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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세기 말 조선후기, 시나위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기악독
주곡인 산조(散調)는 뛰어난 음악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전통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여겨지며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산조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바람은 본래 산조가 가지고 있는 즉흥성
과 창작성을 살려 연주자 본인이 산조의 가락을 창작해보고자 하는 경향
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으로 이지
영제 허튼가락을 꼽을 수 있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위촉받아 초연된
곡으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산조의 틀에 세 개의 특수 장단과 본인
의 가락을 넣어 만든 작품이다.
본 연구는 산조의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특징
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산조 발전의 일환으로 생겨났기 때문
에 크게 장단과 선율로 나누어 산조와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장단의 구성과 단락별 선율의 음조직과 청, 악조를 파악하였
다. 그리고 허튼가락에서 가장 특징적인 세 개의 특수 장단에 대해서는
장단의 원형을 찾아보고 허튼가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선율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아
래와 같다.
첫째, 산조와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유사성이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다스름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단의 구성이
진양조에서 단모리로 진행하고 그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중·삭의
음악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평조와 계면조로 조가 구성되어 있다
는 점에서 산조의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한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특수 장단의 사용이다. 산조에서 쓰이지 않은 동해안 무속음악의
특징적인 장단인 청보2장 장단과 엇모리장단을 변형하여 만든 반첩엇모
리 장단, 경기도당굿에서 쓰이는 청배장단을 적용하여 독창적인 모습을
보인다.
셋째, 독창적인 허튼가락의 선율이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장단의 구
성뿐만 아니라 선율에서도 기존 산조의 선율과 겹치지 않기 위해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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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음악의 선율과 판소리의 다섯 대목 중 적벽가의 제갈공명을 천거하
는 대목의 선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허튼가락의 선율에 적용시켰다. 또
한 리듬을 달리함으로써 선율의 진행에서 기존 산조와 겹치지 않는 독창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자연스러운 청의 변화이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약 16분의 비
교적 짧은 곡이지만 총 24번의 청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청의 잦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율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산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동해
안 무속음악의 장단을 적용하고 무가선율과 판소리의 더늠을 차용하여
새로운 선율을 도입함으로서 허튼가락만의 특징을 구축하였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산조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임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어 : 가야금, 이지영, 이지영제 허튼가락, 산조, 청보2장,
반첩엇모리, 청배장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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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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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산조(散調)는 한자의 의미 그대로 흩어지는 조, 허튼 가락이라고 하여
전라도 지방의 무속음악인 시나위와 19세기 말 조선 후기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기악 독주곡을 말한다. 1) 처음으로 만들어진 산조는
가야금 산조로, 가야금 명인 김창조(金昌祖, 1856-1919)2)에 의해 틀이
잡혔다고 알려져 있다.3) 당시 보편적으로 쓰였던 삼현육각의 악기편성
에서 대금과 피리를 보조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던 가야금이 산조로 탄
생한 것은 당시 크나큰 변혁이었다.4)
초기에 산조는 시나위를 지칭하던 심방곡(心方曲)과 혼용되어 불렸다.
그러나 시나위와 변작된 시나위인 산조(심방곡)의 서로 다른 음악적 특
징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고 용어의 구분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나위는
전통 시나위를, 산조(散調) 혹은 허튼 가락은 변작된 시나위(심방곡)를
의미하게 되었다.5)
산조는 시나위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지만 판소리의 음악적 어법의 영
향을 받아 독주 기악곡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산조에서는 판소리에서

1) 산조의 발생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함화진의 『조선음악통론』과 이보형이 1970
년대 초 서공철에게 들은 담언에 따르면 산조가 심방곡(心方曲)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민
족음악학』18/1, 1996.
2) 김창조(金昌祖, 1856-1919): 전라남도 영암 출생으로 출생연도는 1856년과 1865년, 사망연도
는 1919~1922년 등으로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 출간된 『문학예술사전』과 『조
선음악사 1, 2』등에서는 김창조가 산조양식을 창작, 확립,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
히고 있다. 문재숙, 『김죽파 가야금산조연구』 (현대음악출판사, 2000), 13-14쪽.
3) 함화진, 『조선음악통론』 (민속원, 1983), 210쪽.
4) 김해숙은 가야금산조의 탄생은 문화적 기류를 바꾼 “전통음악사에서 혁명”이었다고 말하고 있
다. 산조 이전에 있었던 풍류방 음악인 <영산회상>과 산조를 비교하면 조율된 음을 간결하게
연주하는 연주법에서 왼손을 눌러 음을 만드는 등 새로운 테크닉이 사용된 연주법으로 바뀌었
으며, 보조적 역할을 했던 비주류 악기인 가야금이 독주 악기로서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악기의 조건에서 얼마나 표현을 다양하고 극대화하려는 쪽으로 산조가야금이 활용되어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해숙·조은정, 『가야금산조 및 병창』 (민속원, 2010).
5) 이보형, 앞의 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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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장단과 같이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등의 장단이 쓰인다. 장단뿐만 아니라 산조에 사용하는 조6)와 선율에서
도 판소리의 영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이유로 판소리가
기악화된 형태를 산조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표현에서 판소리가 산
조에 미친 영향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산조는 김창조 외 동시대에 활동했던 1세대의 명인들8) 에 의해 다양한
장단과 가락이 적용되어 조의 구성9)과 장단, 선율의 틀이 마련되면서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2세대10)에서는 구전심수의 전승과정을
통해 모방과 답습을 거쳐 자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즉흥연주가
이루어지고 여러 유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3세대11) 에서는 2세대에게
전승받은 가락에 본인의 가락을 추가하거나 다른 가락을 차용하였고, 현
재 전해지는 가야금 산조의 모습은 이 무렵에 완성되었다.

6) “시나위에는 평조·우조 음계가 쓰이지 않으며 계면조 음계만으로 짜여져 있다. 평조·우조 음계가
쓰이면 이미 시나위라고 명명할 수 없다.” 김해숙, 『산조연구』 (세광음악출판사, 1987), 117쪽.
7) 이보형, 앞의 글(1996).
8) 김창조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한숙구, 이영채, 박한용, 박학순, 심창래, 박팔괘 등을 산조 1
세대라고 말한다. 이보형,『伽倻琴散調, 94』 (無形文化財報告書, 1972).
9) 김창조 계열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는 ‘우조-돌장-평조-계면조’의 조 구성을 가지고 있다.
김해숙·조은정, 앞의 책(2010), 42쪽.
10) 김창조 다음 세대를 말하며 한성기, 강태홍, 심상건, 최옥삼, 정남희 등이 속한다. 이보형, 앞
의 책(1972).
11) 서공철, 김죽파, 함동정월, 김윤덕, 성금연 등의 세대를 말한다. 3세대 명인들은 주로 권번을
통해 음악활동을 전개해왔고 여자명인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이 시기를 여자명인세대라고 부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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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야금산조의 전승 계보도1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현재는 2, 3세대의 이름을 딴 산조만이 전
해지고 있는데, 3세대 이후로 산조 연주에서 새로운 가락의 추가나 즉흥
연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구전심수로 전해오던 산
조가 1970년대부터 악보를 통한 교육으로 일반화되면서 산조의 구조와
생성원리를 파악하기보다는 악보를 재현하는 것에 그쳤고, 산조는 정형
화된 음악으로 고착화되었다.13)
그러나 오늘날 명인들의 산조를 답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락
을 만드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 경향의 주요한 시발점 중 하나는 이지영
제 허튼가락으로, 이는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새로운 산조를 선
보이고자 이지영에게 창작 가야금 산조를 의뢰한 것을 계기로 탄생했다.
이지영제 허튼가락14)이다. 이렇게 탄생한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연주자들
이 연주자 본인의 스타일이 담긴 산조를 창작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본
격적인 창작 산조가 만들어지고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준영과 이영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거문고 연주자 김
준영은 2016년 4월, < 김준영 거문고 연주회 ‘잇다’>에서 ‘말로제 거문고
12) 김해숙·조은정, 위의 책(2010), 47쪽.
13) 백진주, “가야금 산조의 전승과정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의 양태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7).
14) 산조(散調)의 우리말인 허튼 가락과 이지영제 허튼가락을 구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지
영제 ‘허튼가락’을 고유명사화하여 ‘허튼’과 ‘가락’을 붙여서 ‘허튼가락’이라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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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라는 곡명의 산조를15) 창작하여 연주하였고, 이영섭은 2014년 국
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이영섭의 대금, 몰입의 즐거움> 공연에
서 본인의 가락이 담긴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16)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
도 거문고 연주자 허익수의 거문고 산조와 서용석제 김상연 가락의 대금
산조17) 등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연주자의 스타일이 담긴 새로운 산조를
창작하는 장(場)을 열어준 중요한 시도이며, 이 연구는 그 음악적 가치
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지영제 허튼가락에서 다른 창작
곡들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수장단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는 먼저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창작자인 이지영의 음악세
계와 허튼가락의 창작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허튼가락을 장단과 선율로 나
누어 개관한다. 장단에서는 허튼가락을 구성하는 전체 장단을 간략히 살펴
보고, 선율에서는 악장별로 단락을 나누어 단락별 음조직과 청, 악조를 파
악하고 이들이 변화하는 양상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허튼가락의 특징
적인 세 가지 장단을 따로 분류하여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새로 첨부된 세 개의 장단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단의 원형과
변형장단을 알아보고 이들이 허튼가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본
다. 그리고 악장별 단락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청이 변화된 양상과
새로운 선율이 어떤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는지를 고찰하며 세 개의 특수
한 장단을 중심으로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특징을 구명하도록 하겠다.

15) 2016년 4월 16일 오후 4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김준영 거문고 연주회
‘잇다’>에서 김준영의 연주와 김태정의 반주로 초연되었다.
16) 2014년 6월 2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예술가의 무대 <이영섭의 대금, 몰입
의 즐거움>에서 초연되었다.
17) 2017년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 <김상연 대금독주회>에서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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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은 이지영이 2016년 2월에 녹음한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음원이며, 이 음원을 바탕으로 연구자 본인이 채보한 악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음원을 채보하기 위한 표기법은 <악보 1>과 같이 헬
름홀츠 음고 시스템(Helmholtz Pitch System)18)을 택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실음과 기보음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보음과 구음을 혼용한다.

< 악보 1> 이지영제 허튼가락 조현표

채보에 사용한 기호들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 표 1>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채보에서 사용된 부호 및 기호표
기호

의미
4분의 1음을 올림19)
4분의 3음을 올림20)
농현
굵은 농현
들어가는 소리
이어내는 소리
Mute; 악기의 진동을 억제하여 음을
줄임

18) 헬름홀츠 음고 시스템은 독일의 과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에 의
해 개발된 것으로 낮은 음과 높은 음,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여 각각의 음을 기보한 방법이다.
“Helmholtz Pitch Notation”, https://en.wikipedia.org/wiki/Helmholtz_pitch_notation.
19) 박은선, 『현대음악기보법』 (한학문화사, 1999).
20) 박은선,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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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배경과 구성
1. 이지영의 음악활동
이지영은 만 5세에 국악에 입문하여 가야금과 판소리, 한국무용을 배
우기 시작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음악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정악 분야의 최고 단체인 ‘정농악회’에 최연소 단원으
로 입단하게 된다. 이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을 역임하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가야금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주자로서 이지영은 미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서 유명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과 다수의 협연을 하였으며, 다수의 독주
회를 여는 등 여러 국내외 무대에서 연주력을 입증받고 있다. 이지영은
국내외 다수 연주를 통해 가장 전통적인 음악에서부터 가장 아방가르드
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연주자로 인정
받고 있으며, 감성과 지성을 조화시켜 가장 예술적인 음악을 만드는 예
술가이자 현대 가야금작품의 해석과 연주에 독보적인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는다.21)
이지영은 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
학 국악과의 가야금 주임교수로 재직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병창 이수자이자 김해시립
가야금연주단의 음악감독과 현대음악앙상블 CMEK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위촉을 받아 만들어진 곡으
로 2011년 10월 2일 전주 한옥마을 학인당에서 열린 <산조의 밤> 공연
에서 이지영의 연주와 윤호세의 반주로 초연되었다. 초연되었을 때의 작
품명은 ‘가야금 새산조’로, 다스름-진양조- 중모리-중중모리-세 가지 종
류의 특수 장단-단모리22)로 구성되어 연주되었다. 이후 2013년 2월에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허튼가락의 녹음 음원23)이 완성되었고, 이후
21) 이지영,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2)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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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 가즌악회 창단연주회>
에서 ‘허튼가락’이라는 곡명으로 가야금, 거문고, 해금의 합주로 연주되
었다. 24)
또한 2015년 5월 15일에 열린 성남시립국악단 가정의 달 기획연주회
<허튼가락> 공연25)에서는 김만석이 이지영제 허튼가락을 12현 가야금
과 관현악을 위한 편성으로 편곡했고, 성남시립국악단과 이지영의 연주
로 관연악 협연 버전이 초연되었다.
이후 이지영은 허튼가락을 계속 발전시켜 새로운 이지영제 가야금산조
를 만들었고 2017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뉴욕 산조 페스티벌>에서 새
로운 이지영제 가야금산조를 이태백의 반주로 초연하였다.26)

2.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구성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약 16분 정도 길이의 창작 산조로, 다스름으로
시작하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청보2장, 반첩엇모리, 청배, 단모리,
중모리 장단에 이르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허튼가락의 장
단구성은 보통의 산조와 유사하지만 중중모리와 단모리 사이에 청보2장
과 반첩엇모리, 청배장단이라는 세 가지 특수 장단이 사용된 부분에서
이지영제 허튼가락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허튼가락은 빠른 장단의
단모리 이후 중모리로 장단으로 종지하여 마무리된다. 장단의 구성과 연
주시간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23)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녹음본은 다스름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원
의 전체 길이는 총 16분 5초다.
24) 2013년 3월 15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연주되었다.
25) 2015년 5월 15일 저녁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연주되었다.
26) 2017년 10월 27일-28일 양일간 열린 뉴욕 산조 페스티벌 & 심포지움 <NUEVO SANJO –
Korean Masters of Traditional & Contemporary Music> 중 28일 저녁 7시 30분, 카우프만
음악센터 멀킨 콘서트홀에서 열린 ‘페스티벌 콘서트’에서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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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장단의 구성과 연주시간
장단27) 이름

장단 수

연주 분 수

연주 시간

다스름

-

1분 39초

~1:39

진양조

20장단

4분 03초

1:40~5:43

중모리

17장단

2분 48초

5:44~8:32

중중모리

41장단

2분 45초

8:33~11:18

청보2장

8장단

36초

11:19~11:55

반첩엇모리

11장단

49초

11:56~12:45

청배장단

29장단

1분

12:45~13:45

단모리

102장단

2분 30초

13:45~15:35

중모리

2장단

30초

15:36~16:06

총 연주시간

16분 06초

총 장단 수

230장단
(다 스름제 외)

<표 2>의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2016년에 녹음된 버전으로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한 버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주세계소리
축제에서 초연된 허튼가락은 진양조 19장단(20장단), 중모리 13장단(17
장단), 중중모리 43장단(41장단), 청보2장 7장단(8장단), 엇모리 변형장
단(반첩엇모리) 11장단, 청배장단 30장단(29장단), 단모리 92장단(102
장단), 중모리 2장단으로 총 21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28) 본 연구에
서는 초연 버전에서 수정되어 녹음된 버전의 허튼가락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27) 여기서의 장단은 서양음악에서의 곡 또는 악장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28) 본문에 표시된 장단수는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버전의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악장별 장단수이며, 각 괄호 안에 적힌 장단수는 <표 2>에서도 제시한 2016년 녹음 버전의
악장별 장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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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장단과 선율
산조의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연주 형태와 장단 구성, 느림에서 시작하
여 점차 빨라지는 만·중·삭의 음악적 형식, 악조, 청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크게 장단과 선율이라는 큰 범주로 나뉘는데,
먼저 장단의 구성과 만·중·삭 형식은 장단으로 분류되며 악조와 청의 변
화 등은 선율의 하위항목으로 연결된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창작 산조로 만들어진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특징들을 장단과 선율
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먼저 장단에서는 허튼가락을 구성하는 9개의 악장에 해당하는 각 장단
과 해당 장단의 박자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악장별 빠르기를 기준박
에 따른 메트로놈 속도로 기록하여 각 악장이 진행됨에 따라 얼마나 빨
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허튼가락이 기존 산조에
서 쓰이는 만·중·삭의 음악적 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선율에서는 악장별로 단락을 나누어 선율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지를 면밀히 고찰한다. 이지영은 허튼가락의 선율이 기존의 가야금 산조
의 선율과 중복되지 않도록 창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작자는 기
존의 산조가 남도계면조 선율이 주(主)가 되어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것
을 고려하여 허튼가락의 선율에서 계면조의 비중을 줄이고 평조의 비율
을 높이려고 했으며, 무가선율과 판소리의 더늠을 선율에 도입하여 기존
의 산조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선율을 구성하고자 했다.29) 또한 청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허튼가락만의 선율적 특징도 구축하고자 했다.
이렇듯 새로운 선율을 만들기 위한 창작자의 의도를 구명하기 위해 허튼
가락의 선율의 음조직과 이에 따른 악조와 청의 변화를 통해 선율적 특
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9) 2018년 발매 예정인 이지영의 음반 중 이지영제 허튼가락 곡 설명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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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단
허튼가락은 9개의 악장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스름(무장단)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청보2장-반첩엇모리- 청배장단- 단모리- 중모리
로 구성되어있다. 장단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 허튼가락은 가장 느린 진
양조부터 시작하여 가장 빠른 장단인 단모리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 표 3>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장단별 속도
장단이름

박자표

장단별 속도

진양조

M.M ♪ =45

중모리

M.M.♩=68~72

중중모리

M.M.♩.=94~98

청보2장

M.M.♪=195~200

반첩엇모리

M.M.♪=210

청배장단

M.M.♪=230

단모리

,

중모리

M.M. =165~170
M.M.♩=55~58

위의 <표 3>은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음원에서 실제로 연주된 박자에
맞춰 장단별 속도를 기록한 것이다. <표 3>을 보면 허튼가락의 진양조
는 8분음표를 기준으로 약 45의 메트로놈 속도로 연주된다. 중모리는 4
분음표를 기준으로 약 70정도의 메트로놈 속도로 연주되며 진양조보다
빨라진다. 청보2장은 중중모리의 약 두배 정도 빨라지며, 이어지는 반첩
엇모리와 청배장단도 점차 빨라진다. 따라서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진행하며, 허튼가락이 산조와 같이 장단의 전체
적인 구성이 만중삭 형식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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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산조에서 선율은 그 음조직에 따라 청이 이동하거나 조(調)가 변화되
면서 다양한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지영제 허튼가락도 산조와 같이 청과
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변화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악장별로 단락
을 나누었다. 단락의 구분은 두 장단 이상의 장단(마디)이 이어져 있고
기(起)와 해(解)가 담겨있으며 청으로 종지되는 부분을 기점으로 삼아 구
별하였다.이를 토대로 단락별 음조직에 따른 청과 조의 구성에 대해 알
아보고 특징적인 선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것은 악조와 청의 정의이다. 악조와 청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상당수이나30) 각각의 견해가 다양하여 그 정의가 명확히 하
나로 수렴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율의 음조직에서 음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악조를 구분하는 황준연의 견해를 따랐다.31)
전통음악의 악조는 크게 평조와 계면조로 나뉜다. 먼저 평조는 우조와
같은 음조직으로 < 악보 2>와 같다. 宮은 청과 같은 의미로 음조직의 중
심이 되는 음을 말한다. 평조의 上二에 해당하는 음은 음조직에 따라 유
동적인 음을 보인다.
< 악보 2> 한국 전통음악의 평조32)

30) 여러 선행논문에 의하면 산조 또는 판소리에서 쓰이는 조 이름은 선율의 음조직뿐만 아니라
농현, 창법 등 시김새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한 선율의 음조직을 통한 조의 구분을 택하였다.
31) 황준연, 『한국 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0-27쪽.
32) 황준연, 위의 책(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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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는 향토조에 해당하는 육자배기토리와 같은 것으로 민속악에서
만 쓰이는 악조이다. 계면조가 평조와 구별되는 점은 宮과 上一의 관계
이다. 평조와 달리 계면조에서는 두 음의 관계가 단3도이며, 두 음 사이
에 上一에 종속되는 꺾는 음이 있다. 이 두 음의 관계가 평조와 계면조
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계면조는 <악보 3>에 해당하
며, 평조와 계면조를 본청(징줄, c음)으로 맞춘 음조직은 <악보 4>에 해
당한다.33)

< 악보 3> 한국 전통음악의 계면조34)

< 악보 4> 한국 전통음악의 평조·계면조의 음조직35)

허튼가락은 청의 이동이 많은 새로운 산조로, 위에서 살펴본 악조 외
에도 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가야금 산조의 청은 <표 3>과 같
이 평조청, 우조청, 평조엇청, 우조엇청으로 나누어 구분하겠다. 36)

33) 황준연, 위의 책(2005).
34) 황준연, 위의 책(2005).
35) 황준연, 위의 책(2005).
36) 이지영,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악장의 조구성-정달영의 산조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15,
1993, 4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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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가야금 산조의 청37)
청의 이름

가야금의 실제 현(鉉) 에서의 청의 위치

평조청

가야금의 제6현 (징줄, g)

우조청

가야금의 제7현 (땅줄, a)

평조엇청

가야금의 제9현 (찡줄, d'/당줄, d)

우조엇청

가야금의 제10현(칭줄, e'/동줄, e)

<표 4>와 같이 가야금 산조의 청은 중심이 되는 음의 위치에 따라 부
르는 이름이 다르다. 가야금 산조의 기본청이 되는 평조청은 제6현에 해
당하는 징줄(g)을 말한다. 징줄(g)을 기준으로 징줄보다 한 줄 위의 제7
현인 땅줄(a)을 중심음으로 하는 것을 우조청이라 칭한다. 평조청과 우
조청에서 각각 완전5도 위의 음(혹은 완전4도 아래 음)인 제9현 찡줄
(d', 혹은 당줄(d))과 제10현인 칭줄(e', 혹은 동줄(e))을 각각 평조엇청
과 우조엇청이라 부른다.38) 여기서의 평조와 우조는 악조 개념으로서의
평조와 우조가 아니라 본청, 또는 본청보다 위에 중심음이 있음을 나타
내주는 용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다스름
산조에서 다스름은 음악이 시작할 때 태동하는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39)으로 산조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허튼가락의 다스름도 마디
가 나누어져있지 않고 연주자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연주한다는 점에서
37) 원영실은 이지영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악장의 조구성-정달영의 산조를 중심으로”를 참고하
여 가야금산조의 청에 대해 해당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원영실, “가야금산조의 전조”, (인천교
육대학교 논문집 29/2, 1996).
38) 이지영, 앞의 글(1993).
39) 황병기, “판소리와 산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한국 전통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
문화연구회, 1985), 99-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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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가야금 산조의 다스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허튼가락의 다스름은
<악보 5>와 같이 제12현의 최고음줄인 쨍줄(a')에서 시작하고, 점점 하
행하여 < 악보 6>처럼 하청에 도달하며 <악보 7>과 같이 본청인 징줄
(g)에서 종지하는 선율의 특징을 지닌다.
< 악보 5> 이지영제 허튼가락 다스름 첫 줄

< 악보 6> 이지영제 허튼가락 다스름 네 번째 줄

<악보 7> 이지영제 허튼가락 다스름 끝 줄

허튼가락의 다스름은 실제로 이지영이 산조를 연주하기 전 줄을 고르
며 즉흥적으로 연주하던 선율로 창작자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악장이다.

나. 진양조
허튼가락의 진양조는 총 20장단으로 약 4분 3초 가량 연주된다. 장단
수와 연주시간을 보았을 때 기존의 산조처럼 진양조가 전체 차지하는 비
중은 여느 장단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양조는 크게 다섯 단락으
로 구분되며 단락별 장단의 범위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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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진양조 단락구분

<악보

8>에서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 4장단

제2단락

제5 ~ 6장단

제3단락

제7 ~10장단

제4단락

제11 ~14장단

제5단락

제15 ~20장단

보이는

것처럼

허튼가락의

진양조

제1단락은

e-f#-a#-b음이 주로 출현하는 음조직이며, 이는 동줄(e)를 중심으로 하
는 우조엇청의 평조에 해당한다.
< 악보 8>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1단락( 제1장단~제4장단)

허튼가락의 진양조에서 선율의 가장 큰 특징은 도입부에서 드러난다.
보통 가야금산조의 진양조가 제10현인 칭줄(e')에서 가락을 시작하는 것
에 비해 <악보 8>에서 볼 수 있듯 허튼가락의 진양조는 옥타브가 없어
홀애비줄이라 불리는 제8현의 지줄(b)에서 시작한다. 또한 <악보 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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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1장단과 제2장단의 선율은 짝을 이루어 완전5도 차이가 나는 모
방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1~4장단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법으로,
왼손으로 줄을 눌러 3개의 미분음이 연결되어 나오는 리듬형(

)이

도입부의 긴장을 강화시킨다.
< 악보 9>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1장단~제2 장단

제1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4장단에서는 곡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
할을 하는 음이 나오는데, 그 음은 바로 <악보 10>에 표시된 청줄의 D
음이다. 이 음이 등장하기 전 제1단락의 음계에서 지줄에서 눌러 내는
d'음을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았던 D의 출현으로, 다음 단락인 제2단락
의 분위기와 조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악보 10>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4 장단

<악보 11>의 제2단락에서는 d-e-g-a-b의 음이 출현하며, 징줄(g)이
중심이 되며 청이 바뀐다. 그러나 완전히 청이 바뀐 모습의 선율진행은
아니고 청이 바뀐 본격적인 평조청의 선율진행은 제3단락부터 보인다. 제
5장단은 마치 우조엇청이 연장되는 느낌의 선율 진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후 제6장단의 5박부터 g음이 등장하며 평조청의 선율이 드러나기 시작
한다. <악보 12>은 본청(g)으로 돌아온 평조청의 평조 선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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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1>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2 단락(제5장단~제6장단)

< 악보 12>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3 단락(제7장단~제10 장단)

일반적으로 가야금 산조에서 진양조의 흐름은 우조40)(웃조)에서 돌장
을 거쳐 평조, 계면조로 넘어간다. 허튼가락의 진양조도 제1단락의 우조
엇청에서 제2단락이 본청으로 바뀌지만 선율이 완전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제2, 3단락에 걸쳐서 청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두 단락을 돌장으
로 볼 수 있다. 가야금 산조와 허튼가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
한 진양조의 조 구성을 봤을 때, 허튼가락이 산조의 형식을 가져온 것으
로 볼 수 있다.
<악보 13>은 진양조의 제4단락으로 평조의 上二에 해당하는 음이 f 가
되는 징줄(g) 중심의 평조청이다.

40) 여기서 우조의 의미는 악조가 아닌 본청인 징줄(g)보다 높은 음을 청으로 잡고 있다는 의미의
우조(웃조) 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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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3>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4 단락(제11장단~제14장단)

제4단락의 선율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꺾어 내는 음의 등장이
다. 꺾어 내는 음의 등장은 제5단락에서 나올 계면조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 악보 14>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진양조의 제5 단락(제15장단~제20장단)

- 18 -

<악보 14>의 제5단락은 허튼가락 진양조의 마지막 단락으로 징줄을
청으로 하는 평조청의 계면조이다. 계면조와 평조의 차이는 앞서 언급했
던 것처럼 청(宮)과 上一의 음정관계인데, 제5단락의 음조직이 d-g-a-b
♭-d'이므로 청인 g와 b♭의 단3도관계가 드러나며, b♭음에 종속되는
꺾는 음인 a가 등장하므로 계면조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 중모리
중모리 악장은 허튼가락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다.이는 총 17장단으로 5단락으로 구분되며, 단락별 장단의 범위는 < 표
6>과 같다.
< 표 6>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중모리 단락구분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 ~ 3장단

제2단락

제4 ~ 6장단

제3단락

제7 ~10장단

제4단락

제11 ~ 15장단

제5단락

제16 ~ 17장단

허튼가락의 중모리는 <악보 15>처럼 상청(찡줄/d')에서 선율이 진행된
다. 대부분의 산조가 본청인 G음41) 을 쓰는 것과는 달리, 5도 위의 D
음42)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호령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허튼
가락의 중모리가 판소리의 적벽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43)
41) 흥줄의 G와 징줄의 g를 아우르는 의미로 G음이라 칭하겠다.
42) 당줄의 d와 찡줄의 d'를 아우르는 의미로 D음이라 칭하겠다.
43) 2017년 4월 6일 오후 3시 14분경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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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5>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모리의 제1 단락(제1장단~제3장단)

중모리의 제1단락은 d-a-d'-e'-g'의 음조직을 가지는 찡줄(d')이 중심
이 되는 평조엇청으로 평조에 해당한다. 제1단락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
청의 g'를 아랫줄인 칭줄에서 눌러 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선율의
단순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1단락의 선율은 상청에서 세 장단
에 걸쳐 하행하며 옥타브 아래의 d로 종지한다.
<악보 16>은 허튼가락의 중모리 제1단락의 선율에 영향을 준 적벽가
중 제갈공명을 천거하는 대목44)을 채보한 것이다. 이 대목은 a-d'-e'-g'
의 음조직을 가진 찡줄 중심의 평조엇청 평조로, 중모리의 제1단락과 같
다. 두 부분은 같은 중심음과 조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이는데, 특히 중모리의 제2, 3장단의 선율은 제갈공명을 천거하는 대
목의 제1~4장단과 제5~9장단의 축소형처럼 상청에서 하청으로 가는 선
율의 진행과 d로 마치는 종지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지영의 창작의
도와 같이, 판소리 적벽가 중 제갈공명을 천거하는 대목의 선율이 허튼
가락 중 중모리의 앞부분의 선율을 창작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4) 판소리 적벽가 중 제갈공명을 천거하는 대목의 일부이다. 국악보급진흥회에서 발매된 『韓國
의 傳統音樂(적벽가)』에 수록된 박동진의 소리(4:45~5:58)를 가야금으로 연주가 가능하도록
음을 축소하고 가야금 수법에 맞추어 단순화시켜 연구자 본인이 채보하였다. 채보한 부분의 가
사는 다음과 같다. “만고기재(萬古奇才) 있사온데,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양이요, 자는 공명이
요, 도호는 와룡이라 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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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6> 판소리 적벽가 중 제갈공명을 천거하는 대목

- 21 -

< 악보 17>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모리의 제2 단락(제4장단~제6장단)

<악보 17>의 제2단락은 단락 안에서 청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제4장단은 땅줄에 농현을 하는 d' 중심의 평조엇청의 평조로 진행한다.
제5장단에서는 b'음에 농현을 해줌으로써 e(혹은 e') 중심의 우조엇청의
평조로 바뀌며 단락이 종지된다. 제1단락이 상청에서부터 하행하며 종지
한 것과 다르게 제2단락은 두 장단에 걸쳐 상행하고, 가장 높은 음인 b'
음을 쨍줄에서 눌러내고 한 장단에 걸쳐 서서히 하행하며 단락을 마무리
한다.
< 악보 18>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모리의 제3 단락(제7장단~제10 장단)

<악보 18>은 중모리의 제3단락이다. 제3단락은 B음이 출현하고 동줄
의 e를 중심으로 하는 우조엇청으로 시작하여, 제10장단에서 중심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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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음으로 바뀌면서 우조청으로 종지한다.
악조에 있어 제3단락은 제7장단 후반에 나타나는 g음으로 우조엇청
계면조의 성격이 드러난다. 청인 e음과 단3도가 차이나는 g음이 등장하
기 때문에 계면조로 볼 수도 있으나 g음의 출현이 한 번에 그치고 청과
上一음 사이의 경과음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계면조로 단정 지을 수는 없
다. 따라서 제3단락은 계면조로 선율이 진행되는 제4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한 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단락의 제9장단은 리듬을 변형하여 선율적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악보 18>의 (가)와 (나)를 보면, 한 장단의 절반을 6박씩 나누었을 때
각각 앞의 4박은 같은 선율과 같은 리듬형을, 제5, 6박은 선율은 같으나
다른 리듬형을 보인다. 제5, 6번째 박과 제11, 12번째 박의 리듬이 각각
8분음표와 셋잇단음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선율을 반
복하고 리듬을 다르게 함으로써 선율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 악보 18>의 제9장단과 제10장단을 보면, 제9장단의 (나)부분의
셋잇단음표는 제10장단의 리듬을 받아주고, 제10장단의 청이 되는 a음
을 리듬을 바꾸며 반복함으로써 e음에서 a음으로 가는 청의 이동을 자
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악보 19>는 허튼가락의 중모리 중 제4단락으로, 제10장단에
서 바뀐 청을 받았지만, 악조가 다른 우조청의 계면조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음조직은 e-a-c-d'으로 청과 단3도 관계인 c음이 등장하며, 제
14, 15장단에서 上一음인 c에 종속되는 꺾어내는 b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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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9>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모리의 제4 단락(제11장단~제15장단)

제4단락은 중모리의 클라이맥스로 상청과 하청을 두루 쓰며 선율이 진
행된다. 제11, 12장단에서는 < 그림 2>과 같은 리듬형이 한 장단 안에서
옥타브 아래 위를 번갈아 연주하는 선율로 반복된다. 이렇게 같은 리듬
으로 세 옥타브를 이동하며 연주하는 것은 선율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효과를 줄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모리 중 제4단락의 리듬형

중모리의 제5단락은 본청인 징줄(g)이 중심이 되는 평조청의 평조로
악조가 바뀐다. <악보 19>의 제15장단의 후반부를 보면 제5단락이 시
작하는 제16장단 이전의 음이 g음으로 내려오며 평조청으로 자연스럽게
청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평조청으로 청이 바뀌면서 <악보 20>의 제5단락은 d-e-g-a-b
의 음조직으로 g가 중심이 되는 본청으로 중모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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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0>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모리의 제5 단락(제16장단~제17장단)

라. 중중모리
허튼가락의 중중모리는 크게 땅줄(a)이 청이 되는 우조청과 징줄(g)
중심의 평조청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제3단락까지 우조청이, 이후 제4단
락부터 제8단락까지 평조청이 주(主)가 된다. 중중모리의 단락구분은
<표 7>과 같다.
< 표 7>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중중모리 단락구분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 ~ 4장단

제2단락

제5~ 8장단

제3단락

제9 ~ 13장단

제4단락

제14 ~18장단

제5단락

제19 ~ 22장단

제6단락

제23 ~ 29장단

제7단락

제30 ~32장단

제8단락

제33 ~ 41장단

<악보 21>은 허튼가락의 중중모리 제1단락이다. 제1단락의 선율은 진
양조와 중모리의 도입선율과 같이 중중모리에서도 같은 음을 반복하며
악장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A음과 a음, e음과 c음으로 이루어진
단락으로 우조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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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1>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1 단락(제1장단~제4장단)

중중모리의 제2단락은 <악보 22>에서 보는 것처럼, 제1단락과 같은 우
조청의 평조로 e-a-b 음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b 음은 b음보다 4분의
1음이 높은 음을 말하는데, 이 음은 중중모리 악장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 악보 22>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2 단락(제5장단~제8장단)

<악보 23>의 제3단락은 제1, 2단락과 같은 청과 악조로 되어있지만
선율의 흐름이 상청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단락에서는 하청의
A음을 시작으로 가장 높은 줄인 쨍줄에서 제3단락의 본청인 a음으로 순
차적으로 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단락의 첫 음인 A음부터 3옥타
브 이상 뛰어올라 선율이 진행되면서 중중모리 악장에서 분위기를 전환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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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3>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3 단락(제9장단~제13 장단)

<악보 24>는 중중모리의 제4단락으로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넘어가
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돌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14장단부터 제16장
단의 초입까지 우조청의 음조직의 선율로 진행하다가 제16장단의 마지
막에 g음이 등장하면서 제17장단에서 d음과 농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g음 본청의 평조청으로 바뀐다. 이후 중중모리는 평조청으로
진행하며 종지한다.
< 악보 24>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4 단락(재14장단~제18장단)

제4단락의 선율에서 제15장단과 제16장단의 주고받는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다. <악보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듬형은 같으나 (가)는 a음으
로, (나)는 g음으로 선율이 진행한다. (나)가 나타나면서 우조청으로 진행
하던 분위기가 g음 중심의 평조청으로 진행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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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조청에서 평조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는 산조에서의 돌장에
해당한다.

< 악보 25>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5 단락(제19장단~제22장단)

중중모리의 제5단락 선율은 완전히 평조청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음조
직은 d-e-g-a-b(c)이며, b음과 c음이 골고루 쓰이는 평조 선율이다. 제
5단락은 <악보 25>와 같다.
<악보 26>은 중중모리의 제6단락이다. 제6단락은 단락 안에서 청이
변하는 부분으로 시작은 e음 중심의 우조엇청 평조이나 제29장단에서
평조청으로 청이 변화하면서 평조청의 평조로 마무리된다. 제6단락에서
도 앞서 나왔던 b음의 4분의 1음을 높인 b 음이 출현한다.

< 악보 26>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6 단락(제23장단~제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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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단락의 종지가 평조청이었으나 <악보 27>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
7단락은 a음 중심의 우조청으로 시작한다. 제7단락도 제6단락과 같이
한 단락 안에서 청이 이동하는데, 제32장단에 들어서면서 G-A-d-g의
음조직을 가진 평조청의 평조로 변하여 제8단락까지 청이 지속된다.
< 악보 27>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7 단락(제30장단~제32장단)

<악보 28>은 중중모리의 제8단락으로, 중중모리의 마지막 단락이다.
음조직은 d-e-g-a-b 또는 c음으로 구성되어있는 평조청 평조이다. 제8
단락은 제37장단에 가종지45)가 있어 제33장단부터 제37장단까지를 제
8-1단락으로, 제38장단부터 제41장단까지 제8-2단락으로 나눌 수 있
다. 제8-1단락은 음조직이 d-e-g-a-b로 되어있고, 제8-2장단은 같은
음조직이지만 上二의 자리에 c음이 등장한다. 제8-1단락과 제8-2단락은
가종지와 더불어 上二에 c음의 출현여부로도 구분할 수 있다.

45) 완전한 종지는 아니나 본청으로 끝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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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8>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중중모리의 제8 단락(제33장단~제41장단)

마. 청보2장
청보2장은 단락의 구분이 없는 악장으로 우조청의 평조로 시작하여 이
후 청이 두 번 바뀐다. <악보 29>와 같이 제1장단에서 제3장단까지는
음의 구성이 주로 D-A-e-a-c로 우조청의 평조이고, 제4장단의 앞부분
에서 f음이 등장하고 d음에 농현이 들어가며 제5장단의 중간부분까지는
d-f-a의 음조직으로 당줄(d)이 중심이 되는 평조엇청의 평조로 청이 변
한다. 바로 이어지는 제5장단의 중간 이후 출현하는 b♭음과 g음은 자연
스럽게 청이 평조청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제6장단부터
평조청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평조청 부분은 중심음인 g음과 단3도 차
이가 나는 음과 꺾어서 내는 a음이 등장하므로 계면조로 분류할 수 있다.
< 악보 29>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보2 장의 제1장단~제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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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은 청보2장의 제5~8장단이다. 제5~8장단은 평조청의 계면
조 선율로, 동일한 청과 조로 시작하는 다음 악장인 반첩엇모리로 자연
스럽게 연결해준다. 또한 장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래 3소박의 점4
분음표 단위로 진행하던 것을 2소박의 4분음표 단위로 리듬을 분할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종지한다.
< 악보 30>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보2 장의 제5장단~제8장단

바. 반첩엇모리
반첩엇모리는 청의 변화가 없는 단일청으로 진행된다. 반첩엇모리의
단락구분은 <표 8>과 같다.
< 표 8>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반첩엇모리 단락구분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 ~ 2장단

제2단락

제3 ~ 5장단

제3단락

제6 ~ 7장단

제4단락

제8 ~ 11장단

반첩엇모리의 제1단락은 <악보 31>과 같다. 반첩엇모리는 이지영이
만든 장단으로 <악보 31>에 제시된 박자표가 반첩엇모리의 생성 배경과
기본적인 리듬 구성을 나타내준다. 반첩엇모리에 대해서는 이후 IV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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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반첩엇모리는 단일청의 악장으로 전체 선율의 음조직은 주로 D(옥타
브포함)-g(옥타브포함)-e♭-c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징줄(g음) 중심의
평조청이다. 본청 g음과 단3도 관계의 b♭과 꺾는 음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계면조에 해당한다.
< 악보 31>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반첩엇모리의 제1 단락(제1장단~제2장단)

<악보 32>의 제2단락은 구성음에서 특이점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평
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에 잘 출현하지 않는 음이 등장하는데 그 음은 바
로 f 음이다. f 음이 등장하는 계면조의 음조직은 보통 d(또는 d’)를 중심
음으로 하는 평조엇청인데, 제2단락이 진행되는 세 장단 동안에 f음이
두 번 출현한다. <악보 32>를 참고하면 f음의 시가는 각각 8분음표와 4
분음표로 길지 않지만 8분음표에는 전성(轉聲)46)이 들어가고 4분음표의
음은 제4장단의 첫 음으로 등장하여 맥락상 f 음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음 외에도 제2단락에서 특징적인 것은 종지인
데, 본청인 g음에서 종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옥타브 아래인 G음에서
종지한다. 이것은 다음 단락이 하청의 위치에서 선율이 진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46) 가야금의 왼손 주법의 하나로 음을 강하게 구르는 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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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32>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반첩엇모리의 제2 단락(제3장단~제5장단)

<악보 33>의 반첩엇모리 제3단락은 제2단락의 종지와 연결되어 하청
에서 선율이 시작된다. 이것은 제2단락과 제3단락의 선율이 유기적인 관
계임을 드러내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악보 33>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반첩엇모리의 제3 단락(제6장단~제7장단)

<악보 34>는 반첩엇모리의 마지막 단락인 제4단락이다. 제4단락은 고
음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선율로, 두 옥타브가 넘는 음정이 도약하면
서 반첩엇모리의 분위기를 전환한다. 또한 제9장단에서 셋잇단음표가 출
현하면서 선율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되며, 이는 같은 리듬이 반복
되는 반첩엇모리에서 새로운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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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34>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반첩엇모리의 제4 단락(제8장단~제11 장단)

사. 청배장단
청배장단은 전체 악장의 음조직이 e-g-a-c-d’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땅줄(a)가 중심이 되는 우조청의 평조이다. 청배장단의 단락 구분은 주
로 네 장단 단위로 되어 있으며 단락별 범위는 <표 9>와 같다. 청배장
단은 박자표와 같이 주로 3·3·2소박의 기본형으로 리듬이 진행된다.
< 표 9>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청배장단 단락구분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 ~ 4장단

제2단락

제5 ~ 8장단

제3단락

제9 ~ 16장단

제4단락

제17 ~ 20장단

제5단락

제21 ~ 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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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는 제1단락으로 두 개씩 장단을 묶어보면 선율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제1, 2장단과 제3, 4장단으로 묶어 두 개로 나누어보면 제1장단
과 제3장단의 도입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제1, 2장단과
제3, 4장단이 서로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은 선율의 형식미를 느낄 수 있다.
< 악보 35>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1 단락(제1장단~제4장단)

<악보 36>의 제2단락도 평조청의 계면조로 진행된다.
< 악보 36>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2 단락(제5장단~제8장단)

<악보 37>에 제시된 제3단락에서 주목해볼 선율의 구성은 제13장단
부터 제16장단까지이다. 제13장단과 제15장단에서는 청에서 시작하여
c-d'음에 도달하는 A-e-a-c-d'의 선율의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제16장단은 박자가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서 이후 나올 선율과 이전의
선율이 확실히 구분되며 단락이 마무리된다. 박자가 4분의 4박자로 바뀌
면서 단락을 마무리짓는 효과는 제4단락과 제5단락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 나타난다.
< 악보 37>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3 단락(제9장단~제16 장단)

- 35 -

<악보 38>는 청배장단의 제4단락이다. 제4단락에서는 단락을 마무리
하는 제20장단을 제외하고 세 개의 장단의 첫 박이 8분쉼표 또는 4분쉼
표로 처리된다. 이러한 선율진행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을 불가능
하게 하여 집중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악보 38>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4단락( 제17장단~제20장단)

<악보 39>는 청배장단의 마지막 단락으로 우조청 계면조로 종지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제28, 29마디에 걸친 종지형이다. 제28, 29마디는
청배장단 악장의 종지로, 이어오던 8분의 3·3·2소박과 다르게 4분의 4
박자로 박자가 바뀐다. 박자가 바뀌면서 같은 2소박 계열의 단모리와 연
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악보 39>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5 단락(제21장단~제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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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모리
단모리는 e-a-b-c의 음조직으로 된 땅줄(a)이 중심이 되는 우조청으
로 시작한다. 중간에 본청 d음으로 청이 바뀌기는 하나, 단모리의 전체
적인 본청은 우조청으로 땅줄(a)이 중심이 되어 연주된다. 단모리의 단
락구분은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단모리 단락구분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 ~ 8장단

제2단락

제9 ~ 24장단

제3단락

제25 ~ 32장단

제4단락

제33 ~ 40장단

제5단락

제41 ~ 50장단

제6단락

제51 ~ 60장단

제7단락

제61 ~ 84장단

제8단락

제85 ~ 92장단

제9단락

제93 ~ 102장단

단모리는 제7현인 땅줄(a)이 중심음이 되어 시작한다. <악보 40>에
있는 제1단락은 본격적인 선율 진행에 앞선 도입부분으로 중심음을 잡
아주는 역할을 한다.
< 악보 40>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1 단락(제1장단~제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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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은 허튼가락 단모리의 제2단락이다. 제2단락은 단모리 특유
의 빠른 가락이 등장하는 단락으로 연튕김 주법과 Con Sordino(C.S, 약
음기 사용), 흔히 말발굽이라고 부르는 주법이 등장한다. 이 주법은 여타
산조의 빠른 장단에 등장하는 것처럼 허튼가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데, 허튼가락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마지막 음을 달리하거나 중간 음을
달리하는 등 세 개 이상의 음을 낸다는 것에 있다.
< 악보 41>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2 단락(제9장단~제24 장단)

<악보 42>는 단모리의 제3단락이다. 제3단락에서는 제2단락에서 나왔
던 Con Sordino수법을 해제하는 Senza Sordino(S.S, 약음기 제거)가
나오면서 비교적 단순한 선율이 등장한다. 제3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제
32장단인데, <악보 43>에서 볼 수 있듯 제32장단의 끝을 g음으로 처리
하면서 이어지는 제33장단에서는 d음의 징줄이 중심음이 되는 청의 변
화가 생긴다.
< 악보 42>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3 단락(제25장단~제32장단)

- 38 -

< 악보 43> 이지영제 허튼가락 단모리 중 32마디 변조가 일어나는 부분

<악보 44>의 제4단락에서는 제3단락의 마지막 음인 g음에 영향을 받
아 d-e-g-a-c의 음조직으로 징줄(g)이 청이 되는 평조청의 선율이 진
행된다. 선율적 특징은 제5단락의 선율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5단락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악보 44>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4 단락(제33장단~제40장단)

<악보 45>는 허튼가락 단모리의 제5단락이다. 제5단락에서는 주로 셋
잇단음표가 주요한 리듬으로 사용되는데, 3연음을 사용한 리듬의 형태는
이전 산조의 빠른 가락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으로, 이지영제
허튼가락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분음표를 세 개로 쪼갠 셋잇단음
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로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로 쪼개어 진
행되었던 리듬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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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5>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5 단락(제41장단~제50장단)

위에 제시한 <악보 44>와 <악보 45>을 대조해보면 제4단락과 제5단
락의 선율진행에 유사성이 보인다. 제49, 50장단을 제외한 여덟 개의 마
디가 유사한 선율진행을 하고, 8분음표 혹은 4분음표의 리듬이 셋잇단음
표로 바뀌었다. 제49, 50장단은 제5단락의 마무리하는 동시에 평조청을
종지하는 역할을 한다.
< 악보 46> 이지영제 허튼가락 즁 단모리의 제6 단락(제51장단~제60장단)

<악보 4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6단락에서 청이 변한다. 제5단락
에서 평조청의 선율이 마무리되고 e-a-c-e'의 음이 주로 쓰이는 땅줄
(a) 중심의 우조청의 평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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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7>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7 단락(제61장단~제84장단)

<악보 47>은 단모리의 제7단락인데, 단모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부분으로 기존 산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빠른 가락의 일반적인 패
턴이 등장한다. 제7단락의 선율의 특징은 옥타브 관계 이상의 음정이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63장단부터 네 장단에 걸쳐서는 A-a음이
반복출현하고, 제67, 68장단에서는 c음이 등장하면서 다음 단락에 나올
c음을 미리 제시한다. 제69장단부터는 A-c음으로 10도의 음정 차이를
보이는 같은 패턴이 네 장단에 걸쳐 나타나며 제73장단부터 A-c보다
한 옥타브가 올라간 a-c'음으로 상승한다. a'이상의 음은 모두 쨍줄에서
만들어 내는 음인데 이 음이 반복됨으로써 선율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제84장단은 중심음이 되는 a와 a'음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7단락을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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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8>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8 단락(제85장단~제92장단)

<악보 48>에서 나타나는 제8단락은 선율이 2분음표로만 여섯 마디
동안 진행되면서 빠른 단모리 장단에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제8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91장단은 빠른 가락의 전형적인 종지 리듬형으
로, 본청을 잡아주며 단락을 마무리한다. 제6, 7단락에 이어 제8단락도
우조청 평조로 이어진다.
< 악보 49>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단모리의 제9 단락(제93장단~제102장단)

허튼가락의 마지막 단락인 제9단락은 본청을 반복하며 종지한다. 제9
단락에서는 A음과 a음을 반복하며 세 가지의 다양한 리듬형이 등장하면
서 단모리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종지에 이른다.
<악보 49>에서 볼 수 있듯 첫 번째 리듬형은 제93, 94장단에 나오는
리듬형으로 8분음표와 4분음표를 사용하여 박자와 중심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뒤이어 제95장단부터 네 장단에 걸쳐 나오는 A-a 음정의
리듬형에서는 4분음표가 8분음표로 쪼개져 8분음표가 연속적으로 진행
된다. 이 연속진행이 네 장단동안 반복됨에 따라 긴장감은 점차 더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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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다. 이후 세 번째 리듬형은 4분음표를 세 개로 쪼갠 셋잇단음표이
며, 두 장단에 걸쳐 반복된다. 제93장단부터 제100장단까지 리듬이 바
뀌고 음의 시가가 짧아지게 되며 단모리의 선율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다. 제100장단의 마지막 4분음표에 늘임표와 c음이 등장하면서 최고조
에 이르렀던 선율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단모리의 종지를 이끌어낸다.

자. 중모리(2장단)
허튼가락의 마지막 악장인 중모리는 허튼가락 전체를 풀고 이완하는
악장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평조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 50>와 같
이 이 부분은 D-G-d-g-a-c등의 음으로 이루어진 선율로 본청인 징줄
(g)이 중심이 되는 평조청 평조이다. 진양조 뒤에 나오는 중모리 악장과
같은 장단이지만, 마지막 악장의 중모리는 곡의 전체를 이완하여 종지하
는 역할을 한다. 중모리는 두 장단의 짧은 악장이지만 셋잇단음표를 사
용하여 리듬의 단조로움을 피했으며, 두 번째 장단에서 청줄과 당줄을
함께 집어 굵은 농현을 함으로써 악장의 모든 긴장을 풀고 마무리를 돕
는다.
<악보 50>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마지막 악장의 중모리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가장 큰 선율적 특징은 청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11>은 9개의 악장이 연주되는 동안 일어나는 청의 변화횟수를 정
리한 표로, 총 24번의 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 곡의 길이가 약 16분인 것을 생각했을 때 길이에 비해 청이 상당
히 많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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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악장별 청의 변화 횟수와 단락별 청의 변화 양상
장단이름

청의 변화 횟수

청의 변화 양상

진양조

2회

e-g

중모리

7회

d'-d-e-a-e'-g

중중모리

8회

a-g-e-g-a-g-a-g

청보2장

3번

a-d-g

반첩엇모리

0번

악장 전체 g 청으로 진행

청배장단

1번

악장 전체 a청으로 진행

단모리

2번

a-g-a

중모리

1번

g

총계

2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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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세 가지 특징적인 장단
앞 장에서 살펴본 장단과 선율이 이지영제 허튼가락을 전체적으로 개
괄한 것이었다면 이 장에서 살펴볼 세 가지 장단은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므로 더욱 심도있게 살펴보겠다.

1. 청보2장
세 가지 장단 중에 먼저 등장하는 장단은 청보2장이다. 청보2장은 동
해안 무속음악에서 쓰이는 청보장단47) 중 2장을 말하는데, 청보장단은
신을 청하고(請) 모시는(寶) 굿거리에서 연주되는 장단으로 5장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 중 청보2장은 3소박 5박의 규칙적인 장단으로 동해안
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박자구조를 가진 장단이며, 이후에 나오는
경기도당굿의 청배장단과는 상이하다. 48) 청보2장의 기본 장단은 3소박
5박의 형태로 <악보 51>과 같으며, 무속음악에서 사용될 때 2소박과 3
소박이 혼용되거나 합쳐진 변형된 장단으로 연주되기도 한다.49)
< 악보 51> 동해안 무속음악 중 청보2 장의 기본장단50)

47) 김혜정, 앞의 글(2010).
48) 청보장단과 청배장단은 신을 청하고 모시는 의미로 지역마다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굿에 대한 이론이 확립되지 않아 굿을 전승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경험과 전언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이다.
49) 홍성현, “동해안 무속음악 연구: 별신굿과 오구굿 중 청보장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2).
50) 손정일, “김용택 전승의 동해안 무속장단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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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과 같이 청보2장은 본래 3소박 5박의 기본 장단을 사용한
다. 그러나 실제 굿에서 무가의 반주로 쓰일 때는 아래 < 악보 52>와 같
이 2·2·2·3·2·2·2소박으로 변형된 형태로 적용되기도 하는데51) 청보장단
이 무가의 반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용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
을 보이는 것이다.
< 악보 52> 무가 반주에서 쓰이는 청보2 장의 소박분할

<악보 53>은 <악보 52>의 소박 분할이 무가 반주로 쓰일 때 적용되
는 기본 장단이다.
< 악보 53> 무가 반주에서 쓰이는 청보2장의 기본 장단52)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청보2장에는 변형된 장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
장단인 3소박 5박 형태가 적용되어 총 8개 장단의 비교적 짧은 악곡으
로 완성되었다. 동해안 무속음악에서 청보2장은 보통 ♪ =18053)의 속도
로 진행되며,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음원에서는 M.M.♪=195~200의 속도
로 연주되었다.
장단뿐만 아니라 선율에서도 동해안 무속음악의 청보2장과 허튼가락의
51) 유경화, “동해안 오귀굿의 드렁갱이장단 연구-청보장단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
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01).
52) 유경화, 위의 글(2001).
53) 이혜신의 “강원도 무악 장단의 고찰: 청보, 제마수 장단을 중심으로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에서는 점4분음표를 66~76정도의 속도로 보았다. 청보장단에 관
한 연구에서 청보2장의 속도는 점4분음표 기준 60에서 70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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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2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
펴보도록 하겠다.
허튼가락의 청보2장에 단락의 구분은 없지만 청의 변화가 다채롭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악보 54>는 허튼가락 청보2장의 제1장단부터 제4
장단까지를 보여준다.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 e-a-c-d'의 구성음과 d'
에서 c로 흘리는 선율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과 (가)로 표시한 칭줄에서
눌러내는 g'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나리토리와 일치하는 음계를 보여준
다. (나)는 우조청이 평조엇청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f음을 흘려주고 당줄
에 농현을 주면서 청이 a음에서 d음으로 이동한다. 또한 (가)의 g'음과
(나)에서 g음의 등장은 메나리토리에서 선율이 하행할 때 라에서 솔을 거
쳐 미로 내려오는 특징을 이어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는 상청에서
e음을 거쳐 땅줄로 하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경과음이고, (나)의 g음은
下二음으로 하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경과음으로 볼 수 있다. (나)의 g
음은 청이 바뀌기 때문에 e음이 아닌 f음과 당줄로 하행하게 되지만 下
二로 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음으로 메나리토리의 특징과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 악보 54>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보2 장의 제1장단~제4장단

제4장단 초입에서 바뀐 평조엇청은 제5장단에서 청이 변한다. <악보
55>는 청보2장의 제5장단부터 제8장단인데, 제5장단의 후반에서 <악보
54>의 (나)와 같은 진행으로 b♭음을 흘리면서 평조청으로 이동한다. 본
청으로 돌아온 제6장단은 d-g-a-b♭의 음 구성으로 평조청 계면조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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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5>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보2 장의 제5장단~제8장단

<악보 55>에서 제7장단의 (가)와 제8장단의 (나)는 3소박 5박으로 진
행하던 청보2장의 리듬을 2소박으로 쪼개어 3소박과 혼합하며 다음 악
장인 반첩엇모리로 넘어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청보2장은 장단은 물론이고 선율도 메나리토리로 구성되어있어 동해안
무속음악의 영향이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구성음 뿐만 아니라, 반음진행
이 없는 메나리토리처럼 허튼가락의 청보2장에서도 반음진행이 출현하
지 않는 점도 메나리토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반첩엇모리
반첩엇모리는 이지영이 창작한 장단이다.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서 이지영제 허튼가락이 초연되었을 때, 엇모리 변형장단54) 이라는 이름
으로 연주된 이후 반첩엇모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반첩엇모리 장단은
엇모리장단의 반(半)을 나누어 그 사이에 박을 겹친다(疊)고 하여 반첩엇
모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장단의 이름 속에서 생성 원리를 파악
할 수 있다.
<악보 56>은 8분의 10박인 엇모리장단인데 반첩엇모리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8분의 5+5박으로 표기하였다.
54) 이지영이 작곡한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초기 악보에서 엇모리 변형장단이라는 악장 이름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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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56> 엇모리의 기본장단

<악보 56>의 엇모리를 8분음표 5박으로 반을 쪼개어 그 사이에 4분
음표 3개를 삽입하면 3+2/8, 3/4, 3+2/8박의 혼합박이 만들어지게 되
는데 이것이 <악보 57>에 나타난 반첩엇모리의 기본 장단이 된다.
< 악보 57>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반첩엇모리 기본 장단

이렇게 만들어진 반첩엇모리는 엇모리 특유의 느낌은 살리되 중간에 4
분음표가 들어가 독특한 느낌을 준다. 반첩엇모리는 음원을 기준으로 하
여 ♪=200~208의 빠르기로 연주되는데 청보2장의 빠르기보다 빠르다.
반첩엇모리가 청보2장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허튼가락이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가는 만·중·삭의 형식을 따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첩엇모리 악장은 기본 장단과 같은 리듬형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
문에 선율에서 반첩엇모리의 특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가 <악보
58>이다. <악보 58>은 제3단락의 첫 장단인 제6장단의 선율과 제4단락
의 첫 장단인 제8장단의 선율을 비교하기 위해 배열해 놓은 것인데, 옥
타브 관계에서 두 장단의 선율 진행이 유사하다.
또한 제8장단의 가장 아래 음인 G음과 두 번째 음인 c'음이 두 옥타
브 이상 도약하고 제6장단과 유사한 선율이 옥타브 위에서 연주되기 때
문에 반첩엇모리 악장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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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8>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반첩엇모리의 제6 장단과 제8장단 비교

반첩엇모리 장단은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특수 장단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민속악의 장단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변형하여 창작
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청배장단
청배장단은 경기도당굿55)에 쓰이는 장단으로 앞에서 말한 동해안 별
신굿의 청보(청배)장단과 다르다. 경기도당굿의 청배장단은 8박 단위의
장단으로 화랭이가 앉아서 청배를 할 때 쓰이는 장단 통칭한다. 청배장
단은 삼현육각편성의 반주를 하는 경기도당굿 중에서 징과 장구로만 반
주를 하는 특징이 있다.
청배무가에서 쓰이는 8박 단위의 장단은 크게 부정청배 장단과 가래조
장단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정청배 장단은 흔히 청배섭채(섭채) 장단 또
는 배다리장단을 가리키는데, 도살풀이 섭채장단과 구별하기 위해 오니
섭채라고 부르기도 한다.56) 가래조장단은 군웅거리 청배에서 쓰는 장단
으로 같은 8박 단위의 장단이나 3·2·3의 구조로 쓰이거나 8분의 5박으
로 해석한 선행연구가 있어 허튼가락의 청배장단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55)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된 경기도당굿은 한강이남, 경기도 지역에서 세습무당이
주관하는 굿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자 무당에 의해 주관되는 굿과 달리 경기도당굿은 남자무당
을 지칭하는 화랭이들이 주가 되어 굿이 주관되며, 삼현육각 반주를 하고 취타와 별곡 등의 민간
풍류가 함께 연주되어 높은 음악성과 예술성을 가진 굿으로 평가된다.
56) 임수정, 『한국의 무속장단』, 민속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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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9> 청배장단의 3·3·2 구조의 기본 장단형57)

청배장단은 < 악보 59>와 같이 8분의 8박의 3·3·2 구조로 연주하는데,
시작을 알리는 장단은 4분의 4박과 같이 2·2·2·2 구조의 신호장단을 가
진다. 이 장단은 무속음악의 반주로 쓰이기 때문에 무가에 따라 3·2·3
또는 아래 <악보 60>과 같이 2·2·2·2로 연주된다.
< 악보 60> 청배장단의 2·2·2·2 구조의 장단형

허튼가락에서 청배장단은 8분의 8박자로 주로 3·3·2의 구성이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단락이 마무리되거나 혹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는
4분의 4박으로 장단이 변형된다.
< 악보 61>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13~20장단

57) 임수정, 위의 책(1999), pp.37.

- 51 -

<악보 61>은 허튼가락의 청배장단 중 제13장단부터 제20장단까지를
나타낸 악보이다. 여기서 제16장단과 제20장단이 4분의 4박자와 소박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6장단과 제20장단은 각각 제3단락
과 제4단락의 끝이지만 이를 제4단락의 시작과 제5단락의 시작으로 보
면, 경기도당굿에서 청배장단이 시작을 알릴 때 2․2․2․2의 구조로 시작
을 알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악보 62>에서 마지막
두 장단의 4분의 4박자도 2․ 2․ 2․2의 구조로 진행되는 단모리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이자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 악보 62> 이지영제 허튼가락 중 청배장단의 제5 단락(제21장단~제29장단)

<악보 62>는 청배장단의 제21장단에서 제29장단으로 청배장단의 마
지막 단락과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선율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제21, 22, 25장단에서 나오는 선율의 도약이다. 이 세 장단의
첫 음은 모두 청줄(D)이고 각 장단에서 가장 높은 음은 쨍줄에서 만들어
내는 음으로, 두 옥타브를 넘나드는 선율의 진행이 독특하다. 제25장단
의 경우 세 옥타브가 차이나는 음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청배장단의 제5
단락은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준다.
다음으로는 제23장단과 제24장단에 나타나는 수법의 차이이다. 제23
장단과 제24장단은 16분음표로 분할된 리듬으로 제24장단의 마지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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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음표를 제외하고 동일하나, 수법을 바꾸어 연주하는 것으로 리듬과 분
할된 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23장단의 수법은 뜯기-연속하여 튕기기-엄지로 뜯기-뜯기-튕기기
의 순서로 연주되며 280120의 기호로 나타난다. 이 수법으로 6개의 음
이 3·3·2소박의 리듬으로 느껴지게 된다. 제24장단의 수법은 뜯기-튕기
기의 20수법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형태로, 2소박으로 된 8분의 8박자와
같은 리듬으로 느껴진다. 박자표를 바꾸지 않았지만 수법을 활용하여 리
듬에 변화를 주는 점은 허튼가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영제 허
튼가락의 청배장단은 M.M. ♪=230으로 반첩엇모리보다 빠른 속도로 연주
되며, 이후 단모리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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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산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지영제 허튼가락이 산
조와 어떠한 유사성을 보이며, 어떠한 특징들을 지녔는지를 연구하여 작
품으로서의 가치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허튼가락의 장단과 선율을 전 악
장에 걸쳐 살펴보고 산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세 개의 특수 장단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이지영제 허튼가락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
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이지영제 허튼가락과 산조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이지영제 허
튼가락은 산조와 같이 독주악기와 장구반주로만 연주한다는 연주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조에서 본격적인 연주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를 고르는
다스름으로 시작하여 느린 장단의 진양조부터 빠른 빠르기의 장단인 단
모리까지, 점차적으로 느림에서 빠름으로 진행되는 만·중·삭의 음악적 형
식을 이 작품 또한 따른다. 또한 평조와 계면조의 구분도 드러난다. 이
러한 산조의 특성들이 허튼가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허튼가락을
산조와 공통되는 성질을 가진 새로운 산조로 창작하려는 작곡자의 의도
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특수한 장단의 사용이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에서 가장 두드러지
는 특징은 청보2장 장단과 반첩엇모리, 청배장단의 사용이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산조의 정형화된 장단에서 벗어나 동해안 무속음악에서 쓰이
는 청보2장의 기본 장단과 경기도당굿의 청배장단을 산조라는 장르에
융합하였고, 엇모리장단을 변형하여 만든 장단인 반첩엇모리 장단을 삽
입하여 새로운 창작곡을 만들었다.
셋째, 독창적인 허튼가락의 선율이다. 이지영은 기존의 산조와 겹치는
선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계면조의 비중을 줄이고 평조의 비중을 늘
렸다. 그리고 판소리의 더늠과 무가 선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선율을 허튼가락에 적용하였다. 허튼가락은 판소리 다섯 대목 중의 적벽
가의 삼고초려 대목을 중모리의 첫 선율에 대입하였고, 청보2장에서는
동해안 무속음악의 메나리토리를 적용하여 청보2장의 선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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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옥타브 이상의 도약을 넣으면서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었
고, 빠른 가락에서 셋잇단음표를 활용하면서 독창적인 리듬을 가진 선율
을 보여주었다.
넷째, 자연스러운 청의 변화이다.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약 16분정도의
짧은 곡으로 총 24번의 청의 변화가 일어난다. 전체 연주시간에 비해 청
이 상당히 자주 변화함에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이지영제
허튼가락만이 지닌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산조의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만·중·삭의 음악적 형식과 악조 등의 산조의 틀을 지키며 무속음악의 장
단과 기존의 장단들을 변형하여 새로운 장단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새
로운 스타일의 산조의 창작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민속악의 고
유한 음악양식인 산조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지영제 허튼가락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곡의 발전 가능성을 한
층 더 끌어올렸으며, 가야금산조 분야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창작산
조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큰 음
악사적 의의를 가진다.

- 55 -

참고문헌
김해숙. 『산조연구』. 세광음악출판사, 1987.
김해숙·조은정. 『가야금산조 및 병창』. 민속원, 2010.
김혜정. “무악 장단의 음악적 구조와 활용 원리”. 『한국무속학』 20 (2010): 37-69.
문재숙. 『김죽파가야금산조연구』. 현대음악출판사, 2000.
______. “조선시대 가야금 연구”. 『국악교육』 42 (2016): 35-80.
박은선. 『현대음악기보법』. 한학문화사, 1999.
박현숙. “김죽파 가야금산조의 선율구조-짧은 산조를 중심으로-”. 『예술문화논총』
(1998): 21-48.
백진주. “가야금 산조의 전승과정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의 양태 고찰”. 한국교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손정일. “김용택 전승의 동해안 무속장단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4.
손정화. “가야금산조 우조의 개념과 음악적 특징-판소리 우조와 비교를 통하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유경화. “동해안 오귀굿의 드렁갱이장단 연구-청보장단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01.
유선미.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 판소리와 가야금산조의
장단·조·시김새 비교 고찰을 통해”. 『판소리연구』29 (2010):131-168.
원영실. “가야금산조의 전조”.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29/2 (1996): 427-477.
이보형. “산조의 장단과 리듬형의 원류-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 18/1 (1996).
______. “중중모리 ‘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
음악연구』 39 (2006): 189-235.
이지영.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중중모리악장의 조구성(調構成)-정달영의 산
조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15 (1993): 43-94.
______.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해식. “산조의 미학적 구조론”.『음악과 민족』 23 (2002): 161-192.

- 56 -

이혜신. “강원도 무악장단의 고찰: 청보, 제마수 장단을 중심하여”. 이화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임수정. “한국의 무속장단”. 민속원, 1999.
정준호. “경기도당굿과 동해안 별신굿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정지영. “가야금산조 진양조 구성원리-김창조계 가야금 산조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음악박사학위논문, 2017.
최병길. “동해안 별신굿의 장단연구현황 검토”. 『음악과 민족』 35 (2008):153-173.
최상화. “경기 도당굿”.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한국의 굿-경기도당굿> 30 (1998).
함화진. 『조선음악통론』. 민속원, 1983.
홍성현. “동해안 무속음악 연구: 별신굿과 오구굿 중 청보장단을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황병기. “판소리와 산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한국 전통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회, 1985.
황준연. 『한국 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57 -

부록: 이지영제 허튼가락 악보(최우선 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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