경종보, 피리보, 대금보, 소금보, 해금보, 아쟁보, 단소

보, 거문고보, 양금보로 중요악기인 가야금보가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황병기가 “국립국악원에 있는 악보체제와 필체가 동일

한 가야금 악보를 오래전에 고서적상에서 구입하였다.”고 하였

는데, 이 가야금보가 이왕직아악부의 악보가 맞다면 모두 10종

이 되는 셈이다. 이왕직아악부 아악보에는 국악연주에서 중요

하게 쓰이는 악기가 대부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1930년

대 이왕직아악부의 음악을 전해주는 귀한 자료라 하겠다.

종 국악기와 양악기․악보․악서 등을 수집하였는데, 당시 국악의 악보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

어 함화진 선생이 제공한 이왕직아악부의 악보를 필생이 사보케 하여 보관하였다. 해방 후 전

형철씨가 소장품들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당시 구황궁아악부에서 이를 구입하였던 것이다. 이 

악보는 오늘날 연주되는 음악과 대체로 동일한 선율을 기보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서 선율형

태 ․ 시가표기 ․ 장식음의 유무 ․ 부호의 표기방법 등에서 현재와는 차이를 보인다. 



- 13 -

Ⅱ.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비교분석

1.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분석

가. 평조회상과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출현음 비교

본장에서는 『이왕직아악부 아악보』중 가야금보의 평조회상과 영산회

상의 하현도드리 출현음을 각 장별로 추출하였다. 출현음 횟수를 파악함

에 있어 한 정간을 1박으로 보았을 때, 1/2 이상의 박을 지니면 출현음

에 포함하였고, 1/2 미만의 박을 지닌 음은 꾸밈음으로 분류하여 출현음

에서 제외하였다.

논문의 편의를 위하여 영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하>로,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평․하>로 기록하였다.

1)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영․하> 1장에서는 총 29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僙이 11회로 가장

많았고, <평․하> 1장에서는 총 29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㑣이 11회

로 가장 많았다. 영산회상에서 4도 내려 이조한 것이 평조회상인데,

<영․하> 1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 黃보다 <평․하> 1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 仲이 더 높으므로 <평․하> 1장은 영산회상에서 4도 아래로 이

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영․하> 2장에서는 총 32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僙이 9회로 가장 많

았고, <평․하> 2장에서는 총 31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㑣이 9회로 가

장 많았다. <영․하> 2장의 출현음 수는 32회이고, <평․하> 2장의 출

현음 수는 31회로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이조되면서 생략된 음이 1

회 발생하였다. 영산회상에서 4도 내려 이조한 것이 평조회상인데,

<영․하> 2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 㑣보다 <평․하> 2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 太가 더 높으므로 <평․하> 2장은 영산회상에서 4도 아래로 이

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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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3장에서는 총 17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㑖이 7회로 가장 많

았고, <평․하> 3장에서는 총 15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僙이 6회로 가

장 많았다. <영․하> 3장의 출현음 수는 17회이고, <평․하> 3장의 출

현음 수는 15회로,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이조되면서 2회의 생략된

음이 발생하였다. <영․하> 3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은 黃이고, <평․

하> 3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은 㑣으로 <평․하> 3장은 영산회상에서 4

도 아래로 이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하> 4장에서는 총 47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㑖. 㑣, 黃이 12회로

가장 많았고, <평․하>에서는 총 45회의 출현음이 있었는데 㑀가 17회

로 가장 많았다. <영․하> 4장의 출현음 수는 47회이고, <평․하> 4장

의 출현음 수는 45회로,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이조되면서 2회의

생략된 음이 발생하였다. <영․하> 4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은 仲이고,

<평․하> 4장의 출현음 중 최고음은 黃으로 <평․하> 4장은 영산회상

에서 4도 아래로 이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례 1>과 같이 <영․하>의 출현음은 㣴, 㣡, 㣩, 僙, 僙六(㑀), 㑖, 㑣,

㒇, 黃, 太, 仲으로 주요음은 임종, 황종, 중려이고, <평․하>의 출현음은

㣴, 㣩, 僙, 㑀, 㑖, 㑣, 㑲, 黃, 太로 주요음은 태주, 임종, 황종이다.

<보례 1>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출현음과 횟수

<표 2>와 같이 <영․하>와 <평․하>의 출현음 중 최고음은 仲과 太

이다. 이는 하현도드리에 있어서는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4도 아래

로 이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하>에서는 㣖가 출현하지

않았고, <평․하>에서는 㣖, 㣡이 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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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의 총횟수로 보면 <영․하>는 125회이고 <평․하>는 120회로

<평․하>가 5회 적었다.

<표 2>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전장 출현음

영산회상 평조회상

㣴 1 3

㣖 0 0

㣡 2 0

㣩 11 8

僙 27 20 

僙六(㑀) 5 24

㑖 34 1

㑣 26 34

㒇(㑲) 2 7

黃 14 15

太 2 8

仲 1 0

합 125 120

현행 영산회상은 황종궁(黃種宮) 평조47)로, 평조회상은 이를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한 것으로 탁임종(㑣鍾)이 중심음이 된다.

<표 3>과 같이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출현음의 순위는 㑣 34회, 㑀 24

회, 僙 20회, 黃 15회, 㣩 8회, 太 8회, 㑲 7회, 㣴 3회, 㑖 1회순이고, 이

를 배성과 청성을 포함한 음으로 정리하면 임종 42회, 황종 38회, 태주

32회, 남려 7회, 중려 1회 순이다.

47) 15세기 영산회상의 악조는 향토적 계면조로, 㑣, 㒇, 黃(宮), 夾, 仲이고, 19세기에는 정악의 

계면조로 㑣, 黃(宮), 仲으로 바뀌었다. 현행은 19세기 음계에 평조(太)가 추가되어 오늘날의 영

산회상은 㑣, 黃(宮), 太, 仲의 황종궁(黃種宮)의 평조가 되었다. 황준연, 『영산회상연구』, 서

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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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전체 출현음 분석표

출현수
옥타브 포함

출현수

출현수 

순위

㣴 3

㣖 0

㣡 0

㣩 8

僙 20 38회 2

㑀 24 32회 3

㑖 1 1회 5

㑣 34 42회 1

㑲 7 7회 4

黃 15

太 8

仲 0

즉, <보례 2>와 같이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태주(㑀簇), 임종(㑣鐘)

(宮), 황종(黃鐘)을 주요음으로 사용하였다.

<보례 2>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주요음

나.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가야금 선율 분석

1) 하현도드리 1장

<보례 3>과 같이 <영․하> 제 1각에서는 㣩에서 슬기둥으로 시작하여

3박에서 반복, 4박에 僙으로 상행, 6박에서 반복하여 제 2각에서 僙에서

다시 2박 유지, 㑣으로 3박에 상행, 4박 㑖으로 하행한 후 마지막 6박에

배성으로 음을 채워준다. <평․하> 제 1각에서는 㑀에서 3박을 유지하

고, 4박에 㑣으로 상행하여, 6박에 반복하여 제 2각에서 㑣에서 2박을 유

지한 후 영산회상처럼 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행하여 㣴에서

1박, 다시 상행하여 僙에서 2박을 유지하고, 6박에 반복하는 선율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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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1각을 보면 두 선율진행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평조회상이 영산

회상보다 완전 4도 아래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5도 높은 음역

에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각을 보면 1, 2박은 영산회상의 완

전 5도 위로 평조회상이, 3박은 가야금의 최저음이자 영산회상 㑣의 완

전 12도 아래로, 4, 5박은 영산회상의 완전 4도 아래로 평조회상이, 6박

은 영산회상의 완전 5도 위로 평조회상이 이조되는 복합적인 이조를 하

였다. 영산회상 제 2각 3박의 음 㑣이 완전 4도 아래나, 완전 5도 위가

아닌, 가야금의 최저음인 㣴으로 이조를 한 특징을 보인다.

<보례 3>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1장 제 1, 2각

<보례 4>와 같이 <영․하> 제 3각은 㑖에서 2박 후 僙으로 하행하여

1박, 㑀로 상행하여 2박 유지 후 僙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제 4각에서 동

일하게 나타난다. <평․하> 제 3각은 僙에서 2박 후 㑣으로 상행하여 1

박, 㑲으로 상행하여 2박 지속 후 㑣으로 하행하고, 제 4각에서는 첫 음

이 黃으로 상행한 후 제 3각과 동일한 선율진행을 보인다.

제 3각의 1～2박은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3～6박은 완전 5도 위

로 이조하여 평조회상이 되었다. 제 4각은 영산회상을 모두 완전 5도 위

로 이조하여 평조회상이 되었다.

<보례 4>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1장 제 3, 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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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5>와 같이 <영․하> 제 5각은 㑣에서 2박 후, 3박에 黃을 앞꾸

밈음으로 사용하여 반복, 4～5박에 㑖을 거쳐 가야금의 6번째 줄 㑀의

음정을 변형한 僙六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하여 6박 僙으로 하행한다. 제 6

각에서는 僙에서 2박, 3박에 앞꾸밈음 㑣을 거쳐 㑖으로 상행한 후, 4박

에 반복하여 5박까지 유지한다. 6박에 僙으로 하행하는데 가야금의 6번

째 줄 㑀를 변형한 僙六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한다. 제 7각은 㑣에서 두

박, 3박에 僙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한 㑖으로 하행한다. 4, 5, 6박에서는

이 음들을 각 1박씩 사용하여 㑣-僙-㑖의 선율을 보인다. <평․하> 제

5각은 영산회상을 완전 5도 위에서 이조를 하였는데, 3박의 첫음은 林으

로 이조가 되어야 하나 가야금의 최고음에 따라 仲으로 이조되었고, 6박

에서 앞꾸밈음으로 사용된 㑲은 영산회상에서 동일음정으로 사용된 僙六

의 본질, 즉 가야금 6번째 현 㑀의 음정을 사용한 것이다. 제 6각은 㑣에

서 시작하여 2박을 유지한 후, 영산회상과 마찬가지로 상행하여 黃으로

상행하는데, 앞꾸밈음에 있어 완전 4도 아래의 음정 㑀나, 太를 사용하지

않고, 영산회상과 같은 음 㑣을 사용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평조회상에

서 선행음을 취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4, 5, 6박은 제 5각의 4, 5, 6박과

동일하다. 제 7각은 영산회상의 완전 5도 위의 太에서 2박 후, 黃으로 하

행하는데, 그 앞꾸밈음은 영산회상의 僙의 완전 5도 위의 음 㑣대신 㑲

사용하였다. 4박은 분박을 하여 太-黃을 사용한 특징을 보이고 5, 6박에

서도 영산회상에서 완전 5도 위의 변조를 하였다. 이조를 함에 있어 음

정뿐만 아니라 리듬에 있어서도 변화를 준 예로 볼 수 있다.

<보례 5>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1장 제 5, 6, 7각

2) 하현도드리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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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6>과 같이 <영․하> 제 1, 2각은 반복되고 있다. 1박 㑣에서 2

박 㑖으로 하행한 후 4박과 6박에서 각기 앞꾸밈음으로 僙을 사용하여

㑖의 음정을 유지하고 있다. 제 3각은 1박 㑀에서 2박에 㑣으로 상행 후,

3박에 반복, 4박에서는 㑀를 앞꾸밈으로 사용하여 㑣을 반복, 5박에 㑀를

거쳐 6박에 僙으로 하행한다. <평․하>도 제 1, 2각이 반복된다. 영산회

상의 선율과 동일하지만 완전 4도 아래가 아니라 완전 5도 위로 이조되

었다. 제 3각도 영산회상 선율을 완전 5도 위에서 이조를 하였는데, 영산

회상에서 2박과 3박에 각각 사용한 㑣을 평조회상에서는 2～3박동안 太

를 유지하는 차이를 보인다.

<보례 6>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1, 2, 3각

<보례 7>과 같이 <영․하> 제 4각에서는 1박에서 㣩이 2박 유지 후,

3박에 僙을 거쳐 4박에 㑖으로 상행하여 5박까지 유지하고, 6박에 僙으

로 하행을 하는데, 가야금의 6번째 줄 㑀의 음정을 변형한 僙六을 앞꾸밈

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 5각 1박에서 㣩을 2박 유지 후 3박에 僙으로

상행 후, 4박에 다시 㣩, 5박에서는 㑀로 상행, 6박에 僙으로 하행한다.

<평․하> 제 4각은 영산회상의 선율을 완전 5도 위로 이조를 그대로 하

였는데, 6박에서 㑲은 영산회상의 僙六의 가야금 6번째 줄 음정 㑀를 따

른 것이다. 제 5각 역시 영산회상의 선율 그대로 완전 5도 위로 이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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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7>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4, 5각

<보례 8>과 같이 <영․하> 제 6각의 1, 2박과 3, 4박이 僙에서 㣩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반복되고 5박에 다시 僙으로 돌아와서 6박에 음정을 반

복한다. 제 7각에서는 㣩에서 슬기둥을 통해 3박까지 유지를 하고, 4박에

반복하여 5박까지 유지, 6박에 㣴으로 하행한다. <평․하> 제 6각과 제

7각의 3박까지는 영산회상의 선율 그대로 완전 5도 위로 이조하였고, 제

7각의 4박～6박은 영산회상과 동일하다. 이것은 영산회상 2장 제 7각 종

지형의 선율을 평조회상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례 8>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6, 7각

3) 하현도드리 3장

<보례 9>와 같이 <영․하> 제 1각과 제 2각은 1음 1정간으로 이루어

져있다. 黃에서 㑣을 거쳐 㑖으로 하행하여 반복, 㑣에서 다시 㑖으로 되

돌아온다. 제 2각에서 하행하여 僙에서 㑖으로 상행하여 반복, 僙으로 하

행하여 반복 후 다시 㑖으로 돌아오는 黃-㑣-㑖-㑖-㑣-㑖, 僙-㑖-㑖-僙

-僙-㑖의 구조이다. 제 3각에서는 黃으로 상행하여 2박에 㑣에서 3박까

지 유지, 4박에 黃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하여 반복, 5박에 㑖, 6박에 僙으

로 하행한다. <평․하> 제 1각은 영산회상 선율을 완전 4도 아래로 이

조하였으나, 영산회상 5박의 㑣은 평조회상에서 완전 4도 아래의 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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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완전 8도 아래 㣩으로 이조되었다. 제 2각은 영산회상을 완전 4

도 아래로 이조하였으나, 리듬에 변화가 보인다. 영산회상은 1음 1박이지

만, 평조회상에서는 영산회상 2, 3박 㑖과 4, 5박 僙이평조회상에서는 僙

과 㣩으로 통합되었다. 또, 평조회상 6박은 㣩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한 僙

인데, 이는 영산회상 5박의 음 僙이 평조회상 6박의 앞꾸밈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 3각은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그대로

이조하였다.

<보례 9>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3장 제 1, 2, 3각

4) 하현도드리 4장

<보례 10>과 같이 <영․하> 제 1각은 1음 1박으로 되어있다. 㑖에서

한 옥타브 아래 㣡, 다시 㑖으로 돌아와 㑣을 거쳐 太로 상행하여 黃으

로 하행하는 㑖-㣡-㑖-㑣-太-黃의 선율이다. 제 2각은 㒇에서 2박에 반

복, 3박에 㑣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하여 黃으로 상행하여 4박에 반복, 5박

㑖으로 하행, 6박에 㑣으로 상행한다. 제 3각은 黃에서 2박 㑣을 거쳐 㑖

으로 하행, 4박 㑣을 거쳐 5박 黃으로 돌아와 6박까지 유지한다. <평․

하> 제 1각과 제 3각은 僙-㣴-僙-㑀-㑲-㑣과 㑣-㑀-僙-㑀-㑣으로 영산

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그대로 이조하였다. 제 2각에서는 리듬의 변화

가 보이는데 영산회상 1박과 2박의 㒇가 평조회상에서는 1½박의 㑖으로

통합되었고, 영산회상 3박 앞꾸밈음 㑣이 ½박 㑀로 사용되었다. 3박 이하

는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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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0>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1, 2, 3각

<보례 11>과 같이 <영․하> 제 4각은 1음 1박인데, 1박 㑣에서 왼손

수법 뜰동이 사용되었다. 㑣에서 㑖으로 하행하여 반복, 僙으로 다시 하

행하여 반복 후 㑖으로 돌아오는 㑣-㑖-㑖-僙-僙-㑖이다. 제 5각은 1박

㑣에서 2박 㑖으로 하행하여 3박에 반복, 4박에서 㑣을 앞꾸밈음으로 사

용하여 黃으로 상행하여 5박에 㑖을 거쳐 6박 僙으로 하행한다. 제 6각

에서는 1박 㑣에서 2박 黃으로 상행하는데, 4박과 6박에 黃을 다시 반복

하면서 㑣을 앞꾸밈음으로 사용한다. <평․하> 제 4각은 㑀-僙-僙-㣩-

㣩-僙으로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였다. 제 5각은 영산회상

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였으나, 리듬에 변화를 보인다. 영산회상 2박

과 3박의 㑖이 평조회상에서는 1½박의 僙으로 통합되면서 짧아졌다. 영

산회상 4박의 앞꾸밈음 㑣이 평조회상에서 나머지 ½박 㑀로 사용된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평조회상 4박 이하는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

조하였다. 제 6각은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였으나 리듬에

차이를 보인다. 제 6각은 영산회상은 1+2+2+1박의 구조이나 평조회상은

1+1½+½+1½+½+1박의 구조이다. 영산회상의 4박과 6박의 앞꾸밈음 㑣이 평

조회상에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되어 ½박 㑀로 사용되었다.

<보례 11>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4, 5, 6각

<보례 12>와 같이 <영․하> 제 7각은 1박 仲에서 이후 한 박씩 太,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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㑣으로 하행하여 5박에 黃으로 상행하여 6박까지 유지하는 仲-太-黃-㑣

-黃이다. 제 8각은 㑣을 왼손수법 뜰인 앞꾸밈음으로 사용하는 㣩으로

시작하여 2박 㑣에서 3박 㑖으로 하행, 4박 㑣을 거쳐 5박 黃으로 상행

하여 6박까지 유지한다. 제 9각은 㑣을 왼손수법 뜰인 앞꾸밈으로 사용

하는 㣩으로 시작하여 2박에 㑣으로 상행하여 3박까지 유지, 4박에 반복

하여 5박에 㑖으로 하행하여 6박까지 유지하여 마무리된다. <평․하>

제 7각은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였다. 제 8각은 1박을 제외

한 2박 이하는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였다. 영산회상은 1박

에서 㑣을 왼손수법 뜰인 앞꾸밈음으로 사용한 㣩이었으나, 평조회상에

서는 이를 완전 4도 내린 㑀를 앞꾸밈음으로 사용한 㑀로 완전 5도 위로

이조가 되었다. 제 9각의 1박은 제 8각의 1박과 동일한 영산회상은 㑣-

㣩이나, 평조회상 1박은 㑀-㑀이다. 2박 이하는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

래로 이조하여 평조회상이 되었는데, 리듬에 차이를 보인다. 제 9각의 영

산회상은 1+2+1+2박의 구조이고, 평조회상은 1+2+2+1박의 구조이다.

<보례 12>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7, 8, 9각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선율을 비교해 본 결과 1, 2장에서

는 영산회상의 선율이 주로 완전 5도 위로, 3, 4장에서는 영산회상의 선

율이 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가 되어 평조회상이 되었다. 완전 5도

위로의 이조는 결국 완전 4도 아래의 선율을 한 옥타브 올린것과 동일하

므로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산회상의 선율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리듬에 있어서는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1장의 제 1, 7각, 2장의

3각, 3장의 제 2각, 4장의 제2, 5, 6, 9각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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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 비교

영산회상 하현도드리에 있어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왕직 아악부 아악보』 중 취태평지곡 가야금보와 거문고보

에서만 하현도드리가 전해지는 바 두 현악기 선율비교를 통하여 평조회

상 하현도드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논문의 편의를 위하여 영산회상과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거문고는

각 <영․하․거>, <평․하․거>로 표기를 하고, 동일 악곡 가야금은

<영․하․가>, <평․하․가>로 표기를 하였다.

가야금과 거문고 하현도드리 한 각씩을 비교하였다. 한 각의 구성음과

그 횟수가 같고, 구성음이 이루는 선율이 완전동일한 경우는 [완전동일],

한 각의 구성음과 그 횟수가 같으나 꾸밈음 등의 차이로 싯가차이가 나

는 경우는 [동일], 그 나머지 경우는 [부분동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경우에 있어 가야금이 거문고 선율보다 한옥타브 높은 경우는 [한․완전

동일], [한․동일], [한․부분동일]로, 가야금이 거문고 선율보다 부분적으

로 한옥타브 높은 경우는 [(부)한․완전동일], [(부)한․동일], [(부)한․

부분동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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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현도드리 1장

하현도드리 1장 제 1각을 살펴보면 <보례 13>과 같다. 앞의 설명처럼

평조회상 가야금 거문고 선율은 구성음과 그 횟수가 같고 선율이 완전동

일하므로 [완전동일], 영산회상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구성음과 그 횟

수는 같지만, 꾸밈음의 싯가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다고 분석하였

다. 영산회상에서 [동일]이 모두 완전 5도 위로 이조를 하여 평조회상에

서 [완전동일]이 되었다. 그리고 영산회상에서는 처음 3박이 2박+1박의

형태인데, 평조회상에서는 3박으로 통합되었다.

<보례 13> 하현도드리 1장 제 1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1장 제 2각을 살펴보면 <보례 14>와 같이 영산회상은 마지

막 6박에서 가야금은 㣡, 거문고는 㣴으로 [부분동일]하다. 하지만, 평조

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는 [완전동일]하다. 하지만, 이조방법에 있어서는

불규칙하게 가야금은 완전 5도 위+완전 12도 아래+완전 4도 아래+완전

5도 위, 거문고는 완전 5도 위+완전 12도 아래+완전 4도 아래+완전 8도

위로 이조하였다.

<보례 14> 하현도드리 1장 제 2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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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1장 제 3각을 살펴보면 <보례 15>와 같이 영산회상에서

[완전동일]이 평조회상에서는 [(부)한․완전동일]이 되었다. 이는, 거문고

는 영산회상 선율 그대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여 평조회상이 되었지

만, 가야금이 영산회상의 3박 이하부터 완전 5도 높게 이조를 하였기 때

문이다.

<보례 15> 하현도드리 1장 제 3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1장 제 4각을 살펴보면 <보례 16>과 같이 영산회상의 가야

금과 거문고는 [완전동일]로 1장 제 3각을 반복하였다. <평․하․가>는

첫 음이 黃으로 <영․하․가>의 1장 제 3각 첫 음 僙과는 한 옥타브 높

다. 따라서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한․완전동일]이 되

었다.

<보례 16> 하현도드리 1장 제 4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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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1장 제 5각을 살펴보면 <보례 17>과 같이 영산회상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가 구성음 중 꾸밈음 하나를 제외하고 [부분동일]하다.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가 [한․완전동일]한데, <평․하․가>에

있어 3박의 첫음은 영산회상의 黃을 다른 음들과 마찬가지로 5도 위인

林으로 이조하여야하나, 가야금의 최고음에 따라 仲으로 이조하였다.

<평․하․거>에 있어 3박 첫 음은 가야금의 음과 같은 <영․하․거>의

제음이기도 한 㑣을 사용하였다.

<보례 17> 하현도드리 1장 제 5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1장 제 6각을 살펴보면 <보례 18>과 같이 영산회상의 [동

일]이 평조회상으로 이조가 되면서 [한․완전동일]이 되었다. 이는

<평․하․가>는 완전 5도 위로 주로 이조를 하였고, <평․하․거>는

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두 번째 등장음 㑣은, 다른 구성음들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은 완

전 5도 위 太, 거문고는 완전 4도 아래 㑀로 이조가 가능하나, <평․

하․가>는 제음인 㑣, <평․하․거>는 완전 8도 아래인 㣩으로 이조가

된 특징을 보인다.

<보례 18> 하현도드리 1장 제 6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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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1장 제 7각을 살펴보면 <보례 19>와 같이 영산회상에서 가

야금과 거문고의 [동일]이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동

일]하게 되었다. 이는 가야금은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완전 5도 높

게 이조를 하였고, 거문고는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완전 4도 낮게

이조하였기 때문이다. 하현도드리 1장 제 7각에 있어 영산회상의 4박이

평조회상에서는 분박되는 리듬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례 19> 하현도드리 1장 제 7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2)하현도드리 2장

하현도드리 2장 제 1각을 살펴보면 <보례 20>과 같이 영산회상의 [동

일]이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동일]이 되었다. 이는

거문고는 영산회상에서 완전 4도 아래로 평조회상을 이조하였고, 가야금

은 영산회상에서 완전 5도 높게 평조회상으로 이조하였기 때문이다.

<보례 20> 하현도드리 2장 제 1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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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2각을 살펴보면 <보례 21>과 같이 영산회

상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첫음이 다른 [부분동일]이 평조회상으로 이

조되면서 [한․동일]이 되었다. 이는 <영․하․거>의 첫 음 僙이 <평․

하․거>에서 㑀로 장 2도 위로 이조하였는데, 이는 <영․하․가>의 첫

음 㑣을 사용하여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한 <평․하․가>의 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례 21> 하현도드리 2장 제 2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3각을 살펴보면 <보례 22>와 같이 영산회상에서

[부분동일]이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동일]이 되었다.

이는 <평․하․가>는 영산회상에서 주로 완전 5도 위로 평조회상을 이

조하였고, <평․하․거>는 영산회상에서 완전 4도 아래로 평조회상을

이조하였기 때문이다.

<보례 22> 하현도드리 2장 제 3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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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2장 제 4각을 살펴보면 <보례 23>과 같이 영산회상에서

[완전동일]이 평조회상으로 이조되면서 [(부)한․동일]이 되었다. 이는

<평․하․가>는 영산회상에서 완전 5도 위로 이조를 하였지만, <평․

하․거>는 3박까지는 영산회상을 완전 5도 위로 4박부터는 완전 4도 아

래로 이조하였기 때문이다.

<보례 23> 하현도드리 2장 제 4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5각을 살펴보면 <보례 24>와 같이 영산회상의 [완

전동일]이 평조회상에서는 [(부)한․완전동일]이다. 이는 가야금은 영산

회상의 선율을 완전 5도 높게 모두 평조회상으로 이조하였지만, 거문고

는 영산회상의 1-4박까지는 완전 5도 높게, 5박 이하부터는 완전 4도 낮

게 평조회상으로 이조하였기 때문이다.

<보례 24> 하현도드리 2장 제 5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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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2장 제 6각을 살펴보면 <보례 25>와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가야금, 거문고 선율이 [완전동일]하다. 이는 가야금과 거문고 모

두 영산회상에서 완전 5도 위로 평조회상으로 이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보례 25> 하현도드리 2장 제 6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2장 제 7각을 살펴보면 <보례 26>과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부분동일]하다. 가야금과 거문고에 있어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4박 이하가 같다. 이는 다른 이조법을 사용하였

다기 보다는 영산회상의 2장 7각이 종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평조회상에

서도 종지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가야금과 거문고 영산회상

의 1-3박의 지속음 㣩은 평조회상으로 완전 5도 높은 㑀로 이조되었다.

<보례 26> 하현도드리 2장 제 7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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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현도드리 3장

하현도드리 3장 제 1각을 살펴보면 <보례 27>과 같이 영산회상은 [부

분동일]로, <영․하․가>의 5박은 㑣이고 <영․하․거>의 5박은 僙으

로 구성음이 다르다. 평조회상에는 가야금과 거문고가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여 [완전동일]이 되었는데, 이는 <영․하․가> 5박의

㑣이 <평․하․가>에서 완전 4도 아래 㑀가 아니라, <영․하․거>의 5

박의 음 僙을 평조회상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한 㣩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례 27> 하현도드리 3장 제 1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3장 제 2각을 살펴보면 <보례 28>과 같이 영산회상에서 가

야금과 거문고의 구성음수가 다른데, 이는 가야금은 2-3박이 仲-仲이고,

거문고는 2-3박이 仲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산회상은 [부분동

일]하다. 영산회상에서 4도 낮게 평조회상으로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이

조를 하였는데, <평․하․가>의 2박의 僙이 3박까지 지속하면서 <평․

하․거>와 [동일]하게 되었다.

<보례 28> 하현도드리 3장 제 2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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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3장 제 3각을 살펴보면 <보례 29>와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선율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있어 [부분동일]하다. 영산회상의 가야

금과 거문고 선율을 완전 4도 아래로 그대로 이조하여 평조회상이 되었

는데, <평․하․거>의 끝음이 <영․하․거> 끝음인 僙에서 장2도 위

㑀로 이조된 것이 예외적이다.

<보례 29> 하현도드리 3장 제 3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4) 하현도드리 4장

하현도드리 4장 제 1각을 살펴보면 <보례 30>과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는 [부분동일]하다.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에서 가

야금 2박은 앞의 음을 배성으로 사용한 것이라 거문고 선율과 일치한다

고 할 수 있겠다.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완전 4도 아래로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이조를 하였다.

<보례 30> 하현도드리 4장 제 1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 34 -

하현도드리 4장 제 2각을 살펴보면 <보례 31>과 같이 영산회상에서는

4박 이하가 같고, 1-3박까지는 구성음과 싯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

동일]인데, 평조회상으로 이조가 되면서 [완전동일]이 되었다. 이는 구성

음에서 거문고가 영산회상의 3박 㒇(뒤의 㑣은 꾸밈음)를 평조회상에서

완전 4도 아래의 㑖대신, <영․하․가>의 3박 黃(앞의 㑣은 꾸밈음)을

따라 㑣으로 이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례 31> 하현도드리 4장 제 2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3각을 살펴보면 <보례 32>와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완전동일]하다. 영산회상의 선율이 완전

4도 아래로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평조회상으로 이조하였기 때문이다.

<보례 32> 하현도드리 4장 제 3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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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4장 제 4각을 살펴보면 <보례33>과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선율이 [부분동일]하다.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완전 4도 아

래로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그대로 이조하였다.

<보례 33> 하현도드리 4장 제 4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5각을 살펴보면 <보례 34>와 같이 영산회상의 가야

금과 거문고 선율은 [부분동일]한데,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가

대부분 영산회상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여 [완전동일]이 되었다. 이는

<영․하․가>와 <영․하․거>의 리듬이 <평․하․가>와 <평․하․

거>에서 각각 변화가 생기면서 [완전동일]이 되었다.

<보례 34> 하현도드리 4장 제 5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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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4장 제 6각을 살펴보면 <보례 35>와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에 있어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은 [부분동일]하다. 영산회상의 가야금

과 거문고 선율을 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를 하여 평조회상이 되었

고, <영․하․가>와 <영․하․거>의 리듬이 <평․하․가>와 <평․

하․거>에서 각각 변화가 있었다.

<보례 35> 하현도드리 4장 제 6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7각을 살펴보면 <보례 36>과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은 [부분동일]하다. 영산회상에서 평조회

상으로 완전 4도 아래로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이조를 하였고, <영․

하․가>와 <평․하․가>의 1박을 제외하면, <영․하․거>와 <평․

하․거>의 구성음과 동일해진다.

<보례 36> 하현도드리 4장 제 7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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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도드리 4장 제 8각을 살펴보면 <보례 37>과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은 [부분동일]하다.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영산회상에서 대부분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여 평조회상 선율이 되었

다. <영․하․거>에서는 2박이 지속음인데, <평․하․거>에서는 㑀로,

가야금과 리듬형태가 동일해졌다.

<보례 37> 하현도드리 4장 제 8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4장 제 9각을 살펴보면 <보례 38>과 같이 영산회상과 평조

회상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부분동일]하다.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

문고 구성음과 리듬에 차이를 보인다. 가야금은 1+2+1+2박의 박자구성이

고, 거문고는 3+2+1박의 구성인데, 평조회상으로 이조되면서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1+2+2+1박으로 동일해졌다. 구성음에 있어서도 가야금은 영

산회상에서 대부분 완전 4도 아래로 평조회상을 이조를 하였으나, 거문

고는 영산회상의 1-3박까지는 대부분 완전 4도 아래로 평조회상으로 이

조하였고 4박 이하는 영산회상의 음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평조회

상 하현도드리 2장 제 7각에서처럼, 4장 제 9각은 4장의 종지각으로 종

지형은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보례 38> 하현도드리 4장 제 9각

영산회상 평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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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이 하현도드리에 있어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완전동일]한 선율은 6각(1장 제 3각, 제 4각, 2장 제 4각, 제 5각, 제 6

각, 4장 제 3각)으로 이 중에 평조회상에서 [완전동일]한 선율은 2각(2장

제 6각, 4장 제 3각)이었다. 나머지 4각은 [한․완전동일(1장 제 4각)],

[(부)한․완전동일(1장 제 3각, 2장 제 5각)], [(부)한․동일(2장 제 4각)]

한 선율이었다.

<표 4>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완전동일한 6각

가야금과 거문고

음역일치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높음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부)한 옥타브 높음

평조회상에서 

완전동일

2장 제 6각

4장 제 3각
1장 제 4각

1장 제 3각

2장 제 5각

평조회상에서 

동일
없음 없음 2장 제 4각

<표 5>와 같이 하현도드리에 있어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동일]한 선율은 4각(1장 제 1각, 제 6각, 제 7각, 2장 제 1각)으로 이 중

에 평조회상에서 [동일]한 선율은 2각(1장 제 7각, 2장 제 1각)이었다. 나

머지 2각은 [완전동일(1장 제 1각)], [한․완전동일(1장 제 6각)]한 선율

이었다.

<표 5>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동일한 4각

가야금과 거문고

음역일치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높음

평조회상에서 

완전동일
1장 제 1각 1장 제 6각

평조회상에서 

동일

1장 제 7각

2장 제 1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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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이 하현도드리에 있어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부분동일]한 선율은 16각(1장 제 2각, 제 5각, 2장 제 2각, 제 3각, 제 7

각, 3장 제 1각, 제 2각, 제 3각, 4장 제 1각, 제2각, 제 4각, 제 5각, 제 6

각, 제 7각, 제 8각, 제 9각)으로 이 중에 평조회상에서 [부분동일]한 선

율은 8각(2장 제 7각, 3장 제 3각, 4장 제 1각, 제 4각, 제 6각, 제 7각,

제 8각, 제 9각)이었다. 나머지 8각은 [완전동일(1장 제 2각, 4장 제 2각,

제 5각, 3장 제 1각)], [한․완전동일(1장 제 5각)], [한․동일(2장 제 2각,

제 3각, 3장 제 3각)]한 선율이었다.

<표 6>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이 부분동일한 16각

가야금과 거문고

음역일치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높음

평조회상에서 

완전동일

1장 제 2각

4장 제 2각

4장 제 5각

3장 제 1각

1장 제 5각

평조회상에서 

동일
없음

2장 제 2각

2장 제 3각

3장 제 3각

평조회상에서 

부분동일

2장 제 7각

3장 제 3각

4장 제 1각

4장 제 4각

4장 제 6각

4장 제 7각

4장 제 8각

4장 제 9각

없음

영산회상에서 평조회상으로 하현도드리를 이조할 때, 가야금과 거문고

에 있어 영산회상 선율 그대로 평조회상에서 사용한 경우는 총 26각 중

10각(38.5%)이었고, 나머지는 음역이나 리듬에 변화가 있었다.



- 40 -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이 [완전동일], [동일]인 경우는

평조회상에서 가야금은 완전 5도 위로, 거문고는 완전 4도 아래로의 이

조를 통하여 옥타브의 변화를 주어 [한․완전동일], [(부)한․완전동일],

[한․동일], [(부)한․동일]로 바뀌었고,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이 [부분동일]인 경우에는 평조회상으로 이조하면서 음이나 리듬의

변화를 통하여 [완전동일], [동일]한 선율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선율이 비슷하면 평조회상에서는

두 악기의 음역을 다르게하여 차이를 두고,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

고 선율에 차이가 나면 평조회상에서는 비슷한 선율이 되도록 이조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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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평조회상의 하현도드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첫째,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 중 평조회상 하현도드리의 출현음

을 분석한 결과 탁임종(㑣)이 중심음(宮)이었고, 태주(㑀簇), 임종(㑣鐘),

황종(黃鐘)의 3개음을 주요음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 중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산회

상 하현도드리 총 26각 중 8각에서 리듬의 변화가 있었다.

셋째,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가야금과 거문고 하현도드리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산회상에서 두 악기의 선율이 비슷하면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

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역에 위치하거나, 리듬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영산회상에서 두 악기의 선율에 차이가 나면 평조회상에

서는 비슷한 선율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왕직아악부 아악보 가야금보를 바탕으로 한 하현도드리 분석을

정악가야금 12현의 음계로 파악하면 㣴～㑀(1현～6현)까지는 주로 완전

5도 위로 이조가 되었고, 㑖～仲(7현～12현)까지는 주로 완전 4도 아래

로 이조가 되었다. 이왕직 아악부 가야금보 중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1, 2

장에 등장하는 僙六(㑀)이 평조회상에서 4도 아래로 이조를 하면 㣮이 되

어야 하는데, 정악가야금에서는 눌러서 내야하는 음정이다. 이러한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僙六(㑀)이 출현하는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1, 2장

이 평조회상에서 주로 완전 5도 위로 이조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

다.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3, 4장은 주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가 되었다.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산회상 하현도드리를 그대로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하지는 않았지만,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한 선율(완전 5도 위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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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완전 4도 아래의 한옥타브 위)을 사용하였기에 영산회상 하현도드

리와 동일선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위와 같이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를 분석해 본 결과, 영산회상 僙六(㑀)이

평조회상에서 4도 아래로 이조를 하면 㣮이 되는데, 가야금 4현 㣩에서

눌러내야 한다. 僙六(㑀)이 등장하는 영산회상 1, 2장이 평조회상에서 완

전 5도 위로 이조가 되면서 가야금 줄을 눌러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지게 되었고, 영산회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동일 음역대에 위치하였

던 것이 평조회상에서는 가야금이 거문고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역에 위

치하게 되었다. 선율부분에서는 영산회상 하현도드리의 리듬에 변화를

주어 이조한 특징을 보였다.

하현도드리는 영산회상의 음역이 낮아서 평조회상으로 이조가 불가능

한 곡이 아니라 완전 4도 아래로 이조할 수 있는 곡이었다. 이왕직아악

부 아악보 중 가야금보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완전 5도 위로의 이조도

많았는데, 이는 완전 4도 아래 이조의 한 옥타브 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평조회상 하현도드리는 영산회상 하현도드리의 선율을 사용하여 음역과

리듬에 변화를 주어 이조한 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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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Lee, Ju-in

Department of Music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ngsanshoesang i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Yoengsanhoesang

centered around the Geomungo, SamhyunYoengsanhoesang with wind

instrument and Pyeongjohoesang. Out of these three groups,

Pyungjohoesang is transposed down to a perfect fourth from

Yeongsanhoesang, however, not all 9 pieces of Pyeongjohoisang is

down-transposition by perfect fourth from Yeongsanhoesang. In other

words, JungryeongsanㆍSaeryeongsanㆍGarakduriㆍSanghyundodeuriㆍ

YeombuldodeuriㆍTaryeong is transposed down to a perfect fourth

but Sangryeongsan is transposed by Geomungo 4 gwaebeop(the

positioning method of the Geomungo), Kunak is the same as

Yeongsanhoesang Kunak and except Hahyundodeuri(the sixth piece of

Yeongsanhoesang) is dropped from Pyeongjohoesang.

However, the score of Pyungjohoesang Hahyundodeuri remains in

the book of 『Hyunhakgeumbo』(Geomungo-score) 'Pyungjo

Hahyun', 『Oheisanggeumbo』(Geomungo-score) 'PyungjoHahyun',

『Cheongjudaegumbo』(Geomungo-score) 『Samjookgeumbo』

'Hwanip' 『Ilsageumbo』 'Hahyunhwanip' 『Isookyounggeumbo』

(Yanggeum-score) 'Pyeongjo Hahyun' 『Yiwangjik Aakbu Aakbo』

(Geomungo and Gayageum) 'Chuitaepyungjigok -Hahyunhwa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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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vious studies has been proved that hahyundodeuri was

excluded from Pyeongjohoesang due to the range limitation as a wind

instrument, the difficulty of memorizing the piece and performing the

lower range notes, that Hahyundodeuri is the variation of

Sanghyundodeuri, and the change of orchestration. Moreover, it will

be discovering how Pyeongjo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was

transposed from Yeongsanhoesang based on the score from

『Iwangjik Aakbu Aakbo』Gayageum scor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as analyzing the appearing notes of Pyeonjohoesang

Hahyun-dodueri based on 『Yiwangjik Aakbu Aakbo』

Kayageum-score, it is clarified that Taejoo, Imjong, Hwangjong are

the three main notes in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Second, by examining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based on

『Iwangjik Aakbu Aakbo』 Gayageum-score, the difference in rhythm

has shown in 8 gak out of total 26gak of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Third, by comparing Yeongsanhoesang and Pyeongjohoesang

Gayageum and Geomungo's Hahyundodeuri, it has been found that

when the melody line of both Gayageum and Geomungo is similar in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Gayageum melody is one octave

higher than Geomungo or the rhythmic pattern was different in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and when the melody line between

Gayageum and Geomungo is different in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the melody line between both instruments were

similar in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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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by analyzing 『Yiwangjik Aakbu Aakbo』 Kayageum-score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based on the scale of 12 stringed

Jeonakgayageum, from 1st string to 6th string (㣴～㑀) is usually

transposed to perfect fifth higher and from 7th string to 12th string

(㑖～仲) is mainly transposed to perfect fourth lower. Since the

BaeHwang(㣴)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vement in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is BaeNam(㣮) due to transposing

down a perfect fourth, which the string is needed to be pressed to

have an accurate note,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is transposed

perfect fifth higher from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to resolve

the difficulty of the reason above. The third and fourth movement of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is transposed down to a perfect

fourth in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Since transposing the

perfect fifth higher is one octave higher than perfect fourth lower, it

can be clarified as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and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having the same melody line.

In conclusion, by examining the analysis of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Hahyundodeuri is not exclude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ransposing the lower range notes of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In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most of the notes

could be transposed down to a perfect fourth but in many parts it

was rather transposed perfect fifth higher. Also, analyzing the melody

line of Pyeongjohoesang Hahyundodeuri, the change in rhythm and

range of scale was shown from Yeongsanhoesang Hahyundode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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