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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조선 시대의 삼현육각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
주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각 지역별 삼현육각의 전승
이 거의 끊어져 가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경기·해서·영호남 삼현육각 중 공통적으로 연
주되는 악곡의 향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골격선율형,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향피리 주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음악적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지
역별 삼현육각의 음악적 특징 및 연관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기 삼현육각은 광주(廣州)와 평택지역의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광주(廣
州) 삼현육각은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
하였고, 평택 삼현육각은 <긴염불>,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두 지역의 음악
적 양상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골격선율형은 곡별로 두 가지에서 네 가
지로 나타났으며, 악곡 구조는 <굿거리>와 <길군악>을 제외하고 분장형태가 
나타나는데, 주로 3~6단락으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음 및 토리는 <길군악>을 
제외하고는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
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곡마다 출현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주로 아래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났다. 
  해서 삼현육각은 해주와 은율 지역의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해주 삼현육
각은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
고, 은율 삼현육각은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해주
와 은율삼현육각의 음악적 양상은 악곡 구조와 주요 구성음 및 토리 등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골격선율형은 해주의 경우, 곡별로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은율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
타났다. 모두 분장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2~3단락으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함께 농음하며 치켜 떠는 농음형태가 나타난다. 주법은 해
주의 경우, 위·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 겹더름 주법이 나타
나며 은율의 경우, 혀치기, 더름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겹요성 주법과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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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삼현육각은 전주와 통영지역의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전주 삼현육
각은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고,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다. 전주와 통영 삼현육각
의 음악적 양상은 악곡 구조와 주법에서만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골격선율형, 
주요 구성음 및 토리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골격선율형은 전주의 경우 
모두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나며, 통영은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골격
선율형이 곡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악곡 구조는 모두 분장형태가 나타나지 않
으며 주로 3~4단락으로 구분된다. 전주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긴염불>에서는 ‘솔’ 이외에 ‘도를 함께 
농음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통영의 경우,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로 
수심가토리와 주요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는 다르게 나타난다. 주법은 두 
지역 모두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각 지역별 향피리 선율을 비교한 결과, 장단, 선율,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주법에서 각 지역 간 상호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과 악
곡별로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단은 기본적으로 경기 삼현육각의 장단이 모든 지역에 나타나는데, 영호
남 지역에서는 장단의 형태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율의 경우, 경기, 
해서, 영호남 지역의 삼현육각 선율에서는 서로 동일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
다. 골격선율에서는 각 지역별로 유사한 골격선율들이 나타나지만,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변형방식은 선율의 앞머리인 제1~3박을 변형하거나, 경
과음을 달리하여 선율을 변형하기도 하고 경기 삼현육각과 유사한 선율의 출
현 위치를 변형하는 등 지역마다 변형된 형태로 다르게 나타났다. 악곡 구조
는 경기 삼현육각과 유사하지만 해서, 영호남 삼현육각에서는 분장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악곡구조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형태를 보인다. 주
요 구성음 및 토리에서는 통영을 제외하고 모두 경토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해
서 지역은 수심가 토리의 영향을 받아 해서식 경토리로 변형되었고, 전주 삼
현육각의 경우에도 시김새가 변형된 경토리가 나타났다. 주법의 경우 해서, 
영호남 삼현육각은 경기 삼현육각에서 나타나는 주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해
서 지역의 해주와 은율 삼현육각에서는 경기 삼현육각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
색 있는 주법들을 사용하여 지역별 음악적 특징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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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삼현육각이 각 지방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각 지역의 음악적 교류를 통해 지역별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지역의 삼현육각이 장단, 악곡 구조, 토
리, 주법 등에서 경기 삼현육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삼현육
각이 궁중의 안팎에서 널리 연주되던 음악이었던 만큼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삼현육각이 이 시대의 음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삼현육각, 향피리 선율, 광주(廣州), 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학  번 : 2012—3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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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조선 시대의 삼현육각(三絃六角)1)은 궁중이나 지방 관아의 연향 음악, 각 지
역의 탈춤 반주 음악, 검무나 승무와 같은 무용의 반주 음악, 굿의 반주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 급격한 근대화
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궁중 및 민간의 각종 연향이 감소되고 규모 또한 축
소되면서 이에 수반하는 삼현육각 음악도 쇠퇴될 수밖에 없었다. 궁중에서 연
주되었던 삼현육각2)은 국립국악원으로 그 선율이 전승되어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지만, 궁중 밖에서 연주되었던 지역별 삼현육각의 경우에는 연주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거의 전승이 끊어져 가는 실정이다.
  1984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3), 당시 삼현육각을 
전승하고 있거나 전승이 끊어졌어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
기,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영광, 고흥 등이 있었다.4) 삼현육각의 전승은 경
기, 해주, 은율, 통영 등에서는 무용 반주 음악으로 현재까지 그 선율이 전승

1) 삼현육각은 악기편성(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북 1)을 말하거나 그 악기편성으로 연주되
는 음악인 대풍류를 말하는 등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삼현육각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 “삼
국사기에 따르면 삼현(三絃)은 삼국사기에서 현금(玄琴), 가야금, 비파 세 악기를 의미하지만 오
늘날의 삼현육각 악기편성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기원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중략) ‘육각’
이라는 말은 조선 시대 행악에서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의 “별장육각수(別將六角手)”, 『영조실
록(英祖實錄)』의 “전도 개폐문 육각(前導 開閉門 六角)”, 『훈국총요(訓局總要)』의 “진상육각수(陣
上六角手)” 등의 기록에 육각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들 기록 중 『훈국총요』의 세주(細註)를 통
해 육각이 바로 대각수 두 명, 나발수 두 명, 고수 두 명의 취타 악기 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육각’이라는 말은 여섯 명의 인원을 지칭하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 여섯 명은 조
선 후기 세악수의 편성 인원과 일치한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예술사전(서울: 국립민속박
물관, 2016). 162쪽 참고.) 본고에서는 삼현육각 악기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 전반을 ‘삼현육각’이
라 지칭하고자 하며, 그 까닭에 대해서는 본 장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에서 상술하겠다.

2) “궁중에서 쓰이는 삼현육각은 행악이나 연향의 무용 반주 음악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행악에 쓰
이는 음악은 <취타>, <길군악>, <길타령>, <별우조타령>, <군악> 등이 있고 무용 반주로 쓰이는 
음악은 <삼현영산회상> 등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예술사전(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6), 162쪽.

3) 이보형,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4): 삼현육각,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4) 이 조사보고서에서 소개된 것 이외에도 현재 인천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삼현육각이 있다. 하지

만 향피리선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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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반면, 거상 풍류나 행진 음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이 끊
겼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승이 끊어진 삼현육각 중 일부 지역의 경우는 남
아있는 음원 등을 통해서 음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영광과 고흥의 삼현육각은 
구술자료만 남아있다.
  이러한 단절의 위기를 딛고 삼현육각의 명맥을 잇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울
을 중심으로 2000년대에 들어 나타났다. 2008년 국립국악원에서는 ‘민간 대
풍류’라는 제목으로 서울 경제 대풍류 전 바탕을 복원 연주하였고, 2014년에
는 ‘서울 삼현육각’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들 대부분은 서울의 삼현육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권역 밖의 삼현
육각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 모습이 남아있는 삼현육각은 음악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따라서 현재 전승되
고 있는 삼현육각이 각 지역별로 어떤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각 지역 삼현육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선율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별 삼현육각의 향피리선율
을 분석하여5) 각각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선율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지역별 삼현육각을 상호 비교하여 각 특성을 드러내는 한편, 지역별 
삼현육각 사이의 음악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삼현육각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1984년 이보형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이다. 이보형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를 통해 당시 경기, 해주, 은율, 
전주, 통영, 고흥, 영광의 삼현육각을 확인하고, 음원·악보·대담 등을 소개하였
다.6)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삼현육각을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

5) 삼현육각의 악기편성에서 대금, 해금, 장고, 북은 한 명씩 구성되는 반면, 향피리만 두 명으로 구
성되기 때문에 향피리가 주선율을 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삼현
육각 음반에도 피리선율을 중심으로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향피리선율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6) 이 조사보고서에서 소개된 것 외에도 현재 인천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삼현육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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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삼현육각을 연구한 
논문, 두 번째는 무용 반주 음악으로서의 삼현육각을 연구한 논문, 세 번째는 
두 지역의 삼현육각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특정 지역의 삼현육각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서경숙은 “전주 농
삼현에 관한 연구”7)에서 전주 농삼현의 <본영산>, <염불>, <굿거리>, <타령>, 
<승전곡> 등을 분석하여 악곡의 음계 및 선율형태를 파악하였고 경기 대풍류
와의 비교를 통해, 두 지역의 곡이 선율 진행은 전혀 다르지만 음계 및 종지
음이 부분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진성은 “서도대풍류의 선율구조 연구”8)에서 해서 지방의 삼현육각 중 황
해도 봉산과 해주지역의 대풍류를 연구하였다. 봉산탈춤 음악으로 쓰이는 <염
불>, <타령시나위>, <느린타령>, <자즌타령>, <굿거리>의 선율을 분석하여 서
도대풍류는 전체적으로 솔음계를 사용하며 곡마다 떠는 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김소리는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9)에서 서울 새남굿 삼현육각을 의식 절
차상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중 <염불타령>과 <반염불>은 원래 승무, 검
무, 탈춤 등의 무용 반주 음악으로 사용되던 것이 서울 새남굿에서는 거상악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곡타령은 행진 음악의 성격을 가진 곡이 무용 반주
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음악의 역할 변이를 밝혔다.
  이창선은 “전주 민삼현육각에 관한 연구”10)에서 전주 민삼현육각의 악곡을 
정리하고 선율을 분석한 결과, 전주 민삼현육각의 악곡명은 다른 지방의 명칭
과 확연히 다르고 계면조가 출연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삼현육각과 구별
됨을 밝혀냈다.
  무용 반주 음악으로서의 삼현육각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임수정은 “승
전무 음악연구”11)에서 통영 삼현육각의 실체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현존하
는 음악 자료를 통해 제1시기부터 제3시기로 나누어 음악을 분석·비교하였다. 
현행 통영 승전무(勝戰舞) 반주 음악은 김진규가 피리 반주 음악 보유자로 지

인천 삼현육각은 향피리 선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서경숙, “전주농삼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8) 김진성, “서도대풍류의 선율구조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3.
9) 김소리,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0) 이창선, “전주 민삼현육각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임수정, “승전무 음악연구”, 음악과 민족 제23호(서울: 민족음악학회, 2002), 253~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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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3시기의 음악임을 확인하였으며, 제1시기 음악의 형태가 통영 삼현육각
을 복원 할 수 있는 가장 원형적인 자료임을 밝혔다. 
  김귀업은 “통영 승전무의 음악연구”12)에서 통영 승전무에서 쓰이는 삼현육
각을 분석한 결과, <긴염불>에서 정악적 요소가 나타나고 <타령>·<자진타령>·
<굿거리>의 음악에서는 무악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통영 승
전무 음악에서 대금의 연음형식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음악적 특징을 밝혔다.
  두 지역의 삼현육각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윤경은 “민간대풍류 연
구: 관악영산회상과의 선율 비교”13)에서 국립국악원 전승의 관악영산회상과 
지영희 채보의 민간대풍류를 악곡 구조와 장단, 분장구조의 비교· 분석을 통
해 이들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서로 변화된 것임을 밝혔다.
  임혜정은 “삼현육각 음악연구: 염불곡을 중심으로”14)에서 삼현육각 음악 중 
염불계열 곡들의 음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삼현영산회상의 염불도
드리와 민간 삼현육각 긴염불을 비교한 결과, 두 곡 모두 유예지 염불타령
에서 비롯한 곡이며, 삼현영산회상 염불도드리는 유예지 염불타령에서 직접 
전승이 되어 이루어졌는데 이와는 달리 민간 삼현육각 긴염불은 유예지 염
불타령에서 유예지 육자염불, 서금보 삼현염불로 이어지는 변화 과정을 
거쳐 성립되어 전승 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음악이 달라진 점을 밝혀냈다.
  김지윤은 “국악원과 민간의 피리 주법연구: 삼현육각 음악을 중심으로”15)에
서 현재 국악원과 민간에서 연주되는 삼현육각 음악은 그 선율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승 공간과 연주하는 이들의 차이로 인해 음악적 성격에 차이가 있
다고 보았다. 또한 국악원의 삼현육각에서는 서치는 주법을 사용하고 민간에
서는 혀치는 주법, 목튀김 주법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주법상의 특징이 두 
음악의 성격을 구분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송지윤은 “경기 삼현육각과 나주 삼현육각 비교연구: 대영산과 본령산을 중
심으로”16)에서 경기 삼현육각의 <대영산>과 나주 삼현육각의 <본령산>을 비

12) 김귀업, “통영 승전무의 음악연구: 현행 삼현육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13) 이윤경, “민간대풍류 연구: 관악영산회상과의 선율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4) 임혜정, “삼현육각 음악연구: 염불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5) 김지윤, “국악원과 민간의 피리 주법연구: 삼현육각 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16) 송지윤, “경기 삼현육각과 나주 삼현육각 비교연구: 대영산과 본령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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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연구한 결과 악곡 구성과 장단형에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악곡의 머리 선
율을 제외한 나머지 선율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삼현육각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선주희는 “경기·서도대풍류의 음악적 특징 연구”17)에서 삼현육각 편성의 경
기 대풍류와 서도 대풍류의 음악을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한 장단형을 사용
하는 평조 중심의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악곡의 구성은 풍
류가 9곡, 서도 대풍류가 4곡으로 악곡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음을 밝
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삼현육각에 관한 연구는 특정 지역 한 곳의 삼
현육각만을 연구하거나 국립국악원의 삼현육각과 민간 삼현육각의 비교, 또는 
두 지역의 삼현육각을 비교·연구하는 것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삼현육각 
편성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악기인 향피리선율의 심도 있
는 연구 또한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삼현육각의 향피리선율을 중
심으로 악곡 구조 및 선율, 연주법 등을 살펴 각 지역 음악의 개별적 특징을 
파악한 후, 각 지역 간에 이루어진 음악적 영향 및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연구에 앞서 동일한 용어로 혼동해서 쓰이는 ‘삼현육각’과 ‘대풍
류’에 관해 정리하고자 한다.
  삼현육각과 대풍류에 대한 용어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두 용어 모두 기본적으로 향피리 등의 관악기가 중심인 
음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는데 대체로 감상용일 때는 대풍류, 무용 반주 등 
기능이 우선할 때에는 삼현육각으로 구분하고 있다.18) 

17) 선주희, “경기･서도대풍류의 음악적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8) “대풍류는 피리나 젓대와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악기편성을 말하며 대(竹)는 본래 관악기

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의 관악기는 거의 대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 대풍류는 향피리 2, 대금(大笒) 1, 해금(奚琴) 1, 장구 1, 북 1로 삼현육각(三絃六
角)의 기본편성법과 같다. ｢삼현영산회상(三絃靈山會相)｣을 비롯하여 ｢정읍(井邑)｣· ｢동동(動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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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용어 정의에 더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풍류를 정의한 견해는 
1990년대 이후, 백대웅·김해숙·최태현이 쓴 전통음악개론에 나타난다.19) 이 
책에서는 대풍류와 삼현육각이 향피리 중심의 음악이라는 기존의 견해에 더하
여, 악곡명으로서의 대풍류란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무용 반주 등에 연주하던 
음악을 기악곡으로 독립시켜 연주하는 모음곡, 즉 오늘날의 <염불풍류>를 지
칭한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김영운의 국악개론 역시 넓은 의미의 대풍류와 
악곡명으로서의 대풍류의 정의를 구분하였다.20) 
  즉, 삼현육각에 대한 정의는 변화가 없는 반면에, 대풍류는 본래 삼현육각
과 기능 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악곡명으로서 대풍류
를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음악 무대에서 연주하는 감상용 
음악이 아닌 기능을 가진 음악 또는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므로, 
본고에서는 악곡명으로서의 ‘대풍류’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삼현
육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21)

등의 곡은 모두 대풍류로 연주된다. 이 중에서 ｢삼현영산회상｣은 때에 따라서 대풍류 또는 삼현
육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즐기는 음악과 반주에 필요한 음악으로 구분될 것 같다. 즉, 그 어의
(語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풍류라고 하면 감상 위주일 경우의 이름이고, 삼현육각은 그 음악 이
름이고, 삼현육각은 그 음악의 무용 반주와 관련되어 쓰이는 것 같다. 현재는 넓은 무대에서 음
악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규모의 기본편성은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235쪽. ; “삼현육각 편성의 대풍류는 민간의 
풍류 음악으로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토리로 연주되어 왔다. 민간에서 연행되는 대
표적인 지역으로 경기, 전주, 영광, 해주, 은율, 통영 등이 있다.” 이보형(1984), 앞의 책, 6쪽.

19) “대풍류는 줄풍류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피리, 대금과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악을 말한
다. 또 악기편성의 차이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대풍류는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대금･해금･북･장고 
등 일명 삼현육각의 악기편성을 가리키며, 줄풍류는 세피리와 대금 ‧ 해금 그리고 가야금･거문
고･양금･단소･장고 등 세피리가 연주하는 관현합주 편성을 가리킨다. 같은 관현 편성이라도 세피
리가 아닌 향피리로 연주하는 음악은 줄풍류라 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악명으로서의 대풍류가 
있다. 이 곡은 본래부터 대풍류라 불렀던 것은 아니고 경기지방의 중심으로 무용 반주 등에 연주
하던 음악을 기악곡으로 독립시켜 연주하면서부터 대풍류 편성의 악곡이라는 뜻에서 대풍류라 
부르던 것이 하나의 악곡명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풍류 곡은 모두 무용이나 굿 탈춤 
등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되는 곡이며 아홉 곡으로 구성된다. 느린 염불타령으로 시작해서 <반염
불>･<허튼타령>･<중허튼타령>･<잦은허튼타령>･<굿거리>･<잦은굿거리>･<당악>으로 끝난다.” 김
해숙･백대웅･최태현, 전통음악개론(서울: 어울림, 1997), 134쪽.

20) “현재 대풍류는 넓은 의미에서 관악기 중심의 음악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민간의 악사들
이 무용 반주에 연주하던 음악을 지영희가 정리한 가락 가리키기도 하여 하나의 악곡명으로 굳
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운, 국악개론(서울: 음악세계, 2015), 272쪽.

2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서울 삼현육각의 보유자인 최경만과의 대담 중 삼현육각 편성으
로 하는 대다수의 음악을 포함하기 위하여 ‘삼현육각’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재 보고서의 제목에서도 이보형이 ‘삼현육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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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음원이나 악보를 통해 실제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삼현육각은 경기도
의 광주(廣州)와 평택, 해서 지역의 해주와 은율, 영호남 지역의 전주와 통영 
등이다.22) 
  본고에서는 경기·해서·영호남 지역의 음악을 수록한 음반과 음원을 연구대
상으로 하고자 한다. 전승 과정을 거치면서 원형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를 1980년대까지의 음원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이는 각 지역
에 남아있던 삼현육각의 원형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삼현육각의 문화
재 지정을 위해 조사한 1984년 당시의 보유자들이 연주한 음원 자료 및 1984
년 이전에 연주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겠다. 또한 음악의 주선율을 담당하는 
향피리선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23)

  경기지역의 광주(廣州) 삼현육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소장의 이충선 연
주 음원24)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중 이충선이 연주한 경기무악Ⅱ음
반25)의 음원을, 평택의 삼현육각은 명인 지영희 피리소리 음반26)의 음원을 
사용할 것이다. 해서 지역의 해주 삼현육각은 박동신27)이 연주한 삼현육각 
음반의 음원을 사용할 것이며, 은율 삼현육각은 김영택28)이 연주한 삼현육각
 음반의 음원을 사용할 것이다. 영호남 지역의 전주 삼현육각은 문풍29) 외 3
인이 연주한 삼현육각 음반의 음원을 사용할 것이다. 통영 삼현육각은 박복
률30)이 연주한 삼현육각 음반의 음원과 승전무 16m 기록영화31), 국립예

문에 본고에서도 ‘삼현육각’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2) 이보형은 삼현육각을 지역별로 경기삼현육각, 해서 삼현육각, 호남 삼현육각, 영남 삼현육각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도 지역 구분은 이보형의 기준을 따르겠다. 이보형. “향제 삼현육각 소고”, 
문화재 제15호(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31‒39쪽.

23) 음원 중 다수는 향피리선율을 중점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해금·대금의 선율을 참고
하도록 하겠다. 

24) 염불풍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소장, 1980년 2월 22일 녹음(k785.9), 연주자: 이충선･전대
영･허상복･지갑성.

25) 경기무악Ⅱ, 서울: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0. 
26) “명인 지영희 피리소리(서울: 아트코리아, 2004) 음반은 1962년부터 1978년까지 지영희에게 

학습했던 박종설이 당시 선생이 틈틈이 불어주었던 가락을 녹음하여 음반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상동, “대풍류 중 <긴염불>의 전승에 나타나는 선율 비교: 지영희의 피리 가락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쪽.

27) 박동신(朴東信, 1909~1991)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197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피리 악사로 지정되었다.

28) 김영택(1919~2000)은 황해도 은율 출신으로, 198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예능 보
유자로 지정되었다.

29) 문풍은 1940년 12월 16일생으로 전주 동중학교 때 정형인에게 피리를 학습하여 전주농업고등학
교에서 삼현육각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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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료원 소장 비디오테이프 승전무의 음원32)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이상
의 음원을 분석함에서 있어서 관련 악보와 음반 및 영상 등도 참고하겠다.33)

  이상의 연구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지역 음반 및 음원 녹음(발매)연도

광주
이충선 염불풍류 음원

경기무악Ⅱ 음반
1980년
1974년

평택 명인 지영희 피리소리 음반 녹음 1962~1978년, 발매 2004년

해주 삼현육각 음반 1984년

은율 삼현육각 음반 1984년

전주 삼현육각 음반 1984년

통영

삼현육각 음반 1984년

승전무 기록영화 1967년

승전무 기록영상 1970년

【표 1】 지역별 삼현육각 연구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악곡은 지역별로 남아있는 종류가 서
로 다르기 때문에34)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남아있는 악곡 중 경기·해서·영호

30) 박복률(1936~1987)은 거제 출신으로 1976년 6월 30일 승전무 피리 악사로 지정되었다.
31) 승전무(서울: 현대문화영화공사, 1967)
32) 승전무(서울: 국립예술자료원, VT-0249)
33) 김찬섭(1945년생,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 보유자)이 이충선에게 배운 

삼현육각 가락을 비성(서울: 나이세스, 1994)으로 발매한 바 있으며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평택 삼현육각의 지영희 선율은 박승률의 지영희 피리풍류(서울: 민속원, 2007), 성금
련의 지영희 민속음악 자료집(서울: 채륜, 2014)에 악보로도 수록되어 있다. 음원의 보조자료로
서 이 악보들을 참고하겠다. 해주·은율 삼현육각은 김호석의 봉산탈춤 음악본(서울: 민속원, 
2006), 김호석의 은율탈춤 음악본(서울: 민속원, 2006), 전경욱 ‧ 차부회 공저 은율탈춤(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등에 악보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고자 한다. 전주 삼현육각은 위
에 제시한 음반 외에 전라삼현육각보존회 ‘전라삼현육각 승무 공연’(2013-11-2) 공연실황영상 
DVD를 참고하겠다. 통영 삼현육각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통영춤의 본질과 미
학’(2012-10-26) 공연실황영상 DVD를 참고하고자 한다.

34) 경기 삼현육각은 명인 지영희 피리 소리 음반을 통하여 <대영산>･<중영산>･<잔영산>･<(삼현)
도드리>･<긴염불>･<반염불>･<삼현타령>･<별곡타령>･<느린허튼타령>･<중허튼타령>･<자진허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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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서 공통적으로 연주되는 곡들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
는 악곡들은 경기지역의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반염불>·<삼현타령>·<굿거
리>·<길군악>이며 평택 삼현육각은 <긴염불>·<굿거리>, 해서 지역의 해주 삼
현육각은 <긴염불>·<자진염불>·<타령시나위>·<굿거리>·<길군악>, 은율 삼현육
각은 <긴염불>·<보안사타령>·<굿거리>, 영호남 지역의 전주 삼현육각은 <긴염
불>·<승전곡>·<타령>·<굿거리>,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타령>·<굿거리>·
<길군악>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35)

지역악곡
경기 해서 영호남

광주 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긴염불> ○ ◎ ○ ○ ○ ◎

<반염불> ○ - ○
<자진염불> - ○

<승전곡> -

<삼현타령> ○ - ○
<타령시나위>

○
<보안사타령>

○
<타령> ◎

<굿거리> ○ ◎ ○ ○ ○ ◎

<길군악> ○ - ○ - - ○

◎: 악보와 음원이 모두 있는 경우  
○: 음원만 있는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표 2】 지역별 삼현육각 연구범위 악곡

령>･<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길군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충선의 음원을 통하여 <(삼현)도드리>･<긴염불>･<반염불>･<삼현타령>･<별곡타령>･<허튼타
령>･<자진허튼타령>･<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주 삼현육각은 문화재 
보고서 삼현육각과 음반 삼현육각에서 <긴짜(대영산)>･<중영산>･<긴염불>･<자진염불>･<도드
리>･<자진도드리>･<굿거리>･<길군악>을 확인할 수 있고, 은율 삼현육각은 문화재 보고서 삼현육
각과 음반 삼현육각에서 <긴염불>･<자진염불>･<늦타령>･<도드리>･<보안사[보완사]타령>･<자
진타령>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 삼현육각은 삼현육각 음반에서 <긴염불>･<타령>･<자진타령>･
<굿거리>･<승전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영 삼현육각은 삼현육각 음반과「승전무 무형문화재 보
고서｣와 기록영화에서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리>･<길군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5) 각 곡별로 경기 삼현육각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악곡들이 있다. 전주지역은 <반염불>을 <승전
곡>이라 칭하며 <삼현타령>은 <타령>이라 칭한다. 해주지역에서는 <삼현타령>을 <타령시나위>라 
칭하며 은율 지역에서는 <삼현타령>을 <보안사타령>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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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악곡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음원을 오선보로 채보한 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실음 채
보 후 악보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36) 민속악 연구에서 향피리의 기보
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b♭을 ‘도’로 하는 플랫 두 개의 조로 이조하고자 한
다.37) 채보 시 음정의 높고 낮음, 농음의 폭에 대한 수치는 필자가 소니 사운
드 포지(Sony Sound Forg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지역
별 삼현육각 향피리선율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김새나 주법의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피리구음정악보38)와 피리산조연구39), 이종대 피리 교본
40) 등에 사용된 시김새 및 주법 용어를 활용하여 기보·서술하고자 한다.41) 
  제Ⅱ장 지역별 삼현육각의 향피리선율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전통
음악은 동일한 선율을 반복 연주하다가 변화하여 새로운 악곡을 파생하는 특
징을 지닌다. 이에 동일선율의 단위 및 선율의 공통점과 변화의 요소를 찾는 
것이 한국 전통음악 선율분석의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어져 왔다.42)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곡의 템포·박자·장단을 제시하고 악곡 안에서 반복·변형되는 선
율을 찾아 골격선율형을 추출하겠다.43) 그리고 선율분석을 통하여 악곡 구조
를 파악하고 악곡의 주요 구성음과 시김새 등을 살펴 민속음악의 지역적 특징

36) 실음으로 채보하면 은율, 전주, 통영의 경우, 현행 피리의 음역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 연주 
악보로의 인식이 어렵다. 

37) b♭을 ‘도’로 하는 플랫 두 개의 조는 현행 향피리의 5공에서 F를 연주하게 된다. 이러한 조성을 
사용한 악보가 다수 있으며, 약 10편 이상의 향피리 음악 관련 연구논문에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보법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필된 주요 악보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악원, 민간 대풍류: 대영산·취타풍류·염불풍류, 한국음악 제37집(서울: 국립국악원, 
2008). ; 박승률, 대풍류(서울: 어울림, 1999). ; 김해숙･백대웅･최태현, 전통음악개론(서울: 
어울림, 1997).

38) 김태섭‧정재국, 피리구음정악보, 서울: 은하출판사, 2010.
39) 박범훈, 피리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40) 이종대, 이종대 피리 교본, 서울: 은하출판사, 1998.
41) 단행본 이외에 향피리 주법과 시김새의 용어를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지윤, “국악원과 민간의 피리 주법 연구: 삼현육각 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 황세원, “지영희와 이충선의 대풍류 피리선율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 김지현, “창작음악에서 피리 주법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
문사 학위논문, 2012. ; 강효선, “향피리 연주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주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분석에 들어가서 상술하고자 한다.
42) 최헌, “韓國 傳統音樂의 旋律 分析 方法 試論”, 정신문화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66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49~75쪽.
43) 골격선율형을 추출할 때에는 시김새와 장식음은 가능한 제거하고, 출현횟수가 많거나 시가가 가

장 긴 음을 골격음으로 하겠다. 골격선율을 추출하는 상세한 방법은 위의 논문, 49~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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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토리44)를 분석할 것이다.45) 마지막으로 악곡에서 주로 사용되는 향피리의 
주법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 삼현육각 향피리선율의 지역별 비교에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
탕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각 지역별 악곡의 비교는 장단, 선율, 악곡 구조, 주
요 구성음 및 토리, 향피리 주법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장단을 비교하여 
각 지역 및 악곡별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장단 형태의 
특징을 찾아 비교할 것이다. 선율 비교는 Ⅱ장에서 파악한 골격선율형을 중심
으로 골격선율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들을 비교하여 각 선율에서 나타나
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악곡 구조의 비교에서는 장단 수, 분
장의 유무, 단락 구분을 비교하고, 주요 구성음 및 토리의 비교는 각 곡별로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들을 비교한 후 지역별로 나타나는 토리를 비교한다. 마
지막으로 향피리 주법의 비교는 각 곡별로 나타나는 주법과 주법의 출현횟수
를 파악하여 주로 나타나는 주법과 지역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44) ‘토리’는 이보형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서, 본래 민요의 지역적 특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민속음악의 특징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
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지역별 삼현육각은 민속악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 음악적 어법 또한 
토리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5) 토리의 분석은 이보형의 이론을 참고하여 주요 구성음, 시김새, 주로 나타나는 관용적인 음진행
을 살펴 토리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보형, “경기 남부 및 충청 북부 도당굿의 음악적 특성: 경기 북부 굿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무속학 제28집(서울: 한국무속학회, 2014), 7~22쪽. ;           , “조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
리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51호(서울: 한국국악학회, 2012), 245~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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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별 삼현육각 향피리 선율분석

  지역별 삼현육각의 향피리 선율분석을 위해 먼저 장단을 제시한 후 반복되
는 ‘골격선율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때 골격선율형은 a, b, c 등 알파벳을 
사용하며 선율의 출현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붙이겠다.46) 이렇게 골격선율형
을 정리한 후 악곡 구조를 파악하고 악곡의 주요 구성음, 시김새 등을 파악하
여 각 지역의 토리를 알아보고 향피리 주법47) 등을 살펴볼 것이다.

46)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a, b, c 등의 알파벳은 골격선율형 파악을 위한 명칭이며 지역마다 연관
성을 두지 않는다.

47) 본고에서 사용되는 시김새 및 향피리 주법에 대한 부호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 

부호 주법 명칭 연주방법 보례

겹 더름 손가락을 빠르게 두 번 쳐서 ‘본음 – 한음 위 
– 본음’을 차례로 연주하는 기법

내리 
더름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내려올 때 사용되는 
주법으로, 한음 위를 거쳐 본음으로 진행할 때 
손가락을 겹치게 떼어 도드라진 소리를 강하게 

내는 뒤 꾸밈 주법

올리 
더름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같은 
음을 이어서 연주할 때 사용되는 주법으로, 

손가락을 겹치게 떼어 도드라진 소리를 강하게 
내는 앞 꾸밈 주법

아래 
혀치기

一 공에서 순차 연주되는 두 개의 다른 음을 
낼 때, 혀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을 때 

나타나는 구강 내의 압력변화를 이용하여 위 
음에서 아래 음으로 하행진행하는 주법. 

위 
혀치기

一 공에서 순차 연주되는 두 개의 다른 음을 
낼 때, 혀를 들어 올렸을 때 나타나는 구강 
내의 압력변화를 이용하여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상행진행하는 주법

목 튀김 一 공에서 내는 음을 목의 움직임에 따른 
호흡의 변화로 짧게 쳐서 튕기듯이 내는 주법

【표 3】 피리 주법 및 시김새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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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京畿) 삼현육각

  서울·경기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지금까지도 경기도당굿 및 승무, 검무, 
송파 산대놀이에서 굿음악 또는 춤 반주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48)

  경기도 광주(廣州)지역과 오산, 수원, 시흥, 안산, 평택, 과천, 양주 등지에
서 그 연주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경기도 삼현육각에 쓰이는 악기는 해금·대

부호 주법 명칭 연주방법 보례

㉥ 비청

서를 깊이 물어 입술과 입김의 압력변화로 
위쪽의 배음을(overtone)을 얻어내는 주법.
피리는 운지하는 지공의 2배음(완전 12도)이 

난다. (예: 모든 지공을 다 막고 소리 낼 경우 
fʹʹʹ가 남)

겹요성
표시된 첫 음에서 운지를 바꾸지 않고 한 음 

위 음까지 밀어서 두 번 요성 하는 주법 
(악보 상에는 ‘ ’ 기호와 함께 표기하였다)

(二) 같은 음 
다른 지공

본래의 지공이 아닌 다른 지공을 운지하여 
연주하는 주법으로 음 위에 표시된 지공을 

운지하여 소리를 낸다.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원음을 중심으로 한 농음의 
상하 음정 폭이 유사하고 넓은 농음 

(예: 평택 <긴염불> fʹ: -100 cent ~ +70 
cent)

굴려내는 
농음

앞에 한두 번 굴리듯 느리고 굵게 떨고 뒤로 
갈수록 빠르고 얕아지는 농음 (예: 은율 

<긴염불> fʹʹ)

평으로 얕게 
떠는 농음

원음을 중심으로 한 농음의 상하 음정 폭이 
유사하고 좁은 농음 (예: 광주 <길군악> cʹʹ)

치켜 떠는 
농음

원음을 기준으로 하여 농음의 
음정 폭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농음

(예: 해주 <긴염불> b♭ʹ: +1.9 cent ~ +140 
cent)

흘려 떠는 
농음

원음을 기준으로 하여 농음의 음정 폭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농음 (예: 평택 
<긴염불> cʹʹ: +11.7 cent ~ -83 cent)

평으로 잘게 
떠는 농음

원음을 중심으로 한 농음의 상하 음정 폭이 
유사하고 주기가 빠른 농음 

(예: 광주 <긴염불> dʹʹ)
48) 이보형(1984),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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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리·장구·북이며 피리는 둘을 쓰는데 이를 각각 목잽이, 곁잽이라 부른다. 
앉는 순서는 주로 왼쪽부터 북·장구·목피리·곁피리·대금·해금 순으로 앉는다. 
  본고에서는 경기 삼현육각의 악곡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 삼현육각 중 현재
까지 남아있는 경기도 광주 삼현육각인 이충선이 연주한 삼현육각과 평택 삼
현육각인 지영희가 연주한 삼현육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광주(廣州)

  경기도 광주지방에서는 이일선, 이충선, 이달선, 김광식, 오명옥 등이 삼현
육각 연주자로 활동하였는데 현재는 이충선49)의 음악만 남아있다.
  광주 삼현육각은 <대짜(대영산)>·<중영산>·<잔영산>·<도드리>·<긴염불>·<반
염불>·<삼현타령>·<별곡타령>·<중허튼타령>·<자진허튼타령>·<굿거리>·<자진굿
거리>·<당악>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대영산>은 대짜라는 이름으로 구음 악
보만 남아있고, <중영산>과 <잔영산>은 전승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본고에서 살펴볼 연구대상은 삼현육각 중 <긴염불>·<반염불>·<삼현타
령>·<굿거리>·<길군악> 등이다.

(1) <긴염불>

  광주(廣州) 삼현육각 <긴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25이며 모두 1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긴염불>의 기본 장단은 3소박 6박으로 구성되어있는 느린 도드리장단이다.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두 장단을 한 틀로 묶어서 12박을 한 단위로 장단
을 치며 이를 왼장단이라 부른다. 이때 6박의 기본 장단은 반장단이라 한
다.50) 

49) 이충선(1901~1989)은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23세 때 방용현(方龍鉉)으로부터 대금 삼현 및 시
나위를 배웠고, 24세 때 양경원(梁慶源)으로부터 피리 삼현 및 시나위를 배웠다. 35세 무렵 서울
에 올라와 악사로 있으면서 정악 악사 이재규로부터 피리 줄풍류 전 바탕을 배웠다. 1973년 11
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49호 송파산대(松坡山臺)놀이의 장고･대금･피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720~721쪽.

50) 김정림, “취타계열음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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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장단의 악보는 다음의 【악보 1】과 같다. 

【악보 1】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왼장단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장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51) 광주 삼현
육각 <긴염불>의 제1~6장단 선율은 다음의 【악보 2】와 같다. 
  아래 【악보 2】를 살펴보면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장단은 ‘솔-레′-도′-
솔’의 골격선율이 나타난다. 제2장단과 제5장단에서 이와 유사한 선율, 각각 
‘솔-레′-솔-도′-솔’과 ‘레′-솔-레′-솔-도′-솔’의 선율형이 등장하는데 이를 처
음 제시되었던 ‘솔-레′-도′-솔’의 변형이라 보고, [솔-레′-도′-솔]를 골격선율
형ⓐ라고 하겠다. 제3장단의 제1~3박에서는 [레′-도′-레′]의 새로운 골격선율
이 제시된다. 이는 제4장단에서 리듬이 확장되어 반복되는데, 이를 골격선율
형ⓑ라고 하겠다. 제6장단은 장을 마무리 짓는 종지 선율이며, 골격선율이 [솔
-라-솔-도′-레′-미′]의 진행을 한다.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51) 장단의 단위는 반장단, 즉 기본 장단을 기준으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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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6장단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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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라 솔 레′ 도′ - 솔
a′ 2 솔 레′ 솔 도′ 솔 △

b+a″ 3 레′ 도′ 레′ 솔 도′ 솔
b′ 4 레′ - 솔 도′ 레′ -
a‴ 5 레′ 솔 레′ 솔 도′ 솔
c 6 솔 라 솔 도′ 레′ 미′

* - 는 앞의 음이 반복
* △은 쉼표를 나타냄 

*반복되는 선율형을 색으로 표시함

【표 4】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6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7~12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3】과 같다. 

【악보 3】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7~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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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3】을 살펴보면,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제7~12장단은 제9장
단을 제외한 모든 장단의 선율이 제1~6장단의 선율과 같다. 제9장단에서는 앞
의 선율에 출현하지 않았던 최고음인 ‘솔′’을 연주하며 앞의 장단과 다르게 변
주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7~12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7 라 솔 레′ 도′ - 솔

a′ 8 솔 레′ 솔 도′ 솔 △

b″+a″ 9 솔′ 도′ 솔′ 레′ 도′ 솔

b′ 10 레′ - 솔 도′ 레′ -

a‴ 11 레′ 솔 레′ 솔 도′ 솔

c 12 솔 라 솔 도′ 레′ 미′

【표 5】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7~12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12장단의 골격선율형은 [솔-
레′-도′-솔], [레′-도′-레′], [솔-라-솔-도′-레′-미′]로 총 세 가지이며, 골격선
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솔-레′-도′-솔]

골격선율형ⓑ [레′-도′-레′]

골격선율형ⓒ [솔-라-솔-도′-레′-미′]

【표 6】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앞서 살펴보았듯 제7~12장단은 제1~6장단을 반복·변형한 것이다. 따라서 광
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2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6장단은 제1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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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장단은 제2장이 된다. 제1장의 제1장단, 제3장단, 제5장단은 골격선율형
ⓐ가 반복·변형되며 주로 ‘솔’에서 ‘라’로 장2도 상행진행하여 종지한다. 제2장
단, 제4장단, 제6장단에서는 골격선율형ⓐ가 변형되거나 골격선율형ⓑ나 ⓒ가 
나타난다. 따라서 제1, 3, 5장단은 같은 유형의 선율이 반복되며 제2, 4, 6장
단에서 변형되거나 새로운 선율이 진행되어 두 장단씩 한 단락을 이루고 있
다. 또한 광주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왼장단의 형태가 두 장단씩 묶어서 진
행되기 때문에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두 장단씩 6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제1장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6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장

제1단락 제7~8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9~10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11~12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7】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악곡 구조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은 ‘레’, ‘미’,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이다. 최종 종지음은 ‘미ʹ’이지만 제6, 12장단에만 출연하며 나머지 장단
에서는 주로 ‘솔’과 ‘도′’로 종지하므로 ‘미ʹ’는 다음 악곡으로 넘어갈 때 사용
하는 음으로 광주 <긴염불>의 종지음은 ‘솔’과 ‘도′’로 볼 수 있다. 주요 구성
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52) 농음은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레’는 ‘도’로 흘려 떠는 농음, ‘미’는 평으로 잘게 떠
는 농음을 한다. 

52) 라(gʹ)가 30cent 낮고, 레(cʹʹ)가 22cent 낮으며, 도(b♭ʹ)는 45cent 높고, 미(dʹʹ)가 34cent 높
다. 음높이는 필자가 소니 사운드 포지(Sony Sound Forge)를 사용해서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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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4】와 같다. 

【악보 4】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 출현음은 검은색 음표로, 주요 구성음은 온음표로 표시함

  광주 <긴염불>의 주요 구성음, 시김새, 종지음 등은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도경토리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
며 시김새는 ‘솔’에서 농음하고 ‘도’에서 평으로 내며 ‘레’는 ‘도’로 흘러내리
며 농음하는 형태로 광주 <긴염불>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종지음 역시 공통적
으로 ‘도’로 종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남도경토리53) 광주 <긴염불>

구성음 솔-라(↓)-도(↑)-레(↓)-미(↑) 솔-라(↓)-도(↑)-레(↓)-미(↑)

종지음 도 솔 또는 도

시김새
솔: 평으로 떠는 음
도: 평으로 내는 음
레: 도로 흘러내리며 떠는 음

솔: 평으로 떠는 음
라: 솔로 흘러내림
도: 평으로 내는 음
레: 도로 흘러내리며 떠는 음

      * ↑, ↓은 음을 높거나 낮게 연주하는 것을 나타냄

【표 8】 남도경토리와 광주 <긴염불> 구성음, 종지음, 시김새 비교

53) 이보형, “경기 남부 및 충청 북부 도당굿의 음악적 특성: 경기 북부 굿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무속학 제28집(서울: 한국무속학회, 201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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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12장단까지 모든 장단에
서 주법이 나타난다. 주로 ‘미ʹ’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
타나며, ‘라’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나고 ‘솔’에서 ‘도′’
로 상행할 때 올리 더름이 나타난다. 겹목튀김 주법은 제2장단의 제2박에서 1
회만 출현한다. 

  이상으로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솔-레′-도′-솔], [레′-도′-레′], [솔-라-솔-도′-레′-미′]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2장단이고 2장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레’를 농음하며, ‘라’를 퇴
성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
다.

구분 내용

골격
선율형 

Ÿ 골격선율형: [솔-레′-도′-솔], [레′-도′-레′], [솔-라-솔-도′-레′-미′]

악곡 구조
Ÿ 총 12장단으로 2장 6단락으로 구분 
Ÿ 제2장은 제1장의 반복· 변주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 (‘솔’, ‘레’를 농음, ‘라’를 퇴성)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함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Ÿ 올리·내리 더름 주법

【표 9】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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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염불>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72이며 모두 25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5】와 같이 3소박 6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염불 장단이다. 

【악보 5】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장단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은 장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1~6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6】과 같다. 

【악보 6】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1~6장단

  위 【악보 6】을 살펴보면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1장단에는 ‘라-솔-레′-
도′-솔’의 골격선율이 나타나며, 제2장단에서는 ‘라’가 생략되고 제3박에 ‘솔’
이 추가되어 제1장단의 골격선율인 ‘솔-레′-도′-솔’이 반복된다. 제3장단에서
는 제1박에 ‘솔’ 대신 ‘도′’가 출현하는 형태로 변주된다. 이렇게 제1~3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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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복되는 [솔-레′-도′-솔]의 선율을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4장단에서
는 [레′-라-솔-레′]의 새로운 골격선율이 제시된다. 제5장단에서 [레′-라-솔-
레′]의 선율이 반복되고 제5~6박에 ‘도′-라’의 선율 진행이 추가되는 형태로 
변주된다. [레′-라-솔-레′]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6장단은 장을 마무
리 짓는 종지 선율이며, 골격선율이 새로운 진행 [솔-레-솔-도′-미′]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제1~6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라 솔 레′ 도′ - 솔

a′ 2 솔 레′ 솔 도′ 라 솔

a′′ 3 도′ - 레′ 도′ - 솔

b 4 레′ - 라 솔 미′ 레′

a′′+b′ 5 레′ 도′ 솔 레′ 도′ 라

c 6 솔 레 솔 도′ - 미′

【표 10】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1장 골격선율형 분석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7~12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7】과 같다. 

【악보 7】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7~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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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제7~12장단에서는 제9장단을 제외한 모든 장단에
서 제1장단의 선율이 반복된다. 즉 제2장은 제1장의 반복이다. 다만 제9장단은 
앞의 선율에 비하여 최고음인 ‘솔′’이 출현하며 변주 형태가 나타난다. 제1~3
박은 쇠는 가락이며 제4~6장단은 제1장단의 제3~6박의 선율이 반복된다.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제1~12장단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7 라 솔 레′ 도′ - 솔

a′ 8 솔 레′ 솔 도′ 라 △

a′′′ 9 솔′ - 솔′ 레′ 도′ 솔

b 10 레′ - 라 솔 미′ 레′

b′+a′′′ 11 레′ - 솔 레′ 도′ 라

c 12 솔 라 솔 도′ - 미′

【표 11】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2장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골격선율형은 [솔-레′-도′-솔], 
[레′-라-솔-레′], [솔-라-솔-도′-미′]로 총 3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
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솔-레′-도′-솔]

골격선율형ⓑ [레′-라-솔-레′]

골격선율형ⓒ [솔-라-솔-도′-미′]

【표 12】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골격선율형



- 25 -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악곡 구조를 살펴보면 분장의 경우 2장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제2장은 제1장의 반복·변형이다. 제1장의 제1, 3, 5장단은 골
격선율형ⓐ가 반복되며 제2, 4, 6장단은 골격선율형ⓐ, ⓑ, ⓒ가 반복·변형되
어 나타난다. 따라서 제1, 3, 5장단은 같은 유형의 선율이 반복되며 제2, 4, 6
장단에서 변형되어 반복되거나 새로운 선율형이 나타나 두 장단씩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은 두 장단씩 6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제1장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6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장

제1단락 제7~8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9~10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11~12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13】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악곡 구조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솔’, ‘라’, ‘도′’, ‘
레′’, ‘미′’, ‘솔′’, ‘라′’이다. 최종 종지음은 ‘미ʹ’이지만 ‘미ʹ’는 제6, 12장단에만 
출연하며 나머지 장단에서는 주로 ‘솔’과 ‘도′’로 종지하므로 ‘미ʹ’는 다음 악곡
으로 넘기는 음으로 볼 수 있으며 광주 <반염불>의 종지음은 ‘솔’이나 ‘도′’로 
볼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농음은 두 가지 유형
이 나타나는데 ‘솔’은 굵게 농음하며 ‘미′’는 잘고 빠르게 농음한다. 이러한 구
성음과 시김새 및 종지음은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54)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8】과 같다. 

54) 광주 <반염불>의 경우 시김새를 살펴봤을 때 남도경토리의 시김새 중 ‘레’에서 ‘도’로 ‘흘러내리
는 목(퇴성)’ 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요음이 ‘솔’, ‘도’, ‘레’로 4도+2도 구조로 되어있고 ‘솔’에
서 ‘떠는 목’이 나타나고 주요 선율 진행이 ‘솔-도’, ‘도-솔’, ‘레-도-솔’ 등이 남도경토리의 주요 
선율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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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12장단까지 모든 장단에
서 주법이 나타난다. 주로 ‘미ʹ’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제
1, 3~5, 7~11장단에 나타나며 ‘라’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내리 더름 주법을 사
용하고 ‘솔’에서 ‘도′’로 상행할 때 올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12장단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상으로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솔-레′-도′-솔], [레′-라-솔-레′], [솔-라-솔-도′-미′]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2장단이고 2장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장은 제1장의 반복이며 변주 형태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
고 ‘솔’과 ‘미’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솔-레′-도′-솔], [레′-라-솔-레′], [솔-라-솔-도′-미′]

악곡 구조
Ÿ 총 12장단으로 2장 6단락으로 구분 
Ÿ 제2장은 제1장의 반복· 변주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미’를 농음, ‘라’를 퇴성)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올리·내리 더름 주법

【표 14】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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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현타령>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은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
는 ♩. = 49이며 모두 2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현타령>의 기본 장단은 【악보 9】와 같이 3소박 4박으로 구성되어있는 
타령장단이다. 

【악보 9】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장단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은 장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광주 삼현육
각 <삼현타령> 제1장의 선율은 【악보 10】과 같다.55)

【악보 10】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장

55)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은 김정림과 원혜연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3장의 분장형태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여 3장으로 분장하여 분석하겠다. 김정림, “취타계열 음악연구: 유
예지 이후 현행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3쪽. ; 원혜연, “민속 취타
풍류 중 염불타령, 삼현타령 선율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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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10】을 살펴보면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장단은 ‘라’에서 길
게 퇴성하여 ‘레’로 5도 하행 후 ‘솔’을 농음한다. 제4박의 a♭은 제2장단으로
의 변조를 위한 준비음으로 볼 수 있다. 제1장단은 b♭을 ‘도’로 보았다면 제2
장단부터 제6장단까지 a♭을 ‘도’로 하는 전조가 나타난다. 제2~3장단은 ‘레′’
에서 ‘미′’로 상행 후 ‘도′’로 하행하는 골격선율형이 반복된다. 제2~3장단에서 
반복되는 [레′-미′-도′] 골격선율을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제2단락을 살
펴보면 제4장단에서 나타나는 ‘솔′-미′-레’′의 하행선율은 제5장단에서 ‘미′-
솔′’의 상행선율로 변형된다. 제4~5장단은 ‘미′’를 중심으로 ‘레′’로 하행하거
나 ‘솔′’로 상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지만 반복되는 선율형은 나타나지 않
는다. 제6장단은 제3장단의 선율 중 제1박이 변형되어 반복한다.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장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라 레 솔
레′

(4박부터 
조가 바뀜)

b 2 레′ 미′ 라 도′

b′ 3 레 미′ - 도′

c 4 솔′ 미′ - 레′

d 5 미′ - - 솔′

b′′ 6 라 미′ - 도′

【표 15】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장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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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2장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1】과 같다.

【악보 11】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2장

  제2장의 제1단락을 살펴보면 제7장단은 ‘레′’에서 ‘솔′’을 거쳐 ‘솔’로 하행
진행하는 선율이며 제8장단은 ‘레′’에서 ‘솔’로 하행 후 제4박에서 ‘레′’로 상
행하여 변형된다. 제7~9장단은 반복되는 선율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7~9장
단은 앞의 제1장단과 마찬가지로 b♭을 ‘도’로 보았다면 제10~14장단은 e♭이 
‘도’로 변하는 전조가 나타난다. 제10~11장단은 ‘레′’에서 ‘라’를 거쳐 ‘솔’로 
하행하는 선율이 반복된다. 제12장단은 ‘미’에서 ‘레′’로 상행진행하며 제13장
단 역시 ‘라’에서 ‘레′’로 상행진행한다. 상행진행 후 제14장단에서 ‘도′’를 거
쳐 ‘솔’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0~11장단에서 반복하는 골격선율형은 [레′-
라-솔]이며 골격선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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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2장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e 7 레′ - 솔′ 솔

f 8 레′ 도′ 솔 레′

g 9 라 - 솔 도′

h 10 레′ 라 솔 -

h 11 레′ 라 솔 -

i 12 미 도′ 레′ -

j
13 라 - 레′ -

14 도′ 솔 - △

【표 16】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2장 골격선율형 분석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3장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2】와 같다.

【악보 12】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3장

  위 【악보 12】를 살펴보면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7~19장단에서는 
제12~14장단의 선율이 그대로 반복된다. 즉, [미-도′-레′]와 [라-레′-도′-솔]이 
반복되므로 [미-도′-레′]는 골격선율형ⓘ, [라-레′-도′-솔]은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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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3장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k 15 미 솔 미 솔

l 16 도′ 솔 라 레

i 17 미 도′ 레′ -

j
18 라 - 레′ -

19 도′ 솔 - -

m 20 솔 - 라 솔

【표 17】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3장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의 골격선율형은 [레′-미′-도′], 
[레′-라-솔], [미-도′-레′], [라-레′-도′-솔]로 총 네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
진행은 장2도, 장3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삼현타
령>은 단락이나 장마다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 [레′-미′-도′]

골격선율형 ⓗ [레′-라-솔]

골격선율형 ⓘ [미-도′-레′]

골격선율형 ⓙ [라-레′-도′-솔]

【표 18】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골격선율형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의 악곡 구조는 총 3장 5단락으로 구성되어있
다.56) 제1장은 제1~6장단으로 제3장단과 제6장단에서 같은 선율로 종지하며 
공통적으로 ‘도’로 종지하기 때문에 제1~3장단을 제1단락으로, 제4~6장단을 

56) 광주 <삼현타령>의 악곡 구조는 선행연구에서 총 3장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그러나 단락에 대한 
구분은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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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락으로 구분하였다. 제2장은 제7~14장단이며 제8장단부터 음계가 달라
지므로 단락이 구분된다. 제3장은 제15~20장단이며 단락의 구분이 없다.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제1장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4~6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장
제1단락 제7~9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10~14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제3장 제1단락 제15~20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표 19】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악곡 구조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을 분석한 결과 주요 구성음이 총 세 종류가 나
타난다. 제1, 7~9장단은 ‘솔-라-도-레-미’로 구성되며 제2~6장단은 전조가 나
타나 ‘라-도-레-미-솔’로 구성음이 변하게 된다.57) 제10~20장단 역시 전조가 
나타나 ‘레-미-솔-라-도’의 구성음이 나타난다. <삼현타령>의 종지음은 솔(b♭

ʹ)이다. 농음에는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제1, 7~9장단은 ‘솔’과 ‘레’를 농
음한다. 제2~6장단은 ‘라’와 ‘레’를 농음하며, 제10~20장단은 ‘솔’을 농음한다. 
제1, 7~9장단에서는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제2~6장
단을 살펴보면 구성음은 반경토리의58) 구성음인 ‘라-도-레-미-솔’과 동일하지
만 반경토리의 시김새인 ‘라’는 평으로 내고 ‘솔’ 또는 ‘미’에서 농음하며 ‘도’

57) 광주 <삼현타령> 첫 장단은 <긴염불>, <반염불>과 마찬가지로 남도경토리의 선율로 시작하지만, 
제2장단에서 Ab이 등장하며 변조가 시작된다. 그러나 Ab이 등장하는 같은 마디에 원래 조인 남
도경토리의 흘려 떠는 시김새가 동시에 등장한다. 본조와 변조의 구성음 및 시김새가 혼재된 경
과 구간이라 볼 수 있다. 제3장단 마지막에 Ab(도)을 흘려 종지하는 것으로 토리가 확립되는데, 
변조된 제2~6장단의 구성음은 ‘라-도-레-미-솔’로 반경토리와 같다. 

58) “반경토리(한강수타령토리)는 이를 판소리에서는 추천목이라 한다. 반경토리의 자연태 구성음은 
최저음부터 서양 음악 계명으로 따져 라·도·레·미·솔이고, 최저음과 각 구성음과 음정은 대체로 
단3도, 완전4도, 완전5도, 단7도이다. 주요음은 라·레·미이고, 주요음끼리 음정은 ‘완전4도+장2도’ 
구조이다. 반경토리의 시김새는 애매한데 대체로 ‘라’에 평으로 내는 목을, ‘솔’ 또는 ‘미’에서 떠
는 목을, ‘도’에서 ‘라’로 길게 흘러내리는 목을 쓴다. 종지음은 ‘라’나 ‘레’로 이뤄진다.” 이보형, 
“조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51집(한국국악학회, 2012), 245~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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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라’로 길게 흘러내리는 시김새가 제2~6장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한 반경토리의 종지음은 ‘라’나 ‘레’이지만 제2~6장단의 종지음은 ‘도’이므로 
종지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10~20마디에서는 수심가토리59)와 같은 ‘레-미
-솔-라-도’의 구성음이 나타나지만 수심가토리의 특징적인 시김새인 ‘라’를 
농음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종지음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광주 
<삼현타령>의 제1, 7~9장단에서만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
나며 나머지 장단에서는 구성음만 반경토리, 수심가토리와 같을 뿐 시김새 및 
종지음은 다르게 나타난다.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 7~9장단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악보 14】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2~6장단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59) 이보형에 따르면 수심가토리에서 관용적 종지선율형이 두 가지 나타난다. ‘레’로 종지하는 ‘라-파
-솔-미-레’ 선율형과 ‘라’로 종지하는 ‘레-라’ 선율형이 있다. “수심가토리는 일명 서도토리라 이
르는 것으로 주로 평안도, 황해도 민요 및 무가에 보인다. 완전 2, 4, 5, 7도로 구성되며 구성음
은 Re-Mi-sol-la-do 주요음은 Re, La, do(5도+단3도)이다. 시김새는 do에서 la로 ‘흘러내리는 
목’을 쓰고, la에서는 ‘떠는 목’을 쓰고, Re에서는 ‘평으로 내는 목’을 쓴다.” 위의 논문,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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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0~20장단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 13~16, 19~20장단을 제
외하고 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아래 혀치기는 
‘파’에서 ‘레’로 하행하거나 ‘솔’에서 ‘미’로 하행하는 등 장3도 하행진행에서 
주로 나타난다. 내리 더름은 ‘도’에서 ‘솔’이나 ‘레’에서 ‘라’로 완전 4도 하행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제10~11장단을 살펴보면 올리 더름의 경우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내리 더름 후에 상행진행할 경우 함께 나타난다.

  이상으로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레′-미′-도′], [레′-라-솔], [미-도′-레′], [라-레′-도′-솔]의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20장단이고 총 3장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 단락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제1, 7~9장단은 ‘솔-라-도-
레-미’이고 ‘솔’과 ‘미’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
적 특징이 나타난다. 제2~6장단은 ‘라-도-레-미-솔’이고 ‘라’를 농음, ‘도’를 
퇴성하는 등 반경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가 다르다. 제10~20장단은 
‘레-미-솔-라-도’이고 ‘레’, ‘솔’, ‘라’ 농음하는 등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
지만, 시김새가 다르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
로 나타났다.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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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레′-미′-도′],  [레′-라-솔], [미-도′-레′], [라-레′-도′-솔]

악곡 구조 Ÿ 총 20장단 총 3장 5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제1, 7~9장단: ‘솔-라-도-레-미’(‘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 나타남

Ÿ 제2~6장단: ‘라-도-레-미-솔’(‘라’에 농음, ‘도’를 퇴성) 반경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는 다르게 나타남

Ÿ 제10~20장단:　‘레-미-솔-라-도’(‘레’, ‘솔’, ‘라’ 농음)　수심가토리
의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는 다르게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올리 · 내리 더름 주법

【표 20】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분석내용

(4) <굿거리>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50이며 모두 1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16】과 같이 3소박 4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굿거리장단이다.

【악보 16】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장단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장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광주 삼현육
각 <굿거리>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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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삼현타령>과 마찬가지로 주로 짧은 단위의 골
격선율형을 여러 번 반복하며 길게 장인하는 형태로 선율을 이룬다. 광주 삼
현육각 <굿거리>　 제1장단에서 ‘도′-솔’의 골격선율이 제시되고, 그것이 제
2~3장단에서 ‘도′-솔’이 두 번 반복되는 형태로 한 선율을 이룬다. 제3장단의 
‘미′’는 제4장단으로 이어지는 음이므로 종지음은 ‘솔’이다. 제4~6장단에서는 
‘미′-도′-솔’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또한 골격선율형ⓐ의 앞에 ‘미′’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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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변형된 것이다. 제6장단의 마지막 음인 ‘솔’ 역시 뒤에 단락으로 이어지
는 음이다. 제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미′)-도′-솔]의 하행선율을 골격
선율형ⓐ라 하겠다.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6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도′ - 라 솔

a′
2 솔 도′ 솔 레′

3 도′ 레′ 솔 미′
(이어지는 음)

a″

4 솔 미′ 도′ 솔

5 솔 미′ 솔 도′

6 도′ 솔 △ 솔
(이어지는 음)

【표 21】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6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7장단부터는 제6장단의 마지막 박의 ‘솔’로 시
작하여 ‘도′-미′’로 상행 후 ‘솔’로 하행하는 선율형이 나타난다. 이 [솔-도′-
미′-솔]의 골격선율이 완전한 형태 혹은 불완전한 형태(미′-솔)로 제8, 10~12
장단에서 반복되므로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9장단에서는 ‘솔′-미’로 
시작하는 새로운 선율이 등장하는데, 이 [솔′-미′]는 제13장단에서 반복되므로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7~13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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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6) 도′ 솔 △ 솔

b
7 도′ 미′ 솔 미′

8 솔 △ 미′ 솔

c 9 솔′ 미′ 솔 라

b′

10 솔 도′ 미′ 솔

11 레′ 미′ 솔 도′

12 도′ 솔 솔 도′

c′ 13 솔′ 미′ 도′ 솔

【표 22】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7~13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미′)-도′-
솔], [솔-도′-미′-솔], [솔′-미]로 총 세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3도,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미′)-도′-솔]

골격선율형ⓑ [솔-도′-미′-솔]

골격선율형ⓒ [솔′-미]

【표 23】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의 분류 기준은 ‘솔-라’의 장2도 상행 종지 반복과 3장단, 6장단, 9
장단에 반복적으로 쉼표가 나오면서 선율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종지와 쉼표의 
반복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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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4~6장단  골격선율형 ⓐ

제3단락 제7~9장단  골격선율형 ⓑ + ⓒ

제4단락 제10~13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24】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악곡 구조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은 ‘레’,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
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특히 
‘솔’, ‘도’, ‘미’의 완전4도+장3도 구조가 주를 이루고 ‘라’와 ‘레’는 낮게 연주
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음은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레’는 ‘도’로 흘려 떠는 농음, 
‘미’는 평으로 잘게 떠는 농음을 한다.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요 구성음, 시김새, 종지음 등은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진경토리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
미’이며 ‘솔’, ‘도’, ‘미’의 완전4도+장3도 구조가 주를 이루고 종지음은 ‘솔’이
나 ‘도’로 종지한다.60) 이러한 진경토리의 구성음, 주요 선율 진행, 종지음은 

60) 이보형, “경기 남부 및 충청 북부 도당굿의 음악적 특성: 경기 북부 굿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무속학 제28집(제주: 한국무속학회, 201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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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진경토리의 시김새인 
‘솔’을 평으로 내거나, ‘미’에서 ‘레’로 ‘흘려 떠는 농음은 광주 <굿거리>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솔’에서 농음하며 ‘도’에서 평으로 내며 ‘레’는 ‘도’로 흘러
내리며 농음하는 형태인 남도경토리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따라서 광주 삼현
육각 <굿거리>는 진경토리와 남도경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을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진경토리 광주 <굿거리>

구성음 솔-라(↓)-도(↑)-레(↓)-미(↑) 솔-라(↓)-도(↑)-레(↓)-미(↑)

주요음 솔⋅도⋅미 솔⋅도⋅미

종지음 솔 또는 도 솔 

시김새
솔: 평으로 내는 음
미: 레로 흘려 떠는 농음

솔: 떠는 음
라: 솔로 흘러내림
도: 평으로 내는 음
레: 도로 흘려 떠는 농음

【표 25】 진경토리와 광주 <굿거리> 구성음, 종지음, 시김새 비교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13장단까지 모든 장단에
서 주법이 나타난다. 한 장단 안에서도 2회 이상의 주법이 나타나며 주법의 
빈도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로 ‘미ʹ’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며 ‘라’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
다. 특히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에서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각각 따
로 나타나기보다는 ‘미-레-도-라-솔’의 선율 진행에서 함께 나타난다.
  이상으로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미′)-도′-솔], [솔-도′-미′-솔], [솔′-미]의 세 가지 형태가 나
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3장단이고 분장 없이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 ‘레’, ‘미’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진경토리와 남도경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
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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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
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 [(미′)-도′-솔], [솔-도′-미′-솔], [솔′-미]

악곡 구조 Ÿ 총 13장단 분장 없이 4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 ‘레’, ‘미’ 농음, ‘라’를 퇴성)
Ÿ 진경토리와 남도경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올리·내리 더름 주법

【표 26】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분석내용

(5) <길군악>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은 ♩. 기준으로 8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50이며 모두 6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19】와 같이 3소박 8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장단이다. 

【악보 19】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장단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은 단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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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위 【악보 20】을 살펴보면 광주 <길군악> 제1장단은 낮은 ‘솔’에서 무려 12
도 상행한 ‘도′’를 거쳐 ‘솔’로 하행한다. 이는 첫 장단의 첫 박을 강하게 시작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제2~6장단에서는 제1, 2박의 골격선율이 모두 ‘미-라’
의 완전4도 상행진행으로 시작한다. 제1장단의 선율만 ‘솔’로 시작하는 것은 
제1장단이 악곡의 강한 시작을 위하여 머리 선율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나머지 장단에서 나타난 제1~2박의 ‘미-라’ 선율 진행이 보편성을 가진 
선율이라 할 수 있다. 제1, 3, 5장단에서는 ‘미-라’ 진행 이후 ‘솔-미’로 이어
지는 진행을 보인다. 제1장단에서는 ‘미-라-솔-미’ 선율형의 제1~2박이 변형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5장단에서는 ‘솔’이 생략되어 변형된 선율로 볼 수 
있다. 제1, 3, 5장단에서 반복·변형되는 골격선율형은 [미-라-솔-미]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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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단의 골격선율인 ‘미-라-레-라-레’의 선율이 제4장단에서는 제6박에서 
솔이 추가되고 제6장단에서는 제7박에 ‘솔’이 추가되어 변형된다. 제2, 4, 6장
단에서 반복·변형되는 골격선율형은 [미-라-레-라-레]이며 이를 골격선율형ⓑ
라 하겠다.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솔 - 솔 레 솔 미 △ △

b 2 미 라 레 라 레 - △ △

a′ 3 미 라 솔 - - 미 △ △

b′ 4 미 라 - 레 라 솔 - △

a″ 5 미 라 - - 미 - △ △

b″ 6 미 레 솔 레 - 라 솔 △

【표 27】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골격선율형은 [미-라-솔-미], 
[미-라-레-라-레]로 총 두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행과 
단3도 상·하행,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미-라-솔-미]

골격선율형ⓑ [미-라-레-라-레]

【표 28】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골격선율형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분류의 기준은 종지의 반복이다. 제1장단, 제3장단, 제5장단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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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지는 공통적으로 ‘미’이며 제2장단 선율의 종지는 ‘레’이고 제4, 6장단의 
종지는 ‘솔’이다. 공통적으로 ‘미’ 종지가 반복되며, ‘레’나 ‘솔’을 사용하여 종
지에 변화를 주고 있다.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29】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6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29】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악곡 구조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이고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
이며, ‘미’는 높게 연주하고 ‘라’는 낮게 연주하는 경향이 보인다. 농음은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레’, ‘라’에서는 평으로 잘게 떠는 농음, ‘솔′’에서 
평으로 얕게 떠는 농음을 한다. 또한 ‘미’를 퇴성한다. 이러한 구성음은 수심
가토리와 유사하나 시김새는 다르게 나타난다.61)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21】과 
같다. 

61)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고, 주요음은 ‘레-라’이며, 종지는 주로 ‘레’로 하며 
간혹 ‘라’로 종지하기도 한다.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경우, ‘레-라’의 5도 간격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선율은 나타나지 않고 ‘레’, ‘라’로 종지하지 않는다. 또한 수심가토리에서는 ‘라’를 아
래로 깊게 떨지만,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에서는 농음의 음폭이 크지 않고 잘게 떤다. (수심가
토리에 대해서는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6, 42쪽 참조.) 한편,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구성음 ‘레-미-솔-라’는 장2도-단3도-
장2도 간격으로서 평조 구성음의 음 간격과 유사하다. 송은도는 <삼죽금보> 길군악과 현행 국립
국악원 길군악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악곡의 주요 구성음은 ‘태-고-임-남-황’의 5음이며, 시김새 
또한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백형문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 길군악의 주요 구성음은 현행 국립
국악원 길군악과 같고, 임종을 중심으로 한 평조라 하였다. 따라서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악
조도 평조라 할 수 있다. (송은도, “삼죽금보노군악과 민간 길군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4, 48쪽. ; 백형문, “길군악 연구: 민간 길군악과 국립국악원 길군악의 피리선율을 중
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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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5장단에서 아래 혀치기 주
법이 나타난다. 주로 ‘라’에서 ‘솔’의 장2도 하행진행에서 나타나거나 ‘도’에서 
‘라’로 장3도 하행진행할 때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내리 더름 주법만 나타나
며 제1, 3, 6장단에서 나타나며 주로 ‘솔’에서 ‘레’로 완전4도 하행진행할 때 
나타난다.

  이상으로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미-라-솔-미], [미-라-레-라-레]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6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
은 ‘레-미-솔-라-도’이고 종지음은 ‘솔’이다. ‘솔’과 ‘라’를 농음하고 ‘미’와 
‘도’를 퇴성하는 등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동일하나 시김새가 다르게 나타난
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과 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0】과 같다.

내용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미-라-솔-미], [미-라-레-라-레]

악곡 구조 Ÿ 총 6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레-미-솔-라-도’ (‘레’, ‘솔’, ‘라’를 농음, ‘미’, ‘도’는 퇴성)
Ÿ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동일하나 시김새는 다름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Ÿ 내리 더름 주법

【표 30】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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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 삼현육각의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살펴본 결과, 골격선율형은 <삼현타령>에서 [레′-미′-도′],  [레′-라-솔], [미-
도′-레′], [라-레′-도′-솔]로 가장 많은 네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긴염불>은 [솔-레′-도′-솔], [레′-도′-레′], [솔-라-솔-도′-레′-미′], <반염불>
은 [솔-레′-도′-솔], [레′-라-솔-레′], [솔-라-솔-도′-미′], <굿거리>에서는 [
(미′)-도′-솔], [솔-도′-미′-솔], [솔′-미]로 세 곡 모두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길군악>에서는 [미-라-솔-미], [미-라-레-라-레]로 두 가지의 골격
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과 <반염불>, <삼현타령>에서 
2~3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나며 <굿거리>와 <길군악>은 분장이 나타나지 않는
다. 단락은 <긴염불>이 6단락, <삼현타령>은 5단락으로 구분되며 <반염불>, 
<굿거리>, <길군악>은 3~4단락으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음은 <긴염불>, <반염
불>, <굿거리> 모두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났다. <삼현타령>은 4장단에서만 경토리가 나타나고 나머
지 장단에서는 반경토리나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법의 경우 5곡 모두에서 주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나며 
특히 <긴염불>과 <굿거리>에서는 한 장단 안에서 주법이 2회 이상 출현하며 
주법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2) 평택(平澤)

  서울·경기권에는 수원, 광주 오산, 평택 등에 삼현육각이 있고 평택지방에서 
지영희62)가 유명하였다고 한다.63) 현재 지영희의 음악은 악보와 음원으로 전
해지고 있다. 지영희가 연주한 평택의 삼현육각은 <대영산>·<중영산>·<잔영

62) 지영희(1909~1979)는 경기도 평택(平澤) 출생으로, 1918년에 이석은(李錫隱)에게 승무, 검무 등 
여러 춤을 배웠고, 1928년에 조학윤에게서 호적(胡笛)을 배웠다. 1930년에는 정태신(鄭泰信)에게 
양금·단소·퉁소를 배웠고, 1931년에 지용구(池龍九)에게서 해금·풍류 시나위를 배웠으며, 양경원
(梁慶元)에게 피리 삼현육각(三鉉六角)과 시나위를 배웠다. 1966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
대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가, 1975년 해외 이민으로 지정이 해제되었다. 宋芳松, 『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858~859쪽.

63) 이보형(1984),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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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현)도드리>·<긴염불>·<반염불>·<삼현타령>·<별곡타령>·<느린허튼타
령>·<중허튼타령>·<자진허튼타령>·<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취타>·<길타
령>·<길군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긴염불>·<굿거리>의 
2곡이다. 

(1) <긴염불>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22】와 같이 3소박 6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느린 도드리장단이다.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장단은 
12박이 한 단위인 왼장단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 22】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장단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은 실음으로 기보하였다.64) 평택 삼현육각 <긴염
불> 제1~6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23】과 같다. 

64) 장단의 단위는 반장단, 즉 기본 장단을 기준으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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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제1~6장단

  위 【악보 23】를 살펴보면, 제1장단의 골격선율인 ‘솔-레′-도′-솔’을 기준으
로 보았을 때, 제2장단에서는 ‘솔’이 생략되어 변주되며 제5장단에서는 제1박
에 ‘레′’가, 제4박에 ‘솔’이 추가된 형태로 변주된다.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중 제1, 2, 5장단에서 반복되는 골격선율을 [솔-
레′-도′-솔]로 축약할 수 있으며,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3장단의 
제1~3박에서는 [레′-도′-레′]의 새로운 골격선율이 제시된다. 이는 제4장단에
서 리듬이 확장되어 반복되는데,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6장단은 
장을 마무리 짓는 종지선율이며, 골격선율이 새로운 진행 [솔-도′-라-레′]의 
선율이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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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제1~6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선율구조 장단 골격선율
a 1 라 솔 레′ 도′ - 솔
a′ 2 솔 레′ 솔 도′ - -

b+a″ 3 레′ 도′ 레′ 솔 도′ 솔
b′ 4 레′ - 도′ 솔 도′ 레′
a‴ 5 레′ 솔 레′ 솔 도′ 솔
c 6 솔 - - 도′ 라 레′

*반복되는 골격선율형만 표시함

【표 31】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제1~6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제7~12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24】와 같다. 

【악보 24】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제7~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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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제7~12장단은 제1~6장단의 반복이며, 제9장단과 
제11장단만 가장 높은 음인 ‘솔′’을 연주하며 쇠는가락으로 변주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평택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솔-레′-도′-솔], [레′-도′-
레′], [솔-라-솔-도′-레′-미′]로 총 3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
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솔-레′-도′-솔]

골격선율형ⓑ [레′-도′-레′]

골격선율형ⓒ [솔-도′-라-레′]

【표 32】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총 2장 6단락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 
3, 5 장단은 같은 유형의 선율이 반복되며 ‘솔’ 종지가 반복되며 제2, 4, 6장단
에서는 ‘도’나 ‘레’로 종지하는데, 선율이 변형되며 두 장단씩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 또한 광주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왼장단의 형태가 두 장단씩 묶어서 진
행되기 때문에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두 장단씩 6단락으로 나누어진다.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제1장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6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장

제1단락 제7~8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9~10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11~12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33】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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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은 ‘레’, ‘미’,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이며 종지음은 ‘도ʹ’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라’
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음
은 3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레’는 ‘도’로 흘
려 떠는 농음, ‘미’는 평으로 잘게 떠는 농음을 한다. 이러한 구성음과 시김새
는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65)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25】와 
같다. 

【악보 25】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12장단까지 모든 장단에
서 주법이 나타난다. 주로 ‘미ʹ’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
타나며 ‘라’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내리 더름 주법을 사용하고 ‘솔’에서 ‘도′’로 
상행할 때 올리 더름이 나타난다. 겹목튀김 주법은 제1, 2, 4, 6, 8, 9~12장
단에 자주 나타나며 혀치기 주법과 마찬가지로 ‘미ʹ’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나
타난다. 

  이상으로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솔-레′-도′-솔], [레′-도′-레′], [솔-도′-라-레′]의 세 가지 형
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2장단이고 2장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레’를 농음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65)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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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내용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솔-레′-도′-솔], [레′-도′-레′], [솔-도′-라-레′]

악곡 구조
Ÿ 총 12장단으로 2장 6단락으로 구분 
Ÿ 제2장은 제1장의 반복· 변주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 ‘레’를 농음, ‘라’를 퇴성)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목튀김 주법  
Ÿ 올리·내리 더름 주법  

【표 34】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분석내용

(2) <굿거리>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50이며 모두 1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26】과 같이 3소박 4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굿거리장단이다. 

【악보 26】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장단 장단수정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는 실음으로 기보하였다.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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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위 【악보 27】을 살펴보면,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는 주로 3~4개의 장단이 
한 단락을 이루며 그 안에서 선율의 제시 후 변형이 나타난다. 제1장단의 ‘도′-
솔’의 골격선율이 제2장단의 제4박에서 ‘레′’로 상행하며 변형되고 제3장단에서
는 ‘레′’로 확장된 골격선율이 ‘도′’를 거쳐 ‘솔’로 종지하면서 단락이 마무리된
다. 제3장단의 ‘미′’는 제4장단으로 이어지는 음이므로 종지음은 ‘솔’이다. 제
4~6장단에서도 미′나 도′에서 솔로 하행하는 골격선율형이 계속 변형되어 나타
난다. 제1~6장단에서 나타나는 주요 선율형은 ‘미′’에서 시작하여도 ‘도′’를 거
쳐 ‘솔’로 하행진행하는 [(미′)-도′-솔] 선율형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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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6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미′ 도′ - 솔

a′
2 솔 도′ 솔 레′

3 도′ 레′ 솔 △

a″

4 솔 미′ 도′ -

5 솔 미′ 솔 도′

6 도′ 솔 - △

【표 35】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제1~6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평택 <굿거리> 제7장단부터는 ‘도′-미′’로 상행 후 ‘솔’로 하행하는 선율형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앞의 제1, 2단락에서 나타나는 ‘도′-솔’의 하행진행 
선율도 혼합되어 나타난다. 제7~12장단에서 나타나는 주요 선율형은 ‘도′-미′’
로 상행 후 솔로 하행진행하는 [도′-미′-솔] 선율형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7~12장단의 골격선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b

7 도′ 미′ 솔 도′

8 미′ 솔 - 미′

9 도′ - 솔 도′

b′+a‴
10 솔 도′ 미′ 솔

11 미′ 도′ 솔 도′

a″″
12 레′ - 솔 레′

13 미′ 도′ 솔 -

【표 36】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제7~12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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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미′)-도′-
솔], [도′-미′-솔]로 총 2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3도, 완전4도 상·하
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미′)-도′-솔]

골격선율형ⓑ [도′-미′-솔]

【표 37】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굿거리>는 ‘솔-도′’의 완전4도 상행 종지와 ‘솔’ 종지가 반복되고 제3
장단, 제6장단, 제9장단에 반복적으로 쉼표가 나오면서 선율이 마무리된다. 주
로 3장단씩 선율이 반복·변형되는 형태를 앞의 선율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지음과 선율 반복을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38】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4~6장단  골격선율형 ⓐ

제3단락 제7~9장단  골격선율형 ⓑ

제4단락 제10~13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38】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악곡 구조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은 ‘레’,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
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제13마디의 마지막 음인 ‘라’는 종지음의 기능보다 
다음 곡으로 넘겨주는 연결음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



- 56 -

도-레-미’의 5음이며 특히 ‘솔’, ‘도’, ‘미’의 완전4도+장3도 구조가 주를 이룬
다. 일반적으로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농음은 3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떠는 농
음, ‘레’는 ‘도’로 흘려 떠는 농음, ‘미’는 평으로 잘게 떠는 농음을 한다. 이러
한 구성음과 시김새는 진경토리66)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농음의 경우 
남도경토리와 같기 때문에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는 진경토리와 남도경토리
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을 보인다.67)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28】과 
같다. 

【악보 28】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13장단까지 모든 장단에
서 주법이 나타난다. 한 장단 안에서도 2회 이상의 주법이 나타나며 주법의 
빈도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로 ‘미ʹ’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며 ‘라’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
다.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미-레-도-라-솔’의 선율 진행에서 항상 나타
나며 굿거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레-도-라-솔’의 선율 진행에 있어 
주요한 주법으로 나타난다. 

66) “진경토리(창부타령토리)의 음악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연태 진경토리(창부타령토리)는 선율 
음역이 한 옥타브를 넘지 못한다. 그 구성음을 음고 순으로 나열하면 서양 계명으로 따져 Sol, 
-1/4La, do, -1/4re, +1/4mi로 되어 성주풀이토리와 같지만 시김새가 다르다. 종지음은 Sol이
나 do로 이뤄진다. 주요음이 Sol, do, mi로 완전4도+장3도 구조로 되었다. 시김새는 Sol에 ‘평
으로 내는 목’을, re에서 ‘떠는 목’을, mi에서 re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쓴다. 관용적 선율은 
Sol-La-do, do-La-Sol, re-do-La-Sol, mi-re-do-La-Sol로 된 경우가 많다.” 이보형(2014), 
앞의 논문, 17쪽.

67)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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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미′)-도′-솔], [도′-미′-솔]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3장단이고 분장 없이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 ‘레’, ‘미’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진경토리와 
남도경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과 올
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내용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미′)-도′-솔], [도′-미′-솔]

악곡 구조 Ÿ 총 13장단 분장 없이 4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 (‘솔’, ‘레’, ‘미’ 농음, ‘라’를 퇴성)
Ÿ 진경토리와 남도경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올리·내리 더름 주법  

【표 39】 평택 삼현육각 <굿거리> 분석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평택 삼현육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택 삼현육각은
<긴염불>,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솔’에서 ‘레’나 ‘도’로 상행하
는 선율형이 주로 나타난다.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솔-레′-도′-솔], [레′-
도′-레′], [솔-도′-라-레′]로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며, <굿거리>는 [(미′)-도′-
솔], [도′-미′-솔]로 두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은 2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나고, <굿거리>에서는 분장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은 <긴염
불>은 6단락, <굿거리>는 4단락으로 구분되며, 골격선율형은 <긴염불>과 <굿
거리> 모두 3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구성음은 <긴염불>, <굿거리> 모
두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와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
난다. 주법은 주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 겹목튀김 주법이 나타나며 한 장
단 안에서 이 3가지 주법이 모두 나타나며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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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경기 삼현육각인 광주와 평택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악
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 삼현육각의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살펴본 결과, 골격선율형은 <삼현타령>에서 가장 많은 네 가지의 골격선율형
이 나타났으며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에서는 세 가지, <길군악>에서는 
두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과 <반염불>, 
<삼현타령>에서 2~3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나며 <굿거리>와 <길군악>은 분장
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은 <긴염불>이 6단락, <삼현타령>은 5단락으로 구분
되며 <반염불>, <굿거리>, <길군악>은 3~4단락으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음은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 모두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
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삼현타령>은 4장단에서만 경토리가 
나타나고 나머지 장단에서는 반경토리나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
새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법의 경우 5곡 모두에서 주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나며 특히 <긴염불>과 <굿거리>에서는 한 장단 안에서 주법이 2
회 이상 출현하며 주법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평택 삼현육각은 <긴염불>,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솔’에서 
‘레’나 ‘도’로 상행하는 선율형이 주로 나타난다. <긴염불>은 세 가지, <굿거
리>는 두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은 2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
나고 <굿거리>에서는 분장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은 <긴염불>은 6단
락, <굿거리>는 4단락으로 구분되며 골격선율형은 <긴염불>과 <굿거리> 모두 
3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구성음은 <긴염불>, <굿거리> 모두 ‘솔-라-
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와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
은 주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 겹목튀김 주법이 나타나며 한 장단 안에서 
이 3가지 주법이 모두 나타나며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높다.
  광주 삼현육각과 평택 삼현육각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 광주 삼현육각의 음
악적 양상과 평택의 음악적 양상은 골격선율형,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등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68) 
  

68) 이보형 역시 몇몇 남지 않은 경기 삼현육각의 보유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경기 각 지역 삼현육
각의 특징이 같아진 것으로 보았다. 이보형(1984), 앞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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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서(海西) 삼현육각

  해서(海西) 지방69)에는 각 고을마다 삼현육각이 있었으나 지금 남아있는 것
은 해주 삼현육각과 은율 삼현육각이다.70)

  해서 삼현육각에 쓰이는 악기는 대피리·대금·해금·장구·북이며, 이때 대피리
는 향피리를 가리킨다. 해서 삼현육각은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 탈춤 등 탈
춤 반주 음악에 쓰였고 승무, 검무 등의 춤 반주 음악에도 쓰였다. 또한 관아
의 연례, 향연 음악 및 행악으로도 쓰였다.

1) 해주(海州)

  해주에는 황해도 감영(監營)이 있어 삼현육각 보유자가 많이 살았으며, 이에 
따라 해주 관아의 연례와 향연의 거상악, 승무, 탈춤 등의 반주 음악으로 삼
현육각 음악이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1) 해주 삼현육각 보유자는 이호윤
이 있고, 서도소리의 명창으로 삼현 장구를 쳤던 장량선이 있었다. 이들에게 
피리 삼현을 배운 박동신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강령탈춤72) 악사로 지정
되었다.73) 해주 삼현육각은 강령탈춤과 봉산탈춤 음악으로 쓰였는데 강령탈춤
의 반주 음악 음악은 전승이 일시 중단되었고74) 봉산탈춤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

69) 해서 지방은 황해도를 뜻한다.
70) 이보형(1984), 앞의 책, 47쪽.
71) 이보형(1984), 앞의 책, 48쪽.
72) 봉산탈춤과 강령탈춤의 연희를 담당하는 이들은 이전부터 해주 감영 출신의 가무인들과 교류가 

있었고 해주 감영에 소속되었던 삼현육각 악사들이 한일합방 이후에 해산되어 황해도 각 지역으
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해주 삼현육각 음악이 전승되었다는 것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해주 감영에서는 매년 5월 단오절을 전후하여 각처의 탈놀이패를 초청하여 경
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박전열, 봉산탈춤(서울: 화산문화, 2001), 26쪽.

73) 이보형 채록, 삼현육각(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5), 음반 해설서.
74) “강령탈춤보존회에서는 이병국과 서정진을 박동신의 후계자로 정하여 황해도 피리 가락을 전승

하였으나, 이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강령탈춤보존회를 탈퇴하여 황해도 피리 가락의 전승 교육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 후 1991년 박동신이 타계한 뒤에 문화재청에서는 강령탈춤보존회의 요청으
로 반주악사로 활동하던 피리이수자 정한수를 1996년 12월 10일부로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하였
으나, 정한수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일신상의 사유로 전수교육조교에서 해제됨으로써 다시 강
령탈춤반주음악으로서의 황해도 피리가락의 전승은 사실상 단절되고 말았다.” 김호석, “황해도 
탈춤음악의 전승과 선율구조”, 한국음악사학보 제43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3),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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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은 현재 <긴짜>·<중영산>·<긴염불>·<자진염불>·<타령시나
위>·<자진타령>·<늦타령>·<굿거리>·<길군악>이 전승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긴염불>·<타령시나위>·<굿거리>·<길군악> 네 곡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긴염불>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23이며 모두 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29】와 같이 3소박 6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염불장단이다.

【악보 29】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장단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채보는 실음으로 기보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긴
염불>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30】과 같다. 
  아래 【악보 30】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제시된 선율인 제1장단의 골격선율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에서 반복되는 골격선율은 
[레′-도′-레′-도′-솔]로 축약할 수 있으며,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2
장단과 6장단에서는 골격선율형ⓐ의 앞부분인 ‘레ʹ-도ʹ-레ʹ’가 장단 전체로 확
대된 형태로 변주된다.
  제3장단과 제7장단에서는 [라-솔-도′-솔]의 새로운 골격선율이 제시된다. 
이는 제4장단에서 리듬이 확장되어 반복되는데,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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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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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레ʹ - 도ʹ 레ʹ 도ʹ 솔

aʹ 2 레ʹ - 도ʹ - - 레ʹ

b 3 라 솔 - 도ʹ - 솔

a 4 레ʹ - 도ʹ 레ʹ 도ʹ 솔

a 5 레ʹ - 도ʹ 레ʹ 도ʹ 솔

aʹ 6 레ʹ - 도ʹ - - 레ʹ

bʹ 7 라 솔 도ʹ - 솔 △

【표 40】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레′-도′-레′-도′-
솔], [라-솔-도′-솔]로 총 두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레′-도′-레′-도′-솔]

골격선율형ⓑ [라-솔-도′-솔]

【표 41】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2단락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단과 제7장단의 선율이 단락의 종지선율로 반복되며 ‘솔’ 종지의 반복이 
나타난다. 따라서 선율과 종지음의 반복을 단락 구분의 기준으로 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4~7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표 42】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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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솔’, ‘라’, ‘도ʹ’, 
‘레ʹ’, ‘미ʹ’로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완전4도+
장2도 구조를 보인다. 농음의 경우 ‘솔’과 ‘도’에 나타나는데, ‘솔’과 ‘도’ 모두 
치켜 떠는 농음 유형이 나타난다.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31】과 
같다. 

【악보 31】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주요 구성음 및 ‘솔’을 떠는 농음과 선율 진행, 
종지음을 살펴보면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농음하고75) 서도민요의 농음의 특징76)과 같이 치켜서 깊게 떠는 농음
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75) 김정희에 따르면 경토리로 된 토속민요 중 간혹 ‘도’를 떠는 경우가 발견된다. “경토리는 대개 
Sol을 떤다고 알려져 있으나, do를 떠는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더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민요대전의 경기 0803‧0503·0423, 강원 0808· 0814, 경북 1114, 경남 0806·0523·0602 등이 
do를 떠는 곡이다.” 김정희, “평안도민요의 음조직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
문, 2007, 16~56쪽 참조.

76)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인 황해도 민요 음반의 수록곡인 난봉가, 긴배따라기 등을 직접 채
보한 결과 해주 삼현육각에서 나타나는 질러낸 후 치켜 떠는 농음이 많이 나타난다. 양소운의 배
뱅이굿을 들어도 이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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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토리77) 해주 긴염불

구성음
솔-라(↓)-도(↑)-레(↓)-미(↑)

완전4도+장2도 구조
솔-라(↓)-도(↑)-레(↓)-미(↑)

완전4도+장2도 구조

종지음 솔 또는 도 솔 

시김새

솔: 평으로 떠는 음
도: 평으로 내는 음
레: 도로 흘러내리며 떠는 음
미: 잘게 떠는 음

솔: 치켜 떠는 음
도: 치켜 떠는 음
레: 평으로 내는 음
미: 평으로 내는 음

【표 43】 경토리와 해주 <긴염불> 구성음, 종지음, 시김새 비교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제1~6장단에 모두 
위·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특히 위 혀치기 주법이나 아래 혀치기 주법
이 각각 쓰이기보다는 ‘레’에서 ‘미’로 상행할 때 위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면 
바로 이어서 ‘미’에서 ‘레’로 하행진행이 나타나고, 이때 이어서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더름 주법의 경우 올리 더름 주법만 나타나며 ‘솔’에서 ‘도’
로 완전4도 상행할 때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2, 4, 5~6장단에 나타난다. 
주법 이외에 꾸밈음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레-도’ 세 개의 꾸밈음이나 ‘레-
미’, ‘도-라’ 같은 두 음으로 구성된 꾸밈음이 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레′-도′-레′-도′-솔], [라-솔-도′-솔]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
나며, 악곡 구조는 총 7장단이고 2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등 경토리와 유사하지만, 
농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위·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 더
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
다. 
 

77) 이보형(2014), 앞의 논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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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레′-도′-레′-도′-솔], [라-솔-도′-솔]

악곡 구조 Ÿ 총 7장단으로 2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 (‘솔’과 ‘도’를 치켜 농음)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치켜 떠는 농음

의 양상이 나타남

주법 
Ÿ 위·아래 혀치기 주법
Ÿ 올리 더름 주법

【표 44】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분석내용

(2) <자진염불>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
는 ♩. = 56이며 모두 9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32】와 같이 3소박 
6박으로 구성되어있는 장단이다. 

【악보 32】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장단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의 채보는 실음으로 기보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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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위 【악보 33】을 살펴보면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골격선율은 ‘레′-도′-솔’이다. 제1장단에서만 ‘레′-도′-솔’의 골격선율 
진행이 장단 전체에 걸쳐 등장하며, 이어지는 제2, 5, 8장단에서는 제2장단
에서 제1~3박에, 제4, 7장단에서는 제4~6박에 ‘레′-도′-솔′’이 나타난다. 따
라서 이 [레′-도′-솔′]의 골격선율 진행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3, 6, 9
장단에서는 [라-솔-도′-솔]의 새로운 골격선율이 반복된다. 이를 골격선율형
ⓑ라 하겠다. 이 두 골격선율형이 3장단 단위로 단락을 이뤄 세 번 반복되는 
구조를 보인다.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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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레′ - - 도′ 솔 -

a′ 2 레 도′ 솔 도′ - 레′

b 3 라 솔 - 도′ - 솔

a″ 4 레′ 도′ 미′ 레′ 도′ 솔

a′ 5 레′ 도′ 솔 도′ - 레′

b 6 라 솔 - 도′ - 솔

a‴ 7 레′ 도′ 레′ - 도′ 솔

a′ 8 레′ 도′ 솔 도′ - 레′

b 9 라 솔 - 도′ - 솔

【표 45】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해주 <자진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레′-도′-솔′], [라-솔-도′
-솔]로 총 두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
행이 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레′-도′-솔′]

골격선율형ⓑ [라-솔-도′-솔]

【표 46】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골격선율형

  해주 <자진염불>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분된다. [레′-
도′-솔′]의 골격선율이 제시되고 다음 장단에서 제시된 선율이 변형하며 그 다
음 장단에서 [라-솔-도′-솔] 선율형이 단락의 종지 선율로 나타나며 한 단락
을 구성한다. [라-솔-도′-솔] 선율형은 제3, 6, 9장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며 단락의 종지 선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단락은 제1~3장단, 제2단락은 
제4~6장단, 제3단락은 제7~9장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68 -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4~6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3단락 제7~9장단 골격선율형 ⓐ + ⓐ + ⓑ

【표 47】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악곡 구조

  해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솔’, ‘라’, ‘도ʹ’, 
‘레ʹ’, ‘미ʹ’로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도ʹ-레ʹ’로 완전4도+장2도 
구조를 보인다. 농음의 경우 ‘솔’과 ‘도’에 나타나는데, ‘솔’과 ‘도’ 모두 치켜 
떠는 농음 유형이 나타난다.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와 선율 진행, 종지를 살펴
보면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하지만 ‘솔’과 ‘도’를 동시에 농음하는 
점과 서도민요의 농음의 특징과 같이 치켜서 깊게 떠는 농음이 나타난다.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해주 삼현육각 <반염불>에서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제4, 7장단에서 
위·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위 혀치기 주법이나 아래 혀치기 주법이 각
각 쓰이기보다는 ‘레’에서 ‘미’로 상행할 때 위 혀치기 주법을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미’에서 ‘레’로 하행진행할 때 이어서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더름 주법의 경우 올리 더름 주법만 나타나며, ‘솔’에서 ‘도’로 완전4도 상행
할 때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2~3, 5~6, 8~9장단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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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레′-도′-솔′], [라-솔-도′-솔]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
곡 구조는 총 9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등 경토리와 유사하지만, 
농음의 양상이 다른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위· 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내용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레′-도′-솔′], [라-솔-도′-솔]

악곡 구조 Ÿ 총 9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도를 치켜 농음)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치켜 떠는 농음의 

양상이 나타남

주법 
Ÿ 위·아래 혀치기 주법 
Ÿ 올리 더름 주법 

【표 48】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분석내용

(3) <타령시나위>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
포는 ♩. = 36이며 모두 18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기본 장단은 아래와 같이 3소박 4박으로 구
성된 타령장단이다. 

【악보 35】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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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채보는 실음으로 기보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36】과 같다. 

【악보 36】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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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36】을 살펴보면, <타령시나위> 제1장단의 선율인 [도′-라-레′] 선
율은 제9장단에서 제1박에 ‘라’가 추가되어 변형·반복되며 이를 골격선율형ⓐ
라 할 수 있다. 제2장단의 선율인 [도′-미′-라-솔]의 선율은 제10장단에서 그
대로 반복되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제3~4장단의 선율인 [레′-라
-솔-도′-솔]의 선율은 제11, 12장단에서 반복되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제5장단의 [레′-미′-솔′]의 상행선율은 제6장단에서 반복되어 이를 골격
선율형ⓓ라 할 수 있다. 제7장단에서는 [솔′-미′]의 장3도 하행하는 선율이 나
타나며 제8장단에서 반복되어 이를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제9~12장단
은 제1~4장단이 그대로 반복된다. 제13~18장단을 살펴보면 제5~10장단의 선
율이 반복되며 마지막 종지선율인 제18장단은 제3~4장단의 선율이 한 장단 
안에 축소되어 변형· 반복되며 도′로 종지한다.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49】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도′ - 라 레′
b 2 도′ 미′ 라 솔

c
3 레′ 라 솔 -
4 도′ 솔 - -

d
5 레′ 미′ - 솔′
6 미′ 솔′ 미′ -

e
7 솔 솔′ 미′ 솔′
8 미′ - - -

a′ 9 라 도′ 라 레′
b 10 도′ 미′ 라 솔

c
11 레′ 라 솔 -
12 도′ 솔 - -

d
13 레′ 미′ - 솔′
14 미′ 솔′ 미′ -

e 15 미′ - - -
a′ 16 라 도′ 라 레′
b 17 도′ 미′ 라 솔
c′ 18 레′ 라 솔 도′

【표 49】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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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골격선율형은 [도′-라-레′], 
[도′-미′-라-솔], [레′-라-솔-도′-솔], [레′-미′-솔′], [솔′-미′]로 총 다섯 가지
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행과 장3도 상·하행, 완전4도 상·하행
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0】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도′-라-레′]

골격선율형ⓑ [도′-미′-라-솔]

골격선율형ⓒ [레′-라-솔-도′-솔]

골격선율형ⓓ [레′-미′-솔′]

골격선율형ⓔ [솔′-미′]

【표 50】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골격선율형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
되어있다. 제1단락은 제1~4장단이며 제2단락은 제5~12장단, 제3단락은 제
13~18장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4장단의 선율이 제10~12장단, 제17~18
장단에 반복되며 종지선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락 구
분의 기준은 동일한 위치에 같은 선율이 반복되는 선율 반복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4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5~12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제3단락 제13~18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표 51】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악곡 구조



- 73 -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미’,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로 종지음은 ‘도ʹ’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
-미’이며 ‘도ʹ’와 ‘미ʹ’를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있다. 농음의 경우 ‘솔’, ‘라’, 
‘레ʹ’, ‘미ʹ’, ‘솔ʹ’에 나타나는데 ‘솔’과 ‘솔ʹ’은 치켜 떠는 농음, ‘라’는 평으로 굵
게 떠는 농음, ‘레ʹ’는 잘게 떨기도 하며 흘려 떠는 농음, ‘미ʹ’는 잘게 떠는 농
음의 유형이 나타난다. 주요 구성음과 선율 진행, 시김새, 종지 등을 살펴보면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지만, 경토리와 다르게 ‘라’가 비중 있는 음으로 
사용되고 ‘라’에서 농음을 하기 때문에 주로 ‘라’를 농음하는 수심가토리의 음
악적 특징78)도 함께 나타난다. 농음은 서도민요 농음의 특징이 나타난다.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37】
과 같다. 

【악보 37】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해주 <타령시나위>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2, 3, 9~10, 16~18장단에서 혀치
기 주법이 나타난다. 혀치기 주법은 ‘레’에서 ‘도’로 하행할 때에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위·아래 혀치기 주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진행은 제18장단에
서만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1장단에서만 1회 출현한다. 

  이상으로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도′-라-레′], [도′-미′-라-솔], [레′-라-솔-도′-솔], [레′-미′-
솔′]의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8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
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 ‘라’, ‘레’, 
‘미’를 농음하는 등 경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과 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78) 각주 59) 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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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2】
와 같다.

내용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도′-라-레′], [도′-미′-라-솔], [레′-라-솔-도′-솔], [레′-미′-솔′]

악곡 구조 Ÿ 총 18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 (‘솔’, ‘라’, ‘레’, ‘미’를 농음)
Ÿ 경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내리 더름 주법 

【표 52】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분석내용

(4) <굿거리>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51이며 모두 1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기본 장단은 아래와 같이 3소박 4박으로 구성되
어있는 장단이다. 

【악보 38】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장단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실음으로 기보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보는 다음의 【악보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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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위 【악보 39】를 살펴보면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장단은 솔에서 바로 
장6도 상행하여 ‘미′’로 진행한다. 이후 ‘레′’를 거쳐 ‘도′’로 장3도 하행하며 
‘도′’는 제2장단으로 장인하고 다시 ‘미′’로 상행 후 마지막 박에서 ‘솔’로 종지
한다. ‘미′-도′-미′-솔’의 골격선율은 제3장단에서 후반부 골격선율인 ‘미′-솔’
이 반복되며 ‘레′’로 상행진행하며 변형한다. 제7장단에서는 ‘미′’가 생략된 채 
‘도′-솔’의 골격선율로 변형된다. 제11, 12장단에서는 ‘미′-솔’의 장6도 하행진
행과 ‘도′-솔’의 완전4도 하행진행이 한 선율 내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가장 많
이 반복되는 골격선율형인 ‘미′’, ‘도′’에서 ‘솔’로 하행진행하는 [미′-도′-솔]의 
골격선율 진행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2단락에서는 제5~6장단에 걸쳐 
‘미′-도′’에서 ‘레′’로 상행하는 새로운 골격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제6장단에서 
한 차례 더 반복된다. 이러한 [미′-도′-레′] 골격선율 진행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3단락에서는 ‘라-도′-솔’의 골격선율 진행이 한 장단 단위로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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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며 변형된다. 이 [라-도′-솔] 골격선율 진행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53】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미′ - - 도′
2 - 미′ - 솔

a′
3 미′ - 솔 도′

4 - - 레′ 솔
(이어지는 음)

b
5 도′ 미′ 도′ 레′
6 - 미′ 도′ 레′

a″ 7 레′ - 도′ 솔
c 8 라 도′ - 솔
c′ 9 라 도′ - 레
c″ 10 라 도′ 미 솔

a″
11 도′ 미′ 솔 도′
12 솔 솔 - -

【표 53】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미′-도′-
솔], [미′-도′-레′], [라-도′-솔]로 총 3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장3도,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미′-도′-솔]
골격선율형ⓑ [미′-도′-레′] 
골격선율형ⓒ [라-도′-솔]

【표 54】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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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단의 선율이 변형하여 제4장단, 제7장단, 제12장단에 반복되어 단
락의 종지선율로 나타난다. 제1단락은 제1~4장단이며 [미′-도′-솔 ]의 선율 진
행이 주로 나타난다. 제2단락은 제5~7장단이며 [미′-도′-레′]선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3단락은 제8~12장단으로 [라-도′-솔] 선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주 <굿거리>는 한 장단에서 선율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한 장단씩 분석하기보다 선율이 이어지는 두 
장단 또는 세 장단을 묶어 분석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55】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4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5~7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8~12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표 55】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악곡 구조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로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
레 -미’의 5음이며 주로 ‘솔’, ‘도’, ‘미’의 완전4도+장3도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
다. 농음의 경우 ‘솔’과 ‘도’에 나타나는데 실음으로 채보한 결과 ‘솔’과 ‘도’ 
모두 단2도 이상의 음폭으로 격하게 농음한다. 이러한 구성음과 농음을 제외
한 시김새는 경토리의 구성음, 음구조, 종지음 등의 음악적 특징79)과 유사하
지만 ‘솔’과 ‘도’를 동시에 농음하는 점과 서도민요 농음의 특징과 같이 치켜
서 깊게 떠는 농음이 나타나면서 농음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79) 진경토리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며 ‘솔’, ‘도’, ‘미’의 완전4도+장3도 구조가 주이
며 종지음은 ‘솔’이나 ‘도’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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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40】과 
같다. 

【악보 40】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해주 <굿거리>의 주법을 살펴보면, 혀치기 주법, 올리·내리 더름 주법, 겹더
름 주법80)이 나타난다. 혀치기 주법은 제2, 4~5, 6, 8~10 장단에서 나타난다. 
주로 ‘미’에서 ‘레’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며 제10장단에서만 
위·아래 혀치기 주법이 함께 나타난다. 올리· 내리 더름 주법은 솔에서 ‘도′’로 
상·하행진행할 때 나타나며 제7, 11장단에서 2회만 나타난다. 특히 해주 <굿
거리>에서는 겹더름 주법이 자주 나타난다. 제1~6, 10~11장단에서 10회 이상 
나타난다. 겹더름 주법은 주로 제1지공에서 ‘미’에서 ‘레’로 장2도 하행진행할 
때 나타난다. 

  이상으로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미′)-도′-솔], [미′-도′-레′], [라-도′-솔]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2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도’를 농음하는 등 경토리의 음
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농음의 양상이 다르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 올
리·내리 더름 주법, 겹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80) 

부호 주법 명칭 연주방법 보례

겹 더름 손가락을 빠르게 두 번 쳐서 ‘본음 – 한음 
위 – 본음’을 차례로 연주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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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6】과 같다.

내용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미′)-도′-솔], [미′-도′-레′], [라-도′-솔]

악곡 구조 Ÿ 총 12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성 

주요 
구성음

Ÿ ‘솔-라-도-레-미’(‘솔’과 ‘도’를 치켜 농음)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치켜 떠는 농

음의 양상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올리·내리 더름 주법 
Ÿ 겹더름 주법

【표 56】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분석내용

(5) <길군악>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은 ♩. 기준으로 7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26이며 모두 11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41】과 같이 3소박 7
박으로 구성된 장단이다. 

【악보 41】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장단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채보는 장2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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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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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42】를 살펴보면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골격선율을 살펴보면 
제1장단의 ‘라-솔-레′-도′-솔’의 선율이 제2장단에서 축소되어 ‘레′-도′’의 선
율만 반복되며, 제5장단에도 축소되어 ‘도′-솔’ 선율이 반복된다. 제6장단은 
제5장단의 선율이 그대로 반복되고 제6-7박에서 ‘레′-도′’ 선율이 추가된다. 
제1, 2, 5, 6장단에서 반복되는 골격선율형은 [레′-도′-솔]이며 이를 골격선율
형ⓐ라 하겠다. 제3장단의 골격선율인 ‘미′-레′-솔-레′-도′’ 선율은 제7장단에
서 그대로 반복되므로 [미′-레′-솔-레′-도′]의 선율형을 골격선율형ⓑ라 하겠
다. 제4장단은 제8, 11장단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단락의 종지선율로 반
복된다. 이처럼 제8, 11장단의 종지 위치에서 반복되므로 [도′-레′-라-솔-파]
의 선율형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하지만 제4장단에서 출연하는 ‘파’는 제4
장단의 제6~7박에서 하청 전조81)가 나타나 ‘파’가 아닌 ‘도’로 볼 수 있다. 제
9~11장단은 제6~8장단이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므로 제9~11장단에서도 골격
선율형ⓐ, ⓑ, ⓒ가 반복된다.

81) 백대웅은 판소리 우조의 구성음을 하청-전조청-본청-상본청-상청으로 명명하고 원래 조의 본청
(도)이 바뀐 조의 하청(솔)이 되어 그 음을 기준으로 새로운 구성음을 형성하는 전조 유형을 밝힌 
바 있다. “원래 조의 본청이 바뀐 조의 하청으로 변화되면 구성음의 틀은 완전4도 위로 옮아가게 
된다.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원래의 조에 없었던 A♭음이 바뀐 조의 본청으로 나타나
고…(하략)” 이 본문에서 말하는 A♭음은 바뀐 조 하청의 완전4도 위 음인 본청을 말하는 것으로 
밑에 제시된 악보에서는 e♭″에 해당한다. 백대웅, “판소리의 전조와 변조”, 『한국전통음악의 선
율구조』(서울: 대광문화사, 1982), 167쪽.

   

    해주 <길군악>에서 나타나는 ‘파(e♭′)’도 판소리 우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4도 관계의 전조가 
일어나 바뀐 조의 ‘도’가 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해주 <길군악>에서는 바뀐 조의 출
현음이 판소리 우조에서보다 한 옥타브 낮다.

   

    본조와 변조를 합하여 해주 <길군악>의 출현음을 나열하면 다음 악보와 같다.

   

    따라서 해주 <길군악>은 ‘파’로 종지하는 것이 아닌 ‘도’로 종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전조음이 포함된 골격선율형ⓒ에서는 전조의 여부를 알기 쉽도록 [도-레-라-솔(미)-파(도)]와 같
이 본조의 계명과 바뀐 조의 계명을 병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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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57】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라 솔 레′ 도′ - 솔 -

a′ 2 레′ - 도′ - - -
미′

(이어지
는 음)

b 3 미′ - 레′ - 솔 레′ 도′

c 4 도′ - 레′ - 라 솔(레) 파(도)

a″ 5 도′ - - - 솔 △ △

a‴ 6 도′ - - - 솔 레′ 도′

b 7 미′ - 레′ - 솔 레′ 도′

c 8 도′ - 레′ - 라 솔(레) 파(도)

a‴ 9 도′ - - - 솔 레′ 도′

b 10 미′ - 레′ - 솔 레′ 도′

c 11 도′ - 레′ - 라 솔(레) 파(도)

【표 57】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해주 <길군악>의 주요 선율형은 [레′-도′-솔], [미′-레′-솔
-레′-도′], [도′-레′-라-솔-파]로 총 3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장
3도,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8】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레′-도′-솔]

골격선율형ⓑ [미′-레′-솔-레′-도′]

골격선율형ⓒ [도′-레′-라-솔-파]

【표 58】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골격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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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곡의 종지선율인 제11장단의 선율이 제4장단, 제8장단에서 반복되므
로 제4장단, 제8장단의 선율을 각 단락의 종지선율로 볼 수 있다. 제1단락은 
제1~4장단이며 제2단락은 제5~8장단, 제3단락은 제9~11장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59】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4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제2단락 제5~8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제3단락 제9~11장단  골격선율형 ⓐ + ⓑ + ⓒ

【표 59】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악곡 구조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미’, ‘파’, ‘솔’, 
‘라’, ‘도ʹ’, ‘레ʹ’, ‘미ʹ’이고, 종지음은 ‘파’이다.82)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
-미’이며 농음은 ‘솔’과 ‘도’에 나타나는데,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특히 ‘도’는 2박 이상 진행할 때 2박을 다 농음하지 않고 길게 뻗어내며, 2박
이 지난 후에 치켜 떠는 농음 유형이 나타난다.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와 선
율 진행, 종지를 살펴보면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동시에 농음하는 점과 서도민요 농음의 특징과 같이 치켜서 깊게 떠는 농음이 
나타나면서 농음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43】과 
같다. 

82) 상술했듯이 종지음으로 나타나는 ‘파’는 하청 전조로 인해 ‘도’로 볼 수 있다. 각주 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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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에서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위·아래 혀치기 주
법이 제5장단을 제외하고 모든 장단에서 나타난다. 위·아래 혀치기 주법은 
‘미′-레′-도′’의 장2도 하행진행 선율이나 ‘레′-미′-레′’의 장2도 상·하행진행에
서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내리 더름 주법만 나타나며 제3, 7, 9, 10장단에서
만 나타난다.

  이상으로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레′-도′-솔], [미′-레′-솔-레′-도′], [도′-레′-라-솔-파]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1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등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농음의 양상이 다르다. 주법의 경우 
위·아래 혀치기 주법과 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0】과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레′-도′-솔], [미′-레′-솔-레′-도′], [도′-레′-라-솔-파]

악곡 구조 Ÿ 총 11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도’를 치켜 농음)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치켜 떠는 농음

의 양상이 나타남

주법 
Ÿ 위·아래 혀치기 주법
Ÿ 내리 더름 주법

【표 60】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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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해주 삼현육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주 삼현육각
은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다. 
<타령시나위>에서 가장 많은 네 가지 골격선율형인 [도′-라-레′], [도′-미′-라
-솔], [레′-라-솔-도′-솔], [레′-미′-솔′]이 나타났으며 <긴염불>은 [레′-도′-레′
-도′-솔], [라-솔-도′-솔]이 <자진염불>은 [레′-도′-솔′], [라-솔-도′-솔]의 두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굿거리>는 [(미′)-도′-솔], [미′-도′-레′], [라-
도′-솔]이 <길군악>은 [레′-도′-솔], [미′-레′-솔-레′-도′], [도′-레′-라-솔-파]
로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 <자진염
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 모두 분장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만 2단락으로 구분되며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
악>은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 <자진염불>, <굿거리>, <길군악>
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라’와 ‘레’를 낮게 연주하며 ‘솔’을 농
음하는 등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농음하며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타령시나위>에서만 ‘솔’과 ‘도’ 이외에 ‘라’
를 치켜 떠는 농음 양상이 나타나 경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
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주로 위·아래 혀치기와 함께 나타나며 주로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하지만 <굿거리>에서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보다 
겹더름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2) 은율(殷栗)
  
  황해도 은율군에서는 예로부터 삼현육각을 연주하였으며83) 주로 회갑연, 관
아의 연향에서 거상악으로 승무, 검무, 은율탈춤 같은 무용 반주에 사용하였
고 행차, 혼인 등에 사용하였다. 은율 삼현육각의 악기편성은 피리 2, 해금 1, 
대금 1, 장구 1, 북 1로 편성되며 피리는 목잽이와 곁잽이이다.
  은율 삼현을 보유하고 있는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악사 김영택이
다.84)

83) 이보형(1984), 앞의 책, 54쪽.
84) “김영택은 1921년생으로 황해도 은율군 일도면 장통리 출신이다. 김순명에게 소리와 피리 삼현

을 배웠다.” 위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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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삼현육각에서 연주하는 악곡은 <긴영산>·<중영산>·<잔영산>·<긴염
불>·<자진염불>·<보안사타령>·<자진타령>·<굿거리>·<돌장단>·<만장단> 등이 
있었으나, <긴영산>·<중영산>·<잔영산>·<길군악>은 전승되지 않고,85) <긴염
불>·<자진염불>· <보안사타령>·<늦타령>·<자진타령>·<굿거리>·<만장단>이 현
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은율 삼현육각의 악곡은 주로 승무, 탈춤 등 무용음악
에 쓰였으며, 지금은 은율탈춤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86)

  본고의 분석대상은 <긴염불>·<보안사타령>·<굿거리>의 3곡이다.

(1) <긴염불>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20이며 모두 9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44】와 같이 3소박 6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염불장단이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은 두 장단씩 묶
어서 연주하는 장단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 44】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장단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은 단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45】와 같다. 

85) <돌장단>은 태평소 가락으로 연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김호석, 은율탈춤 음악본
(서울: 민속원, 2009).

86) 필자는 2017년 12월 20일 은율탈춤보존회 총무 차민선과의 대담을 통해 “은율탈춤 보존회에서 
은율 삼현육각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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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위 【악보 54】를 살펴보면, 제1장단의 골격선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에서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골격선율은 [미′-솔-도′-솔′-도′]
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1, 3, 5, 7장단에서 골격선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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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간음들과 장식음들만 변형하여 반복된다. 제2장단에서는 첫 박의 골격선
율만 ‘도′’로 바뀐 채 변형된다.
  제4장단에서는 [레′-라-솔-도′-솔]의 새로운 골격선율이 제시된다. 이는 제
6, 8장단에서 간음들과 장식음들만 변형하여 반복된다.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9장단에서는 골격선율형ⓐ 뒷머리에 음인 ‘도′-솔′-도′’와 골격선율
형ⓑ 앞머리의 음인 ‘레′-라-솔’이 ‘도′-솔′-도′-레′-라-솔’로 합쳐진 골격선율
이 나타난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61】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미′ - 솔 도′ 솔′ 도′
a′ 2 도′ - 솔 도′ 솔′ 도′
a 3 미′ - 솔 도′ 솔′ 도′
b 4 레′ 라 솔 도′ - 솔
a 5 미′ - 솔 도′ 솔′ 도′
b 6 레′ 솔 - 도′ 솔 -
a 7 미′ - 솔 도′ 솔′ 도′
b′ 8 레′ 라 솔 도′ - 솔

a″+b″ 9 도′ 솔′ 도′ 레′ 라 솔

【표 61】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미′-솔-도′-솔′-
도′], [레′-라-솔-도′-솔]로 총 두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
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2】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미′-솔-도′-솔′-도′]

골격선율형ⓑ [레′-라-솔-도′-솔]

【표 62】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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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있
다. 제4, 6, 9장단에서 같은 선율이 반복되며 ‘솔’이 종지음으로 반복되므로 단
락 분류의 기준은 선율과 종지의 반복을 기준으로 하였다. 제1~4장단이 제1단
락, 제5~6장단이 제2단락, 제7~9장단이 제3단락으로 총 3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63】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4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제2단락 제5~6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7~9장단  골격선율형 ⓐ + ⓑ + (ⓐ+ⓑ)

【표 63】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악곡 구조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며 
농음의 경우, ‘솔’은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한 옥타브 위인 ‘솔ʹ’은 굴리는 
농음, ‘도ʹ’는 치켜 떠는 농음 등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은율 <긴염불>의 
구성음 및 시김새는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도ʹ’와 ‘솔ʹ’을 함께 
농음하고 ‘도ʹ’를 치켜 떠는 등 농음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46】과 같다. 

【악보 46】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은율 <긴염불>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혀치기 주법은 단 3회만 나타
나며 겹목튀김 주법과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87)이 주로 나타난다. 겹목튀김 

87)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은 본래의 지공이 아닌 다른 지공을 운지하여 연주하는 주법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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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은 은율 <긴염불> 전 장단에서 나타나며 ‘미′’에서 ‘레′’로 하행할 때 그 
중간에 겹목튀김이 나타난다.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역시 제9장단을 제외하
고 모든 장단에 나타난다. 한 장단 안에서도 2~4회 이상 나타나며 출현빈도 
수가 높다. 주로 ‘도’를 내는 제2지공에서 밀어서 ‘레’를 연주하거나 ‘솔’을 내
는 제5지공에서 ‘라’를 내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제7장단에서 ‘도’에
서 ‘레’로 밀어서 내는 겹요성 주법도 나타난다.

  이상으로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미′-솔-도′-솔′-도′], [레′-라-솔-도′-솔]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9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등 경토리
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농음의 양상이 다르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
법, 겹목튀김 주법,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겹요성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4】와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미′-솔-도′-솔′-도′], [레′-라-솔-도′-솔]
악곡 구조 Ÿ 총 9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도’를 치켜 농음)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치켜 떠는 농음

의 양상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겹목튀김 주법
Ÿ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Ÿ 겹요성 주법

【표 64】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분석내용

옆에 표시된 지공을 운지하여 소리내는 것이다. 이러한 주법에 관하여 강효선은 ‘대체 운지법’이
라 하였는데, 이는 서양음악에서 ‘alternating fingering’이라 하여 기본 운지법을 대체하는 운지
법이라는 뜻이다. 김호석은 ‘딴이름 한소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enharmonic’ 즉, 이명동음이라
는 뜻으로 서양에서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공을 바꿔서 음색에 변화를 주는 주법이라는 뜻
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의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라 하고자 
한다. 강효선, “향피리 연주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04쪽. ; 김호석, 
은율탈춤 음악본(서울: 민속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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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사타령>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은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
포는 ♩. = 40-48이며 모두 1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47】과 같이 3소
박 4박으로 구성되어있는 타령장단이다. 

【악보 47】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장단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은 단2도 위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은율 삼현
육각 <보안사타령>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48】과 같다. 

【악보 48】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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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48】을 살펴보면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제1장단은 ‘미′-라
-솔’의 골격선율이 나타나고 제2, 3장단은 ‘라-도′-라-솔’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단의 선율은 제4장단에서 제3-4박이 변형되며 제5장단에서는 ‘
솔′’이 추가되어 변형· 반복된다. 제1, 4, 5장단에서 반복되는 [미′-라-솔] 선
율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2, 3장단의 ‘‘라-도′-라-솔’ 선율은 제6장단에
서 반복되며 제10장단에서도 반복된다. [라-도′-라-솔] 선율은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 종지선율이며 골격선율형ⓑ로 볼 수 있다. 제7장단은 ‘솔’에서 ‘도’로 
상행진행이 나타난다. 이 선율형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율형
에서 제외한다. 제8, 9장단은 ‘레′’가 중심인 선율로 제8장단에서는 미′로 상
행진행하고 제9장단에서는 ‘솔’로 하행진행하며 변형·반복한다. 제8, 9장단에
서 반복되는 [레′- -]의 선율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은율 삼현육각의 <보안사타령>의 골격선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65】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미′ - 라 솔

b 2 라 도′ 라 솔

b 3 라 도′ 라 솔

a′ 4 미′ - - 도′

a′′ 5 솔′ 미′ 라 솔

b 6 라 도′ 라 솔

a′′′ 7 솔 도′ 레′ 도′

c 8 레′ - - 미′

c′ 9 레′ - - 솔

b 10 라 도′ 라 솔

【표 65】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미′-라-
솔], [라-도′-라-솔 ], [레′- -]로 총 세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장3도 상·하행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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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6】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미′-라-솔]

골격선율형ⓑ [라-도′-라-솔]

골격선율형ⓒ [레′- -]

【표 66】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골격선율형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악곡의 종지선율인 제10장단의 선율이 제3, 6장단에도 반복적으
로 나타나 단락의 종지선율의 역할을 한다. 제1단락은 제1~3장단이며 제2단
락은 제4~7장단이며 제3단락은 제8~10장단이다.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67】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2단락 제4~6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3단락 제7~10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표 67】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악곡 구조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솔’, ‘라’, ‘도′’, ‘
레′’, ‘미′’, ‘솔′’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으로 구성되어있다. 농음은 ‘솔’은 평으로 떠는 농음, ‘도’는 치켜서 농음하
는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음은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동시에 떨며 ‘도’를 치켜 떠는 농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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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혀치기 주법은 
제4, 5, 8, 9장단에 나타나며 ‘솔′’에서 ‘미′’로 단3도 하행할 때, ‘레’에서 
‘도’로 단2도 하행할 때 나타난다. 겹목튀김 주법은 제2, 3, 6, 8, 10장단에
서 나타나며 ‘레’에서 ‘미′’로 상행진행할 때 나타난다. 같은 음 다른 지공 주
법은 제1, 3, 5장단에 나타나며 한 장단 안에서도 2~4회 이상 나타나며 출현
빈도가 높다. 주로 ‘도′’를 내는 제2지공에서 밀어서 ‘레′’를 내는 형태가 나
타난다. 그 외에도 제1장단에서 ‘도′’에서 ‘레′’로 밀어서 내는 겹요성 주법도 
나타난다.

  이상으로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미′-라-솔 ], [라-도′-라-솔 ], [레′- -]의 세 가지 형태가 나
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0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은 평으로, ‘미’는 치켜 농음하는 등 경
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농음의 양상이 다르다. 주법의 경우 겹요
성 주법, 아래 혀치기 주법,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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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미′-라-솔 ], [라-도′-라-솔 ], [레′- -]

악곡 구조 Ÿ 총 10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은 평으로 농음, ‘미’는 치켜 농음)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도’를 치켜 떠는 농음의 양상

이 나타남

주법 
Ÿ 겹요성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Ÿ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표 68】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분석내용

(3) <굿거리>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46이며 모두 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50】과 같이 3소박 4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굿거리장단이다. 

【악보 50】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장단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는 단2도 아래로 이조 하여 기보하였다. 은율 삼현
육각 <굿거리>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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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위 【악보 51】의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를 살펴보면, 제1~2장단의 골격선
율인 ‘도′-레′-솔’이 제3~4장단에서는 제1박에서 ‘미′’가 추가되어 진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제5~6장단 역시 ‘도′-레′-솔’의 골격선율에 ‘솔’이나 ‘라’가 추
가되며, 제7장단 역시 ‘도′’가 생략한 ‘레′-솔’의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1~7
장단에서 나타나는 주요 선율형은 ‘도′’에서 시작하여 ‘레′’를 거쳐 ‘솔’로 하
행진행하는 [도′-레′-솔]의 선율형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골격선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69】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도′ - 레′ 솔
2 솔 도′ 레′ 솔

a′ 3 미′ - - 솔
a′′ 4 미′ 도′ 레′ 솔

a″′
5 솔 도′ - 레′
6 라 솔 - 도′
7 레′ 솔 도′ 솔

【표 69】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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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도′-레′-솔] 
한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0】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도′-레′-솔]

【표 70】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장단의 선율이 제4, 7장단에 반복되며 단락의 종지선율로 볼 수 있
다. 제1단락은 제1~2장단이며 제2단락은 제3~4장단, 제3단락은 제5~7장단이
다. 제2, 3단락은 제1단락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71】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7장단  골격선율형 ⓐ

【표 71】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악곡 구조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미’,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이고,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
-레-미’의 5음이며 ‘솔’, ‘도’, ‘레’의 완전4도+장2도 구조가 주가 된다. 이때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
음의 경우, ‘솔’(fʹ)에만 평으로 떠는 농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성음과 시김
새는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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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52】와 
같다. 

【악보 52】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법을 살펴보면, 겹목튀김 주법이 제6장단을 제
외한 모든 장단에서 나타난다. 주로 ‘레’에서 ‘미′’로 단2도 상행할 때 나타난
다. 그 외에도 아래 혀치기 주법과 ‘솔’과 ‘라’를 같은 지공에서 연주하는 같
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도′-레′-솔]의 한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7장
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
이고 ‘솔’을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
다. 주법의 경우 겹목튀김 주법과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2】와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도′-레′-솔]

악곡 구조 Ÿ 총 7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을 농음, ‘라’를 퇴성)
Ÿ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겹목튀김 주법 
Ÿ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표 72】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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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은율 삼현육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율 삼현육각
은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긴염불>
에서 [미′-솔-도′-솔′-도′], [레′-라-솔-도′-솔]로 두 가지 골격선율이 나타났
으며 <보안사타령>은 [미′-라-솔 ], [라-도′-라-솔 ], [레′- -]로 세 가지의 골
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굿거리>의 경우 [도′-레′-솔]로 한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 모두 분장형
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 곡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과 <보안사타
령>은 주요 구성음이 ‘솔-라-도-레-미’로 남도경토리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
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함께 농음하며 ‘도’를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굿거리>는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진경토리의 음
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 더름 주법이 나타나지만 두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겹요성,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해서 삼현육각인 해주와 은율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악
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
을 분석하였다. <타령시나위>에서 가장 많은 네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
며 <긴염불>과 <자진염불>은 두 가지, <굿거리>와 <길군악>은 세 가지의 골
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
위>, <굿거리>, <길군악> 모두 분장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만 2
단락으로 구분되며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은 모두 3
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 <자진염불>, <굿거리>, <길군악>의 주요 구성
음은 ‘솔-라-도-레-미’로 ‘라’와 ‘레’를 낮게 연주하며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
과 유사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농음하며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타령시나위>에서만 ‘솔’과 ‘도’ 이외에 ‘라’를 치켜 떠는 농음 양상이 나타나 
경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주로 
위·아래 혀치기와 함께 나타나며 주로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하지만 
<굿거리>에서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보다 겹더름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은율 삼현육각은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긴염불>은 두 가지, <보안사타령>은 세 가지, <굿거리>는 한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 <보안사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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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리> 모두 분장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 곡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과 <보안사타령>은 주요 구성음이 ‘솔-라-도-레-미’로 경토리의 음악
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함께 농음하며 ‘도’를 치켜 떠는 농음 형태
가 나타난다. <굿거리>는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 더름 주법이 나타나지만 
두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겹요성,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3. 영호남(嶺湖南) 삼현육각

  영호남의 삼현육각으로 조사된 것은 호남지방에는 전주 삼현육각과 영광 삼
현육각과 고흥 삼현육각이, 영남지방에는 통영 삼현육각이 남아있다. 음악과 
악보가 남아있는 삼현육각은 전주 삼현육각과 통영 삼현육각뿐이고 영광과 고
흥 삼현육각은 대담만 남아있을 뿐 전승이 끊어진 상태이다.88) 
  전주 삼현육각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민삼현육각과 농삼현육각으로 나뉘는
데 농삼현은 무용 반주용으로 쓰이는 삼현육각이고, 민삼현은 민가에서 쓰는 
삼현이라 한다.89) 민삼현육각은 전주 관아를 중심으로 거상악, 제례악, 행악 
등에서 삼현육각을 연주하였다. 전주 삼현육각에 쓰이는 악기는 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북1로 편성된다. 
  민삼현육각은 1980년대 이전에 연주한 음원이나 악보가 없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음원과 악보가 남아있는 농삼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남지방에도 고장마다 두루 삼현을 쳤던 것이지만 현재는 통영만이 전승되
고 있다. 진주에도 예전에는 삼현이 있어 검무, 포구락 등 춤 반주 음악으로 
쓰였지만, 현재 진주 삼현은 끊어졌다.90) 진주검무는 예전에 삼현육각으로 반
주했지만 문화재 지정 당시 반주 악사의 부재로 선율의 형태를 알 수 없어 음
악이 따로 전승되지 않았다.91) 

88) 이보형(1984), 앞의 책, 9쪽.
89) 서경숙, “전주 농삼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쪽.
90) 이보형, “향제 삼현육각 소고”, 문화재 제15권(서울: 문화재관리국, 1982).
91) 임수정, “한국의 검무 연구”, 음악과 민족 제28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4),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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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삼현육각의 악기와 편성은 피리 2, 대금 1, 북 1, 장구 1, 해금 1의 
일반적인 삼현육각 편성이 쓰인다. 통영 삼현육각은 통영 제승당 제향과 사가
의 회갑연에서 거상악으로 쓰였다. 그리고 귀인의 행차나 상여의 행차에는 행
악으로 삼현육각을 치고 상여 앞과 제사의 송신, 그리고 굿의 청신 앞에서는 
삼현육각을 쳤다. 또한 승전무의 반주에도 쓰였다.

1) 전주(全州)

  전라 감영이 있었던 전주는 민간의 다양한 삼현육각이 성했던 지역으로 전
주 민삼현육각과 전주 농삼현육각의 두 종류의 삼현육각이 전승되고 있다.92) 
1900년대 초에는 최장복, 신기선, 백완용, 전용선 등이 연주하였고 지금은 최
병호93)가 유일한 보유자이다. 하지만 민삼현육각은 음원이 남아있지 않아 그 
음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농삼현육각은 순수하게 무용 반주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음악이라고 한다.94) 농삼현은 정형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신 
전주농고에서 가르쳤다고 한다.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정형인에게 배운 보
유자는 이정렬, 김광남, 문풍, 김준규 등이다. 지금은 전라 삼현육각이 전라도 
문화재로 지정95)되어 전태준이 전승하고 있다. 
  전주 삼현육각에 쓰이는 악곡은 <본영산>·<중영산>·<잔영산>·<허두>·<꺽두
거리>·<돌가락>·<삼현>·<염불>·<삼현돌장>·<타령>·<굿거리>·<행락>·<군악>·<당
악> 등이 있다. 현재 음원으로 확인되는 곡은 <염불>·<굿거리>·<타령>·<자진
타령>·<승전곡> 등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염불>·<승전곡>·<굿거리>·<타령>의 총 4곡이다.

92) 이창선, “전주 민삼현육각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쪽.
93) 최병호(1931~)는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에서 태어났다.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근

무하면서 전주 민삼현육각을 연구하였다. 
94) 서경숙, 앞의 논문, 20쪽.
95) 전라도 삼현육각은 시도무형문화재 제46호로 2011년 9월 30일에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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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염불>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20이며 모두 11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53】과 같이 3소박 6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염불장단이다. 

【악보 53】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장단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은 단3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전주 삼현육
각 <긴염불>을 살펴보면 【악보 54】와 같다. 
  아래 【악보 54】를 살펴보면 제1장단의 ‘도′-레′-도′-솔’의 골격선율이 제2
장단부터 제3장단의 제1박까지 반복된다. 반복 후에 ‘도′’가 생략된 ‘레′-도′-
솔’ 선율이 추가되어 연주된다. 제4장단은 다시 제1장단의 반복· 변형이며 제
5~6장단 역시 제2~3장단의 반복· 변형이다. 제1~3장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골
격선율형은 [도′-레′-도′-솔]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4~6장단은 
제1~3장단의 반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1~3장단을 제1단락으로 구분
하고 제4~6장단을 제2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7장단에서 제8장단 제1박
의 골격선율 역시 제1, 2단락의 골격선율인 ‘도′-레′-도′-솔’의 골격선율이 
반복된다. 제10장단에서 제11장단의 제1박 선율 또한 제7~8장단 선율의 반
복이다. 제9장단의 골격선율은 ‘미′-레′-라′’의 선율로 전주 <긴염불>의 악곡
에서 단 한 번 출연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선율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7~11장단에서 제1~2단락의 골격선율인 [도′-레′-도′-솔] 선율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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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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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3】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도′ - 솔 레′ 도′ 솔

a′
2 도′ 레′ 솔 도′ - 레′

3 솔 - 레′ - 도′ 솔

a″ 4 도′ 레′ 솔 레′ 도′ 솔

a‴
5 도′ 레′ 솔 도′ - 레′

6 솔 - 솔 도′ 솔

a‴′
7 도′ 레′ 도′ - - 레′

8 솔 대금 연음

b 9 미′ - - 레′ - 라

a‴′
10 도′ 레′ 도′ - - 레′

11 솔 대금 연음

【표 73】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도′-레′-
도′-솔]로 한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
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4】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도′-레′-도′-솔] 

【표 74】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장단이 제4~6장단에 반복되므로 제1, 2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제7~8장단이 제9~11장단이 같은 형태로 반복되므로 제3, 4단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제3, 6, 8, 11장단에 ‘솔’ 종지가 반복되므로 단락의 분류는 
선율 반복과 종지음의 반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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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75】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3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4~6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7~8장단  골격선율형 ⓐ

제4단락 제9~11장단  골격선율형 ⓑ + ⓐ

【표 75】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악곡 구조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
미’의 5음이며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농음은 ‘솔’과 ‘도ʹ’, ‘레ʹ’를 농음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농음
하며 ‘도ʹ’는 바로 요성하지 않고 한 박을 지나 농음한다. ‘레ʹ’는 주로 ‘도ʹ’로 
흘리면서 농음을 한다. 이러한 구성음과 시김새는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
과 유사하지만, ‘솔’과 ‘레′’ 이외에 ‘도ʹ’를 농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55】와 
같다.
 

【악보 55】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전주 <긴염불>의 주법을 살펴보면 아래 혀치기 주법만 나타난다. 제2~6, 9
장단에 나타나며 한 장단에서도 4회 이상 출현한다. 주로 ‘미’에서 ‘레’로 하
행할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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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도′-레′-도′-솔]의 한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대
금 연음 2장단을 포함하여 총 11장단이고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
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 ‘도’, ‘레’를 농음하는 등 남도경토리의 음
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도’를 농음하는 양상이 다르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
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6】과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도′-레′-도′-솔]

악곡 구조 Ÿ 총 11장단으로 총 4단락으로 구분 (대금 연음 2장단이 포함)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 ‘도’, ‘레’를 농음)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 ‘레’ 이외에 ‘도’를 

농음하는 양상이 나타남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표 76】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분석내용

(2) <승전곡>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90이며 모두 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56】과 같이 3소박 6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반염불장단이 나타난다.96)

96)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은 경기 삼현육각 <반염불>과 동일한 장단을 사용하므로 경기 삼현육각 
<반염불>의 다른 명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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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장단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은 단3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전주 삼현육
각 <승전곡>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56】과 같다. 

【악보 57】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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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57】을 살펴보면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제1장단은 ‘솔’에서 시
작하여 ‘도′’를 장인한 후 라로 향하는 골격선율이 제시되며 이는 제2장단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마지막 장단에서 ‘라’가 생략된 채로 반복된다. 제1, 2, 7장
단에서 반복되는 [솔-도′-라] 선율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3장단에서 [솔
-레′-도′-레′]의 새로운 골격선율형이 등장하고 제4장단에서 반복된다.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5장단과 제6장단에서는 [솔-라-솔-레] 선율이 반복
되는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77】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솔 도′ - - - 라

a 2 솔 도′ - - - 라

b 3 솔 레′ - - 도′ 레′

b′ 4 솔 - 레′ - 도′ 레′

c 5 솔 - 라 솔 - 레

c 6 솔 - 라 솔 - 레

a′ 7 솔 도′ - - - △

【표 77】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은 [솔-도′-라], [솔-레′-도′-레′], 
[솔-라-솔-레]의 세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나며 골격선율형의 음진행은 주로 
장2도, 완전4도, 상·하행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8】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솔-도′-라]

골격선율형ⓑ [솔-레′-도′-레′]

골격선율형ⓒ [솔-라-솔-레]

【표 78】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골격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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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은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솔-도′-
라], [솔-레′-도′-레′], [솔-라-솔-레]의 세 가지 골격선율형이 각각 두 번씩 연달
아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맨 마지막 장단에서 다시 첫 장단의 골격선율을 
반복하며 마무리 짓는다. 단락은 선율의 반복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
단락은 제1~2장단, 제2단락은 제3~4장단, 제3단락은 제5~7장단으로 구분된다.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79】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7장단  골격선율형 ⓒ + ⓒ + ⓐ

【표 79】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악곡 구조

  전주 삼현육각 <반염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
미’의 5음이며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농음은 ‘솔’과 ‘레ʹ’를 농음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농음하며 
‘레ʹ’는 주로 ‘도ʹ’로 흘리면서 농음을 한다. 이러한 구성음과 시김새는 남도경
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58】과 같다. 

【악보 58】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3, 4장단에서만 아래 혀치기 
주법이 3회 나타나며 나머지 장단에서는 주로 꾸밈음이 나타난다. 아래 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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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법은 ‘미′’에서 ‘레ʹ’로 하행할 때 나타난다. 

  이상으로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솔-도′-라], [솔-레′-도′-레′], [솔-라-솔-레]의 세 가지 형태
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7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0】과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솔-도′-라], [솔-레′-도′-레′], [솔-라-솔-레]

악곡 구조 Ÿ 총 7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함

주법 Ÿ 혀치기 주법 

【표 80】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분석내용

(3) <타령>

  전주 삼현육각 <타령>은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33이며 대금 연음 3장단을 포함하여 모두 1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59】와 같이 3소박 4박
으로 구성된 타령장단이다. 

【악보 59】 전주 삼현육각 <타령>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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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삼현육각 <타령>은 단3도 아래로 이조 하여 기보하였다. 전주 삼현육
각 <타령>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60】과 같다. 

【악보 60】 전주 삼현육각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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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60】을 살펴보면 제1장단은 ‘레’에서 시작하여 ‘라’로 상행한 후 
‘도′’를 거쳐 ‘레′’로 상행하는 선율이 제시된다. 이 선율은 제11장단에서 ‘레-
라’로 상행은 같지만 ‘도′’를 거치지 않고 ‘레′’로 상행 후 ‘솔’로 하행하는 선
율로 변형된다. 제15장단에서도 변형된 선율이 그대로 반복된다. 제1, 11, 15
장단에서 반복 ‧ 변형되는 선율형은 [레-라-레′]이며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
다. 제6장단부터 9장단은 ‘레′’가 중심이 되어 선율이 진행된다. 제6장단은 
‘레′-도′’로 하행진행하는 골격선율이며 제7장단에서 제8장단 제2박까지의 선
율은 ‘레′’에서 ‘솔’을 거쳐 도′로 변형되고 제8장단 제3박부터 제9장단은 ‘레′
-도′’선율에서 ‘솔’이 추가하여 변형되는 선율이다. 또한 제12-13, 제16-17장
단에서 변형 반복된다. 제6-9장단에서 반복 ‧ 변형되는 선율형은 [레′-도′]이
며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제10장단의 골격선율은 [도′-솔- 도′-솔]로 제
14장단에서 선율 그대로 반복되며 골격선율형ⓒ이다. 선율의 반복을 살펴보면 
제3단락은 제2단락 선율의 반복이다.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81】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레 라 도′ -
2 도′ 레′ - -

b 6 레′ - - 도′
b′ 7 레′ - - 솔
b′′

(제3박부터) 8 도′ - 레′ 도′

b′′ 9 레′ 솔 도′ 솔
c 10 도′ 솔 도′ 솔

a+b′ 11 레 라 레′ 솔
b′ 12 도′ - 레′ 도′
b′′ 13 레′ 솔 도′ 솔
c 14 도′ 솔 도′ 솔

a+b′ 15 레 라 레′ 솔
b′ 16 도′ - 레′ 도′
b′′ 17 레′ 솔 도′ 솔

【표 81】 전주 삼현육각 <타령>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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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레-라-레′], 
[레′-도′], [도′-솔- 도′-솔]로 총 세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도 상·
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2】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레-라-레′]

골격선율형ⓑ [레′-도′]

골격선율형ⓒ [도′-솔- 도′-솔]

【표 82】 전주 삼현육각 <타령> 골격선율형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악곡의 종지선율인 17장단이 제9, 13장단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단락의 종
지선율로 볼 수 있다. 또한 제9, 13, 17장단에 쉼표와 ‘솔’의 종지 형태가 반
복되기 때문에 단락 구분의 기준은 종지선율의 반복과 솔 종지의 반복이다. 
제1단락은 제1~9장단이며 제2~5장단은 대금 연음 선율97)이다. 제2단락은 제
10~13장단이며 제3단락은 제14~17장단이다.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83】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9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제2단락 제10~13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제3단락 제14~17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표 83】 전주 삼현육각 <타령> 악곡 구조

97)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향피리선율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금선율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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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솔’, ‘라’, ‘도
ʹ’, ‘레ʹ’, ‘미ʹ’, ‘솔ʹ’이며 종지음은 ‘솔’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
의 5음이며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와 ‘미’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음은 ‘솔’과 ‘레ʹ’를 농음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농음하며 ‘레
ʹ’는 주로 ‘도ʹ’로 흘리면서 농음을 한다. 이러한 구성음과 시김새는 남도경토
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전주 삼현육각 <타령>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주법을 살펴보면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
난다. 혀치기 주법은 제2, 8, 12, 16장단에서 총 4회 출현한다. ‘미′’에서 ‘레′’
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1, 6, 7, 10장단에
서 총 5회 출현하며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전주 삼현육각 <타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레-라-레′], [레′-도′], [도′-솔-도′-솔]의 세 가지 형태가 나
타나며, 악곡 구조는 대금 연음 3장단을 포함하여 총 17장단이고 분장 없이 3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
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과 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전주 삼현육각 <타령>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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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레-라-레′], [레′-도′], [도′-솔-도′-솔]

악곡 구조 Ÿ 총 17장단(대금 연음 3장단 포함),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Ÿ 내리 더름 주법 

【표 84】 전주 삼현육각 <타령> 분석내용

(4) <굿거리>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48이며 모두 25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62】와 같이 3소박 4박
으로 구성된 굿거리장단이다. 

【악보 62】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장단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는 단3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전주 삼현육
각 <굿거리>의 제1~9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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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9장단

  위 【악보 63】을 살펴보면 전주 <굿거리> 제1장단은 ‘솔’로 시작하여 ‘도′-
레′’를 거친 뒤 제2장단으로 선율이 이어져 마지막 박에 ‘솔’로 하행하며 마무
리된다. 제3~4장단에서는 ‘솔-도′-레′’의 골격선율 진행은 같지만, 제4장단 제
4박에서 ‘솔’로 하행하지 않고 ‘도′’로 종지하는 변형을 보인다. 제1~2장단과 
제3~4장단의 골격선율에서 제시-변형의 형태가 나타난다. 제3~4장단은 ‘솔-
도′-레′’선율이 ‘도′’로 상행하며 제5~6장단은 ‘도′-레′’를 두 번 반복한 후 그 
뒤에 제7장단 첫 박까지 선율 진행이 되며 ‘솔-도′-레′-솔’이 다시 한차례 반
복하는 구조로 한 선율을 이룬다. 제7장단 제2박부터 ‘레’′에서 ‘도′’로 하행하
는 선율은 계속 반복되며 제8장단에서 ‘솔’로 하행하고 제9장단에서 다시 ‘
도′’로 완전4도 상행하여 종지한다. 이렇듯 제1~9장단에 나타나는 주요 선율
형은 ‘솔’에서 시작하여 ‘도′’를 거쳐 ‘레′’로 상행진행하여 ‘솔’로 하행하는 
[솔-도′-레′-솔] 선율형이며 이를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4~5장단에서는 골
격선율형ⓐ와 ‘솔-도′-레′’의 진행은 같지만 ‘도′’ 종지로 변형한다. 변형한 선
율 역시 반복되므로 골격선율형ⓐ는 [솔-도′-레′-솔(도)], 골격선율형ⓑ는 [레′
-도-솔-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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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9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85】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솔 도′ 레′ -

2 - - - 솔

a′
3 솔 도′ - 레′

4 도′ 레′ - 도′

a″
5 도′ 레′ 도′ 레′

6 - 솔 도′ 레′

a‴
7 솔

(제6장단과 연결) 레′ - 도′

8 레′ - 도′ 솔

b 9 도′ - - -

【표 85】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9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0~15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64】와 
같다. 

【악보 64】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0~1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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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64】를 살펴보면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0~15장단은 제10장
단에서 ‘도′’에서 ‘솔’로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이는 세 번 연달아 
반복되는데 제12장단까지 이어져 한 선율을 이룬다. 제13~15장단에서는 제3
장단에 등장했던 ‘솔-도′-레′’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제15장단에서는 제10~12
장단에 걸쳐 반복되었던 [도′-솔]의 선율형이 변주된다. 제2단락에서 새로 등
장한 이 [도′-솔] 선율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0~15장단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86】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c

10 레 라 도′ 라 - 솔

11 (솔) 도′ 솔 도′ - 솔

12 (솔) 도′ 레′ 도′

a″″
13 솔 도′ - 레′

14 솔 - 도′ 레′ - 도′

c′ 15 도′ 솔 레 솔

* 한 박 내에 주요 골격음이 두 개 이상 출현할 경우 소박을 나누어 
골격음 두 개를 모두 표시하고 만일 셋째 소박이 다음 박과 

붙임줄로 연결될 경우 다음 박 골격음에 괄호 표시함

【표 86】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0~15장단 골격선율형 분석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6~25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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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6~5장단

  위 【악보 65】를 살펴보면 제16장단은 앞의 선율에 비해 높은 음역대인 ‘
레′’, ‘솔′’, ‘라′’의 선율이 나타난다. 제16장단은 높은 음역의 선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쇠는 가락이라 볼 수 있다. 제17~25장단은 제1~9장단의 반복이다. 제
16~25장단은 쇠는 가락을 포함하여 앞의 제1~9장단과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주요 골격선율형은 [솔-도′-레′
-솔], [솔-도′-레′-도′], [레′-도′-솔-도′], [도′-솔]로 총 네 가지이며, 골격선율
의 음진행은 장2도,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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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솔-도′-레′(-솔)], [솔-도′-레′-도′]

골격선율형ⓑ [레′-도′-솔-도′]

골격선율형ⓒ [도′-솔]

【표 87】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이 되
어있다. 악곡의 종지선율인 제25장단이 제9장단에 반복되면서 제1~9장단을 
제1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17~25장단은 제1단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제3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 3단락과 다른 선율 진행인 제10~15장단은 제
2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주요음인 ‘도’나 ‘솔’ 종지로 선율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종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88】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9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제2단락 제10~15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3단락 제17~25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표 88】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악곡 구조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은 ‘레’, ‘솔’, ‘라’, ‘도ʹ’, ‘레ʹ’, ‘미ʹ’, ‘솔ʹ’, 
‘라′’이며, 종지음은 ‘도ʹ’이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특히 
‘솔’, ‘도′’, ‘레′’의 완전4도+장2도 구조로 되어있다. 구성음에서 ‘라’와 ‘레′’는 
낮게 연주하고 ‘도′’는 높게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음은 2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솔’은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레’는 ‘도’로 흘려 떠는 농음이 나
타난다. 이러한 구성음과 시김새는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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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전주 삼현육각 <굿거
리> 25장단 중 16장단에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혀치기 주
법은 ‘미′’에서 ‘레′’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을 사용하며 한 장단 안에
서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 이상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도′’에서 ‘솔’로 하행
할 때와 ‘솔’에서 ‘도′’로 하행할 때에도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솔-도′-레′-솔(도)], [레-도′-솔-도′], [도′-솔]의 세 가지 형태
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25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고 ‘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남도경토리와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과 
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9】와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솔-도′-레′-솔(도)], [레-도′-솔-도′], [도′-솔]

악곡 구조 Ÿ 총 25장단,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솔-라-도-레-미’(‘솔’과 ‘레’를 농음, ‘라’를 퇴성)
Ÿ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남

주법 
Ÿ 혀치기 주법 
Ÿ 내리 더름 주법 

【표 89】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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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전주 삼현육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
격선율형은 <긴염불>만 [도′-레′-도′-솔]의 한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승전곡>은 [솔-도′-라], [솔-레′-도′-레′], [솔-라-솔-레], <타령>은 [레-라-
레′], [레′-도′], [도′-솔-도′-솔], <굿거리>는 [솔-도′-레′-솔(도)], [레-도′-솔-
도′], [도′-솔]로 세 곡 모두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 <승
전곡>, <타령>, <굿거리> 모두 분장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
은 4단락으로 구분되며, <승전곡>, <타령>, <굿거리>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
다.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
미’로 ‘라’와 ‘레’를 낮게 연주하며 ‘솔’을 평으로 떨고 ‘레’를 흘려 떠는 등 남
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긴염불>에서만 ‘솔’ 이외에 ‘도’를 함
께 농음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주법은 ‘미’에서 ‘레’로 단2도 하행진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2) 통영(統營)

  통영은 현재 경상남도 충무시로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있었던 
곳이라 관아의 의례와 사가(仕家)의 향연에 삼현육각을 많이 썼다. 현재 통영 
삼현육각의 음악은 통영 승전무 반주 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 승전무 반주 
음악은 1968년 중요무형 문화재 제21호 지정되었고 이후 1987년에 통영 칼
춤이 문화재로 추가 지정받았다.98) 승전무 음악은 박경규(朴景奎, 1903~1970)
가 1968년 승전무(통영북춤) 반주 음악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99), 그의 아들
인 박복률(朴福律) (1936~1987)은 1976년에 지정되었다.100) 또한 김진규(金振
奎)는 1996년에 지정받아 현재 통영 승전무 전수조교이다.101)

98) “승전무를 연회 할 때 먼저 검무를 추고 이어서 북춤을 추었다는 기·예능 보유자인 정순남의 증
언을 토대로 1987년 검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현행 승전무는 통영북춤과 통영 칼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임수정, “승전무 음악연구”, 음악과 민족 제23호(서울: 민족음악학회, 
2002), 253~276쪽.

99) 이보형(1984), 앞의 책, 62쪽. 
100) 위의 책, 63쪽.
10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ocp.go.kr> 참고.



- 123 -

  통영 승전무 반주 음악은 현재 국립국악원에서도 연주하고 있지만, 이는 
1980년 6월 16일에 국립극장에서 승전무 재현 공연102)을 한 것에서 연유한
다. 이 음악은 원형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에 당시 국악원 악장
이었던 정재국에 의해 편곡되어 국립국악원에서 연행되고 있으며 그 음악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선행연구103)에서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통영 삼현육각의 원형에 가까운 음악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악원
에서 전승되는 승전무 음악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통영 삼현육각의 음악에는 <거상>·<염불>·<타령>·<굿거리>·<길군악>·<길연
주>·<자진타령>이 있다.104) 현재 전승되고 있는 악곡은 통영 승전무 북춤 반
주 음악으로 <긴염불>·<타령>·<자진타령>, 행악인 <길군악>·<길연주>의 음원
이 남아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긴염불>·<타령>·<길군악> 등 3곡이다.105)

(1) <긴염불>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은 ♩. 기준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36이며 모두 2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67】과 같이 3소박 6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염불장단이다. 
 

【악보 67】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장단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은 단2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통영 삼현육
각 <긴염불>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68】과 같다. 

102) 국립국악원, 개원 50년 국립국악원사(서울: 국립국악원, 2001), 209쪽.
103) 이호진, “현행 승전무 반주 음악과 국립국악원 승전무 반주 음악의 비교연구: 북춤 반주 음악

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7.
104) 이보형(1984), 앞의 책, 62쪽. 
105) <길연주>는 대금선율 음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124 -

【악보 68】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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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68】의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을 살펴보면 제1장단에서 제시된 
골격선율은 ‘솔-미-레’이지만 이후에 반복되지 않으므로 골격선율형으로 유형
화하지 않고 명칭은 ⓐ선율이라 한다. 제2장단에서 제시되는 ‘라-(라-라)-솔’
의 골격선율 중 ‘라’가 세 박 동안 장인되는 앞머리 부분이 제5장단에서 반복
된다. [라 - -]의 음진행을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3장단에서 [라-레′
-(-)-레′-(-)-레′]의 골격선율이 등장하고 제4장단은 제3장단의 ‘레’ 사이에 간
음들이 추가되어 [라-레′-도′-라-솔-도′]선율로 변형된다. 제11장단에 [라-레′
-도′-라-솔-도′]가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고 앞선 
3장단의 [라-레′-(-)-레′-(-)-레′]를 골격선율형ⓒ의 변형이라 보겠다. 제7장단
에서 [레-라-솔-레]의 골격선율 진행이 등장하고, 이는 제9장단과 제10장단에 
걸쳐서 반복된다. 이를 골격선율형ⓓ라고 하겠다. 제8장단은 장단 뒷머리에서 
골격선율형ⓑ가 변형· 반복되었고, 제11장단은 제4장단의 반복, 제12장단은 
제5장단의 반복이다.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90】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솔 - - - 미 레

b 2 라 - - 솔 △ △

c 3 라 레′ - 레′ - 레′

c‘ 4 라 레′ 도′ 라 솔 도′

b‘ 5 라 - - - 미 라

- 6 대금 연음

d 7 레 라 솔 라 솔 레

b″ 8 솔 - 도‘ 라 - -

d’ 9 미 - 미 레 라 솔

- 10 레 - △ △ △ △

c’ 11 라 레‘ 도‘ 라‘ 솔 도‘

b’ 12 라 - - - 미 라

- 13 대금 연음

【표 90】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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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골격선율형은 [라 - -], [라-레′
-도′-라-솔-도′], [레-라-솔-레]로 총 세 가지이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2
도 상·하행과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1】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라 - -]

골격선율형ⓒ [라-레′-도′-라-솔-도′]

골격선율형ⓓ [레′-라-솔-레′]

【표 91】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골격선율형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있
다. 단락 분류의 기준은 종지선율로 볼 수 있는 제2, 5, 8, 12장단 선율이 반복
적으로 출현하므로 단락의 종지선율로 볼 수 있다. 제1단락은 제1~2장, 제2단
락은 제3~5장, 제3단락은 제7~8장단, 제4단락은 제9~12장단으로 나누어진다.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92】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5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3단락 제7~8장단  골격선율형 ⓓ + ⓑ

제4단락 제9~12장단  골격선율형 ⓓ + ⓒ + ⓑ

【표 92】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악곡 구조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레’, ‘미’, ‘솔’, 
‘라’, ‘도′’, ‘레′’로 악곡의 최종 종지음은 ‘라’지만 실제 종지음은 ‘레’나 ‘솔’
로 볼 수 있다106).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의 5음이다. 농음은 2가지 

106) 통영 <긴염불> 악곡의 최종 종지음 라(cʹʹ)는 종지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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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나타나는데, ‘레’는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도’는 잘게 떠는 농음이 
나타난다. ‘라’는 주로 퇴성한다. 이러한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과 같
지만, 시김새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107)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69】와 
같다. 

【악보 69】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주법을 살펴보면, 경우 제2, 4, 5, 7, 8, 9, 11, 12
장단에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아래 혀치기 주법은 ‘도′’에서 ‘라’로 단3
도 하행할 때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1, 2, 7, 8장단에서 나타난다. 더름 주법
은 올리 더름 주법이 나타나며 ‘레’에서 ‘솔’로 완전4도 상행진행에서 나타난다.

  이상으로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라 - -], [라-레′-도′-라-솔-도′], [레-라-솔-레]]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3장단이고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고 ‘레’와 ‘도’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수
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가 다른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기능의 음으로 볼 수 있다. 통영 삼현육각은 승전무 반주 음악으로 무용에 따라 음악의 길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악곡의 가장 끝 음을 종지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107) 수심가토리의 시김새는 도에서 라로 흘리거나, 주로 레와 라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통영 <긴염
불>은 이러한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레-미-솔-라-도’의 구성음과 ‘레’와 ‘도’를 농음하고 
‘라’를 퇴성하는 등의 시김새 형태는 임종 평조와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와 유사하다. 또한 통영 
승전무 음악을 연구한 선행논문(오진호, “영남 삼현육각 연구: 통영 삼현육각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연구 제49집(한국국악학회, 2011), 141~163쪽. ; 김귀업, “통영 승전무의 음악연구”, 동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에서도 ‘레-미-솔-라-도’와 ‘태-고-임-남-황’을 병행하여 서
술하였다. 통영 삼현육각의 악조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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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93】과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라 - -], [라-레′-도′-라-솔-도′], [레-라-솔-레]

악곡 구조 Ÿ 총 13장단으로 4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레-미-솔-라-도 ’(‘레’와 ‘도’에 농음 ‘라’는 퇴성)
Ÿ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가 다름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Ÿ 올리 더름 주법 

【표 93】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분석내용

(2) <타령>
 
  통영 삼현육각 <타령>은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46-49이며 모두 1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70】과 같이 3소박 4박
으로 구성된 타령장단이다. 

【악보 70】 통영 삼현육각 <타령> 장단

  통영 삼현육각 <타령>은 단2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71】과 같다. 



- 129 -

【악보 71】 통영 삼현육각 <타령>

  위 【악보 71】을 살펴보면 제1장단에서 ‘솔-라’의 골격선율이 반복되며 제2장
단에서는 ‘솔’에서 ‘도′’로 완전4도 상행하는데 ‘레′’를 경과음으로 거쳐 상행진행
한다. 제3장단에서는 ‘도′’로 상행한 선율이 다시 ‘솔-라’의 선율을 반복하면서 
하행하며 제4장단에서는 다시 ‘솔-라’의 골격선율을 반복한다. 제1, 3, 4장단에
서 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은 [솔-라]이며 골격선율형ⓐ로 볼 수 있다. 제5장단
은 ‘솔’에서 ‘레′’로 완전5도 상행하며 제6장단에서는 ‘라’에서 ‘레′’로 상행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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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도′’로 장2도 하행진행한다. 제5장단의 선율은 반복이 되지 않으므로 선율형
에서 제외한다. 제7~8장단에서도 ‘레′’를 중심으로 ‘솔’로 완전5도 하행진행이 반
복된다. 이러한 진행은 제10~11장단에서도 반복된다. 제7, 10장단에서 주로 나
타나는 골격선율은 [레′-솔-]이며 이는 골격선율형ⓒ이다. 제6, 9장단에서는 제2
장단의 선율이 제1박 ‘솔’에서 ‘라’로 변형하여 반복되며 변형된 선율인 제6장단
의 선율이 제9장단, 제17장단에서도 반복된다. 제2, 6, 9장단의 선율은 제1박은 
다르지만 ‘레′’에서 ‘도′’로 하행하여 장인하는 선율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골격선
율형ⓑ형은 [솔-레′-도′--]의 선율형을 기본으로 변형·반복하는 것이다.
  제12~14장단은 앞의 선율과 비교하여 낮은 음역대에서 선율이 진행하고, 
반복되는 선율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15장단은 ‘도’에서 ‘솔’로 완전5도 상
행하고, 다시 ‘도′’로 완전4도 상행한다. 제2장단의 ‘솔-도′’ 진행은 앞에 ‘도’
를 추가하여 변형한 선율로 볼 수 있다. 제17장단은 제6장단의 반복이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골격선율형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94】와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솔 라 솔 라
b 2 솔 도′ - -
a′ 3 도′ 라 솔 라
a′′ 4 솔 라 솔 라
c 5 솔 레′ - -
b′ 6 라 레′ 도′ -

c′
7 레′ 솔 레′ 솔
8 솔 - - -

b′′ 9 레 레′ 도′ -

c′
10 레′ 솔 레′ 솔
11 솔 - - -

d 12 라 레 도 미
e 13 도 - 레 -
e′ 14 레 - - -

b′′′
15 도 솔 - 도′
16 도′ - - -

b′′ 17 라 레′ 도′ -

【표 94】 통영 삼현육각 <타령> 골격선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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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골격선율형은 [솔-라], [솔-레′-
도′--], [솔-레′]로 총 3가지이다.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주로 장2도 상·하행과 
완전4도, 완전5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5】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솔-라]

골격선율형ⓒ [솔-레′-도′--]

골격선율형ⓓ [레′-솔]

【표 95】 통영 삼현육각 <타령> 골격선율형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악곡 구조는 분장 없이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있
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경우 종지선율이나 쉼표의 반복이 없기 때문에 
선율 진행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였다. <타령>의 종지 장단인 제17장단은 음원
에서 바로 <굿거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악의 종지선율로 보기보다는 춤의 
진행상 종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무용의 길이에 맞춰 
제17장단 이후에도 선율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7장단과 
동일한 선율인 제6장단을 제1단락의 끝으로 볼 수 있다. 제1단락은 제1-6장
단이며 제2단락은 제7-11장단, 제3단락은 제12-17장단이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96】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6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 ⓑ

제2단락 제7~11장단 골격선율형 ⓒ + ⓑ + ⓒ

제3단락 제12~17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 ⓑ

【표 96】 통영 삼현육각 <타령> 악곡 구조

  통영 삼현육각 <타령>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솔’, ‘도′’, ‘레′’, ‘미′’, ‘
솔′’, ‘라ʹ’, ‘도′ʹ’, ‘레′ʹ’로 종지음은 ‘도ʹ’이다.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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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며 농음은 ‘레’를 평으로 잘게 농음하며 ‘도ʹ’를 추성한다. 이러한 구성음
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과 같지만, 시김새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72】와 같다. 

【악보 72】 통영 삼현육각 <타령>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주법을 살펴보면 제1~4, 10, 12장단에서 나타나며, 
‘도ʹ’에서 ‘라’로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10장
단에서 단 1회만 나타난다. 

  이상으로 통영 삼현육각 <타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솔-라], [솔(레′)-도′], [솔-레′]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17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
음은 ‘레-미-솔-라-도’이고 ‘레’를 평으로 농음, ‘도’를 추성하는 등 주요 구성
음은 수심가토리와 같지만, 시김새는 다른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통영 삼현육각 <타령>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97】과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솔-라], [솔(레′)-도′], [솔-레′]

악곡 구조 Ÿ 총 17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레-미-솔-라-도 ’(‘레’를 평으로 농음, ‘도’를 추성)
Ÿ 주요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와 같지만 시김새는 다름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표 97】 통영 삼현육각 <타령>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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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굿거리>

  통영 삼현육각은 <굿거리>는 주로 <타령>이 끝나고 바로 이어져서 연주되
는 악곡이다.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는 ♩. 기준으로 4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60이며 모두 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73】과 같이 3소박 4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굿거리장단이다. 

【악보 73】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장단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는 단2도 아래로 이조하여 기보하였다. 통영 삼현육
각 <굿거리>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74】와 같다. 

【악보 74】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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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74】를 살펴보면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제1장단은 ‘라’를 장인
한 후 퇴성한다. 그 후 제2장단에서 ‘라’를 받아 ‘도’로 상행 후 ‘레’로 하행진
행한다. 제3장단에서 ‘솔’에서 ‘라’를 거쳐 ‘레’로 하행하는 골격선율을 보이는
데 이는 제5장단 제3-4박에서 반복된다. 이 [라-레] 선율형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제4장단과 제6장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솔’에서 ‘도′’로 상행하는 진행
을 보인다. 따라서 이 [솔-도′] 선율형을 골격선율형ⓒ라 하겠다. 마지막 장단
인 제7장단인 ‘도′-미′-레-도’의 새로운 골격선율이 나타나는데 반복되어 나타
나지 않기 때문에 유형화하지 않겠다. 제7장단은 2배 이상 느려지며 마무리 
짓는 것이 특징이다.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골격선율형은 다음의 【표 98】과 같다. 

선율형 장단 골격선율

a 1 라 - - △

b 2 라 도′ 레 -

b′ 3 솔 - 라 레

c 4 솔 도‘ - -

b′′ 5 도′ 라 - 레

c′ 6 솔 - 라 도

d 7 도 미 레 도

【표 98】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골격선율형은 [라-레], [솔-도′] 
두 가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9】와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라-레]

골격선율형ⓒ [솔-도′]

【표 99】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골격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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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는 총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락은 제1~2
장단에서 선율이 제시되고, 제3~4장단에서는 제2장단의 선율이 반복·변형된
다. 제5~7장단은 제3~4장단이 변형된 형태이다. 따라서 <굿거리>는 총 3단락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100】과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제1단락 제1~2장단  골격선율형 ⓐ + ⓑ

제2단락 제3~4장단  골격선율형 ⓑ + ⓒ

제3단락 제5~7장단  골격선율형 ⓑ + ⓒ + ⓓ

【표 100】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악곡 구조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를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도’, ‘레’, ‘미’, ‘솔’, 
‘라’, ‘도ʹ’, ‘레ʹ’가 나타나고 종지음은 ‘도ʹ’이다.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
도’이며 농음은 ‘레’와 ‘도ʹ’를 평으로 잘게 농음하며 ‘도ʹ’를 추성한다. 이러한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과 같지만, 시김새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75】와 
같다. 

【악보 75】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제1, 3, 5 장단에서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며 ‘도′’에서 ‘라’로 하행할 때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제
3, 4장단에서 나타나는데 제3장단에서는 ‘레′’에서 ‘라’로 하행할 때 나타나며 
제4장단에서는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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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라-레], [솔-도′]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7장단이고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
-도’이고 ‘레’와 ‘도’를 평으로 농음하는 등 주요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와 같지
만, 시김새는 다른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아래 혀치기 주법과 
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1】과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라-레], [솔-도′]

악곡 구조 Ÿ 총 7장단으로, 분장 없이 3단락으로 구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레-미-솔-라-도 ’(‘레’와 ‘도’를 평으로 농음)
Ÿ 주요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와 같지만, 시김새는 다름

주법 
Ÿ 아래 혀치기 주법
Ÿ 내리 더름 주법 

【표 101】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분석내용

(4) <길군악>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은 ♩. 기준으로 10박을 한 장단으로 하였고 템포는 
♩. = 26이며 모두 4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기본 장단은 아래의 【악보 76】과 같이 3소박 10
박으로 구성되어있는 길군악 장단이다. 

【악보 76】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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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은 실음으로 기보하였다.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77】과 같다. 

【악보 77】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위 【악보 77】을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2박의 선율이 제2장단의 제1~2박, 
제3~4박에 반복되며 제1장단의 제5~6박 선율은 제2장단의 제5~6박에 반복된
다. 제2장단은 제1장단 선율이 변형·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장단은 
제2장단 선율이 제3박만 ‘도′’로 변형하여 반복 진행한다. 제4장단은 제2~3장
단에서 반복되는 ‘도-라’ 선율 진행이 리듬을 변형하여 반복된다. 하지만 제
5~6박은 ‘미-도’의 하행선율로 변형하여 종지한다.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전체 4장단에서 반복되는 골격선율형은 [도-라-솔-레]이며 골격선율형ⓐ라 할 
수 있다.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제1~4장단의 골격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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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선율구조 장단 골격선율

구분
없음

a 1 도 솔
(라) - 레 솔 레 △ △ △ △

a′ 2 도 라 도 라 솔 레 △ △ △ △
a′′ 3 도 라 도′ 라 솔 레 △ △ △ △
a′′′ 4 도 라 도 라 레 도 △ △ △ △

【표 102】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골격선율형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골격선율형은 [도-라-솔-레]로 
총 한 가지며, 골격선율의 음진행은 장3도 상·하행, 완전4도 상·하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3】과 같다. 

유형 내용

골격선율형ⓐ [도-라-솔-레]

【표 103】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골격선율형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은 총 4장단으로 분장과 단락의 구분이 없다.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악곡 구조는 다음의 【표 104】와 같다. 

분장 단락 장단 유형

분장 없음 단락 구분 없음 제1~4장단 골격선율형 ⓐ + ⓐ + ⓐ + ⓐ

【표 104】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악곡 구조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을 분석한 결과 출현음은 ‘도’, ‘레’, ‘미’, ‘솔’, 
‘라’, ‘도′’이며 종지음은 ‘도’이다.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다. 농음
의 경우, ‘도’는 퇴성하고 ‘레’는 평으로 굵게 떠는 농음, ‘솔’과 ‘라’는 ‘레’에 
비하여 평으로 잔잔하게 내는 농음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며 ‘도’는 퇴성한
다. 이러한 구성음 및 시김새를 살펴보면 주요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의 주요 
구성음과 같지만, 수심가토리의 시김새와 전혀 다르므로 명확한 토리는 나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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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은 다음의 【악보 78】과 
같다. 

【악보 78】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주법을 살펴보면, 총 4장단 중 제1~3장단에서 
혀치기 주법만 나타난다. ‘라’에서 ‘솔’로 하행진행 시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
타나며 ‘라-솔-라의’ 장2도 상·하행 시에 아래·위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도’와 ‘레’ 앞에 ‘미’가 꾸밈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격선율형은 [도-라-솔-레]의 한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악곡 구조는 총 4
장단이고 단락 구분은 없다.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고 ‘레’, ‘솔’, 
‘라’를 농음, ‘라’를 퇴성하는 등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가 다
른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났다.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의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5】와 
같다.

구분 내용

골격선율형 Ÿ 골격선율형 : [도-라-솔-레]

악곡 구조 Ÿ 총 4장단으로, 단락 구분 없음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레-미-솔-라-도 ’(‘레’, ‘솔’, ‘라’에 농음 ‘라’는 퇴성)
Ÿ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가 다름

주법 Ÿ 혀치기 주법

【표 105】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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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통영 삼현육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다. 골
격선율형은 <긴염불>과 <타령>은 세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굿거리>
는 두 가지, <길군악>은 한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 <타
령>, <굿거리>, <길군악> 모두 분장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
은 4단락으로 구분되며 <타령>과 <굿거리>는 3단락으로 구분되고, <길군악>
은 단락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의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다. 이러한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의 주요 구
성음과 같지만 ‘레’와 ‘도’를 농음하는 등 시김새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명확한 
토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법의 경우 주로 ‘도′’에서 ‘라’로 단3도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며 ‘레’에서 ‘솔’로 완전4도 상행진행할 때 올리 더
름 주법이 나타난다.

4. 소결론

  지금까지 각 지역별 삼현육각의 향피리선율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나타나는 
음악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악곡별로 악곡 구조를 파악하고 선율분
석을 통해서 반복되는 골격선율형을 찾아내었다. 또한 악곡의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 등을 파악하여 각 지역의 토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피리의 주
법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기 삼현육각은 광주와 평택지역의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 삼현육각의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살펴본 결과, 골격선율형은 <삼현타령>에서 가장 많은 네 가지의 골격선율형
이 나타났으며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에서는 3가지, <길군악>에서는 
두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과 <반염불>, 
<삼현타령>에서 2~3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나며 <굿거리>와 <길군악>은 분장
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은 <긴염불>이 6단락, <삼현타령>은 5단락으로 구분
되며 <반염불>, <굿거리>, <길군악>은 3~4단락으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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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염불>, <반염불>, <굿거리> 모두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
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삼현타령>은 4장단에서만 경토리가 
나타나고 나머지 장단에서는 반경토리나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
새에서 차이를 보인다. <길군악> 역시 ‘레-미-솔-라-도’의 수심가토리와 주요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법의 경우 5곡 모두에서 주로 
아래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나며 특히 <긴염불>과 <굿거리>에서는 
한 장단 안에서 주법이 2회 이상 출현하며 주법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평택 삼현육각은 <긴염불>,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솔’에서 
‘레’나 ‘도’로 상행하는 선율형이 주로 나타난다. <긴염불>과 <굿거리> 모두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은 2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나고 
<굿거리>에서는 분장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은 <긴염불>은 6단락, <굿
거리>는 4단락으로 구분되며 골격선율형은 <긴염불>과 <굿거리> 모두 세 가
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구성음은 <긴염불>, <굿거리> 모두 ‘솔-라-도-
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와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은 
주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 겹목튀김 주법이 나타나며 한 장단 안에서 이 
3가지 주법이 모두 나타나며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높다.
 
  둘째, 해서 삼현육각은 해주 삼현육각과 은율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각
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
을 분석하였다. <타령시나위>에서는 가장 많은 네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
으며 <긴염불>과 <자진염불>은 두 가지, <굿거리>와 <길군악>은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
위>, <굿거리>, <길군악> 모두 분장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만 2
단락으로 구분되며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은 모두 3
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 <자진염불>, <굿거리>, <길군악>의 주요 구성
음은 ‘솔-라-도-레-미’로 ‘라’와 ‘레’를 낮게 연주하며 종지음 등을 살펴보면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농음하며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타령시나위>에서만 ‘솔’과 ‘도’ 이외에 ‘라’를 
치켜 떠는 농음 양상이 나타나 경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주로 위·아래 혀치기와 함께 나타나며 주로 내리 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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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이 나타난다. 하지만 <굿거리>에서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보다 겹더
름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은율 삼현육각은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긴염불>은 두 가지, <보안사타령>은 세 가지, <굿거리>는 한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 모두 분장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 곡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과 <보안사타령>은 주요 구성음이 ‘솔-라-도-레-미’로 경토리의 음
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과 ‘도’를 함께 농음하며 ‘도’를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굿거리>는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진경토
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혀치기 주법, 더름 주법이 나타나
지만 두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겹요성,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주로 나타
난다. 

  셋째, 영호남 삼현육각은 전주 삼현육각과 통영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
각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
격선율형은 <긴염불>만 한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승전곡>, <타령>, 
<굿거리>는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 모두 분장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은 4단락으로 구
분되며, <승전곡>, <타령>, <굿거리>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라’와 ‘레’
를 낮게 연주하며 ‘솔’을 평으로 떨고 ‘레’를 흘려 떠는 등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긴염불>에서만 ‘솔’ 이외에 ‘도’를 함께 농음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주법은 ‘미’에서 ‘레’로 단2도 하행진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다. 골
격선율형은 <긴염불>과 <타령>은 세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굿거리>
는 두 가지, <길군악>은 한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 모두 분장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은 4
단락으로 구분되며 <타령>과 <굿거리>는 3단락으로 구분되고, <길군악>은 단
락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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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며 이러한 구성음은 수심가토리의 주요 구성음과 
같지만 ‘레’와 ‘도’를 농음하는 등 시김새는 다르게 나타난다. 주법의 경우 주
로 ‘도′’에서 ‘라’로 단3도 하행할 때 아래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며 ‘레’에서 
‘솔’로 완전4도 상행진행할 때 올리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 144 -

III. 삼현육각 향피리선율의 지역별 비교

  본장에서는 Ⅱ장에서 파악한 지역별로 분석한 음악적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삼현육각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 삼현육각인 광주·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108)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지역의 음악적 분석내용을 
각각 비교해보고자 한다. 
  각 지역별 악곡의 비교는 장단, 선율,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주
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장단의 비교는 각 곡별로 나타나는 장단 형태의 특징
을 찾아 비교할 것이다. 선율 비교는 Ⅱ장에서 파악한 골격선율형을 중심으로 
골격선율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들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악곡 구조의 비교에서는 장단 수, 분장의 유무, 단락 구분을 비
교하고, 주요 구성음 및 토리의 비교는 각 곡별로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들을 
비교한 후 지역별로 나타나는 토리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주법의 비교는 각 
곡별로 나타나는 주법과 주법의 출현횟수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
적인 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단 비교

  본 절에서는 지역별 삼현육각에서 공통으로 연주되는 <긴염불>, <반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의 악곡에 나타나는 장단을 비교· 분석하겠다.

108) 경기 삼현육각은 현재 활발히 전승되고 있으며 그 자료 역시 가장 많이 남아있으므로 비교의 
기준은 경기 삼현육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앞의 Ⅱ장에서 경기지역의 광주와 평택 삼현육각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의 음악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Ⅲ장에서는 경기지역으로 묶어서 
서술할 것이다. 하지만 해서 지역인 해주와 은율, 영호남 지역인 전주와 통영은 경기지역에 비하
여 음악적 유사성이 높지 않으므로 해서, 영호남 지역으로 묶지 않고 해주, 은율, 전주, 통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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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염불>

   각 지역별 <긴염불> 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6】과 같다.

지역 장단

경기
(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표 106】 지역별 <긴염불> 장단

  
  위의 【표 106】을 살펴보면 경기(광주·평택) <긴염불> 장단은 두 장단이 한 
묶음으로 연주되는 왼장단 형태가 나타나는데 은율의 경우 광주·평택과 마찬
가지로 왼장단이 나타나므로 광주·평택 <긴염불> 장단과 매우 유사하다. 해주, 
전주, 통영은 왼장단은 나타나지 않지만, 긴염불의 기본 장단 형태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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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주와 통영의 경우 경기, 해주 은율 지역의 장단에 비하여 제4박의 가락
이 생략되지만 제6박에는 쿵이나 덕 등의 가락이 추가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긴염불> 장단을 비교한 결과, 각 지역 <긴염불>의 장단은 경기(광주·평택)· 
은율 모두 12박으로 구성된 왼장단이 나타나므로 가장 유사하며 해주는 왼장
단은 나타나지 않지만, 긴염불 기본 장단이 나타나 경기지역과 유사하게 나타
난다. 전주· 통영 역시 경기(광주·평택)의 장단에 비해 제4박의 가락이 생략되
거나 제6박에서 ‘쿵’이나 ‘덕’ 등의 잔가락들이 추가되었지만 <긴염불> 제3박
에 ‘기덕’을 하거나 제5박에 ‘더러러러’를 하는 등의 기본 장단 형태가 나타나
므로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긴염불> 장단은 각 지역마다 서로 연관성
을 지니며, 동일 장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반염불>

  경기(광주) <반염불>,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의 장단109)을 살펴보
면 다음의 【표 107】과 같다.

지역 장단

경기
(광주)

해주 

전주

【표 107】 지역별 <반염불> 장단

109)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은 경기(광주) <반염불>에 해당하는 악곡이며 명칭만 다르게 
부른다. 본고 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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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107】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해주의 장단은 장단의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주의 제6박에 ‘쿵’이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
인다. 전주에서는 제2, 4박 ‘쿵’을 연주하지 않고, 소박의 나뉨이 없는 등의 
단순한 구조를 보였는데 다른 지역보다 장단의 템포가 빠르기 때문이었을 것
이라는 점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각 지역별 <반염불> 장단을 비교한 결과, 경기(광주) <반염불>, 해주 <자진
염불>, 전주 <승전곡>의 장단은 전주로 갈수록 소박의 나뉨이 없는 등의 단순
한 구조를 보이지만 기본 형태는 같으므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동
일 장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타령>

  경기(광주) <삼현타령>, 해주 <타령시나위>, 은율 <보안사타령>, 전주 <타
령>, 통영 <타령>의 장단110)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8】과 같다.

110) <타령>은 경기 삼현육각에서 <삼현타령>, 해주 삼현육각에서는 <타령시나위>, 은율 삼현육각
에서는 <보안사타령>, 전주와 통영에서는 <타령>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나타난다.

지역 장단형

경기
(광주)

해주 

은율

【표 108】 지역별 <타령>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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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108】을 살펴보면 <타령> 장단은 경기(광주), 해주, 은율, 전주, 통
영 모두 유사한 형태의 장단이 나타나고 있다. 제1~3박은 경기(광주), 해주, 
은율, 전주, 통영 모두 동일한 장단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제4박에서 해서(해
주·은율) 지역은 ‘쿵’을 연주하고, 영호남(전주·통영) 지역은 ‘따’를 연주하는 
등의 차이점을 보이며 해서 지역과 영호남 지역의 특징이 나타났다. 
  각 지역별 <타령> 장단을 비교한 결과 각 지역 <타령> 장단은 제1~3장단은 
동일한 형태의 장단형이 나타나 각 지역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유사한 장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굿거리>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굿거리>의 장단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 109】와 같다.

전주

통영

지역 장단

경기
(광주·평택)

【표 109】 지역별 <굿거리>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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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108】을 살펴보면 <굿거리> 장단은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의 
장단 형태가 아주 유사하다. 전주는 제1~2박이 경기와 유사하였으나 제3~4박
에서 제1~2박이 그대로 반복되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영은 비교
적 단순한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장단의 템포가 빠르기 때문
으로 보인다. 또한 제3박의 경우 해서 지역(해주·은율)은 ‘기덕’을 연주하고, 
영호남(전주·통영)은 ‘덩’을 연주하여 지리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각 지역별 <굿거리>의 장단을 비교한 결과, 각 지역 <굿거리>의 장단은 서
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동일 장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주

은율

전주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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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군악>

   경기(광주), 해주, 통영의 <길군악>의 장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0】과 
같다.

지역 길군악 장단형

경기
(광주)

해주 

통영

【표 110】 지역별 <길군악> 장단

  위의 【표 110】을 살펴보면 경기(광주)의 경우 두 박이 한 묶음 단위로 이루
어지며, 제1~2박이 총 세 번 반복되고, 제7박에 ‘더러러러’가 나타나는 형태이
다. 해주의 경우도 광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두 박이 한 묶음 단위로 연
주되나 제5~6박이 한 묶음으로 되어 한 박이 생략되어 7박 장단이 나타난다. 
통영 역시 경기(광주) <길군악>과 마찬가지로 두 박이 한 묶음 단위로 진행하
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제2, 4, 6, 8, 10장단에 경기(광주) <길군악>과는 다르
게 가락이 추가되며 제9~10박의 두 박이 추가된 10박 장단이 나타난다. 
  세 지역의 <길군악> 장단 형태는 모두 두 박이 한 묶음 단위로 이루어지며, 
제1, 3, 5박이 유사하여 경기(광주), 해주, 통영의 세 지역이 서로 간의 연관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광주에 비해 해주는 제5~6박이 합
쳐져 한 박이 축소되었고, 통영은 한 묶음인 두 박이 확장되어 10장단의 형태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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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길군악> 장단을 비교한 결과, 각 지역 <길군악> 장단 형태는 
유사하나 지역마다 박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지역별 삼현육각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리>·<길군악>에 쓰이는 
장단을 지역 간에 비교한 결과,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삼현육각 모두 경기 삼
현육각인 광주·평택 장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염불>·<반염
불>·<타령>,·<굿거리>의 장단은 모든 지역의 장단 구조가 같고, 지역에 따라
서 잔가락이 추가되거나 조금씩 변형된 형태를 보인다. <길군악> 장단의 경우 
장단 형태는 유사하지만 구성하는 박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
(광주) <길군악>은 8박인데 비하여 해주 <길군악>은 제5~6박이 한 박으로 축
소되면서 7박으로 줄어들었으며, 통영 <길군악>은 경기에 비하여 두 박이 추
가되어 10박으로 확장되는 등 장단 박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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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비교

  각 지역 삼현육각의 선율 비교는 악곡별로 진행하며, 골격선율형이 동일하
거나 유사한 선율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1) <긴염불>

  각 지역별 삼현육각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골격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1】과 같다.

지역 골격선율형

경기(광주·평택)

 경기 <긴염불> [솔-레′-도′-솔]
 경기 <긴염불> [레′-도′-레′]
 경기 <긴염불> [솔-라-솔-도′-레′-미′] 
 경기 <긴염불> [솔-도′-라-레′]

해주 
 해주 <긴염불> [레′-도′-레′-도′-솔]

 해주 <긴염불> [라-솔-레′-도′-솔]

은율
 은율 <긴염불> [미′-솔-도′-솔′-도′]
 은율 <긴염불> [레′-라-솔-도′-솔] 

전주  전주 <긴염불> [도′-레′-도′-솔] 

통영
 통영 <긴염불> [라 - -]
 통영 <긴염불> [라-레′-도′-라-솔-도′]
 통영 <긴염불> [레-라-솔-레]

【표 111】 지역별 <긴염불> 골격선율형

  위의 【표 111】을 살펴보면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의 골격선율형 [솔-레′
-도′-솔]과 유사한 것으로, 해주는 [레′-도′-레′-도′-솔], [라-솔-레′-도′-솔]이 
있고, 은율은 [레′-라-솔-도′-솔], 전주는 [도′-레′-도′-솔]이 있으며, 통영 <긴
염불>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별 <긴염불>에 나타나는 유사한 골격선율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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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평택) <긴염불> [솔-레′-도′-솔]

해주 <긴염불> [레′-도′-레′-도′-솔]

해주 <긴염불> [라-솔-레′-도′-솔]

은율 <긴염불> [레′-라-솔-도′-솔]

전주 <긴염불> [도′-레′-도′-솔]

【표 112】 지역별 <긴염불> 유사 골격선율형

  각 골격선율형에 해당하는 선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79~83】과 같다. 

【악보 79】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장단

【악보 80】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장단

【악보 81】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3장단

【악보 82】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제6장단

【악보 83】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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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79~83】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긴염불>의 [솔-레′-도′-솔]의 골
격선율은 해주 <긴염불> 제1장단의 제3~6박에서 ‘솔’이 생략되어 ‘레′-도′-솔’
의 골격선율 진행만 나타난다. 해주 <긴염불> 제3장단에서는 제2~6박에서 ‘솔
-레′-도′-솔’의 골격선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은율 <긴염불> 제6장단에서 
제4~5박에 ‘도′-솔’의 선율 진행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전주 <긴염불> 제1장단
은 제4~6박에 ‘레′-도′-솔’의 골격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선율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긴염불> 제3박과 해주 <긴염불> 제4박 역시 
‘레′’로 같지만, 해주의 경우 선율 진행 시 리듬 분할이 많이 사용되고, 경기
(광주) <긴염불>은 ‘레′-도′’로 하행진행한다. 경기(광주)와 해주 <긴염불> 제
5~6박 역시 골격음은 같지만, 경기의 경우 ‘솔’이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
주의 경우 제5박의 ‘도′’ 앞에 ‘라-솔-레′-도′-레′’의 미분음이 꾸며준다. 제6
박에서는 골격음 ‘솔’ 앞에 경기(광주)와 해주 모두 동일하게 꾸밈음이 나타나
는데, 해주는 ‘도′-라’의 장3도 간격의 형태가 나타나며, 경기(광주)는 ‘도′-도’
의 한 옥타브 진행의 꾸밈음이 나타나며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해주 <긴염
불> 제3장단은 경기(광주) <긴염불> 제1장단의 선율과 제2~6박의 선율이 거
의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제1, 2, 4박을 살펴보면 같은 골격음이지만 경기(광
주)는 주로 ‘도′’와 ‘레′’ 등 한 음으로 구성된 꾸밈음을 사용하는 반면, 해주
는 ‘미′-레′’, ‘도′-라’와 같이 두음으로 구성된 꾸밈음이 나타난다. 은율 <긴
염불> 제6장단과 경기(광주) <긴염불> 제1장단의 제4~5박의 선율을 살펴보면 
‘도′-솔’의 골격선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4박에서 두 지역 모두 ‘도′’가 나
타나며 경기(광주)의 경우 ‘도′’를 5박까지 장인하여 6박에 ‘솔’로 하행한다. 
은율의 경우, 제4박에서 ‘라’를 거쳐 제5박 ‘솔’로 하행한다. 두 지역 모두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라’를 거치는 공통점이 나타나며 하행한 ‘솔’에서 
다시 ‘라’로 상행하는 진행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경기(광주)와 전주 <긴
염불>의 제1~2박의 선율은 다르게 진행하지만, 경기(광주) <긴염불> 제3~6박
과 전주 <긴염불> 제4~6박의 선율이 ‘솔-도′-레′’로 상행하고 다시 ‘도′’로 하
행하여 지속한 후 ‘솔’로 하행하는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레′’에서 
‘도’′로 하행하는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각 지역 <긴염불> 중 유사한 골격선율형에 해당하는 선율들을 비교한 결과, 
해주 <긴염불>에서는 경기(광주·평택) <긴염불>과 골격선율 진행은 같지만 많
은 리듬 분할을 사용하여 구성음들의 밀도가 경기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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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꾸밈음의 사용 빈도수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은율 <긴염불>의 경우 ‘도′’에
서 ‘솔’로 하행할 때 ‘라’를 거쳐 하행하며 하행 한 ‘솔’이 다시 ‘라’로 상행하
며 동일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 전주 <긴염불> 제4~6박의 선율이 ‘솔-도′-
레′’로 상행하고 다시 ‘도′’로 하행하여 지속한 후 ‘솔’로 하행하는 진행이 동
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레′에서 도′로 하행하는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해주 <긴염불> 제3장단의 선율이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의 선율과 가장 유
사한 진행을 보였다. 해주 <긴염불> 제3장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3박 이후부
터 경기(광주·평택) <긴염불>과 유사한 선율이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긴염불>의 변주 형태는 제1~3박인 장단의 앞머리 선율의 변형이 주를 이루
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영 <긴염불>에서는 다른 지역의 <긴염불>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반염불>

  각 지역별 삼현육각 <반염불>에서 나타나는 골격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3】과 같다.111)

지역 골격선율형

경기
(광주)

광주 <반염불> [솔-레′-도′-솔]

광주 <반염불> [레′-라-솔-레′]

광주 <반염불> [솔-라-솔-도′-미′]

해주 
해주 <자진염불> [레′-도′-솔]

해주 <자진염불> [라-솔-도′-솔]

전주

전주 <승전곡> [솔-도′-라]

전주 <승전곡> [솔-레′-도′-레′]

전주 <승전곡> [솔-라-솔-레]

【표 113】 지역별 <반염불> 골격선율형

111)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은 광주 <반염불>에 해당하는 악곡이며 명칭만 다르게 부른
다. 본고 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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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 <반염불>의 [솔-레′-도′-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골격선율형은 해주 
<자진염불> [레′-도′-솔], [라-솔-도′-솔]과 전주 <승전곡> [솔-레′-도′-레′]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4】와 같다.

광주 <반염불> [솔-레′-도′-솔]

해주 <자진염불> [레′-도′-솔]

해주 <자진염불> [라-솔-도′-솔]

전주 <승전곡> [솔-레′-도′-레′]

【표 114】 지역별 <반염불> 유사 골격선율형

  각 골격선율형에 해당하는 선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84~87】과 같다. 

【악보 84】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1장단

【악보 85】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제1장단

【악보 86】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제3장단

【악보 87】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제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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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84~87】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반염불>의 [솔-레′-도′-솔]은 해
주 <자진염불> 제1장단에서 ‘솔’이 생략되어 나타난다. 해주 <자진염불> 제3
장단의 경우 ,경기(광주) <반염불>의 [솔-레′-도′-솔]의 선율이 ‘레′’가 생략되
어 제2박부터 ‘솔-도′-솔’의 진행이 나타난다. 전주 <승전곡> 제3장단 ‘솔-
레′-도′’의 선율 진행은 경기(광주) <반염불>과 동일하지만 ‘솔’로 종지하지 
않는다.
  선율을 살펴보면 광주 <반염불> 제1장단과 해주 <자진염불> 제1장단 제4~6
박에서 ‘도′’에서 ‘솔’로 완전 4도 하행진행할 때 ‘라’를 거쳐 하행하는 공통점
이 나타난다. 경기(광주) <반염불> 제1장단과 해주 <자진염불> 제3장단은 제3
박의 골격선율만 다르게 나타나며 제1~2, 제4~6박의 골격선율은 같다. 또한 
리듬 진행에서 점사분음표가 주로 나타나며 매우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전주 
<승전곡>의 골격선율형 [솔-레′-도′-레′]에 해당하는 전주 <승전곡> 제3장단
을 비교하면 ‘솔’에서 ‘레′’로 완전 5도 상행할 때 ‘도′’와 ‘미′’를 거쳐 진행하
는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경기(광주) <반염불>,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의 유사한 선율을 비
교한 결과, 해주와 전주 모두 유사한 선율이 제3장단에 나타났다. 경기(광주)
와 전주의 경우 ‘솔-레′-도′’의 선율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꾸밈음이나 
리듬 분할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해주는 그에 비해 골격음 사이에 리듬 분
할이 나타나 음진행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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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령>

  각 지역별 삼현육각 <타령>에서 나타나는 골격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5】와 같다.112)

지역 골격선율형

경기
(광주)

광주 <삼현타령> [레′-미′-도′]

광주 <삼현타령> [레′-라-솔]

광주 <삼현타령> [미-도′-레′]

광주 <삼현타령> [라-레′-도′-솔]

해주

해주 <타령시나위> [도′-라-레′] 

해주 <타령시나위> [도′-미′-라-솔]

해주 <타령시나위> [레′-라-솔-도′-솔]

해주 <타령시나위> [레′-미′-솔′]

해주 <타령시나위> [솔′-미′]

은율

은율 <보안사타령> [미′-라-솔]

은율 <보안사타령> [라-도′-라-솔]

은율 <보안사타령> [레′-솔]

전주

전주 <타령> [레-라-레′]

전주 <타령> [레′-도′]

전주 <타령> [도′-솔-도′-솔]

통영
통영 <타령> [솔-라]

통영 <타령> [솔-레′-도′]

【표 115】 지역별 <타령> 골격선율형

112) <타령>은 경기 삼현육각에서 <삼현타령>, 해주 삼현육각에서는 <타령시나위>, 은율 삼현육각
에서는 <보안사타령>, 전주와 통영 삼현육각에서는 <타령>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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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 <삼현타령> [레′-미′-도′]와 유사한 골격선율은 전주 <타령> [레′
-도′]이며 경기(광주) <삼현타령>  [레′-라-솔]과 유사한 골격선율은 해주 <타
령시나위> [레′-라-솔-도′-솔]과 은율 <보안사타령> [미′-라-솔]이다. 경기(광
주) <삼현타령> [라-레′-도′-솔]과 유사한 골격선율은 해주 <타령시나위> [레′
-라-솔-도′-솔]과 전주 <타령> [도′-솔-도′-솔]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6】과 같다.

광주 <삼현타령> [레′-미′-도′]

전주 <타령> [레′-도′]

광주 <삼현타령>  [레′-라-솔]

해주 <타령시나위> [레′-라-솔-도′-솔]

은율 <보안사타령> [미′-라-솔]

광주 <삼현타령> [라-레′-도′-솔]

해주 <타령시나위> [레′-라-솔-도′-솔]

전주 <타령> [도′-솔-도′-솔]

【표 116】 지역별 <타령> 유사 골격선율형

  경기(광주) <삼현타령>의 골격선율형 [레′-미′-도′]에 해당하는 경기(광주) 
<삼현타령> 제3장단과 전주 <타령> 골격선율형 [레′-도′]에 해당하는 전주 
<타령> 제6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88~89】와 같다. 

【악보 88】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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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전주 삼현육각 <타령> 제6장단

  선율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삼현타령>의 경우 제1박의 ‘레′’는 제1박 안에
서 라로 완전4도 하행하지만, 전주 <타령>의 경우 제2박까지 진행된 후 ‘솔’
로 완전5도 하행한다. 경기(광주) <삼현타령>의 경우 ‘레′’와 ‘미′’가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지만, 전주 <타령>의 경우, ‘레′’에서 ‘도′’로 장2도 하행하는 선
율 진행이 주로 진행된다. 선율을 비교한 결과 골격선율은 유사하지만, 경과
음의 진행 및 선율 진행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광주) <삼현타령>의 골격선율형 [레′-라-솔]에 해당하는 경기(광주) <삼
현타령> 제10장단과 해주 <타령시나위>의 골격선율형 [레′-라-솔-도′-솔]에 해
당하는 제3~4장단, 은율 <보안사타령>의 골격선율형 [미′-라-솔]에 해당하는 
은율 <보안사타령> 제1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90~92】와 같다. 

【악보 90】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11장단

【악보 91】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제3~4장단

【악보 92】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제1장단

  경기(광주) <삼현타령> 제11장단과 해주 <타령시나위> 제3~4장단, 은율 
<보안사타령> 제1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우선, 경기 <삼현타령>의 골격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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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주<타령시나위>에서 두 장단으로 늘어나며 리듬 분할이 많아 음의 밀도
가 경기<삼현타령>보다 높게 나타난다. 경기(광주) <삼현타령> 제2~4박과 은
율 <보안사타령>의 제3~4박이 ‘라’에서 ‘솔’로 하행하는 골격선율의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경기(광주) <삼현타령>의 경우 ‘솔’이 제4박에서 반복되
며 앞에 꾸밈음이 나타나는 반면 은율의 경우 꾸밈음 없이 ‘솔’로 하행한다. 
그러나 골격선율만 유사할 뿐 전체 선율 진행을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나타나
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전주 <타령> [레′-도′]와 통영 <타령>의 [라-레′-도′] 선율형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전주 <타령> 제6장단과 통영 <타령> 제6장단의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93~94】와 같다. 

【악보 93】 전주 삼현육각 <타령> 제6장단

【악보 94】 통영 삼현육각 <타령> 제6장단

  두 곡 모두 ‘레′-도′’로 장2도 하행하는 골격선율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골격선율만 같을 뿐 선율의 진행 형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
주<타령>의 경우 ‘레′’에서 ‘도′’로 하행할 때 ‘도-라-솔’을 거쳐 진행하거나 
리듬 분할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에 비하여 통영 <타령>은 경과음 없이 ‘레′-
도′’로 장2도 하행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각 지역별 <타령>을 비교한 결과, 각 지역의 타령은 골격선율만 유사할 뿐 
경과음의 진행 및 선율 진행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정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타령의 선율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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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굿거리>

  각 지역별 삼현육각 <굿거리>에서 나타나는 골격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7】과 같다. 

지역 골격선율형

경기
(광주·평택)

경기 <굿거리> [도′-솔] 
경기 <굿거리> [미′-도′-솔]
경기 <굿거리> [솔-도′-미′-솔] ,

해주
해주 <굿거리> [미′-도′-솔]
해주 <굿거리> [미′-도′-레′] 
해주 <굿거리> [라-도′]

은율 은율 <굿거리> [도′-레′-솔]

전주

전주 <굿거리> [솔-도′-레′-솔]
전주 <굿거리> [솔-도′-레′-도′]
전주 <굿거리> [레′-도′-솔-도′]
전주 <굿거리> [도′-솔]

통영
통영 <굿거리> [라-레]
통영 <굿거리> [솔-도′]

【표 117】 지역별 <굿거리> 골격선율형

  위 【표 117】을 살펴보면, 경기(광주·평택) <굿거리> [도′-솔] 은율 <굿거리> 
[도′-레′-솔], 전주 <굿거리> [도′-솔]과 유사하며 경기 <굿거리> [미′-도′-솔]
과 해주 <굿거리> [미′-도′-솔]은 동일한 골격선율형이다. 경기(광주·평택) <굿
거리> [솔-도′-미′-솔]은 전주 <굿거리> [솔-도′-레′-솔]과 유사하다. 이밖에도 
은율 <굿거리> [도′-레′-솔]과 전주 <굿거리> [솔-도′-레′-솔]이 유사한 형태
로 나타난다. 통영 <굿거리>에서 주로 나타나는 ‘라’에서 ‘레’로 완전 5도 하
행진행과 ‘솔’에서 ‘도′’로 완전4도 상행진행하여 ‘도′’로 종지하는 선율형과 
유사한 선율형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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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굿거리> [도′-솔]

은율 <굿거리> [도′-레′-솔]

전주 <굿거리> [도′-솔]

경기 <굿거리> [미′-도′-솔]

해주 <굿거리> [미′-도′-솔]

경기 <굿거리> [솔-도′-미′-솔]

전주 <굿거리> [솔-도′-레′-솔]

은율 <굿거리> [도′-레′-솔]

전주 <굿거리> [솔-도′-레′-솔]

【표 118】 지역별 <굿거리> 유사 골격선율형

  경기(광주·평택) <굿거리> [도′-솔], 은율 <굿거리> [도′-레′-솔], 전주 <굿거
리> [도′-솔]에 해당하는 경기(광주·평택) <굿거리> 제1장단, 은율 제1~2장단, 
전주 <굿거리> 제10~11장단을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95~97】과 같다. 

【악보 95】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장단

【악보 96】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제1~2장단

【악보 97】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0-1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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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95~97】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굿거리>의 [도′-솔]은 선율이 
은율 <굿거리>에서 제1~2장단에 걸쳐 두 번 반복하는 형태를 보인다. ‘도′’에
서 ‘솔’로 하행할 때 경기(광주) <굿거리>는 ‘라-솔-라’를 거쳐 진행하지만 은
율의 경우 ‘레′-미′’로 상행 후 다시 ‘레′-도′-라’를 걸쳐 하행진행한다.
  선율을 비교한 결과, 골격선율은 같지만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의 선율이 
은율에서는 1~2장단에 걸쳐 두 번 반복되는 확대된 형태를 보이며,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경과음과 주법의 사용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도′’에서 ‘솔’
로 하행하는 선율은 전주 <굿거리>에서 2장단에 걸쳐 총 3번을 반복하며 진
행된다. 동일한 ‘도′-솔’의 골격선율 진행이지만 골격음 사이의 경과음이 경기
(광주·평택) <굿거리>의 경우 ‘라-솔-라’의 하행선율인 반면, 전주 <굿거리>는 
‘레-도′-라’로 구성된 경과음을 거쳐 ‘솔’로 하행한다. 은율 <굿거리>와 같은 
경과음 진행이 나타난다.
  경기(광주) <굿거리> 제4장단 [미′-도′-솔]과 해주 <굿거리> [미′-도′-솔]에 
해당하는 해주 <굿거리> 제1~2장단을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98~99】와 같다. 

【악보 98】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4장단

【악보 99】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2장단

  경기(광주) <굿거리>와 해주 <굿거리>의 선율을 비교하면 [미′도′-솔]의 골
격선율은 광주에서는 한 장단에서 진행하지만 해주의 경우 두 장단에 걸쳐 확
장된 형태를 보인다. 특히 경기(광주) <굿거리>의 경우 제4장단의 선율은 제1
장단의 선율이 상행진행으로 변형된 형태의 선율인 데 비해, 해주 <굿거리>에
서는 제1장단부터 이러한 형태의 선율이 제시된다.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경기(광주) <굿거리>는 ‘라-솔-라’를 거쳐 하행하지만, 해주의 경우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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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행 후 다시 ‘레′-도′-라’를 걸쳐 하행진행한다. 
  경기(광주) <굿거리> 제10장단 [솔-도′-미′-솔]과 전주 <굿거리> [솔-도′-
레′-솔]]에 해당하는 전주 <굿거리> 제1~2장단을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100~101】과 같다. 

【악보 100】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0장단

【악보 101】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2장단

  위의 【악보 100~101】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굿거리>와 전주 <굿거리> 모
두 제1박은 ‘솔’로 시작하여 ‘도′’로 완전 4도 상행진행한다. 그 이후에 경기
(광주)는 ‘미′’로 단3도 상행진행하지만 전주의 경우 ‘레’로 장2도 상행진행한
다. 경기(광주) <굿거리>‘미′’에서 ‘솔’로 하행진행할 때나 전주 <굿거리> ‘레’
에서 ‘솔’로 하행진행할 때 모두 ‘도′-라’의 선율 진행이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전주 <굿거리>와 비교한 결과 경기(광주) <굿거리>의 선율이 전주 <굿거리>에
서 제1~2장단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며 ‘레′-도′-라-솔’의 동일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각 지역별 <굿거리>의 선율을 비교한 결과,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의 
[도′-솔]의 골격선율 해주, 은율과 전주 <굿거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두 
장단에 걸쳐 확장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은율 <굿거리>의 경우 경기 <굿거
리>와 경과음이나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인
다. 전주 <굿거리>는 경기(광주·평택), 은율과 동일한 [도′-솔]의 골격선율이 
나타나며,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와는 골격선율만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은
율 <굿거리>와는 ‘레′-도′-라-솔’의 동일한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유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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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인다. 경기(광주·평택)를 제외한 해주, 전주에서 모두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레′-도′-라-솔’의 동일한 경과음 진행이 나타난다. 경기(광주·평택) 
<굿거리> 제1장단의 골격선율이 은율의 경우 동일하게 제1장단에 나타나지만, 
제3장단 이후의 선율들이 해주와 전주 <굿거리>에서는 제1~2장단에 나타난
다. 즉, <굿거리>의 경우, 각 지역별로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의 선율의 영
향을 받긴 했지만 장단의 순서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길군악>

  각 지역별 삼현육각 <길군악>에서 나타나는 골격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9】와 같다. 

지역 골격선율형

경기
(광주)

 광주 <길군악> [미-라-솔-미]

 광주 <길군악> [미-라-레-라-레] 

해주

 해주 <길군악> [레′-도′-솔]

 해주 <길군악> [미′-레′-솔-레′-도′ ]

 해주 <길군악> [도′-레′-라-솔(레)-파(도)]

통영  통영 <길군악> [도-라-솔-레]

【표 119】 지역별 <길군악> 골격선율형

  골격선율형을 비교한 결과, 해주 <길군악> 골격선율형 [레′-도′-솔]과 [미′-
레′-솔-레′-도′],  [도′-레′-라-솔(레)-파(도)]는 경기(광주)와 통영 <길군악>이 
‘도′’나 ‘솔’로 종지하는 선율형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 경기(광주) <길
군악>과 통영 <길군악>의 골격선율형을 비교한 결과, 통영 <길군악>의 골격
선율형 [도-라-솔-레]는 경기(광주) <길군악>의 골격선율형 [미-라-레-라-레]
와 ‘레’ 종지와 ‘라’에서 ‘레’로 완전 5도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
난다. 통영 <길군악>의 골격선율형 [도-라-솔-레]는 1/2이상이 경기(광주) 
<길군악>과 같은 선율이 나타나므로 유사선율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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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0】과 같다. 

  광주 <길군악> [미-라-레-라-레]

통영 <길군악> [도-라-솔-레]

【표 120】 지역별 <길군악> 유사 골격선율형

  경기(광주) <길군악>의 골격선율형 [미-라-레-라-레]에 해당하는 경기(광주) 
<길군악> 제2장단과 통영 <길군악> 골격선율형 [도-라-솔-레]에 해당하는 통
영 <길군악> 제2장단을 비교하면 다음의 【악보 102~103】과 같다. 

【악보 102】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제2장단

【악보 103】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제2장단

  위의 【악보 102~103】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길군악>은 ‘미’에서 시작하
여 제2박에서 ‘라’로 완전 4도 상행 후 제3박에서 ‘레’로 하행하며 ‘레’로 하
행할 때 ‘미’를 경과하여 하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통영 <길군악>에서는 ‘라’
에서 ‘레’로 하행진행하는 형태는 제4~6박의 선율에 나타나는데 ‘라’에서 ‘레’
로 하행할 때 ‘솔’로 장 2도 하행하여 지속한 후 ‘미’를 꾸밈음으로 짧게 거쳐
서 ‘레’로 하행한다. 두 곡 모두 ‘라’에서 ‘레’로 하행할 때 경과음을 거쳐 진
행하며 시가는 다르지만 두 곡 모두 ‘미’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기
(광주) <길군악> 제2박의 ‘라’와 통영 <길군악> 제2박의 ‘라’ 앞에 ‘라-솔’의 
꾸밈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경기(광주), 해주, 통영의 <길군악> 선율을 비교한 결과, 해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도′’나 ‘솔’로 종지하며 ‘도′’나 ‘레′’를 중심으로 한 선율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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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광주)와 통영 <길군악> 선율과 유사한 선율이 나타
나지 않는다. 통영 <길군악>은 경기(광주) <길군악>과 ‘라’에서 ‘레’로 완전5
도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두 곡 모두 ‘미’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기(광주) <길군악> 제2박의 ‘라’와 통영 <길군악> 제2박의 
‘라’ 앞에 ‘라-솔’의 꾸밈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선율 진행에서 유사한 
점이 나타난다.

  각 지역 삼현육각의 선율을 악곡별로 비교한 결과, 선율 간의 연관성이 악
곡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긴염불>의 경우 해주, 은율, 전주 <긴염불>에서 모
두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 특히 해주 <긴염불> 제3장단의 선율이 경기
(광주·평택) <긴염불>의 선율과 가장 유사한 진행을 보였다. 해주 <긴염불> 제
3장단을 제외한 선율들은 모두 각 장단의 제3박 이후부터 경기(광주·평택) 
<긴염불>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긴염불>은 장단 전체 선율
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제1~3박인 장단의 앞머리 선율의 변형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영 <긴염불>에서는 다른 지역의 <긴염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염불>의 경우, 해주와 전주 모두 유사한 
선율이 제3장단에 나타났다. 경기(광주)와 전주의 경우 ‘솔-레′-도′’의 선율 진
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꾸밈음이나 리듬 분할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해
주는 그에 비하여 골격음 사이에 리듬 분할이 나타나 음진행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타령>의 경우 경기(광주), 해주, 은율, 전주지역 모두 골격선율만 
유사할 뿐 경과음의 진행 및 선율 진행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
정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타령>의 선율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굿거리>의 경우 동일한 골격선율이 경기에서만 
한 장단에 나타나며 해주, 은율, 전주 지역에서는 두 장단에 걸쳐 확장된 선
율 진행이 나타난다. 은율 <굿거리>의 경우,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와 경과
음이나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그리고 
통영 <굿거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레′-도′-라-솔’의 동일한 선율 진행
이 나타난다.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의 제1장단의 골격선율이 은율의 경우 
제1장단에 나타나지만 나머지 해주,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의 제1장단의 선
율이 상행진행으로 발전된 선율인 제3장단 이후의 선율들이 해주와 전주 <굿
거리>에서는 제1~2장단에 나타난다.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의 선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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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긴 했지만 장단의 순서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길
군악>의 경우, 해주 <길군악>은 경기(광주)와 통영 <길군악>과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영 <길군악>은 경기(광주) <길군악>과 ‘라’에서 ‘레’로 완
전 5도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두 곡 모두 ‘미’가 경과음으
로 나타난다. 또한 경기(광주) <길군악> 제2박의 ‘라’와 통영 <길군악> 제2박
의 ‘라’ 앞에 ‘라-솔’의 꾸밈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선율 진행에서 유사
한 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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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곡 구조 비교

  지역별 삼현육각에서 공통으로 연주되는 <긴염불>, <반염불>, <타령>, <굿
거리>, <길군악>의 장단 수, 분장 구분, 단락 구분을 통하여 악곡 구조를 비
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긴염불>

  각 지역별 <긴염불>에 나타나는 악곡 구조를 살펴보면, 장단 수는 경기(광
주·평택)이 총 12장단, 해주가 총 7장단, 은율이 총 9장단, 전주가 총 11장단, 
통영이 총 23장단이다. 분장은 경기(광주·평택)에서만 총 2장으로 구분되었으
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락은 경기(광주·평택)가 각 
장마다 3단락으로, 해주는 2단락으로, 은율은 3단락으로, 전주, 통영은 4단락
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장단 수, 분장, 단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1】과 같다. 

지역 장단 수 분장 단락

경기(광주·평택) 총 12장단 총 2장으로 구분 각 장마다 
3단락으로 구분

해주 총 7장단 분장 없음 2단락으로 구분

은율 총 9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전주 총 11장단 분장 없음 4단락으로 구분

통영 총 23장단 분장 없음 4단락으로 구분

【표 121】 지역별 <긴염불> 악곡 구조

  지역별 악곡 구조를 비교하면, 해주는 경기(광주·평택)에 비해 장단 수가 적
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또한 단락 구분도 적어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은
율은 경기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단락 구분은 같아 축소
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주는 경기에 비해 장단 수가 비슷하고 분장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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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단락 구분이 4단락으로 한 단락 많아 유사 형태라 할 수 있다. 통영은 
경기에 비해 장단 수가 11장단이나 많고 분장 구분은 없으나 단락 구분이 4
단락으로 한 단락 많아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주, 은율 <긴염
불>은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의 축소 형태, 전주 <긴염불>은 경기(광주·평
택) <긴염불>과 유사 형태, 통영 <긴염불>은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의 확장 
형태이다.

2) <반염불>

  각 지역별 <반염불>에 나타나는 악곡 구조를 살펴보면, 장단 수는 광주가 
총 25장단, 해주가 총 9장단, 전주가 총 7장단이다. 분장은 경기에서만 총 2
장으로 구분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락은 경
기가 각 장마다 3단락으로, 해주, 전주는 3단락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지역
별로 장단 수, 분장, 단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2】와 같다. 

지역 장단 수 분장 단락

광주 총 25장단 총 2장으로 구분 각 장마다
3단락으로 구분

해주 총 9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전주 총 7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표 122】 지역별 <반염불> 악곡 구조

  각 지역별 <반염불>의 악곡 구조를 비교한 결과, 해주는 경기(광주)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또한 단락 구분은 동일하여 축소된 형태
라 할 수 있다. 전주는 경기(광주)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단락 구분은 동일하여 축소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주, 전주 <반염불>
은 경기(광주) <반염불>의 축소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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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령>

  <타령> 장단의 비교 대상 지역은 경기(광주), 해주, 은율, 전주, 통영이며, 
각각 경기(광주) <삼현타령>, 해주 <타령시나위>, 은율 <보안사타령>, 전주 
<타령>, 통영 <타령>이다. 
  장단 수는 경기(광주)가 총 20장단, 해주가 총 18장단, 은율이 총 10장단, 
전주가 총 14장단, 통영이 총 17장단이다. 분장은 경기(광주)에서만 총 3장으
로 구분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락은 경기(광
주)가 5단락으로, 해주, 은율, 전주, 통영은 3단락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지
역별로 장단 수, 분장, 단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3】과 같다.
 

지역 장단 수 분장 단락

광주 총 20장단 총 3장으로 구분 5단락으로 구분

해주 총 18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은율 총 10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전주 총 14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통영 총 17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표 123】 지역별 <타령> 악곡 구조

  각 지역별 <타령>의 악곡 구조를 비교하면, 해주는 경기(광주)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단락 구분도 적어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은율은 경기(광주)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단락 구분도 
적어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주는 경기(광주)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
장 구분이 없으며 단락 구분도 적어 축소 형태라 할 수 있다. 통영은 경기(광
주)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분장 구분이 없으며 단락 구분도 적어 축소된 형
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주, 은율, 전주, 통영 <타령>은 경기(광주) <타령>
의 축소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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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굿거리>

  <굿거리> 장단의 비교 대상 지역은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이며, 모두 <굿거리>라는 곡명을 사용하고 있다.
  장단 수는 경기(광주·평택)이 총 13장단, 해주가 총 12장단, 은율이 총 7장
단, 전주가 총 25장단, 통영이 총 7장단이다. 분장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단락은 경기(광주·평택)가 4단락으로, 해주, 은율, 전주, 통영은 3단락
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장단 수, 단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4】와 같다.

지역 장단 수 분장 단락

경기(광주·평택) 총 13장단 분장 없음 4단락으로 구분

해주 총 12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은율 총 7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전주 총 25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통영 총 7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표 124】 지역별 <굿거리> 악곡 구조

  각 지역별 <굿거리> 악곡 구조를 비교하면, 해주는 경기(광주·평택)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단락 구분이 적어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은율은 경기(광
주·평택)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단락 구분도 적어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주는 경기(광주·평택)에 비해 단락 구분이 적으나 장단 수가 크게 많아 확장 
형태라 할 수 있다. 통영은 경기(광주·평택)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단락 구분
도 적어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주, 은율, 통영 <굿거리>는 경
기(광주·평택) <굿거리>의 축소 형태, 전주 <굿거리>는 경기(광주·평택) <굿거
리>의 확장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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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군악>

  <길군악> 장단의 비교 대상 지역은 경기(광주), 해주, 통영이며, 모두 <길군
악>이라는 곡명을 사용하고 있다. 
  장단 수는 경기(광주)가 총 6장단, 해주가 총 11장단, 통영이 총 4장단이다. 
분장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단락은 경기(광주), 해주가 3단락으로 
구분되었으며, 통영은 단락 구분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별로 장
단 수, 단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5】와 같
다.

지역 장단 수 분장 단락

경기
(광주) 총 6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해주 총 11장단 분장 없음 3단락으로 구분

통영 총 4장단 분장 없음 단락 구분 없음

【표 125】 지역별 <길군악> 악곡 구조

  각 지역별 <길군악>의 악곡 구조를 비교하면, 해주는 경기(광주)에 비해 장
단 수가 많고 단락 구분이 같아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통영은 경기(광주)
에 비해 장단 수가 적고 단락 구분이 나타나지 않아 축소된 형태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해주 <길군악>은 경기(광주) <길군악>의 확장 형태, 통영 <길군
악>은 경기(광주) <길군악>의 축소 형태이다.

  각 지역별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리>·<길군악>의 악곡 구조를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주 삼현육각은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
리>가 각각 경기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리>의 축소 형태, <길군악>
이 경기 <길군악>의 확장 형태로 나타났다. 은율 삼현육각은 <긴염불>·<타
령>·<굿거리>가 각각 경기 <긴염불>·<타령>·<굿거리>의 축소 형태로 모든 악
곡이 경기 삼현육각의 축소 형태로 나타났다. 전주 삼현육각은 <긴염불>이 경
기 <긴염불>의 유사 형태, <반염불>·<타령>이 각각 경기 <반염불>·<타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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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형태, 전주 <굿거리>가 경기 <굿거리>의 확장 형태로 경기 삼현육각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이 경기 <긴염불>의 
확장 형태, <타령>·<굿거리>·<길군악>이 각각 경기 <타령>·<굿거리>·<길군악>
의 축소 형태로 나타났다. 분장은 경기 삼현육각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으
며, 전주 삼현육각과 통영 삼현육각의 단락 구분이 계속 같게 나타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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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구성음 및 토리 비교

  지역별 삼현육각에서 공통으로 연주되는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리>·
<길군악>의 악곡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 및 토리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긴염불>

  각 지역별 <긴염불>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을 정리하면 다음의 【악보 10
4】와 같다. 

경
기︵
광
주‧
평
택
︶

해

주

은  

율

전

주

【악보 104】 지역별 <긴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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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긴염불>의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를 살펴보면 통영을 제외한 
경기(광주·평택)와 해주, 은율, 전주 지역 모두 주요 구성음이 ‘솔-라-도-레-
미’ 5음이 나타난다. 통영의 경우에만 구성음이 ‘레-미-솔-라-도’이다. 지역마
다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의 경우 주요음인 
‘솔’과 ‘도’ 중에 ‘솔’만 굵게 농음을 하고 ‘도’의 위 음인 ‘레’가 ‘도’로 하행할 
때 흘려서 농음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음 및 시김새를 살펴
보면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다.
  해주, 은율, 전주 <긴염불>의 경우, 주요음인 ‘솔’과 ‘도’를 모두 농음하는 형
태가 나타난다.113) 시김새를 살펴보면 해주와 은율의 경우 ‘솔’과 ‘도’를 치켜 농
음하고 ‘레’에 별다른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114) 전주의 경우, 해주, 은율과 
다르게 ‘솔’과 ‘도’를 굵게 농음하며 ‘레’를 ‘도’로 흘려 떠는 농음이 나타난다.
 해주와 은율 <긴염불>의 경우, ‘솔-라-도-레-미’의 구성음이 경기(광주·평택) 
<긴염불>과 같지만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수심가토리에 의한 경토리의 
시김새 변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해주, 은율의 경우, 경기(광주·평택) <긴염불>
과 같은 경토리지만 해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서식 경토리로 볼 수 있다. 
  전주 <긴염불>은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에서 주요음인 ‘솔’ 이외에 ‘도’를 
떠는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솔’을 굵게 농음하며 ‘레’를 ‘도’로 흘려 떠는 농음 
등을 살펴보면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경토리와 유사한 특징 

113) 해주, 은율, 전주 삼현육각과 같이 주요음인 ‘솔’과 ‘도’를 모두 농음하는 형태는 민요에서도 
발견된다. 김정희는 토속민요의 경토리에서 ‘솔’과 ‘도’를 모두 떠는 경우를 지적한 바 있다. “통
속민요에서는 대개 Sol을 떠나, 토속민요는 요성의 양상이 다양하다. 진경토리와 신경토리의 곡
들은 Sol을 떨거나, Sol과 do를 모두 떨거나, 또는 떠는 음이 없는 등 요성의 경향이 일정치 않
으나, 규칙적으로 떠는 음은 대부분 핵음이다. 경토리는 대개 Sol을 떤다고 알려져 있으나, do를 
떠는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더러 볼 수 있다.” 김정희(2007), 앞의 논문, 16~56쪽.

114) 김정희는 토속민요 중 해주 <긴염불>에서처럼 ‘솔-라-도-레-미’의 경토리 음 구조에 솔, 도를 
치켜 떠는 민요가 발견되며 솔과 도를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것은 토속민요에서 나타나는 수
심가토리에 의한 경토리의 시김새 변이라고 보았다. “수심가토리는 구성음이 Re Mi (Sol) La do
이고, 핵음이 Re La이며, 종지음은 대개 Re이나, La로 할 때도 있다. 제3음 Sol을 생략하는 선
율 진행을 보인다. 위의 핵음 La를 아래로 깊게 떨며, 간혹 Sol을 위로 깊게 떨기도 한다. 잘 알
려진 곡 중 <수심가>, <용강타령> 등 이 수심가토리에 해당한다.” 위의 논문, 47쪽.

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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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따라서 전주 <긴염불> 역시 남도경토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통영 <긴염불>의 경우,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이며 이는 수심가토
리의 구성음과 같지만 수심가토리의 시김새적 특징115)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
기(광주·평택) <긴염불>은 ‘솔-라-도-레-미’의 5음이 나타나며,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영 <긴염불>은 경기(광주·평택) <긴염불>과 
다른 구성음과 시김새가 나타난다.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모두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지만 
통영 지역만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2) <반염불>

  각 지역별 <반염불>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악
보 105】와 같다.116)

광

주

해

주

전

주

【악보 105】 지역별 <반염불>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115) 각주 59) 참고.
116)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은 경기(광주) <반염불>에 해당하는 악곡이며 명칭만 다르게 

부른다. 본고 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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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반염불>인 경기(광주) <반염불>,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
의 주요 구성음 및 토리를 살펴보면 앞의 <긴염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경기(광주) <반염불>은 남도경토리이며 ‘레’를 흘려 떠는 농음이 생략되었다. 
해주는 경토리의 구성음이 나타나지만 수심가토리에 의해 시김새가 변이되어 
해서식 경토리가 나타나며 전주 <승전곡>은 경기(광주)와 비교하였을 때 오히
려 ‘레’를 흘려 떠는 농음이 나타나며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반염불> 역시 경기(광주), 해주, 전주 지역에서 모두 경토리의 음악
적 특징이 나타나지만 지역에 따라 시김새가 변형된 형태가 나타난다.

3) <타령>

  각 지역별 <타령>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악보 
10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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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 지역별 <타령>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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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타령>의 주요 구성음을 살펴보면 ‘솔-라-도-레-미’의 구성음이 
나타나는 지역은 경기(광주) <삼현타령> 제1, 7, 8, 9장단, 해주 <타령시나
위>, 은율 <보안사타령>, 전주 <타령>이다. 시김새를 살펴보면 해주 <타령시
나위>는 ‘솔’을 치켜 농음하고 ‘라’는 평으로 굵게 농음하며 ‘레’를 흘려 떠는 
등 경토리와 수심가토리의 시김새가 함께 나타난다.117) 은율 <보안사타령>은 
‘솔’은 평으로 농음하고 ‘도’만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솔’을 치켜 
떨지 않으므로 은율 <긴염불>에 비하여 수심가토리의 영향보다는 경토리의 음
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전주 <타령>의 경우 ‘솔’을 굵게 떨고, ‘레’를 흘려 떠

117) 솔을 치켜 떠는 것은 앞선 해주 <긴염불>에서와 같이 수심가토리의 영향을 받은 변이로 해석
할 수 있다. 라를 굵게 농음하는 이유는 서도 토속민요 일부에서 솔의 치켜 떠는 농음과 라를 낮
게 농음하는 시김새가 동시에 나타나는 곡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고, 해주 <타령시나위>에서
도 이와 같은 맥락의 시김새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도경토리에서 4도 상행
진행 시 아래 음을 굵게 떤 후 상행진행하는 선율 진행에 따른 시김새가 솔-도 뿐만 아니라 라-
레의 관계에서도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도토리는 대개 5도 관계의 두 핵음(레-라) 중 아래 핵음을 치켜 떨고, 위 핵음을 낮춰 떤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래 핵음과 그로부터 4도 위의 음(레-솔)을 둘 다 치켜 떠는 민요도 존재하며 
김정희는(토속민요 연구논문) 선행연구에서 4도 위 음(솔)과 5도 위 음(라) 중 어느 음에 무게중
심을 둘 것인지에 따른 차이이지 본질적으로는 두 개의 농음이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부 곡에서는 4도 위 음(솔)을 치켜 떨고 5도 위 음(라)을 낮게 떠는 농음이 한 곡 내에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희(2007), 앞의 논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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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전형적인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솔-라-도-레-미’의 구
성음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해주 <타령시나위>, 은율 <보안사타령>, 전주 <타
령>에서는 악곡 전체에서 나타나지만 경기 <삼현타령>에서는 총 20장단 중 
네 장단에 불과하므로 경기(광주) <삼현타령>과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의 유
사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은율 <보안사타령>과 전주 <타령>은 두 곡 모
두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 연관성을 보인다.
  ‘레-미-솔-라-도’의 구성음은 경기(광주) <삼현타령> 제10~20장단에 나타나
며 통영 <타령>에서도 나타난다. 시김새를 살펴보면 두 곡 모두 ‘레’를 농음
하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또한 경기(광주) <삼현타령>과 통영 <타령> 모두 구
성음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인 ‘레-미-솔-라-도’가 나타나지만 시김새를 수심
가토리와 다르게 나타나 명확한 토리를 규정할 수 없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 경기(광주) <삼현타령>과 통영 <타령>은 주요 구성음 및 토리에서 연
관성이 나타난다.
  각 지역별 <타령>의 주요 구성음 및 토리를 비교한 결과, 해주, 은율, 전주
지역은 경기(광주) <삼현타령>과 주요 구성음 및 토리가 같은 부분은 네 장단
에 불과하며 곡 안에서의 변조 양상 역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주, 은율, 전주 <타령>은 경기(광주) <삼현타령>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
았다. 오히려 해주, 은율, 전주의 세 지역에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경기(광주) <삼현타령>과 통영 <타령>은 모두 ‘레-미-솔-라-
도’의 주요 구성음이 나타나며 수심가토리의 시김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 지역 간에 연관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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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굿거리>

  각 지역별 <굿거리>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을 정리하면 다음의 【악보 10
7】과 같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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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 지역별 <굿거리>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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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굿거리>의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를 비교하면, 통영 <굿거리>를 
제외하고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지역 모두 ‘솔-라-도-레-미’의 5음
으로 구성되어있다. 시김새를 살펴보면 ‘솔’을 평으로 농음하고 ‘레’를 흘려 
농음하며 ‘라’를 퇴성하는 등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해주 <굿거
리>는 구성음은 경토리의 구성음과 같지만 ‘솔’과 ‘도’에서 치켜 떠는 농음이 
나타나며 해서식 경토리의 특징이 나타난다. 은율 <굿거리>는 같은 해서지역
의 해주 <굿거리>에 비해 수심가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며 진경
토리와 더 유사한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전주 <굿거리>는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와 동일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통영 <굿거리>의 경우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굿거리>와 다르게 ‘레-미-솔-라-도’의 구
성음이 나타나 다른 지역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5) <길군악>

  각 지역별 <길군악>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음을 정리하면 다음의 【악보 10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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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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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지역별 <길군악> 출현음 및 주요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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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길군악>의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를 살펴보면 경기(광주)와 통
영 <길군악>은 ‘레-미-솔-라-도’의 5음으로 주로 ‘레’와 ‘라’를 평으로 농음하
고 ‘도’를 퇴성하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수심가토리의 구성음과 동일하지만 시
김새가 다르므로 명확한 토리가 나타나지 않는 점 역시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 해주 <길군악>은 두 지역과 다르게 ‘솔-라-도-레-미’ 5음으로 
구성되고 ‘솔’과 ‘도’를 치켜 떠는 해서식 경토리가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광
주)와 통영의 <길군악>은 서로 연관성을 보이지만 해주 <길군악>은 경기(광
주)와 통영 <길군악>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각 지역별 주요 구성음 및 토리를 비교한 결과, <긴염불>의 경우 해주와 은
율 <긴염불>은 ‘솔-라-도-레-미’의 구성음이 경기 <긴염불>과 같지만 ‘솔’과 
‘도’를 치켜 농음하는 수심가토리에 의한 경토리의 시김새 변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해주, 은율의 경우 경기 <긴염불>과 같은 경토리지만 해서지역에서 나
타나는 해서식 경토리가 나타난다. 전주 <긴염불>은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에
서 주요음인 ‘솔’ 이외에 ‘도’를 떠는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솔’을 굵게 농음하
며 ‘레’를 ‘도’로 흘려 떠는 농음 등을 살펴보면 경기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경토리와 유사한 특징 나타난다. 통영 <긴염불>의 경우, 주요 구성음은 ‘레-
미-솔-라-도’이며 이는 수심가토리의 구성음과 같지만 명확한 토리가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경기, 해주, 은율, 전주 <긴염불>의 주요 구성음 및 토리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 해주, 은율, 전주 모두 경토리의 음악적 특
징이 나타나지만 통영 지역만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며 명확
한 토리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반염불> 역시 <긴염불>과 마찬가지로 해주와 
전주 <반염불>에서 주요 구성음 및 토리가 경기 <반염불>과 같은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 <타령>의 주요 구성음 및 토리
를 비교한 결과, 해주, 은율, 전주지역은 경기 <삼현타령>과 주요 구성음 및 
토리가 같은 부분은 네 장단에 불과하며 곡 안에서의 변조 양상 역시 다른 지
역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주, 은율, 전주 <타령>은 경기 <삼현타령>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해주, 은율, 전주의 세 지역에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기 <삼현타령>과 통영 <타령>은 공통
적으로 ‘레-미-솔-라-도’의 주요 구성음과 토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 지역
에서는 연관성이 나타난다. <굿거리>의 경우, 통영 <굿거리>를 제외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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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주, 은율, 전주지역 모두 경토리의 통영 <굿거리>의 경우 경기, 해주, 
은율, 전주 <굿거리>와 다르게 ‘레-미-솔-라-도’의 구성음이 나타나 다른 지
역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길군악>의 경우 경기와 통영의 <길군악>
은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 나타나지만 시김새에서 명확한 토리를 규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나타나므로 서로 연관성을 보이지만 해주 <길군악>은 이와 다
르게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와 통영<길군악>과 연관성
이 나타나지 않는다.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의 경우, 경기, 해주, 은율, 전주 지역에서 공
통적으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므로 서로 연관성을 보인다. 한편, <타
령>과 <길군악>의 경우, 경기와 통영 지역은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동일하나 
시김새가 다르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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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피리 주법 비교

  각 지역에서 공통으로 연주되는 <긴염불>·<반염불>·<타령>·<굿거리>·<길군
악>의 악곡에 나타나는 향피리 주법과 주법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분석해 보
고자 한다.

1) <긴염불>

  각 지역별 <긴염불>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09~114】
와 같다. 

【악보 109】 광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1장단

【악보 110】 평택 삼현육각 <긴염불> 제1장단

【악보 111】 해주 삼현육각 <긴염불> 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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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2】 은율 삼현육각 <긴염불> 제7장단

【악보 113】 전주 삼현육각 <긴염불> 제2장단

【악보 114】 통영 삼현육각 <긴염불> 제8장단

  위의 【악보 109~114】을 살펴보면, 경기(광주·평택) <긴염불>은 아래 혀치기
와 올리·내리 더름 주법이 주로 나타나며 아래 혀치기는 ‘레′’, 올리 더름은 
‘솔’에서 ‘도′’로 상행진행할 때, 내리 더름은 ‘도′’에서 ‘솔’로 하행할 때 나타
난다. 경기(평택) <긴염불>은 겹목튀김 주법이 미′에서 나타난다. 혀치기 주법
과 더름 주법은 해주, 은율, 전주, 통영 <긴염불>에서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주법의 형태나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주 <긴염불>의 경우 혀치기 주법
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래·위 혀치기 주법이 동시에 나타난다. 은율 <긴염
불>은 올리 더름과 혀치기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주법, 같은 음 다른 지공 주
법, 겹요성 등 다양한 주법들이 나타난다. 전주 <긴염불>에서는 경기와 같은 
형태의 아래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통영 <긴염불> 역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나지만 통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혀치기 주법이 단2도 또는 
장2도 하행진행에서 나타나지만 통영 <긴염불>에서는 ‘도′’에서 ‘라’로 하행할 
때처럼 단3도 하행진행에서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인다.

  각 지역별 <긴염불>에서 나타나는 주법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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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지역 혀치기 더름 꾸밈음 겹목튀김 기타주법

광주 12 15 4 0 0

평택 12 13 5 7 0

해주 13 7 5 0 0

은율 4 4 5 10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20,

겹요성 1
전주 13 0 8 0 0

통영 8 13 0 0 0

【표 126】 지역별 <긴염불> 주법 출현빈도

  각 지역별 <긴염불>의 주법 출현 빈도수를 살펴보면 은율지역을 제외한 경
기, 해주, 전주, 통영 지역에서 모두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빈도수가 비
슷하게 나타났다. 은율 지역만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출현횟수보다 겹목
튀김 주법이나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의 횟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주법은 은율 삼현육각의 특징적인 주법이라 할 수 있다. 

2) <반염불>

  각 지역별 <반염불>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15~117】
과 같다.

【악보 115】 광주 삼현육각 <반염불> 제1장단

【악보 116】 해주 삼현육각 <자진염불> 제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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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7】 전주 삼현육각 <승전곡> 제4~5장단

  위의 【악보 115~117】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반염불>,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 모두 ‘미′’에서 ‘레′’로 하행할 때 주로 나타나는 아래 혀치기 
주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경기(광주)와 해주 지역에서만 나타
난다.

  경기(광주) <반염불>과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에 나타나는 주법의 
빈도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7】과 같다. 

주법지역 혀치기 더름 꾸밈음 겹목튀김 기타주법

광주 10 10 3 0 0

해주 4 7 4 0 0

전주 3 0 5 0 0

【표 127】 지역별 <반염불> 주법 출현빈도

 
  경기(광주) <반염불>과 해주 <자진염불>에 나타나는 주법을 비교한 결과,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법 출현 빈도수에서는 
경기 <반염불>에 비하여 해주 <자진염불>이 낮게 나타난다. 전주 <승전곡>의 
경우 혀치기 주법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더름 주법은 전주 <승전곡>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꾸밈음이 경기(광주) <반염불>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반염
불>의 주법 출현 빈도수에서는 경기(광주) <긴염불>이 가장 높고 해주, 전주 
지역으로 갈수록 출현횟수가 적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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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령>

  각 지역별 <타령>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18~122】와 
같다.

【악보 118】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2장단

【악보 119】 광주 삼현육각 <삼현타령> 제7~8장단

【악보 120】 해주 삼현육각 <타령시나위> 제2~3장단

【악보 121】 은율 삼현육각 <보안사타령> 제1~2장단

【악보 122】 전주 삼현육각 <타령> 제1~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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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3】 통영 삼현육각 <타령> 제1장단

  각 지역별 <타령>의 주법을 비교하면, 은율 <보안사타령>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미′’에서 ‘레′’로 장2도 하행진행할 때 나타나는 
혀치기 주법은 경기(광주)와 해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단3도 하행할 때 나
타나는 혀치기 주법은 경기(광주)와 통영 <타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더
름 주법의 경우 경기(광주)와 전주 <타령>에서만 나타난다. 전주 <타령>은 꾸밈
음의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은율 <보안사타령>은 제1장단 제1박에서 ‘도ʹ’를 
내는 2지공에서 ‘레′’를 연주하는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나타나고, 제3박에
서는 겹요성 주법이 나타난다. 또한 제2장단에서 겹목튀김 주법도 나타난다. 

  각 지역별 <타령>에 나타나는 주법의 빈도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8】과 같다. 

주법
지역 혀치기 더름 꾸밈음 겹목튀김 기타주법

광주 11 11 1 0 0

해주 8 0 6 0 0

은율 3 0 0 5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5,

겹요성 1
전주 4 5 4 0 0

통영 5 0 8 0 0

【표 128】 지역별 <타령> 주법 출현빈도

  위의 【표 128】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삼현타령>과 해주 <타령시나위>, 
은율 <보안사타령>, 전주와 통영 <타령>에서 모두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하지만  혀치기 주법의 빈도수를 비교하면 해주가 경기에 비하여 3번 정도 적
게 나타나며 은율, 전주, 통영은 5회 미만으로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경기(광
주)와 전주 <타령>에서만 나타난다. 은율 <보안사타령>은 혀치기 주법과 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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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보다 겹목튀김,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등이 5회 이상 나타난다. 경기(광
주) <삼현타령>을 제외하고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지역에서는 주법의 출현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며 그 대신 꾸밈음 사용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4) <굿거리>

  경기(광주·평택)와 해주 <굿거리>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
보 124~128】과 같다.

【악보 124】 광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장단

【악보 125】 해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3~4장단

【악보 126】 은율 삼현육각 <굿거리> 제1~2장단

【악보 127】 전주 삼현육각 <굿거리> 제1~2장단

【악보 128】 통영 삼현육각 <굿거리> 제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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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124~128】을 살펴보면,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굿거리> 모두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다만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
주에서 나타나는 혀치기 주법은 장2도 하행진행에서 나타나지만 통영 <굿거
리>에서는 단3도 하행진행 시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더름 
주법은 경기(광주·평택)와 전주, 통영 <굿거리>에서 나타나고 해주와 은율 <굿
거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주 <굿거리> 제3장단을 보면 제2박의 ‘레′’에 겹더름 주법이 나타나고 제
4장단 제1박 ‘라’, 제3박의 ‘레′’에서도 겹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해주 <굿거
리>에서는 해주 <긴염불>과 <반염불>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겹더름 주법이 주
로 나타난다. 은율 <굿거리>에서도 제1박에서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고 제3박
에서는 겹목튀김 주법이 나타난다. 

  각 지역별 <굿거리>에서 나타나는 주법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9】와 같다. 

주법지역 혀치기 더름 꾸밈음 겹목튀김 기타주법

경기(광주) 12 19 0 0 0

해주 5 2 1 0 겹더름 11

은율 2 0 0 6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1

전주 14 11 5 0 0

통영 5 4 2 0 0

【표 129】 지역별 <굿거리> 주법 출현빈도

  각 지역별 <굿거리>에 나타나는 주법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하면 해주 <굿거
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출현빈도가 현저히 낮
게 나타난다. 그 대신 겹더름 주법이 11번이나 출현하여 높은 빈도수를 보이도 
있다. 따라서 겹더름 주법은 해주 <굿거리>의 특징적인 주법이라 할 수 있다.
  은율 <굿거리>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출현횟수는 낮게 나타나지만, 
겹목튀김의 주법과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은 은율 <굿거리>에서만 특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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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전주 <굿거리>에 출현하는 주법의 출현빈도 수는 경기(광주·평
택) <굿거리>와 비슷하며 해주, 은율, 통영 <굿거리> 주법 출현횟수보다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

5) <길군악>

  각 지역별 <길군악>에 나타나는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29~131】
과 같다.

【악보 129】 광주 삼현육각 <길군악> 제1장단

【악보 130】 해주 삼현육각 <길군악> 제3장단

【악보 131】 통영 삼현육각 <길군악> 제1장단

  위의 【악보 129~131】을 살펴보면, 경기(광주), 해주, 통영 <길군악> 모두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더름 주법은 경기(광주)와 해주 <길군악>에서 나타나
며 통영 <길군악>에서는 더름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별 <길군악>에 나타나는 주법의 빈도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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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지역 혀치기 더름 꾸밈음 겹목튀김 기타주법

광주 5 3 0 0 0

해주 8 2 5 0 0

통영 6 0 12 0 0

【표 130】 지역별 <길군악> 주법 출현빈도

  경기(광주)와 해주, 통영 <길군악>에 나타나는 주법을 비교한 결과 혀치기 
주법의 빈도수는 세 지역 모두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름 주법은 통
영 <길군악>에서 나타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경기(광주) <길군악>에
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고 해주 <길군악>에서는 꾸밈음이 5회, 통영 <길군
악>은 12회 이상 나타나며 경기(광주) <길군악>에 비하여 해주와 통영 <길군
악>은 주법보다는 꾸밈음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각 지역별 향피리 주법을 비교한 결과, <긴염불>의 경우 혀치기 주법과 더
름 주법은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의 <긴염불>에서 모두 나타
난다. 하지만 주법의 형태나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주 <긴염불>의 경
우 혀치기 주법이 아래·위 혀치기 주법과 함께 이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은율 <긴염불>은 올리 더름과 혀치기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주법, 같
은 음 다른 지공 주법, 겹요성 등 다양한 주법들이 나타난다. 전주 <긴염불>
에서는 광주·평택과 같은 형태의 아래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통영 
<긴염불> 역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나지만 통영을 제외한 지역에
서는 혀치기 주법이 단 2도 또는 장 2도 하행진행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통영 
<긴염불>에서는 ‘도′’에서 ‘라’로 하행할 때처럼 단 3도 하행진행에서 혀치기 
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인다. 지역별 <긴염불>의 주법 출현 빈도수
를 살펴보면 은율 지역을 제외한 경기(광주·평택), 해주, 전주, 통영 지역에서 
모두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빈도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은율 지역만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출현횟수보다 겹목튀김 주법이나 같은 음 다른 지
공 주법의 횟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주법은 은율 삼현육각의 특징적
인 주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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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 <반염불>, 해주 <자진염불>, 전주 <승전곡> 모두 ‘미′’에서 ‘레′’
로 하행할 때 주로 나타나는 아래 혀치기 주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혀치
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법 출현 빈도수에서는 경기
(광주) <반염불>이 가장 높고 해주, 전주 지역으로 갈수록 출현 빈도수가 적
게 나타난다. 
  <타령>의 주법을 비교하면, 은율 <보안사타령>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혀
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혀치기 주법의 빈도수를 비교하면 해주가 경기(광주)에 
비해  3번 정도 적게 나타나며 은율, 전주, 통영은 5회 미만으로 나타난다. 
‘미′’에서 ‘레′’로 장2도 하행진행할 때 나타나는 혀치기 주법은 경기(광주)와 
해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단3도 하행할 때 나타나는 혀치기 주법은 경기
(광주)와 통영 <타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더름 주법의 경우 경기(광주)
와 전주 <타령>에서만 나타난다. 은율 <보안사타령>은 제1장단 제1박에서 ‘도
ʹ’를 내는 2지공에서 ‘레′’를 연주하는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나타나고 제
3박에서는 겹요성 주법이 나타난다. 또한 제2장단에서 겹목튀김 주법도 나타
난다. 은율 <보안사타령>은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보다 겹목튀김,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등이 5회 이상 나타난다. 경기(광주) <삼현타령>을 제외하고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지역에서는 주법의 출현빈도 수가 적게 나타나며 그 
대신 꾸밈음 사용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 <굿거리> 모두 혀치기 주법이 나타
난다. 다만 경기, 해주, 은율, 전주에서 나타나는 혀치기 주법은 장2도 하행진
행에서 나타나지만 통영 <굿거리>에서는 단3도 하행진행 시 혀치기 주법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해주 <굿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출현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그 대신 겹더름 주법이 11번
이나 출현하여 높은 빈도수를 보이도 있다. 따라서 겹더름 주법은 해주 <굿거
리>의 특징적인 주법이라 할 수 있다. 더름 주법은 경기(광주·평택)와 전주, 
통영 <굿거리>에서 나타나고 해주와 은율 <굿거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율 <굿거리>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의 출현횟수는 낮게 나타나지만, 겹
목튀김의 주법과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은 은율 <굿거리>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전주 <굿거리>에 출현하는 주법의 출현 빈도수는 경기(광주·평택) 
<굿거리>와 비슷하며 해주, 은율, 통영 <굿거리> 주법 출현횟수보다 많은 빈
도수를 보인다.



- 197 -

  경기(광주), 해주, 통영 <길군악> 모두 혀치기 주법이 나타난다. 혀치기 주
법의 빈도수는 세 지역 모두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름 주법은 경기
(광주)와 해주 <길군악>에서 나타나며 통영 <길군악>에서는 더름 주법이 나타
나지 않는다. 경기(광주) <길군악>에서는 꾸밈음이 나타나지 않고 해주 <길군
악>에서는 꾸밈음이 5회, 통영 <길군악>은 12회 이상 나타나며 경기(광주) 
<길군악>에 비하여 해주와 통영 <길군악>은 주법보다는 꾸밈음의 출현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난다.

6. 소결론

  각 지역별 향피리선율을 비교한 결과, 장단, 선율,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향피리 주법 모두 각 지역 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
과 악곡별로 연관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장단은 기본적으로 경기 삼현육각의 
장단이 전승되었다. 하지만 선율의 경우 경기 삼현육각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
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골격은 유사한 선율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선
율들은 골격은 유사하지만 선율의 출현 위치를 변형하거나 선율의 앞머리인 
제1~3박을 변형하고 경과음을 달리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 구성
음 및 토리는 통영을 제외하고 모두 경토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해서지역은 해
서식 경토리로 변형하거나 전주의 경우에도 시김새를 변형 한 형태를 보였다. 
통영의 경우 <타령>과 <길군악>에서 경기 <삼현타령>과 <길군악>의 주요 구
성음 및 시김새가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지역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악곡 구조
의 경우, 경기 삼현육각과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향피리 주법은 
경기 삼현육각과 유사한 주법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해주와 은율의 경
우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색 있는 주법들을 사용하여 지역별 음악적 특징
을 드러내었다. 
  이상으로 경기, 해서, 영호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악곡의 장단, 선율,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향피리 주법을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다음의 【표 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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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상호 연관성

장단
Ÿ 해서·영호남 지역의 장단은 경기 삼현육각의 장단과 유사하며 영

호남 지역은 축소된 형태를 보임

선율

Ÿ <긴염불>은 경기와 해주가 제일 유사하며 은율과 전주도 경기와 
유사한 선율이 나 타며 통영에서는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
음

Ÿ <반염불>도 경기, 해주, 전주 모두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만 통
영에서는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음

Ÿ <타령>은 모든 지역의 선율이 다름
Ÿ <굿거리>는 은율이 경기와 가장 유사하며 통영을 제외한 지역에

서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남
Ÿ <길군악>은 경기와 통영의 선율이 유사

악곡 구조
Ÿ 해서·영호남 지역은 경기 삼현육각의 악곡 구조와 유사하지만 축

소된 형태를 보임

주요 구성음 
및 토리

Ÿ 통영을 제외한 경기, 해주, 은율, 전주 모두 경토리
Ÿ 해주, 은율은 해서식 경토리가 나타나며 전주도 ‘솔’ 이외에 ‘도’

를 떠는 시김새의 변이가 나타남
Ÿ 통영의 경우 <타령>과 <길군악>에서 경기 <삼현타령>과 <길군

악>의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가 유사하게 나타남

주법

Ÿ 경기의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전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해
주의 경우 위·아래 혀치기 주법과 겹더름 주법이 특징적으로 나
타나며 은율의 경우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겹요성, 겹목튀김 
등의 주법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Ÿ 전주와 통영으로 갈수록 주법의 출현빈도 수가 점차 줄어듦.

【표 131】 지역별 삼현육각 상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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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조선 시대의 삼현육각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
주되었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 각 지역별 삼현
육각은 전승이 거의 끊어져 가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선율이 전해지고 
있는 각 지역의 삼현육각의 향피리선율을 연구하여 지역별로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 지역별 삼현육각 사이의 음악적 연관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현재 삼현육각 음악이 전승되고 있는 경기· 해서· 영호남 지역에서 공
통적으로 연주되는 악곡의 향피리선율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나타나는 음악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악곡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골격선율형을 찾아낸 후 
악곡 구조를 살피고 악곡의 주요 구성음 및 시김새 등을 파악하여 각 지역의 
토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악곡에 주로 나타나는 향피리의 주법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기 삼현육각은 광주(廣州)와 평택지역의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
각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평택 삼현육각의 음악적 양상은 골격선율
형,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등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광주(廣州)·평택 삼현육각은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삼현타령에서 가장 많은 네 가지의 골
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에서는 세 가지, <길군
악>에서는 두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과 <반염불>, <삼현타
령>에서는 2~3장의 분장 구분이 나타나며 <굿거리>와 <길군악>은 분장이 나
타나지 않는다. 단락은 <긴염불>이 6단락, <삼현타령>은 5단락으로 구분되며 
<반염불>, <굿거리>, <길군악>은 3~4단락으로 구분된다. 주요 구성음은 <긴염
불>, <반염불>, <굿거리> 모두 ‘솔-라-도-레-미’의 5음이며, 남도경토리나 진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법은 주로 아래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났다.
  둘째, 해서 삼현육각은 해주 삼현육각과 은율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각
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 해주와 은율 삼현육각의 음악적 양상은 악곡 구조와 
주요 구성음 및 토리 등에서만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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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거리>, <길군악>
을 분석하였다. 골격선율형은 <타령시나위>에서 가장 많은 네 가지 골격선율
형이 나타났으며 <긴염불>과 <자진염불>은 두 가지, <굿거리>와 <길군악>은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긴염불>, <자진염불>, <타령시나위>, <굿
거리>, <길군악> 모두 분장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만 2단락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곡들은 모두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 <자진염불>, 
<굿거리>, <길군악>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라’와 ‘레’를 낮게 
연주하며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난다. <타령시나위>에서만 ‘솔’과 ‘도’ 이외에 ‘라’를 치켜 떠
는 농음 양상이 나타나 경토리와 수심가토리가 합쳐진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
다. 주법은 위·아래 혀치기 주법과 올리· 내리 더름 주법이 나타나며 굿거리에
서 겹더름 주법이 함께 나타난다. 
  은율 삼현육각은 <긴염불>, <보안사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격선
율형은 <긴염불>과 <굿거리>는 두 가지, <보안사타령>은 세 가지의 골격선율
형이 나타난다. 세 곡 모두 분장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3단락으로 구분된다. 
<긴염불>과 <보안사타령>은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경토리의 음
악적 특징과 유사하지만 ‘솔’ 이외에 ‘도’를 함께 농음하며 치켜 떠는 농음 형
태가 나타난다. <굿거리>는 치켜 떠는 농음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진경토리
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주법은 혀치기, 더름 주법 이외에 겹목튀김, 겹요
성,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이 나타난다. 
  셋째, 영호남 삼현육각은 전주 삼현육각과 통영 삼현육각을 살펴보았다. 각
각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 전주와 통영 삼현육각의 음악적 양상은 악곡 구조
와 주법에서만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골격선율형, 주요 구성음 및 토리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승전곡>, <타령>, <굿거리>를 분석하였다. 골
격선율형은 <긴염불>만 한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3곡들은 세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네 곡 모두 분장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
은 <긴염불>에서 4단락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곡들은 모두 3단락으로 구분
된다. 전주 삼현육각의 주요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라’와 ‘레’를 낮게 
연주하며 ‘솔’을 평으로 떨고 ‘레’를 흘려 떠는 등 남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
과 유사하지만 <긴염불>에서만 솔 이외에 도를 함께 농음하는 형태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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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법은 주로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 <타령>, <굿거리>, <길군악>을 분석하였다. 골
격선율형은 <긴염불>과 <타령>에서 세 가지 골격선율형이 나타났으며 <굿거
리>는 두 가지, <길군악>은 한 가지의 골격선율형이 나타났다. 네 곡 모두 분
장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단락은 <긴염불>에서 4단락으로 구분되며 <타령>
과 <굿거리>는 3단락으로 구분되고, <길군악>은 단락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
다. 통영 삼현육각 네 곡 모두 주요 구성음은 ‘레-미-솔-라-도’로 수심가토리
와 주요 구성음은 같지만 ‘레’와 ‘라’를 평으로 농음하고 ‘도’를 퇴성하는 등 
시김새에서 수심가토리의 시김새와 차이를 보인다. 주법은 주로 혀치기 주법
과 더름 주법이 나타난다.

  앞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기(광주·평택), 해주, 은율, 전주, 통영의 
삼현육각을 장단, 악곡 구조, 선율, 주요 구성음 및 토리, 향피리 주법 등을 
악곡별로 비교하였다.
  첫째, 장단의 경우 해주, 은율, 전주, 통영 삼현육각 모두 경기 삼현육각의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굿거리>, <길군악>의 장단형과 유사하게 
나타나 경기 삼현육각 장단의 영향을 모든 지역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염불> 장단의 경우 경기 삼현육각 <긴염불>에 주로 쓰이는 왼장단이 은율 
<긴염불>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들도 왼장단은 아니지만 긴염불
의 기본 장단인 반장단 형태가 모두 나타났다. <반염불>, <타령>, <굿거리>의 
장단은 모든 지역의 장단 구조가 같고, 지역에 따라서 잔가락이 추가되거나 
조금씩 변형된 형태를 보인다. <길군악>은 장단형은 유사하여 지역 간의 연관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장단을 구성하는 박이 경기 <길군악>은 6박인데 비
하여 해주 <길군악>은 8박 통영 <길군악>은 10박 등으로 장단 박 수에서 차
이를 보였다. 
  둘째, 선율의 경우 각 지역별로 연관성이 악곡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긴염
불>의 경우 해주, 은율, 전주<긴염불>에서 모두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
다. 특히 해주 <긴염불> 제3장단의 선율이 경기<긴염불>의 선율과 가장 유사
한 진행을 보였다. 해주 <긴염불> 제3장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선율들은 모
두 경기<긴염불>과 유사한 선율이 한 장단 안에서 제3박 이후부터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긴염불>은 장단 전체 선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제1~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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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단의 앞머리 선율의 변형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영 <긴염
불>에서는 다른 지역의 <긴염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
다. <반염불>의 경우, 해주와 전주 모두 유사한 선율이 제3장단에 나타났다. 
경기와 전주의 경우 ‘솔-레′-도′’의 선율 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꾸밈음
이나 리듬 분할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해주는 그에 비하여 골격음 사이에 
리듬 분할이 나타나 음진행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타령>의 경우 경기, 해
주, 은율, 전주지역 모두 골격선율만 유사할 뿐 경과음의 진행 및 선율 진행
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정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각 지
역마다 독자적으로 타령의 선율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굿거리>의 경
우 동일한 골격선율이 경기<굿거리>에서만 한 장단에 나타나며 해주, 은율, 
전주지역에서는 두 장단에 걸쳐 확장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은율 <굿거리>
의 경우 경기<굿거리>와 경과음이나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그리고 통영 <굿거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레′-도′-
라-솔’의 동일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경기<굿거리>의 제1장단의 골격선율
이 은율의 경우 제1장단인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지만, 경기 <굿거리> 선율 중 
상행진행으로 발전된 선율인 제3장단 이후의 선율들이 해주와 전주<굿거리>
에서는 제1~2장단에 나타난다. 해주, 은율, 전주지역의 <굿거리>는 경기<굿거
리>의 선율의 영향을 받았지만 선율이 나타나는 위치를 달리하여 변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길군악>의 경우, 해주 <길군악>은 경기와 통영<길군악>과 유
사한 선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영<길군악>은 경기<길군악>과 ‘라’에서 ‘레’
로 완전 5도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두 곡 모두 ‘미’가 경
과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기 <길군악> 제2박의 ‘라’와 통영 <길군악> 제2박
의 ‘라’ 앞에 ‘라-솔‘의 꾸밈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선율 진행에서 유사
한 점이 나타난다.
  셋째, 악곡 구조의 경우, 해주 삼현육각은 <긴염불>, <반염불>, <타령>, 
<굿거리>가 각각 경기 <긴염불>, <반염불>, <타령>, <굿거리>의 축소 형태가 
나타나며, <길군악>의 경우 경기 <길군악>의 악곡구조보다 확장된 형태로 나
타났다. 은율 삼현육각은 모든 악곡이 경기 삼현육각의 축소 형태로 나타난
다. 전주 삼현육각은 <긴염불>이 경기 <긴염불>의 유사 형태, <반염불>, <타
령>이 각각 경기 <반염불>, <타령>의 축소된 형태, 전주 <굿거리>가 경기 
<굿거리>의 악곡구조보다 확장된 형태 등 경기 삼현육각과 비교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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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난다. 통영 삼현육각은 <긴염불>이 경기 <긴염불>의 확장 형태, 
<타령>, <굿거리>, <길군악>이 각각 경기 <타령>, <굿거리>, <길군악>의 축소 
형태로 나타났다. 분장은 경기 삼현육각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으며, 전주 
삼현육각과 통영 삼현육각의 단락 구분이 동일하다.
  넷째, 주요 구성음 및 토리의 경우, 통영을 제외한 해주, 은율, 전주 삼현육
각 모두 경기 삼현육각의 ’솔-라-도-레-미‘의 5음과 경토리가 나타나 연관성
이 나타난다. 하지만 해주, 은율 지역은 같은 경토리이지만 수심가토리에 의
한 시김새 변이가 된 해서식 경토리가 나타나며 해주 삼현육각이 은율 삼현육
각보다 수심가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더욱 나타난다. 반면 은율의 경우 <굿거
리>에서는 완전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전주 <긴
염불>의 경우 중심음인 ‘솔’ 이외에 ‘도’에 농음이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경토
리의 형태와 다르게 나타났다. 경기와 통영의 <타령>, <길군악>은 공통적으로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이 나타나지만 수심가토리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두 지역 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주법의 경우 경기 삼현육각에서 주로 나타나는 혀치기 주법과 더름 
주법 모두 전 지역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해주의 경우 혀치기, 더름 주법 외
에 겹더름 주법이 나타나며 은율의 경우 같은 음 다른 지공 주법, 겹요성, 겹
목튀김 등의 주법이 높은 빈도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적인 주법이라 할 수 
있다. 전주와 통영은 혀치기, 더름 주법이 나타나는 빈도수는 줄어든 반면 꾸
밈음이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각 지역별 향피리선율을 비교한 결과, 장단, 선율, 악곡 구조, 주요 구성음 
및 토리, 주법 모두 각 지역 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과 악곡
별로 연관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장단은 기본적으로 경기 삼현육각의 장단이 
전승되었다. 하지만 선율의 경우 경기 삼현육각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골격은 유사한 선율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선율들은 
골격은 유사하지만 선율의 출현 위치를 변형하거나 선율의 앞머리인 제1~3박
을 변형하고 경과음을 달리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경우 
경기 삼현육각과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주요 구성음 및 토리는 
통영을 제외하고 모두 경토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해서지역은 해서식 경토리로 
변형하거나 전주의 경우에도 시김새를 변형 한 형태를 보였다. 주법은 경기 
삼현육각과 유사한 주법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각 해주와 은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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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색 있는 주법들을 사용하여 지역별 음악적 특징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삼현육각이 각 지방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어 저마다의 특
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서로 음악적 교류를 통하여 지역별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 삼현육각이 장단, 악
곡 구조, 토리, 주법 등에서 경기 삼현육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삼현육각이 궁중의 안팎에서 널리 연주되던 음악이었던 만큼, 삼현육각
에 대한 현대적 이해와 해석은 오늘날 국악 연주의 레퍼토리를 확대하고 한국
음악의 저변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삼현육각
이 이 시대의 음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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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yangpiri Melody of Samhyeonyug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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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osition of Samhyeonyuggak music is the following: 
daegeum, haegeum, janggu, buk, and two piris. This kind of music 
can be widely understood as a banquet music, or a marching music.
  Samhyeonyuggak had diverse functions and were used in many 
areas actively in Joseon Dynasty. However, in the wake of 
modernization of Korea, its regional transmission nearly stopp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examine the 
skeletal melody style, song structure, main sound & tori and 
Hyangpiri technique of regional Samhyeonyuggak, focusing on the 
melody of Hyangpiri, a commonly performed song in Gyeonggi, 
Haeseo, and Yeong-Honam for the present and then look into their 
musical modalities, thus analyzing the musical characteristic and 
connectivity of regional Samhyeonyuggaks. 
  Regarding Gyeonggi’s Samhyeonyuggaks, this study examined those 
of Gwangju and Pyeongtaek. As for Gwangju’s Samhyeonyuggak, this 
study analyzed <Ginyeombul>, <Banyeombul>, <Samhyeontaryeong>, 
<Gutgeori> and <Gilgunak>. As for Pyeongtaek’s, <Ginyeombul> and 
<Gutgeori> were analyzed. The musical modality of two reg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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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imilar, and their skeletal melody style was 2 ~ 4 according to 
songs respectively. Their song structure was the partition of 
movement, except <Gutgeori> and <Gilgunak>, and they mainly 
consisted of 3 ~ 6 paragraphs. Regarding main sound & tori, they 
consisted of such five sounds as sol-la-do-re-mi except <Gilgunak> 
and had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namdo gyeongtori or 
jingyeongtori. The frequency of presentation of play technique was 
very high and tongue clicking and deoreum technique were mainly 
used. 
  Regarding Haeseo’s Samhyeonyuggaks, this study examined those 
of Haeju and Eunyul. As for Haeju’s Samhyeonyuggak, this study 
analyzed <Ginyeombul>, <Jajinyeombul>, <Taryeongsinawi>, <Gutgeori> 
and <Gilgunak>. As for Eunyul’s, <Ginyeombul> <Boansataryeong> 
and <Gutgeori> were analyzed. The musical modality of two regions 
were similar in song structure, main sound and tori. As for their 
skeletal melody style, Haeju had 2 ~ 4 styles according to songs, 
whereas Eunyul had 2 ~ 3 styles. They had no partition of 
movement and mainly consisted of 2 ~ 3 paragraphs. They consisted 
of such five sounds as sol-la-do-re-mi and were similar to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gyeongtori, but they had impromptu 
ornaments of ascending vibration in ‘sol’ as well as ‘do’. As for 
their play technique, Haeju had upper and below tongue clicking, 
ascending and descending deoreum, and double deoreum technique. 
Whereas Eunyul had double throat-bouncing, double vibration and 
same-sound-different-hole picking, in addition to tongue clicking 
and deoreum technique. 
  Regarding Yeong-Honam’s Samhyeonyuggaks, this study examined 
those of Jeonju and Tongyeong. As for Jeonju’s Samhyeonyuggak, 
this study analyzed <Ginyeombul>, <Seungjeongok>, <Taryeong> and 
<Gutgeori>. As for Tongyeong’s, <Ginyeombul> <Taryeong>, 
<Gutgeori> and <Gilgunak> were analyzed. The musical mod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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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regions were similar only in song structure and play technique, 
and presented difference in skeletal melody style, main sound and 
tori. As for skeletal melody style, Jeonju had 3 styles, whereas 
Tongyeong had 1 ~ 3 styles according to songs. As for musical 
structure, both regions had no partition of movement and mainly 
consisted of 3 ~ 4 paragraphs. Jeonju consisted of such five sounds 
as sol-la-do-re-mi and was similar to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gyeongtori, but it had impromptu ornaments in ‘sol’ as well as ‘do’ 
for <Ginyeombul>. And Tongyeong consisted of such five sounds as 
re-mi-sol-la-do, and was similar to the Susimga tori , but it was 
different in sigimsae. As for their play technique, both regions had 
the technique of tongue clicking and deoreum. 
  Study findings showed the fact that the melody of regional 
Hyangpiri had connectivity in jangdan, melody, song structure, main 
sound & tori and technique. However, their modality was a littl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s and songs.  
  As for jangdan, the jangdan of Gyeonggi’s Samhyeonyuggak was 
basically presented in all the regions, but the form of jangdan 
tended to decrease in Yeong-Honam. In case of melody, there was 
no same melody among the Samhyeonyuggak of Gyeonggi, Haeseo 
and Yeong-Honam. In the skeletal melody style, there were similar 
melodies in regions, but they transformed a little on some cases. As 
for the method of transformation, some changed 1 ~ 3 bak, namely 
the front part of melody, or varied transient chords, thus 
transforming melodies. Some regions changed the position of 
melodies which were similar to those of Gyeonggi’s Samhyeonyuggak. 
As for song structure, other regions were similar to Gyeonggi’s 
Samhyeonyuggak, but Haeseo and Yeong-Honam had no partition of 
movement and presented decreased song structure in general. 
Regarding main sound & tori, all the regions basically had 
gyeongtori, except Tongyeong, but Haeseo transformed it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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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seo style gyeongtori, and Jeonju had a sigimsae-changed 
gyeongtori. As for technique, other regions presented the techniques 
which were similar to that of Gyeonggi’s Samhyeonyuggak. In 
addition, Haeju and Eunyul presented unique techniques which were 
not presented in Gyeonggi’s Samhyeonyuggak, thus showing regional 
musical features.
  As above, Samhyeonyuggak have been regionally transmitted in 
different forms, and have unique features, but regional exchanges of 
music among them made them have connectivity. In addition, most 
of regional Samhyeonyuggak had the influence of Gyeonggi’s in 
jangdan, song structure, tori and technique. In the past, 
Samhyeonyuggak were broadly performed in and around royal court. 
In this regard, the author hopes study findings will provide help to 
three-strings-six-horns to re-jump as a contemporary music.

Key words: Samhyeonyuggak, Hyangpiri melody, Gwangju (廣州), 
Pyeongtaek, Haeju, Eunyul, Jeonju, Tongyeong

Student Number: 2012—3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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