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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통 음악에서 타악기는 빠르기와 강세 등을 조절하는 장단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타악기는 선율악기를

반주를 담당함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

다. 이와 별도로 야외에서 활동하며 연주하기에 쉬운 타악기가

중심이 된 풍물굿이 생겨나면서 풍물굿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

을굿으로써 농경 생활에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하여 타악기의 역할은 점차 주도적인 역할로 진화하게 되었고,

남사당패, 여성농악단을 거쳐 사물놀이의 탄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1993년에 최초의 창작타악그룹 ‘푸리’가 한

국의 장단이 세계의 민속 리듬은 물론 현대의 대중음악 리듬과

조화롭게 접목되기를 바라며 결성되었고,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

한 연주 활동을 하였으며, 총 2장의 음반을 출반하였다. 사물놀

이는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던 풍물굿 가락들의 구성을 달리하여

무대작품으로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였던 반면에, 푸리는 창작음

악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수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타악기의 합주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푸리의 음

악을 분석해봄으로써 창작 음악에서 전통 장단이 활용된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 중 <푸리 1집>에 수록된 ‘다드리Ⅰ’을 장단에 따

라 총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창작음악에서 전통 장단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락에서는 풍물굿의 시작에 연주하는 일채를 응용하여 ‘따’

에서 타점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며 ‘따드락’으로 발전시켜 점차 박

자를 추가하여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에 도달하였다.

제2단락에서는 경기도당굿 중 발뻐드레장단에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을 얹어 동시에 연주한다. 소박구조가 같은 2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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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을 혼합하여 전통장단과의 차이를 두었으며, 자진모리 2장단

이 굿거리 1장단과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3단락의 굿거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음새의 역할을 하였다.

제3단락에서는 제2단락의 자진모리장단을 완자걸이로 연주함

으로써 영남농악 중 길군악장단을 연주하는 효과를 내서 제3단

락의 기본 장단으로 활용하였다. 순서대로 1명씩 호남우도굿 중

굿거리장단의 다양한 변형 장단을 활용하여 독주하였는데, 독주

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주자는 제3단락의 기본 장단인 길

군악장단을 연주한다.

제4단락에서는 제3단락의 길군악장단을 풀어서 연주하여 기존

의 휘모리장단에서 1박을 빼고 휘모리 변형 장단을 연주한다. 그

후 제2, 3단락에서 사용하였던 길군악장단을 기본 장단으로 하

여 각 주자가 자진모리장단과 굿거리장단을 얹어서 동시에 연주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1명의 연주자가 후두둑가락을 추가하여

연주하여 클라이맥스를 만들었다. 또한, 전통적인 장구 연주법은

유지하되 양손에 모두 궁채를 사용하여 장구의 음색에서의 변화

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작음악에 사용된 장단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

태 그대로, 혹은 기존의 형태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활발해져서 창작타악 분

야의 레퍼토리 또한 다양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요어: 창작타악, 푸리, 다드리Ⅰ, 장구 합주

학번: 2010-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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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통 음악에서 빠르기와 강세 등을 조절하는 장단은 타악기가

담당하였고 민간음악·궁중음악·제례악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타악기는 선율악기를 반주를 담당함으로서 부수

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민간에서는 마을 단위

로 한 해의 안녕을 축원하고, 노동의 고달픔을 잊고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도 하는 풍물굿의 형태로 존재1)하였다. 이러한 풍물굿

은 꽹과리·장구·북·징 등의 타악기 편성이 기본이고, 태평소와 같

은 선율악기도 더하게 되고, 구성원의 앞에 농기·영기를 드는 치

배2), 뒤에 잡색3)이 함께 편성된다. 판굿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춤과 연극놀이도 추가된다. 1800년대 말~1900년대 초에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가 판굿을 수용하고, 어름(줄타기), 버나

(접시 돌리기), 살판(땅재주), 덧뵈기(탈놀이), 덜미(꼭두각시놀

음) 등의 연희와 함께 공연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회 구조적 변동4)을 겪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

의 경제, 문화적인 지배에 인하여, 굿은 미신으로, 남사당패의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해방 후 1950~70년대에는

여성 농악단이 잠시 흥행을 이루는 듯했으나 풍물놀이는 점차 쇠

1) 김해숙·백대웅·최태헌 공저, 전통음악개론(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5), 151쪽.

2) 좁은 의미의 치배는 악기 연주자인 잽이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의 치배는 농기·영기를

든 기수 및 잡색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수와 잽이는 행진 때 농악대의 앞에 서기

때문에 앞치배라고 하고 잡색들은 농악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뒷치배라고 부른다. 송

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1611쪽.

3) 소고·대포수·양반·각시·중·무동. 김해숙 외, 전통음악개론151쪽.

4)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상품경제의 활성화로 평등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공동체 문화

의 균질성이 손상되면서 고된 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풍물굿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놀이가 일과 결합한 조직인 두레가 쇠퇴하였다. 손우승, 일제 강점기 풍물굿의

존재 양상과 성격 , 풍물굿연구(경기: ㈜지식산업사, 2009), 5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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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하였다. 그러던 중 1978년에 김덕수5), 故 김용배6), 이광수7),

최종실8)에 의해 ‘사물놀이’9)라는 명칭의 놀이패가 생겨났고, 지

역별로 전승되고 있던 풍물굿의 가락들을 실내에서 앉은반10)으

로 연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무대작품화 되었다. 그 후 다양한

풍물굿 가락을 찾아서 사물놀이에 수용하였다.

풍물굿은 야외에서 축원이나 노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주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가락의 짜임새도

맺는 가락과 푸는 가락이 반복·교체되는 방식이었다. 한편 사물

놀이패는 10분 이내의 한바탕 연주를 구성하였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당겨가는 방식을 사용하여 앉은반으로 연주하여,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종 악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출발한 ‘사물놀이’는 예술 갈래를 지칭하는 보편적 장르의 명칭이

5) 김덕수(1952~ ), 남사당패에서 벅구놀이의 신화를 남긴 김문학의 아들로, 웃다리풍

물의 새미무동으로 남사당패에 참여하여 남운룡, 양도일, 최성구, 송순갑 등의 뜬쇠들에

게 풍물굿 가락을 전수받고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리틀엔젤스단에서 활약하였다.

‘사물놀이’ 악단의 창단 단원이고, ‘UN 50주년 기념 뉴욕 UN 총회장 특별공연’ 등의 연

주활동뿐만 아니라 국민훈장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6권의 사물놀이 교본을 편찬하

고, 10여 개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교수이

자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6) 김용배(1955~1986), 유랑극단의 단원이었던 김형식의 아들로, 7세 무렵 남사당패의

뜬쇠인 김복섭의 간청으로 남사당 행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꼭두쇠 남운룡, 최성구, 양

도일, 송복산에게 가락을 전수받았으며, 후에 사물놀이 악단의 창단단원으로써 활약한

다. 1984년에는 국립국악원 사물놀이패로 옮겨가서 전수덕, 박은하, 방승환과 함께 연주

하며 음반을 발매하였다.

7) 이광수(1952~ ), 충남 예산에서 북만주 일대까지 전문 연희패를 이끌고 다닌 이름

난 뜬쇠인 이점식의 아들로, 1962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0

년에는 국악협회 공로상을, 2009년에는 제36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부문 국악인상을 수

상하였으며 대불대학교 학과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족음악원 원장이며, 중앙대학교 대

학원 초빙교수, 한서대학교 영상음악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8) 최종실(1953~ ), 국악예술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였다. 서울예

술단 가무악 조감독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예술감독, 중앙대학교 세계타악연구소

장 겸 중앙타악연희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국립무용단 단원, 서울 시립무용단 단원

및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타악연희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9) “사물은 본디 불가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타악기를 뜻하는 말로 법고, 운판, 목어, 대종

을 지칭한다.” 김헌선, 사물놀이 이야기(서울: 풀빛, 1995), 16쪽.

10) 선반에 대칭되는 의미로 앉아서 연주하는 풍물놀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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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사물놀이 창단 단원이었던 4인이 독자적인 행보를 걷게 되면

서, 사물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故 김용배

는 국립국악원으로 옮겨 ‘국립국악원 사물놀이패’11)를 만들었고,

김덕수는 ‘한울림’을 창단하고, 이광수는 ‘민족음악원’을 창단하

고, 최종실은 강단에 서게 되는 등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사물놀이패가 발표했던 획기적인 레퍼토리들은 꾸준히 연습 및

연주되면서 점차 다듬어지고 재정비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이었던 그 형태가 점점 정리 되었으며 조금씩 주도적인 역할

로 진화하였다.

‘사물놀이’ 악단의 창단 이후 타악기 합주에 대한 인기가 계속

되면서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타악 공연을 표방하는 타악합주악

단이 생겨났다. 최초의 창작타악그룹은 1993년에 결성된 ‘푸리’

이다. 전통 타악기와 세계의 다양한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거나,

연주 주법의 변경, 서양 리듬의 적용, 전통의 리듬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방식, 전통 타악기의 색다른 편성 등의 신선한 시도

를 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푸리 이후 1997년에는 창작타악그룹 ‘공명’이 결성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수많은 창작타악그룹이 창단되어 전통 타악기

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의 다른 음

악과의 협업, 혹은 다른 예술과의 협업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 모든 양상이 전통 악기, 전통 장단을 사용하기 때

문에 전통음악과 창작 음악의 교집합에 속해있다.

이처럼 ‘창작 타악 그룹’이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

11) 1984년에 故 김용배, 박은하, 방승환, 전수덕에 의해 창단연주회를 하였다. 김헌선, 

사물놀이 이야기(서울: 풀빛, 1995) 160~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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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들의 새로운 음악이 청중들의 호평을 받고 음반으로 출시

되었다. 새롭게 창작한 타악곡은 전통 장단을 활용하여 새로운

악곡을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 전통음악 중 타악 분야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창작타악그룹 푸리의 음악을 분석해봄으로써 창작 음악에

서 전통 장단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 활용 사

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1999년에 발매된 푸리의 첫 번째 앨범 ‘移動’에 수

록된 음원을 토대로 한다. 그중에서도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한

‘다드리Ⅰ’과 ‘셋, 둘’12) 가운데, 아직 연구된 바 없는 ‘다드리Ⅰ’

이 창작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전통 장단을 활용했는지

살펴보겠다.

연구방법은 창작 음악에서 전통 장단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작타악그룹 푸리의 ‘다드리Ⅰ’의 음악적 요소를

자세히 분석하여 창작 음악에서 전통 장단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다드리Ⅰ’은 악보화 된 창작곡이 아니므로 먼저 채보를 한 후

분석하여 음악의 흐름에 따라 4단락으로 나누고 소박의 구조 및

리듬의 변주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 창작 타악곡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12) 푸리 1집 ‘移動’(서울: 예전미디어, CMICD-1005, 1999) 음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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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식의 박동욱 작곡의 ‘타악합주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관현

악곡 <우렁찬 혹은 고요한>’ 분석연구-타악 리듬을 중심으로 13)에

서는 한국음악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작곡되어져

있는지 찾고, 서로 다른 음악어법을 가진 악기 간의 융화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조민수는 그룹 공명의 창작 타악곡 <공명유희> 분석연구 14)

에서 전통음악이 동기가 되어 어떻게 작품 속에서 용해되고 있는

지와 다른 성격의 음악요소와도 어떻게 융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에 대한 과정을 분석 연구하였다.

양재춘이 창작타악그룹 ‘푸리’의 “셋, 둘” 작품분석 –창작의도

및 창작과정을 중심으로 15)에서 한국전통음악의 현대화와 대중

화에 성공한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창작타악그룹 푸리의 “셋, 둘”

을 선정하여 창작의도와 창작과정을 연구하였다.

전통 장단이나 전통 연희에 관한 논문은 상당히 많은 데 비해

창작 타악곡에 대한 논문의 양이 많지 않은 이유는 첫째, 창작곡

에는 협주곡의 수가 많으며 이러한 창작 협주곡에는 많은 악기가

참여하는 만큼, 타악 선율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아직 창작 타악곡이

다른 선율 악기의 창작 음악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논문 대부분은 리듬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한다

면, 이 논문에서는 악곡 분석을 통해 창작 음악에서 전통 장단의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13) 임원식, 박동욱 작곡의 ‘타악합주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관현악곡 <우렁찬 혹은 고요

한>’ 분석연구-타악 리듬을 중심으로 ,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2006.

14) 조민수, 그룹 공명의 창작 타악곡 <공명유희> 분석연구 ,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2008.

15) 양재춘, 창작타악그룹 ‘푸리’의 “셋, 둘” 작품분석 –창작의도 및 창작과정을 중심으로

,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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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악단 및 악곡

1. 창작타악그룹 푸리 소개

가. 푸리 결성 목적/구성원

푸리는 1993년 원일16)과 권성택17), 김용우18) 3인으로 창단

하였으나, 구성원을 교체하여 타악 연주를 위주로 구성된 4인조

창작 타악 그룹이다. ‘푸리’는 맺힌 것을 풀어 조화롭게 한다는

우리 전통 용어이며, 그 뜻과 같이 한국의 장단이 세계의 민속

리듬은 물론 현대의 대중음악 리듬과 조화롭게 접목되기를 바라

며 결성19)하였다.

연구 대상 앨범 발매 당시의 구성원은 원일·민영치·김웅식·장재

효 4인이다. 원일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푸리의 대표로 꽹과리

와 사물놀이를 故 김용배로부터 사사하였고, 피리와 태평소를 인

간문화재 정재국으로부터 사사하였다. 1996년, 1999년, 2000

년, 2008년에 대종상 영화음악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며, 바람곶 대

표이자 음악감독이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

16) 원일(1967~ ),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피리를 전공하였고,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하였다.

17) 권성택(1967~ ),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푸리의 단원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였고, 한양대학교에서 타악을 전공하였으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악장)과 제41호 가사를 이수하였고 국

립국악원정악단 부수석, 국립국악원창작악단 악장,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를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국립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겸

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단국대학교 박사과정(지휘) 중이다.

18) 김용우(1968~ ),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푸리의 단원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였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

문사를 취득하였다. 2001년에 KBS 국악대상 민요상과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서울예술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까지 6개

의 음반을 발매하였고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19) 푸리 1집 ‘移動’(서울: 예전미디어, CMICD-1005, 1999) 음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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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민영치20)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푸리의 단원이었

고, 재일교포 3세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대금소리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 전통음악을 공부하였다. 가수 패닉, 넥스

트, 남궁연 등의 앨범에 참여하였고 정명화, 정명훈, 김덕수, 이

광수, 김대환, 양방언 등과 협연하였으며 1995년에는 오사카를

빛낸 30인에 선정되었다. 현재 월드뮤직프로젝트 ‘토리 앙상블’의

단원으로 2011년 WOMAX와 2012년 WOMAD에 참가하였다.

김웅식21)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푸리의 단원으로 푸리의 음악

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베이스 역할을 하였으며, 가곡, 산조, 창

작 음악 반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CMEK 동인이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음

악과 강사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

재효22)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푸리의 단원으로 판소리·아쟁

등 여러 종류의 악기에 능하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 및 국

악실내악그룹 ‘슬기둥’ 단원, 바이날로그 대표를 역임하였다. 현

재 국립극장 여우락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소나기 프로젝트’의

대표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원일, 김웅식, 한승석23), 정재일24) 4

20) 민영치(1970~ ),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대금을 전공하였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였다.

21) 김웅식(1970~ ),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였고,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 국악학과를 졸업하였다.

22) 장재효(1970~ ),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였고,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였다.

23) 한승석(1968~ ), 2000년부터 현재까지 푸리의 단원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

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였다. 성우향 명창, 안숙선 명창에게 학습

하였고 창극단 단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우리소리 바라지’의 예술감독, 중앙대학교 전통

예술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24) 정재일(1982~ ), 2000년부터 현재까지 푸리의 단원으로 대중음악 그룹 긱스의 멤

버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제1회 한국대중음악상 신인상, 2010년에는 제7회 한국대중

음악상 재즈크로스오버 연주상, 2013년에는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 음악감독상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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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나. 연혁 및 활동

푸리의 초창기 단원이었던 원일과 권성택, 김용우는 타악에도

능하지만, 각각 학창시절에 피리와 가야금, 노래를 전공으로 하

여 창작타악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음악 세계를 펼칠

수 있었다. 후에 원년 단원이 탈퇴하고 고교 시절에 정가를 전공

하였던 김웅식, 고교 시절에 대금을 전공하였던 민영치, 아쟁과

판소리에 능한 장재효를 영입하고 나서도 풍부한 음악 색깔을 유

지할 수 있었다.

푸리는 93년부터 95년까지 국내보다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

였다. 93년 8월 미우라 반도 국제 타악기 페스티벌에 참가한 것

을 시작으로 하여 11월에는 오사카에서, 이듬해인 94년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연주하였고 94년 10월에 제2회 창무국제예술제에

서 Music Performance ‘知罪知罪(지죄지죄)’ 공연을 하였다.

95년 8월에는 일본 다이꼬 연주자인 하야시 이테츠의 콘서트

의 게스트로 출연하고, 일본 사카타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1996년부터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한국민족음악인

협회가 주최한 ‘제5회 창작과 실험’에 출연하고, 대중음악 그룹

‘Next’의 전국 투어 콘서트의 게스트로 출연하였으며 98년 3월

에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에 출연하였다.

1998년 3월에는 연강홀에서 푸리의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6월에는 미국 덴버에서 ‘Korea Heritage Camp 1998’에 참가

하였으며, 10월에는 대중음악 가요 그룹 패닉의 콘서트에 출연

하였다. 1999년 5월에는 첫 번째 음반 ‘移動’ 발매 기념으로 일

본 5개 도시25) 단독 투어를 가졌고, 9월에는 문화관광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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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알리기 유럽 3개국26) 투어를 하였다. 10월에는 서울

드럼페스티벌 ‘세계의 북소리 1999‘에 참가하였고 11월에는

KBS FM국악무대 ‘1999, 명인과 그 미래전’에 출연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양방언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였고 일본 3개

도시27) 투어를 가졌다. 6월에는 ‘유네스코 2000 Cultural

Leadership Exchange Programme’의 초청을 받아 연주하였

으며 7월에는 수원 국제연극제 개막 축하 공연을 하였다. 9월과

10월에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00에서 어어부밴드, DJ달파

란, 샹샹타이풍, 양방언과 합동공연을 펼쳤다.

2001년과 2002년에도 역시 오사카, 도쿄, 센조쿠, 토야마현,

후쿠오카, 토야마, 카나자와, 미타카, 야이즈, 요코하마, 후쿠노

에서 현지 음반 홍보, 초등학생·일반인·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워

크숍, 재즈 드럼연주자와의 협연, 초청콘서트 및 단독콘서트를

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으로 ‘2002 대한민국 국회 대중문화

& 미디어 대상’에서 국악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03년에는 10주년 기념 공연 ‘길’을 LG아트센터에서 하였다.

후에도 해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 단독공연(2004년 10월),

EBS 스페이스 공감 출연(2005년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브

라트파브릭 단독공연(2005년 10월), 일본순회공연(2005년 11

월, 2006년 8월)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일본 후지 록 페스티

벌 참가, 니가타 대지의 예술제 참가, 일본 동경 단독 공연을 하

였고, 2013년에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단독 공연을

하였다.

푸리의 대표적인 연주곡목으로는 사물놀이의 꽹과리·장구·북·

25) 나고야,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야마.

26)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7) 오사카, 나고야, 도쿄.



- 10 -

징, 네 악기로 연주한 ‘셋, 둘’, 설장고 가락과 같이 장구 네 대

의 합주로 연주하는 ‘다드리’, 판소리와 피아노, 모듬북 및 각종

타악기로 연주하는 ‘자룡, 활 쏘다’ 등이 있다.

2. 다드리Ⅰ 소개

가. 악곡 명의 의미 및 배경

이 곡의 제목인 ‘다드리’는 채편에서 나는 소리28)를 말한다. 채

편에서 나는 소리를 구음으로 표현할 때 복판을 두드리는 소리는

‘따’, 복판의 중앙을 열채 끝으로 가볍게 찍어 치는 소리는 ‘다’,

변죽을 연주하는 소리는 ‘딱’으로 표현하며 채편에 꾸밈음 하나를

붙인 겹가락의 소리는 ‘기닥’으로, 민속 음악에서 핵심적인 채편

타법 중 하나인 채를 굴려 내는 소리를 ‘따드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다드리’라는 제목은 장구의 채편의 소리에서 기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풍물굿의 진행과정 중 설장구29)가 연주하던 가락을 따

로 떼어내어 설장고가락30)이라고 전승되었던 것은 장구의 음색

이 독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음과 양을 동시에 가지

고 있어31) 독주 악기로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푸리는

이러한 특색을 가진 장구를 이용하여 ‘사물놀이’ 악단이 새로이

28) 푸리 1집 ‘移動’(서울: 예전미디어, CMICD-1005, 1999) 음반 설명.

29) 농악대의 장구재비 중 제1 장고수. ‘설’이란 으뜸을 뜻하는 말이다. 송방송, 한겨레 음

악 대사전(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938~939쪽.

30) 본래의 설장고가락은 설장고가 연주하던 가락이라는 의미로 60~70여 년 전 전라도의

김홍집이 혼자 발림하여 구정놀이·굿거리·덩덕궁이·새산조시·동살푸리·후두둑가락으로 구

성하여 연주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물놀이’ 악단에서 앉은반으로 재구성하였다. 안

혜령, 김용배 설장고가락 연구 ,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5.

31) 김동원, 풍물굿 장단 분석법 연구- 음양대비형 장단을 중심으로- , 대전: 목원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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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네 대의 합주라는 형식을 빌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

반인이 들어도 재미가 있고, 전공자에게는 테크닉적으로, 음악적

으로 난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창작하였다.

푸리의 첫 번째 음반 ‘移動’에는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악곡인

‘다드리Ⅰ’32)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음반 ‘移動’에는 ‘다드리

Ⅰ’외에도 ‘다드리Ⅱ’가 수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음반인 ‘Neo-

sound’에도 ‘다드리’가 있는데 세 곡 모두 장구 네 대의 합주의

형식으로 같은 의도를 가지고33) 만들었다.

나. 조율 방법

장구의 크기는 장구통의 길이로 나타낸다. 장구통은 궁편 통

과 조롱목과 채편 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통의 길이가 길면

통의 지름도 길어서 그 음고가 낮아지고34) 통의 길이가 짧으면

통의 지름도 짧아서 그 음고가 높아지게35) 된다.

‘다드리Ⅰ’에서는 4대의 장구가 사용되는데 제1, 2, 3 주자는

사물놀이나 풍물굿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1자 8치36)의 사물

장구를 연주하였고, 4 주자는 1자 9치37)인 장단 장구를 사용하

여 낮은 음색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32) 푸리의 <다드리Ⅰ,Ⅱ-설장고 합주>는 단원 네 명 모두 장구를 잡는다. 리듬은 2박, 3

박, 4박, 5박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2박과 3박을 혼합하기도 하고, 3박과 4

박을 혼합해서 매우 복잡한 연주를 하기도 한다. 손바닥이나 손톱, 열채 또는 궁채만으

로 연주하는 등 장구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연주 기법을 시도하였다. 푸리 1집 ‘移動’

(서울: 예전미디어, CMICD-1005, 1999) 음반 설명.

33) 김웅식과의 인터뷰, 2014년 4월 8일, 봉천동, 직접 면담.

34) 정악 장단이나 민속악 장단을 연주할 때 낮은 음역을 보완하기 위해 장구통의 길이가

길고 넓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사용한다.

35) 풍물굿이나 사물놀이에서 사용하는 장구는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북이 있으므로 장구

통의 길이가 짧고 넓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것을 사용한다.

36) 1자 8치는 성인 남자가 연주하기에 적합한 사물 장구의 크기로, 통의 길이는 약 54cm

이다.

37) 1자는 약 30cm, 1치는 약 3cm를 말한다. 1자 9치는 일반적인 장단 장구의 크기로,

약 57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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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 3 주자는 장구통의 크기가 같더라도 가죽의 재질을 소

가죽이나 말가죽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또한 행여 같은 재질의

가죽을 사용하더라도 그 두께나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음색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크기의 장구를 사용하였음에

도 각각 다른 음색을 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창작 과정에서

우연히 장구의 부전을 적게 조여서 가죽을 느슨하게 하거나 많이

조여서 가죽을 팽팽하게 하는 방식38)을 사용하여, 각각의 장구

의 음고를 달리하였는데 제1 주자의 음고가 가장 높고, 제2 주

자, 제3 주자의 순서로 점차 낮아지며, 장단 장구를 사용한 제4

주자의 음고가 가장 낮았다.

<그림 1> 장구의 크기

38) 김웅식과의 인터뷰, 2014년 4월 8일, 봉천동, 직접 면담.

제1, 2, 3 주자: 1자 8치

제4 주자: 1자 9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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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드리Ⅰ 분석

‘다드리Ⅰ‘은 단원들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의논을 통해 작품화

되었으며, 전통 장단의 경계를 정한 후 그 변형 장단을 만들어가

는 방식이 아닌 서양의 박자체계와 리듬을 시작점으로 설정하여

정해진 박자 체계 안에서 반복 연주하며 변주해 가고, 그것을 정

리하는 방법으로 공동 창작39)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드리Ⅰ’의 분석을 위해 푸리의 첫 번째 음반

에 수록된 ‘다드리Ⅰ’을 채보하고, 장단의 경계를 기준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분석하기로 하겠다.

1. 제1단락

제1단락은 제1마디~제91마디이다.

가. 제1마디~제43마디

빠르기는 =71~99( =107~149)의 속도이고 43마디에 걸

쳐 
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39) 김웅식과의 인터뷰, 2014년 4월 8일, 봉천동, 직접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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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제1마디~제16마디

위의 <악보 1>에서 보면 제1 주자가 1소박에 채편만을 연주하

면서 악곡이 시작하게 된다. 세 번째 마디 마지막 박부터 2박 3

소박에 제2 주자의 연주가 더해지고, 아홉 번째 마디에서부터는

1박 2소박에 제4 주자가, 1박 3소박에 제3 주자의 연주가 더해

진다. 이렇게 박자가 촘촘해지며 속도를 당겨가는 방식은 풍물굿

을 시작할 때에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점고(點鼓)40) 뒤에 연주

하는 일채와 유사한 양상이다. 그러나 각각의 주자의 채편의 음

색이 달라서41) 비록 타악기만의 연주라 할지라도 선율을 연주하

는 것과 같은 느낌을 살렸다.

제13마디에는 제3 주자가 2박 1소박에 더하여 연주하고 제14

마디에서는 제1 주자가 2박 2소박에 더하여 연주하고, 같은 형

태로 제26마디까지 연주한다. 이로써 

박자 한 마디가 8분음표

6개로 꽉 차게 된다.

제27마디에서는 제4 주자가 ‘따드락’42)을 첨가하여 연주하고,

40) ‘점호’의 고어로 사물놀이에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북이 신호를 주는 것을 말한다.

41) <악보 1>에서 각 주자의 채편 음색의 음높이에 따라 오선보에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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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마디에서는 제3 주자가 ‘따드락’을 첨가하여 연주하며, 제31

마디에서는 제2 주자가 8분음표 두 개와 ‘따드락’을 첨가하여 연

주한다.

2-1

2-2

2-3

2-4

<악보 2> 제37마디~제43마디

<악보 2>와 같이 제39마디에서는 제1 주자가 마지막으로 ‘따드

락’을 첨가하여 연주하고 원래 연주하던 8분음표 1박자는 연주하

지 않는다. 제4 주자와 제3 주자가 2-1 , 2-2 와 같이 원래

박이 있던 자리에 ‘따드락’을 넣는 방법으로 변주하였다고 한다

면, 제2 주자는 2-3 과 같이 원래 연주하던 박에서 ‘따드락’이

42) 열채로 채편을 두 번 약하고 짧게 치고 세게 한번 치는 타법. 김청만·김규형·조희춘·한

승석 공저, 한국의 장단Ⅱ(서울: 도서출판 율가, 2009.),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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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도록 첨가하고 앞에 8분음표를 두 개 첨가하여 새로운 리듬

을 만들어 내서 리듬의 풍성함을 더했다. 제1 주자는 2-4 와

같이 뒤에 연주하던 8분음표 1박자를 앞으로 당겨와 ‘따드락’을

첨가하였는데, 각각의 주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변주함으로써 듣

는 이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제42마디와 제43마디에서 제1 주자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신호를 주어 넘기는데, 그것은 전통음악에서 장단이 넘어가는 방

식과 같다.

나. 제44마디~제67마디

빠르기는 + =56~60( =91~100, =140~150)의 속도

이다.

제44마디~제51마디의 8마디에 걸쳐 

박자로 <악보 4>의 리

듬을 반복한다. 6박자가 3·3의 소박으로 나뉘며 <악보 3>의 진

쇠장단 3·2·2·3 / 3·2·2·3 / 3·2·2·3 의 소박 구조 중 3-1 의

3소박 리듬과 일치한다.

3-1

<악보 3>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

43)

<악보 4> 제44마디

43) 김청만·김규형·조희춘·한승석, 한국의 장단Ⅱ(서울: 도서출판 율가, 2009.),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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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마디~제59마디의 8마디는 8분음표 1박자를 줄여 

박자

로 <악보 5>의 리듬을 반복 연주한다. 5박자가 3·2 의 소박으로

나뉘며 역시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 의 소박 구

조 중 맨 처음 3·2 의 리듬과 일치한다.

<악보 5> 제52마디

제60마디~제63마디의 4마디에 걸쳐 2박을 늘려 
박자로 <악

보 6>과 같은 리듬을 반복 연주한다. 7박자가 3·2·2의 소박으로

나뉘며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 의 소박 구조 중

맨 처음 3·2·2 의 리듬과 일치한다.

<악보 6> 제60마디

제44마디~제63마디에서는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 의 소박 구조의 앞부분부터 차례로 연주하여 발전시키면

서 점차 진쇠장단의 리듬에 다가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8>의 제64마디~제67마디는 마치 <악보 7>의 경기도당

굿 중 올림채44)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은 마무리를 지었

는데 제64마디~제67마디는 악보에 기보하기 위하여 박자의 길

44) 김청만·김규형·조희춘·한승석 공저, 한국의 장단Ⅱ(서울: 도서출판 율가, 2009.),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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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였지만 실제로는 4소박에 페르마타45)를 붙여 연주하

는 것과 같이 마지막 박을 늘여 연주한 것이며, 올림채에서는 이

러한 가락이 한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악보 7> 경기도당굿 중 올림채

<악보 8> 제64마디

다. 제68마디~제91마디

빠르기는 + =60( =100, =150)의 속도이며 전통 장단

중 진쇠몰이장단의 빠르기와 같다.

<악보 9> 제68마디~제73마디

위 <악보 9>와 같이 68마디부터 

박자로 시작하여 각 마디마

다 차례대로 1박자씩 추가하여 

박자, 
박자, 

박자로 진행하

45) fermata: 늘임표. 이철웅·박재은·채경화·오자경·전정임·박지원·나주리 번역·편저, 5개
언어 음악용어사전(서울: 예당출판사, 2003),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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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박자에 도달하게 된다. 제68마디의 

박자는 3·3 의 소박

구조로 되어있고 경기도당굿의 올림채장단 3·2·2·3의 맨 앞 3소

박의 리듬과 같다. 제69마디의 


박자는 3·2·2 의 소박 구조로

되어있고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 의 앞부분과

같다. 제70마디의 

박자는 3·2·3 의 소박 구조로 되어있고 진쇠

장단 3·2·2·3 / 3·2·2·3 / 3·2·2·3 의 앞부분에서 중간의 2박을

뺀 형태로 볼 수 있다. 제71마디의 

박자는 3·3·3 의 소박 구조

로 되어있고 <악보 10>의 경기도당굿장단 중 발뻐드레장단의 리

듬과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 의 맨 처음 3박의

리듬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악보 10> 경기도당굿 중 발뻐드레장단

46)

제72마디~제79마디에서는 3·2·2·3 의 혼합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 중 맨 앞

3·2·2·3 의 채편과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제72마디는 6박부터

1박자씩 늘려온 과정의 맨 끝으로, 제73마디와 같은 리듬을 연

주하지만 제73마디에서 비로소 진쇠장단의 채편 장단과 같은 악

센트로 바뀌게 된다. 전통음악에는 10박자인 육채에서 6박자인

넘김채로 박자를 바꾸기 위해 다음 <악보 11>과 같이 육채의 여

섯 점 사이의 간격을 점차로 좁혀가는 방식은 존재하지만, 한 마

46) 임수정, 한국의 무속장단(서울: 민속원, 1999),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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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혹은 1장단마다 1박자씩 늘려가는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연주 시 육채의 2·2·3·3의 불균등47)한 소박 구조에서 5·5

의 소박 구조로 넘어가는 명확한 지점이 있어야 박자를 전환하기

쉬운데 그것과 같이 10박자에 도달하는 지점은 제72마디이지만,

명확하게 진쇠의 채편가락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제73마디이다.

<악보 11> 웃다리풍물 중 마당삼채 연결가락

48)

제72마디와 제73마디의 전환과정을 지나고 나서, 제74마디~

제79마디의 6마디에서는 진쇠장단의 한배를 지켜 3·2·2·3 /

3·2·2·3 / 3·2·2·3 으로 이루어진 2장단을 채편만 연주한다.

47) 2분박이나 3분박 등으로 비례가 다른 리듬들로 결합하는 장단이나 리듬형. 김해숙, 
현존 한국 전통음악 장단의 불균등 리듬구조,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48) 서형석, 사물놀이에 관한 연구(충남: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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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제77마디~제85마디

위의 <악보 12>처럼 제79마디의 마지막 박부터 제4 주자가 궁

편을 첨가하여 제80마디~제82마디의 3마디, 즉 진쇠 1장단을

제4 주자가 혼자 연주한다.

제83마디~제88마디는 
박자로 진쇠장단이며 3·2·2·3 /

3·2·2·3 / 3·2·2·3 으로 이루어져 있다. 4명의 연주자가 모두

궁편과 채편을 함께, 3마디를 1장단으로 엮어 총 2장단을 연주

한다.

제1마디의 

박자로부터 제83마디~제88마디의 진쇠장단에 도

달하기 위해 일채에서 박자를 당겨가며 타점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응용하여 진쇠장단에서 많이 쓰이는 ‘따드락’을 추가하

여 연주하고, 발뻐드레장단의 일부분을 이용하며, 각 소박의 리

듬을 해체, 혹은 결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진쇠장단을 이끌어

내어 제4 주자의 연주로 시작하여 4명의 연주자가 모두 함께 진

쇠장단을 연주하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의 클라이맥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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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89마디~제91마디는 

박자로 앞에서의 진쇠장단 3·2·2·3 /

3·2·2·3 / 3·2·2·3의 채편만을 연주하되 마지막 마디인 제91마

디에서는 앞에서의 진쇠장단과는 다르게 맨 마지막 3소박의 리

듬을 종지형으로 하여 맺는다.

제1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마디 리듬 소박구조 비고

27

~43
2

민속음악의 채편 타법이자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의

3·②·2·3/3·2·2·3/3·2·2·3

44

~51
3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의

③·2·2·3/3·2·2·3/3·2·2·3

52

~59
3+2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의

③·②·2·3/3·2·2·3/3·2·2·3

60

~63
3+2+2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의

③·②·②·3/3·2·2·3/3·2·2·3

72

~79,

89

~91

3+2+2+3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의

③·②·②·③/3·2·2·3/3·2·2·3

80

~88

3+2+2+3

3+2+2+3

3+2+2+3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

<표 1> 제1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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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단락

제2단락은 제92마디~제157마디이다.

가. 제92마디~제115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130~140 ( =195

~210)의 속도이며 전통 장단 중 반삼채의 빠르기와 같다.

13-1

13-3

13-4

13-2

<악보 13> 제92마디~제99마디

제92마디~제95마디는 채편에서 발뻐드레장단을 기본으로 하

여 연주한다. 13-1 과 같이 제1 주자만 채편을 연주하며 제2,

3, 4 주자는 궁편만을 연주한다. 제92마디에서는 첫 박에만 궁

편을 넣고, 제93마디에는 궁편에 한박을 첨가하고 제94마디에는

한박을 더 첨가하여 연주하는데 첫 3소박의 ‘덩‘의 리듬이 주는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13-2 와 같이 채편의 리듬을 변화시켰

다. 그러나 제95마디에서는 순차적으로 리듬을 추가하지 않고

다음 프레이즈와의 구분을 위해 작은 맺음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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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과 같이 채편의 리듬을 바꾸어 연주하였다.

제96마디~제99마디는 앞의 제92마디~제95마디와 같지만 제

2 주자만 궁편을 연주한다는 점과 네 번째 마디인 제99마디가

제95마디에 비해 궁편의 타점이 1회 늘었다는 점과 궁편의 리듬

을 살려 부드럽게 연주하기 위해 13-4 와 같이 채편의 리듬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 다르다.

제100마디~제109마디는 네 명의 연주자가 모두 함께 연주한다.

14-1 14-2

14-3

<악보 14> 제102마디~제107마디

<악보 15> 호남우도굿 중 북 독주 가락

49)

위의 <악보 15>는 호남우도굿에서 자진모리장단 중 북 독주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4번째 마디를 보면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할

때 악센트를 주어야 할 1박 1소박과 3박 3소박만 연주하기 때문

에 자진모리장단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제100마

디~제103마디의 궁편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보통 자

49) 김덕수 사물놀이 결정판2(서울: 신나라레코드, SYNCD-115, 1996) 1번 트랙, 삼

도농악가락, 14분 41초~14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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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리장단에서 <악보 14>의 14-1 과 같은 리듬은 흔히 볼 수

있는데 14-2 가 생소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통 2박을 연달아 연주할 경우 짧은

박은 약하게, 긴 박은 강하게 연주하는 탓에 14-2 의 2번째

‘궁’을 강하게 연주하게 되며, 그 악센트는 <악보 15>에서 보았던

자진모리의 강박의 위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통의 자진모리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104마디~제105마디는 채편의 리듬은 앞과 같고 14-3 와

같이 궁편의 리듬에 변화를 주었는데 <악보 16>에서 볼 수 있듯

자진모리장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듬을 사용하였다.

<악보 16> 호남우도굿 중 꽹과리의 자진모리 맺음가락

50)

제106마디~제109마디는 제100마디~제103마디와 길이·리듬

이 일치한다. 새로운 리듬을 4마디 연주한 후에 2마디의 자진모

리장단과 유사한 리듬, 그리고 다시 4마디의 새로운 리듬은 다음

에 올 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준다.

50) 사물놀이(서울: 지구레코드, JCDS-0050, 1986), 1번 트랙, 호남우도굿, 8분 6

초~9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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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110마디~제113마디

<악보 17>에서 볼 수 있듯 제110마디~제115마디는 제104마

디~제105마디에서의 궁편 리듬을 받되 리듬이 잦아지며 <악보

16>의 첫 번째 마디와 정확히 같은 리듬이 나타나며 채편의 리

듬이 간소해지면서 속도를 조금 당기며 제2단락을 시작할 때부

터 채편에서 연주한 발뻐드레장단이 자진모리장단의 리듬으로 변

화한다. 제112마디~제113마디에서는 제2, 3, 4 주자의 자진모

리장단 위로 제1 주자가 넘어가는 신호를 연주한다.

<악보 18>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 중간 맺음가락

51)

<악보 18>은 자진모리장단에서 중간종지를 할 때에 연주하는

리듬과 유사한데 제112마디~제113마디의 신호장단은 중간종지

리듬을 연주하는 듯하였지만 뒷부분을 완자걸이52)로 처리하면서

장단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였다.

51) 사물놀이(서울: 지구레코드, JCDS-0050, 1986), 1번 트랙, 호남우도굿, 8분 43

초~8분 50초.

52) 판소리 부침새의 한 기교를 뜻하는 말로, 엇붙임·잉어걸이·교대죽처럼 판소리 공연 때

명창들이 리듬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개발한 기교의 하나이다. 이 완자걸이라는 기교는

3분박장단에서 사설을 변화 있게 붙임으로써 2분박장단의 효과를 내도록 리듬의 변화를

주는 기법이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1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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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마디~제115마디에서는 제110마디~제111마디와 같은

리듬을 연주한다.

나. 제116마디~제157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20~230의 속도이

다.

19-1 19-2 19-2

<악보 19> 삼도설장고가락 중 휘모리장단

53)

제116마디~제123마디는 앞의 제110마디~제114마디에서의

자진모리 머리 부분을 받아서 연주 궁채를 채편으로 넘겨 연주하

며 19-1 , 19-2 , 19-3 에서 볼 수 있는 휘모리장단의 꼬리

를 붙여 자연스럽게 2소박으로 변형하였다.

제124마디~제127마디에서의 리듬은 제116마디~제123마디

의 리듬에서 자진모리장단꼴을 받아 연주하였던 앞부분을 간소하

게 하여 속도를 조금 당기는데, 그 리듬은 <악보 20>에서 볼 수

있는 영남농악의 길군악장단과 같으며54),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제3단락까지 아우르는 기본적인 리듬이라고 할 수 있다.

53) 김덕수 사물놀이 결정판1(서울: 신나라레코드, SYNCD-114, 1996), 1번 트랙, 삼

도설장고가락, 22분 23초~22분 35초, 23분 15초~23분 43초.

54) 김웅식과의 인터뷰, 2014년 4월 8일, 봉천동, 직접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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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영남풍물가락 중 길군악장단 앞부분

<악보 21> 영남풍물가락 중 길군악장단 뒷부분

제124마디~제127마디의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하여 연주

한 후, <악보 21>의 제128마디~제139마디의 세 프레이즈에서

는 각 프레이즈의 마지막 마디에 21-1 과 같이 첫 박을 늘여

연주함으로써 변화를 주었다.

22-1

22-2

<악보 22> 제136마디~제143마디

제139마디~제143마디에서는 한 마디는 길군악장단을 연주하

고 다음 한 마디는 22-2 와 같이 첫 박을 늘이고, 다음 한 마

디는 길군악장단의 리듬을 연주하고 다음 한 마디는 첫 박을 늘



- 29 -

여 연주하였는데 제128마디~제135마디의 세 프레이즈에서는

본래 박자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였고 제140마디~제143마디에

서는 약 세 배 정도를 늘였고, 이러한 기법은 음악의 긴장감을

증진한다. 삼도설장고가락을 연주할 때에 도입 장단 이후 자진모

리장단을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속도를 점차 당겨가는데 세 부

분 중 첫 번째 부분은 자진모리 2장단을 한 호흡으로 가져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진모리 1장단을 한 호흡으로 가져가며, 세

번째 부분인 반삼채 부분에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1장단을

반으로 잘라 한 호흡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사물놀이가 느린 장

단에서 시작하여 점차 빨라진다는 맥락에서 속도를 당겨가기 쉬

운 방식으로 전통 장단을 연주할 때에 특히 리듬감이 있는 장단

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형태로 굿거리장단에서 궁채 36박

과 열채 24박, 자진모리 매도진 가락 등에서 유사한 면을 발견

할 수 있다. 제128마디~제143마디의 네 프레이즈에 압축하여

보여주었다.

제144마디~제149마디에서는 앞의 제124마디~제127마디와

같이 <악보 20>에서 볼 수 있는 영남풍물가락의 길군악장단의

앞부분과 같은 리듬을 연주하는데 총 6마디로 길군악장단에서

연주하는 길이와 같다.

제150마디~제157마디는 궁편 리듬을 추가하여 음량을 고조시

키며 속도를 조금 당겨갔다. 이때 역시 원래 연주하던 가락을 이

어 연주하고 궁편이 추가된 가락을 한 마디 연주하였다가, 다시

원래 연주하던 가락 한 마디, 변주 가락 한 마디를 연주하고, 변

주 가락을 네 마디 연주하는데, 제128마디~제143마디에서의 진

행 방식과 유사하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

라, 잠시 여섯 마디가 한 프레이즈로 늘어났던 구간을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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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제2단락에서는 채편에서 발뻐드레장단을 연주하고 궁편에서 자

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박자를 당겨 리듬을 간소화해가는 빠른



박자의 구간으로 제3단락의 중심이 될 굿거리장단에 도달하기

위한 이음새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자진모리장단이 2장단

모이면 굿거리장단이 되고, 자진모리장단을 완자걸이 리듬으로

연주할 경우 

박자(2마디)와 같은 소박 구조라는 것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제2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마디 리듬 소박구조 비고

92~99 3+3+3+3
경기도당굿 중

발뻐드레장단

100~103,

106~109
3+3+3+3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

104~105 3+3+3+3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

110~111,

112~113,

114~115

3+3+3+3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

112~113
3+3+3+3

3+3+3+3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

맺음장단

116~123 2+2+2

영남농악 중

길군악장단

변형 장단

124~149 2+2+2
영남농악 중

길군악장단

<표 2> 제2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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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단락

제3단락은 제158마디~제265까지이다.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30~234의 속도이며

네 마디씩 묶었을 때 전통 장단 중 굿거리장단의 빠르기와 같다.

가. 제158마디~제181마디

제158마디~제165마디는 제3단락 전체를 가로지르는 기본

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악보 23>의 

박자 리듬을 연주하는데,

제2단락 말미의 자진모리장단을 완자걸이로 연주한 것이며, 네

명의 연주자가 같은 장단을 연주한다. 제2단락의 제124마디~제

149마디와 제144마디~제149마디에서의 리듬과 같은 영남농악

중 길군악장단이다. 4마디가 한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두 프레이즈로 제2단락과 제3단락을 연결하는 이음새이기도 하

지만 제3단락의 도입 장단이자 기본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23> 제127마디

제166마디~제181마디는 네 연주자의 독주를 끌어내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 <악보 25>의 제166마디~제173마디는 제1 주

자, 제2 주자, 제4 주자, 제3 주자가 순서대로 각각 2마디씩 독

주하는데 굿거리 반장단의 길이와 일치한다. 독주자를 제외한 나

머지 3명의 연주자는 <악보 23>의 기본 장단을 연주한다. 제166

마디~제167마디는 제1 주자의 독주인데 <악보 24>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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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 앞머리인 24-1 과 <악보 23>의



박자 기본 장단 1장단을 붙여 굿거리장단의 1/2장단을 이룬다.

제168마디~제169마디는 제2 주자의 독주로 제1 주자의 독주에

서 첫 박을 1/2소박 늦춰 연주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굿거리의

변주 방식에서 변화를 주었다. 제170마디~제171마디는 제4 주

자의 독주인데 삼도설장고가락 중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 중 한

부분과 <악보 23>의 


박자 기본 장단 1장단을 붙여 굿거리장단

의 반장단을 만들었다. 제172마디~제173마디는 제3 주자의 독

주로 제104마디~제105마디에서의 자진모리장단 리듬의 1/2와

<악보 23>의 

박자 기본 장단 1장단을 붙여 굿거리장단의 1/2

장단을 만들었다. 굿거리장단을 변형하여 연주할 때에 굿거리 1

장단이 자진모리 2장단과 같다55)는 데에서 착안하였을 것이다.

24-1

<악보 24> 호남우도굿 중 굿거리 기본 장단

<악보 25> 제164마디~제173마디

55) 방승환, 사물놀이에 나타난 굿거리장단에 관한 연구: 김용배의 꽹과리 리듬을 중심으

로 , 서울: 단국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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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의 제174마디~제181마디도 역시 제1 주자, 제2 주

자, 제4 주자, 제3 주자가 순서대로 각각 두 마디씩 독주한다.

제174마디~제175마디는 제1 주자의 독주인데 제172마디~제

173마디의 제4 주자의 독주 일부분을 받아서 두 마디로 발전시

켰다. 제175마디의 26-1 을 궁편이 아닌 <악보 27>의 27-1 ,

27-2 , 27-3 과 같이 채편으로 바꾸어 연주할 경우, 전형적

인 자진모리장단이다.

26-1

<악보 26> 제174마디~제181마디

27-1 27-2 27-3

<악보 27>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

56)

제176마디~제177마디는 제2 주자의 독주로 <악보 28>의 삼

도설장고가락 중 굿거리 맺음 장단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형태이

다. 제178마디~제179마디는 제4 주자의 독주로 제2 주자의 독

주연주를 받아서 발전시켰다. 제180마디~제181마디는 제3 주

자의 독주로 ‘덩’57)을 몰아쳐서 네 명의 독주를 마무리하는 종지

56) 사물놀이(서울: 지구레코드, JCDS-0050, 1986), 2번 트랙, 설장구, 7분 43초~7

분 53초.

57) 열채와 궁채를 동시에 치는 타법. 임수정, 한국의 장단학습을 위한 장구교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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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166마디~제173마디와 마찬가지로 독

주하는 연주자를 제외한 3명의 연주자는 <악보 23>의 기본 장단

을 연주한다.

<악보 28> 호남우도굿 중 굿거리 맺음장단

58)

나. 제182마디~제253마디

<악보 28>의 제182마디~제253마디는 제1 주자, 제2 주자,

제3 주자, 제4 주자가 순서대로 각각 몇 16마디씩 독주로 변형

된 리듬을 연주하는데 굿거리 4장단과 일치한다.

민속원, 1999), 98쪽.

58) 국악 제12집 사물놀이 창단 10주년 기념음반 <사물놀이>(서울: SKC,

SKCD-K-0236, 1988), 6분 32초~6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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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9-2

29-3

<악보 29> 제182마디~제217마디

<악보 29>의 제182마디~제197마디는 제1 주자의 독주로 굿

거리장단의 변형 장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리듬의 궁편, 채편을

바꾸거나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굿거리장단에서 약간의 변화

를 주었다. 제182마디~제185마디의 첫 네 마디, 즉 굿거리 1장

단 중 앞쪽의 1/2장단인 제182마디~제183마디는 굿거리장단에

서 채편으로 연주하던 리듬을 궁편으로 바꾸었고 뒤쪽의 1/2장

단인 제184마디마디는 굿거리의 맺음장단으로 사용되는 29-1

의 굿거리장단의 종지형 리듬의 앞부분에 제185마디에서

29-2 과 같이 종지 시키지 않고 29-1 과 같이 다음 장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마디에서 제185마디의 리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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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제186마디로 진행하였다. 제188마디에서 제184마디와 같

이 굿거리의 종지형 리듬의 앞부분을 연주하고 제189마디에서

뒷장단으로의 연결형 리듬을 제190마디~제193마디로 이어받아

연주하였다. 다만 제193마디에서는 제194마디로 연결하지 않고

마지막 박에서 리듬을 끊어서 다음 장단과의 구분을 지었다. 제

194마디~제197마디는 제182마디~제183마디와 같은 리듬으로

시작하여 29-2 로 독주를 마치고 제198마디~제199마디의

29-3 의 리듬을 신호로 하여 16마디, 즉 4장단의 독주를 마친

다.

제200마디~제217마디는 제2 주자의 독주이다. 제200마디~

제203마디의 리듬은 기존의 굿거리장단에서는 볼 수 없는 리듬

이지만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 중 궁채 36박이나 열채 24박의

궁편에서 볼 수 있는 궁편의 리듬과 같다. 다음 제204마디~제

207마디는 굿거리장단의 기둥이 되는 박자이며 제208마디~제

211마디는 제104마디~제105마디에서 보았던 자진모리장단의

리듬을 적용하였다. 제212마디는 앞의 리듬을 받아 연주하였고,

제213마디는 제212마디의 리듬을 변형하여 발전시켰고, 제194

마디와 같이 마지막 박에서 리듬을 끊어서 다음 제214마디~제

215마디에서의 종지형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16마

디~제217마디는 독주를 마친다는 신호로 제1 주자와 같다. 사

물놀이에서 독주는 기본 장단에서 발전시켜 점차 변화해가는 방

식이 대부분인데 제2 주자의 독주는 변형 리듬을 제시해 두고

기본 리듬을 연주한 후 다시 변화 리듬을 연주했다는 점에서 전

통적인 방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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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제218마디~제253마디

<악보 30>의 제218마디~제235마디는 제3 주자의 독주이다.

제218마디에서 꽹과리의 굿거리 가락에 사용되는 가락을 열채로

연주하고, 제219마디에는 제1 주자의 독주 두 번째 마디와 같은

리듬을 붙여 연주하였다. 제220마디~제221마디에서는 제218마

디~제219마디와 같은 리듬을 연주하였지만 제221마디에서 채

편에 1박자를 더하여 변화를 주었다. 제222마디~제225마디에

서는 제221마디의 리듬을 받아서 연주하게 되는데, 열채 24박의

리듬과 유사하다. 제226마디~제229마디에서는 궁편을 중심으로

한 리듬을 연주하고 제229마디에서 리듬을 끊어서 다음 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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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제233마디의 맺음 장단과 구분을 지었다.

제236마디~제253마디는 제4 주자의 독주이다. 제236마디에

서는 제230마디~제233마디에서 제3 주자의 독주 맺음 장단에

서 보았던 앞의 반장단과 유사한 리듬을 연주하면서 그 마지막

박자를 궁편으로 내려 다음 마디와 연결하였으며 제238마디와

제239마디에서 제237마디의 리듬을 받아 연주하였다. 제240마

디에서 제236마디에서 연주했던 리듬을 다시 한 번 연주한 후

제241마디~제245마디에는 제237마디의 리듬을 발전시킨 형태

의 장단을 연주하는데 1/2씩 균일한 박자로 쪼개놓으면 전통 장

단 중 다스름장단과 같지만, 다스름장단은 ‘궁’을 강하게, ‘구’를

약하게 연주하여 3소박이라고 한다면 반면 이 부분의 ‘궁따구궁

따구’는 2·2·2의 소박 구조로 되어있다. 제246마디~제247마디

에서는 제241마디~제245마디의 반복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었

다. 다음 제248마디~제251마디는 맺음 장단인데, 제1, 2, 3 주

자와는 달리 제247마디에서 박자를 끊지 않고 제248마디와 연

결하였다는 점과 제250마디~제251마디에서 굿거리 맺음 장단

의 종지형으로 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다른 연주

자에 비해 리듬이 궁편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제4 주자가 제1, 2, 3 주자와는 달리 장단 장구를 이용하여

저음 부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제253마디~제265마디에서의 궁

편을 중심으로 한 리듬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되었다.

다. 제254마디~제265마디

<악보 31>의 제254마디~제265마디는 네 명의 연주자들이 함

께 연주한다. 굿거리 연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락으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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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편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가락이다.

<악보 31> 제254마디~제265마디

그러나 보통의 굿거리 연주에서는 제254마디~제257마디의

가락을 연주한 후 제262마디~제265마디로 바로 연결하여 맺음

장단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258마디~제261마디의

가락을 첨가하여 점진적으로 역동적인 진행을 만들었다는 점과

맺음 장단을 바로 붙이지 않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 것이 전통

적인 방식과 다르다. 앞의 제128마디~제143마디와 제150마

디~제157마디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다드리Ⅰ’에서

새로이 구성된 가락이다.

제3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은 다음의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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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리듬 소박 구조 비고

158

~165
2+2+2

영남농악 중

길군악장단

166

~266

2+2+2

호남우도굿 중

굿거리장단

1.5+1.5

<표 3> 제3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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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4. 제4단락

제4단락은 제266마디~제446마디이다.

가. 제266마디~제275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35의 속도이다.

8마디이지만 두 마디가 한 패턴이며 영남농악 중 별달거리장단

전에 연주하는 맺음채의 머릿장단과 같은 형태이다. <악보 32>

와 같이 네 명의 연주자가 함께 ‘덩‘을 강하게 연주함으로써 앞의

굿거리를 끝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도입 부분이 되었다.

32-1

<악보 32> 제272마디~제275마디

나. 제276마디~제329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37-250의 속도이며

전통 장단의 휘모리장단의 빠르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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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마디~제281마디는 앞의 제266마디~제273마디의 리듬

과 같지만 32-1 과 같이 ‘덩’을 ‘쿵’으로만 연주하며 처음 한 마

디를 연주하는 동안 오른손의 열채를 준비해둔 궁채로 바꾸어 음

색에 변화를 주었다.

33-1 33-2

33-3

<악보 33> 제282마디~제321마디에서 나타난 리듬

제282마디~제329마디는 궁편의 위치를 바꿔가며 변주하였는

데 

박자인 휘모리장단의 기본 장단인 4박 2소박에서 1박자를

빼고 

박자에 3박 2소박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제298마디~제

321마디는 33-1 , 33-2 , 33-3 과 같이 첫 번째 박자의 궁

편을 채편으로 넘겨 연주하였는데 보통의 휘모리 변주에서 첫 박

자가 채편의 ‘궁’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2장단을 달아서 칠 때

뿐이다. 빠른 2소박 계통인 이 부분에서 가능한 모든 변형 형태

를 차례대로 적용59)하였다. 제322마디~제329마디에서는 제330

마디~제353마디의 영산가락의 앞부분과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

여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59) 김웅식과의 인터뷰, 2014년 4월 8일, 봉천동, 직접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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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30마디~제353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50의 속도이며 전통

장단의 휘모리장단과 빠르기가 일치한다.

34-1

34-2

<악보 34> 삼도설장고가락 중 영산가락

60)

<악보 35> 제328마디~제339마디

60) 김덕수 사물놀이 결정판 1(서울: 신나라레코드, SYNCD-114, 1996), 1번 트랙,

삼도설장고가락, 12분 33초~12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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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마디~제337마디는 <악보 35>에서 볼 수 있듯 제3, 4

주자가 제330마디~제337마디에서 연주하던 리듬을 반복 연주

하는 동안 제1, 2 주자가 <악보 34>의 영산가락에서 34-1 과

같은 리듬을 두 번 연주한다. 제338마디~제345마디는 제3, 4

주자가 34-1 와 같은 리듬을 두 번 연주한다. 제346마디~제

353마디는 제1, 2, 3, 4 주자가 함께 34-1 과 같은 리듬을 연

주한다. 영산가락은 자진모리에서 중간 종지형으로 자주 사용하

는 가락으로 여기서도 같은 기능을 하였고, 보통은 34-2 와 같

이 푸는 가락을 붙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시나위가락으로 넘긴 점

이 다르다.

라. 제354마디~제407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50-256의 속도이며

전통 장단의 휘모리장단과 빠르기가 일치한다.

36-1

<악보 36> 제354마디~제401마디의 리듬

네 명의 연주자가 

박자 안에서 시나위와 같이 변주하며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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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악보 36>의 리듬을 기본으로 하여 변주한다. 제386마

디~제401마디에서는 제2 주자가 36-1 의 후두둑가락61)을 연

주하여 시나위를 고조시킨다. 제402마디~제407마디는 제322마

디~329마디에서 연주했던 리듬으로 다시 돌아와 시나위 부분을

정리하고 제406마디~제407마디에서 제1 주자가 추임새와 궁편

리듬으로 넘어가는 신호를 하는데 그동안 오른손의 궁채를 열채

로 바꾼다.

마. 제408마디~제439마디



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는 ♩=252의 속도이며 전통

장단의 휘모리장단과 빠르기가 일치한다.

37-1

<악보 37> 제404마디~제408마디

제408마디~제415마디에서는 제2, 3, 4 주자는 제402마디~

제407마디와 같은 장단을 연주하고 제1 주자만 37-1 과 같이

연주하며 오른손에 잡고 있던 궁채를 열채로 바꾸고 8마디를 연

주한다. 첫 박에 ‘덩’을 연주하여 음색의 변화를 확실히 하였다.

61) 호남농악 놀이 때 장구재비의 빠른 연주 기교를 이르는 말. 연주자가 장구의 채편과 궁

편을 궁굴채로 아주 빠르게 번 갈라 치는 기법을 후두둑가락이라고 한다. 이 연주기교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빠르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말은 경남농악(慶南農樂)에서 쓰

인 후두래기라는 말과 상통한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2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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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마디~제423마디에서는 제3, 4 주자는 그대로이고 제2 주

자가 오른손에 잡고 있던 궁채를 열채로 바꾸고 8마디를 제1 주

자와 함께 연주한다. 제424마디~제431마디에서는 제4 주자는

그대로 연주하고 제3 주자가 오른손에 잡고 있던 궁채를 열채로

바꾸고 8마디를 제1, 2 주자와 함께 연주한다.

제432마디~제439마디에서는 제4 주자가 오른손에 잡고 있던

궁채를 열채로 바꾸고 8마디를 제1, 2, 3 주자와 함께 연주한

다.

바. 제440마디~제446마디

빠르기는 ♩=252의 속도이며 끝맺음을 위해 박자를 늘인다.

<악보 38> 제440마디~제443마디

<악보 38>의 제440마디~제441마디는 제1 주자가 굿거리 맺

음 장단과 유사한 리듬으로 신호를 주며 제442마디~제443마디

는 모든 연주자가 함께 자진모리 맺음 장단으로 맺는다.

제444마디~제446마디는 마무리하는 장단으로 박자를 늘이며

끝나는 느낌을 살렸다.

제4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은 다음의 <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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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리듬 소박 구조 비고

266

~281

2+2+2/

2+2+2/

2+2+2/

2+2+2

영남 농악

중

맺음장단

282

~289
2+2+2 휘모리장단

290

~297
2+2+2 휘모리장단

298

~305
2+2+2 휘모리장단

306

~313
2+2+2 휘모리장단

314

~321
2+2+2 휘모리장단

322

~329
2+2+2 휘모리장단

330

~353

2+2+2+2+2+2

/3+3+3+3
자진모리장단

353

~407
2+2+2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

408

~439
2+2+2

휘모리장단,

영남 농악 중

길군악장단

440

~
3+3+3+3 자진모리장단

<표 4> 제4단락에서 나타난 전통 장단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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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 장단의 활용 사례

지금까지 창작타악그룹 푸리의 ‘다드리Ⅰ’의 리듬 분석을 통해

소박의 구조 및 리듬의 변주 형태를 살펴보았다.

제1단락에서는 경기도당굿장단 중 진쇠장단에 도달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점차 가락을 추가하면서 속도를 당겨가는 일채장단

을 응용하여 홑가락인 ‘따’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점

차 타점이 촘촘해지면서 진쇠장단에서 이용되는 겹가락인 ‘따드

락’이 출현하게 된다. 그 후에 1소박 씩 추가해가며 일정한 소박

구조를 이루어 마침내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3·2·2·3 / 3·2·2·3

/ 3·2·2·3의 진쇠장단에 도달하게 된다.

제2단락에서는 채편에서는 경기도당굿 중 발뻐드레장단을 연주

하고 궁편에서는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의 리듬을 더하여

연주하다가 속도가 당겨지면서 리듬을 간소화하여 점차 자진모리

장단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빠른 
박자로 굿거리 1장단이 자

진모리 2장단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제3단락의 굿거리장단을 중

심으로 하여 변주를 하기 위한 이음새 역할을 하였다.

제3단락에서는 굿거리장단의 다양한 변형 장단으로 제1, 2, 3,

4 주자가 각각 독주하였다. 그 장단은 전통 장단에서의 장단을

발췌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변형

장단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주자가 독주하는 동안 나머지

3명의 연주자는 제2단락의 자진모리장단을 완자걸이로 연주하여

영남 농악의 길군악장단을 연주하였는데, 그것을 기본 장단으로

하여 연주한 점이 특징적이다.

제4단락에서는 제2단락과 제3단락에서 출현하였던 굿거리장

단, 자진모리장단 외에도 본래 4박 2소박인 휘모리장단에서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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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을 뺀 3박 2소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첫 박을 궁채를 채

편으로 넘겨 연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리듬을 연주하였

다. 또한, 서양 타악기의 대부분이 오른손과 왼손에 똑같이 생긴

한 쌍의 스틱을 들고 동일한 타법을 구사하여 연주하는 데에서

착안62)하여 오른손에 열채 대신 왼손과 같은 궁채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장구의 타법은 유지하되 장구 음색에서 변화를 시도하

였다.

이 외에도 제41마디~제42마디, 제112마디~제113마디, 제

406마디~제407마디에서 다음 가락으로 넘어가기 위한 신호를

주었는데, 그것은 연주 횟수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다.

62) 김웅식과의 인터뷰, 2014년 4월 8일, 봉천동, 직접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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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푸리는 맺힌 것을 풀어 조화롭게 한다는 뜻을 악단 이름으로

삼아 1993년에 결성한 최초의 창작타악그룹으로, 악단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한국의 장단이 세계의 민속 리듬은 물론 현대의 대

중음악 리듬과 조화롭게 접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다드리Ⅰ’의 ‘다드리’라는 말은 채편에서

나는 소리를 말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다드리Ⅰ’은 음과 양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구 네 대를 사용하여, 각각의 음색과

음고을 달리하여 합주로 구성하였다. ‘다드리Ⅰ’은 음악을 전공하

지 않은 일반인이 들어도 재미가 있고 전공자에게는 테크닉적,

음악적으로 난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단원들의 창의

력과 자유로운 의논을 통해 공동 창작되었다.

창작 음악에서 전통 장단의 활용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창작타

악그룹 푸리의 ‘다드리Ⅰ’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다드리Ⅰ’은 장단의 경계를 기준으로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제1단락에서는 풍물굿이 시작할 때에 연주하는 일채를 응용하

여 ‘따’에서 타점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며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

에 많이 쓰이는 ‘따드락’으로 발전시켰다. 점차 박자를 추가해가

며 진쇠장단에 도달하였으며, 본래의 진쇠장단에 궁편의 리듬을

추가하여 연주하였다.

제2단락에서는 경기도당굿 중 발뻐드레장단과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을 동시에 연주한다. 채편으로만 이루어진 발뻐드레

장단에 자진모리장단의 리듬을 궁편에 추가하여 연주하는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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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조가 같은 2가지의 장단을 혼합하여 전통장단과의 차이를

두었으며, 자진모리 2장단이 굿거리 1장단과 같다는 점을 이용

하여 제3단락의 굿거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돌장으로 이음새의

역할을 하였다.

제3단락에서는 제2단락의 자진모리장단을 완자걸이로 연주함

으로써 3·3·3·3의 소박 구조를 2·2·2·2·2·2의 소박 구조로 바꾸

어 영남농악 중 길군악장단을 연주하는 효과를 내어 제3단락의

기본 장단으로 활용하였다. 순서대로 1명씩 호남우도굿 중 굿거

리장단의 다양한 변형 장단을 활용하여 독주하였는데, 독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주자는 제3단락의 기본 장단인 길군악장

단을 연주한다.

제4단락에서는 제3단락의 길군악장단의 ‘덩’을 ‘궁따’로 풀어서

연주하여 기존의 휘모리장단에서 1박자를 빼고 휘모리 변형 장

단을 연주한다. 그 후 제2, 3단락에서 사용하였던 길군악장단을

기본 장단으로 하여 길군악 4장단과 굿거리 1장단, 자진모리 2

장단이 한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각 주자가 자진모리장단과 굿거

리장단을 얹어서 동시에 연주한다. 마지막 부분에는 1명의 연주

자가 후두둑가락을 추가하여 연주하여 클라이맥스를 만들었다.

또한, 전통적인 장구 연주법은 유지하되 양손에 모두 궁채를 사

용하여 장구의 음색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다드리Ⅰ’에는 경기도당굿 중 진쇠장단, 발뻐드레장단

뿐만 아니라 호남우도굿 중 자진모리장단과 굿거리장단, 영남농

악가락의 길군악장단, 휘모리장단이 기본 장단 혹은 다양한 변형

장단, 새로운 변형 장단의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발표된 창작 기악곡이나 창작 타악곡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해져 전통 장단을 활용한 창작 타악곡의 레퍼토리가 다양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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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에 버금가는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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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Rhythmic Patterns used in

Contemporary Percussion Ensemble Piece

‘DadriⅠ’

Sim, Woonjung

Major in Percussio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traditional rhythmic patterns that are represented in

the piece ‘DadriⅠ’, an original work by the

contemporary Korean percussion group Puri. ‘DadriⅠ’

can be separated into four sections by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empo and rhythm.

The first section incorporates the traditional Ilchae

rhythm(일채), where an acceleration in tempo is used

to create the progression from the single stroke ‘Ta

(따)’ into the triple stroke ‘Tadrak(따드락)’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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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the jinsoe rhythm(진쇠長短) of the shamanistic

ritual music of the Gyeonggi(京畿) region.

In the second section, the right side of the janggo

maintains the balbbeodre rhythm(발뻐드레長短) in

continuance of the reference to Gyeonggi shaman

music as the left side introduces the jajinmori rhythm

(자진모리長短) representative of the Honam(湖南)

region. As the tempo accelerates, the right side’s

rhythm modifies and assimilates so that, by the

closing of the second section, only the jajinmori

rhythm remains.

The jajinmori rhythm acts as a bridge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section as the rhythm again

transforms into the gilgunak rhythm(길軍樂長短) of

Youngnam(嶺南) region’s folk music. Here, the soloist

breaks away from the group and performs variations

of the gukgeori rhythm(굿거리長短) against the

prevailing gilgunak rhythm.

The final section brings back the jajinmori, gilgunak,

and gukgeori rhythms of the previous sections and

adds a modified hwimori rhythm(휘모리長短). Instead of

the traditional yeolchae(열채) stick, the right hand

also performs with a goongchae(궁채) mallet, producing

a different approach to the sound of the traditional

rhythms.

From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rhythms is eviden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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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incorporations of

Korean traditional rhythmic patterns in a

comtemporary performance piece 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how these rhythms can be applied to

modern music composition in hopes of expanding the

repertoire of Contemporary Korean percussion music.

Keywords: Contemporary Korean Percussion

Music, Puri, DadriⅠ, janggo

Student Number: 2010-21753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검토 

	Ⅱ. 악단 및 악곡 
	1. 창작타악그룹 푸리 소개 
	가. 푸리 결성 목적/구성원 
	나. 연혁 및 활동 

	2. 다드리Ⅰ 소개 
	가. 악곡명의 의미 및 배경 
	나. 조율 방법 


	Ⅲ. 다드리Ⅰ 분석 
	1. 제 1단락 
	가. 제 1마디~제 43마디 
	나. 제 44마디~제 67마디 
	다. 제 68마디~제 91마디 

	2. 제 2단락 
	가. 제 92마디~제 115마디 
	나. 제 116마디~제 157마디 

	3. 제 3단락 
	4. 제 4단락 
	가. 제 266마디~제 275마디 
	나. 제 276마디~제 329마디 
	다. 제 330마디~제 353마디 
	라. 제 354마디~제 407마디 
	마. 제 408마디~제 439마디 
	바. 제 440마디~제 446마디 

	4. 전통 장단의 활용 사례 

	Ⅳ.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