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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 현재 가야금 가곡 반주보만 전하는 홍원기의 육필사보와 최충

웅의 가야금정악보, 이창규의 제자인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를 대상

으로 남창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의 가야금 가곡 반주를

비교하였다.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의 가야금 가곡 반주보를 수법, 리듬,

선율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주자별 수법은 리듬이나 선율에 비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홍원기는 뜰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강약의 변화를 극대화 하였고 앞붙임

슬기둥만을 사용하여 다른 악기들의 선율이 한 음으로 유지될 때에 가야

금 선율이 출현함으로써 가야금의 음량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

하였다. 다양한 퇴성과 추성 역시 홍원기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가야금 연주자이면서 창자였던 홍원기는 노래의 기교를 가야금보에 반영

하여 가야금의 표현을 노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였다. 최충웅은 우

수법의 튕기는 수법이 특징적으로 동음이 반복될 때 튕기는 수법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본 퇴성의 위치를 유지하여 노래에서의 퇴성

보다는 우조선법에 부합하는 퇴성만을 사용하였다. 김정자는 다양한 우

수법이 특징이다. 김정자는 악보 표기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

스로 수법을 창작하여 악보에 표기하였다. 김정자는 좌수법의 전성 출현

빈도가 높은데 이 전성의 출현은 음악을 긴장감 있게 만드는 효과를 보

여준다. 또한 김정자는 기본 퇴성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관현악에서 통

일감을 주었다.

둘째, 연주자별 리듬유형은 소박을 나누는 기준과 장식음 사용에서 차

이를 보였다. 홍원기가 가장 다양한 리듬유형을 보여주는데 홍원기의 다

양한 리듬유형은 가곡을 합주로 연주할 때 음향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최충웅은 육소박의 리듬유형이 특징적인데 다른 연주자들에게 나

타나는 짧은 장식음의 사용보다는 동등하게 박을 나누어 안정감 있고 규

격 있는 음악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최충웅은 육소박으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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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장식음 리듬유형이 특징적이다. 육소박으로 나누어진 앞장식음 리듬

유형과 병행으로 사용하여 소박의 다양성으로 음악의 율동감을 유발한

다. 김정자는 박을 초두에 몰아주는 앞장식음의 리듬유형 출현빈도가 가

장 높았으며 앞장식음 리듬유형에서 전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음향적으

로 약할 수 있는 가야금의 음량이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보여주었

다.

셋째, 연주자별 선율의 차이는 리듬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최충웅과

김정자가 삼소박 연주할 때, 홍원기의 경우 이소박으로 연주하거나 앞장

식음으로 골격음을 수식한다. 이는 정악 표현에서 우수법의 표현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여 선율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충웅의 경우

한 박과 삼소박의 범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반복되는 소박으로 선율

을 일정하게 진행함으로써 다른 연주자들과의 선율의 차별성을 주었다.

김정자의 경우 앞장식음을 재빠르게 붙이고 다음 음정을 길게 가져가거

나, 다른 연주자들이 삼소박으로 분박할 때에 한 음만을 유지하면서 홍

원기와 최충웅의 연주에 비해 좀 더 여유 있게 연주함으로써 선율의 차

이를 두었다.

이상으로 연주자에 따른 가야금 가곡 반주의 반주법 비교를 통해 각각

의 특징적인 반주법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이 앞으로 가야금 정악

연주법 연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주요어 : 가곡, 가야금 가곡 반주법, 가야금보,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학번 : 2013-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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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정악이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풍류방의 음악문화를 계승한 구한말 정악

유지회와 조선정악전습소 및 광복이후 한국정악원의 명칭에서 유래되었

다. 조선정악전습소에서 가르친 주요 교과목은 가곡과 줄풍류로, 이러한

전통이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에 전승되며 이왕

직아악부는 광복이후 구왕궁아악부로, 1951년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 정악이라는 용어는 민속악의 대칭어로 사용되며 오늘

에 이른다.1)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 정악은 장악원 및 대한제국 교방사의 전

악이자 이왕직아악부의 제3대 아악사장이었던 가야금 연주자 명완벽으로

부터 함화진2)을 거쳐 김영윤3)에서 최충웅4)으로 이어졌다.5)

한편, 김영윤은 최충웅 외에도 이창규6), 홍원기7) 등에게 가야금을 전

1)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서울: 일조각), 1998, p. 412～413.
2) 함화진은 18세 때 장례원 전악이 되어 명완벽에게 가야금을 배웠다. 1910년 장악,

1913년 아악수장, 이듬해 아악사가 되었다. 1932년 제5대 아악사장이 된 후 대한

국악원을 조직하고 초대 원장을 지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

사, 2012.)

3) 김영윤은 서울에서 태어나 가야금을 전공했다. 이왕직 아악부 3기생으로 입소하

여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사장인 함화진으로부터 가야금을 사사 받았으며, 국립국

악원 국악사양성소 가야금 교사를 지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

사, 2012.)

4) 최충웅은 194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1기로

국악에 입문하였다. 그는 국악사양성소에서 가야금 전공으로 김영윤에게 가야금

을 사사하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5)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법이 곧 20세기 후반의 국립국악원을 대표하는 정통 가야

금으로 자리매김 된 것이다. 그러나 최충웅이 김영윤의 연주전통을 이었다고는

해도, 그가 30여년 넘게 가야금과 친해지는 사이에 붙임새라든가 음악의 표현면

에서 자연스럽게 자기화(自己化)되는 과정을 거쳤고, 전통이라는 개념이 허용하

는 범주 안에서 ‘최충웅적인 연주세계’를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송혜진,

<한국의 소리Ⅱ 최충웅 가야금 정악>, 서울: 월드뮤직, 1998.)

6) 이창규는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수로 김영윤에게 가야금을 사사하였다. 아악부원양

성소 제4기 졸업생으로 1936～1941년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기록이 있다. (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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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 이창규와 홍원기는 김영윤으로부터 가야금 정악을 전수했으나

그 가락이 최충웅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명완벽과 함화진을 거쳐

전승된 가야금 정악의 현재 전승 상황을 살펴보면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

다 할지라도 연주사적 차원에서 가야금 정악 전승 계보는 다원화된 학습

공간을 거치며 하나의 계통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숙은 가야금 정

악의 전승도를 국립국악원의 김영윤 계통, 서울대학교의 이창규 계통, 사

적인 인맥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홍원기 계통으로 분류한 바 있다.9) 홍

원기 계통, 김영윤 계통, 이창규 계통의 전승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명완벽(1842～1929)

↓

함화진(1884～1948)

↓

김영윤(1911～1972)

홍원기(1922～1997) 최충웅(1941～ ) 이창규(1918～2008)

↓

김정자(1942～2014)

<표 1> 이왕직 아악부 가야금 정악의 전승도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7) 홍원기는 192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36년에 이왕직아악부 아악사 양성소 5기

생으로 국악에 입문하여 함화진, 김영윤에게 가야금을 사사하고 이주환, 이병성에

게 가곡·가사·시조 등 정가를 사사하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

사, 2012.)

8) “홍원기는 원래 재주가 많은 분이라서 김영윤 선생으로부터 배운 가락에 만족하

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변형 가락을 즐겨 탔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략” - 김정

자 구술 중 (김유선, 홍원기와 국립국악원의 가야금 선율 비교 분석, 이화여대 석

사학위논문, 3쪽, 재인용)

9)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차별성에 관한 연구 -<영산회상> 중심으로-”, 예술
논문집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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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정악의 현재 전승 상황을 살펴보면, 이창규 계통은 그의 제자

인 김정자로 전승되었으나 김정자 사망이후 전승이 비교적 쇠락하게 되

었다. 사적인 인맥을 통한 홍원기 계열 전승 또한 홍원기 사후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주되는 계열은 국립국악원

의 김영윤 계통으로 김영윤의 제자인 최충웅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본고는 가야금 정악에서 각자의 계통을 이루어 전승되고 있는 홍원기

계통의 홍원기, 김영윤 계통의 최충웅, 이창규 계통의 김정자의 가야금

정악보를 비교하여 각각의 다양성을 밝히고자 한다.

홍원기와 최충웅, 김정자의 가야금 정악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로 <평

조회상>, <중광지곡>등의 악곡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가곡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기에 본고는 가야금 정악 중에서 특히 남창가곡으로 그 대

상을 한정하여 살펴본다. 남창가곡의 가야금 반주에 대해 홍원기, 최충웅

은 악보와 음원이 있으나 이창규의 경우 독주 음원이 없기에 그의 제자

인 김정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의 가야금 가곡 반주 악보를 비교하여 전승에 따른 가야금 정악의 다양

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는 현재 가야금 정악에서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는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의 가야금 정악보를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의 연구 범위는 26곡의 가곡

한바탕 중 남창 우조<초수대엽>·<소용>·<언락>를 선택하였다. 이는 가

곡의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삭대엽의 기본구조인 <초수대엽>, 가곡의

기본구조에서 파생된 <소용>, 소가곡에 해당하는 농(弄)·낙(樂)·편(編)

중 <언락>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남창 우조<초수대

엽>·<소용>·<언락>을 대상으로 연주 계통에 따른 수법, 리듬, 선율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홍원기가 직접 필사한 홍원기 가야금반주법10), 2001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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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출판사에서 출판한 최충웅의 伽倻琴正樂譜 가야금정악보11), 2007년
민속원에서 발행된 김정자의 正樂伽倻琴譜 정악가야금보12)를 선정하

였다. 홍원기는 좌수법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아, 홍원기의 제자

인 안희정13)이 사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다음 <표 2>는

연구대상 악보 목록이다.

대상 악보 편자 연도

『홍원기 가야금반주법』 홍원기 1989

『伽倻琴正樂譜가야금정악보』 최충웅 2001

『正樂伽倻琴譜 정악가야금보』 김정자 2007

<표 2> 연구대상 악보 목록

각 대상 악보의 음고 기준은 악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악보 1>을

보면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는 홍원기의 홍원기 가야금반주법과 최

충웅의 가야금정악보보다 한 옥타브 아래의 율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에 나타난 음역을 낮은 음부터 율명으로 나열

하면, 㣴・㣖・㣡・㣩・僙・㑀・㑖・㑣・㑲・黃・太・仲 으로 하배황종(㣴)～

중려(仲)이다. 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와 홍원기의 홍원기 가야금반주

법에 나타난 음역을 낮은 음부터 율명으로 나열하면 僙・㑀・㑖・㑣・
黃・太・仲・林・南・潢・汰・㳞 으로 배황종(僙)～청중려(㳞)이다.

10) 홍원기, 홍원기 가야금반주법, (육필사보, 1989) 남창가곡 중 우조<초수대

엽>, 우조<소용>, 우조<언락>, 안희정 소장.

11) 최충웅, 伽倻琴正樂譜가야금정악보, (서울: 은하출판사, 2001), pp.143～
144, pp.155～156, pp.161～163.

12) 김정자, 正樂伽倻琴譜정악가야금보, (서울: 민속원, 2007), pp.130～131,
pp.144～145, pp.150～151.

13) 안희정은 1983년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이수자이며 백제예술대학 국악과 교수와 전북도립국악원 교수를 역임

하였다. 현재 한국가곡진흥원 부원장으로 있다.



- 5 -

홍원기의 홍원기 가야금반주법・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 음역

율명 홍 僙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율명 최 僙 㑀 㑖 㑣 黃 太 仲 林 南 潢 汰 㳞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음역

율명 㣴 㣖 㣡 㣩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악보 1> 홍원기 · 최충웅 · 김정자의 음역 보례

율명의 옥타브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 홍원기의
홍원기 가야금반주법, 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 모두 실음에서는 동일

상의 음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정자의 율명을 홍원기, 최충웅의 율

명과 통일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각 연구 대상 연주자의 호칭

은 홍원기는 ‘홍’, 최충웅은 ‘최’, 김정자는 ‘김’으로 각각 칭한다.

연구 대상의 순서는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순이며 이는 악보 출판 년

도를 근거로 순서를 정하였다.

각 악보는 오선보로 역보하여 수법, 리듬, 선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수법은 좌수법, 우수법 그리고 연주자에 따라 등장하는 상이한 수법으로

나누어 연주자별 차이를 비교한다. 리듬의 분석은 세 명의 연주자 각각

의 리듬적 특징을 찾아 유형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출현 빈

도를 비교하여 연주자별 차이를 알아본다. 더불어 연주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리듬유형 또한 분석하여 리듬 유형에서 연주자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선율의 분석은 각 악곡을 대상으로 연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선율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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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연주자별 가야금 가곡 반주에 대한 차이를 밝

히고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반주법의 다양성을 살펴보겠다.

3. 선행연구 검토

가야금 가곡 반주의 연주 계통을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선율

비교가 주류를 이룬다. 먼저 홍원기의 가곡 가야금 선율의 비교 연구로

는 진정옥14), 장하늬15), 노현아16), 이한나17)의 논문이 있다. 진정옥은 김

영윤의 제자 홍원기와 최충웅의 우수법, 좌수법, 리듬 분할이 어떻게 다

르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혔다. 우수법에서는 홍원기의 변화가 뚜

렷하였고 좌수법과 리듬 분할에서는 최충웅의 변화가 더 많이 보여졌다

고 밝혔다. 장하늬는 남창 계면 두거를 홍원기와 최충웅의 악보를 중심

으로 선율, 주법, 리듬분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이외에 노현아,

이한나도 태평가와 삼수대엽의 반주선율을 장하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하였고, 홍원기의 가야금 가곡 선율에 대한 연구는 단국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충웅의 가야금 가곡 선율 비교 연구로는 공혜령18), 임미선19)의 연구

가 있다. 공혜령은 계면 초수대엽·이수대엽·삼수대엽를 대상으로 이왕직

아악부와 최충웅 악보의 리듬과 선율을 비교한 바 있고, 임미선은 우조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를 대상으로 이왕직아악부와 김정자 악보, 최충

웅 악보를 주법 부호, 장단에 따른 주법 사용, 리듬꼴, 선율을 기준으로

14) 진정옥, “우조 초수대엽의 가야금 반주선율 비교 연구: 김영윤, 홍원기, 최충

웅 악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13.

15) 장하늬, “여창가곡 계면 ‘두거(頭擧)’의 가야금선율 비교연구: 홍원기譜와 최

충웅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13.
16) 노현아, “태평가의 가야금선율 연구: 홍원기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10.
17) 이한나, “계면 삼수대엽의 반주선율 비교연구: 국립국악원과 홍원기의 가야

금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12.

18) 공혜령, “이왕직아악부와 최충웅의 가야금보 비교 연구: 1930년대 계면조 가

곡과 현행 계면조 가곡의 초수, 이수, 삼수대엽 리듬과 선율에 기하여”, 부산대

학교, 2009.

19) 임미선, “남창가곡의 가야금주법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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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바 있다. 임미선은 이를 통해 김정자는 악기간의 조화를 이루려

하고 다양한 주법을 사용한 반면 최충웅은 관악기와의 선율이 비슷함을

밝혔다.

앞서 거론된 선행연구는 연구범위를 가곡 중 본가곡에 한정하는 공통

점을 보여준다. 가곡의 한바탕이 본가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상

기할 때 선행연구의 연구범위는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연주 계통에 따

른 연구 비중을 살펴보면 김정자의 가야금 가곡 선율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단 한 편으로 홍원기, 최충웅의 가야금 가곡 선율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에 비해 축적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

어 사적인 인맥을 통해 전승되는 홍원기, 국립국악원 계통인 최충웅, 서

울대학교 계통인 이창규의 연주 계통을 모두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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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홍원기 · 최충웅 · 김정자의 수법

가야금 정악 연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법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연주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홍원기(이하 ‘홍’), 최충웅(이하 ‘최’), 김정

자(이하 ‘김’)은 역시 현재 국립국악원 연주의 근간이 되는 김영윤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통된 수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홍’・‘최’・‘김’은 반주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항에서는 가야금 가곡 반주보에서 나타나는 연주자별 우수법과 좌

수법을 비교하여 연주자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우수법(右手法)

먼저 ‘홍’・‘최’・‘김’의 악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수법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식지 수법, 모지 수법, 장지 수법, 튕기는 수법, 슬기둥, 싸랭,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 뜰 수법이 등장한다. ‘홍’・‘김’・‘최’의 악보

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수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연주자 모두 등장하는 우수법인 식지 수법, 모지 수법, 장지 수법, 튕

기는 수법, 슬기둥, 싸랭,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 뜰 수법의 연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식지, 모지, 장지, 튕기는 수법, 싸랭의

표기 방식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면 슬기둥,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 뜰 수법은 연주자별 연주의 방식은 동일하지만 기보 방식에서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슬기둥의 경우 ‘최’・‘김’은 동일한 기호이지만 ‘홍’

이 다르고 뜰 수법의 경우 ‘홍’・‘김’은 동일한 기호이지만 ‘최’가 다르다.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의 경우 ‘홍’・‘최’・‘김’ 모두 다른 기호를 사

용하며 ‘홍’의 경우 2종의 기호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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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 이름 기보 방식 설명

식지 수법

홍 최 김 오른손을 좌단에 올려놓고 밖에서 안

으로 톡 치듯이 순간적으로 눌러 뜯는

수법
율명 옆에 아무 표

기가 없는 경우20)

모지 수법

홍 최 김 손목을 들고 식지, 장지를 차례로 줄

위에 얹고 모지로 줄을 밀어 안에서

밖으로 내 타는 수법-

장지 수법

홍 최 김
장지로 식지를 뜯는 수법과 같이 밖에

서 안으로 눌러 뜯는 수법

튕기는 수법

홍 최 김 모지와 식지를 둥근 모양으로 하여 식

지 손톱으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수법○

싸랭 수법

홍 최 김 어떤 음이든 장지와 모지를 사용하여

장지, 모지 순으로 한 옥타브를 내는

수법

슬기둥 수법

홍 최 김 식지, 장지, 모지를 사용하며 장지와

모지는 한 옥타브 관계를 이루고 식지

는 장지음의 바로 윗줄을 잡아서 식지

장지, 모지 순으로 타는 수법.

·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

홍 최 김 음의 싯가가 짧고 장식음을 낼 때

손목을 현침에 내리고 모지를

부드럽게 위로 뜯어내는 수법
] · ) / -

뜰 수법
홍 최 김

모지 손톱으로 줄을 뜨는 수법
> > √

<표 3> 공통된 우수법(右手法)

이처럼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기보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우

수법인 슬기둥,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 뜰 수법을 비교하여 연주자

별 차이를 알아보겠다.

20) “식지 수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므로 일일이 수법 부호를 기록하면 번거

로워서 1910년대 악보에서부터 이미 기록을 생략해왔다.”(김정자, 正樂伽倻琴譜
정악가야금보, 서울: 민속원, 200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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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기둥

슬기둥 수법은 붙임새에 따라 앞붙임 슬기둥과, 뒷붙임 슬기둥으로 구

분한다. 슬기둥 앞붙임새는 슬기둥의 박을 초두에 몰아서 싯가로 연

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뒷붙임 슬기둥의 경우 의 싯가로 연주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악보 2>는 연주자별 <초수대엽> 초장 제2각의 오선보로,

연주자별 슬기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악보 2>에서 보듯이 <초수대

엽> 초장 제2각 제1정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박의 경우 ‘홍’은 앞붙임

슬기둥이 출현하는 반면, ‘최’와 ‘김’은 뒷붙임 슬기둥이 출현한다. <초수

대엽> 초장 제2각 제4정간과 제12정간에 해당하는 네 번째, 열두 번째

박의 경우 역시 ‘홍’은 앞붙임 슬기둥인 반면 ‘최’와 ‘김’은 뒷붙임 슬기둥

으로 나타난다.

<악보 2> 연주자별 ‘슬기둥’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2각

<악보 3>에서 보듯이 앞붙임 슬기둥과 뒷붙임 슬기둥의 각각 다른

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 ‘김’의 경우 앞붙임 슬기둥, 뒷붙

임 슬기둥 두 가지 모두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붙임 슬기둥이 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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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1정간 ○ ○ ○

제1각 제4정간 ○ ○ ○

제1각 제12정간 ○ ○ ○

제2각 제1정간 ○ Χ Χ

제2각 제4정간 ○ ○ ○

제2각 제12정간 ○ ○ ○

제2장

제1각 제1정간 ○ Χ Χ

제1각 제4정간 ○ ○ ○

제1각 제12정간 ○ ○ ○

제2각 제1정간 ○ ○ ○

제3장

제1각 제1정간 ○ ○ ○

제2각 제1정간 ○ Χ Χ

제2각 제4정간 ○ ○ ○

제2각 제12정간 ○ Χ ○

제4장

제1각 제1정간 ○ Χ ○

제1각 제9정간 ○ Χ Χ

제2각 제1정간 ○ ○ ○

제2각 제4정간 ○ ○ Χ

제5장

제1각 제1정간 ○ ○ ○

제1각 제12정간 ○ ○ ○

제2각 제1정간 ○ ○ ○

제2각 제12정간 ○ Χ ○

소용 대여음 제3각 제12정간 ○ ○ ○

언락

대여음

제2각 제1정간 ○ Χ Χ

제2각 제4정간 ○ Χ Χ

제3각 제15정간 ○ Χ Χ

제3장 제4각 제9정간 ○ ○ ○

제5장 제2각 제1정간 ○ ○ ○

<표 4> ‘앞붙임 슬기둥’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앞붙임

슬기둥

앞붙임

슬기둥

뒷붙임

슬기둥

앞붙임

슬기둥

뒷붙임

슬기둥

<악보 3> 연주자별 ‘슬기둥’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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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붙임 슬기둥의 출현 빈도를 보면 ‘홍’

은 총 28회 ‘최’는 총 18회, ‘김’은 총 20회 출현한다. ‘홍’은 앞붙임 슬기

둥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뒷붙임 슬기둥이 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초장 제2각 제1정간 Χ ○ ○

제2장 제1각 제1정간 Χ ○ ○

제2장

제2각 제1정간 Χ ○ ○

제2각 제12정간 Χ ○ Χ

제3각 제12정간 Χ ○ Χ

제4장
제1각 제1정간 Χ ○ ○

제2각 제12정간 Χ Χ ○

제5장 제2각 제12정간 Χ ○ Χ

소용 대여음 제3각 제12정간 Χ ○ ○

<표 5> ‘뒷붙임 슬기둥’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표 5>와 같이 뒷붙임 슬기둥의 출현 빈도를 보면 ‘홍’은 총 0회, ‘최’

는 총 8, ‘김’은 총 6회로 뒷붙임 슬기둥은 ‘최’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최’와 ‘김’의 경우 거문고의 슬기징이 출현할 때에 거문고의 수법과 같이

하였다. ‘홍’에게서는 앞붙임 슬기둥만 출현하고 뒷붙임 슬기둥은 출현하

지 않는다.

2)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은 손목을 현침에 내리고 모지를 부드럽게

위로 뜯어내는 수법을 말한다. <악보 4>에서 보듯이 ‘홍’의 경우 장식음

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 · ‘)’ 를 사용하였다. 이는 음과 음이 연결되었

다는 것을 표기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1-2 수법이 많이 출현한다. 그러

나 슬러가 있다고 해서 항상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은 아니라고 한

다.

‘최’의 경우 모지 <악보 4>에서 보듯이 수법과 부호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 로 통일하였다. ‘최’는 모지의 주된 수법을 모지로 밀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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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두었고, 1/6박과, 1/3박 같은 짧은 음은 ‘홍’, ‘김’과 같이 모

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이 사용된다.

‘김’의 경우 <악보 4>에서 보듯이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의 표기

를 ‘/’ 로 모지수법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김’은 싯가가 짧고

장식음을 낸다든가 부드러운 성음을 써야할 때는 모지를 산조 수법과 같

이 모지를 위로 뜯어서 부드럽고 고운 성음을 낼 때 사용된다.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미는법 뜯는법 미는 법 뜯는 법

<악보 4> 연주자별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악보 5>는 <언락> 제3장 제6각을 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언락>

제3장 제6각 제2 정간을 보면 각각의 연주자들 모두에게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이 사용된다.

<악보 5>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언락> 제3장 제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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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해당사항 없음 Χ Χ Χ

소용

대여음
제3각 제8정간 ○ Χ ○

제4각 제8정간 Χ Χ ○

초장

제1각 제7정간 Χ Χ ○

제2각 제3정간 ○ Χ Χ

제2각 제9정간 Χ ○ ○

제2장 제2각 제9정간 Χ ○ ○

제3장
제1각 제15정간 Χ Χ ○

제2각 제7정간 Χ Χ ○

제4장 제2각 제9정간 Χ ○ ○

제5장
제3각 제1정간 Χ Χ ○

제4각 제1정간 Χ ○ ○

언락

대여음 제4각 제6정간 ○ ○ ○

초장 제1각 제7정간 ○ Χ ○

제2장 제2각 제3정간 ○ ○ ○

제3장
제2각 제3정간 ○ Χ Χ

제6각 제3정간 Χ Χ ○

제4장
제1각 제8정간 ○ Χ ○

제2각 제3정간 ○ ○ ○

제5장

제3각 제11정간 ○ ○ ○

제4각 제3정간 ○ ○ ○

제5각 제1정간 ○ ○ ○

<표 6>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연주자에 따라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이 출현하는 부분을 악곡별

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모지를 사용한 장식음 수법의 출현 빈도수를 보면

‘홍’은 11회 ‘최’는 10회 ‘김’은 19회로 ‘김’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

의 경우 1/3박, 1/6박에서 고루 나타나는 반면 ‘홍’과 ‘최’의 경우 1/6박에

서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뜰

다음 <악보 6>에서 보듯이 ‘홍’ 과 ‘최’・‘김’은 공통적으로 슬기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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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다음에 나오는 반복 음, 동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에 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홍’과 ‘김’의 경우 뜰의 표기를 ‘>’ 하는 반면 최는

‘√’ 다른 기호로 표기하고 있다. ‘최’가 사용하는 뜰 표기(√)21)는 ‘홍’・
‘김’의 경우 지금은 흔히 연주되지 않는 식지로 뜨는 법을 나타내는 기호

로 사용되고 있어 ‘최’의 뜰 표기와 구분된다. 지금은 흔히 연주되지 않

는 수법인 식지로 뜨는 법에 대해 ‘홍’의 제자 안희정은 홍원기에게 “스

란치마 스치는 소리”처럼 작고 예쁘게 내는 수법이라 배웠다고 증언한

바 있다.22)

<악보 6> ‘뜰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2각

<악보 6>은 <초수대엽> 대여음 제2각의 오선보로 연주자별 뜰 표기

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특히 대여음 제2각 제10정간에 해당하는 열 번째

박을 보면 ‘홍’・‘김’은 ‘>’ 로 뜰 수법을 표기한 반면, ‘최’는 ‘√’로 표기

하여 차이를 보인다.

21) “손톱으로 뜨는 수법은 1913년 명아악사장의 필사본인 영산회상보에서는 형

행의 튕기는 수법 자리에 식지조로 뜨는 부호(v)만 나오고 튕기는 수법부호

는(0)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튕기는 부호는 이왕직 아악부 1930년 이후에 처

음 등장했으며 현재는 튕기는 주법을 뜨는 주법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쓰인

다.” 김정자, 正樂伽倻琴譜정악가야금보, (서울: 민속원, 2007), p.10.
22) 안희정 인터뷰(2017.3.14.) 중 발췌.



- 16 -

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초장
제2각 제6정간 ○ Χ ○

제2각 제10정간 ○ ○ ○

제2장
제1각 제10정간 ○ Χ Χ

제1각 제14정간 ○ Χ ○

제3장

제2각 제6정간 ○ Χ ○

제2각 제10정간 ○ Χ ○

제3각 제14정간 Χ Χ ○

중여음 제5정간 ○ ○ ○

제4장
제1각 제2정간 ○ ○ ○

제2각 제2정간 ○ ○ ○

제5장 제1각 제3정간 ○ Χ ○

소용

대여음

제1각 제5정간 ○ Χ Χ

제3각 제3정간 ○ Χ Χ

제3각 제7정간 ○ Χ Χ

제3각 제7정간 ○ ○ Χ

제3각 제14정간 ○ Χ Χ

제4각 제3정간 ○ Χ Χ

초장

제1각 제3정간 ○ Χ Χ

제1각 제3정간 ○ Χ Χ

제2각 제8정간 ○ Χ Χ

제2장
제2각 제16정간 ○ Χ Χ

제2각 제8정간 ○ Χ Χ

제3장
제3각 제4정간 ○ Χ Χ

제3각 제14정간 ○ Χ Χ

중여음 제3정간 ○ Χ Χ

제4장
제1각 제16정간 ○ Χ Χ

제2각 제8정간 ○ Χ Χ

제5장

제2각 제6정간 ○ Χ Χ

제3각 제4정간 ○ Χ Χ

제4각 제6정간 ○ Χ Χ

제4각 제10정간 ○ Χ Χ

언락 대여음

제2각 제2정간 ○ ○ ○

제2각 제6정간 ○ Χ ○

제2각 제10정간 ○ Χ ○

제3각 제4정간 ○ Χ ○

<표 7> ‘뜰’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연주자에 따라 뜰 수법이 출현하는 부분을 대상 악곡별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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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각 제8정간 ○ Χ Χ

초장
제1각 제3정간 ○ Χ Χ

제1각 제16정간 ○ Χ Χ

제2장 제1각 제16정간 ○ Χ ○

제3장

제1각 제16정간 ○ Χ ○

제2각 제11정간 ○ Χ ○

제2각 제14정간 ○ Χ ○

제3각 제10정간 ○ Χ ○

제4각 제6정간 ○ Χ ○

제5각 제16정간 ○ Χ ○

제5장

제1각 제3정간 ○ Χ ○

제4각 제16정간 ○ Χ Χ

제5각 제6정간 ○ Χ Χ

제5각 제10정간 ○ Χ Χ

<표 7>에서 보듯이 ‘홍’은 총 47회, ‘최’는 총 6회, ‘김’은 총 22회로

‘홍’의 ‘뜰’ 수법의 빈도가 가장 높다. 앞서 <악보 6>에서 알 수 있듯이

‘홍’과 ‘김’의 경우 슬기둥 이후와 싸랭, 그리고 모지수법 뒤에 출현하는

동음에서 대부분 뜰 수법을 사용하였다. ‘최’의 경우는 슬기둥, 싸랭 이후

뜰 수법이 주로 출현하며 동음을 반복할 때에는 뜰 수법 보다는 튕기는

주법을 많이 사용하여 뜰의 출현빈도는 ‘홍’, ‘김’에 비해 사용 비중이 낮

다.

4) 상이한 우수법

‘김’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우수법으로는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 다른 하나는 식지 모지로 집는 법, 이 두 가지가 있다.

가.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

‘김’에게서만 나타나는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은 연이어 있

는 음을 빠르게 연주할 때 사용되는데 <초수대엽>・<소용>・<언락>을
포함하여 많은 가곡반주에서 5장 마지막 각에 주로 사용된다. <표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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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제5장 제4각 제11정간 Χ Χ ○

소용
대여음

제4각 제11정간 Χ Χ ○

언락 제4각 제11정간 Χ Χ ○

<표 9>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서 보이는 수법부호는 ‘김’이 만든 것이다.

수법 이름 수법부호 설명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

홍 최 김
연이어 있는 줄을 식지와 모지
를 세워서 집는 수법

<표 8>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

다음 <악보 7>은 ‘김’에서만 나타나는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

법이 출현하는 <초수대엽> 5장 제4각 제1정간이다. 이처럼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은 <초수대엽> 외에도 가곡 5장 마지막 각 제1정간

에 자주 출현한다.

<악보 7> 김정자의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 보례

‘김’의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이 출현하는 부분을 대상 악곡

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나. 식지 모지로 집는 수법

식지 모지로 집어 위로 뜯는 수법은 빨리 집어서 소리를 낼 때 손목을

들어서 식지와 모지로 집는 수법이다. 다음 <악보 8>에서 보듯이 보통

식지수법에서 전성이 동반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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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김정자의 ‘식지 모지로 집는 수법’ 보례

<표 10>의 식지 모지로 집는 수법 부호는 ‘김’이 만든 부호이다.

수법 이름 수법부호 설명

식지와 모지로
집는 수법

홍 최 김
손목을 들고 식지를 약간 들어(45
도 정도) 식지와 모지를 빨리 집어
내는 수법

人
ㅡ

<표 10> ‘식지 모지로 집는 수법’

<표 11>은 ‘김’의 식지 모지로 집는 수법이 출현한 부분을 대상 악곡

별로 정리한 것이다.

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소용

대여음 제4각 제11정간 Χ Χ ○

제3장 제3각 제11정간 Χ Χ ○

제5장 제4각 제3정간 Χ Χ ○

언락
제4장 제1각 제6정간 Χ Χ ○

제5장 제6각 제3정간 Χ Χ ○

<표 11> ‘식지 모지로 집는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이와 같이 식지와 모지로 집는 수법의 빈도로는 ‘홍’, ‘최’는 출현하지

않았고 ‘김’에게서만 총 5회 출현하였다.

이상으로 우수법의 방식 및 출현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홍’과 ‘최’

의 우수법 표기에 ‘김’의 우수법 표기가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김’에게서 나타난 우수법의 세분화는 ‘김’이 수법에 대한 연주 기호

를 만든 것으로 ‘김’의 우수법이 세분화된 경위는 특징적인 연주 기호의

유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수법 중 뜰, 슬기둥의 경우 연주자에 따

라 그 출현 빈도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연주자별로 큰 차이를 보인

우수법은 이후 연주자별 수법의 차별적 양상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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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수법(左手法)

‘홍’・‘최’・‘김’의 악보에서 전성, 퇴성, 추성은 공통된 좌수법(左手法)

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듯이 연주자

에 따라 세분되고 있는 좌수법을 전성, 퇴성, 추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수법 이름 수법부호 설명

전성 수법

홍 최 김 왼손 식지와 장지로 현을 아
래로 굴려서 전성을 하는 수
법

퇴성 수법

홍 최 김
줄을 식지, 장지로 껴 쥐고,
쥔 줄을 끌어당겨 소리를 낮
추어 주는 수법

추성 수법

홍 최 김
왼손 식지와 장지로 줄을 지
그시 눌러서 소리를 높여 주
는 수법㇏ ㇏

<표 12> 공통된 좌수법(左手法)

1) 전성

‘김’은 전성을 강한 전성과 약한 전성으로 나누어 기보한다. <악보 9>

는 ‘김’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강한 전성과 약한 전성의 보례로 일반적으

로 강한 전성이 쓰인다. ‘김’의 강한 전성은 ‘홍’과 ‘최’의 전성과 방법에

서 일치한다. ‘약한 전성’은 가볍게 굴려서 마치 요성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농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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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초장 제2각 제3정간 O O O

제2장
제1각 제3정간 O O O

제1각 제6정간 Χ Χ O

제3장
제1각 제3정간 O Χ Χ

제2각 제3정간 Χ O Χ

제4장

제1각 제4정간 O Χ O

제1각 제5정간 Χ O Χ 

제1각 제11정간 Χ Χ O

제1각 제16정간 O O O

제5장 제4각 제1정간 Χ O O

소용

대여음

제24각 제5정간 O O O

제4각 제10정간 Χ O Χ

제4각 제11정간 Χ Χ O

제4각 제12정간 O O Χ

초장
제1각 제7정간 O O O

제2각 제9정간 Χ Χ O

제2장
제1각 제2정간 O O O

제2각 제9정간 Χ Χ O

제3장

제1각 제4정간 Χ Χ O

제2각 제7정간 O Χ O

제3각 제2정간 O O O

제3각 제11정간 Χ O O

중여음 제10정간 Χ O O

제4장 제1각 제2정간 O O O

<표 13> ‘강한 전성’이 출현하는 보례

강한 전성 약한 전성

<악보 9> 김정자의 ‘강한 전성’ ・ ‘약한 전성’ 보례

‘김’의 강한 전성이 출현하는 부분을 각각 우조<초수대엽>・<소용>・
<언락>을 대상으로 ‘홍’・‘최’・‘김’의 악보에서 찾아보면 다음 <표 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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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각 제9정간 Χ Χ O

제5장

제2각 제3정간 Χ Χ O

제2각 제16정간 Χ Χ O

제4각 제1정간 Χ Χ O

제4각 제3정간 Χ O O

언락

대여음
제3각 제9정간 O Χ Χ

제4각 제11정간 Χ O O

초장 제1각 제7정간 Χ O O

제2장 제1각 제6정간 Χ O O

제3장 제3각 제6정간 Χ O O

중여음

제2정간 O O Χ

제3정간 Χ Χ O

제5정간 Χ O Χ

제6정간 Χ Χ O

제4장 제1각 제6정간 Χ O O

제5장
제5각 제1정간 Χ Χ O

제5각 제3정간 Χ O O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주자별 강한 전성의 출현 빈도는 ‘김’

이 가장 높고 이후 ‘최’・‘홍’ 순이며, 악곡별 강한 전성의 출현 빈도는

<소용>이 가장 높고 이후 <언락>・<초수대엽> 순으로 나타난다. ‘김’

의 약한 전성이 출현하는 부분을 각각 <초수대엽>・<소용>・<언락>을
대상으로 ‘홍’・‘최’・‘김’의 악보에서 찾아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언락

제2장 제1각 제3정간 Χ Χ O

제3장 제3각 제3정간 Χ Χ O

제4장 제1각 제3정간 Χ Χ O

<표 14> ‘약한 전성’이 출현하는 보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한 전성의 출현은 ‘김’의 <언락>에만

3회 등장할 뿐 ‘홍’・‘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아래 <악보 10>

에서 보듯이 ‘김’의 <언락>에서 약한 전성이 출현하는 부분은 ‘홍’・‘최’
의 경우 전성으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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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김정자의 ‘약한 전성’이 출현하는 보례-<언락> 제2장 제1각

2) 퇴성

앞의 <표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 퇴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

여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퇴성과 들어 올리는 퇴성법으로 구

분된다. 퇴성은 개방현에서 퇴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들어 올리는 퇴성법

은 눌렀던 줄을 서서히 놓으면서 미분음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악보 11> 연주자별 퇴성법 비교-<언락> 제3장 제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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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을 보면 들어올리는 퇴성법은 ‘홍’・‘최’의 경우 악보에 표기

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음반을 통해 보면 퇴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3)24) 표기에 있어 들어올리는 퇴성법은 ‘김’에게서만 나타난다. <악

보 12>에서 보듯이 ‘최’는 개방현에서의 퇴성 또한 ‘ ’과 혼용해서 악보

에 표기하고 있다.

<악보 12> 최충웅의 퇴성 표기 혼용 보례-남창가곡 <언락> 제3장 제2각

‘김’이 말하는 들어올리는 퇴성법이 출현하는 부분을 각각 우조<초수

대엽>・<소용>・<언락>을 대상으로 ‘홍’・‘최’・‘김’의 악보에서 찾아보

면 <표 15>과 같다. ‘김’의 ‘들어올리는 퇴성법’이 출현하는 부분을 악곡

별로 살펴보면, <초수대엽>에서 4회, <소용>에서 2회, <언락>에서 3회

등장한다.

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제3장 제3각 제11정간 O O O

중여음
제6정간 O O O

제12정간 O O O

제5장 제3각 제12정간 O O O

소용
대여음 제4각 제6정간 O O O

제2장 제2각 제5정간 O O O

언락

제3장 제6각 제5정간 O O O

제4장 제2각 제5정간 O O O

제5장 제4각 제5정간 O O O

<표 15> ‘들어 올리는 퇴성법’이 출현하는 보례

23) 최충웅 천원지방(天圓地方)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 [CD], 이음사운드, 2003.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12 <홍원기 가야금 독주>, [CD], 서울: 국

립문화재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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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이름 수법부호 설명

추성 수법

홍 최 김
왼손 식지와 장지로 줄을
지그시 눌러서 소리를 높여
주는 수법㇏ ㇏

<표 16> ‘추성’ 수법

3) 추성

앞의 <표 13>에서 보듯이 추성은 연주자별 공통된 좌수법 중 하나다.

연주자별 표기를 비교하면, ‘최’・‘김’은 하나로 쓰지만 ‘홍’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연주자별 추성을 비교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홍’의 ‘ ’ 은 아래 <악보 13> b부분과 같이 율명에서 2/3박을 채워주

고 마지막 1/3남은 박을 은근히 밀어 한음 가까이 올리는 표라고 구분하

고 ‘ ’은 아래 <악보 13> 추성 2 부분과 같이 율명에서 1/2박정도 박을

끌고 가다가 1/2남은 박에서 점차적으로 은근이 밀어 올리는 표라고 구

분한다.25) 본고에서는 전자를 추성 1, 후자를 추성 2라 지칭한다. 추성 1

과 추성 2를 아래 <악보 13>을 통해 살펴보면, 추성 1은 ‘최’・‘김’의 추

성과 같다.

추성 2는 a부분 <소용> 제3장 셋째 각에서 보듯이 㑣에서 1/2박정도

박을 끌고 가다가 1/2남은 박에서 점차적으로 은근이 밀어 올리는 수법

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홍원기, 男․女唱 歌曲譜 남․여창 가곡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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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9정간 O Χ Χ

제1각 제14정간 O O Χ

제1각 제15정간 O Χ Χ

제2각 제14정간 O O Χ

제2각 제15정간 O Χ Χ

제3장
제1각 제14정간 O O Χ

제1각 제15정간 O Χ Χ

언락

초장 제2각 제15정간 O Χ Χ

제3장
제2각 제15정간 O Χ Χ

제4각 제15정간 O Χ Χ

중여음 제15정간 O Χ Χ

제4장
제1각 제13정간 O Χ O

제1각 제15정간 O Χ O

제5장
제1각 제15정간 O Χ Χ

제2각 제10정간 O Χ O

<표 17> ‘추성 1’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추성 2 추성 1

<악보 13> 홍원기의 추성 보례-<소용> 제3장 제3각

‘홍’의 추성 1이 출현하는 부분을 각각 <초수대엽>・<소용>・<언락>
을 대상으로 ‘홍’・‘최’・‘김’의 악보에서 찾아보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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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 추성 2가 출현하는 부분을 우조<초수대엽>・<소용>・<언락>
을 대상으로 ‘홍’・‘김’・‘최’의 악보에서 찾아보면 <표 18>과 같다.

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제3장 제3각 제5정간 O Χ Χ

중여음 제1정간 O Χ Χ

제5장 제3각 제1정간 O Χ Χ

소용
초장 제2각 제11정간 O Χ Χ

제3장 제2각 제11정간 O Χ Χ

<표 18> ‘추성 2’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표 17>・<표 18>에서와 같이 ‘홍’은 총 20회 출현하고 ‘최’의 경우

총 3회, ‘김’의 경우 총 3회로 ‘홍’의 추성의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다.

‘홍’은 삼소박과 이소박의 추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추성 1의 경

우 <악보 14>에서 보듯이 仲→黃, 黃→太, 黃→㑲으로 2도, 3도로 하행

할 때에 출현하고 있다.

し





<악보 14> ‘추성 1’이 출현하는 보례-남창가곡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추성 2는 <악보 14>에서 보듯이 <초수대엽>에서는 한 정간에서 仲→

太 2분박으로 나눠질 때, <언락>에서는 두 정간에서 仲→太 한 박씩 나

눠질 때 출현한다.

‘김’의 경우 僙→㣮으로 3도 하행할 때에 추성이 출현하는데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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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와 같이 ㇏아닌 로 표기한다.

<악보 15> 김정자의 3도 하행 시 ‘추성’ 보례

이때의 추성의 성격은 ‘홍’과 ‘최’의 경우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홍’과 ‘최’의 경우 부드럽게 음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김’은 좀 더 빠

르고 강하게 음을 끌어올려 추성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26)

‘최’의 경우 위의 <악보 14>에서 보듯이 <초수대엽> 黃→太 2도 상승

진행될 때 추성이 나타난다.

좌수법을 살펴본 결과 전성, 퇴성의 부호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연주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성 수법의 경우 ‘김’은 ‘약한

전성’과 ‘강한 전성’으로 전성의 종류를 구분한다. 퇴성 수법 또한 연주자

에 따른 연주 방법은 큰 차이가 없으나 ‘김’의 경우 퇴성 수법은 세분화

하여 연주하였고, ‘최’의 경우 퇴성 수법의 부호는 구분하였으나 방법적

으로 두 가지는 차이가 없다. 추성 수법 역시 연주자에 따른 연주방법의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홍’은 ‘최’・‘김’과 달리 추성 수법을 세분하여 사

용하였다.

이처럼 연주자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성, 퇴성, 추성 모두 연

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연주자에 따라 수법을 세

분하여 기보함을 알 수 있었다.

4) 상이한 좌수법

‘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수법으로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

는 수법이 있다.

26)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제2집 <하늘을 향한 소리>, [CD], 씨앤엘뮤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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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

‘김’은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은 다음 <표 19>의 수법부

호에서 보듯이 퇴성 수법과 추성 수법이 합해진 수법이다.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은 한 박 일 때 퇴성하여 밀어 올리는 수법은 첫

2/3 싯가까지 퇴성을 하고 3/3박 끝에서 밀어 올려 연주한다.

수법 이름 수법부호 설명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

홍 최 김 퇴성을 하고 힘을 풀어
농현을 하다 끝에서 밀어
올리는 수법

<표 19>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

<악보 16>에서 보듯이 퇴성과 이외의 수법들이 혼합하여 사용 표기하

는 것들 중 ‘김’은 ‘껴 쥐는 수법의 합성수법(合聲手法)’ 이라 지칭하고

있다.27)

<악보 16> 김정자의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 보례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은 <초수대엽>・<소용>・<언
락> 중 <악보 17>에서 보듯이 㑀→僙( )의 진행일 때 출현하였다.

<악보 17> 김정자의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 보례

-<소용> 초장 제1각

27) 김정자, 正樂伽倻琴譜정악가야금보, (서울: 민속원, 200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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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출현하는 부분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초수대엽 제2장 제1각 제8정간 Χ Χ O

소용

대여음 제1각 제14정간 Χ Χ O

초장 제1각 제14정간 Χ Χ O

제2장 제1각 제4정간 Χ Χ O

제4장 제1각 제14정간 Χ Χ O

언락 초장 제1각 제14정간 Χ Χ O

<표 20>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

‘김’에게만 나타나는 퇴성하였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수법이 출현하는

보례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3. 연주자별 수법의 차별적 양상

1) 우수법

‘홍’・‘최’・‘김’의 악보 중 <초수대엽>・<소용>・<언락>을 대상으로

우수법과 좌수법을 분석한 결과 연주자에 따른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우수법 중 슬기둥과 뜰의 출현빈도는 연주자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 슬기둥 붙임새

먼저 연주자별 앞붙임 슬기둥과 뒷붙임 슬기둥의 출현빈도를 살펴보겠

다. ‘홍’은 <초수대엽>에서 22회, <소용>에서 1회, <언락>에서 5회 앞

붙임 슬기둥이 나타났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15회, <소용>에서 1회,

<언락>에서 2회 앞붙임 슬기둥이 나타났다. ‘김’은 <초수대엽>에서 15

회, <소용>에서 1회, <언락>에서 2회 앞붙임 슬기둥이 나타났다. 이를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래프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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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대엽
앞붙임
슬기둥

소용
앞붙임
슬기둥

언락
앞붙임
슬기둥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그래프 1> ‘앞붙임 슬기둥’의 출현빈도

반면, ‘홍’은 뒷붙임 슬기둥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7회, <소용>에서 1회 뒷붙임 슬기둥이 나타났다. ‘김’은 <초수대엽>에서

5회 <소용>에서 1회 뒷붙임 슬기둥이 나타났다. 이를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래프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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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락
뒷붙임
슬기둥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그래프 2> ‘뒷붙임 슬기둥’의 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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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별 슬기둥 붙임새의 출연에 대해 <초수대엽>・<소용>・<언
락>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앞붙임 슬기둥의 경우 ‘홍’은 28회, ‘최’는 17

회, ‘김’은 20회로 ‘홍’에서 앞붙임 슬기둥의 출현이 더 활발하다. 뒷붙임

슬기둥의 경우 ‘홍’ 0회, ‘최’는 8회, ‘김’ 6회로 세 명의 차이가 나타난다.

‘홍’이 앞붙임 슬기둥의 출현이 많은 이유로는 ‘홍’은 뒷붙임 슬기둥 수법

을 사용하지 않고 ‘최’, ‘김’에서 뒷붙임 슬기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들을 전부 앞붙임 슬기둥으로 기보하고 있다. ‘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앞붙임 슬기둥의 사용은 다른 악기보다 볼륨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

야금의 소리를 거문고와 다른 악기 사이에 들려주는 것을 추구하였기 때

문이다. ‘최’, ‘김’은 거문고와 우수법을 동일하게 맞추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관현악 합주에서 좀 더 깔끔한 음향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뜰

다음으로, 연주자별 뜰의 출현빈도를 살펴보겠다. ‘홍’은 <초수대엽>에

서 10회, <소용>에서 18회, <언락>에서 19회 뜰이 출현한다. ‘최’는 <초

수대엽>에서 3회, <소용>에서 1회, <언락>에서 1회 뜰이 출현한다.‘김’

은 <초수대엽>에서 10회, <언락>에서 12회 뜰이 출현한다. 이를 가시적

인 비교를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래프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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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뜰’의 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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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별 뜰의 빈도를 <초수대엽>・<소용>・<언락> 전체를 대상으

로 보면 뜰의 출현 횟수는 ‘홍’은 47회, ‘최’는 6회, ‘김’은 22회로 ‘홍’의

뜰의 출현 횟수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홍’의 경우 튕기는

수법은 식지로 뜯은 후 동음이 연속적으로 출현할 때에는 튕기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홍’은 튕기는 수법 사용을 최소화 하였고 슬기둥 이후와

싸랭, 그리고 모지수법 뒤에 출현하는 동음에서 대부분 뜰을 사용하였다.

이는 ‘홍’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스타일로, 뜰을 작게 연주함으로써 음

악의 율동감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의 경우 뜰보다는

튕기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슬기둥 이후에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튕

기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관현악 합주에 있어 음향적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튕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 뜰의

출현이 <언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싸랭 이후에 나오는 동음에

서 뜰을 사용한다. ‘김’의 경우 거문고의 수법과 동일시 가는 경우가 많

다.

2) 좌수법

가. 추성

<초수대엽>・<소용>・<언락>의 좌수법을 대상으로 연주자별 차별적

양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추성, 퇴성, 전성이다. 이 중 먼저 추성의 출

현빈도를 연주자별로 살펴보면 ‘홍’은 <초수대엽>에서 11회, <소용>에

서 2회, <언락>에서 7회 추성이 나타난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3회

추성이 나타난다.‘김’은 <초수대엽>에서 7회, <언락>에서 3회 추성이 나

타난다.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래프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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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추성’의 출현빈도

연주자별 추성의 출현빈도를 <초수대엽>・<소용>・<언락>을 대상으

로 보면, ‘홍’은 20회, ‘최’는 3회, ‘김’은 10회로 비교적 ‘홍’・‘김’에게서
‘추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의 경우 추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노래 선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홍’은 노래에서 밀어 올려 주

었을 때에 가야금에서의 추성을 사용하였다. ‘홍’의 경우 창자이면서 연

주자였기 때문에 노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추성을 세분화하여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의 경우 관악기의 추성 선율에 따라 진행한다. 이

는 관현악 합주에서 반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나. 퇴성

다음으로, 퇴성의 출현빈도를 연주자별로 살펴보겠다. ‘홍’과 ‘최’는 우

조에서 南→林, 太→黃을 기본 퇴성으로 하고 ‘홍’의 경우 따로 표기하지

는 않았다. ‘김’은 우조에서 㑲→㣩, 㑖→㑀을 기본 퇴성으로 한다. ‘홍’은

<초수대엽>에서 17회, <소용>에서 68회, <언락>에서 57회 퇴성이 나타

났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8회, <소용>에서 25회, <언락>에서 27회

퇴성이 나타났다. ‘김’은 <초수대엽>에서 15회, <소용>에서 25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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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성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太→㑣 1회 0회 0회

太→㑲 12회 0회 0회

太→太 7회 0회 0회

太→㑀 2회 0회 0회

太→林 2회 0회 0회

仲→黃 0회 0회 1회

仲→太 5회 0회 14회

仲→㑣 0회 0회 1회

<표 21> ‘퇴성’이 출현하는 부분과 출현빈도

락>에서 25회 퇴성이 나타났다.

연주자별 퇴성의 출현 빈도를 <초수대엽>・<소용>・<언락>을 대상

으로 보면, ‘홍’은 142회, ‘최’는 60회, ‘김’은 65회이다. ‘홍’에게 나타나는

퇴성의 출현빈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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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퇴성’의 출현빈도

한편, ‘홍’과 ‘김’의 경우 기본 퇴성 외에도 퇴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퇴성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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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㑣 5회 0회 0회

林→仲 3회 0회 0회

林→林 5회 0회 0회

南→仲 14회 0회 0회

南→南 6회 0회 0회

南→汰 1회 0회 0회

汰→太 1회 0회 0회

汰→仲 3회 0회 0회

汰→林 2회 0회 0회

汰→南 14회 0회 0회

汰→汰 6회 0회 0회

‘홍’은 퇴성의 자리가 다채로운데 ‘홍’의 가곡 악보와 비교해 보면 仲→

太, 林→仲의 퇴성 분포는 노래가 퇴성을 할 때나 음을 흘러내리면서 농

음 할 때 함께 퇴성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퇴성의 사용을 음의

하강에만 국한하지 않고 음의 상승에서도 퇴성을 사용하며 太, 林 옥타

브를 연주할 때에도 사용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하게 출현한다. 이것은

‘홍’의 개성이 담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홍’의 제자인 안희정도 퇴

성자리를 악보에 표기 해놓긴 하였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불확실 하였다.

‘최’의 경우에는 우조 기본 퇴성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기본 퇴성 음이 출현하더라도 그 다음 정간에 전성이

출현하게 되면 퇴성하지 않았다. ‘최’는 개인의 개성을 담거나 노래에서

의 퇴성, 현악간의 퇴성보다는 우조 선법에 부합하는 퇴성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 ‘홍’에 비해 다양하지 않으나 ‘김’의 우조 기본 퇴성에서 㑖→僙,

㑖→㣩, 㑣→㑖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서 출현한다. 㑣→㑖 의 출현은

‘홍’과 같은 맥락으로 노래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김’은 퇴성 수법의

선법과 상관없이 간점(들박)을 더욱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퇴성을

사용하고, 노래와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

다.28) 이 맥락으로 기본 퇴성 이외에서 퇴성이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 퇴성에서도 퇴성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㑖→㑀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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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할 때에 모지를 위로 뜯는 수법을 사용할 때엔 퇴성을 사용하지 않

았다.

다. 전성

마지막으로 전성의 출현빈도를 연주자별로 살펴보겠다. ‘홍’은 <초수대

엽>에서 6회, <소용>에서 7회, <언락>에서 2회 전성이 나타났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8회, <소용>에서 9회, <언락>에서 8회 전성이 나타났

다. ‘김’은 <초수대엽>에서 9회, <소용>에서 16회, <언락>에서 12회 전

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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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6> ‘전성’의 출현빈도

연주자별 전성의 출현빈도를 <초수대엽>・<소용>・<언락>을 대상으

로 보면, ‘홍’은 15회, ‘최’는 25회, ‘김’은 37회로 ‘김’이 가장 많이 출현하

고 있다. ‘홍’은 전성의 표현을 최소화 하였고 좀 더 가야금의 자연스러

운 음색을 강조하였고, ‘최’의 경우 일정하게 전성의 박을 유지함으로써

안정감 있고 규격 있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김’은 강한 전성과

약한 전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성의 활용은 가야금의 선율을

28) 김정자,『正樂伽倻琴譜정악가야금보』, 민속원, 2007.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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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긴장감 있게 만든다. ‘김’의 경우 강한 전성을 사용함으로써 선율

의 율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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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원기․최충웅․김정자의 리듬

가곡 반주에 있어 연주자들마다 다른 리듬은 음악 표현의 차이를 명확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가곡 반주가 관현악 합주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합주 시 리듬은 음향의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연주자들의 악보에서 나타나는 리듬 유형

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홍’, ‘최’, ‘김’ 악보에서 나타나는 리듬 유형을 정리하면 <표 22>

와 같다.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소박 리듬유형, 삼소박 리듬유

형, 육소박 리듬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A 유형 B 유형 C

●

●
ー

●
ー

●

ー

ー

●

유형 D 유형 E 유형 F

●⁀

●　
ー

ー

●

●


●

유형 G 유형 H 유형 I

●⁀

●　

●

●●

ー

ー

ー

ー

ㅡ ●

<표 22> 홍원기․최충웅․김정자 악보에서 나타나는 리듬유형 보례 1

리듬유형 A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2/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듬유형 B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3/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

듬유형 C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3/3박에서만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듬유

형 D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박에 음이 출현하고 앞장식음으로 붙는

경우, 리듬유형 E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음이 1/2, 2/2박에서 음이 출현하

는 경우, 리듬유형 F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2/2박에서만 음이 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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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리듬유형 G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앞장식음이 출현하는 동시에

1/2, 2/2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듬유형 H는 육분할 된 싯가에서

첫 1/6, 2/6에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듬유형 I는 육분할 된 싯가에서 마

지막 6/6박에서 뒷장식음으로 박을 뒤로 몰아 붙여주는 경우, 이상 아홉

가지 리듬유형이 나타난다. 아홉 가지 리듬유형을 서양 악보 형식으로

표기 하면 <표 23>과 같다.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유형 F

유형 G 유형 H 유형 I

<표 23> 홍원기․최충웅․김정자 악보에서 나타나는 리듬유형 보례 2

1. 홍원기의 리듬유형

‘홍’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리듬유형은 <초수대엽>・<소
용>・<언락>을 대상으로 6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 A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2/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B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3/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D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박에 음이 출현하고 앞장식음으로 붙는 경우, 유

형 E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음이 1/2, 2/2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

형 F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2/2박에서만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G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앞장식음이 출현하는 동시에 1/2, 2/2박에서 음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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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경우이다. ‘홍’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리듬유형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유형A 유형B 유형D 유형E 유형F 유형G

●

●
ー

●
ー

●

●⁀

●　
ー

ー

●

●

ー

●

●⁀

●　

●

<표 24> 홍원기의 리듬유형

<표 25>는 ‘홍’의 리듬유형 A의 보례이다.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2/3

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형 A

●

●
ー

<표 25> 홍원기 리듬유형 A 보례

<악보 18> 에서 보듯이 우수법 중 슬기둥이 사용될 때 리듬유형 A가

출현한다. ‘홍’의 경우 가곡 반주에서 뒷붙임 슬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앞

붙임 슬기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식지와 튕겨지는 음이 한 정간에 함께 출현할 때 등장한다.

<악보 18> 홍원기의 리듬유형 A가 출현하는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2각

‘홍’의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유형 A가 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이 유형은 남창우조 <언락>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초수대엽>・<소용>에서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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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4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2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1정간

제3장

제1각 제1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3각 제12정간

제4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9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4정간

제5장

제1각 제1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3각 제12정간

소용 제5장
제2각 제11정간

제3각 제5정간

<표 26> 홍원기의 리듬유형 A가 출현하는 보례

<표 27>은 리듬유형 B 보례이다. 리듬 유형 B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3/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형 B

●
ー

●

<표 27> 홍원기 리듬유형 B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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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장

제1각 제2정간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1각 제16정간

제2각 제4정간

제3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3정간

제3각 제7정간

제3각 제11정간

중여음

제3정간

제6정간

제8정간

제11정간

제4장 제1각 제3정간

<표 28> 홍원기의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

<악보 19>에서 보듯이 음이 고조되어 상승할 때, 좌수법 중 전성 수

법이 사용될 때 등장한다.

<악보 19> 홍원기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 1

-<초수대엽> 초장 제2각

‘홍’의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유형 B가 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위의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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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1각 제15정간

제1각 제16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7정간

제5장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7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4정간

소용

초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4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5장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7정간

제3각 제10정간

제3각 제11정간

언락

대여음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3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2정간

제3각 제6정간

초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3장
제5각 제6정간

제6각 제5정간

제5장

제3각 제13정간

제3각 제14정간

제4각 제10정간

제4각 제11정간

특히, 다른 악곡과 달리 <소용>에서는 <악보 20>에서 보듯이 리듬유

형 B가 나타날 때에는 南과 林 음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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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홍원기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 2-<소용> 초장 제2각

<표 29>는 ‘홍’의 리듬유형 D의 보례이다. 리듬유형 D는 삼분할된 싯

가에서 1/3박에 음이 출현하고 앞붙임으로 붙는 경우이다.

유형 D

●⁀

●　
ー

ー

<표 29> 홍원기 리듬유형 D 보례

‘홍’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리듬유형인 유형 D는

3가지 경우 즉, 음정의 변화를 빠르게 할 때, 모지수법, <악보 21>에서

보듯이 仲을 모지 수법으로 앞장식음으로 빠르게 붙이고 太를 식지로 연

주할 때 등장한다.

유형 D는 <초수대엽>을 제외한 남창 우조 <소용>・<언락>에서만
나타난다.

<악보 21> 홍원기 리듬유형 D의 보례-<언락> 대여음 제4각

남창 우조 <소용>・<언락>에서 유형 D가 나타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 46 -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소용

대여음 제4각 제11정간

제3장 제3각 제11정간

제5장

제2각 제11정간

제3각 제5정간

제4각 제3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6정간

제2장 제2각 제3정간

제3장
제2각 제3정간

제6각 제3정간

제5장

제3각 제11정간

제4각 제3정간

제5각 제3정간

<표 30> 홍원기의 리듬유형 D가 출현하는 보례

<표 31>은 ‘홍’의 리듬유형 E의 보례이다. 이분할된 싯가에서 음이

1/2, 2/2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형 E

●⁀

●　
ー

ー

<표 31> 홍원기 리듬유형 E 보례

‘홍’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리듬유형인 유형 E는

<악보 22>에서 보듯이 우수법의 경우 뜰・모지・튕기는 주법이 사용될

때 나타난다. 이외에도 좌수법의 경우 전성이 사용될 때와 전성이 사용

되지 않을 때 모두 다섯 가지 경우에서 나타났다.

<악보 22> 홍원기 리듬유형 E의 보례-<소용> 대여음 제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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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 남창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유형 E가 나타나

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제5장 제3각 제1정간

소용

대여음

제2각 제5정간

제3각 제3정간

제3각 제8정간

제4각 제3정간

초장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9정간

제2장 제2각 제9정간

재3장
제1각 제4정간

제2각 제7정간

제4장 제2각 제9정간

제5장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1정간

제3각 제2정간

제4각 제1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11정간

초장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장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4정간

제3장

제1각 제3정간

제3각 제6정간

제5각 제14정간

제4장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5장 제5각 제1정간

<표 32> 홍원기의 리듬유형 E가 출현하는 보례

다음으로, ‘홍’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다섯 번째 리듬유형

인 유형 F는 이분할된 싯가에서 2/2박에서만 음이 출현하는 경우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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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F

ー

●

<표 33> 홍원기 리듬유형 F 보례

리듬유형 F는 㑲과 㑣 두 음에서만 등장한다. 유형 F의 보례인 <악보

23>에서 보면 유형 F는 㑲 우수법인 식지 수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고,

<악보 24>에서 보면 㑣은 좌수법인 전성을 사용할 때에 나타났다.

<악보 23> 홍원기 리듬유형 F의 보례 1-<언락> 대여음 제4각

<악보 24> 홍원기 리듬유형 F의 보례 2-<언락> 중여음

‘홍’의 남창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유형 F가 나타나

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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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제5장 제3각 제2정간

소용

제2장 제1각 제2정간

제3장 제3각 제2정간

제4장 제1각 제2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8정간

제2장 제2각 제5정간

중여음
제2정간

제5정간

제4장 제2각 제5정간

제5장 제4각 제5정간

<표 34> 홍원기의 리듬유형 F가 출현하는 보례

<표 35>은 ‘홍’의 리듬유형 G의 보례이다. 리듬유형 G는 이분할된 싯

가에서 앞장식음이 출현하는 동시에 1/2, 2/2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를 말한다.

유형 G

●⁀

●　

●

<표 35> 홍원기 리듬유형 G 보례

‘홍’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여섯 번째 리듬유형인 유형 G

는 <악보 25>를 보듯이 식지와 모지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등장

하며, 빈도수는 크지 않으나 빠르게 앞장식음으로 붙일 때 나타난다.

<악보 25> 홍원기 리듬유형 G의 보례-<언락> 제3장 제6각

유형 G는 남창 우조 <소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창 우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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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엽>・<언락>에만 출현한다. ‘홍’의 남창 우조 <초수대엽>・<언
락>에서 유형 G가 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제5장 제4각 제1정간

언락 제3장 제6각 제8정간

<표 36> 홍원기의 리듬유형 G가 출현 하는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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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충웅의 리듬유형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A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2/3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B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3/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C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3/3박에서만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H는 육분할

된 싯가에서 첫 1/6, 2/6에 음이 출현하는 경우, 유형 I는 육분할된 싯가

에서 마지막 6/6박에서 뒷붙임으로 박을 뒤로 몰아 붙여주는 경우,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이다. ‘최’의 리듬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7>

과 같다.

‘최’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살펴보면 삼소박과 육소

박 리듬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H 유형 I

●

●
ー

●
ー

●

ー

ー

●

●●

ー

ー

ー

ー

ㅡ ●

<표 37> 최충웅의 리듬유형

<표 38>은 ‘최’의 리듬유형 A의 보례이다.

유형 A

●

●
ー

<표 38> 최충웅 리듬유형 A 보례

‘최’의 리듬유형 A를 보면 우수법 중 슬기둥이 출현할 때 많이 사용되

는 리듬 유형이다. <악보 26>에서 보듯이 가곡 우조 <초수대엽>에서는

슬기둥으로 나타나며 <악보 27>에서 보듯이 <소용>에서는 튕기는 수법

과 식지 수법이 연속해서 출현할 때 이 리듬 유형 A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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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4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1장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1정간

제3장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4정간

제3각 제1정간

제4장

제1각 제9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4정간

제5장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1정간

제3각 제1정간

소용
대여음

제2각 제5정간

제3각 제3정간

제3각 제8정간

제4각 제3정간

제5장 제2각 제11정간

<표 39> 최충웅의 리듬유형 A가 출현하는 보례

<악보 26> 최충웅 리듬유형 A의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1각

<악보 27> 최충웅 리듬유형 A의 보례-<소용> 대여음 제4각

리듬유형 A가 출현하는 보례를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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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1정간

제3각 제2정간

제3각 제5정간

언락 제3장 제6각 제5정간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2정간

<표 41> 최충웅의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

<표 40>은 ‘최’의 리듬유형 B의 보례이다.

유형 B

●
ー

●

<표 40> 최충웅 리듬유형 B 보례

<악보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부분을 보면

우수법으로는 뒷붙임 슬기둥 수법이 출현할 때 유형 B가 출현한다. 이외

에도 식지, 모지가 연속해서 출현하거나 튕기는 수법이 연속해서 출현할

때 나타난다. 좌수법에서는 黃, 㑲이 연속 출현할 때 추성 수법이 사용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8> 최충웅 리듬유형 B의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2각

‘최’의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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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2정간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1각 제16정간

제2각 제4정간

제3장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3정간

제3각 제7정간

제3각 제11정간

제3각 제12정간

중여음

제3정간

제6정간

제8정간

제11정간

제4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1각 제15정간

제1각 제16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7정간

제5장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7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4정간

제3각 제11정간

소용
초장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장 제2각 제2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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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각 제3정간

제3장
제1각 제15정간

제2각 제7정간

제4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5장

제2각 제3정간

제3각 제10정간

제3각 제11정간

언락

대여음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3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2정간

초장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장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4정간

제3장

제1각 제14정간

제3각 제6정간

제5각 제5정간

제5각 제6정간

제5각 제14정간

제6각 제8정간

제4장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5장

제3각 제13정간

제3각 제14정간

제4각 제10정간

제4각 제11정간

<표 42>는 ‘최’의 리듬유형 C가 출현하는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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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

ー

ー

●

<표 42> 최충웅 리듬유형 C 보례

<악보 29>에서 보듯이 ‘최’의 유형 C가 출현하는 보례를 보면 유형 C

의 전 정간의 음을 2/3박까지 채워준 후 마지막 3/3박에서 뒷장식음으로

박을 뒤로 몰아준다. 이 뒷장식음은 다음 정간의 율명과 이어주는 역할

을 한다. 이외에도 우수법인 식지로 㑲을 뒷장식음으로 뜯을 때, 전성이

뒷장식음으로 출현할 때 이 리듬유형이 사용된다.

<악보 29> 최충웅 리듬유형 C의 보례-<언락> 대여음 제4각

‘최’의 리듬유형 C가 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제5장 제3각 제2정간

소용

대여음 제4각 제10정간

제2장 제1각 제2정간

제3장 제3각 제2정간

중여음 제10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8정간

제2장 제2각 제5정간

중여음
제2정간

제5정간

제4장 제2각 제5정간

제5장 제4각 제5정간

<표 43> 최충웅의 리듬유형 C가 출현하는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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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최’의 리듬유형 H의 보례이다.

유형 H

●●

ー

ー

<표 44> 최충웅 리듬유형 H 보례

한편, ‘최’의 리듬유형 H가 출현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로 음정을 빠

르게 변화할 때 나타난다. <악보 30>에서 보듯이 1/6박에서 전성이 1/6

에 출현하고 다음 2/6박에서 모지로 세워서 뜯을 때 리듬유형 H가 출현

한다.

<악보 30> 최충웅 리듬유형 H의 보례-<언락> 대여음 제4각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출현하는 ‘최’의

리듬유형 H를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제5장 제4각 제1정간

소용
제3장 제3각 제11정간

제5장 제4각 제1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11정간

제5장 제5각 제3정간

<표 45> 최충웅의 리듬유형 H가 출현하는 보례

<표 46>은 ‘최’의 리듬유형 I의 보례이다.



- 58 -

유형 I

ー

ー

ㅡ ●

<표 46> 최충웅 리듬유형 I 보례

‘최’의 리듬유형 I를 보면 뒷장식음으로 <초수대엽>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소용>・<언락>에서만 출현하는 리듬유형이다. 리듬유형 I는 ‘최’

에서 나타나는 뒷장식음이며 <악보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듬유형 I

가 출현하는 보례를 살펴보면 <소용>에서는 林을 우수법인 모지를 들어

짧게 뜯어 뒷장식음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언락>에서는 주

로 仲을 우수법인 모지로 짧게 올려 뜯을 때 사용된다.

<악보 31> 최충웅의 리듬유형 I 보례-<소용> 제2장 제2각

다음 <표 47>은 ‘최’의 리듬유형 I가 출현하는 보례를 악곡별로 정리

한 것이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소용

초장 제2각 제8정간

제2장 제2각 제8정간

제4장
제1각 제2정간

제2각 제8정간

제5장 제3각 제16정간

언락

대여음 제3장 제16정간

대여음 제4각 제5정간

제2장 제2각 제2정간

제3장 제6각 제2정간

제4장 제2각 제2정간

제5장

제3각 제10정간

제4각 제2정간

제4각 제16정간

<표 47> 최충웅의 리듬유형 I가 출현하는 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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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자의 리듬유형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나타는 리듬을 보

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리듬 유형 A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2/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듬 유형 B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1/3, 3/3박에서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듬 유형 C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3/3박에서만 음이 출현하는 경우, 리

듬 유형 D는 삼분할된 싯가에서 앞붙임을 넣어 첫머리에 박을 몰아주는

경우이다. ‘김’의 리듬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

●
ー

●
ー

●

ー

ー

●

●⁀

●　
ー

ー

<표 48> 김정자의 리듬유형

<표 49>는 ‘김’의 리듬유형 A의 보례이다.

유형 A

●

●
ー

<표 49> 김정자 리듬유형 A 보례

<악보 32>에서 보듯이 ‘김’의 리듬 유형 A를 보면 우수법 중 슬기둥

이 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리듬유형이다.

<악보 32> 김정자 리듬 유형 A의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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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우조 <초수대엽>에서 주로 나타나며 남창 우조 <언락>에서는

리듬 유형 A는 출현하지 않는다. 리듬유형 A가 출현하는 보례를 정리하

면 <표 50>과 같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4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2장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1정간

제3장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2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2각 제12정간

제4장
제1각 제9정간

제2각 제4정간

제5장

제1각 제1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12정간

소용 제5장 제2각 제11정간

<표 50> 김정자의 리듬유형 A가 출현하는 보례

<표 51>는 ‘김’의 리듬유형 B의 보례이다.

유형 B

●
ー

●

<표 51> 김정자 리듬 유형 B 보례

‘김’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리듬유형인 유형 B가

등장하는 부분은 <악보 33>에서 보듯이 뒷붙임 슬기둥이 출현할 때 리

듬유형 B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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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초장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2정간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1각 제16정간

제2각 제4정간

제3장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3정간

제3각 제7정간

제3각 제11정간

중여음

제3정간

제6정간

제8정간

제4장

제1각 제1정간

제1각 제3정간

제1각 제4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1각 제15정간

<표 52> 김정자의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

<악보 33> 김정자 리듬유형 B 보례-<초수대엽> 초장 제2각

‘김’의 리듬유형 B가 출현하는 보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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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각 제16정간

제2각 제1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7정간

제5장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7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4정간

소용

초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4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5장
제3각 제10정간

제3각 제11정간

언락

대여음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3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3각 제2정간

초장

제2각 제2정간

제2각 제3정간

제2각 제11정간

제2장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4정간

제3장

제1각 제3정간

제3각 제6정간

제5각 제6정간

제5각 제14정간

제6각 제8정간

제4장
제1각 제6정간

제1각 제11정간

제5장

제3각 제13정간

제3각 제14정간

제4각 제10정간

제4각 제11정간

<표 53>은 ‘김’의 리듬유형 C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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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

ー

ー

●

<표 53> 김정자 리듬유형 C 보례

‘김’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리듬 유형인 유형 C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전 정간의 음을 2/3박까지 끌어 3/3박에서 뒷붙임

으로 다음 정간의 율명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이다. <악보 34>에서

처럼 남창 우조 <언락>에서는 㑲에서 흘려주는 형태로 유형 C가 등장

한다.

<악보 34> 김정자 리듬유형 C의 보례-<언락> 제5장 제4각

‘김’의 남창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유형 C가 출현하

는 보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54>와 같다.

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제5장 제3각 제2정간

소용

대여음 제4각 제8정간

제2장 제1각 제2정간

제3장 제3각 제2정간

중여음 제10정간

제4장 제1각 제2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8정간

제2장 제2각 제5정간

제4장 제2각 제5정간

제5장 제4각 제5정간

<표 54> 김정자의 리듬유형 C가 출현하는 보례

<표 55>는 ‘김’의 리듬유형 D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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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 출현하는 부분

초수대엽
중여음 제12정간

제5장 제3각 제12정간

소용

대여음

제2각 제5정간

제3각 제3정간

제3각 제8정간

제4각 제3정간

제4각 제11정간

초장
제1각 제7정간

제2각 제9정간

제2장 제2각 제9정간

제3장

제1각 제15정간

제2각 제7정간

제3각 제11정간

제4장 제2각 제9정간

<표 56> 김정자의 리듬유형 D가 출현하는 보례

유형 D

●⁀

●　
ー

ー

<표 55> 김정자 리듬유형 D 보례

‘김’의 가야금 가곡 반주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리듬 유형인 유형 D는

<악보 35>에서 보듯이 음정의 변화를 빠르게 할 때나 이외에도 좌수법

중 ‘김’의 강한 전성이 출현할 때 주로 등장한다.

<악보 35> 김정자 리듬유형 D의 보례-<소용> 제5장 제4각

‘김’의 남창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유형 D가 나타나

는 보례를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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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2각 제11정간

제2각 제14정간

제2각 제16정간

제3각 제1정간

제3각 제2정간

제3각 제5정간

제4각 제1정간

제4각 제3정간

언락

대여음

제4각 제1정간

제4각 제6정간

제4각 제11정간

초장 제1각 제7정간

제2장 제2각 제3정간

제3장 제6각 제3정간

중여음
제3정간

제6정간

제4장 제2각 제2정간

제5장

제3각 제11정간

제4각 제3정간

제5각 제1정간

제5각 제3정간

4. 연주자별 리듬의 차별적 양상

<초수대엽>・<소용>・<언락>을 분석한 결과 연주자에 따라 리듬유

형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박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 차이를 보

였고 그에 따른 출현 빈도의 차이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앞장

식음과 뒷장식음의 출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1) 소박

‘홍’과 ‘최’ 그리고 ‘김’의 리듬유형을 정리하고 <초수대엽>・<소용>・
<언락>을 분석한 결과 각각 연주자별로 출현하는 이소박, 삼소박, 육소

박의 출현빈도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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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소박

먼저 소박의 경우 크게 이소박, 삼소박, 육소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 이소박의 출현은 ‘홍’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그래프 7>에서

보듯이 <초수대엽>에서 3회, <소용>에서 17회, <언락>에서 18회 나타

난다.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초수대엽 소용 언락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

<그래프 7> 이소박의 출현빈도

‘홍’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리듬유형인 이소박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소박이 출현하기 보다는 ‘홍’의 연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박 개

념으로 보인다.

나. 삼소박

삼소박의 경우 모든 연주자들에게 두루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연주자별 삼소박 출현빈도를 보면 ‘홍’은 <초수대엽>에서 42회, <소용>

에서 12회, <언락>에서 14회 나타났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59회,

<소용>에서 25회, <언락>에서 30회 나타났다. ‘김’은 <초수대엽>에서

54회, <소용>에서 14회, <언락>에서 25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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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이소박과 출현빈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홍’・‘최’・
‘김’ 중 ‘김’은 이소박, 육소박 유형이 전무하고 삼소박 리듬유형만을 사

용한다. 다만 <그래프 8>과 같이 절대적인 총 출현횟수는 ‘홍’・‘최’・
‘김’ 중 ‘최’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 <그래프 8>은 연주자별 삼

소박의 출현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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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8> 삼소박의 출현빈도

다. 육소박

이소박이 ‘홍’에서만 나타난 것과 달리 육소박은 ‘최’에게서만 나타났

다. 다음 <그래프 9>는 육소박의 출현빈도를 연주자별로 비교한 것이다.

‘최’의 <초수대엽>에서 1회, <소용>에서 7회, <언락>에서 10회 나타난

다. ‘최’에서 육소박이 나타나는 경우는 박을 뒤로 몰아 뒷붙임으로 나타

날 때로, ‘최’의 육소박은 ‘최’의 특징적인 리듬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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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9> 육소박의 출현빈도

2) 장식음

다음 <그래프 10>과 <그래프 11>은 연주자에 따라 나타나는 앞장식

음과 뒷장식음의 출현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앞장식음의 출현빈도

를 살펴보면 연주자에 따라 차이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홍’・‘최’・‘김’
공히 앞장식음의 출현이 있다. ‘홍’은 <초수대엽>에서 1회, <소용>에서

5회, <언락>에서 8회 앞장식음이 나타났다. ‘최’는 <초수대엽>에서 1회,

<소용>에서 2회, <언락>에서 2회 앞장식음이 나타났다. ‘김’은 <초수대

엽>에서 2회, <소용>에서 20회, <언락>에서 13회 앞장식음이 나타났다.

다음 <그래프 10>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장식음의 출현빈도를 <초

수대엽>・<소용>・<언락>을 대상으로 보면, ‘홍’은 14회, ‘최’는 5회,

‘김’은 35회로 ‘김’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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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0> 앞장식음의 출현빈도

반면, 연주자별 뒷장식음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홍’・‘최’・‘김’ 중 ‘최’

에게서만 나타난다. ‘최’의 <초수대엽>에서 1회, <소용>에서 7회, <언

락>에서 10회 뒷장식음이 나타나서 전체 18회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다

음 <그래프 11>은 연주자별 뒷장식음의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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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1> 뒷장식음의 출현빈도

연주자에 따른 앞장식음과 뒷장식음의 출현 빈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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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 경우에는 앞장식음과 뒷장식음을 고루 사용하고 있다. ‘홍’의 경우

에는 앞장식음에 강세를 주지 않지만 ‘김’의 경우 앞장식음을 강조하여

연주한다. ‘홍’과 ‘김’의 경우 앞장식음을 사용하여 음악의 긴장감을 높였

다면 ‘최’의 경우 일정하게 나눠진 싯가로 연주하면서 오는 편안함이 돋

보인다.

‘홍’・‘최’・‘김’ 리듬유형은 긴장과 이완 그리고 음향적인 측면에서 각

연주자들의 독창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먼저 ‘홍’의 이소박 사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정악에서의 다양한 리듬이 출현

함으로써 음악의 율동성을 강조하였고 다른 한 가지로는 삼소박으로 진

행되고 있는 다른 악기들의 사이 공간에서 가야금의 음향적인 한계를 극

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슬기둥에서도 또한 앞붙임 슬기

둥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것 또한 음향적인 측면에서 자칫 거문고의

음향과 겹쳐져 가야금의 소리를 가리는데 있어 음향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리듬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과 ‘최’의 경우에는 삼소박을

중심으로 리듬을 가져가는데 일정한 소박으로 연주함으로 정돈되고 깔끔

한 느낌을 준다.

앞장식음의 경우 ‘홍’과 ‘최’ ‘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붙임

의 유형이었다. 앞장식음을 사용하였을 때 뒷장식음보다 좀 더 음악의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역동적이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홍’의 경우 ‘김’

과 달리 앞장식음에서 전성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칫 인위적일 수 있는

긴장감을 좀 더 이완해주고 가야금의 음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최’와 ‘김’의 경우 앞장식음 사용 시 적극적인 전성의 사용과 강세

를 줌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켜 음악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최’의 경

우에는 앞장식음과 뒷장식음을 고루 사용함으로써 음악의 진행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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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원기․최충웅․김정자의 선율

‘홍’・‘최’・‘김’의 악보에서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에서
선율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선율은 비슷하다. 간혹 연주자에 따라 상이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악곡 초수대엽 소용 언락

해

당

부

분

제3장 제1각 제15정간 대여음 제3각 제8정간 대여음 제3각 제6정간

제3장 제2각 제2정간 대여음 제4각 제7∼8정간 초장 제1각 제1∼4정간

대여음 제4각 제10∼11정간 제3장 제2각 제3정간

초장 제1각 제1∼4정간 제3장 제5각 제5정간

제5장 제2각 제12정간 제3장 제6각 제5정간

제5장 제2각 제14정간 제3장 제6각 제8정간

<표 57> 연주자별 악곡에 따른 상이 선율

‘홍’・‘최’・‘김’의 악보에서 선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크게 악곡

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수대엽>

<초수대엽>에서 연주자별 선율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두 곳으로, <초

수대엽> 제3장 제1각 제15정간, 제3장 제2각 제2정간에 나타난다.

아래 <악보 36>은 <초수대엽> 제3장 제1각 제15정간에 해당하는 보

례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김’은 제3장 제1각 제14정간에서 ♩싯가의

仲음을 중지로 연주하는 반면 ‘홍’・‘최’는 ♩싯가의 黃을 연주한다. 또한

‘홍’의 경우 연주 후 추성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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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초수대엽> 제3장 제1각 제15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아래 <악보 37>은 <초수대엽> 제3장 제2각 제2정간에 해당하는 보례

이다. ‘홍’・‘최’는 林-南을 의 길이로 연주하는 반면 ‘김’의 경우 林

을 ♩의 길이로, 뜰 수법으로 연주한다.

<악보 37> <초수대엽> 제3장 제2각 제2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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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용>

<소용>에서 선율의 차이는 총 여섯번 나타난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은 대여음 제3각 제8정간이다. <악보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최’・‘김’은 潢-南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홍’의 경우 汰-南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의 경우 潢-南을 이소박으로 분할하여 의 싯가로 각각 연

주하며, ‘최’의 경우 汰-南을 의 싯가로 연주한다. ‘김’의 경우 潢-南

의 싯가로 연주한다.

<악보 38> <소용> 대여음 제3각 제8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대여음 제4각 제7∼8정간에서 ‘홍’은 㳞, 汰, 南 세 음이 ‘최’의 경우 仲,

潢, 南 세 음이 ‘김’은 㳞, 南 두 음이 출현한다. <악보 39>과 같이 ‘홍’

은 㳞을 ♩의 싯가로, 汰와 南을 이소박으로 분할하여 의 싯가로 연

주하는 반면 ‘최’의 경우에는 㳞을 ♩의 싯가로, 潢-南을 길이로 연

주한다. ‘김’은 㳞-南을 길이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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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소용> 대여음 제4각 제7∼8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다음 <악보 40>과 같이 대여음 제4각 제10∼11정간에서 ‘홍’은 南, 汰,

㳞 세 음이 출현한다. 제10정간은 제9정간 음인 林이 이어지며 林-南이

의 길이로 연주되고 제11정간의 汰는 그 다음 음인 㳞의 앞붙임으

로 나타나서 汰-㳞이 의 싯가로 연주된다. ‘최’의 경우 ‘홍’・‘김’과 같

이 제10정간은 제9정간 음인 林이 이어진다. ‘김’은 南, 㳞, 潢 세 음이

출현한다. 제10정간은 제9정간 음인 林이 이어지며 南를 뒷붙임으로 붙

여 연주하고 제11정간은 㳞으로 도약한다. 다만 ‘홍’과 달리 林-南이

의 싯가로 연주된다. 제11정간은 ‘홍’・‘김’과 같이 㳞이 ♩의 싯가로 연

주되지만 수법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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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소용> 대여음 제4각 제10∼11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초장 제1각 제1∼4정간에서 ‘홍’과 ‘김’은 汰가 연속 출현하지만 ‘최’의

경우 潢이 연속 출현한다. <악보 41>와 같이 ‘홍’과 ‘김’은 汰를 지속적

으로 연주하는 반면 ‘최’의 경우 潢을 지속적으로 연주한다.

<악보 41> <소용> 초장 제1각 제1∼제4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제5장 제2각 제12정간에서 ‘홍’은 林이 출현하고 ‘최’와 ‘김’의 경우 仲

가 출현한다. <악보 4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홍’은 林을 ♩길이로 연

주하고 ‘최’과 ‘김’는 仲을 ♩의 길이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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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소용> 제5장 제2각 제12∼15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소용> 제5장 제2각 제14정간에서 ‘홍’은 潢, 南이 출현하고 ‘최’와 ‘김’

은 汰, 南이 출현한다. <악보 42>와 같이 ‘홍’의 경우 潢, 南을 한 정간

을 이소박으로 분할하여 각각 ♪의 길이로 연주한다. ‘최’의 경우 한 정

간을 삼소박으로 나눠 汰-南을 의 길이로 연주한다. ‘김’의 경우 汰를

南의 앞붙임으로 붙여 연주하고, 南경우 ♩의 길이로 연주한다.

3. <언락>

<언락>의 연주자별 상이 선율은 총 6회 출현한다. 상이 선율이 출현

하는 부분은 대여음 제3각 제6정간, 초장 제1각 제1∼4정간, 제3장 제2각

제1∼3정간, 제3장 제5각 제5정간, 제3장 제6각 제3∼4정간, 제3장 제6각

제8정간이다.

<언락> 대여음 제3각 제6정간에서 ‘홍’은 㑣, 㑲 두 음이 출현하는 반

면 ‘최’과 ‘김’는 㑣 한 음만 출현한다. <악보 43>와 같이 ‘홍’의 경우 제

6정간의 㑣-㑲을 의 싯가로 연주한다. ‘최’와 ‘김’의 경우 㑣을 ♩의

싯가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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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언락> 대여음 제3각 제6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악보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장 제1각 제1∼4정간에서 ‘홍’은 汰

가 지속음으로 출현하지만, ‘최’와 ‘김’의 경우 潢이 지속음으로 출현한다.

<악보 44> <언락> 초장 제1각 제1∼4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악보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장 제2각 제3정간에서 ‘홍’은 仲,

太 두 음이 출현한다. ‘최’와 ‘김’의 경우 太 한 음만 출현한다. ‘홍’은 仲

을 太의 앞붙임으로 붙여 연주하고 仲, 太를 싯가로 연주한다. ‘최’와

‘김’의 경우 太를 ♩길이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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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언락> 제3장 제2각 제1∼3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악보 46>과 같이 제3장 제5각 제5정간에서 ‘홍’과 ‘최’, ‘김’ 모두 南

한 음만 출현하지만 ‘홍’과 ‘김’의 경우 南을 ♩길이로 연주하며 ‘최’의 경

우 南을 의 길이로 반복하여 연주하는 차이를 보인다.

<악보 46> <언락> 제3장 제5각 제5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악보 47>과 같이 제3장 제6각 제4∼5정간에서 ‘홍’과 ‘최’는 南가 3회

연속해서 출현하는 반면 ‘김’은 南이 1회 출현한다. ‘홍’의 경우 南을 ♩

의 길이로 연주 후 의 길이로 南을 반복하며 ‘최’의 경우 南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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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로 연주 후 의 길이로 南을 반복하여 연주한다. ‘김’의 경우♩ ͜♩
길이로 연주한다.

<악보 47> <언락> 제3장 제2각 제1∼3정간 연주자별 상이 선율

제3장 제6각 제8정간에서 ‘홍’은 仲·太·黃 세 음이 출현하는 반면 ‘최’

와 ‘김’의 경우 太·黃 두 음이 출현한다. ‘홍’의 경우 仲을 太의 앞붙임으

로 붙여 연주하고 太-黃을 싯가로 연주한다. 반면 ‘최’와 ‘김’은 앞붙

임새 없이 太-黃을 의 길이로 연주한다.

4. 연주자별 선율의 차별적 양상

‘홍’과 ‘최’ 그리고 ‘김’의 남창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의 선율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별 상이 선율은 <초수대엽> 2회, <소용>

6회, <언락> 6회, 총 14회로 비교적 미미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골격음

은 <소용>·<언락> 초장 제1정간∼제4정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였

다. 이를 통해 선율의 차이는 골격음이 아닌 리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홍’의 경우 ‘최’와 ‘김’이 삼소박으로 연주할 때 이소박으로 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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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붙임새를 골격음의 꾸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정악 표현에서 우수법

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선율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의 경우 한 박과 삼소박의 범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반복되는

소박으로 선율을 일정하게 진행함으로써 다른 연주자들과의 선율의 차별

성을 주었다.

‘김’의 경우 앞붙임새를 재빠르게 붙이고 다음 음정을 길게 가져가거

나, 다른 연주자들이 삼소박으로 분박할 때에 한 음만을 유지하면서 ‘홍’

과 ‘최’의 연주에 비해 좀 더 여유 있게 연주함으로써 선율의 차이를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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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현재 가야금 가곡 반주보만 전하는 홍원기의 육필사보와 최충

웅의 가야금정악보, 이창규의 제자인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를 대상

으로 남창 우조 <초수대엽>・<소용>・<언락>의 가야금 가곡 반주를

비교하였다. 홍원기, 최충웅, 김정자의 가야금 가곡 반주보를 수법, 리듬,

선율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주자별 수법은 리듬이나 선율에 비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홍원기는 뜰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강약의 변화를 극대화 하였고 앞붙임

슬기둥만을 사용하여 다른 악기들의 선율이 한 음으로 유지될 때에 가야

금 선율이 출현함으로써 가야금의 음량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

하였다. 다양한 퇴성과 추성 역시 홍원기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가야금 연주자이면서 창자였던 홍원기는 노래의 기교를 가야금보에 반영

하여 가야금의 표현을 노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였다. 최충웅은 우

수법의 튕기는 수법이 특징적으로 동음이 반복될 때 튕기는 수법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본 퇴성의 위치를 유지하여 노래에서의 퇴성

보다는 우조선법에 부합하는 퇴성만을 사용하였다. 김정자는 다양한 우

수법이 특징이다. 김정자는 악보 표기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

스로 수법을 창작하여 악보에 표기하였다. 김정자는 좌수법의 전성 출현

빈도가 높은데 이 전성의 출현은 음악을 긴장감 있게 만드는 효과를 보

여준다. 또한 김정자는 기본 퇴성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관현악에서 통

일감을 주었다.

둘째, 연주자별 리듬유형은 소박을 나누는 기준과 장식음 사용에서 차

이를 보였다. 홍원기가 가장 다양한 리듬유형을 보여주는데 홍원기의 다

양한 리듬유형은 가곡을 합주로 연주할 때 음향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최충웅은 육소박의 리듬유형이 특징적인데 다른 연주자들에게 나

타나는 짧은 장식음의 사용보다는 동등하게 박을 나누어 안정감 있고 규

격 있는 음악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최충웅은 육소박으로 나누어진

뒷장식음 리듬유형이 특징적이다. 육소박으로 나누어진 앞장식음 리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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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병행으로 사용하여 소박의 다양성으로 음악의 율동감을 유발한다.

김정자는 박을 초두에 몰아주는 앞장식음의 리듬유형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앞장식음 리듬유형에서 전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음향적으로

약할 수 있는 가야금의 음량이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연주자별 선율의 차이는 리듬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최충웅과

김정자가 삼소박으로 연주할 때, 홍원기의 경우 이소박으로 연주하거나

앞장식음으로 골격음을 수식한다. 이는 정악 표현에서 우수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선율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충웅의 경

우 한 박과 삼소박의 범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반복되는 소박으로

선율을 일정하게 진행함으로써 다른 연주자들과의 선율의 차별성을 주었

다. 김정자의 경우 앞장식음을 재빠르게 붙이고 다음 음정을 길게 가져

가거나, 다른 연주자들이 삼소박으로 분박할 때에 한 음만을 유지하면서

홍원기와 최충웅의 연주에 비해 좀 더 여유 있게 연주함으로써 선율의

차이를 두었다.

이상으로 연주자에 따른 가야금 가곡 반주의 법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징적인 반주법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이 앞으로 가야금 정악 연

주법 연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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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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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compare Gayageum Gakok accompaniment of male voice 

songs <Chosudaeyeop> <Soyong> <Unrack> intended for Hong Wongi’s 

Gayageum Gagok music scores, Choi Chungwung’s Gayageum Classical 

Music Scores – both are handed down only gayageum gagok scores and 

Kim Jungja’s Gayageum Classical Music Score, Lee Changgyu’s pupil. 

Using Hong Wongi, Choi Chungwung, and Kim jungja’s gayageum gagok 

scor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based on the trick, 

rhythm, and tune.

 First, players’ tricks exhibit a huge difference, compared to their rhythm 

and tune. Hong Wongi maximized the dynamic variation while aggressively 

using Tul, and made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ayageum’s 

sound volume by making gayageum tune appear when the other instruments 

are maintaining the same tune while employing only front Seulgidoong. 

Various Toisung and Jeonsung are also one of the Hong Wongi’s 

distinguished features, and as a gayageum player and composer, he 

establish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ong and gayageum’s expression 

by applying the song’s technique to gayageum scores. Choi Chungwung’s 

characteristic is his right-hand plunking trick, which is frequently used when 

the same note is repeated. In addition, while keeping the basic Toisung 

location, he utilized only the Toisung which corresponded with woojo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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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the song’s Toisung. Kim Jungja is characterized by diverse 

right-hand trick. She marked the score using her own distinctive trick to 

cope with the limitations of score marking. She appears to show high 

frequency of left-hand Jeonsung use, which hasan effect on making the song 

more tense. Furthermore, she gave the sense of unity in orchestra music by 

differing in basic Toisung location.

 Second, Hong Wongi presents the most varied types of rhythm, which 

plays a role in enriching overall sound when ensemble piece is performed 

for gagok. Choi Chungwung is marked by the rhythm pattern of 1/6, which 

shows the stable and standardized music by equally dividing beat rather than 

using the short grace notes that the other players use. Additionally, he 

shows the rhytm pattern of back grace notes, divided one notes by six. 

Using it in combination with that of front grace notes arouses the sense of 

rhythm in music on account of divided one note’s diversity. Kim Jungja 

displayed the highest frequency of rhythm pattern of front grace notes that 

focuses beat on the outset, and by using Jeonsung together with the rhythm 

pattern of front grace notes, gayageum’s slightly weak sound volume 

appeared to be more magnified. 

 Third, each player’s difference in tune is closely related to the rhythm. 

When Choi Chungwung Kim Jungja and  play with divided one notes by 

three, Hong Wongi performs with divided one notes by two or ornaments 

base melody with front grace notes. This can be regarded as having 

differentiation in tune, resulting from aggressively employing right-hand 

expression in Jung-ak. In case of Choi Chungwung, the distinctiveness in 

tune could be achieved by consistently maintaining the tune with repeated 

divided one notes within the range of one beat and divided one notes by 

three, which has a little change. Kim Jungja makes a difference in tune as 

she attaches front grace notes fast and extends the next key long, or 

performs more relaxed than Hong Wongi and Choi ChungWung by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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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key when the other players divided one notes into divided one notes by 

three.

 Consequently, the comparison of each player’s gayageum playing technique 

for gagok accompaniment demonstrates characteristic accompanimen 

respectively. I hope that the analysis in this paper paves the way to the 

study for gayageum classic playing technique. 

Keyword : Gagok, Gayageum Gagok accompaniment, Hong Wongi,  
         Choi Chungwung Kim Jungja. 
Student Number : 2013-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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