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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영재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라벌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였다. 대학에

서 지도교수인 김동진에게 작곡의 틀을 배우면서 ‘배웠던 선율만 반복

해서 연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러한

조언은 김영재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산

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김영재는 교육자이며 연주가이자 작곡자로 활동하면서, 축적해온 경험

과 음악적 자산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만의 산조로 수정하고 다듬었으

며, 자신만의 선율로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완성해 나갔다. 이후, 1989년

KBS FM 명인전 에 초대되어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

심으로 즉흥성을 가미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금산조’ 앞에 김

영재 ‘엮음’ 또는 ‘구성’이란 용어 대신 김영재 ‘류’로 명명하였으며, 1992

년 선율을 정리하여 음반을 발매하였다. 이 시기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1기 구성 시기(1989-1992)이다. 1992년 짧은 산조의 음반을 발매한 이

후, 1999년에김영재 해금창작곡집을 발매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제2기

구성 시기(1993-1999)이다. 그리고 악보집 발매 이후부터 김영재류 해

금산조-긴산조- 음반이 발매된 2008년까지가 제3기 구성 시기(2000-2008)

이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연구에서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기존 산조에 없는 악장인 엇모리와

단모리 의 추가된 악장 속에 엇청과 변계면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통의 틀 속에서 새로운 악조인 드렁조와 서도제의 적용, 그리고 돌장

의 활용을 통해 빈번한 청 이동으로 본인만의 산조를 구성하였다. 그리

고 기존산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계면조의 c(라)본청 외에도 e♭

(라)청, f(라)청, d(라)청, b♭(라), a(라)청 등으로 본청을 확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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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에 다양한 본청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청 이동의 특징에

있어서 진양조와 중모리는 c(라)본청 계면조를 사용하였고,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c(라)청, e♭(라)청, b♭(라)청, f(라)청, d(라)청, a(라)청 본청 계

면조를 사용하였으며,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a(라) 본청 계면조를 사용하

였다. 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영향이 작

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그리고 중중모리에서 거문고산조의 선

율과 단모리에서 가야금산조의 선율을 수용함으로써, 해금연주법의 지평

을 넓혔으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선율

과 새롭게 구성된 선율로 구분된다. 제1기에서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만

시도되었던 변계면조가 전 악장으로 확대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악조인

메나리제와 우계면이 각각 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적용되었다. 평조와 계

면조에서 새로운 돌장 유형이 출현하는데, 기존의 돌장은 독립된 청과

악조가 사용되지 않았던 반면, 새로운 유형의 돌장은 독립된 청과 악조

를 갖으면서 변청과 변조를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돌장을 사용함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

이 아닌, 장단 단위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선율(장단)의 중간

에서 변청이 사용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변청은 ‘장단’ 단위의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제2기 중모리 계면조에서는 장단 중간에

‘6박’ 선율 단위로 변청이 이루어진 것이 특이하다. 이상의 특징은 새로

운 산조 형식의 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

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2기의 선율과 형식적 특징들을 빈

번한 악조 이동과 함께 확장해 나가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우조에서는

제2기에 출현했던 드렁조의 선율이 단모리를 제외한 전 악장에서 확대

사용되었으며, 진양조 우조 중간에 계면조가 출현하여 ‘4박’ 선율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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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가 진행되었다. 제2기에서 제시되었던 장단 단위의 새로운 돌장유형

이 평조와 계면조 전 악장에 확대 사용되었다. 평조에서는 진양조, 중모

리, 중중모리 3개의 악장과, 계면조에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

진모리 4개의 악장에서 독립된 악조로 하나 또는 두개의 장단으로만 구

성되어 다른 악조와 악조 사이에서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돌

장의 역할을 통해 빈번한 악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돌장

의 유형은 해금산조 악조간의 변조의 단위를 촘촘하게 하여 자유롭게 표

현하고자하는 형식미를 확대 시킨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제3기 김영재

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 연구에서 동일 방향 뒷소박 강세주기와 동일

음 다른 운지법, 그리고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방향 뒷소박 강세주기 연주법은 관악기인 피리나 대금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연주법이라 할 수 있다. 관악기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기교이다. 그러나 해금은 찰현 악

기로써, 현의 활용을 통해 관악기와 같이 호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산조연주의 관점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동일 음 다른 운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

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우조와 평조에서 강조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운지법은 김영재류 연주법의 특징 중 하나이며,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용한 것이다.

셋째,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 연주법은 김영재류 연주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금의 장점은 운지이동을 통해 자유롭게 변조

와 변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그러한 장점을 운

지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운지이동 없이 동일한 위치에

서 ‘조’나 ‘청’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전통음악의 표현이 다양해 질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할 연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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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주법이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 악장에서 사용되었

다. 위의 내용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우직하고 멋스러우며, 화사하면서도 깊은 한이 스

며있는 남도 성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전통

적이면서도 현대적이며, 거문고산조의 우직함과 가야금산조의 달고 가는

발랄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리꾼의 판소리와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람

들을 모으는 타령소리가 느껴지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굿판에서 무당

이 공수 하는듯한 선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 어린아이 같이 산만하며 익

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김영재의 삶속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본인의 산조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듯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다.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공감을 자아내게 한다. 김영재의 산조는

기존의 틀을 수용한 가운데 새로움을 추구한 산조이다. 면면히 살펴보면

전통 영역의 경계를 넘어선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의 넘

어섬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산조 속에 그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김영재류, 해금산조, 시나위, 드렁조, 우계면조, 돌장, 경.서도제

학 번 : 2007-3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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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해금은 당나라 때 요하 상류 북쪽에 살던 호족들 중 ‘해(奚)’ 부족에 속

하는 유목민들이 즐기던 악기이다. 당 · 송 이후로는 속악에 쓰여 오다

가 고려예종 9년(1114년)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와 우리음악에 사용되

었다.

조선 성종 때 악학궤범에서는 당악기로 분류1)되었으나 이보다 앞선

고려사 악지에서는 향악기로 분류2)하였다. 악학궤범이 발간된 당시

에는 줄을 당기지 않고 경안법으로 연주하였다. 그러나 1848년 헌종무
신진찬의궤부터 현재의 해금모양으로 바뀌게3) 되었으며, 역안법으로 연

주하기 위한 것4)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주법의 변화는 악기 외형 변화의 이유임을 설명 해주며, 특정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사상적 변화 등도 악기가 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19세기 말 판소리를 모체로 김창조(1865~1918)에

의해 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 된 후, 거문고산조 · 대금산조 · 해금산

조 · 아쟁산조 · 피리산조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1) 악학궤범(1493년, 성종24): 성현, 유자광 등이 왕명으로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편찬한 악서.

2) 고려사 악지: 고려사 제70권과 제71권에 관련된 각종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가운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음악에 관계되는 다양한 자료를 기록한 책.(고려대한국어대사
전)

3) 헌종무신진찬의궤: 헌종이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의 육순과 왕대비인 신정왕후가 망오(望
五.4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해 1848년 창덕궁에서 연 향연을 담은 그림

4) 김우진, 악기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진연의궤의 악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연구 제17집
(한국국악학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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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산조의 대표적 유파로는 지영희5)류, 한범수6)류, 서용석7)류, 김영

재8)류가 있으며, 미전승 유파인 지용구9)류, 김덕진10)류, 임선문11)류, 류

대복12)류 등이 있다. 전승 유파 중에서 최초로 구성된 해금산조는 지영

희류 해금산조이다. 그리고 근래에 구성된 해금산조는 김영재류와 서용

5) 지영희(1909~1980): 피리, 해금, 시나위의 명인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용득의 장남으로 태어났
고(1909), 지용구에게서 해금풍류 시나위를 배웠다(1931). 지영희류 해금산조 짧은 산조가 먼저
만들어지고(1963), 긴 산조는 하와이에서 완성되었다(1975). 지영희류는 경기지역의 무속가락을
바탕으로 짜여져 경기 시나위조와 경드름 가락의 비중이 크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26쪽

6) 한범수(1911~1984):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한범수류 해금산조는 1957년 한 틀을 구성하여
1964년 새롭게 구성되었다. 한범수류는 남도창 계면조를 바탕으로 짜여진 진계면조의 비중이
매우 크다. 때문에 리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편안하고 선율적으로는 애절한 표현이 많아 주법
상의 어려운 기교를 필요로 한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56쪽

7) 서용석(1940~2013): 전라남도 곡성에서 출생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준보유자
이다.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판소리의 더늠으로 1989년에 완성되었다. 강덕원·양경숙해금산조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5)

8) 김영재(1947~현): 1947년 1월 17일 서울 마포에서 출생하여 거문고의 신쾌동, 피리·해금의 지영
희, 젓대의 김광식, 이론의 박헌봉 등에게서 학습을 받았다. 그는 거문고, 해금, 가야금 등 여러
악기의 독주곡과 관현악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현재 거문고 산조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보유
자이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82쪽

9) 지용구(1858~1939):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경기무속 음악인이며 피리와 해금의
명인이다. 해금산조의 창시자이자이고, 민요와 가곡 정악에도 능통하였으며, 지영희에게 해금산
조와 각 도 민요를 전수하였다. 최태현, 해금산조연구(서울: 민속원, 2000), 126~127쪽.

10) 김덕진(?~?): 생몰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문화재 연구소에서 1967년 조사한 경기 시나위 명인
에 그 이름이 올라 있다. 경기 수원 지방의 명인으로 그 이름이 있으며, 여주 장호원 지방에의
보유자 이름에도 김덕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덕진은 수원과 여주를 주요한 활동무대로 정해
시 등과 함께 무악에 종사했던 명인으로 보인다. 1967년 조사 당시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1967년 이전에 별세한 것이 확실하다. 이진원,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 CD해설집 ,《경기시나
위와 남도시나위: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 자료25》, KICP-06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21쪽.

11) 임선문(1912~198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에서 출생하였다. 경기무악에서 활동한 해금
명인이다. 15세 때 경기 굿판의 유명한 악산 장점학(1840~1928)에게 1년 동안 해금을 배우다가
스승이 별세하여 그의 아들 장순수에게 다시 해금을 배웠다. 22세때 이동백의 조선창극단에 악
사로 들어가 3년 동안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다 귀향하여 경기 굿판에서 해금잽이로 이용구(젓
대), 이수영(피리), 전태용(피리)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해방 후 1946년 태창극단 . 반달 국악단
의 악사로 활동하면서 제자를 양성하였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인 사전 하(서울: 도서 출판
보고사, 2011), 1470쪽.

12) 류대복(1907~1964):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였다.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교원으로 작곡가 ·
해금연주가이다. 아버지에게 판소리 기악부문과 피리 · 민요 · 가야금과 거문고를 배웠다. 1912
년에 양금을 배웠고, 1915년에 김창규의 문하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익혔으며, 1923년에 한성
준 문하에서 춤과 장구를 학습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 평양에서 연주활동을 하면서 후배를 키
웠다. 해방 후, 1948년부터 북한의 국립예술극장 고전악 연구소 연주자, 농민이동예술대 연주자,
국립무용단 단장으로 활동했고, 1958년부터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기악 강좌 교원으로 재
직하면서, 해금 교칙본 을 만들었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1957년 공훈배우가 되었다. 송
방송, 한국현대음악사전 하(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1), 1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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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영희에게 학습한 김영재는 스승 지영희의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초로 해금산조를 구성

한 지영희에게 학습한 후, 오랜 시간동안 더늠 구성의 시기를 거쳐 본인

만의 산조를 완성한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및 연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한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1989년 즉흥 발표를 시작으로, 1992년 선율을 정

리하여 17분 분량의 산조를 녹음 발매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김영
재 해금 창작곡 집악보집에 30분 분량의 산조악보를 수록 및 발간하였

으며, 2008년에는 60분 분량의 산조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이 20년에 걸

쳐 산조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20년간의 음악여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시점과 관점에 따라 결과물이 단편적이며 파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이후의 연구를 살펴봐도 30분 분량의 산조에만 연구가 머물러 있

으며, 약 60분 분량의 산조에 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었다. 그

러므로 김영재류에 내재된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진가에 관하여 전체를

통시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해금산조의 한 시대

를 치열하게 살았던 예술가 김영재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에서 각 시기

별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연주법 연구를 통해 분석된 선율

이 어떠한 연주법과 함께 적용되어 표현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해금산조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단일 유파를 분석한 연구와 여러 유

파를 비교분석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해금산조 연구의 대표적인 유

파로는 지영희류13), 한범수류14), 서용석류15), 김영재류16) 중심으로 개별

13) 지영희류는 경기지역의 무속 가락을 바탕으로 짠 경기 시나위조와 경드름 가락의 비중이 크
다. 선율구성이나 전개가 명료하고 경쾌한 가락이 많으며 본청의 이동이나 조변화가 다양하다.
최태현, 해금산조 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22쪽

14) 한범수류는 남도창 계면조를 바탕으로 짜인 진계면조 비중이 매우 크다. 대체로 격한 농현과
섬세한 농현이 조화를 이루며 애절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최태현, 해금산조 연구
Ⅱ(서울: 민속원, 2008),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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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전승 유파인 지용구류, 김덕

진류, 임선문류, 류대복류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

에 관한 연구로는 1996년 안희봉17)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9년 김기완18)

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최태현의

해금산조연구Ⅱ19)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30분 분량의 악보가 논문과

함께 수록되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연구 주제로는 조성과 선율구조,

그리고 리듬형태 중심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조에 관한 선행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희봉은 “김영재류 엮음 해금산조에 관한연구”20)를 통해 김영재류 해

금산조의 구성과 악조 및 해금의 운지법을 살핌으로써 해금산조의 구조

를 파악하려 하였으며, 해금산조와 유사한 선율이 대금, 피리, 가야금 등

다른 악기의 산조와 함께 판소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

다.

정수년은 “김영재 해금산조의 조의 변화연구”21)를 통해 김영재류 해금

산조의조성의 변화와 본청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구성음의 관계

를 분석하여 음계의 특성과 악상의 전개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12개의

음계구성과 6개의 조 변화, 그리고 5가지 음계구성의 변화 형태를 연구

하였다.

이호섭은 “지영희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관한 비교연구”22)를 통해

지영희류는 경기지방의 경드름과 경기 시나위 선율로, 김영재류는 판소

리 바탕의 선율로 구성되었음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두 산조의 장단, 운

15) 서용석류는 대금산조나 아쟁산조의 선율적 특징이 많아 선율전개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운데
신명이 담겨있다. 최태현, 해금산조 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23쪽

16) 김영재류는 경토리, 메나리토리, 서도토리, 남도토리 등 전통적인 음악어법을 다양하게 활용하
고 있어서 음악적으로 토리특성의 묘미를 풍부하게 드러낸다. 최태현, 해금산조 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23쪽

17) 안희봉, “김영재 엮음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8) 김기완, “김영재류 해금산조 선율분석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19)
19) 최태현, 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81쪽-114쪽
20) 안희봉, “김영재 엮음 해금산조에 관한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1) 정수년, “김영재 해금산조의 조의 변화연구”(경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2) 이호섭, “지영희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관한 비교연구”(서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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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조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조 식지에 운지이동과 중심음의 이

동에 따라 선법과 조성이 바뀜을 분석하였다,

이은화는 “청을 중심으로 한 해금산조 진양의 운지법 분석연구”23)를 통

해 해금산조 중 한범수, 지영희, 김영재류 세 개 유파의 운지법을 통하여

각 산조의 나타나는 음들의 역할과 선율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김용선은 “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과 음악적 특징”24)의 연구를 통

해 해금산조는 1930년대 지용구와 김덕진을 효시로, 1960년대 지영희와

한범수가 현행산조의 틀을 완성하였으며, 1980년대에 서용석과 김영재에

의해 새로운 산조가 추가되었다. 세대를 거치면서 초기의 단조로움을 넘

어 구성이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장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율이 증가 되었으며, 다양한 선

법과 넓은 음역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김용하는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조연구”25)를 통해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 산조 중 진양조와 중모리에 나오는 악조는 총 14개이며, 출현음의 주

음 사용과 조에 해당되는 음의 기능, 시김새의 사용에 따라 ‘조’가 구분

되어지는 것을 분석하였다.

둘째, 선율에 관한 선행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채수련은 “지영희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선율비교 연구”26)를 통해

유사한 선율과 변형선율 등을 찾아내고, 선율적 관계와 변주방법 등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연주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영재류가 지영희류 해금

산조의 선율을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하여 구성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강은일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27)를 통해 김영재류

해금산조 중 진양조를 지영희류 해금산조와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진양

23) 이은화, “청을 중심으로 한 해금산조 진양의 운지법 분석연구”(경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24) 김용선, “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과 음악적 특징”(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5) 김용하,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조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17)
26) 채수련, “지영희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선율비교 연구”(충북: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27) 강은일,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6 -

조와 비교하였다. 세 유파의 산조 선율의 비교를 통해 김영재류 진양조

전체 55장단 중 지영희류 관련된 선율은 16장단이며, 신쾌동류와 관련된

장단은 21장단임을 분석하였다.

장원인은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관한 선율연구”28)를 통해 김영재류 해

금 산조와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산조간의 연관

성을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조의 변화와 음계 구성이 매우 유사하게 진

행됨을 분석하였다.

김민아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가락과 연주법상의 특징”29)에 관한 연

구를 통해 김영재류 해금산조와 선행 해금산조인 지영희류, 한범수류, 서

용석류, 그리고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교하였다. 김영재류 해금산조

는 선행산조의 미덕을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창작도 구현되었으며, 왼손

식지 이동이 8가지 기본위치를 활용하여 총 19번 나타났으며, 연주법으

로는 활법, 왼손주법, 표현법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고정은은 “해금산조 덜렁제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30)를 통해 해금산조

중 덜렁제가 있는 유파로는 서용석류, 김영재류가 있으며, 각 유파별 장

단에 나타나는 덜렁제 선율을 구성음과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선율형태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서용석류와 김영재류에 나타나는 구성음은 판소리와 동일하며, 두 산조

모두 덜렁제 종지선율구조인 상행종지 형태로 나타남을 밝혀냈다.

최은주는 “해금산조의 비교연구: 지영희, 한범수, 서용석, 김영재류를 중

심으로”31) 전악장의 선율비교를 통해 각 산조의 음악적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네 유

파의 문화적 환경과 연주방식에 의해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비슷한

구조와 형식으로 이루어 졌음을 분석하였다.

김기완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선율분석 연구”32)를 통해 긴 산조 중 중

28) 장원인,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관한 선율연구”(경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9) 김민아,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가락과 연주법상의 특징”(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
문, 2010)

30) 고정은, “해금산조 덜렁제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경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1) 최은주, “해금산조의 비교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2) 김기완, “김영재류 해금산조 선율분석 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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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와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김영재류 해금산조

중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는 계면조와 우조의 양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평

조의 사용은 중중모리 1개, 자진모리 2개의 단락으로 선율 진행함을 분

석하였다.

셋째, 리듬에 관한 선행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은경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리듬에 관한 연구”33)를 통해 긴 산조 중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3소박, 2소박, 혼합리

듬으로 분류하여 중중모리 전체 총 32장단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 단위의

리듬형태 총 31종류를 분석하였다.

김소희는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리듬 비교 연

구”34)를 통해 두 산조 간의 연관성과 유기적 관계를 밝히려 했다. 연구

결과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비슷한 리듬구성을 지

니고 있으며, 혼합박과 분박의 활용에 있어서만 차이를 나타냄을 분석하

였다.

정은별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리듬연구”35)를 통해 긴 산조 중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연주되는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의 각 장단 리듬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엇모리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리듬형의 결합형태가

나타났으며, 자진모리의 경우 3소박과 2소박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단모리의 경우 2소박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소박 안에서 매

우 다양한 리듬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김영재류 해금산조 관련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대부분 악조

와 선율, 그리고 리듬에 관하여 단편적인 논의가 있었다. 김영재류 60분

분량의 긴산 조 전 악장을 대상으로 다룬 논문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또는 비교연구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할 것이며, 연주법 분석을 통해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33) 이은경, “김영재류 해금산조 리듬에 관한 연구”(경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4) 김소희,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리듬비교 연구”(경기: 중앙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0)

35) 정은별, “김영재류 해금산조 리듬연구”(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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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대상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연구 범위는 크게 형성과정연구와 연주법연구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형성과정연구의 범위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

정 이전의 더늠 구성의 시기부터 전악장이 완성되어서 현재의 60분 분량

의 긴 산조까지이다.

그리고 연주법의 연구범위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을 통해

완성된 산조가 갖추고 있는 연주법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

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악보와 음원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한다.

첫째, 분석 대상 음원은 1978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한 김영재의 <지영

희류 해금산조>36) 공연실황음반과 1992년 녹음 발매한 김영재류 해금산

조 짧은산조37), 그리고 2008년에 약 60분 분량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

산조38)음반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2018년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타에서 공

연한 연주실황 영상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39)

본 연구에 사용한 음반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음반명 발매시기 제작 연구사용자료 연주시간
전통음악연주회 197840) 국립국악원 보조 10분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 199241) KBS-FM라디오 주 16분21초
학습 녹음 200042) 개인소장 보조 77분42초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산조- 200843) 신나라레코드 주 63분45초
연주 실황 2018 뉴힐하우스콘서트 보조 14분59초

<표 1> 김영재류 해금산조 분석 대상 음반자료

36) 김영재는 지영희류 해금산조 연주 중간과 뒷부분에 본인이 구성한 선율을 연결하여 처음으로
연주하였으며,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있다.

37) 21세기를 위한 KBS-FM의 방송음악 시리즈③-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음반 (서울음반, 1992)
38) 김영재,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신나라, 2008)
39) 2018년 6월18일 뉴호라이즌 힐링센터에서 김영재가 직접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연주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연주한 영상이다.(출처; 뉴힐하우스 명창명인열전시즌1‘ 전통의 원형을 찾다’ 김영
재명인편, 명지병원예술치유센터 유튜브영상)

40) 1978년 6월23일 국립국악원 ‘전통음악연주회’에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공연실황 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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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대상 산조악보 중에서 김영재 저서의 정식 출판된 악보집은

김영재 해금창작곡 집에수록되어 있는 17분 분량과 30분 분량의 산조

악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위의 악보집과 함께 음반 한국의 전통음악 산

조Ⅰ 과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의 두 음원을 채보해서 악보화 하

여 함께 주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해금

산조(김영재 엮음, FM방송자료)44)악보와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산

조>45)악보를 보조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할 악보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종류 자료명 악보성격

주자료
김영재 해금창작곡집 정식출판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산조- 음반채보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 음반채보

보조자료
해금산조 개인소장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개인소장

<표 2> 김영재류 해금산조 분석 대상 악보자료

4.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연구와 연주법 연구로 구분

된다. 주요하게 사용될 연구 방법으로는 선율 분석적 방법과 연주법 분

석적 방법이다.

형성과정 연구 전에는 김영재의 학습 및 예술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재의 예술 활동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2015

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자료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46) 따라서

41) 1992년 6월에 서울음반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17분 분량의 짧은 산조를 녹음하였다.
42) 2016년 8월1일-3일 김영재가 연천별장에서 긴 산조 수업할 때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 중 일부
이다.

43) 2008년 3월에 60분 분량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산조를 녹음 발매하였다.
44) 2006년 7월15일 김영재가 연천별장에서 산조 수업할 때 필자에게 교재로 제공한 악보이다.
45) 2016년 8월1일-3일 김영재가 연천별장에서 긴산조 수업할 때 필자에게 교재로 제공한 악보이
다.

46) 김영재의 학습 및 예술 활동자료는 김영재의 자료제공과 인터뷰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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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김영재의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보완 하여 정리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형성과정 연구 이전의 더늠 구성 시기를 통해 산조 구성

의 동기와 구성 작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성과

정 연구는 더늠구성의 시기와 함께 제1기 구성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제3기 구성 시기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선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1기의 악장구성과 장단 수, 중심음과 악조가 무엇인지를 파악

한 후, 음악적 특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후 제2기 구성 시기부터는

제1기에서 추가된 선율과 악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음악적 특징들을 밝

히겠으며, 제3기 구성 시기는 제2기에서 추가된 선율과 악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더늠 구성의 시기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

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제1기 구성 시기 발표 이전인 1988년까지로 하겠

다.47)

제1기 구성 시기는 더늠 구성의 시기 이후에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처음

으로 발표한 1989년부터 발표한 선율을 정리하여 다시 음원으로 발매한

1992년까지를 제1기 구성 시기로 하겠다.

제2기 구성 시기는 제1기 구성 시기의 음원발매 이후, 1993년부터 악보

집 김영재 해금창작곡집을 발매한 1999년까지를 제2기 구성 시기로

하겠다.

제3기 구성 시기는 제2기 구성 시기의 악보집 발매 이후, 2000년부터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음반이 발매된 2008년까지를 제3기 구성

시기로 하겠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시기 더늠 구성 시기 제1기 구성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제3기 구성 시기
연도 1967-1988 1989-1992 1993-1999 2000-2008
연주시간 10분 16분21초 약30분48) 63분45초

<표 3>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시기

47) 더늠 구성의 시기는 김영재와 인터뷰를 통해 구성 정리하였다. 인터뷰 날짜는 2020년 9월24일
과 10월20일 두 번에 걸쳐 “상설무대 우리소리극장”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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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기별 연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되어야 할 전제들이 있다.

첫째, 음고의 문제이다. 산조의 특성상 계면조가 선율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면조의 본청 음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음고는 정식출판 악보와 수업 중 제공해준 악

보를 살펴보면, 그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런데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처음

음반으로 발매한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 을 들어보면, 계면조 음고가

cʹ(라)를 본청으로 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면

조 음고 cʹ(라)를 본청으로 한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cʹ(라)를 기

준으로 옥타브 위는 cʺ(라)로 표기하고, 옥타브 아래는 c(라)로 표기하겠

다. c(라) 아래의 음들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괄

호 안에 계이름은 이동도법의 솔미제이션49)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둘째, 조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전통음악에서 ‘조’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산조에서 ‘조’의 의미는 구성음(선법)과 시김새(성음)에 따

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심음을 기준으로 나누

어지는 선율의 흐름과 그에 따른 단락의 종지 선율을 구분 한 후, 그 중

심 음을 ‘본청’이라 칭하고, 본청에 속해있는 악조를 파악 하도록 하겠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사용된 조는 우조, 평조, 계면조이다. 산조에 쓰이

는 조는 판소리의 영향으로 성음과 선법을 가리킨다. 그런데 동일한 용

어에 다중적인 의미가 적용되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며 좀

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복잡한 논제로 남아있다.50)

산조에서 계면조는 미-솔-라-도·시-레의 음계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것

이 다수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우조와 평조에 관하여는 아직도

밝혀야할 문제들이 있다. 한만영은 판소리의 羽調에서 판소리의 우조

48) 제2기 구성 시기에서는 김영재가 직접 연주한 음원이 없어서 평균적인 연주시간을 기록하였다.
49) 솔미제이션(solmization)이란 악보의 시창을 용이하도록 음계의 각 음을 각각 다른 음절로 부
르는 창법이며, ‘도’를 “다”음으로 고정하는 고정도법과 음이름에는 상관없이 장음계의 으뜸음
을 ‘도’로 부르는 이동도법의 2종류가 있다. 전통음악의 솔미제이션을 적용할 때는 다섯 음으로
만 이루어진 5음 음계의 생성원리에 따라 반드시 다섯 개의 용어 안에서 음정 관계를 나타내
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6), 37쪽

50) 임재원, “대금산조의 생성 및 전승과 확장”,(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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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을 분석하여 황종궁 평조(Sol-mode in e´-flat)와 중려궁 평조

(Sol-mode in a´-flat)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51)

백대웅은 우조를 솔-라-도-레-미에 ‘도’로 종지하는 음 조직으로 보았

고, 평조는 레-미-솔-라-도 구성음에 ‘도’로 종지하는 음 조직으로 보았

다.52)

그리고 이보형은 평조와 우조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학설을 주장하였다.

이보형은 평조는 솔-라-도-레-미53) 이고, 우조는 라-도-레-미-솔54) 로

구성음을 보았다. 한편 김우진은 거문고 산조의 분석을 통해 우조, 평조,

계면조의 선법적 특성을 구성음 안에서 선율형과 핵음, 종지음으로 구분

하였다.55) 그에 따르면 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우조는 천천히 흘러내리

고, 계면조는 빨리 꺾어 굵게 떠는 것으로 요성을 구분한다. 또한 분석

결과 우조와 계면조는 구성음이 다르지만 시김새가 유사하고 선율형(우

조는 핵음의 아래음을 보조음으로 사용하고, 계면조는 핵음의 보조음이

없다는 점)이 다르며, 우조와 평조는 ‘솔-라-도-레-미’의 구성음과 선율

형을 공유하지만 핵음과 청이 다르다. 즉, 우조는 ‘라’와 ‘미’가 핵음이고

본청과 종지음은 ‘라’이다. 평조는 ‘솔’과 ‘레’가 핵음이고, 이중 ‘솔’이 본

청과 종지음이다.

위의 연구자들의 주장하는 바가 제 각각 이듯이 음악적 특성에 관하여

51) 한만영,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72), 제2집, 67-68쪽.
52) 백대웅,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서울: 어울림, 1995), 47쪽.
53) 평조는 옛날에 ‘시조목’이라 이르듯이 시조, 가곡의 계면조와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는 것이다.
민요의 토리로 말하자면 이른바 성주풀이 토리(남도경토리)와 같은 것이다. 자연태로 된 성주
풀이토리 선율에 나타나는 구성음이 솔-라-도-레-미 로 되고, 평균율에 비해 라, 레가 약간 낮
고, 미가 약간 높은 점에서는 진경토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중요 음이 솔, 도, 레 로 4도+장2도
구조로 되고, 종지음이 do로 되고 시김새가 솔에서 떠는 목을 레에서 흘러내리는 목을 쓰고,
관용적인 선율은 솔-도-레, 레-도-솔-도 로 된 점에서 진경토리와 다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이런 성주풀이토리(남도 경토리)를 판소리 및 산조에서는 옛날에 ‘시조목’이라 하였고 이를 평
조라 이른 것은 근래 일이다.

54) 민요의 토리에서 찾아보면 이른바 반 경토리(한강수타령토리)와 같은 것이 우조에 가깝다. 자
연태로 된 반경토리의 음악적 특성은 경복궁 타령과 같은 민요에서 볼 수 있다. 구성음이 라-
도-레-미-솔 로 되었고, 라, 레, 미 로 4도+장2도 구조로 되었고, 종지음이 라 or 레 로 되었고,
시김새가 도에서 흘러내리는 목을 쓰고, 솔에서 떠는 목을 쓰고, 관용적인 선율은 라-레-미, 미
-레-라 로 되었다.

55)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17)제62집,
59-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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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설이 없다. 그리고 김영재류에서는 출현 음계의 선법적 요소와 더

불어 연주자가 어떤 음악적 해석을 담아서 연주하는지가 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보형의 이론과 김우

진의 이론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조의 본청을 중심으로 음계를 제

시할 때는 본청을 처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보형과 김우진의 이론을

근거로 종합하여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자주 사용되는 조표를 중심으로

악조를 제시하면,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김영재류 해금산조 우조. 평조. 계면조의 구성음과 표현 

위 <악보 1>과 같은 선법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과

악조의 선율진행, 시김새의 표현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어떠한 음악

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영재류 해금산조 성음의 배경과 그 성음을

담고 있는 형식미와 내용미에 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법명인

우조· 평조· 계면조를 대분류로 하고, 이 외에 사용되는 진우조, 평우조,

설명조, 호령조, 가곡성 우조, 경제, 경드름, 서도제, 메나리제, 메나리계

면조, 드렁조, 엇청, 평계면조, 우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등의 용어들

은 소분류 악조56)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즉, 우조. 평조. 계면조는

음계로서의 조로 분류를 하고, 각 조 별로 속해있는 악상으로서 조와 토

56) 전통음악에 있어서의 조 개념은 음계로서의 조, 악상기호로서의 조, 음위(key)로서의 조, 주관
적 느낌으로서의 조, 토리로서의 조, 장르나 곡명으로서의 조, 장단 이름으로서의 조, 이상 일
곱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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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서의 조, 그리고 주관적 느낌으로서의 악조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조별로 악장을 분류하여 청의 사용에 따른 악조의 적용 및

변화에 관하여 파악한 후, 각 시기의 청과 악조의 특징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 순으로 하고자 한다.

우조에 속한 악조는 진우조, 평우조, 설명조, 드렁조, 메나리제, 가곡성

우조이다.

평조에 속한 악조는 경제, 경드름57), 서도제, 설명조이다.

계면조에 속한 악조는 메나리계면조, 엇청, 평계면조, 우계면조, 진계면

조, 변계면조이다. 각 조에 속한 악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우조 진우조, 평우조, 설명조, 드렁조, 메나리제, 가곡성우조
평조 경제, 경드름, 서도제, 설명조
계면조 메나리 계면조, 엇청, 평계면조, 우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표 4>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악조

셋째, 운지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운지법에서 본청을 중심으로 손가락의

기능과 역할이 정해진다. 엄지를 제외한 유현에서 1지=검지, 2지=중지, 3

지=약지, 4지=소지, 4지를 눌러서 내야하는 음을 4+지, 소지를 뻗어서 내

는 음을 5지, 소지를 뻗은 후 눌러서 내는 음을 5+지이다. 1지보다 낮은

음을 운지이동 없이 검지를 치켜 올려 사용할 경우에는 –1로 표기 하겠

다. 중현에서의 기능은 유현과 같으며, 구분을 위해 괄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 운지법(1지, 2지 등)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숫자 운지 명칭과 손가락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57) 경제와 경드름은 기본적으로 같은 악조이다. 그러나 김영재는 전승 중에 경제보다 경드름을
표현할 때는 서도제가 가미된 적극적인 연주법을 강조하였기에 표현에서 오는 차이를 서술하
기 위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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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운지 명칭
유현 1지 2지 3지 4지58)

중현 (1)지 (2)지 (3)지 (4)지
손가락 명칭 검지 중지 약지 소지

<표 5> 숫자 운지와 손가락 명칭

넷째, 오선보 표상의 마디는 진양조 부터 단모리까지 한 마디를 장단

단위로 하고자 한다. 진양조는 점 4분음표()를 기준 박으로 6박을 한

장단으로 하여 6/으로 표기하겠다. 중모리는 4분음표(♩)를 기준 박으

로 12박을 한 장단으로 하여 12/♩로 표기하겠다. 중중모리는 8분음표

(♪)를 기준 박으로 12박을 한 장단으로 하여 12/♪로 표기하겠다. 엇모

리는 8분음표(♪)를 기준 박으로 10/♪으로 표기하겠다. 자진모리는 점 4

분음표()를 기준박으로 4/로 표기하겠다. 단모리는 4분음표(♩)를 기

준 박으로 4/♩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표 안에 장단을 표기 할

때는 숫자만 기입하겠으며, 장단과 함께 박을 기입 할 때는 소수점을 사

용하겠다. 예를 들어 진양조 제2장단 제2박을 표에 표기할 때는 2.2로 표

기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장단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박자표기 6/ 12/♩ 12/♪ 10/♪ 4/ 4/♩

<표 6>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장별 장단 기보방법

자진모리와 단모리에 보이는 소위 ‘무장단’부분은 장단에 구애받지 않고

해금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무장단’으로 표기한 후, 악보

마디로는 구분을 하고 연구에서는 제외59)하도록 하겠다.

연주법 연구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만의 운궁법과 운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형성과정 연구를 통해 분석된 선율이 어떠한 연

58) 유현4지 이후의 높은음은 운지의 변경 없이 운지를 눌러서 음을 조정하거나 뻗어서 파지하므
로,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59) 무장단 부분을 연구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연주하며, 주관성이 강한 부분이어서 제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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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과 함께 살아있는 유기체로 거듭나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

고 더늠 구성의 시기때부터 김영재는 해금의 명인으로써 기교적 완성을

이룬 상태이다. 그러므로 각 시기별 연주법의 차이점을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연주법 연구에서는 더늠 구성의 시기부터 각각

의 구성 시기 전반에 적용되어 김영재류 만의 독특한 연주법으로 자리

잡은 연주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활을 활용한 연주법인 ‘동일 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를 통해 활과

운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위치별로 각각의 운지에 맞는 음들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운지로 파지 할 때가 있다. 이것을 ‘동일음 다른 운지법’

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김영재류만의 연주법을 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운지이동 없이 동일한 운지를 사용하는 가운데 본청이 변화되는

‘동일지법에서의 변청 및 변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김영재의 예술활동

김영재의 예술 활동은 음악, 음반, 저서 및 논문, 수상경력 순서로 구분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각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0)

가. 음악

김영재(1947~현재)는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으며, 1960년대 서강초등학

교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함께 김천흥에게 승무, 탈춤, 춘앵무, 처용무 등

무용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1961년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이병우

에게 정악 기초를 배웠으며, 1962년부터 지영희에게 해금산조와 시나위,

그리고 대풍류와 줄풍류 등 민속악 전반적인 것을 학습하였다. 현악기로

는 신쾌동에게 거문고산조와 풍류, 그리고 병창을, 성금연에게 가야금을

60) 김영재의 예술 활동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여 중요도 위주로 서술 한 후, 표는 부록으로 수록
하도록 하겠다.



- 17 -

학습하였다. 성악으로는 박초월에게 판소리를, 이창배에게 민요를, 홍원

기에게 가곡을 학습하였다.

1965년 한국국악예술학교 부설 국악관현악단을 모체로 창단된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창단단원으로 1968년까지 활동하였다.

1967년 한국국악예술중·고등학교 6년간의 과정을 졸업하고, 서라벌 예

술대학교 음악과 작곡전공으로 진학하게 된다. 이때 산조 구성에 영향을

준 김동진을 지도교수로 만나게 된다. 이후, 1969년 국방부 군악대 내 국

악대 창설과 함께 군악대에 입대하여 군 생활 중에도 음악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제대 후, 1971년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 졸업과 함께 국악예술학교 교

사(1971~1983)로 후학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로 재직 중에도 그

의 배움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1977년 졸

업한 후, 동대학원에 진학하며 1980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1982년 제1회 김영재 국악작품 발표회를 하였고, 1983년에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김영재의 예술 활동은 전

통을 보존 계승하는 공연과 작곡을 통한 창작활동, 그리고 교육자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93년 상설무대우리소리 개관공연에서 거문고산조와 병창 등의 곡들을

5일동안 공연하였으며, 제 24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공연에서 거문고산

조 독주를 하였다. 1994년 일본 동경 1200년 기념 무속음악 공연에 참가

하였으며, 1996년 서울 국악제에도 출연하였다. 1997년 ‘예장 창작 가곡

발표회’에서 “정읍사”외 1곡을 발표 하였다. 199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통예술원 교수로 임명되었다.

2000년 경.서도 창극 “시집 가는날”을 작곡하였고, 2001년 KBS 국악관

현악단과 거문고병창을 협연하였다. 2002년 김영재 국악인생 40주년 기

념공연을 하였으며, 2003년 한국-유럽 수교 4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거문

고산조 독주 및 병창, 그리고 해금산조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KBS 국악

관현악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에서 “4현해금 협주곡”을 작곡 및 협연하

였으며, 명인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에서 해금산조 독주를 하였다.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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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창작악단 창단공연 초연작 “기원”을 작곡 및 협연하였고, 신

쾌동류 거문고산조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유럽 네덜란드 전통음악 연주회에 참가하여 해금산조를 독주하

였고, 제 25회 대한민국 국악제 ‘명인에게 길을 묻다’에서 거문고 산조

및 병창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성남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공연에서 현악

합주 “향토”를 작곡 및 초연하였다. 2006년 일본 동경예술대학 연구교수

로 파견되었으며, 2007년 ‘김영재 국악인생 45주년 기념공연–흥, 멋, 풍

류의 삶’을 발표하였다.

2008년 극단 미추 “은세계”를 작곡하였고, 2009년 ‘율객 김영재: 귀히

지닌 琴의 줄을 타나니’ 공연을 하였다. 2010년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협

주곡을 작. 편곡하고 초연하였으며, 신쾌동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금헌의 소리’를 개최하였다. 2012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공수받이”를

협연하였고, 성남시립국악관현악단과는 “거문고 병창”을 협연하였다.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거

문고산조 공개행사를 개최하였다. 2014년 광주 국악방송 개국공연에서

거문고산조 및 병창을 연주하였고,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명인열전’에

출연하였다. 2015년 운현궁 국악공연에서 해금과 거문고를 연주하였고,

뉴욕 심포니 스페이스 공연에서 거문고산조와 병창을 연주하였다.

2016년 김영재 국악인생 55주년 기념공연 ‘금사풍류 악가무’를 개최하였

고, 뉴욕 맨하튼 소사이어티에서 ‘집대성 공연’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여

우락 페스티발 ‘시간속으로’와 ‘물들다’에 출연하였다. 2017년 故지영희선

생 추모음악회 ‘스승의 소리길’과 신쾌동 서거 40주기 추모음악회 ‘금헌

의 소리’를 개최하였다.

2018년 명고 장덕화 추모 1주기 ‘동고동락’ 공연을 하였으며, 김영재 보

유자 기획행사 ‘현금무곡’을 공연하였다. 2019년 김영재 거문고산조 보유

자 공개행사공연과 이수자 발표 및 전수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故 지영

희선생 추모음악회 ‘스승의 소리 악성 故 지영희 선생을 기리며’를 개최

하였다.

이상과 같이 김영재의 예술활동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공연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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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통한 창작 활동, 그리고 교육자이며 문화재로서 후학들을 지도, 양

성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나. 음반

김영재는 1988년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발매를 시작으로 1990년 중앙

국악관현악단 연주곡집 중 “방아타령”을 공동 작업하였으며,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KBS-FM에서 녹음하였다. 그리고 1991년 김영재 해금작품

집Ⅰ을 발매하였다.

1993년 93 일요명인명창전: 김영재 해금연주회 실황음반을 발매하였

고, 1995년 김영재 반도의 한 해금 민요 독주집 음반을 발매하였다. 그

리고 1998년 거문고와 가야금병창을 KBS-FM에서 녹음하였다. 1999년

김남순 교수 가얏고 CD “상주함창 변주곡”을 작곡 및 녹음하였으며, 한

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교수 연주집 듣고 싶은 우리음악 을 녹음하

였다. 2001년 듣고 싶은 우리음악 중 거문고산조 및 거문고, 해금 합주

곡을 수록하였다. 2002년에는 김영재 국악인생 40주년 기념음반 몸짓.

소리. 농현. 여운 을 발매하였으며, 2004년 거문고산조 거문고산조 전바

탕 을 발매하였다. 2007년 김영재 국악인생 45주년 기념음반: 김영재

거문고. 해금. 가야금 창작곡집 6 CD를 발매하였고, 2010년 구음 과

시나위 를 녹음, 발매하였다. 2015년 김영재 국악인생 55주년 기념음

반: 거문고 독주집 에서 거문고산조. 병창곡집 2장을 녹음과 함께 2016

년에 발매하였다.

이상과 같이 음반 작업에도 꾸준하게 활동하였으며, 연주자로서 해금과

거문고 그리고 작곡뿐만이 아닌, 철가야금과 시나위 등 다방면의 예술

활동을 음반에 담았다.

다. 저서 및 논문

김영재는 악보집 발간을 통한 저서와 논문 및 학술지 활동도 부지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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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김영재의 저서로는 1977년 현금곡집출간을 시작으로 1979

년가야금 병창곡집을 출간하였다. 1999년 김영재 해금창작곡집을 출

간하였고, 2002년김영재 창작곡집<중주곡>, 김영재 거문고창작곡집,
김영재 가야금창작곡집을 출간하였다. 2007년 국악 창작곡집(김영재

편)Ⅰ을 출간하였고, 2011년 국악 창작곡집(김영재편)Ⅱ를 출간하였

다.

김영재의 논문으로는1981년 “산조악 계면조연구”를 집필하였으며, 1984

년 “고흥장수마을 민속조사”제목으로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29집에 기고

하였다.

1986년 “남도의 唱”제목으로 전남도청 ‘전남의 문화예술’에 기고하였다.

1989년 “줄풍류 거문고 가락의 비교고찰” 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사학보

제2집에 기고하였으며, 1991년 “한국 근현대사의 음악가열전Ⅳ - 금헌

신쾌동론”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사학보 제7집에 기고하였다. 1994년 “서

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배경”제목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12집에 기고

하였고, 2003년 향사 박귀희선생 10주기 추모 학술발표회에서 “내가 본

향사 박귀희 선생님”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예술 활동 속에서도 많은 저서와 논문을 학술지에

기고 하였다. 특히 창작곡집을 통해 해금, 거문고, 가야금, 중주곡집, 관

현악곡 등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서와 창작활동은 김영재의 음악적

정체성과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 수상 경력

김영재의 수상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67년 난계예술제 기악부문 특상을 수상하였고, 1973년 국민훈장 석류

장을 수상하였다. 1989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

KBS국악대상 관악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

상 음악부문을 수상하였고, 2011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임방울 국악

상’을 수상하였다.



- 21 -

2012년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하였고, 2015년 제22회 방일영 국악상을

수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김영재의 예술세계를 예술 활동, 음반작업, 저서 및 논문,

수상경력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인간문화재로서 이

수자와 전수자 양성을 통해 우리음악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는데 힘

쓰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로써도 후학을 양성

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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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본장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어떠한 형성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연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드러난 세 시기 이전에 산조 구성의 동기

와 구성 작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형성과정 연

구에서는 더늠 구성의 시기, 제1기 구성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제3기

구성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해당되는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더늠 구성의 시기(1967-1988)

김영재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서라벌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였다. 대

학에서 지도교수인 김동진61)에게 작곡의 틀을 배우면서 ‘배웠던 선율만

반복해서 연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러한 조언은 김영재에게 새로운 산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

었다.

이러한 계기로 김영재는 한국국악예술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지영희류

해금산조, 풍류합주, 무용반주, 살풀이, 민요반주, 시나위합주, 거문고산조

및 병창, 가야금산조, 무속반주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조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1973년~1975년에는 리틀엔젤스와 협업하며, 산조구성 작업을 이어 나갔

다. 이때 고수 장덕화와 함께 장단 작업을 하였는데, 구성한 선율을 첨가

61) 김동진(1913~2009) 평안남도 안주출생, 작곡가, 신창악 운동가, 서라벌예술대학 작곡과 교수,
경희대학교 작곡과 교수.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민요의 발성을 서양식 성악에 접목하여
신창악회 연구회를 조직하여 보급에 힘씀. 대표작품으로는 관현악곡으로 제례악, 양산가, 가야
금협주곡 ‘가야금산조에 의한 협’ 등의 작품과 가극으로는 심청전과 춘향전 등이 있다. 신인선,
"특집: 한국음악 20세기; 김동진(金東振)" 음악과 민족 , 26권(민족음악학회,2003), 17~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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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고 때로는 덜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1978년 6월 23일 국립국악원 ‘제1회 전통음악 연주회’에서 퉁소 한범수,

대금 김영동, 가야금 황병기, 피리 정재국, 거문고 황득주, 해금 김영재

등이 산조를 발표하였다. 이때 그동안 구상하면서 갈고 다듬은 선율을

처음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뒤에 연결하여 발표하였다.62) 이후, TBS,

MBC, KBS 등 방송국의 국악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지영희류 해금

산조 중간이나 끝 부분에 연결하여 본인이 구성한 선율을 적용해 나갔

다.

이러한 선율구성의 시도를 통해 1985년 제2회 김영재 작곡발표회 에서

처음으로 ‘해금산조’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구성한 선율만으로 발표회를

하였다.63) 이후, 1989년 KBS FM 명인전 에 초대되어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심으로 즉흥성을 가미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

고 ‘해금산조’ 앞에 김영재 ‘엮음’ 또는 ‘구성’이란 용어 대신 김영재 ‘류’

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제1기 구성시기 이전에 약 20년간의 다양한 학습과 실험을 통해

기존 해금산조와는 차별화된 산조를 구성해 나갔다. 그리고 김희조64)와

김동진의 영향으로 서양 작곡의 관점이 포함된 산조를 구성하려는 시도

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매 과정마다 노력과 열정이 묻어있는 도전을

계속해 왔음을 엿볼 수 있었다.

62) 지영희류 진양조에서 계면조를 연주한 후, 현재의 제1기 김영재류 진양조 계면조 제18～23장
단까지 즉흥선율과 함께 연주하였다. 그리고 지영희류 자진모리 ‘푸는 선율’에서 새로운 선율을
접목 하였으며, 다시 지영희류로 돌아와서 종지하였다. 접목한 선율의 분량은 길지 않았으며,
시도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와 관객들의 반응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63) 1985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음원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김영재의 증언만
전해짐)

64) 김희조(1920.11.21.~2001.9.4.) 작곡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 경희대학교 음악과
교수,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서양음악 담당 강사,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국악을 소재로 여
러 장르의 음악을 창작하였으며, 국악관현악곡, 합창곡, 무용음악,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작품 속에 국악을 풀어냈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대표 작품으로는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 창과 관현악 범피중류 , 뮤지컬 대춘향전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
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서울: 시공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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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기 구성 시기(1989-1992)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1기 구성 시기(이하 제1기)는 KBS FM 명인전

에서 즉흥선율로 처음 발표한 1989년부터 선율을 정리하여 음반을 발매

한 1992년까지이다. 1992년 발매된 “21세기를 위한 KBS-FM의 방송음

악 시리즈③” 한국의 전통음악 CD에는 16분 21초 길이의 김영재류 해

금산조가 수록되어 있다. 악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4:06), 중모리

(3:15), 중중모리(1:40), 엇모리(1:39), 자진모리(2:57), 단모리(2:44) 이상 6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산조에는 없는 엇모리와 단모리 악

장의 추가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악장의 장단 수를 살펴보면, 진

양조는 23장단, 중모리는 19장단, 중중모리는 20장단, 엇모리는 38장단,

자진모리는 68장단, 단모리는 53장단이며, 전체 총 22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악장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계
장단 수 23 19 20 38 68 53 221
연주시간 4:06 3:15 1:40 1:39 2:57 2:44 16:21

<표 7>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장구성 

가. 악장구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

리, 단모리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악장은 다시 우조, 평조, 계

면조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악장이 구성하고 있는 조가 무엇인지 구

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총 23장단이며, 우조, 평조, 계면조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우조는 제1～11장단, 평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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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장단, 계면조는 제16～23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우조는 총

11장단, 평조는 총 4장단, 계면조는 총 8장단이며, 우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19장단으로 계면조, 우조, 평조, 계면조 순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계면조는 제

1～11장단, 우조는 제12～13장단, 평조는 제14～17장단, 계면조는 제18～

19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계면조는 총 13장단, 우조는 총 2장단,

평조는 총 4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20장단으로 계면조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

네 번째 악장인 엇모리는 총 38장단으로 계면조, 평조, 계면조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계면조는 제1～25장단, 평조는 제26～30장단, 계면조는 제31～38장단까

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계면조는 총 33장단, 평조는 총 5장단이며, 계면

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68장단으로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

조, 우조,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계면조는 제1～13장단, 평조는 제14～19장단, 계면조는 제20～25장단,

평조는 제26～33장단, 우조는 제34～46장단, 계면조는 제47～68장단까지

이다. 다시 정리하면, 계면조는 총 41장단, 평조는 총 14장단, 우조는 총

13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악장인 단모리는 총 53장단으로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계면조는 제1～7장단, 평조는 제8～11장단, 계면조는 제12～16장단, 평

조는 제17～27장단, 계면조는 제28～53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계

면조는 총 38장단, 평조는 총 15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

다.

이상과 같이 제1기의 악장구조 중 우조는 총 26장단, 평조는 총 42장단,

계면조는 총 153장단이며, 전체 총 221장단이다. 진양조만 우조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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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이외의 악장은 계면조의 비중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악장 대분류 해당 장단 장단 수 총 장단 수

진양조
우조 1-11 11

23평조 12-15 4
계면조 16-23 8

중모리

계면조 1-11 11

19
우조 12-13 2
평조 14-17 4
계면조 18-19 2

중중모리 계면조
1-11 11

2012-18 7
19-20 2

엇모리
계면조 1-25 25

38평조 26-30 5
계면조 31-38 8

자진모리

계면조 1-13 13

68

평조 14-19 6
계면조 20-25 6
평조 26-33 8
우조 34-46 13
계면조 47-68 22

단모리

계면조 1-7 7

53
평조 8-11 4
계면조 12-16 5
평조 17-27 11
계면조 28-53 26

<표 8>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악장구성과 조

나. 청과 악조

산조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청과 악조이다. 그리고

청과 악조의 사용에 따라 그 산조가 품고 있는 음악적 깊이는 더 깊어지

고 넓어진다.

본 장에서는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청과 악조의 사용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청의 사용과 함께 대분류로 우조, 평조, 계면조로 구분

하고 악상과 제의 개념인 악조를 소분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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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악장을 분류하여 청의 사용에 따른 악조의 적용 및 변화에 관하

여 파악한 후, 제1기의 청과 악조의 특징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 청 이동의 특징 순으로 하고자 한다.

(1) 우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

모리, 자진모리이며, 총 세 개의 악장이다. 우조에는 진우조, 평우조, 드

렁조, 설명조, 호령조 이상 5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

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1기 진양조의 우조는 제1～11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라) 본청 우조(호령제, 진우조)

본청이 c(라)청인 악조는 제1～2장단까지 호령제65), 제5～6장단, 제8장

단 진우조66)이며, 총 2개이다.

<악보 2> 제1기 진양조 c(라) 본청 우조(제1, 2, 5, 6, 8장단) 

65) 호령제는 호령조라고도 하며, 위엄있고 웅장한 소리를 호령제라고 한다. 송방송, 한겨레음악
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66) 김영재는 전승 중에 선법명인 우조와 악조명인 우조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악조 우조를 ‘진우조’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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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2>에서 출현음은 c(라), e♭(도), f(레), g(미), b♭(솔), cʹ(라),
eʹ♭(도), fʹ(레), gʹ(미)이며, 음의 기능은 eʹ♭(도)를 퇴성하고, f(레)와 b♭

(솔)은 농현을 한다. 제1장단은 f(레)에서 g(미)로 진행을 시작으로 내드

름에 맞게 꾸밈없이 음들만 드러내며 진행한다. 제2장단 제1박 eʹ♭(도)를
퇴성을 시작으로 호령제답게 씩씩하며, 위엄있게 표현하며 진행한다. 그

리고 제4박부터 제6박까지 동일음 cʹ(라)를 유현2지와 1지로 교대로 파

지하며, 호령제의 표현을 더욱더 고조 시키고 있다. 제5장단 제1박 g(미)

를 시작으로 제6장단까지 진우조로 진행한다. 제6장단 제5박에서 cʹ(라)
에 농현이 발생 되는데, 이것은 변청을 위한 농현이다. 그리고 제8장단은

범피중류67)선율을 수용한 것이다. 종지음은 제1장단은 gʹ(미)로 종지하였

고, 제2장단, 제5장단, 제8장단은 c(라)로 종지하였다. 그리고 제6장단은

b♭(도)로 종지하는데, 이것은 다음 진행을 위한 종지이다. c(라)청의 구

성음은 c(라), e♭(도), f(레), g(미), b♭(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과 같다.

청

<악보 3> 제1기 진양조 우조의 c(라)청 음계

67) 판소리 “심청가”중 한 대목이며 ‘범피중류 둥덩둥덩 떠나갈 제’ 대목의 선율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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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라) 본청 우조(가곡성우조, 진우조)

본청이 g(라)청인 악조는 제3장단 가곡성우조68), 제4장단, 제7장단 진우

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4> 제1기 진양조 g(라) 본청 우조(제3, 4, 7장단)

위 <악보 4>에서 출현음은 g(라), b♭(도), cʹ(레), dʹ(미), fʹ(솔), gʹ(라),
bʹ♭(도), cʹʹ(레), dʹʹ(미)이며, 음의 기능은 b♭(도)를 퇴성하고 dʹ(미)를 농

현한다. 제3장단 제1박 cʹ(레)를 시작으로 제3박에서 가곡성우조의 표현

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가곡의 형식과 표현을 수용한 것이다.

가곡의 표현처럼 cʹ(레)를 크게 두 번 밖으로 풀어낸 후, 일정한 농현을

통해 가곡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제4장단과 제7장단의 악조는 진우조이다. 진우조의 표현은 제4장단 제2

박 cʹʹ(레)를 dʹʹ(미)까지 깊게 추성하며 연주하거나, 제4장단 제6박 제3소

박에서 fʹ(솔)을 실음보다 더 높은음으로 파지하며, 퇴성을 통해 우직함

을 드러내거나, 또는 씩씩함을 강조하기 위해 활을 꼿꼿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제1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제3장단에서

gʹ(라)로 종지하고, 제4장단의 실질적 종지는 gʹ(라)이다. 이후의 fʹ(솔)의
진행은 변청을 위한 진행이다. 그리고 제7장단은 g(라)로 종지한다.

68) 가곡성 우조는 김명환이 소개한 판소리의 조이며, 가곡의 음악요소가 반영된 것을 가곡성 우
조라고 한다. 박희순, 판소리 가곡성우조 연구 , 한국음악연구 제41집(한국국악학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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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라)청의 구성음은 g(라), b♭(도), cʹ(레), dʹ(미), fʹ(솔)이며, 음계를 악보
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5>와 같다.

청

<악보 5> 제1기 진양조 우조의 g(라)청 음계

3) b♭(도) 본청 우조(평우조)

본청이 b♭(도)청인 악조는 제9～11장단까지 평우조69)이다.

<악보 6> 제1기 진양조 b♭(도) 본청 우조(제9–11장단)

위 <악보 6>에서 출현음은 c(레), d(미), f(솔), g(라), b♭(도), cʹ(레), dʹ
(미), fʹ(솔), gʹ(라)이며, 음의 기능은 f(솔)과 cʹ(레)에 농현을 한다. 제9장

단 제1박 c(레)를 시작으로 제11장단까지 진행한다. 악조 평우조는 평조

의 특징인 f(솔)과 cʹ(레)에 농현을 하며, 표현은 우조로 하는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제9장단 제1박에서 c(레)의 경우 상행진행 할 때는 농

현 대신 추성을 하고, 제5박에서 cʹ(레)를 하행진행 할 때는 퇴성을 한

다. 종지음은 b♭(도)청이다. b♭(도)청의 구성음은 B♭(도), c(레), d(미),

69) 평우조는 평조 관점의 선법과 농현을 우조로 표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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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솔), g(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7>과 같다.

청

<악보 7> 제1기 진양조 우조의 b♭(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라)
호령제 1-2

청진우조 5-6, 8

g(라)
가곡성 우조 3

청진우조 4, 7

b♭(도) 평우조 9-11
청

<표 9> 제1기 진양조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진양조의 우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제1기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1장단부터 제11장단까지이고, 총 11장단이다. 사용

된 청과 악조는 내드름, 호령제, 가곡성 우조, 진우조, 평우조 이상 총 5

개의 악조와 c(라)청, g(라)청, b♭(도)청 총 3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청과 악조의 출현이 ‘군’이나 ‘집’을 이루지 않고 ‘장단’ 단위로 빈번하게

이동하였으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진양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1기 중모리의 우조는 제12～13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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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도) 본청 우조(드렁조, 평우조)

본청이 e♭(도)청인 악조는 제12～13장단까지 드렁조70)와 평우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8> 제1기 중모리 e♭(도) 본청 우조(제12-13장단)

위 <악보 8>에서 출현음은 b♭(솔), cʹ(라), eʹ♭(도), fʹ(레), gʹ(미)이며,
본청은 eʹ♭(도)이다. 음의 기능은 b♭(솔)과 fʹ(레)에 농현을 하는 평조적

표현과 제13장단 제11박에서 gʹ(미)를 씩씩하고 깊게 추성하는 우조적

표현이 드렁조 선율 속에 공존하고 있다. 제12장단 제1박 b♭(솔)을 시작

으로 두 장단이 하나의 악구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 조로 진행하기 위한

경과장단이다. 종지음은 제12장단 fʹ(레)이며, 경과장단이기 때문에 종지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e♭(도)청의 구성음은 e♭(도), f(레), g(미),

b♭(솔), c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9>와 같다.

청

<악보 9> 제1기 중모리 우조의 e♭(도)청 음계

70) 김영재는 전승 중에 ‘드렁조’는 판소리 창법 중에 하나이며 ‘설렁제’와 ‘덜렁제’등의 용어와 함
께 매우 씩씩하고 기세등등한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장통에서 손님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초창기 연구자들은 드렁조 부분을 경드름, 또는
평조로 분류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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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e♭(도)
드렁조,

평우조
12-13

청

<표 10> 제1기 중모리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중모리 우조의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중모리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12장단부터 제13장단까지이고, 총

2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평우조 총 2개와 eʹ♭(도)청 총 1

개이다. 평조 표현과 우조 표현이 드렁조 선율 속에 공존하고 있다. 두

장단이 하나의 악구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 조로 진행하기 위한 경과구

장단이다. 그리고 중모리에서 악조 드렁조의 출현은 제1기 김영재류 해

금산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자진모리

제1기 자진모리의 우조는 제34～46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

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도) 본청 우조(드렁조, 평우조)

본청이 cʹ(도)청인 악조는 제34～40장단까지 드렁조, 제41～46장단까지

평우조이며, 총 2개이다. .

<악보 10> 제1기 자진모리 cʹ(도) 본청 우조(제34-40, 41-4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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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0>에서 드렁조의 출현음은 g(솔), cʹ(도), dʹ(레), fʹ(파), gʹ
(솔)이다.

평우조의 출현음은 g(솔), cʹ(도), dʹ(레), eʹ(미), gʹ(솔), aʹ(라), cʹʹ(도),
dʹʹ(레)이다. 제34장단 제1박 dʹ(레)를 농현하며, cʹ(도)로 진행을 시작으

로 제40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드렁조와 평우조에서 음의 기능은

g(솔)과 dʹ(레)에 농현을 하며, 음의 기능은 동일하다. 두 악조의 차이는

eʹ(미)와 fʹ(파)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본청도 동일하다. eʹ(미)와 fʹ(파)는
유동음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두 악조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된 것이다. 그러나 악보 상으로는 악조를 구분하기 쉽지 않

다. 드렁조의 음 진행은 음역대가 cʹ(도)와 gʹ(솔)사이 위주로 진행을 하

고, 평우조의 음 진행은 g(솔)부터 aʹ(라)까지 골구루 음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미세한 진행에 의한 악조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승과정에

서 악조에 맞는 연주 방법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조경계

의 모호성이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제1기 우조 자

진모리의 특징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46장단에서는 본청인 cʹ
(도)의 퇴성을 통해 변조를 위한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지음은 c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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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다. cʹ(도)청의 구성음은 c(도), d(레), e(미), f(파), g(솔), a(라)이

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1>과 같다.

청

<악보 11> 제1기 자진모리 우조의 c(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도)
드렁조 34-40

청평우조 41-46

<표 11> 제1기 자진모리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자진모리 우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자진모리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34장단부터 제40장단까지 7장단

과 제41장단부터 제46장단까지 6장단이며, 총 1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평우조 총 2개와 cʹ(도)청 총 1개이다. 드렁조와 평우조

두 악조의 차이는 eʹ(미)와 fʹ(파)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음의 기능과 본

청도 동일하다. 두 악조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된 것이

다. 그러므로 악보 상으로는 악조를 구분하기 힘들다. 드렁조의 음 진행

은 음역대가 cʹ(도)와 gʹ(솔)사이 위주로 진행을 하고, 평우조의 음 진행

은 g(솔)부터 aʹ(라)까지 골구루 음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미세한 진행에

의한 악조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승과정에서 악조에 맞는 연주 방

법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으며, 악조경계의 모호성이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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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자

진모리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의 우조는 총 11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호령제, 가곡성우

조, 진우조, 평우조 총 4개와 c(라)청, g(라)청, b♭(도)청 총 3개의 본청

이 출현하였다.

중모리 우조는 총 2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와 평우조 총

2개와 eʹ♭(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자진모리의 우조는 총 13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평우조

총 2개와 cʹ(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

내면, 다음 <표 12>와 같다.

청과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c(라), g(라),
b♭(도)

호령제, 가곡성우조,
진우조, 평우조

11

중모리 e♭(도) 드렁조, 평우조 2
자진모리 c(도) 드렁조, 평우조 13

<표 12> 제1기 전체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우조가 출현한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세

개의 악장이며, 전체 우조의 총 장단 수는 총 26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호령제, 가곡성우조, 진우조, 평우조, 드렁조 총 5개와 c(라)청,

g(라)청, b♭(도)청, eʹ♭(도)청 총 4개의 청이 사용되었다. 진양조에서 청

과 악조의 출현 단위는 ‘군’이나 ‘집’을 이루지 않고 ‘장단’ 단위로 빈번하

게 출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드렁조와 평우조에서 본청과 구성

음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되는 선율이 출현한다. 이렇게 모든 것

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악조경계의 모호성이 연주 방

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제1기 우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산조에는 쓰이지 않던 악조인 드렁조가 중모리와 자진모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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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한 것은 제1기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평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

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총 다섯 악장이다. 평조에는 경제,

경드름, 설명조 이상 3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별로 청

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1기 진양조의 평조는 제12～15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도) 본청 평조(경제, 설명조)

본청이 b♭(도)청인 악조는 제12장단, 제14장단 경제71)와 제13장단 설명

조72)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2> 제1기 진양조 b♭(도) 본청 평조(제12, 13, 14장단)

71) 김영재는 전승 중에 선법명 평조와 악조명 평조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악조명 평조를 ‘경제’로 사용하겠다.

72) 설명조는 판소리에서 아니리처럼 말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을 해금산조에 수용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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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2>에서 두 악조의 출현음은 f(솔), b♭(도), cʹ(레), dʹ(미), f
(솔), gʹ(라), bʹ♭(도)이다. 경제의 음 기능은 f(솔)과 cʹ(레)에 농현을 한

다. 제12장단 제1박 b♭(도)에서 g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5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13장단 설명조의 음 기능은 경제와 같으나, 마치 말

로 설명하듯이 f(솔)와 b♭(도)에 추성을 하고 cʹ(레)에 농현을 한다. fʹ
(솔)의 경우 제13장단 제5박에서 농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종지음은 3

개의 장단이 하나의 악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제14장단에서 실질적

인 종지음은 b♭(도)청이지만, cʹ(레)로 종지하고 있다. 이것은 돌장으로

진행하기 위한 종지음이다. b♭(도)청의 구성음은 B♭(도), c(레), d(미), f

(솔), g(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3>과 같다.

청

<악보 13> 제1기 진양조 평조의 b♭(도)청 음계

2) c(라)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cʹ(라)청인 악조는 제15장단 경제이며, 기능은 돌장73)이다.

<악보 14> 제1기 진양조 cʹ(라) 본청 평조(제15장단)

73) 김영재는 전승 중에 ‘돌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경과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돌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돌장은 ‘혼합청’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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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4>에서 출현음은 c(라), g(미), b♭(솔), cʹ(라), eʹ♭(도)이며,
음의 기능은 g(미)를 농현하고 eʹ♭(도)를 퇴성한다. 경제의 표현에 앞으

로 출현할 계면조의 음계를 사용하여 경과구 역할을 하는 장단이다. 특

히 제15장단 제5박에서 b♭(솔)에서 cʹ(라)까지의 깊은 농현을 하는데, 이

것은 변조를 하기 위한 농현이다.

종지음은 cʹ(라)이며, 이후 출현할 계면조 선율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

한 종지음이다. cʹ(라)청의 구성음은 c(라), e♭(도), f(레), g(미), bʹ♭(솔)
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5>와 같다.

청

<악보 15> 제1기 진양조 평조의 c(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도)
경제 12, 14

청설명조 13

c(라) 경제 15
청

<표 13> 제1기 진양조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진양조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진양조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12장단부터 제15장단까지 총 4장단

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설명조 총 2개와 bʹ♭(도)청, cʹ(라)청 총 2개

이다. 경제와 설명조는 악조만 다를 뿐 동일한 본청과 음계를 사용하고



- 41 -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악조경

계의 모호성이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다른 유

파의 산조에는 출현하지 않는 악조인 설명조의 적용은 제1기 진양조 평

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1기 중모리의 평조는 제14～17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도) 본청 평조(경드름, 서도제)

본청이 eʹ♭(도)청인 악조는 제14～17장단까지 경드름74)과 서도제75)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6> 제1기 중모리 eʹ♭(도) 본청 평조(제14-17장단)

74) 경드름은 경기지역의 민속음악어법을 판소리화한 악조이다. ‘드름’은 가락양식. 곡조양식을 의
미하고 ‘경제’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 , 서낭당1,한국민속극
연구회,1971.

75) 서도제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의미하며, 그 지역에서 불리던 서도소리의 가락양식. 곡조양
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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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6>에서 출현음은 b♭(솔), cʹ(라), eʹ♭(도), fʹ(레), aʹ♭(파), bʹ♭
(솔), cʹʹ♭(라), eʹʹ♭(도), fʹʹ(레)이다. 음의 기능은 b♭(솔)과 fʹ(레)에 농현

을 하며, cʹʹ♭(라)에서 옥타브 아래로 하행 진행 할 때는 퇴성을 한다. 제

14장단 제1박 b♭(솔)에서 e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4장단, 제16장

단, 제17장단 제7박처럼 장식음과 함께 eʹ♭(도)로 하행 진행할 경우에는

깊게 서도 농현을 한다. 경드름과 서도제는 제14～17장단 전반에 걸쳐

같이 나타나며, 악조만 다를 뿐 동일한 본청과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렇게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악조 경계의 모

호성이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제1기 중모리 평조

의 특징이라 규정 할 수 있다. 종지음은 eʹ♭(도)청으로 종지한다. e♭(도)

청의 구성음은 e♭(도), f(레), a♭(파), b♭(솔), c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7>과 같다.

청

<악보 17> 제1기 중모리 평조의 e♭(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e♭(도) 경, 서도제 14-17
청

<표 14> 제1기 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중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14장단부터 제17장단까지 총 4장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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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 서도제 총 2개와 eʹ♭(도)청 총 1개이다. 경드름

과 서도제는 악조만 다를 뿐 동일한 본청과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

게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악조 경계의 모호

성이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모리 평

조에서 경드름과 함께 서도제의 적용은 제1기 중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엇모리

제1기 엇모리의 평조는 제26～30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dʹ♭(도)청인 악조는 제26～30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8> 제1기 엇모리 dʹ♭(도) 본청 평조(제26-30장단)

위 <악보 18>에서 출현음은 e♭(레), f(미), a♭(솔), b♭(라), dʹ♭(도), eʹ♭
(레), fʹ(미)이며, 음의 기능은 a♭(솔)과 eʹ♭(레)에 농현을 한다. 제26장단

제1박 a♭(솔)을 추성하며, b♭(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의 전형적인

선율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29장단 제9박에서 본청인 dʹ♭
(도)를 퇴성하는 것은 변조를 위해 돌장 역할을 위한 퇴성이다. 종지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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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단에서는 dʹ♭(도)이고, 제30장단에서는 a♭(솔)이다. d♭(도)청의 구

성음은 d♭(도), e♭(레), f(미), a♭(솔), b♭(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

면, 다음 <악보 19>와 같다.

청

<악보 19> 제1기 엇모리 평조의 d♭(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도) 경제 26-30
청

<표 15> 제1기 엇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엇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엇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26장단부터 제30장단까지 총 5장단

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와 d♭(도)청 각각 총 1개씩이다. 악장 구성에

서 엇모리 악장의 추가와 함께 경제의 사용은 제1기 엇모리 평조의 특징

으로 규정할 수 있다.

(라) 자진모리

제1기 자진모리의 평조는 제14～19장단, 제26～33장단 두 곳에서 출현

하였으며,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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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a(도)청인 악조는 제14～19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20> 제1기 자진모리 a(도) 본청 평조(제14-19장단)

위 <악보 20>에서 출현음은 A(도), e(솔), a(도), b(레), g(도)-f＃(시), cʹ
(도)-b(시)이며, e(솔)과 b(레)에 농현을 한다. 제14장단 제1박 e(솔)에서

b(레)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7장단 제3박과 제18장단 제4박에서 g(도)-

f＃(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 출현하고, 제19장단 제1박의 cʹ(도)-b(시)는
돌장의 꺾는 음이다. 평조에서 계면조의 꺾는 음의 출현은 제19장단의

돌장진행을 돕기 위한 변계면조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평조에서 변계

면조의 출현은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

은 a(도)청이다. a(도)청 평조의 구성음은 a(도), b(레), cʹ＃(미), eʹ(솔),
f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21>과 같다.

청

<악보 21>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a(도)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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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도) 본청 평조(경드름)

본청이 cʹ(도)청인 악조는 제26～33장단까지 경드름이다.

<악보 22> 제1기 자진모리 cʹ(도) 본청 평조(제26-33장단) 

위 <악보 22>에서 출현음은 c(도), d(레), e(미), g(솔), a(라), cʹ(도), dʹ
(레), eʹ(미)이다. 음의 기능은 g(솔)과 dʹ(레)에 농현을 하고, d(레)에서

c(도)로 진행 할 때는 퇴성을 한다. 제26장단 제1박 g(솔)의 추성을 시작

으로 전형적인 경드름 선율답게 드러내는 농현과 발랄한 성음의 느낌으

로 연주하며, 제33장단까지 진행한다. 종지음은 cʹ(도)청이다. cʹ(도)청 경

드름의 구성음은 c(도), d(레), e(미), g(솔), a(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

타내면, 다음 <악보 23>과 같다.

청

<악보 23>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c(도)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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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a(도)
경제 14-16

청변계면조 17-19

c(도) 경드름 26-33
청

<표 16>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14장단부터 제19장단까지 6장단

과 제26장단부터 제33장단까지 8장단이며, 총 14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로는 경드름,경제, 변계면조 이상 총 3개와 a(도)청, cʹ(도)청 총 2개

이다. 제14장단부터 제18장단까지에서는 평조선율 진행 중에 계면조의

꺾는 음이 출현하는데, 변계면조의 꺾는 음의 출현을 통해 경과구 역할

의 돌장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평조에서 변계면조의 꺾는 음이 출현한 것과 자진모리에서 경드름의 적

용은 제1기 자진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 단모리

제1기 단모리의 평조는 제8～11장단, 제17～27장단 이상 두 곳에서 출

현한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인 a(도)청인 악조는 제8～11장단까지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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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제1기 단모리 a(도) 본청 평조(제8-11장단)

위 <악보 24>에서 출현음은 A(도), c＃(미), e(솔), a(도), b(레), cʹ
(도)-b(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e(솔)과 b(레)에 농현을 한다. 제8장단 제

1박 e(솔)에서 b(레)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1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11장단에서 cʹ(도)-b(시)음이 출현하는데 변조를 위한 돌장 역할의 꺾

는 음이다. 돌장의 사용으로 인해 선율 진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

다. 종지음은 a(도)청이다. a(도)청의 구성음은 A(도), B(레), c＃(미), e

(솔), f＃(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25>와 같다.

청

<악보 25> 제1기 단모리 평조의 a(도)청 음계

2) c(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cʹ(도)청인 악조는 제17～27장단까지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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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1기 단모리 cʹ(도) 본청 평조(제17-27장단)

위 <악보 26>에서 출현음은 g(솔), a(라), cʹ(도), dʹ(레), eʹ(미), gʹ(솔),
aʹ(라), cʹʹ(도), dʹʹ(레)이며, 음의 기능은 g(솔)과 dʹ(레)에 농현을 한다.

제17장단 제1박 g(솔)에서 a(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전형적인 평조의 선

율이 단모리의 장단에 맞게 진행한다. 그리고 제27장단 cʹ(도)-b(시)음이
출현하는데, 변조를 위한 돌장 역할의 꺾는 음이다. 돌장의 사용으로 인

해 선율 진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종지음은 cʹ(도)청이다. c(도)
청의 구성음은 c(도), d(레), e(미), g(솔), a(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

내면, 다음 <악보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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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27> 제1기 단모리 평조의 cʹ(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a(도) 경제 8-11
청

c(도) 경제 17-27
청

<표 17> 제1기 단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단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단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8장단부터 제11장단까지 4장단과

제17장단부터 제27장단까지 11장단이며, 총 15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

조는 경제 총 1개와 a(도)청, c(도)청 총 2개이다. 두 곳 모두 돌장의 사

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1기 단모리 평조의 특

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바) 소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엇

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총 5개의 악장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의 평조는 총 4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설명조 총 2

개와 b♭(도)청, c(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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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의 평조는 총 4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 서도제 총 2개

와 e♭(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엇모리의 평조는 총 5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d♭

(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자진모리의 평조는 총 14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드름, 변계면

조 총 2개와 a(도)청, cʹ(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단모리의 평조는 총 15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a

(도)청, cʹ(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8>과 같다.

청과 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b♭(도), c(라) 경제, 설명조 4
중모리 e♭(도) 경, 서도제 4
엇모리 d♭(도) 경제 5
자진모리 a(도), c(도) 경드름, 변계면조 14
단모리 a(도), c(도) 경제 15

<표 18> 제1기 전체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평조가 출현한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

모리, 단모리 이상 총 5개이며, 전체 악장의 평조는 총 42장단이다. 사용

된 청과 악조는 경제, 설명조, 서도제, 경드름, 변계면조 총 5개와 a(도)

청, b♭(도)청, c(도)청, d♭(도)청, e♭(도)청 총 5개의 청이 사용되었다. 진

양조, 자진모리, 단모리에서 돌장이 출현하는데, 평조의 표현에 계면조의

음계를 사용하여 변조를 하는 장단이다. 그리고 엇모리의 추가와 함께

다른 산조에는 출현하지 않는 악조인 서도제와 설명조의 적용이 특이하

다 할 수 있다. 자진모리에서는 평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꺾는 음이 출현

하는데, 변계면의 출현을 통해 경과구 역할의 돌장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며, 위의 내용들은 제1기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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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면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계면조76)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

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이며, 총 여섯 악장 모두

해당된다. 계면조에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시나위제 이상 4종

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1기 진양조의 계면조는 제16～23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

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본청이 cʹ(라)청인 악조는 제16～23장단까지 평계면조와 진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28> 제1기 진양조 cʹ(라) 본청 계면조(제16-23장단)

76) 계면조는 남도 지역 육자배기 느낌의 악조이며, 정악에서 쓰던 가곡식 악조명을 판소리에서
수용한 것이다. 진계면조, 평계면조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진계면조는 슬픈 감정의 정도
가 가장 깊은 슬픔을 의미하고 평계면조는 평조적 요소가 포함된 계면조이다. 이보형, 판소리
와 산조에서의 우조와 평조 연구 , 국립민속국악원논문집1, 국립민속국악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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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28>에서 출현음은 g(미), b♭(솔), cʹ(라), eʹ♭(도)-dʹ(시), fʹ
(레), gʹ(미), bʹ♭(솔), cʹʹ(라), eʹʹ♭(도)-d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g(미)는

농현을 하고 eʹ♭(도)-dʹ(시)는 꺾어준다. 제16～19장단까지 평계면조는

진계면조의 상대 개념으로 덤덤한 슬픔을 표현하며, 사용 음폭도 넓지

않다. 그러나 제20～23장단까지 진계면조는 사용음폭도 넓고 농현의 횟

수와 깊이 그리고 운궁법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본

청과 사용음계가 동일한 가운데 평계면조와 진계면조의 구분은 연주법과

관련이 있다.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승과정에서 악조에 맞는 연주

방법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조경계의 모호성을 연주 방법

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제1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

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cʹ(라)청이다. cʹ(라)청의 구성음은 c(라), e♭

(도)-d(시), f(레), g(미), b♭(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

보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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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29> 제1기 진양조 계면조의 c(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라)
평계면조 16-19

청진계면조 20-23

<표 19> 제1기 진양조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진양조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진양조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16장단부터 제23장단까지 총 8장

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와 진계면조 총 2개와 cʹ(라)청 총 1개이

다. 평계면조와 진계면조 두 악조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

분된다.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승과정에서 악조에 맞는 연주 방법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조경계의 모호성을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제1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1기 중모리의 계면조는 제1～11장단, 제18～19장단까지이다. 청과 함

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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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시나위제, 변계면조)

본청이 cʹ(라)청인 악조는 제1～7장단까지 평계면조, 제8～9장단까지 진

계면조, 제10～11장단까지 시나위제77), 제18～19장단까지 평계면조, 제1

장단 제11박, 제6장단 제2박, 제9장단 제1박-제5박은 변계면조78)이며, 총

4개이다.

<악보 30> 제1기 중모리 cʹ(라) 본청 계면조(제1-11, 18-19장단)

77) 시나위제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기악합주곡 양식을 산조에 수용한 것이며 경기도 남
부, 충청도 서부,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 지방의 무가반주음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국악원 국악용어사전 2010.

78) 변계면조는 본청 꺾는 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5도 윗청 꺾는 음 또는 4도 아래청 꺾는 음이 출
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청이 바뀌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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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0>에서 출현음은 g(미), b♭(솔), cʹ(라), eʹ♭(도)-dʹ(시), fʹ
(레), gʹ(미), bʹ♭(솔), cʹʹ(라), eʹʹ♭(도)-dʹʹ(시), bʹ♭(도)-a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g(미)는 농현을 하고, eʹ♭(도)-d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bʹ♭
(도)-aʹ(시)는 변계면조 꺽는 음이며, 제1장단 제11박, 제6장단 제2박, 제

9장단 제1박-제5박까지에서 출현한다.

제1장단에서 내드름은 시작을 알리는 악조에 맞게 음의 기능을 들어냄

이 없이 절제하며 연주한다. 평계면조는 진계면조 표현의 상대적 개념으

로 덤덤한 슬픔을 표현하며 제7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8장단부터

제9장단까지 진계면조에서는 농현과 표현이 가장 적극적이며, 음폭의 사

용도 넓다. 그리고 제10장단에서 시나위제는 경기시나위를 의미하며, 시

나위의 음악적 특징인 계속 엮어가며 선율을 달고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제18장단부터 제19장단은 악장의 종지를 위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중모리 계면조는 전체적으로 1개의 본청에 출현음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악조경계의 모호성을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cʹ(라)청이다. c(라)청의 구성음은 c(라), e♭(도)-d(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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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레), g(미), b♭(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1>과 같

다.

청

<악보 31> 제1기 중모리 계면조의 c(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라)

평계면조 1-7, 18-19

청

진계면조 8-9
시나위제 10-11
변계면조 1,6,9

<표 20> 제1기 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중모리 계면조의 장단은 제1장단부터 제11장단까지 11장단과 제

18장단부터 제19장단까지 2장단이며, 총1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시나위제, 변계면조 총 4개와 c(라)청 총 1개이다.

본청과 출현음이 같으므로 두 악조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된다. 이러한 악조 경계의 모호성을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

화 되는 것이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계면조가 3곳에서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변계면조의 출현은 시나위의

영향이며, 제1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중중모리

제1기 중중모리의 계면조는 제1～11장단, 제12～18장단, 제19～20장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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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cʹ(라)청인 악조는 제1～11장단 평계면조이다.

<악보 32> 제1기 중중모리 cʹ(라) 본청 계면조(제1-11장단)

위 <악보 32>에서 출현음은 g(미), b♭(솔), cʹ(라), eʹ♭(도)-dʹ(시), fʹ
(레), gʹ(미), bʹ♭(솔), cʹʹ(라), eʹʹ♭(도)-d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g(미)는

농현을 하고, eʹ♭(도)-dʹ(시)는 꺾어준다. 제1장단 내드름은 시작을 알리

는 악조에 맞게 음의 기능을 절제하며 연주한다. 제2～10장단까지의 선

율은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중중모리의 선율을 해금에 맞게 수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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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장단

에서 뒤에 출현할 청의 선율을 미리 적용하여 변청을 위한 돌장의 음 진

행을 보이고 있다. 종지음은 제10장단에서 cʹ(라)청이다. 그러나 제11장

단은 돌장으로 종지음은 eʹ♭(도)이다.
c(라)청의 구성음은 c(라), e♭(도)-d(시), f(레), g(미), b♭(솔)이며, 음계

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3>과 같다.

청

<악보 33>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c(라)청 음계

2)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eʹ♭(라)청인 악조는 제12～13장단 평계면조, 제14～17장단 진계

면조, 제18장단 변계면조이며, 총 3개이다.

<악보 34> 제1기 중중모리 eʹ♭(라) 본청 계면조(제12-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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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4>에서 출현음은 b♭(미), eʹ♭(라), gʹ♭(도)-fʹ(시), aʹ♭(레),
bʹ♭(미), eʹʹ♭(라), gʹʹ♭(도)-fʹʹ(시), aʹ♭(도)-g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b♭

(미)는 농현을 하고, gʹ♭(도)-f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aʹ♭(도)-gʹ(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제12장단 제1박 eʹ♭(라) 진행을 시작으로 제12장단부터 제13장단까지

평계면조와 제14장단부터 제17장단까지 진계면조는 하나의 악구를 이루

며, 맺음 없이 연결하며 진행한다. 평계면조는 진계면조 표현의 상대적

개념이며, 진계면조에서는 농현과 표현이 적극적이며 음폭의 사용도 넓

다. 그리고 제18장단에서는 본청eʹ♭(라)를 퇴성하며, 변청을 위한 돌장의

음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4박에서 aʹ♭(도)-gʹ(시)를 꺾어주며, 변

계면조도 함께 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eʹ♭(라)청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f(시), a♭(레), b♭

(미), d♭(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5>와 같다.

청

<악보 35>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3) b♭(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19～20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36> 제1기 중중모리 b♭(라) 본청 계면조(제19-20장단) 

위 <악보 36>에서 출현음은 f(미), b♭(라), dʹ♭(도)-cʹ(시), eʹ♭(레), fʹ
(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f(미)는 농현을 하고, dʹ♭(도)-cʹ(시)는 꺾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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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단 제1박 fʹ(미)에서 d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단 2장단만 출현

하여 중중모리의 악장을 종지하기 위한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면조에서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b♭(라)본청을 사용한 것이 특이한

점이며,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종지음은

b♭(라)청이다. b♭(라)청의 구성음은 B♭(라), d♭(도)-c(시), e♭(레), f(미),

a♭(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7>과 같다.

청

<악보 37>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b♭(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라) 평계면조 1-11
청

e♭(라)

평계면조 12-13

청

진계면조 14-17

변계면조 18

b♭(라) 평계면조 19-20

청

<표 21>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1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1장단부터 제20장단까

지 총 20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총

3개와 cʹ(라)청, eʹ♭(라)청, b♭(라)청 총 3개이다. 진양조에서 제시된 계면

조 cʹ(라)청이 아닌, b♭(라) 청을 사용한 것과, 변청시에 돌장의 활용과

돌장 진행 중에 변계면조의 꺾는 음이 함께 출현한 것은 제1기 중중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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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계면조와 진계면조의 경우

본청과 출현음이 동일한 가운데 연주 방법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조 경계의 모호성을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된다.

(라) 엇모리

제1기 엇모리의 계면조는 제1～25장단, 제31～38장단까지이다. 청과 악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1～19장단, 제24～25장단까지 평계면조이

다.

<악보 38> 제1기 엇모리 b♭(라) 본청 계면조(제1-19, 24-2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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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8>에서 출현음은 f(미), b♭(라), dʹ♭(도)-cʹ(시), eʹ♭(레), fʹ
(미), aʹ♭(솔), bʹ♭(라), dʹʹ♭(도)-c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f(미)는 농현

을 하고 dʹ♭(도)-cʹ(시)는 꺾어준다. 전체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

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단 내드름은 시작을 알리는 악조에 맞게 음의 기능을 절제

하며, 연주한다. 그리고 제19장단까지는 평계면조이며, 덤덤한 슬픔과 넓

지 않은 음폭을 사용하며, 엇모리에 맞는 화려한 리듬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제24장단부터 제25장단까지는 맺어주는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b♭(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은 제1

기 엇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b♭(라)청이다.

b♭(라)청의 구성음은 B♭(라), d♭(도)-c(시), e♭(레), f(미), a♭(솔)이며, 음

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39>와 같다.

청

<악보 39>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bʹ♭(라)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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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라) 본청 계면조(엇청)

본청이 eʹ♭(라)청인 악조는 제20～23장단까지 엇청79)이다.

<악보 40> 제1기 엇모리 eʹ♭(라) 본청 계면조(제20-23장단)

위 <악보 40>에서 출현음은 b♭(미), eʹ♭(라), gʹ♭(도)-f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b♭(미)는 농현을 하고 gʹ♭(도)-fʹ(시)는 꺾어준다. 제20장단의

본청은 eʹ♭(라)청이며, b♭(라)청의 엇청이다. 그리고 엇청의 역할답게 잠

시 출현한 후, 제25장단 돌장으로 진행한다. 이후 다시 본청 b♭(라)청으

로 되돌려 보내준다. 종지음은 eʹ♭(라)청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

(라), g♭(도)-f(시), a♭(레), b♭(미), d♭(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41>과 같다.

청

<악보 41>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79) 엇청은 일명 ‘외갓집 목’이라고도 하며, 계면조 본청 4도위의 음을 일시적으로 변청하였다가
본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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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dʹ(라)청인 악조는 제31～36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42> 제1기 엇모리 dʹ(라) 본청 계면조(제31-36장단)

위 <악보 42>에서 출현음은 a(미), dʹ(라), fʹ(도)-eʹ(시), gʹ(레), aʹ(미),
dʹʹ(라), fʹʹ(도)-e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a(미)는 농현을 하고, fʹ(도)-eʹ
(시)는 꺾어준다.

제31장단 제1박 a(미)에서 d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35장단까지 진행

한다.

그리고 제35장단의 선율진행은 옥타브 위로 도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제36장단 돌장으로 진행하며, 본청의 퇴성을 통해 변청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dʹ(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

은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dʹ(라)청
이다. dʹ(라)청의 구성음은 d(라), f(도)-e(시), g(레), a(미), cʹ(솔)이며, 음
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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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43>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dʹ(라)청 음계

4) a(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a(라)청인 악조는 제37～38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44> 제1기 엇모리 a(라) 본청 계면조(제37-38장단)

위 <악보 44>에서 출현음은 e(미), a(라), cʹ(도)-b(시), dʹ(레), eʹ(미)이
며, 음의 기능에서 e(미)는 농현을 하고, cʹ(도)-b(시)는 꺾어준다. 제37장

단 제1박 cʹ(도)에서 eʹ(미)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기 엇모리 전체 악장

의 종지선율로 제38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진양조에서 제시한 본청

이 아닌, a(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은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특징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a(라)이다.

a(라)청의 구성음은 a(라), cʹ(도)-b(시), dʹ(레), eʹ(미), gʹ(솔)이며, 음계
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45>와 같다.

청

<악보 45>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a(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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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라) 평계면조 1-19, 24-25

청

e♭(라) 엇청계면조 20-23
청

d(라) 평계면조 31-36
청

a(라) 평계면조 37-38
청

<표 22>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1～25장단까지 25장단과 제31장

단부터 제38장단까지 8장단이며, 총 3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

계면조, 엇청 총 2개와 b♭(라)청, e♭(라)청, d(라)청, a(라)청 총 4개이다.

돌장의 활용을 통해 선율진행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진양

조에서 제시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b♭(라)청, dʹ(라)청, a(라)청을 본

청으로 사용한 것은 제1기 엇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 자진모리

제1기 자진모리의 계면조는 제1～13장단, 제20～25장단, 제47～68장단

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a(라)청인 악조는 제1～2장단, 제20～25장단, 제47～68장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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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계면조이다.

<악보 46> 제1기 자진모리 a(라) 본청 계면조(제1-2, 20-25, 47-6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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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46>에서 출현음은 c(도)-B(시), e(미), a(라), cʹ(도)-b(시), dʹ
(레), eʹ(미), gʹ(솔), aʹ(라)이며, 음의 기능에서 e(미)는 농현을 하고 cʹ
(도)-b(시)는 꺾어준다. 총 세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단 제1박 e(라)를 시작으로 제2장단까지 진행한다. 시작을

알리는 내드름으로 기능은 절제하고 음들만 드러내며 연주한다. 꺾는 음

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퇴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계면조로 시작하

는 내드름의 경우에는 우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종지음은 e(미)이

다.

둘째, 제20장단 제1박 e(미)에서 a(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25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평계면조 선율로써 음폭이 좁으며, 표현도 넘치지 않게

표현하며, 선율진행을 하고 있다. 종지음은 a(라)이다.

셋째, 제47장단 제1박 a(라)를 시작으로 제68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55장단부터 제57장단 사이에 푸는 가락이 출현한다. 푸는 가락 전으로

는 제52장단부터 선율진행이 점점 고조되며 제54장단까지 진행한 후, 제

55장단부터 푸는 가락으로 진행한다. 푸는 가락 자체가 길지는 않으며,

잠시 숨을 돌리는 느낌으로 연주한 후, 제58장단부터 다시 자진모리의

틀로 들어온다. 이후, 제68장단에서 자진모리를 종지한다. 그리고 진양조

에서 제시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a(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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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a(라)청이다.

a(라)청의 구성음은 a(라), cʹ(도)- b(시), d(레), eʹ(미), gʹ(솔)이며, 음계
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47>과 같다.

청

<악보 47>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a(라)청 음계

2)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3～13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48> 제1기 자진모리 e(라) 본청 계면조(제3-1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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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48>에서 출현음은 B(미), e(라), g(도)-f＃(시), a(레), b(미)이

며, 음의 기능에서 B(미)는 농현을 하고 g(도)-f＃(시)는 꺾어준다. 제3장

단 제1박 B(미)에서 e(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3장단까지 진행한다. 장

단은 자진모리이지만, 선율 진행은 자진굿거리처럼 맺어짐이 없이 계속

엮어가며 선율 진행한다. 진양조에서 제시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e(라)

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은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e(라)청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f＃(시),

a(레), b(미), d(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49>와 같

다.

청

<악보 49>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a(라) 평계면조
1-2, 20-25,

47-68
청

e(라) 평계면조 3-13
청

<표 23>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1장단부터 제13장단까

지 13장단과 제20장단부터 제25장단까지 6장단, 그리고 제47장단부터 제

68장단까지 22장단이며, 총 41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총

1개와 a(라)청, e(라)청 총 2개이다. 진양조에서 제시된 계면조의 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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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a(라)청과 e(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은 제1기 자진모리 계면조

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바) 단모리

제1기 단모리의 계면조는 제1～7장단, 제12～16장단, 제28～53장단까지

이다. 청과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a(라)청인 악조는 제1～2장단, 제12～16장단, 제28～53장단 평계

면조, 제50장단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50> 제1기 단모리 a(라) 본청 계면조(제1-2, 12-16, 28-5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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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50>에서 출현음은 c(도)-B(시), e(미), g(도)-f＃(시), a(라), cʹ
(도)- b(시), dʹ(레), eʹ(미), gʹ(솔), aʹ(라)이며, 음의 기능에서 e(미)는 농

현을 하고 cʹ(도)-b(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g(도)-f＃(시)는 변계면조의

꺾는음이다. 총 세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1～2장단은 시작을 알리는 내드름으로 기능이 절제되어 생략하

며 연주한다. 꺾는 음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퇴성으로 표현한다. 종

지음은 e(미)이다.

둘째, 제12장단 제1박 a(라)를 시작으로 제16장단까지 진행하며, 평계면

조 선율로써 음폭이 좁으며, 표현도 무난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종지음은 a(라)청이다.

셋째, 제28장단 제1박 a(라)에서 c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53장단까

지 진행한다. 제29장단부터 가야금산조 휘모리의 달고가는 선율이 출현

한다. 그리고 제34장단부터 선율진행이 점점 고조되며, 제41장단까지 상

청으로 진행한 후, 제42장단부터 푸는 가락으로 연결되며, 제44장단까지

연주한다. 이후, 제45장단부터 단모리 원래 박으로 돌아오는데, 선율진행

은 계속 달고가는 선율로 진행한다. 제50장단에서 변계면조 꺾는 음인

g(도)-f＃(시)를 꺾어주며, 제51장단 두 번째 푸는 가락으로 진행한다. 그

리고 제53장단에서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장 전체를 종지한다. 단

모리에서 달고가는 선율이 적용된 것은 해금 연주법의 지평을 넓힌 것이

며, 진양조에서 제시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a(라)청을 본청으로 사용

한 것은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a

(라)청이다. a(라)청의 구성음은 a(라), cʹ(도)- b(시), dʹ(레), eʹ(미), gʹ
(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51>과 같다.

청

<악보 51>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a(라)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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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3～4장단까지 평계면조, 제5～7장단까지 진

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52> 제1기 단모리 e(라) 본청 계면조(제3-7장단)

위 <악보 52>에서 출현음은 B(미), e(라), g(도)-f＃(시), a(레), b(미)이

며, 음의 기능에서 B(미)는 농현을 하고 g(도)-f＃(시)는 꺾어준다. 제3장

단 제1박 e(라)에서 B(미)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3장단부터 제4장단까지

평계면조에서 음역이 넓지 않은 가운데 진행한다. 그리고 제5장단부터

제7장단까지 진계면조로 악조가 전환된다. 단모리 장단의 빠르기로 인해

표현이 쉽지는 않지만, b(미)를 연주할 때는 깊은 농현을 통해 진계면조

의 표현을 한다. 그리고 진양조에서 제시된 계면조의 본청이 아닌, e(라)

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은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f＃(시), a(레), b(미), d′(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53>과 같다.

청

<악보 53>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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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a(라)
평계면조

1-2, 12-16,
28-53

청변계면조 50

e(라)
평계면조 3-4

청진계면조 5-7

<표 24>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단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1～7장단까지 7장단, 제12～16장

단까지 5장단, 제28～53장단까지 26장단이며, 총 38장단이다. 사용된 청

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며 총 3개와 a(라)청, e(라)청 총

2개의 본청이다. 가야금산조 휘모리의 달고가는 선율이 김영재류 해금산

조 단모리에서 출현하였으며, 달고가는 선율의 수용은 해금산조 연주법

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양조에서 제시된 계면조의 본

청이 아닌, a(라)청과 e(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한 것과 함께 제1기 단모

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청과 출현음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되는 선율이 출현한다. 악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승

과정에서 악조에 맞는 연주 방법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

조경계의 모호성을 연주 방법과 함께 할 때에 구체화 되는 것이 김영재

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 소결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6개의 악장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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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의 계면조는 총 8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

조 총 2개와 c(라)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중모리의 계면조는 총 13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

면조, 시나위제, 변계면조 총 4개와 c(라)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중중모리의 계면조는 총 20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

계면조, 변계면조 총 3개와 총 c(라)청, e♭(라)청, b♭(라)청 총 3개의 본청

이 출현하였다.

엇모리의 계면조는 총 33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엇청

총 2개와 b♭(라)청, eʹ♭(라)청, dʹ(라)청, a(라)청 총 4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자진모리 계면조는 총 41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총 1

개와 a(라청), e(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단모리 계면조는 총 38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

조, 변계면조 총 3개와 a(라)청, e(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

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청과 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c(라) 평계면조, 진계면조 8

중모리 c(라)
평계면조, 진계면조,
시나위제, 변계면조

13

중중모리 c(라),e♭(라),b♭(라) 평계면조,진계면조,변계면조 20

엇모리
b♭(라),eʹ♭(라),
dʹ(라),a(라) 평계면조, 엇청 33

자진모리 a(라),e(라) 평계면조 41

단모리 a(라),e(라) 평계면조,진계면조,변계면조 38

<표 25> 제1기 전체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1기 계면조가 출현한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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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총 6개의 악장에서 출현하였다. 제1기 전체악

장의 계면조는 총 153장단이며, c(라)청, d(라)청, e(라)청, e♭(라)청, a

(라)청, b♭(라)청 이상 총 6개의 청과 평계면조, 진계면조, 시나위제, 변

계면조, 엇청 이상 총 5개의 악조가 출현하였다. 중모리에서 시나위제와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에서 변계면조의 꺾는 음의 적용은 엇모리에서

엇청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악장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서 본청과 출현음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되는 선율이 출현하였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계면조에

서는 진양조에 제시된 c(라)청이 아닌, d(라)청, e(라)청, a(라)청, b♭(라)

청에서도 선율진행이 되고 있는 점과, 중중모리에서 거문고 산조의 선율

과 단모리에서 가야금 산조의 달고 가는 선율의 수용은 연주법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제1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제1기 청 이동의 특징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 중 하나는 빈번한 청의 이동이다. 청의 이동

이 빈번하다는 것은 음악의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하며 때로는 다층적 선

율구조를 갖고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그런데 제1기에서 다른 유파의 산

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청 이동의 동일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악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진양조에서 일반적인 산조의 진행 형식은 우조로 시

작해서 평조를 경과하여 계면조로 종지한다. 이후 유파에 따라 다양한

악장 구성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그러나 각 악장의 종지 또는 전체 악장

의 종지를 할 때는 진양조에서 제시한 계면조의 본청으로 종지하는 것이

관습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김영재류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벗어난 청 이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악장들이 있다. 따라서 각 악장의 청 이동을 살펴본 후, 청 이동이

동일한 악장들끼리 구분하고 파악하여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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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종(始.終)이 동일한 청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의 악장이 시종이 동일한 청 진행

을 나타내는데, 그 중 진양조의 계면조 본청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앞서 서술한 대로 진양조에서 계면조 본청이 기

준점이 되어, 이후 다른 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시작되는 내드름청과 변조되는 경과청 부분, 그리고 종지

하는 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내드름 청과 종지 청이 일치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제1기 진양조의 청 이동

제1기 진양조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4> 제1기 진양조 청 이동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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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54>에서 제1장단 c(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제8장단 c(라)청에

서 제9장단 b♭(도)청으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14장단 b♭(도)청 평조에서

제15장단 돌장을 거쳐서, 제16장단 c(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그리고

동일한 청으로 제23장단에서 종지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진양조의 청 이

동은 c(라)-b♭(도)-c(라)이다.

진양조의 청 이동은 우조 c(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c(라)청으로 종

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진양조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6>과 같다.

이동
순서 내드름 변청 변조 종지

대분류 우조 우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b♭(도) b♭(도)-c(라) c(라)
장단 1 8-9 15-16 23

<표 26> 제1기 진양조 청 이동 위치 

2) 제1기 중모리의 청 이동

제1기 중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5> 제1기 중모리 청 이동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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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55>에서 제1장단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11장단 c(라)

청 계면조에서 제12장단 e♭(도)청 우조로 변조한다. 이후, 제13장단 e♭

(도)청 우조에서 제14장단 e♭(도)청 평조로 변조하는데 동일한 청에서

악조만 변조한 것이다.

그리고 제17장단 e♭(도)청 평조에서 제18장단 c(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동일 청으로 제19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c(라)-e♭(도)-c(라)

이다. 중모리의 청 이동은 내드름 c(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c(라)청

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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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내드름 변조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우조 우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e♭(도) e♭(도)-e♭(도) e♭(도)-c(라) c(라)
장단 1 11-12 13-14 17-18 19

<표 27> 제1기 중모리 청 이동 위치

3) 제1기 자진모리 청 이동

제1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6> 제1기 자진모리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56>에서 제1장단 a(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25장단 a(라)

청 계면조에서 제26장단 c(도)청 평조로 변조한다. 이후, 제46장단 c(도)

청 우조에서 제47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그리고 동일 청으로

제68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a(라)-c(도)-a(라) 이다. 자진모리의 청 이동은 계면조 a(라)

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a(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진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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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내드름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우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a(라) a(라)-c(도) c(도)-a(라) a(라)
장단 1 25-26 46-47 68

<표 28> 제1기 자진모리 청 이동 위치 

4) 제1기 단모리 청 이동

제1기 단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7> 제1기 단모리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57>에서 제1장단 a(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16장단 a(라)

청 계면조에서 제17장단 c(도)청 평조로 변조한다. 이후 제27장단 c(도)

청 평조에서 제28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동일 청으로 제53장

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a(라)-c(도)-a(라)이다. 단모리의 청 이동은

계면조 a(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a(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단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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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내드름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a(라) a(라)-c(도) c(도)-a(라) a(라)
장단 1 16-17 27-28 53

<표 29> 제1기 단모리 청 이동 위치 

이상과 같이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등 4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의 진행을 살펴보았다. 진양조에서 우조로 시작하여 계면조로 종지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4개의 모든 악장에서 제1장단 시작에 제

시된 청이 맨 마지막 장단의 종지에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대로 진양조의 종지 청이 기준이 되어 전체 악장을 종지할

때, 진양조의 종지하는 청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적인 규칙이라고 설명하

였다. 그런데 중모리만 진양조의 종지 청을 사용할 뿐이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은 a(라)청 계면조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청 이동을 연구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

다.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4개 악장의 청 이동의 시작청과

종지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0>과 같다.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a(라) a(라) a(라) a(라)
장단 1 23 1 19 1 68 1 53

<표 30> 제1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종청

(나) 시종(始.終)이 다른 청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 동일한 청 진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개의 악장은 산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중모리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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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악장인 중모리의 종지하는 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중중모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하기 때문

이다. 앞선 연구에서 중모리는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c(라)청 계면

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악장 전체의

청 이동의 진행을 살펴본 후, 시작과 변조되는 경과부분, 그리고 종지의

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제1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

제1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8> 제1기 중중모리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58>에서 제1장단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11장단 c(라)

청에서 제12장단 e♭(라)청으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18장단 e♭(라)청에서

제19장단 b♭(라)청 으로 변청한 후, 동일한 청으로 제20장단에서 종지한

다. 청 이동은 c(라)-e♭(라)-b♭(라)이다. 중중모리의 청 이동은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b♭(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중모

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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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시작하는 청 변청 변청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계면조 계면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e♭(라) e♭(라)-b♭(라) b♭(라)
장단 1 11-12 18-19 20

<표 31> 제1기 중중모리 청 이동 위치

2) 제1기 엇모리의 청 이동

제1기 엇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9> 제1기 엇모리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59>에서 제1장단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25장단 b♭

(라)청 계면조에서 제26장단 d♭(도)청 평조로 변조한다. 그리고 제30장단

d♭(도)청 평조에서 제31장단 d(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제36장단 d

(라)청에서 제37장단 a(라)청으로 변청한다. 이후 제38장단에서 동일 청

으로 종지한다. 청 이동은 b♭(라)-d♭(도)-d(라)-a(라)이다. 엇모리의 청

이동은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a(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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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엇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2>와 같다.

이동
순서 내드름 변조 변조 변청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b♭(라) b♭(라)-d♭(도) d♭(도)-d(라) d(라)-a(라) a(라)
장단 1 25-26 30-31 36-37 38

<표 32> 제1기 엇모리 청 이동 위치

이상과 같이 중중모리와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의 진행을 살펴

보았다.

두 악장의 공통점은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2도 하행 진행하여 종지

했다는 점이다. 즉, 중중모리는 제1장단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b♭

(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으며, 엇모리는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a

(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따라서 중중모리의 시작하는 청인 c(라)보

다 엇모리의 종지하는 청은 3도 낮아지게 된다.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의 시작과 종지를 표로 나타

내면, 다음 <표 33>과 같다.

이동순서
중중모리 엇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b♭(라) b♭(라) a(라)

장단 1 20 1 38

<표 33> 제1기 중중모리, 엇모리의 시.종청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제1기 전체 악장에서 청 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의 악장에서는 제1장단 시작 청에

서 제시된 청이 맨 마지막 장단의 종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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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는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여 동일하게 종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

므로 진양조에서 제시한 c(라)청 계면조는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까지만

적용되고,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 각각 2도씩 하행진행하게 된다. 이후,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엇모리의 종지하는 청인 a(라)청 계면조로 시작하

여 악장 끝 곡인 단모리에서 a(라)청 계면조로 종지하게 된다. 청 이동

에 있어서 두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개에 의해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의 청 이동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 이동의 특징은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청

이동에서 나타나는데, 두 장르의 음악적 영향이 작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며, 위의 내용은 제1기 청 이동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기 진양조부터 단모리까지의 시.종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4>와 같다.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c(라) b♭(라)
장단 1 23 1 19 1 20

이동
순서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내드름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b♭(라) a(라) a(라) a(라) a(라) a(라)
장단 1 38 1 68 1 53

<표 34> 제1기 진양조-단모리의 시.종청

다. 제1기 선율의 특징

제1기 선율의 특징의 대표적인 것은 유사선율과 돌장의 활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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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선율

일반적인 산조의 선율진행은 각각 독립된 악장과 선율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김영재류에서는 다른 모습의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모리와 중중모리 그리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모리에서 출현했던 선율이 중중모리에서 변형된 선율로 나타

나기도 하고 자진모리의 선율 진행 구조가 단모리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

기도 한다. 따라서 중모리와 중중모리 그리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선율

진행 구조를 파악한 후, 비교를 통해 어느 부분이 유사한 선율구조를 가

지고 있는지 구분하여 제1기의 특징을 가려내고자 한다.

(가)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

제1기에서 중모리의 장단 수는 19장단이고, 중중모리는 20장단이다. 이

중 두 악장의 유사한 선율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중모리 제1～9장단과

중중모리 제1장-제11장단까지이다. 두 악장의 유사한 부분을 비교를 통

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1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 유사선율1의 장단이다.

<악보 60>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1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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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60>에서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와 중중모리 두 악장 모두 c(라)청 계면조이다.

중모리 제1장단 제1박-제6박 ㉠과 중중모리 제1장단 ㉠이 둘 다 내드

름으로써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은 gʹ-eʹ♭-dʹ이고, 중중모리 ㉠은 gʹ-eʹ♭-dʹ로 동일하다.
중모리 제1장단 제1박 시작 음은 gʹ(미)음이고, 중중모리 제1장단 제1박

에서는 eʹ♭(도)에서 gʹ(미)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

한 선율이다.

중모리 제2장단 ㉡과 중중모리 제3～4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은 gʹ-cʺ-eʹ♭-dʹ-c-g이고, 중중모리 ㉡은 eʹ♭
-gʹ-cʺ-bʹ♭-dʹ-g이다. 중모리 제2장단 제1박에서 시작 음은 gʹ(미)음이
고, 중중모리 제3장단 제1박에서는 eʹ♭(도)에서 gʹ(미)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의 차이, 그리고 중모리 제3박의 잉어질이 중중모리 제3장단 제1박

에서 사용되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선율이다. 중모리 제3～4

장단과, 중중모리 제5～7장단까지는 g(미)-gʹ(미)의 동일한 음역대만 사

용할 뿐, 유사한 부분이 없으므로 생략하겠다.

2)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2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 유사선율2의 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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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2 장단

위 <악보 61>에서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제5장단 ㉠과 중중모리 제8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은 cʹ-cʺ이고, 중중모리 ㉠은 cʹ-cʺ로 동일하다.

두 장단 모두 cʹ(라)본청에서 윗음 cʺ(라)로 옥타브 진행한다. 이후, 중모

리는 제6박에서 퇴성하며 진행하고, 중중모리는 제2박에서 퇴성하며 진

행하는 박 단위의 구성만 다를 뿐, 유사한 선율이다. 중모리 제6장단 ㉡

과 중중모리 제8장단 제3박-제4박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은 cʹ-cʺ이고 중중모리 ㉡은 cʹ-gʹ-cʺ이다. 두 장단 모두

cʹ(라)본청에서 윗음 cʺ(라)로 도약하는 구조이다. 다만, 중중모리의 ㉡에

서 cʹ(라)에서 잉어질을 통해 강조하며, gʹ(미)음을 경과하는 구조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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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뿐, 유사한 선율이다. 중모리 제7장단 ㉢과 중중모리 제9～10장

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은 gʹ-eʺ♭-dʺ-cʺ-bʹ♭-eʹ♭-dʹ-cʹ-g이고, 중중모리 ㉢은 gʹ-eʺ♭
-dʺ-cʺ-bʹ♭-eʹ♭-dʹ-cʹ-g로 동일하다. 두 장단 모두 gʹ(미)에서 농현하며

eʺ♭(도)-dʺ(시)를 꺾어준 후, cʺ(라)로 진행한다. 이후, 잉어질을 활용하

여 하행 진행하는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3)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3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 유사선율3의 장단이다.

<악보 62>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3 장단

위 <악보 62>에서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제9장단 제1박-제4박 ㉠과 중중모리 제11장단 ㉠은 변계면조

선율로 진행되며,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모리 ㉠은 b♭-eʹ♭-fʹ이고, 중중모리 ㉠은 b♭-eʹ♭-fʹ로 동일하다.
중모리와 중중모리 두 장단 다 cʹ(라) 본청에서 eʹ♭(라) 본청으로 변조

할 듯한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중모리는 제4박 eʹ♭(도)에서 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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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중모리는 제4박 eʹ♭(도)에서 퇴성하지 않는 점과 리듬꼴의 차

이만 있을 뿐, 유사한 선율이다.

이상과 같이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중모리 제1～2장단은 중중모리 제1～4장단과 유사한 선율이며, 중모

리 제5～7장단은 중중모리 제8～10장단과 유사한 선율이다. 그리고 중모

리 제9장단과 중중모리 제11장단에서 유사한 선율진행이 출현하였다. 중

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한 선율진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5>와

같다.

악장 본청 유사 선율
중모리 c(라) 1-2 5-7 9
중중모리 c(라) 1-4 8-10 11

<표 35>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장단

(나)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은 앞서 연구한 청 진행 구조 중 동일한

부분인 자진모리 제1～33장단과 단모리 제1～26장단에서 유사선율이 출

현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1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1의 장단이다.

<악보 63>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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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63>에서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은 a(라)청 계면조이다.

자진모리 제1～2장단 ㉠과 단모리 제1～2장단 ㉠은 둘 다 내드름으로

써,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e-c-B이고, 단모리 ㉠은 e-c-B로 동일하다. 자진모리

제2장단 제2박의 선율이 단모리 제2장단 제3박에 출현하고, 자진모리 제

3박의 선율이 단모리 제2박에 출현하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선율 진행이다.

2)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2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2의 장단이다.

<악보 64>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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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64>에서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은 e(라)청 계면조이다.

자진모리 제3장단 ㉠과 단모리 제3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B-e-g-f＃이고, 단모리 ㉠은 e-B-g-f＃이다.

자진모리는 제3장단 제1박에서 B(미)에서 e(라)로 진행하고, 단모리 제3

장단 제1박에서는 e(라)에서 B(미)로 진행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제2박은 유사한 선율이다.

자진모리 제4장단 ㉡과 단모리 제4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B-e-g-f＃이고, 단모리 ㉡은 g-f＃-B-e이다.

자진모리 제4장단 제1박의 선율이 단모리 제4장단 제2박의 선율에 나타

나고, 자진모리 제2박의 선율은 단모리 제1박에 나타나는 등 선율의 배

치순서가 바뀌었을 뿐, 유사한 선율 진행이다.

자진모리 제5장단 ㉢과, 단모리 제5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g-b-f이고, 단모리 ㉢은 e-g-B이다.

출현음의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자진모리 제6장단 ㉣과, 단모리 제6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제6장단 ㉣은 g-b-f-B이고, 단모리 제6장단 ㉣은

g-b-f-e-B이다. 자진모리 제6장단 제2박에 출현한 꺾는 음이 단모리에

서는 제6장단 제3박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자진모리 제3박-제4박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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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진행하는 부분이 단모리에서는 B(미)를 경과음으로만 사용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자진모리 제7장단 ㉤과 단모리 제7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e-B-g-f이고, 단모리 ㉤은 e-g-f-B이다.

자진모리 제7장단 제2박-제3박에 있는 선율이 단모리 제7장단 제2박에

압축해서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모리 제4박의 선율이 단모리 제1박

에 출현하며,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3)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3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3의 장단이다.

<악보 65>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3

위 <악보 65>에서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은 a(도)청 평조이다. 자진모리 제14장단 ㉠

과, 단모리 제8장단 ㉠은 평조의 시작 장단이며,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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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모리 ㉠은 e-b-a이고, 단모리 ㉠은 e-b-a로 동일하다.

자진모리 제4박 a(도)에서 b(레)로 진행할 때, 단모리 제4박은 a(도)에

서 e(솔)로 진행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선율이다.

자진모리 제16～17장단 ㉡과, 단모리 제9～10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A-e-a-g-f＃이고, 단모리 ㉡은 A-c-e-a이다.

자진모리보다 경과음이 e(솔)이 추가된 부분과, 자진모리 제17장단 제3

박에서 변계면조 꺾는 부분이 단모리 제10장단 제3박에서는 A(도)에서

e(솔)을 경과한 후, a(도)로 선율진행 하는 차이를 보일 뿐, 두 장단의 선

율은 유사한 선율이다.

자진모리 제19장단 ㉢과, 단모리 제11장단 ㉢의 주요 음진행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e-cʹ-b-aʹ-A이고, 단모리 ㉢은 e-cʹ-b-a-e이다.
자진모리 제1박에서 꺾는 음이 단모리에서는 제2박에서 꺾어주는 부분

과, 자진모리 제3박 첫음이 아래 A(도)음이고, 단모리 제3박 첫 음이 윗

음 a(도)로 옥타브 차이만 있을 뿐, 유사선율이다.

4)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4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4의 장단이다.

<악보 66>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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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66>에서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은 a(라)청 계면조이다.

자진모리 제20장단 ㉠과, 단모리 제12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a-cʹ-e이고, 단모리 ㉠은 a-e-cʹ이다. 자
진모리 제20장단과 단모리 제12장단은 각 장단의 리듬 형태만 차이가 있

을 뿐, 유사한 선율이다.

자진모리 제21～22장단 ㉡과 단모리 제13～14장단 ㉡의 주요음 진행순

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a-cʹ-b-e-dʹ이고, 단모리 ㉡은 a-cʹ-b-e-dʹ이다. 자진모
리 제21장단 제3박에서 e(미)에서 a(라)로 진행하는 부분이 단모리 제13

장단 제3박에서는 a(라)에서 cʹ(도)-b(시)로 꺾어주며, 진행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선율이다.

자진모리 제23～24장단 ㉢과, 단모리 제15～16장단 ㉢의 주요음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a-eʹ-cʹ-b-e이고, 단모리 ㉢은 a-eʹ-aʹ-cʹ-b-e이다.
자진모리 제23장단 제2박에서 eʹ(미)로 진행할 때, 단모리 제13장단 제2

박은 aʹ(라)로 진행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진모리 제24장단

제1박-제2박의 선율이 단모리 제14장단 제1박-제2박에서 출현하며, 유사

한 선율진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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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5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5의 장단이다.

<악보 67>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5

위 <악보 67>에서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은 c(도)청 평조이다.

자진모리 제26장단 ㉠과, 단모리 제17장단 ㉠의 주요 음진행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은 g-a-cʹ-dʹ이고, 단모리 ㉠은 g-a-cʹ-dʹ
이다. 두 장단 모두 제1박에서 g(솔)에서 a(라)로 진행할 때, 추성하며

진행하는 것까지 동일하다. 다만, 자진모리 제26장단 제4박에서 dʹ(레)로
진행할 때, 단모리 제17장단 제4박에서 cʹ(도)로 진행하는 점만 차이 날

뿐, 유사한 선율이다.

이상으로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은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제

1～2장단과 단모리 제1～2장단은 유사선율이고, 자진모리 제3～7장단과

단모리 제3～7장단은 유사선율이다. 그리고 자진모리 제14장단, 제16～17

장단, 제19장단과 단모리 제8～11장단은 유사선율이고, 자진모리 제20～

24장단과 단모리 제12～16장단은 유사선율이다. 마지막으로 자진모리 제

26장단과 단모리 제17장단은 유사한 선율이다.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

사한 선율진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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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자진모리 1-2 3-7 14,16-17,19 20-24 26

본청 a(라) e(라) a(도) a(라) c(라)

단모리 1-2 3-7 8-11 12-16 17

<표 36>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

동일한 선율을 각각의 악장에서 그 장단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

은 산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악기의 산조에

있는 선율을 차용하거나, 여타 장르의 선율을 산조에 수용하는 것은 산

조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모리에 있는 선율이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선율

을 구성하거나, 자진모리의 선율을 단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주

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의 산조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방

식은 전통음악을 충실히 학습한 가운데 작곡의 형식미가 결합된 새로운

산조구성 방식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산조에 관심

을 갖고 타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은 제1기 선율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유사선율은 다음과 같다.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은 중모리 제1～2장단과 중중모리 제1～4

장단은 유사한 선율이며, 중모리 제5～7장단은 중중모리 제8～10장단과

유사한 선율이다. 그리고 중모리 제9장단과 중중모리 제11장단에서 유사

한 선율진행이 출현하였다.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한 선율진행을 표

로 나타내면, 다음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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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본청 유사 선율
중모리 c(라) 1-2 5-7 9
중중모리 c(라) 1-4 8-10 11

<표 37> 제1기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유사선율장단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은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 제1～2장단과

단모리 제1～2장단은 유사선율이고, 자진모리 제3～7장단과 단모리 제

3～7장단은 유사선율이다. 그리고 자진모리 제14장단, 제16～17장단, 제

19장단과 단모리 제8～11장단은 유사선율이고, 자진모리 제20～24장단과

단모리 제12～16장단은 유사선율이다. 마지막으로 자진모리 제26장단과

단모리 제17장단은 유사한 선율이다.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한 선율

진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8>과 같다.

대분류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자진모리 1-2 3-7 14,16-17,19 20-24 26
본청 a(라) e(라) a(도) a(라) c(라)
단모리 1-2 3-7 8-11 12-16 17

<표 38>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유사선율

동일한 선율을 각각의 악장에서 그 장단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

은 산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악기의 산조에

있는 선율을 차용하거나, 여타 장르의 선율을 산조에 수용하는 것은 산

조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모리에 있는 선율이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선율

을 구성하거나, 자진모리의 선율을 단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주

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의 산조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방

식은 전통음악을 충실히 학습한 가운데 작곡의 형식미가 결합된 새로운

산조구성 방식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산조에 관심

을 갖고 타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은 제1기 선율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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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조와 청의 구조

제1기 동일한 조와 청의 진행 구조를 가진 악장 자진모리와 단모리이

며, 특징에 관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자진모리 청의 진행 구조

제1기 자진모리 제1～33장단까지 조와 청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68> 제1기 자진모리 조와 청 진행 장단 

위 <악보 68>에서 제1기 자진모리 제1～2장단까지는 a(라)청 계면조이

고, 제3～13장단까지는 e(라)청 계면조이다. 제14～19장단까지는 a(도)청

평조이고, 제20～25장단까지는 a(라)청 계면조이다. 제26～33장단까지는

c(도)청 평조이다. 이후, 우조로 진행된다. 즉 자진모리의 청은 a(라)청

계면조 - e(라)청 계면조 - a(도)청 평조 - a(라)청 계면조 - c(도)청 평

조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와 청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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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본청 a(라) e(라) a(도) a(라) c(도)
장단 1-2 3-13 14-19 20-25 26-33

<표 39> 제1기 자진모리 조와 청의 진행 구조

(나) 단모리 청의 진행 구조

제1기 단모리 제1～26장단까지 조와 청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69> 제1기 단모리 조와 청 진행 장단

위 <악보 69>에서 제1기 단모리 제1～2장단까지는 a(라)청 계면조이고,

제3～7장단까지는 e(라)청 계면조이다. 제8～11장단까지는 a(도)청 평조

이고, 제12～16장단까지는 a(라)청 계면조이다. 제17～26장단까지는 c

(도)청 평조이다. 이후, 계면조로 진행된다. 즉 단모리 청의 구조는 a(라)

청 계면조 - e(라)청 계면조 - a(도)청 평조 - a(라)청 계면조 - c(도)청

평조 순이며, 조와 청의 진행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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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본청 a(라) e(라) a(도) a(라) c(라)

장단 1-2 3-7 8-11 12-16 17-26

<표 40> 제1기 단모리 조와 청의 진행 구조

이상으로 두 악장의 조와 청 진행의 순서를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해당 장단 수만 차이가 있을 뿐, a(라)청 계면조 -

e(라)청 계면조 - a(도)청 평조 - a(라)청 계면조 - c(도)청 평조 이상

동일한 조와 청 진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조와 청 진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1>과 같다.

조와 청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a(라) e(라) a(도) a(라) c(도)

자진모리 장단 1-2 3-13 14-19 20-25 26-33

단모리 장단 1-2 3-7 8-11 12-16 17-26

<표 41>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 조와 청의 진행 구조

(다) 소결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조와 청의 진행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

진모리와 단모리를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자진모리의 68장단과 단모

리는 53장단에서 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조와 청 진행은 해당 장단

수만 차이가 있을 뿐, a(라)청 계면조 - e(라)청 계면조 - a(도)청 평조

- a(라)청 계면조 - c(도)청 평조 이상 동일한 조와 청 진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조와 청 진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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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청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a(라) e(라) a(도) a(라) c(도)

자진모리 장단 1-2 3-13 14-19 20-25 26-33

단모리 장단 1-2 3-7 8-11 12-16 17-26

<표 42> 제1기 자진모리와 단모리 조와 청의 진행 구조

(3) 제1기 돌장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에 관한 연구이다.

돌장은 변청이나 조의 변화에 따른 청의 이동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형식이다. 돌장의 사용은 청과 청, 그리고 조의 변화를 자연스럽

게 연결해주며, 음악적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른 산조에서는 돌장의

사용이 진양조에만 국한되어있다. 특히 우조에서 돌장을 거쳐 평조로 진

행 할 때, 1회성에 지나지 않지만,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에서는 다수

의 돌장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돌장에 사용된 선율로는 두 가지로 압축

되며, 다음과 같다.

(가) 돌장 유형1

첫 번째 돌장 유형의 선율이다.(이하 돌장 유형1)

<악보 70> 제1기 돌장 유형1-진양조



- 106 -

위의 <악보 70>에서 제14장단은 b♭(도)청 평조이고 제15장단은 돌장이

다. 그리고 제16장단은 cʹ(라)청 계면조이다. 제15장단의 돌장을 활용하

여 변조하는 선율이다. 제15장단의 돌장 선율을 보면 제14장단의 평조의

음계가 아닌 제16장단의 계면조 음계가 출현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4장단에서는 b♭(도)가 중심음 역할을 하지만, 제15장단 돌장부

터 본청의 역할이 b♭(도)에서 cʹ(라)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제14장단과

는 다른 느낌의 새로운 선율이 돌장에서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

럽게 제16장단 계면조로 진행한다. 위와 같이 돌장 유형1을 사용하는 악

장과 장단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제15장단, 중중모리 제11장단, 자진모

리 제19장단, 단모리 제11장단이며 총 4곳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 <표 43>과 같다.

악장 진양조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돌장 위치 15 11 19 11

<표 43> 제1기 돌장 유형1 장단 

(나) 돌장 유형2

두 번째 돌장 유형의 선율이다(이하 돌장 유형2)

<악보 71> 제1기 돌장 유형2-엇모리

위 <악보 71>에서 제22장단은 eʹ♭(라)청 계면조이고 제23장단은 돌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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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24장단은 b♭(라)청 계면조이다. 제23장단 돌장을 활용하여 변

청하는 선율이다. 제23장단의 돌장 선율을 보면, 제22장단의 eʹ♭(라)청
중심의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앞 선율의 본청을 돌장 장단 끝 박에

서 본청인 eʹ♭(라)음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제24장단에서 b♭

(라)청으로 변청이 되게끔 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돌장 유형2

를 사용하는 악장은 다음과 같다. 중모리 제18장단, 중중모리 제18장단,

엇모리 제23장단, 제36장단, 자진모리 제46장단, 단모리 제27장단이며, 이

상 총 6곳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악장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돌장 위치 18 18 23, 36 46 27

<표 44> 제1기 돌장 유형2 장단

(다) 소결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1기에서

는 돌장의 유형을 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돌장의 사용이 진양조에

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진양조부터 단모리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 악장

에서 사용되었다. 각 악장의 돌장 사용 위치와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조는 제14장단 b♭(도)청 평조에서 제15장단 돌장을 거쳐 제16장단

cʹ(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중모리는 제17장단 eʹ♭(도)청 평조에서 제18장단 돌장을 거쳐 제19장단

cʹ(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중중모리부터 단모리까지는 각 악장의 두 곳에서 출현한다.

중중모리 첫 번째는 제10장단 cʹ(라)청 계면조에서 제11장단 돌장을 거

쳐 제12장단 eʹ♭(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두 번째는 제17장단 eʹ♭(도)청 계면조에서 제18장단 돌장을 거쳐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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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b♭(도)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엇모리 첫 번째는 제22장단 eʹ♭(라)청 계면조에서 제23장단의 돌장을

거쳐 제24장단 b♭(도)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두 번째는 제35장단 dʹ(라)청 계면조에서 제36장단 돌장을 거쳐 제37장

단 a(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자진모리 첫 번째는 제18장단 a(도)청 평조에서 제19장단 돌장을 거쳐

제20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두 번째는 제45장단 cʹ(도)청 우조에서 제46장단 돌장을 거쳐 제47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단모리 첫 번째는 제10장단 a(라)청 평조에서 제11장단 돌장을 거쳐 제

12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두 번째는 제26장단 cʹ(도)청 평조에서 제27장단 돌장을 거쳐 제28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이상과 같이 총 10회의 돌장의 출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악장
앞장단 돌장

위치
뒷장단 횟

수대분류 본청 대분류 본청

진양조
14

15
16

1
평조 b♭(도) 계면조 cʹ(라)

중모리
17

18
19

2
평조 eʹ♭(도) 계면조 cʹ(라)

중중모리

10
11

12
3

계면조 cʹ(라) 계면조 eʹ♭(라)
17

18
19

4
계면조 eʹ♭(라) 계면조 b♭(라)

엇모리

22
23

24
5

계면조 eʹ♭(라) 계면조 b♭(라)
35

36
37

6
계면조 dʹ(라) 계면조 a(라)

자진모리

18
19

20
7

평조 a(도) 계면조 a(라)
45

46
47

8
우조 cʹ(도) 계면조 a(라)

<표 45> 제1기 진양조-단모리의 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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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리

10
11

12
9

평조 a(도) 계면조 a(라)
26

27
28

10
평조 cʹ(도) 계면조 a(라)

돌장의 사용은 총 10회 중 우조와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

이 총 6회 사용되었고,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할 때는 총 4회 사용되

었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 사용이 없었

음을 확인하였다. 변조에 돌장을 사용한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

리, 단모리이고, 변청에 사용한 악장은 중중모리와 엇모리이다.

그리고 돌장 유형1은 돌장 선율에서 뒷 선율의 본청을 미리 적용하여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양조,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4곳에

서 사용되었다.

돌장 유형2는 돌장 선율 끝 박에서 앞장단의 본청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조나 변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2

곳,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6곳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돌장 사용이 많

은 것은 제1기 선율구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 개의 유형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유형
악장

돌장 유형1 돌장 유형2

위치 위치

진양조 15

중모리 18

중중모리 11 18

엇모리 23, 26

자진모리 19 46

단모리 11 27

<표 46> 제1기 돌장 유형1과 돌장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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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김영재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서라벌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였다. 대

학에서 지도교수인 김동진에게 작곡의 틀을 배우면서 ‘배웠던 선율만 반

복해서 연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러

한 조언은 김영재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산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조 중간과 자진모리 후반부에 본인이 구성한 선율들을 접목시켜 발

표하였으며, 이 시기가 더늠 구성의 시기이다. 이후, 1989년 KBS FM

명인전 에 초대되어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심으로 즉흥

성을 가미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금산조’ 앞에 김영재 ‘엮음’

또는 ‘구성’이란 용어 대신 김영재 ‘류’로 명명하였으며, 1992년 선율을

정리하여 음반을 발매하였다. 이 시기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1기 구

성 시기(1989-1992)이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장구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산조에 없는 엇모리와 단모리

악장의 추가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악장의 장단 수를 살펴보면, 진양조

23장단, 중모리 19장단, 중중모리 20장단, 엇모리 38장단, 자진모리 68장

단, 단모리 53장단이며, 총 22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기의

악장구조는 진양조만 우조의 비중이 높고, 이외의 악장은 계면조의 비중

이 높았다.

둘째, 청과 악조에서는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세 개의 악장이며, 전체 우조의 총 장단 수는 총 26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호령제, 가곡성 우조, 평우조, 진우조, 드렁조 총 5개

와 c(라)청, g(라)청, b♭(도)청, eʹ♭(도)청 총 4개의 본청을 사용하였다.

진양조에서 청과 악조의 출현 단위는 ‘군’이나 ‘집’을 이루지 않고 ‘장단’

단위로 빈번하게 출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조에는 쓰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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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악조인 드렁조가 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출현한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총 5개이며, 전체 악장의 평조는 총 42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

는 경제, 경드름, 설명조, 서도제 총 4개와 a(도)청, b♭(도)청, c(도)청, d
♭(도)청, e♭(도)청 총 5개의 본청을 사용하였다. 진양조에서 설명조, 중

모리에서 서도제의 적용과 자진모리에서 경제에 변계면조의 꺾는 음의

출현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

모리, 단모리 총 6개의 악장이며, 총 15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시나위제, 변계면조, 엇청계면조 총 5개와 c(라)청,

d(라)청, e(라)청, e♭(라)청, a(라)청, b♭(라)청 총 6개의 본청을 사용하였

다. 중모리에서 시나위제와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에서 변계면조의 꺾

는 음의 적용은 다른 해금산조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제1기

계면조에서는 엇모리에서 엇청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악장에 적용되었

다. 그리고 제1기 계면조에서는 진양조에 제시된 c(라)본청이 아닌, d

(라)청, e(라)청, a(라)청, b♭(라)청에서도 본청으로 선율진행이 되고 있는

점과, 중중모리에서 거문고 산조의 선율과 단모리에서 가야금산조의 달

고 가는 선율의 수용은 연주법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1기 청 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의 악장에서 제1장단 시작에 제시

된 청이 마지막 장단의 종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시종(始.終)이 동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는 시작에 제시된 청보다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여 시종(始.終)이 다르게 종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양조에서 제시한 c(라)청 계면조는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까지만 적용

되고,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게 된다. 이후, 자

진모리와 단모리는 엇모리의 종지하는 청인 a(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끝 곡인 단모리에서 a(라)청 계면조로 종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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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있어서 두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개에 의

해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의 청

이동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 이동의 특징은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청 이동에서 나타나는데, 두 장르의 음악적 영향이 작곡기법

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넷째,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유사선율과 동일한 조와 청의 구조, 그리고

돌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선율의 특징중 유사선율에 있어서는 중모리의 선율이 중중모리에

서 변형된 선율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선율 진행구조

가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본청이 동일한

가운데, 유사선율이 출현한 곳은 중모리 제1～2장단과 중중모리 제1～4

장단, 중모리 제5～7장단과 중중모리 제8～10장단이다. 그리고 중모리 제

9장단과 중중모리 제11장단에서 유사한 선율진행이 출현하였다.

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자진모리 제1～33장단과 단모리 제1～26장단

에서 동일한 청 진행을 보여주었으며, 선율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유사선

율이 출현한 곳은 자진모리 제1～2장단과 단모리 제1～2장단, 자진모리

제3～7장단과 단모리 제3～7장단, 자진모리 제14장단, 제16～17장단, 제

19장단과 단모리 제8～11장단, 자진모리 제20～24장단과 단모리 제12～

16장단, 자진모리 제26장단과 단모리 제17장단에서 유사한 선율이 출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동일한 선율을 각각의 악장에서 그 장단에 맞게 변

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산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

른 악기의 산조에 있는 선율을 차용하는 거나, 여타 장르의 선율을 산조

에 수용하는 것은 산조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모리에 있는 선율이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형태

에 맞게 변형하여 선율을 구성하거나, 자진모리의 선율을 단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주하는 것은 해금산조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의

산조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전통음악을 충실히

학습한 가운데 작곡의 형식미가 결합된 새로운 산조구성 방식의 미학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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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진양조부터 단모리에 이르기까지 여섯 악장에 출현하였으며, 출현횟수

는 총 10회에 이른다. 총 10회 중 우조나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

는 6회 사용되었으며,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 할 때는 4회 사용되었

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의 사용이 없었

다. 그리고 돌장의 유형은 총 2개이며, 돌장 유형1은 돌장 장단에서 뒷

선율의 본청을 미리 적용하여 연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돌장 유형2는

돌장 선율 끝 박에서 앞 선율의 본청을 퇴성하여 뒷 선율의 시김새가 되

게 하는 연주방법이다. 돌장은 변청이나 조의 변화에 따른 청의 이동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형식이다. 돌장의 사용은 청과 청, 그리고

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 해주며, 음악적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

른 산조에서는 돌장의 사용이 진양조에만 국한되어 1회성에 지나지 않지

만,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에서는 전 악장에 걸쳐 총 10회의 돌장이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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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기 구성 시기(1993-1999)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2기 구성 시기(이하 제2기)는 1992년 짧은 산조

의 음반을 발매한 이후, 1993년부터 악보집김영재 해금창작곡집을 발

매한 1999년까지이다. 위 악보집에 수록 된 곡들은 해금 창작곡 조명곡,

계명곡, 견명곡, 숲속다람쥐 이외에도 해금과 가야금 및 거문고와의 이중

주 등 작곡가로서의 창작활동의 결과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김영

재류 해금 짧은 산조와 긴 산조80)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악장 구성을

장단 수와 함께 살펴보면, 진양조는 55장단, 중모리는 40장단, 중중모리

는 32장단, 엇모리는 54장단, 자진모리는 102장단, 단모리는 53장단 이상

전체 총 33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악장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계

장단 수 55 40 32 54 102 53 336

<표 47>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장구성 

가. 악장구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

리, 단모리이며,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악장은 다시 우조, 평

조, 계면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제2기의 선율은 제1기의 선율을 유

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선율이 추가되어 확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다만, 자진모리에서만 제1기의 선율 14장단이81) 삭제되고 새로운 선

율이 추가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의 장단은 총 55장단이며, 우조, 평조, 계면조, 평

80) 1999년에는 30분 분량의 산조를 ‘긴 산조’라고 칭하였다.
81) 제1기 자진모리에서 짧게 출현했었던 ‘푸는 선율’을 포함한 선율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제2기
부터는 자진모리의 “푸는 가락” 부분 없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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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우

조는 앞부분 제1～3장단, 평조는 중간부분 제18～20장단, 계면조은 뒷부

분 제30～43장단. 평조는 뒷부분 제44～48장단, 계면조는 뒷부분 제48장

단 제3박-제55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32장단이

고, 우조는 3장단, 평조는 7장단, 계면조는 22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40장단으로 계면조, 평조, 계면조로 구성되

어 있다. 제1기 중모리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결되어 연주하

며,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계면조는 제20～30장단, 평조

는 제31～33장단, 제38장단, 계면조는 제34～40장단까지(제38장단제외)이

다. 다시 정리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21장단이고, 계면조는 총 17장단,

평조는 총 4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32장단으로 계면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추가된 선율은 총 12장단이다. 계면조는 제21～32장단까지이며, 모두

뒷부분에 출현하였다. 제1기 중중모리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결되어 연주한다.

네 번째 악장인 엇모리는 총 54장단으로 계면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추가된 선율은 총 16장단이다. 계면조는 제39～54장단까지이며, 모두

뒷부분에 출현하였다. 제1기 엇모리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

결되어 연주한다.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계면조만 출현하므로, 계

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102장단으로 계면조, 우조,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다. 계면조는 제26～62

장단, 우조는 제83～89장단, 계면조는 제90～93장단까지이다. 첫 번째 계

면조의 추가된 선율은 중간부분이고, 우조와 두 번째 계면조는 뒷부분이

다. 다시 정리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48장단이고 계면조 총 41장단, 우

조 총 7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여섯 번째 악장인 단모리는 총 53장단이며, 제1기 선율에서 추가된 부

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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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2기의 악장구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

진모리, 단모리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악장에서 추가된

장단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조는 총 32장단, 중모리는 총 21

장단, 중중모리는 총 12장단, 엇모리는 총 16장단, 자진모리는 총 48장단

이상 총 12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모리는 추가선율이 없다. 그리

고 제2기의 악장구조는 전체적으로 계면조의 비중이 높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8>82)과 같다.

악장 대분류 해당 장단 장단 수 추가된 총장단 수

진양조

우조
1-3 3

32

4-14

평조
15-17
18-20 3
21

계면조
22-29
30-43 14

평조 44-48.2 5
계면조 48.3-55 7

중모리

계면조 1-11

21

우조 12-13
평조 14-17

계면조
18-19
20-30 11

평조 31-33 3
계면조 34-40(38)83) 7

중중모리 계면조

1-11

12

12-18
19-20
21-24 4
25-27 3
28-32 5

<표 48>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악장구성과 조

82) <표 48>에서 색칠된 부분은 추가된 선율이다.
83) (38)에 있는 장단은 평조이며, 돌장으로써 계면조 사이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괄호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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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모리

계면조 1-25

16

평조 26-30

계면조

31-38
39-42 4
43-48 6
49-54 6

자진모리

계면조 1-13

48

평조 14-19

계면조
20-25
26-62 37

평조 63-70

우조
71-82
83-89 7

계면조
90-93 4
94-102

단모리

계면조 1-7

0
평조 8-11
계면조 12-16
평조 17-27
계면조 28-53

나. 청과 악조

산조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청과 악조이다.

그리고 청과 악조의 사용에 따라 그 산조가 품고 있는 음악적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본 장에서는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추가

된 청과 악조의 사용에 관하여(이하 ‘추가된’이라는 용어는 생략함) 연구

하고자 한다. 청의 사용과 함께 대분류로 우조, 평조, 계면조로 구분하고,

악상과 제의 개념인 악조를 소분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조별

로 악장을 분류하여 청의 사용에 따른 악조의 적용 및 변화에 관하여 파

악한 후, 제2기의 청과 악조의 특징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 청 이동의 특징 순으로 하고자 한다.

(1) 우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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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리이며, 총 두개의 악장이다. 우조에는 진우조, 평우조, 드렁조 이상

3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

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2기 진양조의 우조는 제1～3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라) 본청 우조(진우조)

본청 c(라)청인 악조는 제1～3장단 진우조이다.

<악보 72> 제2기 진양조 c(라) 본청 우조(제1-3장단)

위 <악보 72>에서 출현음은 c(라), e♭(도), f(레), g(미), cʹ(라)이며, 음
의 기능은 e♭(도)를 퇴성하고 f(레)는 농현을 한다. 제2기의 내드름은 제

1기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제1기의 내드름 선율은

제4장단에서 옥타브 위로 출현하여 우조의 음폭을 극대화 하고 있다. 종

지음은 cʹ(라)이다. c(라)청의 구성음은 c(라), e♭(도), f(레), g(미), b♭

(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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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73> 제2기 진양조 우조의 c(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라) 진우조 1-3
청

<표 49> 제2기 진양조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진양조의 우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진양조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1～3장단까지이고, 총 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진우조 총 1개와 c(라)청 총 1개이다. 제2기의 내드

름은 제1기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제1기의 내드름

선율은 제4장단부터 옥타브 위로 진행하여 제2기에서는 내드름과 함께

우조의 음폭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선율

이다.

(나) 자진모리

제2기 자진모리의 우조는 제83～89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

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도) 본청 우조(드렁조, 평우조)

본청이 dʹ♭(도)청인 악조는 제83～89장단까지 드렁조와 평우조이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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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다.

<악보 74> 제2기 자진모리 dʹ♭(도) 본청 우조(제83-89장단)

위 <악보 74>에서 출현음은 d♭(도), e♭(레), a♭(솔), b♭(라), dʹ♭(도), eʹ
♭(레), fʹ(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a♭(솔)과 e♭(레)에 농현을 한다. 드렁조

선율에 평우조 표현이 적용되었으며, 돌장을 포함하고 있다. 제83장단 a
♭(솔)에 농현하며, d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89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83장단과 대비되게끔, 제84장단에서는 옥타브 아래 d♭(도)로

하행 진행한다. 그리고 제88～89장단에서는 상청에서만 선율 진행하는

전형적인 드렁조 선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제2기 자진모리의 드렁

조는 호기있고 씩씩한 선율진행이라기 보다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드렁조 선율로 구성되었다.

자진모리에서 드렁조가 출현한 것은 제2기 자진모리 우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89장단에서 종지음 dʹ♭(도)를 퇴성을 하며, 다음에 출현

할 조를 위한 돌장의 선율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본청 d♭(도)청의 구성

음은 d♭(도), e♭(레), fʹ(미), a♭(솔), b♭(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

면, 다음 <악보 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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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75> 제2기 자진모리 우조의 d♭(도)청 음계

이상과 같이 제2기 자진모리 우조의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제2기 자진모리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83장단부터 제89장단까지 총

7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평우조 총 2개와 d♭(도)청 총 1

개이다. 제2기 자진모리의 드렁조는 호기있고 씩씩한 선율진행이라기 보

다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드렁조 선율로 구성되었다. 자진모

리에서 드렁조가 출현한 것은 제2기 자진모리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0>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도)
드렁조,

평우조
83-89

청

<표 50> 제2기 진양조 우조의 청과 악조

(다) 소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자진모리

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의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 총 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진우조 총 1개와 c(라)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자진모리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83장단부터 제89장단까지 총 7장단이

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평우조 총 2개와 d♭(도)청 총 1개의 본

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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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악조

악장
본청 악조 장단수

진양조 c(라) 진우조 3

자진모리 d♭(도) 드렁조, 평우조 7

<표 51> 제2기 전체 우조의 청과 악조-진양조, 자진모리

이상과 같이 제2기 우조가 출현한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 총 두 개

의 악장이며, 전체 우조의 전체 장단 수는 총 10장단이다. 그리고 진우

조, 드렁조, 평우조 총 3개의 악조와 c(라)청, d♭(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사용되었다. 제2기 진양조의 내드름은 제1기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시작

하고 있다. 그리고 제1기의 내드름 선율이 제4장단부터 옥타브 위로 출

현하여 제2기에서는 내드름과 함께 우조의 음폭을 극대화 하고 있다.

제2기 자진모리의 드렁조는 호기있고 씩씩한 선율진행이라기 보다는 시

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드렁조 선율이라 할 수 있다. 제2기 진양

조와 자진모리 우조에서는 악조를 보완하는 선율로 구성되었으며, 자진

모리에서 드렁조가 출현한 것은 제2기 자진모리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평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

모리 총 두개의 악장이다. 평조에는 경제 1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2기 진양조의 평조는 제18～20장단, 제44～48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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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b♭(도)청인 악조는 제18～20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76> 제2기 진양조 b♭(도) 본청 평조(제18-20장단)

위 <악보 76>에서 출현음은 f(솔), g(라), b♭(도), cʹ(레), eʹ♭(파), fʹ(솔),
gʹ(라), bʹ♭(도), cʹʹ(레)이다. 음의 기능은 f(솔)과 cʹ(레)에 농현을 하고,

eʹ♭(파)음은 퇴성을 한다. 제18장단 제1박 b♭(도)에서 g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20장단까지 진행한다. 제20장단 제1박-제2박에서 f(솔)과 cʹ
(레)에 농현을 생략할 경우에는 g(라)와 cʹ(레)를 퇴성으로 보완한다. 그

리고 제20장단 제3박에서 퇴성의 기능인 eʹ♭(파)에 농현을 하는데, 변조

를 위한 농현이다. 종지음은 제20장단 제5박에서 b♭(도)가 실질적 종지

음이며, 다음 진행을 위해 제6박에서 cʹ(레)로 진행하며 종지하고 있다.

b♭(도)청의 구성음은 B♭(도), c(레), e♭(파), f(솔), g(라)이며, 음계를 악

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77>과 같다.

청

<악보 77> 제2기 진양조 평조의 b♭(도)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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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eʹ♭(도)청인 악조는 평조2 제44～48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78> 제2기 진양조 eʹ♭(도) 본청 평조(제44-48장단) 

위 <악보 78>에서 출현음은 b♭(솔), cʹ(라), eʹ♭(도), fʹ(레), gʹ(미), bʹ♭
(솔), cʹʹ(라), eʹʹ♭(도), fʹʹ(레)이며, 음의 기능은 b♭(솔)과 fʹ(레)를 농현하

고, gʹ(미)를 퇴성한다. 제44장단 제1박 b♭(솔)을 추성하며, cʹ(라)로 진행

을 시작으로 제47장단까지 진행한다. 제47장단 제1박-제2박에서 b♭(솔)

과 fʹ(레)에 농현을 생략할 경우에는 cʹ(라)와 fʹ(레)를 퇴성으로 보완한

다. 제48장단 제1박-제2박까지는 평조이며, b♭(솔)에 농현을 하며, 경제

로 표현한다. 그리고 제3박부터 계면조로 전환되며, 제6박까지 연주한다.

평조의 악조 안에서 일시적으로 계면조의 선율을 차용하여 변조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한 돌장이다. 종지음은 제47장단에서 eʹ♭(도)청이다. eʹ♭(도)
청의 구성음은 e♭(도), f(레), g(미), b♭(솔), c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7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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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79> 제2기 진양조 평조의 e♭(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2>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도) 경제 18-20
청

e♭(도) 경제 44-48
청

<표 52> 제2기 진양조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진양조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진양조 평조의 해단 장단은 제18장단부터 제20장단까지 3장

단, 제44장단부터 제48장단까지 5장단이며, 총 8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b♭(도)청, e♭(도)청 총 2개이다. 제18장단부터 제

20장단까지는 제1기의 평조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구성이며, 제44장단부

터 제48장단까지는 본청도 다르고 선율진행도 독립적인 평조의 선율진행

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완적인 선율과 독립적인 선율이 공존하며, 산

조구성을 한 것이 제2기 진양조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2기 중모리의 평조는 제31～33장단, 제38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

조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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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cʹ(도)청인 악조는 제31～33장단, 제38장단이며, 경제이다.

<악보 80> 제2기 중모리 cʹ(도) 본청 평조(제31-33, 38장단)

위 <악보 80>에서 출현음은 c(도), d(레), e(미), g(솔), a(라), cʹ(도), dʹ
(레), eʹ(미)이며, 음의 기능은 g(솔)과 dʹ(레)에 농현을 한다. 총 두 곳으

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31장단 제1박 g(솔)에 농현하며, c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33

장단까지 진행한다. 제31장단 제3박과 제4박에서 하행 진행 할 때 a(라)

와 d(레)에 퇴성을 한다. 그리고 제33장단 제11박-제12박에서는 a(라)에

농현이 출현하는데, 원래의 기능은 퇴성과 경과 음이다. 그러나 그 기능

을 벗어난 새로운 표현인 농현의 출현은 변조를 위한 농현이다. 종지음

은 제33장단에서 a(라)로 종지한다.

둘째, 제38장단은 독립된 악조로써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서 돌장 역

할로 사용된 장단이라 할 수 있으며, 제2기 중모리 평조의 특징이다. 종

지음은 g(솔)로 종지한다. c(도)청의 구성음은 c(도), d(레), e(미), g(솔),

a(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8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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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81> 제2기 중모리 평조의 c(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3>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도) 경제 31-33, 38
청

<표 53> 제2기 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중모리의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중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31장단부터 제33장단까지 3장단,

제38장단 총 4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cʹ(도)청 총

1개이다.

제38장단은 독립된 악조로 구성되어있으며,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서

돌장으로 사용된 점이 제2기 중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총

2개의 악장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기 진양조 평조의 해당 장단은 총 8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b♭(도)청, e♭(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제2기 중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총 4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cʹ(도)청 총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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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악조
악장

본청 악조 장단 수

진양조 b♭(도), e♭(도) 경제 7

중모리 c(도) 경제 4

<표 54> 제2기 전체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에서 평조가 출현한 악장은 진양조와 중모리 총 2개

이다. 그리고 전체 평조는 총 12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

개와 b♭(도)청, e♭(도)청, c(도)청 총 3개이다.

제2기 진양조에서는 제1기의 평조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구성과, 본청

과 선율진행이 독립적인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모리에서는 단

일 장단으로 독립된 청과 선율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른 악조와 악조사

이에서 돌장으로 사용된 점이 특이하며, 위의 내용은 제2기 중모리 평조

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계면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이며 총 다섯 악장이다. 계면조에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우계면조 이상 6

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2기 진양조의 계면조는 제30～36장단, 제37～43장단, 제49～55장단까

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9 -

1) g(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g(라)청인 악조는 제30～31장단, 제33～36장단까지 평계면조, 변

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82> 제2기 진양조 g(라) 본청 계면조(제30-31, 33-36장단) 

위 <악보 82>에서 출현음은 c(레), d(미), e♭(파), f(솔), g(라), b♭

(도)-a(시), cʹ(레), dʹ(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d(미)는 농현을 하고, b♭

(도)-a(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f(도)-e(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

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30장단 제1박 g(라)에서 cʹ(레)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31장단까

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30장단 제3박에서 산조의 구성음이 아닌 e♭(파)

의 출현은 변청하기 위해 돌장 역할의 제시 음이다. 그리고 제31장단 제

5박과 제6박에서 변청 될 음계로 기능이 전환된다. 종지음은 e♭(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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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3장단 제1박 b♭(도) 진행을 시작으로 제36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33장단부터 안정적인 평계면조 진행을 하다가 제36장단 제2박

에서는 변계면조 꺾는음 f(도)-e(시)가 출현하는데, 변청을 위한 변계면

조의 활용이다. 이러한 변계면조를 활용한 변청은 시나위에서 자주 출현

하는 선율이며,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

은 g(라)이다. g(라)청의 구성음은 g(라), b♭(도)-a(시), cʹ(레), dʹ(미), f
(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83>과 같다.

청

<악보 83>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g(라)청 음계

2) c(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cʹ(라)청인 악조는 제32장단, 제37～39장단, 제49장단 평계면조,

제40～43장단, 제50～55장단 진계면조, 제38장단 제5박, 제39장단 제3박,

제50장단 제4박, 제51장단 제3박에서 변계면조이며, 총 3개이다.

<악보 84> 제2기 진양조 cʹ(라) 본청 계면조(제32, 37-43, 49-5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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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84>에서 출현음은 c(라), g(미), b♭(솔), cʹ(라), eʹ♭(도)-dʹ
(시), fʹ(레), gʹ(미), bʹ♭(솔), cʹʹ(라), eʹʹ♭(도)-dʹʹ(시)이고, 변계면조 꺾는

음인 b♭(도)-a(시)가 옥타브위 bʹ♭(도)-aʹ(시)에서도 출현한다. 음의 기능

에서 g(미)는 농현을 하고 eʹ♭(도)-dʹ(시)는 꺾어준다. 총 두 곳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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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32장단에서 평계면조 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과 청 사이

에서 돌장으로 사용된 점이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제37～39장단은 평계면조이고, 제40～43장단은 진계면조이다. 제

49장단과 제50～55장단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변계

면조의 출현은 단조로운 계면조 선율에 새로운 긴장감과 악조형식을 제

시하고 있으며,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이다. 종지음은 진양조 계면

조 모든 악조에서 본청 cʹ(라)청으로 종지한다. 본청 c(라)청의 구성음은

c(라), e♭(도)-d(시), f(레), g(미), b♭(솔)이며 음계로 나타내면, 다음 <악

보 85>와 같다.

청

<악보 85>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c(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5>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g(라)
평계면조 30-30,32-36

청변계면조 36

c(라)

평계면조 32,37-39,49

청

진계면조 40-45,50-55

변계면조 38,53,50,51

<표 55>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진양조의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30～43장단까지 14장단,

제49～55장단까지 7장단 총 21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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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계면조, 변계면조 총 3개와 g(라)청, cʹ(라)청 총 2개이다. 제2기 진양

조 계면조에서 변계면조를 통해 변청을 유도하기도 하고, 단조로운 계면

조 선율에 새로운 긴장감과 악조형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계면

조를 활용한 변청은 시나위에서 자주 출현하는 선율이다. 그리고 제32장

단에서 평계면조 단일장단으로 구성되어 청과 청 사이에서 돌장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위의 내용은 제2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2기 중모리의 계면조는 제20～25장단, 제26～30장단, 제34～37장단,

제39～40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c(라)청인 악조는 제20～25장단까지 평계면조와 변계면조, 제3

9～40장단까지 평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86> 제2기 중모리 c(라) 본청 계면조(제20-25, 39-4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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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86>에서 출현음은 c(라), e♭(도)-d(시), g(미), cʹ(라), eʹ♭
(도)-dʹ(시), fʹ(레), gʹ(미), bʹ♭(솔), cʹʹ(라), b♭(도)-a(시)이며, 음의 기능

에서 g(미)는 농현을 하고, eʹ♭(도)-d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b♭(도)-a

(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20장단 제1박 g(미)를 농현하며, cʹ(라)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

로 제25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변계면조 꺾는 음이 제21장단 제9박

과 제22장단 제4박에서 출현하며,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이후 제23장단부터 제25장단까지 평계면조로 진행한

다.

둘째, 제39～40장단에서는 평계면조 두 장단만 출현하여 종지 선율로

사용되었다.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는 것은 제

2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두 곳 동일하

게 cʹ(라)청이다.
c(라)청의 구성음은 c(라), e♭(도)-d(시), f(레), g(미), b♭(솔)이며, 음계

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8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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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87>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c(라)청 음계

2) f(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f(라)청인 악조는 제26～30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88> 제2기 중모리 f(라) 본청 계면조(제26-30장단)

위 <악보 88>에서 출현음은 f(라), cʹ(미), fʹ(라), aʹ♭(도)-gʹ(시)이며, 음
의 기능에서 cʹ(미)는 농현을 하고, aʹ♭(도)- gʹ(시)는 꺾어준다. 제26장단
제1박 cʹ(미)를 농현하며, f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29장단 제6박가지

진행한다. 실질적인 f(라)청은 제26장단부터 제29장단 제6박까지이고, 제

7박부터 c(라)청으로 변청되어 제30장단까지 선율 진행한다. 산조의 특성

상 장단을 중심으로 악조나 본청이 구분된다. 그러나 장단 중간에 박을

기준으로 본청이 구분되는 것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서양 작곡기법이 수

용된 것이다. 그리고 계면조에서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f(라)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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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위의 내용은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f(라)청이다. f(라)청의 구성음은 f(라), a♭

(도)-g(시), b♭(레), cʹ(미), e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89>와 같다.

청

<악보 89>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f(라)청 음계

3) a(라) 본청 계면조(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본청이 a(라)청인 악조는 제34장단 메나리계면조84)와 제35～37장단까지

메나리제이며, 총 2개이다.

<악보 90> 제2기 중모리 a(라) 본청 계면조(제34-37장단)

위 <악보 90>에서 출현음은 e(미), g(솔), a(라), cʹ(도)-b(시), ʹd(레), eʹ
84) 메나리계면조라는 악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악조는 아니며, 김영재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전승 중에 김영재는 ‘메나리제의 느낌으로 계면조를 연주하라는 의미’
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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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e(미)는 농현을 하고, cʹ(도)-b(시)는 꺾어준다.

그러나 메나리제에서는 cʹ(도)를 퇴성한다. 제34장단은 전형적인 평계면

조에 메나리제 느낌의 표현으로 진행하다가 제35장단에서 자연스럽게 메

나리제로 전환하며 진행한다. 그리고 ‘메나리계면조’라는 용어는 새로운

음악용어이다. 새로운 음악용어의 사용은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

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a(라)청이다.

a(라)청의 구성음은 a(라), cʹ(도)-b(시), ʹd(레), eʹ(미)이며, 음계를 악보

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91>과 같다.

청

<악보 91>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a(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6>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라)
평계면조

20-25,
39-40

청변계면조 21, 22

f(라) 평계면조 26-30
청

a(라)

메나리
계면조 34

청메나리제 35-37

<표 56>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중모리의 계면조의 청과 악조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20장단부터 제30장

단까지 11장단, 제34장단부터 제37장단까지 4장단, 제39장단부터 제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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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까지 2장단이며, 총 17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로는 평계면조, 변

계면조, 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총 4개와 c(라)청, f(라)청, a(라)청 총 3

개이다.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

과를 주고 있다. 제29장단에서 변청이 발생되는데, 제1박부터 제6박까지

는 f(라)청으로 선율진행을 하고, 제7박부터는 c(라)청으로 변청되어 제

30장단까지 선율 진행한다. 우리음악의 특성상 장단을 중심으로 악조나

본청이 구분된다. 그러나 장단 중간에 박을 기준으로 청이 구분되는 것

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서양 작곡기법이 수용된 것이다. 그리고 계면조에

서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f(라)본청과 ‘메나리계면조’라는 용어를 새롭

게 사용하였다. 위의 내용은 제2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중중모리

제2기 중중모리의 계면조는 제21～24장단, 제25～27장단, 제28～32장단

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21～24장단, 제28～32장단까지 평계면조와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92> 제2기 중중모리 b♭(라) 본청 계면조(제21-24, 28-3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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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92>에서 출현음은 B♭(라), d♭(도)-c(시), e♭(레), f(미), b♭

(라), dʹ♭(도)-cʹ(시), a♭(도)-g(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f(미)는 농현을 하

고 dʹ♭(도)-c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a♭(도)-g(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

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지며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21장단 제1박 f(미)를 농현하며, b♭(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

24장단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제23장단 제2박에서 변계면조가 출현하는

데,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으며, 청 변화를 위한 꺾는 음으로도 사용되었다.

둘째, 제29장단 제1박에서 b♭(라)를 리듬 분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32

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29장단 제2박에서 변계면의 출현은 변계면

조의 효과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선율의 진행은 시나위 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체적

으로 저음에서 선율 진행이 되고 있으며, 종지음은 두 곳 모두 b♭(라)청

이다. b♭(라)청의 구성음은 B♭(라), d♭(도)-c(시), e♭(레), f(미), a♭(솔)이

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93>과 같다.

청

<악보 93>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b♭(라)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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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f(라)청인 악조는 제25～27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94> 제2기 중중모리 f(라) 본청 계면조(제25-27장단)

위 <악보 94>에서 출현음은 c(미), f(라), a♭(도)-g(시), bʹ♭(레), cʹ(미)
이며, 음의 기능에서 c(미)는 농현을 하고, a♭(도)-g(시)는 꺾어준다. 제

25장단부터 제27장단가지 평계면조의 악조답게 음폭도 넓지 않으며 선율

이 계속 엮어가는 진행을 보여 준다. 그리고 계면조에서 본청으로 사용

되지 않는 f(라)청을 사용한 것이 특이한 점이며,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

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f(라)청이다. f(라)청의 구성음은

c(미), f(라), a♭(도)-g(시), bʹ♭(레), cʹ(미)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95>와 같다.

청

<악보 95>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f(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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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라)
평계면조 21-24, 28-32

청변계면조 23, 29

f(라) 평계면조 25-27
청

<표 57>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중중모리의 계면조의 청과 악조에 관하여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21장단부터

제32장단까지 총 12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b♭(라)청, f(라)청 총 2개이다. 전체적으로 저음역대에서 선율

진행이 되고 있으며, 평계면조의 악조답게 음폭도 넓지 않으며, 선율이

계속 엮어가는 진행을 보여 준다. 그리고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리고 계면조의 본청으

로 사용되지 않는 b♭(라)청, f(라)청의 사용은 시나위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제2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라) 엇모리

제2기 엇모리의 계면조는 제39～42장단, 제43～48장단, 제49～54장단까

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39～42장단, 제49～54장단까지 평계면조,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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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제2기 엇모리 b♭(라) 본청 계면조(제39-42, 49-54장단)

위 <악보 96>에서 출현음은 B♭(라), d♭(도)-c(시), e♭(레), f(미), b♭

(라), dʹ♭(도)-cʹ(시), fʹ(미), bʹ♭(라), a♭(도)-g(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f

(미)는 농현을 하고, dʹ♭(도)-c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a♭(도)-g(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39장단 f(미)를 시작으로 농현하며, b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42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40장단 제9박에서 변계면조가 출현하

는데,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

와 함께 제42장단 돌장으로써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제49장단 제1박 b♭(라)에서 옥타브아래 B♭(라)로 진행을 시작으

로 제54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49장단부터 제51장단까지는 저음으

로 진행 한 후, 제52장단에서 상청으로 진행한 후, 제54장단에서 종지한

다. 종지음은 두 곳 모두 b♭(라)청이다. b♭(라)청의 구성음은 B♭(라), d♭

(도)-c(시), e♭(레), f(미), a♭(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

보 9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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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97> 제2기 엇모리 계면조의 b♭(라)청 음계

2) f(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f(라)청인 악조는 제43～48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98> 제2기 엇모리 f(라) 본청 계면조(제43-48장단) 

위 <악보 98>에서 출현음은 c(미), f(라), a♭(도)-g(시), b♭(레), cʹ(미)
이며, 음의 기능에서 c(미)는 농현을 하고 a♭(도)-g(시)는 꺾어준다. 제

43장단 제1박 a♭(도)를 시작으로 제48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평계면

조 악조답게 음폭도 넓지 않으며, 표현이 엇모리의 리듬에 맞게 진행을

한다. 계면조의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f(라)청의 출현은 제2기 엇모리

계면조의 특징이다. 종지음은 f(라)청이다.

f(라)청의 구성음은 f(라), a♭(도)-g(시), b♭(레), cʹ(미), e♭(솔)이며, 음
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99>와 같다.

청

<악보 99> 제2기 엇모리 계면조의 f(라)청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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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8>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라)
평계면조 39-42, 49-54

청변계면조 40

f(라) 평계면조 43-48
청

<표 58> 제2기 엇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엇모리의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2기 엇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39장단부터 제54장단까

지 총 16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b♭

(라)청, f(라)청 총 2개이다. 변계면조가 출현하여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

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리고 계면조의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b♭(라)청, f(라)청의 출현은 시나위 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제

2기 엇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 자진모리

제2기 자진모리의 계면조는 제26～62장단, 제90～93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우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26～52장단, 제60～62장단, 제90～93장단까

지 평계면조, 제53～59장단까지 우계면조, 제35장단 제3박, 제36장단 제1

박, 제40장단 제3박, 제41장단 제3박, 제44장단 제1박까지 변계면조이며,

총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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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0> 제2기 자진모리 b♭(라) 본청 계면조(제26-62, 90-9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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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00>에서 출현음은 B♭(라), f(미), a♭(솔), b♭(라), dʹ♭(도)-cʹ
(시), eʹ♭(레), fʹ(미), aʹ♭(솔), bʹ♭(라), dʹʹ♭(도)-c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

서 f(미)는 농현을 하고 dʹ♭(도)-c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a♭(도)-g(시)

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

다.

첫째, 제26장단부터 제62장단까지는 제1기 선율에서 확장하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제26장단 dʹ♭(도)를 퇴성하며, fʹ(미)로 진행하는 것을 시작

으로 제33장단까지 하나의 악구로 진행한다. 이후, 제34장단 f(미)를 농

현하며, b♭(라)로 진행하며, 두 번째 악구를 시작한다. 제35장단과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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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그리고 제40장단, 제41장단, 제44장단에 연속적으로 변계면조의 꺾

는 음이 출현하며, 평계면조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제53장단부

터 제59장단까지는 우계면조가 등장한다. 제1기와 제2기 통틀어 악조 우

계면조의 등장이 유일하다. 음계는 계면조 음계를 사용하지만 음 기능을

절제하며, 우조의 표현을 사용한다. 우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일 청에서도

다양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2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제90장단부터 제93장단까지 진행한다. 이 부분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두 곳 모두 종지음은 b♭(라)청이다. b♭(라)

청의 구성음은 B♭(라), d♭(도)-c(시), e♭(레), f(미), a♭(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01>과 같다.

청

<악보 101> 제2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b♭(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9>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라)
평계면조

26-52, 60-62,
90-93

청
우계면조 53-59
변계면조 35,36,40,41,44

<표 59> 제2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2기 자진모리의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제2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26장단부터 제62장

단까지 37장단, 제90장단부터 제93장단까지는 4장단이며, 총 41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우계면조 총 3개와 b♭(라)청 총

1개이다. 평계면조의 단조로움에 변계면조의 꺾는 음이 출현하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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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그리고 제1기와 제2기 통틀어 악조 우계면조의 등장이 유일

하며, 음계는 계면조 음계를 사용하지만 음 기능을 절제하며, 우조의 표

현을 사용한다. 우계면조와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일 청임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선율진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2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특징

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바) 소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5개의 악장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 계면조는 해당 장단은 총 22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

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총 3개와 g(라)청, c(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

현하였다.

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17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

면조, 변계면조, 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총 4개와 c(라)청, f(라)청, a(라)

청 총 3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중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12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

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b♭(라), f(라)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엇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16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

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b♭(라), f(라)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자진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41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

계면조, 변계면조, 우계면조 총 3개와 b♭(라)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제2기 전체악장의 계면조는 총 108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조는 c(라)

청, g(라)청, f(라)청, a(라)청, b♭(라)청 이상 총 5개의 본청과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우계면조 이상 총 6개의 악

조가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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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g(라), c(라) 평계면조,진계면조,변계면조 23

중모리 c(라), f(라), a(라) 평계면조, 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변계면조 17

중중모리 b♭(라), f(라) 평계면조, 변계면조 12

엇모리 b♭(라), f(라) 평계면조, 변계면조 16

자진모리 b♭(라) 평계면조, 우계면조, 변계면조 48

<표 60> 제2기 전체 계면조의 청과 악조

진양조에서는 계면조 선율과 함께 청과 악조도 대폭 보강되었다. 그리

고 단일 악조로 평계면조 선율 1장단으로 구성되어서 다른 청과 청 사이

에 돌장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중모리에서는 메나리계면조와 메

나리제 악조의 적용과 함께 산조의 특성상 ‘장단’을 중심으로 악조나 청

이 구분되는데 장단 중간에 ‘박’을 기준으로 청이 구분되었음을 확인 하

였다.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는 계면조의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b♭

(라)청, f(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진모리에서는 우계면조가 등장하는데, 제1기와 제2기 통틀어 악조 우

계면조의 등장이 유일하며, 음계는 계면조 음계를 사용하지만 음 기능을

절제하며, 우조의 표현을 사용한다. 우계면조와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

일 청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선율진행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1기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에서만 적용되었던 악조인 변계면

조가 제2기에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추가된

5개의 전 악장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변계면조의 출현을 통해 단일청 진

행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음역대에서 변계면조 선율

의 출현은 경기시나위선율에 기반 한 것이다. 위의 내용들은 제2기 계면

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제2기 청 이동의 특징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 중 하나는 빈번한 청의 이동이다. 청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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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다는 것은 음악의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하며 때로는 다층적 선

율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는 다른 유파의 산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청 이동의 동일성과 차이를 보

여주는 악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동일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청 이동이 추가된 제2기 김영재류 해

금산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이하 ‘추가된’이라는 용

어는 생략함)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제2기의 선율구성은 제1기의

선율에서 추가된 선율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추가된 선율의 위치가 장단

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제2기 진양조에서 추가된 선율의 위치는 우조는 앞부분, 평

조는 중간부분, 계면조는 뒷부분으로 제각각이다. 각각의 추가된 선율의

위치에서 추가된 부분이 독립된 선율이 아닌 기존청의 선율에서 확장된

선율의 경우에는 청의 이동이 제1기의 것을 따르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선율의 추가일지라도 제1기의 청 이동 기준을 반영하여 제2기에

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청 이동을 중심으로 진행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순서는 제1기와 같으며, 진양조 계면조에서 제

시한 청이 각각의 악장에서 동일한 청으로 관습적인 원칙으로 종지하는

지 새로운 원칙의 종지를 따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가) 시종(始.終)이 동일한 청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의

악장에서 동일한 청 이동을 나타내는데, 그 중 진양조의 계면조 본청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앞서 서술한 대로 진양

조에서 계면조 본청이 기준점이 되어 이후 다른 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

는지를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악장에서 시작되는 시작하는 청과 변조되는 경과 청 부분,

그리고 종지 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시작하는 청과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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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제2기 진양조의 청 이동

제2기 진양조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2> 제2기 진양조의 청 이동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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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02>에서 제2기 진양조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조에서 추가된 우조 제1～3장단과 평조 제18～20장단은 기존청에서

확장된 선율 형태이므로 청 이동은 제1기의 기준이 적용되어 제2기에서

는 생략하겠다. 제1장단 c(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제29장단 c(라)청 계면

조에서 제30장단 g(라)청 계면조로, 제36장단 g(라)청 계면조에서 제37장

단 c(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43장단 c(라)청 계면조에서 제

44장단 e♭(도)청 평조로, 제48장단 제2박 e♭(도)청 평조에서 제48장단

제3박 c(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이후, 동일 청으로 제55장단에서 종지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진양조의 청 이동은 c(라)-g(라)-c(라)이며, 우조

c(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c(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진양조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1>과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청 변청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g(라) g(라)-c(라) c(라)-e♭(도) e♭(도)-c(라) c(라)
장단 1 29-30 36-37 43-44 48.2-48.3 55

<표 61> 제2기 진양조의 청 이동 위치

2) 제2기 중모리의 청 이동

제2기 중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3> 제2기 중모리의 청 이동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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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03>에서 제1장단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30장단 c(라)

청계면조에서 제31장단 c(도)청 평조로, 제38장단 c(도)청 평조에서 제39

장단 c(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이후 동일한 청으로 제40장단에서 종지

한다. 청 이동은 c(라)-c(도)-c(라)이다. 제2기 중모리의 청 이동은 계면

조 c(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c(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2>와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c(도) c(도)-c(라) c(라)
장단 1 30-31 38-39 40

<표 62> 제2기 중모리의 청 이동 위치

3) 제2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

제2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4> 제2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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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04>에서 제1장단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62장단 b♭

(라)청 계면조에서 제63장단 d♭(도)청 평조로 변조한다. 이후, 제89장단

d♭(도)청 우조에서 제90장단 b♭(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동일 청으로

제102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b♭(라)-d♭(도)-b♭(라)이다. 제2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은 계면조 b♭(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b♭(라)청으

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2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3>과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우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b♭(라) b♭(라)-d♭(도) d♭(도)-b♭(라) b♭(라)

장단 1 62-63 89-90 102

<표 63> 제2기 자진모리 청 이동 위치

4) 제2기 단모리85)의 청 이동

제2기 단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 제2기 단모리에는 추가선율이 없으나 청 진행의 변화로 인해 단모리에서도 청의 변화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청 이동의 특징에서는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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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5> 제2기 단모리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05>에서 제1장단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16장단 b♭

(라)청 계면조에서 제17장단 d♭(도)청 평조로 변조한다. 그리고 제27장단

d♭(도)청 평조에서 제28장단 b♭(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동일한 청으

로 제53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b♭(라)-d♭(도)-b♭(라)이다. 제2기

단모리의 청 이동은 계면조 b♭(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b♭(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2기 단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4>와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b♭(라) b♭(라)-d♭(도) d♭(도)-b♭(라) b♭(라)

장단 1 16-17 27-28 53

<표 64> 제2기 단모리 청 이동 위치

이상과 같이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을 살펴보았다. 진양조에서 우조로 시작하여 계면조로 종지하는 것

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4개의 모든 악장에서 제2기 시작장단에 제시된

청이 맨 마지막 장단의 종지에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대로 진양조의 종지 청이 기준이 되어 전체 악장의 종지때 진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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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지하는 청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적인 규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데 중모리만 진양조의 종지 청을 사용할 뿐이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은 b♭(라)청 계면조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1기보다 청이 2도 높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제1기에서는 자

진모리와 단모리의 청 이동의 시작과 종지가 a(라)로 동일하였는데, 제2

기에서는 b♭(라)청으로 2도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

면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청 이동을 연구한 후에 서술하도록 하겠다.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 악장의 청 이동의 시작과 종지를 표로 나

타내면, 다음 <표 65>와 같다.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b♭(라) b♭(라) b♭(라) b♭(라)
장단 1 55 1 40 1 102 1 53

<표 65> 제2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종청 

(나) 시종(始.終)이 다른 청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 동일한 청 진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개의 악장은 산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중모리의 앞

선 악장인 중모리의 종지하는 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중중모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아야하기 때

문이다. 앞선 연구에서 중모리는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c(라)청 계

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악장 전체의

청 진행 중에 시작과 변조되는 경과부분, 그리고 종지의 청이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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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

제2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6> 제2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06>에서 제1장단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24장단 b♭

(라)청 계면조에서 제25장단 f(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27장

단 f(라)청 계면조에서 제28장단 b♭(라)청 계면조로 변청한 후, 동일 청

으로 제32장단에서 종지한다. 엇모리의 청 이동은 b♭(라)-f(라)-b♭(라)이

다. 이상과 같이 중중모리의 청 이동은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b♭

(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2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6>과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청 변청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계면조 계면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b♭(라)-f(라) f(라)-b♭(라) b♭(라)
장단 1 24-25 27-28 32

<표 66> 제2기 중중모리 청 이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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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엇모리의 청 이동

제2기 엇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7> 제2기 엇모리의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07>에서 제1장단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42장단 b♭

(라)청 계면조에서 제43장단 f(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48장

단 f(라)청 계면조에서 제49장단 b♭(라)청 계면조로 변청한 후, 동일한

청으로 제54장단에서 종지한다. 제1기와 제2기의 엇모리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을 비교해보면, 제1기의 시작하는 청은 b♭(라)청이고 종지하

는 청은 a(라)청이다. 그리고 제2기의 시작하는 청은 c(라)청이고, 종지

하는 청은 b♭(라)청이다. 제1기와 제2기의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이

각각 2도씩 차이가 발생하였다. 제1기와 제2기 모두 중중모리의 종지하

는 청 b♭(라)청으로 동일한 가운데 제2기에서만 c(라)청으로 시작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기에서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청 이동의 동일성

을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제2기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제2기 중중모리

에서 b♭(라)청으로 종지한 후, 엇모리 시작하는 청을 c(라)청86)으로 변경

86) 제2기 악보집을 출판하기 전에 필자의 건의에 의해 중중모리를 b♭(라)청으로 종지한 후,
2도높여 c(라)청으로 이동하여서 엇모리 내드름을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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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 오는 차이이다. 그러므로 제2기 시작하는 청은 c(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b♭(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엇모리의 청 이동은 c(라)-f(라)-b♭(라)이다. 엇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7>과 같다.

이동순서 시작 변청 변청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b♭(라)-f(라) f(라)-b♭(라) b♭(라)
장단 1 42-43 48-49 54

<표 67> 제2기 엇모리의 청 이동 위치

이상과 같이 중중모리, 엇모리 등 2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을 살펴보았

다. 두 악장의 공통점은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하행 진

행하여 종지했다는 점이다. 즉,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제1장단 c(라)청 계

면조로 시작하여 b♭(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따라서 제2기에서는 중

중모리에서 b♭(라)청으로 종지한 후, 엇모리에서 시작하는 청을 c(라)청

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2개의 악장에서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이 동

일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2기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

서 청 이동의 시작청과 종지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8>과 같다.

이동
순서

중중모리 엇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b♭(라) c(라) b♭(라)
장단 1 32 1 54

<표 68> 제2기 중중모리, 엇모리 시.종청 

(다) 소결

제2기 청 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의 악장에서는 제1장단 시작하는 청에서 제시된 청이 맨 마지막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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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 엇모

리 2개의 악장에서는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

여 동일하게 종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2기에서는 중중모리에서 b♭

(라)청으로 종지한 후, 엇모리 시작하는 청을 c(라)청으로 변경하였기 때

문에, 제1기보다 제2기가 2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진양조에서 제시한 c

(라)청 계면조는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까지만 적용되고, 중중모리와 엇

모리에서는 c(라)청으로 시작하여 b♭(라)청으로 종지하며, 각각 2도씩 하

행진행하게 된다. 이후,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엇모리의 종지하는 청인 b
♭(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악장 끝 곡인 단모리에서 b♭(라)청 계면조로

종지하게 된다. 청 이동에 있어서 두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

는 차이의 전개에 의해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의 청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 이동의 특징은 시

나위와 무속음악의 청 이동에서 나타나는데, 두 장르의 음악적 영향이

작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제1기와 제2기의 진양조부터 단모리

까지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9>와 같다.

시기 제1기 구성 시기 시.종청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c(라) b♭(라) b♭(라) a(라) a(라) a(라) a(라) a(라)

장단 1 23 1 19 1 20 1 38 1 68 1 53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시.종청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c(라) b♭(라) c(라) b♭(라) b♭(라) b♭(라) b♭(라) b♭(라)

장단 1 55 1 40 1 32 1 54 1 102 1 53

<표 69> 제1기. 제2기 진양조-단모리의 시.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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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기 선율의 특징

제2기 선율의 특징은 조의 진행과 청의 진행의 유사함과 새로운 돌장의

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사한 조와 청의 구조

일반적인 산조의 선율진행은 각각 독립된 악장과 선율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악장구조 속에 선율진행에 따라서 우조, 평조, 계면조로 분류

할 수 있다. 산조를 구성하고 확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1기의 산조

에 속해있는 조에 선율만 추가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기존 산조에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제2기 김영

재류 해금산조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확장방식과 함께 다른 산조와는 차

별화 된 방식으로 선율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각각의 악장에

추가된 선율을 중심으로 그 선율의 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한다.(이

하 ‘추가된‘이란 용어는 생략함) 우선 동일한 조 진행을 보이는 악장별로

구분하여 파악한 후, 제2기의 선율이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한다.

(가) 제2기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

제2기에서 진양조의 장단 수는 55장단이고, 중모리는 40장단이다. 그리

고 자진모리는 102장단이다. 각각의 악장 중에서 추가된 장단은 진양조

32장단, 중모리 18장단, 자진모리 48장단이다. 위 3개의 악장에서 추가된

장단 수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는 무엇이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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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조의 진행

세 개 악장의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8> 제2기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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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08>에서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3개의 악장에서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조는 우조-평조-계면조-평조-계면조이고, 중모리는 계면조-평조-

계면조이다. 그리고 자진모리는 계면조-우조-계면조이다. 진양조에서 앞

부분과 중간부분에 제1기 선율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우조 3장단과 평

조 3장단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뒷부분에 추가된 선율의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계면조 14장단-평조 4장단-계면조 8장단 순서로 진행한다. 중

모리는 계면조 11장단-평조 3장단-계면조 7장단 순서이다. 그리고 자진

모리는 계면조 27장단-우조 7장단-계면조 4장단 순서이다. 장단 수만 차

이가 있을 뿐, 조의 진행은 진양조와 중모리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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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진모리는 앞의 두 악장의 평조부분에 우조만 출현할 뿐, 유사

한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0>과 같다.

악조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진양조 장단 30-43 44-47 48-55
중모리 장단 20-30 31-33 34-40
자진모리 장단 26-62 (우조)83-89 90-93

<표 70> 제2기 조 진행이 동일한 악장-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이상과 같이 제2기 선율구조의 특징 중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다

음과 같다. 진양조의 장단 수는 55장단이고 중모리는 40장단이며, 자진모

리는 102장단이다. 각각의 악장 중에서 추가된 장단은 진양조 32장단, 중

모리 18장단, 자진모리 48장단이다. 진양조와 중모리 그리고 자진모리에

서 유사한 조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조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는 우조-평조-계면조-평조-계면조이고 중모리는 계면조-평조-계면조이

다. 그리고 자진모리는 계면조-우조-계면조이다.

진양조에서 제1기 선율을 보완하기 위해 앞부분과 중간부분에 추가된

우조 3장단과 평조 3장단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뒷부분에 추가된 선율

의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진양조는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하

고 중모리는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한다. 그리고 자진모리는

계면조-우조-계면조 순서이다. 조의 진행에서 진양조와 중모리는 동일하

고 자진모리는 평조 부분에서 우조로 대체 되었을 뿐, 유사한 조의 진행

을 보이고 있으며, 제2기 선율구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제2기 본청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

제2기에서 중중모리의 장단 수는 32장단이고 엇모리는 54장단이다. 각

각의 악장 중에서 추가된 장단은 중중모리 12장단, 엇모리 16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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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장단 수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는 다음과 같다.(이하 ‘추가된’이란

용어는 생략함) 중중모리는 계면조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엇모리도 동일

하다. 따라서 2개의 악장에서 단일 조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두 악장의 청 진행 구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파악한 후, 비

교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중중모리의 청 진행

제2기 중중모리의 청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9> 제2기 중중모리의 청 진행 장단

위 <악보 109>에서 제2기 중중모리의 제20～32장단까지의 청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0장단에서 b♭(라)청으로 시작하여 제24장단 b
♭(라)청에서 제25장단 f(라)청으로 변청 한 후, 제27장단 f(라)청에서 제

28장단 b♭(라)청으로 변청한다. 그리고 동일 청으로 제32장단에서 종지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중중모리의 청 진행은 b♭(라)-f(라)-b♭(라)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1>과 같다.

조와 청
악장

계면조
b♭(라) f(라) b♭(라)

중중모리 장단 21-24 25-27 28-32

<표 71> 제2기 중중모리 청의 진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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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엇모리의 청 진행

제2기 엇모리의 청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0> 제2기 엇모리의 청 진행 장단

위 <악보 110>에서 제2기 엇모리의 제39～54장단까지의 청 진행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9장단에서 b♭(라)청으로 시작하여 제42장단 b♭

(라)청에서 제43장단 f(라)청으로 변청한 후, 제48장단 f(라)청에서 제49

장단 b♭(라)청으로 변청한다. 그리고 동일 청으로 제54장단에서 종지한

다. 이것을 정리하면, 엇모리의 청 진행은 b♭(라)-f(라)-b♭(라)이다. 이것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2>와 같다.

조와 청
악장

계면조
b♭(라) f(라) b♭(라)

엇모리 장단 39-42 43-48 49-54

<표 72> 제2기 엇모리 청의 진행 위치

이상과 같이 제2기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청 진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2기에서 중중모리의 장단 수는 중중모리 12장단, 엇모리 16장

단 순서이다.

장단 수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는 다음과 같다. 중중모리는 계면조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엇모리도 동일하다. 중중모리의 청 진행은 계면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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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에서 b♭(라)-f(라)-b♭(라)로 청 진행을 하였고, 엇모리도 b♭(라)-f

(라)-b♭(라)로 청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중중모리와 엇모리

의 선율에서 청 진행의 동일성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형식의 골격을 갖춘

가운데 전통적인 어법의 내용을 채워가는 구조이며, 제2기 선율의 특징

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 악장의 청 진행을 정리하면, 다음 <표 73>과

같다.

조와 청
악장

계면조
b♭(라) f(라) b♭(라)

중중모리 장단 21-24 25-27 28-32
엇모리 장단 39-42 43-48 49-54

<표 73> 제2기 중중모리와 엇모리 조와 청의 진행 구조

(다) 소결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과 청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에 관한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

장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이고, 청이 동일한 악장은 중중모리, 엇모

리이다.

첫째,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와 중모리 그리고 자진모리에서 유사한 조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

며, 조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는 우조-평조-계면조-평조-계면조

이고, 중모리는 계면조-평조-계면조이다. 그리고 자진모리는 계면조-우

조-계면조이다. 진양조에서 앞부분과 중간부분에 추가된 우조 3장단과

평조 3장단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장단으로 제외한다

면, 독립적인 뒷부분에 추가된 선율의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진양조의 대분류는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하고, 중모리는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자진모리는 계면

조-우조-계면조 순서이다. 조의 진행에서 진양조와 중모리는 동일하고,

자진모리는 평조부분에서 우조로 대체 되었을 뿐, 유사한 조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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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제2기 선율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

다.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 74>와 같다.

악조
악장 계면조 평조 계면조

진양조 장단 30-43 44-47 48-55
중모리 장단 20-30 31-33 34-40
자진모리 장단 26-62 (우조)83-89 90-93

<표 74> 제2기 조 진행이 동일한 악장-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둘째,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청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다음과 같다.

제2기에서 중중모리의 장단 수는 12장단, 엇모리 16장단이며, 청의 진행

은 다음과 같다.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계면조로만 구성 되어있으며, 중중

모리의 청 진행은 계면조에서 b♭(라)청-f(라)청-b♭(라)청으로 청 진행을

하였고, 엇모리도 b♭(라)청-f(라)청-b♭(라)청으로 청 진행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제2기 중중모리와 엇모리에 선율에서 청 진행의 동일성은 산조

구성에 있어서 형식의 골격을 갖춘 가운데 전통적인 어법의 내용을 채워

가는 구조이며, 제2기 선율구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 악장의

청 진행을 정리하면, 다음 <표 75>와 같다.

조와 청
악장

계면조
b♭(라) f(라) b♭(라)

중중모리 장단 21-24 25-27 28-32
엇모리 장단 39-42 43-48 49-54

<표 75> 제2기 중중모리와 엇모리 조와 청의 진행 구조

(2) 제2기 돌장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돌장은 변청이나 조의 변화에 따른 청의 이동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형식이다. 돌장의 사용은 청과 청 그리고 조의 변화를 자연스럽

게 연결해주며, 음악적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른 산조에서는 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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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진양조에만 국한되어 1회성에 지나지 않지만, 제2기 김영재류 해

금산조에서는 다수의 돌장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돌장에 사용된 선율로

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 돌장 유형2

제2기 자진모리 돌장 유형2의 선율이다.

<악보 111> 제2기 돌장 유형2-자진모리

위 <악보 111>에서 제88장단은 d♭(도)청 우조이고, 제89장단은 돌장이

다. 그리고 제90장단은 b♭(라)청 계면조이다. 제89장단의 돌장을 활용하

여 변조하는 선율이다. 제89장단의 돌장 선율을 보면, 제88장단 우조의

d♭(도)청 중심의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앞 장단의 본청을 유지하는

가운데 돌장 장단 끝박에서 본청인 d♭(도)를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

게 제90장단에서 b♭(라)청으로 변청이 되게끔 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돌장 유형2를 사용하는 악장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제48장단

제1박-제2박, 엇모리 제42장단, 자진모리 제89장단 총 3곳이다. 위의 내

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6>과 같다.

악장 진양조 엇모리 자진모리
돌장 장단 48.1-2 42 89

<표 76> 제2기 돌장 유형2-진양조, 엇모리, 자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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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장 유형3

제2기 진양조 돌장 유형387)의 선율이다.

<악보 112> 제2기 진양조 돌장 유형3-진양조

위 <악보 112>에서 제2기 진양조의 제32장단 돌장에서는 제1기에서 출

현했었던 돌장 유형1과 2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돌장(이하 돌장 유형3)

이며, 돌장 유형3의 선율이다.

제31장단은 g(라)청 계면조이고, 제32장단은 c(라)청 계면조 돌장이다.

그리고 제33장단은 g(라)청 계면조이다. 돌장에 해당되는 제32장단이 독

립된 청과 악조를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결과적으로는 제31장단에

서 돌장 장단인 제32장단으로 변청 한 후, 다시 제32장단에서 제33장단

으로 변청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돌장의 구조는 기존 산조에서는 사용하

지 않는 유형이며,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88). 그리고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산조연주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2기 선율구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돌장 유형3을 사용하는 악장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제32장단, 중모리 제38장단 이상 총 2곳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7>과 같다.

87) 1개 또는 2개의 장단으로 구성되어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가지고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
서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영재의 의중이 반영된 용어이다.

88) 김영재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작곡을 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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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진양조 중모리
돌장 장단 32 38

<표 77> 제2기 돌장 유형3-진양조, 중모리

제2기 돌장이 사용된 횟수는 진양조 2회, 중모리 1회, 엇모리 1회, 자진

모리 1회 총 4개의 악장에서 총 5회 사용되었으며, 중중모리와 단모리에

는 없다. 각 악장의 돌장 사용 위치와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조는 제31장단 g(도)청 계면조에서 제32장단 c(라)청 돌장을 거쳐

제33장단 g(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47장단 eʹ♭(도)청 평조에

서 제48장단 제1박-제2박 돌장을 거쳐 제48장단 제3박 cʹ(라)청 계면조

로 변조하며, 총 2회 사용한다.

중모리는 제37장단 a(라)청 계면조(메나리제)에서 제38장단 c(도)청 평

조 돌장을 거쳐 제19장단 cʹ(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엇모리는 제41장단 bʹ♭(라)청 계면조에서 제42장단의 돌장을 거쳐 제43

장단 f(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자진모리는 제88장단 dʹ♭(도)청 우조에서 제89장단 돌장을 거쳐 제90장

단 bʹ♭(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이상과 같이 총 5회의 돌장 출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8>과 같

다.

악장
앞장단 돌장

장단
뒷장단

횟수
대분류 본청 대분류 본청

진양조

31 32c(라)
계면조

33
1

계면조 g(라) 계면조 g(라)
47

48.1-2
48.3

2
평조 e♭(도) 계면조 c(라)

중모리
37 38c(도)

평조
39

3
계면조 a(라) 계면조 c(라)

엇모리
41

42
43

4
계면조 b♭(라) 계면조 f(라)

자진모리
88

89
90

5
우조 d♭(도) 계면조 b♭(라)

<표 78> 제2기 돌장의 출현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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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나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이 총 2회 사용되었고, 계

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할 때는 총 3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 사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조에

돌장을 사용한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이고, 변청에 사용한 악장은 진양

조, 중모리, 엇모리이다. 그리고 제2기에서 돌장 유형1은 출현하지 않았

으며, 돌장에 사용된 선율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 두 가지는

다음 <표 79>와 같다.

            유형
 악장

돌장 유형2 돌장 유형3

장단 장단

진양조
32

48

중모리 38

엇모리 42

자진모리 89

<표 79> 제2기 돌장 유형2와 돌장 유형 3 

이상과 같이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돌장의 사용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

의 악장에 출현 하였으며, 출현횟수는 총 5회이다. 총 5회 중 우조나 평

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이 총 2회 사용되었고, 계면조에서 계

면조로 변청할 때는 총 3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

로 변조할 때는 돌장 사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조에 돌장을 사용한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이고, 변청에 사용한 악

장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이다. 그리고 제2기에서 돌장에 사용된 선율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제2기에서 돌장 유형1은 출현하지 않았

으며, 돌장 유형2는 돌장 장단 끝 박에서 앞장단의 본청을 유지하는 가

운데 본청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조와 변청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진양조,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3곳에서 사용되었다. 제2기

에서 새롭게 출현한 돌장 유형3은 돌장 자체로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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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변청과 변조를 진행하는 유형의 독특한 형태이다. 새로운 돌장 유

형의 사용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

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산조형식의 지경을 넓

혔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돌장 유형3의 사용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

곡기법을 적용한 것이며, 제2기 선율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

에서 출현하였으며, 출현횟수는 총 5회이다. 총 5회 중 우조나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이 총 2회 사용되었고,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할 때는 총 3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면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

할 때는 돌장 사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조에 돌장을 사용한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이고, 변청에 사용한 악

장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이다. 제2기 돌장에 사용된 선율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제2기에서 돌장 유형1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돌장

유형2는 돌장 장단 끝 박에서 앞장단의 본청을 유지하는 가운데 본청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조와 변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양조, 엇

모리, 자진모리 이상 3곳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2기에서 새롭게 출현

한 돌장 유형3은 돌장 자체로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청과 변조

를 진행하는 유형의 독특한 형태이다.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 변

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였으며, 산조형식의 지경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돌장 유형3의 사용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을 적용한 것

이며, 제2기 선율구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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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악장구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기의

선율은 제1기의 선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선율이 추가되어

확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진모리에서만 제1기의 선율 14장단

이 삭제되고 새로운 선율이 추가 되었다. 악장의 장단 수를 살펴보면 진

양조 55장단, 중모리 40장단, 중중모리 32장단, 엇모리 54장단, 자진모리

102장단, 단모리 53장단이며, 총 33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추

가된 선율은 진양조 32장단, 중모리 21장단, 중중모리 12장단, 엇모리 16

장단, 자진모리 48장단 총 129장단이며, 단모리에는 추가선율이 없다. 제

2기의 악장구조는 전체적으로 계면조의 비중이 높다.

둘째,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청과 악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 총 2개의 악장이며, 총 9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진우조, 드렁조, 평우조 총 3개와 c(라)청, d♭(도)청 총 2개의 본

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2기 자진모리에서도 드렁조가 출현하였으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기 우조에서는 전체

적으로 악조를 보완하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총 2개의 악장이며, 총 11

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b♭(도)청, e♭(도)청, c(라)

청 총 3개의 본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1기의 평조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선율과 독립적인 선율이 공존하고 있으며, 제38장단의 경우에는 단

일장단으로 구성되어 사용되었다.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

모리 총 5개의 악장이며, 총 109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계면조, 메나리제, 우계면조 총 6개와 g(라)

청, c(라)청, f(라)청, a(라)청 b♭(라)청 총 5개의 본청을 사용하였다. 진

양조에서는 계면조 선율과 함께 청과 악조도 대폭 보강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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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악조로 평계면조 선율 1장단으로 구성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중모

리에서는 메나리계면조와 메나리제의 적용과 함께 제1박부터 제6박까지

f(라)청으로 선율진행을 하고, 제7박부터는 c(라)청으로 장단 중간에 변

청되는 독특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산조의 특성상 ‘장단’을 중심

으로 악조나 청이 구분되는데 장단 중간에 ‘박’을 중심으로 청이 구분되

는 것은 서양 작곡기법이 수용된 것이다.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는 계면

조의 본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f(라)청의 사용은 시나위 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진모리에서는 제1기와 제2기 통틀어 우계면조의 등장은

자진모리가 유일하다. 음계는 계면조 음계를 사용하지만, 표현은 우조 표

현으로 음 기능의 드러냄 없이 선율 진행한다. 평계면조 진행중에 우계

면조의 출현으로 단일 청에서도 다양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제1기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에서만 적용되었던 악조인 변계면조가

제2기에는 추가된 5개의 악장에 확대 적용되어 변계면조의 출현을 통해

단일 청 진행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음역대에서 변

계면조 선율의 출현은 경기시나위 선율에 기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2기 청 이동의 특징에서 다음과 같다.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4개의 악장에서는 제1장단 시작 청에

서 제시된 청이 맨 마지막 장단의 종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 엇모리 2개의 악장에서는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여 동일하게 종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제2기에서는 중중모리에서 b♭(라)청으로 종지한 후, 엇모리 시작하는

청을 c(라)청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제1기보다 제

2기에서 2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진양조에서 제시한 c(라)청 계면조는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까지만 적용되고,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는 c(라)청으

로 시작하여 b♭(라)청으로 종지하며, 각각 2도씩 하행진행하게 된다. 이

후,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엇모리의 종지청인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

여 악장 끝 곡인 단모리에서 b♭(라)청 계면조로 종지하게 된다. 청 이동

에 있어서 두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개에 의해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의 청 이동



- 176 -

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청 이동에서 나타나는데, 두 장르의 음악적 영향

이 작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넷째,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 청의 진행이 동

일한 악장, 돌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기에서 선율의 특징 중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진양조 앞부분과 중간부분에 추가된 우조

3장단과 평조 3장단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장단으로써

제외한다면, 뒷부분에 추가된 선율의 조의 진행은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하고, 중모리도 계면조-평조-계면조 순서로 진행한다. 그리

고 자진모리는 계면조-우조-계면조 순서이다. 조의 진행에서 진양조와

중모리는 동일하고, 자진모리는 평조부분에서 우조로 대체 되었을 뿐, 유

사한 조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제2기에서 선율의 특징 중 청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중중모리와 엇모리

이며, 계면조로만 구성 되어있다. 중중모리의 청 진행은 계면조에서 b♭

(라)청-f(라)청-b♭(라)청으로 청 진행을 하였고, 엇모리도 b♭(라)청-f(라)

청-b♭(라)청으로 청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2기 중중모리와 엇모리

의 선율에서 청 진행의 동일성은 산조구성에 있어서 형식의 골격을 갖춘

가운데 전통적인 어법의 내용을 채워가는 구조이다.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

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 출현하였으며, 출현 횟수는 총 5회이다. 총 5

회 중 우조나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이 총 2회 사용되었

고,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 할 때는 총 3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면

조에서 우조나 평조로 변조할 때는 돌장 사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조에 돌장을 사용한 악장은 진양조, 자진모리이고, 변청에 사용한 악

장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이다. 제2기 돌장에 사용된 선율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제2기에서 돌장 유형1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돌장

유형2는 돌장 장단 끝 박에서 앞장단의 본청을 유지하는 가운데 본청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조와 변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양조,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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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자진모리 이상 3곳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2기에서 새롭게 출현

한 돌장 유형3은 돌장 자체로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조와 변청

을 진행하는 유형의 독특한 형태이다.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 변

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되는 것이며, 산조형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돌장 유형3의 제시는 산조 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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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기 구성 시기(2000-2008)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3기 구성 시기(이하 제3기)는 1999년 악보집

김영재 해금창작곡집을 발매한 이후, 2000년부터 김영재류 해금산조-

긴산조- 음반을 발매한 2008년까지이다. 제3기에 이르러서 김영재류 해

금산조 긴산조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김영재류는 자신의 해금산조에 관

하여 1989년 첫 연주 이후, 2008년의 음반발매에 이르는 약 20년의 험난

한 여정과 해금산조 구성의 고충을 음반 해설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위 음반에서 기존에 구성한 선율에 즉흥적으로 연주하여 구성하였으며,

장고반주는 장덕화가 담당하였다.

가. 악장구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음반에 수록된 연주시간은 63분45

초이다.

악장구성을 장단 수와 함께 살펴보면, 진양조는 98장단(24:02), 중모리는

82장단(15:17), 중중모리는 92장단(8:08), 엇모리는 54장단(2:31), 자진모리

는 150장단(6:38), 단모리는 142장단(7:09) 이상 총 618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0>과 같다.

악장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계
장단 수 98 82 92 54 150 142 618
연주시간 24:02 15:17 8:08 2:31 6:38 7:09 63:45

<표 80>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장구성

제3기의 선율은 제2기의 선율을 유지하며, 새로운 선율이 추가되어 확

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총 98장단이며, 우조, 평조, 우조, 계면조, 우

조, 계면조로 구성되어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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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양조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결되어 연주한다. 우조는

제56～61장단, 평조는 제62장단- 제63장단, 우조는 제64～65장단, 계면조

는 제66～67장단, 우조는 제68～82장단, 계면조는 제83～98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43장단이고, 우조는 총 23장단, 평조는

총 2장단, 계면조는 총 18장단이며, 우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82장단이며, 우조, 평조, 계면조, 평조, 계

면조, 평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로 구성되어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

단은 다음과 같으며, 제2기 중모리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결

되어 연주한다. 우조는 제41～45장단, 평조는 제46～47장단, 계면조는 제

48～52장단, 평조는 제53～54장단, 계면조는 제55장단, 평조는 제56～58

장단, 계면조는 제59장단-64장단, 우조는 제65～71장단, 계면조는 제72～

82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42장단이고, 우조는

총 13장단, 평조는 총 7장단, 계면조는 총 22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92장단으로 우조, 평조, 우조, 계면조, 평

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

음과 같으며, 제2기 중중모리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결되어

연주한다. 우조는 제33～40장단, 평조는 제41～48장단, 우조는 제49～58

장단, 계면조는 제59～64장단, 평조는 제65～68장단, 계면조는 제69～75

장단, 평조는 제76～80장단, 계면조는 제81～92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

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60장단이고, 우조는 총 18장단, 평조는 총 17장

단, 계면조는 총 25장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네 번째 악장인 엇모리는 총 54장단으로 제3기에서는 추가된 선율이 없

다.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150장단으로 우조, 계면조, 우조, 계면

조, 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으며, 제2

기의 선율 앞부분에 배치되어 연주한다. 우조는 제1～21장단, 계면조는

제22～29장단, 우조는 제30～38장단, 계면조는 제39～40장단, 평조는 제

41～48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추가된 선율은 총 48장단이고, 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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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30장단, 평조는 총 8장단, 계면조는 총 10장단이며, 우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여섯 번째 악장인 단모리는 총 142장단으로 계면조, 평조, 계면조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조에 해당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으며, 제2기 단모리의

선율 종지 이후부터 뒷부분에 연결되어 연주한다. 계면조는 제51～78장

단, 평조는 제79～95장단, 계면조는 제96～142장단까지이다. 다시 정리하

면, 추가된 선율은 총 92장단이고, 계면조는 총 75장단, 평조는 총 17장

단이며, 계면조의 비중이 높은 악장이다.

이상과 같이 제3기 악장구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

모리, 단모리 이상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장의 추가된 장단 수

를 살펴보면, 진양조 43장단, 중모리 42장단, 중중모리 60장단, 자진모리

48장단, 단모리 92장단 총 285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엇모리는 추가

선율이 없다. 제3기의 추가된 악장구조는 전체적으로 진양조와 자진모리

에서는 우조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모리와 중중모리 그리고 단모리에서

는 계면조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자진모리에서 내드름 선율을 우조로

시작하는 것이 이색적이며, 위의 내용은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장

구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1>과 같다.

악장 대분류 해당 장단 장단 수 추가된 총장단 수

진양조

제2기와 동일

43

우조 56-61 6
평조 62-63 2
우조 64-65 2
계면조 66-67 2
우조 68-82 15
계면조 83-98 16

중모리
제2기와 동일

42우조 41-45 5
평조 46-47 2

<표 81>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악장구성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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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

계면조 48-52 5

42

평조 53-54 2
계면조 55 1
평조 56-58 3
계면조 59-64 6
우조 65-71 7
계면조 72-82 11

중중모리

제2기와 동일

60

계면조 33-40 8
평조 41-48 8
우조 49-57 9
계면조 58-63 6
평조 64-65 2
계면조 66-74 9
평조 75-79 5
계면조 80-92 13

엇모리 제2기와 동일 0

자진모리

우조 1-21 21

48

계면조 22-29 8
우조 30-38 9
계면조 39-40 2
평조 41-48 8

제2기와 동일

단모리

제2기와 동일

92
계면조 51-78 28
평조 79-95 17
계면조 96-142 47

나. 청과 악조

산조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청과 악조일 것이다.

그리고 청과 악조의 사용에 따라 그 산조가 품고 있는 음악적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본 장에서는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추가

된 청과 악조의 사용에 관하여(이하 ‘추가된’ 이라는 용어는 생략함)연구

하고자 한다. 청의 사용과 함께 대분류로 우조, 평조, 계면조로 구분하고

악상과 제의 개념인 악조를 소분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조별

로 악장을 분류하여 청의 사용에 따른 악조의 적용 및 변화에 관하여 파

악한 후, 제3기의 청과 악조의 특징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조, 평조, 계면조, 청 이동의 특징 순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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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

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이며, 총 네 개의 악장이다. 우조에는 평우조,

진우조, 드렁조, 설명조 이상 4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

장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3기 진양조의 우조는 제56～61장단, 제64～65장단, 제68～82장단까지

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도) 본청 우조(평우조, 진우조)

본청 c(도)청인 악조는 제56～58장단 평우조, 제59장단 진우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13> 제3기 진양조 c(도) 본청 우조(제56-5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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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13>에서 출현음은 c(도), d(레) e(미), f(파), g(솔), a(라), cʹ
(도), dʹ(레)이며, 음의 기능은 g(솔)과 d(레)에 농현을, cʹ(도)에 퇴성을

한다. 그리고 제59장단 진우조의 경우는 cʹ(도)에 농현을 하고, f(파)에

퇴성을 한다. 제56장단 제1박 g(솔)을 시작으로 cʹ(도)로 진행하며, 평우

조이지만 악조의 표현이 우조적 표현이 주도적이며, 그러한 분위기가 제

59장단에서 진우조로 연결된다. 그리고 제59장단 진우조 선율은 제1기

진양조 제8장단에서 출현한 선율이다. 평우조의 종지음은 a(라)이고, 진

우조는 d(레)이다. c(도)청의 구성음은 c(도), d(레), e(미), g(솔), a(라)이

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14>와 같다.

청

<악보 114> 제3기 진양조 우조의 c(도)청 음계 

2) d(라) 본청 우조(평우조, 설명조)

본청 d(라)청인 악조는 제60～61장단까지 평우조와 설명조, 제64～65장

단, 제76～82장단 평우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15> 제3기 진양조 d(라) 본청 우조(제60-61, 64-65, 76-8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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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15>에서 출현음은 d(라), g(레), a(미), cʹ(솔), dʹ(라), fʹ
(도)-eʹ(시), gʹ(레), aʹ(미), cʹʹ(솔), dʹʹ(라)이며, 음의 기능에서 평우조는

gʹ(레)에 농현을 하고 fʹ(도)에 퇴성을 한다. 그리고 설명조는 상행 진행

시에는 추성을 하고 하행 진행시에는 퇴성을 한다. 제1기에 출현 했었던

악조인 설명조가 제3기 제61장단에 출현하였으며, 제64～65장단은 화초

사거리 선율을 수용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제77장단 제5박-제78장단 제

2박까지 계면조 선율이 출현한다. 그리고 제78장단 제3박에서 평우조로

되돌려주는 구간이 나온다. 이 부분은 산조의 전통적인 조 진행과는 배

치되는 조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장단 단위의 조진행이 아닌 평우조

로 진행하는 장단 중간에 ‘박’을 중심으로 계면조가 일시적으로 출현 한

후, 다시 평우조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이

다. 본청과 출현음이 동일한 가운데 악조만 구분된다. 종지음에서 설명조

는 다음악조로 진행하기 위한 선율진행으로 종지음을 언급하긴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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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제65장단은 fʹ(도)이고, 제82장단은 aʹ(미)이다. d(라)청의 구성음

은 d(라), f(도), g(레), a(미), c(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16>과 같다.

청

<악보 116> 제3기 진양조 우조의 d(라)청 음계

3) g(도) 본청 우조(드렁조)

본청 g(도)청인 악조는 제68～75장단까지 드렁조이다.

<악보 117> 제3기 진양조 g(도) 본청 우조(제68-7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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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17>에서 출현음은 g(도), a(레), b(미),cʹ(파), dʹ(솔), eʹ(라),
gʹ(도), aʹ(레), cʹʹ(파)이며, 음의 기능에서 a(레)에서 하행진행 할 때는

퇴성을 하고, 상청 aʹ(레)에서는 깊은 농현을 한다. 이 부분의 드렁조는

‘장사꾼들이 하는 가락’ 이라는 나타냄 말로 전승 중에 설명하기도 하였

다. 제68장단 제1박 a(레)를 시작으로 옥타브 위 aʹ(레)로 급격하게 도약

하며, 옥타브 위에서 진행하다가 제69장단 제3박에서 옥타브 아래로 급

격히 떨어진 후, 다시 도약하는 전형적인 드렁조 선율의 진행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제70장단부터 제75장단까지 비슷한 선율진행을 나타내며,

종지음은 제75장단에서 g(도)로 종지한다. g(도)청의 구성음은 g(도), a

(레), b(미), dʹ(솔), e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18>과 같다.

청

<악보 118> 제3기 진양조 우조의 g(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2>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c(도)
평우조 56-58

청진우조 59

d(라)
평우조 60, 64-65

76-82

청설명조 61

<표 82> 제3기 진양조 우조의 청과 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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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도) 드렁조 68-75
청

이상과 같이 제3기 진양조 우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진양조 우조의 장단은 제56～61장단까지 6장단, 제64～65장단까

지 2장단, 제68～82장단까지 15장단이며, 총 2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

조는 평우조, 진우조, 설명조, 드렁조 이상 총 4개와 c(도)청, d(라)청, g

(도)청 총 3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제1기 제8장단에서 출현했었던 선

율이 제59장단에 출현하여 활용되었다. 그리고 진양조에서 드렁조의 출

현과 함께 변조를 할 때에 ‘장단’ 단위의 전통적인 변조방식이 아닌 ‘박’

단위로 변조하는 것은 제3기 진양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3기 중모리의 우조는 제41～45장단, 제65～71장단이다. 청과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도) 본청 우조(드렁조)

본청이 g(도)청인 악조는 제41～45장단까지 드렁조이다.

<우조 119> 제3기 중모리 g(도) 본청 우조(제41-4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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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19>에서 출현음은 g(도), a(레), b(미), dʹ(솔), eʹ(라), fʹ(미),
gʹ(도), aʹ(레), bʹ(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dʹ(솔)과 aʹ(레)에 농현을 한다.

제41장단 제1박 a(레)를 시작으로 제42장단부터 dʹ(솔)에 깊은 농현을 하

며, 제45장단까지 진행한다. 드렁조의 전형적인 음 진행인 옥타브 위로

진행하다가 급격히 옥타브 아래로 하행진행 한 후, 곧바로 다시 옥타브

위로 진행하는 선율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드렁조는 제1기 중모리에 이어서 제3기 중모리에도 출현하였으며, 종지

음은 g(도)이다. g(도)청의 구성음은 g(도), a(레), b(미), dʹ(솔), eʹ(라)이
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20>과 같다.

청

<악보 120> 제3기 중모리 우조의 g(도)청 음계 

2) e(라)청 우조(드렁조, 설명조)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65～71장단까지 드렁조와 설명조이며, 총 2

개이다.



- 189 -

<악보 121> 제3기 중모리 e(라)청 우조(제65-71장단) 

위 <악보 121>에서 출현음은 g(도), a(레), b(미), dʹ(솔), eʹ(라), gʹ(도),
aʹ(레), bʹ(미), dʹʹ(솔) 이며, 음의 기능에서 dʹ(솔)과 aʹ(레)에 농현을 하

고, gʹ(도)는 퇴성을 한다. 제65장단 제1박 bʹ(미)를 시작으로 옥타브 위

에서 진행하다가 급격히 옥타브 아래로 하행진행 한 후, 곧바로 다시 옥

타브 위로 진행하는 선율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67장단에서

드렁조의 선율에 설명조의 표현을 얹어서 연주한다. 이 부분에서는 gʹ
(도)의 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깊은 농현을 통해 드렁조의

표현을 하며, 제71장단까지 진행한다. 종지음은 e(라)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 a(레), b(미), d(솔) 이며, 음계를 악보

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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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122> 제3기 중모리 우조의 e(라)청 음계

이상과 같이 제3기 중모리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제

3기 중모리 우조의 장단은 제41장단부터 45장단까지 5장단, 제65장단부

터 제71장단까지 7장단이며, 총 12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와 설명조 총 2개와 g(도), e(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드렁조

선율에 설명조의 표현을 얹어서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g(도)의 퇴성을 적

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농현을 할 때 깊은 농현을 통해 드렁조의 표

현을 하며, 선율 진행이 주로 옥타브 위로 진행하다가 급격히 옥타브 아

래로 하행진행한 후, 다시 도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기 중모리

의 악장에서 드렁조만 2회 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제3기 중모리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 <표 83>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g(도) 드렁조 41-45
청

e(라)
드렁조 65-66,69-71

청설명조 67-68

<표 83> 제3기 중모리 우조의 청과 악조

(다) 중중모리

제3기 중중모리의 우조는 제49～57장단까지이다. 청과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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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도) 본청 우조(드렁조)

본청이 g(도)청인 악조는 제49～57장단까지 드렁조이다.

<악보 123> 제3기 중중모리 g(도) 본청 우조(제49-57장단)

위 <악보 123>에서 출현음은 g(도), a(레), cʹ(파), dʹ(솔), eʹ(라), gʹ(도),
aʹ(레), cʹʹ(파)이며, 음의 기능에서 cʹʹ(파)와 aʹ(레)에 농현을 한다. 제49장
단 제1박 aʹ(레)를 시작으로 gʹ(도)를 퇴성하며 진행한다. 그리고 농현은

깊은 농현을 통해 드렁조의 표현을 하며, 선율진행이 옥타브 위로 진행

하다가 급격히 옥타브 아래로 하행 진행하는 형태를 보여주며, 제57장단

까지 진행한다. 드렁조는 중중모리에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출현하지 않

았으며, 제3기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중중모리에서 드렁조의 출현은 제

3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g(도)이다. g(도)청의 구

성음은 g(도), a(레), cʹ(파), dʹ(솔), e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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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124> 제3기 중중모리 우조의 g(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4>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g(도) 드렁조 49-57
청

<표 84> 제3기 중중모리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중중모리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제3기 중중모리 우조의 장단은 제49장단부터 제57장단까지 총 9장단

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총 1개와 g(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

현하였다. 드렁조에서의 농현은 깊은 농현을 통해 드렁조의 표현을 하며,

선율진행이 옥타브 위로 진행하다가 급격히 옥타브 아래로 하행 진행하

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드렁조는 중중모리에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출

현하지 않았으며, 제3기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중중모리에서 드렁조의 출현은 제3기 중중모리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라) 자진모리

제3기 자진모리의 우조는 제1～21장단, 제30～38장단까지이다. 청과 악

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3 -

1) b♭(라) 본청 우조(평우조, 드렁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1～21장단까지 평우조와 제30～38장단까지

드렁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25> 제3기 자진모리 b♭(라) 본청 우조(제1-21, 30-3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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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25>에서 출현음은 e♭(레), f(미), a♭(솔), b♭(라), dʹ♭(도),
eʹ♭(레), gʹ♭(미), aʹ♭(솔), bʹ♭(라), dʹʹ♭(도), eʹʹ♭(레), fʹʹ(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a♭(솔)과 eʹ♭(레)에 농현을 한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

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단부터 제21장단까지는 평우조이다. 내드름 제1장단 제1박 b
♭(라)에서 d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3장단까지는 a♭(솔)에 깊은 우

조 농현을 하고, 하행진행시 본청 b♭(라)와 eʹ♭(레)에 퇴성으로 진행한

다. 그리고 제14장단부터 aʹ♭(솔)과 eʹ♭(레)에 농현을 하며, 평우조 표현

으로 제21장단까지 진행한다89). 종지음은 dʹ♭(도)이다.
둘째, 제30장단부터 제38장단까지는 드렁조이다. 제31장단 제1박 aʹ♭
(솔)을 시작으로 bʹ♭(라)로 진행한다. 전형적인 드렁조 선율의 진행을 나

타내고 있으며, 제33장단에서 급격하게 하행진행 한 후, 다시 옥타브 위

로 도약하는 형태를 반복하며, 제38장단까지 진행한다. 자진모리에서 내

드름 선율을 우조로 구성한 것과 드렁조의 사용은 제3기 자진모리 우조

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aʹ♭(솔)이다. b♭(라)청의 구성음

89) 김영재는 자진모리 내드름 우조연주에 있어서 강. 약을 살리고 품위 있는 분위기로 연주
할 것을 전승과정 중에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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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라), d♭(도), e♭(레), g♭(미), a♭(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26>과 같다.

청

<악보 126> 제3기 자진모리 우조의 b♭(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5>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b♭(라)
평우조 1-21

청드렁조 30-38

<표 85> 제3기 자진모리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자진모리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제3기 자진모리 우조의 해당 장단은 제1장단부터 제21장단까지 21장

단, 제30장단부터 제38장단까지 9장단이며, 총 30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우조와 드렁조 총 2개와 b♭(라)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제2기 자진모리에 이어서 제3기에서도 드렁조 선율이 출현하였으며,

자진모리에서 내드름 선율을 우조로 구성한 것과 드렁조의 사용은 제3기

자진모리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 소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중

중모리, 자진모리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진양조 우조는 총 23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우조, 진우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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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드렁조 총 4개와 c(도)청, d(라)청, g(도)청 총 3개의 본청이 출현

하였다.

중모리 우조는 총 12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설명조 총 2

개와 g(도)청, e(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중중모리 우조는 총 9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드렁조 총 1개와

g(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자진모리 우조는 총 30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우조와 드렁조

총 2개와 b♭(라)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86>과 같다.

청과 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c(도), d(라), g(도) 평우조, 진우조,
설명조, 드렁조 23

중모리 g(도), e(라) 드렁조, 설명조 12
중중모리 g(도) 드렁조 9
자진모리 b♭(라) 평우조, 드렁조 30

<표 86> 제3기 전체 우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체 우조는 총 73장단이며, 사

용된 청과 악조는 평우조, 진우조, 설명조, 드렁조 총 4개와 c(도)청, d

(라)청, g(도)청, e(라)청, b♭(라)청 총 5개의 청을 사용하였으며, 단모리

를 제외한 전 악장에서 드렁조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평우조 구간에서

계면조 선율이 짧게 출현한 후, 평우조로 되돌려주는 구간이 나오는데

‘장단’단위의 전통적인 변조 진행방식이 아닌 ‘박’ 단위의 진행방식이 출

현하고 있으며, 제3기 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평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

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총 5개의 악장이다. 평조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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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드름, 서도제 이상 3종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악장별

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진양조

제3기 진양조의 평조는 제62～63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f(도)청인 악조는 제62～63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27> 제3기 진양조 f(도) 본청 평조(제62-63장단)

위 <악보 127>에서 출현음은 f(도), g(레), a(미), cʹ(솔), dʹ(라), fʹ(도),
gʹ(레), aʹ(미)이다. 음의 기능에서는 g(레)와 cʹ(솔)에 농현을 하며, 제63

장단 dʹ(라)에서도 농현을 해준다. 제62장단 제1박에서 1소박 aʹ(미)에서
2소박 aʹ(미)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3박 cʹ(솔)에서 잉어질이 출현할 경우

는 퇴성을 하며 진행한다. 이후 제63장단에서 g(레), cʹ(솔)에 농현과 함

께 경제의 표현을 한다. 전체적으로 표현은 경기민요를 부르듯이 얇게

연주한다. 단 2장단으로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지음은 cʹ(솔)이다.
f(도)청의 구성음 f(도), g(레), a(미), cʹ(솔), dʹ(라)의 음계를 악보로 나타

내면, 다음 <악보 1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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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128> 제3기 진양조 평조의 f(도)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7>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f(도) 경제 62-63
청

<표 87> 제3기 진양조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진양조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진양조 평조의 장단은 제62장단부터 제63장단까지 총 2장단

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f(도)청 총 1개의 청이 출현하

였다. 단 2장단으로 구성되어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중모리

제3기 중모리의 평조는 제46～47장단, 제53～54장단, 제56～58장단까지

이다. 청과 함께 악조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솔) 본청 평조(경드름, 서도제)

본청이 d(솔)청인 악조는 제46～47장단 경, 서도제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29> 제3기 중모리 d(솔) 본청 평조(제46-4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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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29>에서 출현음은 a(레), b♭(미), dʹ(솔), eʹ(라), gʹ(도), aʹ
(레), bʹ♭(미)이며, 음의 기능은 a(레)과 dʹ(솔)에 농현 한다. 제46장단 제

1박 bʹ♭(미)를 시작으로 경드름에 맞게 더 드러나는 농현을 해주며, 제46

장단 제6박부터 서도제 농현 표현이 경드름과 어우러져서 경, 서도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돌장처럼 사용된 장단이다. 종지음은 b♭(미)이다.

d(솔)청의 구성음은 d(솔), e(라), g(도), a(레), b♭(미)이며, 음계를 악보

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30>과 같다.

청

<악보 130> 제3기 중모리 평조의 d(솔)청 음계

2) g(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g(도)청인 악조는 제53～54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31> 제3기 중모리 g(도) 본청 평조(제53-54장단)

위 <악보 131>에서 출현음은 dʹ(솔), eʹ(라), gʹ(도), aʹ(레), bʹ♭(미)이며,
음의 기능은 a(레)과 dʹ(솔)에 농현을 한다. 제53장단 제1박 dʹ(솔)을 농

현한 후, g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음폭도 넓지 않으며, 전형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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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악조 경, 서도제와는 다르게 얇은듯하게

경기민요를 하듯이 연주한다.

제54장단 제11박 gʹ(도)를 추성한 이후, 제12박에서 퇴성을 해주며 변조

를 위한 돌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종지음은 gʹ(도)이다. g(도)청의 구성

음은 g(도), a(레), b♭(미), dʹ(솔), e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32>와 같다.

청

<악보 132> 제3기 중모리 평조의 g(도)청 음계 

3) e(도) 본청 평조(경제, 경드름)

본청이 e(도)청인 악조는 제56～58장단까지 경제90), 경드름91)이며, 총 2

개이다.

<악보 133> 제3기 중모리 e(도) 본청 평조(제56-58장단) 

위 <악보 133>에서 출현음은 b(솔), cʹ＃(라), eʹ(도), fʹ＃(레), gʹ＃(미), aʹ
(파), bʹ(솔), cʹʹ＃(라), eʹʹ(도), fʹʹ＃(레)이며 음의 기능은 b(솔)과 fʹ＃(레)에

90) 전형적인 경기지역의 선율과 표현을 의미하며, 얇게 표현해주는 느낌으로 연주하는 것을 의미
한다.   

91) 서도제 느낌이 포함된 표현이며, 판소리 관점이 접목된 경기음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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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한다. 제56장단 제1박 eʹ(도)에서 cʹ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12박

까지 경기민요를 하듯이 얇은듯하게 경제로 표현한다. 그리고 제57장단

부터 경드름 표현으로 전환되며, 구성음도 aʹ(파)를 사용한다. 그리고 제

57장단부터는 eʹ(도)에도 농현을 하고 aʹ(파)를 퇴성하며 서도느낌의 드

러나는 농현을 해준다. 돌장처럼 사용된 작은 2장단 단위의 앞 선율들

이 전체적으로 지금의 선율과 합쳐져서 선율‘군’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으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eʹ(도)이다. e(도)청의 구성음은 e(도), f＃(레), g＃(미), a(파), b

(솔), c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34>와 같다.

청

<악보 134> 제3기 중모리 평조의 e(도)청 음계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8>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솔) 경.서도제 46-47
청

g(도) 경제 53-54
청

e(도)
경제 56

청경드름 57-58

<표 88> 제3기 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중모리 평조의 장단은 제46장단부터 제47장단까지 2장단, 제

53장단부터 제54장단까지 2장단, 제56장단부터 제58장단까지 3장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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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경드름, 서도제 총 3개와 d(솔)

청, g(도)청, e(도)청 총 3개이다.

그리고 2장단 또는 3장단의 구성만으로 출현하여 돌장처럼 사용된 장단

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돌장처럼 사용된 작은 단위의 장단들이 전체적

으로 합쳐져서 선율‘군’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3기 중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중중모리

제3기 중중모리의 평조는 제41～48장단, 제64～65장단, 제75～79장단까

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d(도)청인 악조는 제41～48장단, 제75～79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35> 제3기 중중모리 d(도) 본청 평조(제41-48, 75-7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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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35>에서 출현음은 a(솔), dʹ(도), eʹ(레), gʹ(파), aʹ(솔), bʹ
(라), dʹʹ(도), eʹʹ(레)이며, 음의 기능은 a(솔)과 eʹ(레)에 농현한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41장단부터 제48장단까지는 남도민요 성주풀이92) 선율을 수용

한 것이다. 따라서 평조의 경제 악조라 할지라도 표현은 남도 관점의 경

제 농현을 해준다.

둘째, 제75장단부터 제79장단까지 첫째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며,

연주한다. 그리고 독립된 평조 선율이다. 두 곳 모두 종지음은 dʹ(도)로
동일하다. dʹ(도)청의 구성음은 d(도), e(레), g(파), a(솔), b(라)이며, 음

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36>과 같다.

청

<악보 136> 제3기 중중모리 평조의 d(도)청 음계

2) g(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g(도)청인 악조는 제64～65장단까지 경제이다.

92) 성주풀이는 대표적인 남도민요 가운데 하나이다. 김영재는 경기제 평조와 남도민요 성주풀이
평조를 구분하였는데, 음계구분의 기준은 경기제 평조는 ‘미’로 성주풀이 평조는 ‘파’로 차별화
하였다. 그리고 연주시에는 농현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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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7> 제3기 중중모리 g(도) 본청 평조(제64-65장단)

위 <악보 137>에서 출현음은 g(도), a(레), dʹ(솔), eʹ(라), gʹ(도), aʹ(레)
이며, 음의 기능은 a(레)과 dʹ(솔)에 농현을 한다. 제64장단 제1박 dʹ(솔)
을 추성을 시작으로 eʹ(라)로 진행하며, 경제농현을 한다. 경기민요하듯

이 얇게 표현하며 연주한다. 그리고 2장단 구성만으로 돌장처럼 사용된

장단이다. 종지음은 gʹ(도)이다. gʹ(도)청의 구성음은 g(도), a(레), c(파),

dʹ(솔), e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38>과 같다.

청

<악보 138> 제3기 중중모리 평조의 g(도)청 음계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9>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도) 경제 41-48,75-79
청

g(도) 경제 64-65
청

<표 89> 제3기 중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중중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중중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41장단부터 제48장단까지 8장단,

제64장단부터 제65장단까지 2장단, 제75장단부터 제79장단까지 5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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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15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d(도)청, g(도)청

총 2개이다. 남도민요 성주풀이 선율을 수용하였으며, 경제 악조라 할지

라도 표현은 남도 관점의 경제 농현을 해준다. 그리고 단 2장단 구성만

으로 돌장처럼 사용되었다. 위의 내용은 제3기 중중모리 평조의 특징으

로 규정할 수 있다.

(라) 자진모리

제3기 자진모리의 평조는 제41～46장단, 제47～48장단까지이다. 청과 함

께 악조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a♭(도)청인 악조는 제41～46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39> 제3기 자진모리 a♭(도) 본청 평조(제41-46장단)

위 <악보 139>에서 출현음은 f(라), b♭(레), cʹ(미), eʹ♭(솔), fʹ(라), aʹ♭
(도), bʹ♭(레)이며, 음의 기능은 b♭(레),와 eʹ♭(솔)에 농현을 한다. 제41장

단 제1박 eʹ♭(솔)에 추성을 시작으로 fʹ(라)로 진행하며 농현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경제의 선율을 보여주며, 제46장단까지 진행한다. 자진모리에서

평조선율의 출현은 해금산조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제3기 자진모

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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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음은 eʹ♭(솔)이다. a♭(도)청의 구성음은 a♭(도), b♭(레), cʹ(미), eʹ♭
(솔), f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40>과 같다.

청

<악보 140> 제3기 자진모리 평조의 a♭(도)청 음계

2) e♭(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e♭(도)청인 악조는 제47～48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41> 제3기 자진모리 e♭(도) 본청 평조(제47-48장단) 

위 <악보 141>에서 출현음은 f(레), g(미), b♭(솔), cʹ(라), eʹ♭(도)이며,
음의 기능은 f(레)와 b♭(솔)에 농현을 한다. 제47장단 제1박b♭(솔) 농현

을 시작으로 평조 전체를 맺어주는 선율이며, 돌장기능의 선율이다. 종지

음은 e♭(도)이다.

e♭(도)청의 구성음은 e♭(도), f(레), g(미), b♭(솔), cʹ(라)이며, 음계를 악
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42>와 같다.

청

<악보 142> 제3기 자진모리 평조의 e♭(도)청 음계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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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악조 위치 음계

a♭(도) 경제 41-46
청

e♭(도) 경제 47-48
청

<표 90> 제3기 자진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자진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자진모리 평조의 장단은 제41장단부터 제48장단까지 총 8장단이

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a♭(도)청, e♭(도)청 총 2개이다.

전형적인 경제의 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진모리 평조 전체를 맺어주

는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조로 변조하기 위한 돌장 선

율이다. 자진모리에서 평조선율의 출현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위의 내

용은 제3기 자진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 단모리

제3기 단모리의 평조는 제79～95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도) 본청 평조(경제)

본청이 e♭(도)청인 악조는 제79～95장단까지 경제이다.

<악보 143> 제3기 단모리 e♭(도) 본청 평조(제79-9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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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43>에서 출현음은 b♭(솔), cʹ(라), eʹ♭(도), fʹ(레), gʹ(미), bʹ♭
(솔), cʹʹ(라), eʹʹ♭(도), fʹʹ(레)이며, 음의 기능은 f(레)와 b♭(솔)에 농현을

한다. 제79장단 제1박 eʹ♭(도)를 시작으로 제81장단부터 상행 진행하며,

제83장단까지 진행한다.

이후, 제84장단부터 단모리에 어울리는 리듬형태로 제95장단까지 진행

한다.

제1기에서 평조의 출현과 함께 제3기에서도 출현하였으며, 제3기 단모

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e♭(도)이다. e♭(도)청의

구성음은 e♭(도), f(레), g(미), b♭(솔), cʹ(라)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

면, 다음 <악보 1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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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144> 제3기 단모리 평조의 e♭(도)청 음계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1>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e♭(도) 경제 79-95
청

<표 91> 제3기 단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단모리 평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단모리 평조의 해당 장단은 제79장단부터 제95장단까지 총

17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와 e♭(도)청 총 1개이다. 제

1기에서 평조의 출현과 함께 제3기에서도 출현하였으며, 제3기 단모리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바) 소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중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총 5개의 악장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 평조의 장단은 총 2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

와 f(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중모리 평조의 장단은 총 7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경드름,

서도제 총 3개와 d(솔)청, g(도)청, e(도)청 총 3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중중모리 평조의 장단은 총 15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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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d(도)청, g(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자진모리 평조의 장단은 총 8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

개와 a♭(도)청, e♭(도)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단모리 평조의 장단은 총 17장단이고,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총 1개

와 e♭(도)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2>와 같다.

청과 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f(도) 경제 2
중모리 d(솔), g(도), e(라) 경제, 서도제, 경드름 7
중중모리 d(도),g(도) 경제 15
자진모리 a♭(도), e♭(도) 경제 8
단모리 e♭(도) 경제 17

<표 92> 제3기 전체 평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체 평조는 총 49장단이며, 사

용된 청과 악조는 경제, 서도제, 경드름 총 3개와 f(도) ,d(솔), g(도), e

(라), a♭(도), e♭(도) 총 6개의 청을 사용하였다. 제3기에서 추가 선율이

없는 엇모리를 제외하고 전 악장에서 평조 선율이 출현하였으며, 하나

또는 두 개의 장단만 출현하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세 개의 악장에

서 돌장처럼 사용되었다. 위의 내용은 제3기 전체 평조의 특징으로 규정

할 수 있다.

(3) 계면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총 다섯 악장이다. 계면조에는 평계

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 이상 4개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

으며, 각 악장별로 청과 악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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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양조

제3기 진양조의 계면조는 제66～67장단, 제83～98장단까지이다. 청과 함

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dʹ(라)청인 악조는 제66～67장단, 제83～98장단까지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이며, 총 3개이다.

<악보 145> 제3기 진양조 dʹ(라) 본청 계면조(제66-67, 83-9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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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45>에서 출현음은 d(라), f(도)-e(시), g(레), a(미), cʹ(도)-b
(시), dʹ(라), fʹ(도)-eʹ(시), gʹ(레), aʹ(미), cʹʹ(솔) dʹʹ(라), cʹʹ(도)-bʹ(시), fʹʹ
(도)-e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a(미)는 농현을 하고 fʹ(도)-eʹ(시)는 꺾

어준다. cʹ(도)-b(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

행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66장단 제1박 d(라)를 시작으로 제67장단까지 두 장단 진행한

다. 두 장단으로만 구성되어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서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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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83～86장단, 제96～98장단까지는 진계면조이다. 그리고 제87～

95장단에서 변계면조가 출현하는데, 제87장단 제2박, 제91장단 제4박, 제

92장단 제2박, 제94장단 제3박, 제95장단 제1박 총 5곳에서 변계면조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변계면조의 활용과 두 장단으로만 구성되어 다른 악

조와 악조사이에서 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3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

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두 곳 모두 dʹ(라)로 동일하다. d(라)청

의 구성음은 d(라), f(도)-e(시), g(레), a(미), c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46>과 같다.

청

<악보 146> 제3기 진양조 계면조의 d(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3>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라)

평계면조 66-67,87-95

청

변계면조 87,91,92,94,95

진계면조 83-86,96-98

<표 93> 제3기 진양조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진양조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진양조 계면조의 장단은 제66장단부터 제67장단까지 2장단, 제83

장단부터 제98장단까지 16장단이며, 총 18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총 3개와 d(라)청 총 1개이다. 제3기 진양

조 계면조에서 변계면조가 총 5곳에서 출현하는데 단조로운 계면조 선율

에 새로운 긴장감과 악조 형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계면조의 활용과

두 장단으로만 구성되어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서 돌장의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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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3기 진양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중모리

제2기 중모리의 계면조는 제48～52장단, 제55장단, 제59～64장단, 제7

2～82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d(라)청인 악조는 제48～52장단, 제59～60장단까지 평계면조, 변

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47> 제3기 중모리 d(라) 본청 계면조(제48-52, 59-6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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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47>에서 출현음은 a(미), dʹ(라), fʹ(도)-eʹ(시), gʹ(레), aʹ(미),
cʹʹ(솔) dʹʹ(라), cʹʹ(도)-bʹ(시), fʹʹ(도)-e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a(미)는

농현을 하고 fʹ(도)-eʹ(시)는 꺾어준다. cʹʹ(도)-bʹ(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

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변계면조 꺾는 음이 제48장단 제9박에서 출현하며, 단조로운 평계

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제48장단 제1박 aʹ(미)에서 fʹ
(도)까지 급퇴성을 시작으로 제52장단까지 진행한다.

둘째, 제59장단부터 제60장단까지 단 2장단만 출현하여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모두 dʹ(라)청으로 동일하다. d(라)청의 구성음은 d(라), f(도)-e(시), g

(레), a(미), c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48>과 같

다.

청

<악보 148>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d(라)청 음계 

2)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55장단, 제61～64장단, 제72장단-82장단까지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이며, 총 4개이다.

<악보 149> 제3기 중모리 e(라) 본청 계면조(제55, 61-64, 72-82장단)



- 216 -



- 217 -

위 <악보 149>에서 출현음은 b(미), dʹ(솔), eʹ(라), gʹ(도)-fʹ＃(시), aʹ
(레)-bʹ(미), dʹʹ(솔), eʹʹ(라), gʹʹ(도)-fʹʹ＃(시), dʹʹ(도)-cʹʹ(시)이며, 음의 기

능에서 b(미)는 농현을 하고, gʹ(도)-f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dʹʹ
(도)-cʹʹ(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55장단은 단일장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돌장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제61～64장단에서 메나리제 선율이 출현하였는데, 제2기에서도 계

면조와 함께 출현하였다. 그리고 제72～75장단까지는 평계면조로 진행하

다가 제76～82장단까지 진계면조로 진행한다. 그리고 제80장단 제2박에

서 변계면조가 출현하며, 악조의 단조로움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1-2장단만 출현하여 계면조 자체가 돌장이 되어 다른 악조로 연결

해 주고 있으며,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

음은 모두 eʹ(라)청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f＃(시), a(레), b(미), dʹ(솔)이며, 음계
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50>과 같다.

청

<악보 150>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4>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라)
평계면조 48-52, 59-60

청변계면조 48

e(라)

평계면조 55, 72-75

청

메나리제 61-64
진게면조 76-82
변게면조 80

<표 94>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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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장단은 제48장단부터 제52장단까지

5장단, 제55장단 1장단, 제59장단부터 제64장단까지 6장단, 제72장단부터

제82장단까지 11장단이며, 총 2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 진계면조 총 4개와 d(라)청, e(라)청 총 2개의 본청

이 출현하였다. 평계면조와 진계면조 이외에도 변계면조와 메나리제등의

다양한 악조의 활용을 통해 선율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긴장감을 주고 있

으며, 1-2장단만 출현하여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제3기 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중중모리

제3기 중중모리의 계면조는 제33～40장단, 제58～63장단, 제66～67장단,

제68～74장단, 제80～92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d(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d(라)청인 악조는 제33～40장단, 제68～74장단, 제80～92장단까

지 평계면조,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51> 제3기 중중모리 d(라) 본청 계면조(제33-40, 68-74, 80-9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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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51>에서 출현음은 a(미), dʹ(라), fʹ(도)-eʹ(시), gʹ(레), aʹ(미),
cʹʹ(솔), dʹʹ(라), cʹʹ(도)-bʹ(시), fʹʹ(도)-e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a(미)는

농현을 하고 fʹ(도)-eʹ(시)는 꺾어준다. cʹʹ(도)-bʹ(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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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총 세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33장단 제1박 dʹ(라)에서 옥타브 위 dʹʹ(라)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40장단까지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옥타브 위에서 선율진행이 되고있다.

둘째, 제68장단 제1박 fʹ(도)를 시작으로 변계면조가 제68장단 제3박에

서 출현하며 변계면조의 느낌을 주며 제74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선

율진행이 맺음 없이 계속 엮어가는 진행을 보여준다.

셋째, 제80장단 제1박 dʹ(라)에서 f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85장단 제

3박과 제88장단 제2박에서 변계면조의 꺾는 음이 출현한다. 단일 악조의

단조로움에 변계면조 느낌을 주며, 제92장단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선율

진행이 다른 악장과 다르게 맺는 진행 없이 계속 달고 가는 진행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내용은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모두 dʹ(라)로 동일하다.
d(라)청의 구성음은 d(라), f(도)-e(시), g(레), a(미), c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52>와 같다.

청

<악보 152>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d(라)청 음계

2)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58～63장단까지 평계면조,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53> 제3기 중중모리 e(라) 본청 계면조(제58-6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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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53>에서 출현음은 b(미), eʹ(라), gʹ(도)-fʹ＃(시), aʹ(레)-bʹ
(미), dʹʹ(솔), eʹʹ(라), gʹʹ(도) -fʹʹ＃(시), dʹʹ(도)-cʹʹ(시)이며, 음의 기능은

b(미)는 농현을 하고 gʹ(도)-f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dʹʹ(도)-cʹʹ＃(시)
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제58장단 제1박 gʹ(도)를 시작으로 제62장단까

지 진행한다. 그리고 제61장단 제1박에서 변계면조 꺾는 음이 출현하며,

단조로운 평계면조에서 변계면조의 출현을 통해 선율 진행에 변화를 주

며 진행한다. 종지음은 e(라)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f＃

(시), a(레), b(미), d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54>와 같다.

청

<악보 154>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3) g(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g(라)청인 악조는 제66～67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155> 제3기 중중모리 g(라) 본청 계면조(제66-6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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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55>에서 출현음은 g(라), dʹ(미), gʹ(라), bʹ♭(도)-a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dʹ(미)는 농현을 하고, bʹ♭(도)-aʹ(시)꺾어준다. 단 2장단만

출현하여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이

다. 종지음은 g(라)청이다. g(라)청의 구성음은 g(라), b♭(도)-a(시), c

(레), dʹ(미)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56>과 같다.

청

<악보 156>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g(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5>와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d(라)
평계면조 33-40,68-74,80-92

청변계면조 68, 85, 88

e(라)
평계면조 58-63

청변계면조 61

g(라) 평계면조 64-65
청

<표 95>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33장단부터 제

40장단까지 8장단, 제58장단부터 제65장단까지 8장단, 제68장단부터 제74

장단까지 7장단, 제80장단부터 제92장단까지 13장단이며, 총 36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d(라)청, e(라)청, g

(라)청 총 3개이다.

전체적으로 고음역대에서 진행이 많았으며, 평계면조의 악조답게 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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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넓지 않으며, 아기자기한 진행을 보여준다. 그리고 선율이 계속 달고

가는 진행을 보여 준다. 그리고 변계면조의 출현으로 단조로운 평계면조

선율에 변계면조의 효과를 주고 있으며, 시나위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 그리고 2장단만 출현하여 계면조 자체가 돌장이 되어 다른 악조로

연결해 주고 있으며 제3기 중중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라) 자진모리

제3기 자진모리의 계면조는 제22～29장단, 제39～40장단까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22～29장단까지 평계면조,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57> 제3기 자진모리 e♭(라) 본청 계면조(제22-29장단)

위 <악보 157>에서 출현음은 b♭(미), eʹ♭(라), gʹ♭(도)-fʹ(시), aʹ♭(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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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ʹ♭(미), dʹʹ♭(솔), dʹʹ♭(도)-cʹʹ(시)이며, 음의 기능은 b♭(미)는 농현을 하

고, gʹ♭(도)-f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dʹʹ♭(도)-cʹʹ(시)는 변계면조 꺾는

음이다. 제22장단 제1박 e♭ʹ(라)를 시작으로 제29장단까지 진행한다. 그

리고 제26장단 제2박에서 변계면조 꺾는 음이 출현하며, 단일 청 진행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장단은 자진모리이지만 선율진행은 자진

굿거리처럼 계속 엮어가며 선율 진행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종지음은 e♭

(라)청이다. e♭(라)청의 구성음은 e♭(라), g♭(도)-f(시), a♭(레)-b♭(미),

d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58>과 같다.

청

<악보 158> 제3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2) f(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f(라)청인 악조는 제39～40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159> 제3기 자진모리 f(라) 본청 계면조(제39-40장단) 

위 <악보 159>에서 출현음은 cʹ(미), fʹ(라), aʹ♭(도)-gʹ(시), cʹʹ(미)이며,
음의 기능에서 c(미)는 농현을 하고 aʹ♭(도)-gʹ(시)는 꺾어준다. 제39장단

제1박 fʹ(라)를 시작으로 단 2장단만 출현하여 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제3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지음은 f(라)

이다. f(라)청의 구성음은 f(라), a♭(도)-gʹ(시), b♭(레), cʹ(미), b♭(솔)이
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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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160> 제3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f(라)청 음계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6>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e♭(라)
평계면조 22-29

청변계면조 26

f(라) 평계면조 39-40
청

<표 96> 제3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3기 자진모리 계면조의 장단은 제22장단부터 제29장단까지 8

장단, 제39장단부터 제40장단까지 2장단이며, 총 10장단이다. 사용된 청

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e♭(라)청, f(라)청 총 2개의 청

이 출현하였다.그리고 제26장단 제2박에서 변계면조 꺾는 음이 출현하였

으며, 단일 청 진행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변계면조 선율의 출

현은 경기시나위 선율에 기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9장단부터 제40

장단까지에서는 단 2장단만 출현하여 돌장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3기 자

진모리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 단모리

제3기 단모리의 계면조는 제51～60장단, 제61～78장단, 제96～142장단까

지이다.

청과 함께 악조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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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변계면조)

본청이 e♭(라)청인 악조는 제51～60장단, 제96～142장단까지 평계면조,

변계면조이며, 총 2개이다.

<악보 161> 제3기 단모리 e♭(라) 본청 계면조(제51-60, 96-14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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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61>에서 출현음은 e♭(라), g♭(도)-f(시), b♭(미), dʹ♭(도)-cʹ
(시), eʹ♭(라), gʹ♭(도)-fʹ(시), aʹ♭(레), bʹ♭(미), dʹʹ♭(솔), eʹʹ♭(라), gʹʹ♭
(도)-fʹʹ(시)이며, 음의 기능에서 b♭(미)는 농현을 하고, gʹ♭(도)-fʹ(시)는
꺾어준다. 그리고 dʹ♭(도)-cʹ(시)는 변계면조 꺾는음이다. 총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제51장단 제1박 b♭(미)에서 gʹ♭(도)로 진행을 시작으로 제54장단

제3박, 제55장단 제3박, 제60장단 제1박에서 변계면조 꺾는 음이 출현하

여 단일 청 진행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는 역할과 함께 변청을 암시하

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후, 변계면조 꺾는 음이 본청 꺾는 음이 되어

자연스러운 청 이동을 하며, 제60장단까지 진행한다.

둘째, 제61장단 제1박 dʹ♭(도)를 시작으로 가야금 산조 휘모리에 출현하

는 ‘달고가는 선율’이 제99장단부터 푸는가락 전까지 출현한다. 가야금산

조의 달고가는 선율이 단모리에서 적용된 것은 해금 연주법의 지평을 넓

혔다고 할 수 있다. 종지음은 두 곳 모두 e♭(라)청이다. e♭(라)의 구성음

은 e♭(라), g♭(도)-f(시), a♭(레), b♭(미), d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

타내면, 다음 <악보 162>와 같다.

청

<악보 162> 제3기 단모리 계면조의 e♭(라)청 음계

2) b♭(라) 본청 계면조(평계면조)

본청이 b♭(라)청인 악조는 제61～78장단까지 평계면조이다.

<악보 163> 제3기 단모리 b♭(라) 본청 계면조(제61-7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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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63>에서 출현음은 f(미), b♭(라), dʹ♭(도)-cʹ(시), eʹ♭(레), fʹ
(미), aʹ♭(솔)이며, 음의 기능에서 f(미)는 농현을 하고, dʹ♭(도)-cʹ(시)는
꺾어준다. 제61장단 제1박 dʹ♭(도)를 시작으로 평계면조는 음폭이 넓지

않은 가운데 단모리 리듬을 분할하며 진행한다. 그리고 제69～76장단까

지 가야금 산조의 달고가는 선율이 출현한다. 달고가는 선율을 연주할

때는 간지성음93)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금산조에서 잘

못 연주하게 되면 창작곡에서 4분음이나 트레몰로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도 하여 전승과정 중에 극히 경계하기도 하였다. 종지음은 b♭(라)청이다.

b♭(라)청의 구성음은 B♭(라), dʹ♭(도)-cʹ(시), eʹ♭(레), fʹ(미), aʹ♭(솔)이며,
음계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64>와 같다.

93) 간지성음은 손가락의 기교를 활용하여 멋을 내며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속악 고유의 음
악용어이다. 일본은어인 ‘간지난다’와는 다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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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악보 164> 제3기 단모리 계면조의 b♭(라)청 음계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7>과 같다.

본청 악조 위치 음계

e♭(라)
평계면조 51-60, 96-142

청변계면조 51, 52, 57

b♭(라) 평계면조 61-78

청

<표 97> 제3기 단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

이상과 같이 제3기 단모리 계면조의 청과 악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기 단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제51장단부터 제78장단까지 28장

단, 제96장단부터 제142장단까지 47장단이며, 총 75장단이다. 사용된 청

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e♭(라)청, b♭(라)청 총 2개의 본

청이 출현하였다. 제51장단, 제52장단, 제57장단에서 변계면조 꺾는 음이

출현하였으며, 단일 청 진행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는 역할과 함께 변

청을 위한 장치로써 변계면조 꺾는 음이 본청 꺾는 음이 되어 자연스러

운 청 이동을 한다.

그리고 가야금 산조 휘모리에 출현하는 ‘달고가는 선율’이 제99장단부터

제122장단 푸는가락 전까지 출현한다. 그리고 달고가는 선율을 연주 할

때는 간지성음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잘못 연주하게 되

면 창작곡에서 4분음이나 트레몰로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여 전승과

정 중에 극히 경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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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5개의 악장에서 청과 악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18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

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총 3개와 d(라)청 총 1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2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

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 진계면조 총 4개와 d(라)청, e(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중중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36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

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d(라)청, e(라)청, g(라)청 총 3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제3기에서 엇모리에는 추가된 선율이 없다.

자진모리 계면조의 해당 장단은 총 10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

계면조, 변계면조 총 2개와 e♭(라)청, f(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

다.

단모리의 계면조는 총 75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계면조, 변계

면조 총2개와 e♭(라)청, b♭(라)청 총 2개의 본청이 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98>과 같다.

청과악조
악장

본 청 악 조 장단 수

진양조 d (라)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18

중모리 d(솔),e(라)
평계면조, 진계면조,
메나리제, 변계면조

23

중중모리 d(도), e(라), g(도) 평계면조, 변계면조 36
자진모리 e♭(라), f( 라) 평계면조, 변계면조 10
단모리 e♭(라), b♭(라) 평계면조, 변계면조 75

<표 98> 제3기 전체 계면조의 청과 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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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3기 전체악장의 계면조는 총 162장단이며, 사용된 청과 악

조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 돌장 이상 총 5개와 d(라)

청, e♭(라), e(라), f(라)청, g(라)청, b♭(라)청 이상 총 6개의 본청이 출

현하였다.

그리고 제3기 계면조 선율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 악장

에서 변계면조의 꺾는 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변계면조

의 꺾는 음을 통해 단일 악장에서 오는 단조로움에 음악적 변화를 주거

나, 변청해야 할 음을 미리 꺾어주어 변청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둘째,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4개의 악장에서 독립된 악조로

1-2개의 장단으로 구성되어 장단 단위의 변조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율진행은 제3기 단모리를 제외한 계면조의

모든 악장으로 확대 되었으며, 위의 내용은 제3기 계면조의 특징으로 규

정할 수 있다.

(4) 제3기 청 이동의 특징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 중 하나는 빈번한 청의 이동이다. 청의 이동

이 빈번하다는 것은 음악의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하며 때로는 다층적 선

율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는 다른 유파의 산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청 이동의 동일성과 차이를 보

여주는 악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 이동이 추가된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나타나고 있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이하 ‘추가된’이라는 용어는 생략함) 그러기 위해

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제3기의 선율구성은 제2기의 선율에서 추

가된 선율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추가된 선율의 위치가 장단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 제3기 진양

조,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 이상 총 4개에 추가된 선율은 제2기 선율

뒷부분에 추가 되었고, 자진모리는 맨 앞부분에 추가되어 차이가 있다.

각각의 추가된 위치로 인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 4개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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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뒷부분에 추가되었으므로 선행 연구된 앞부분과, 반대로 자진

모리처럼 앞부분에 추가 되었을 경우 선행 연구된 뒷부분은 제2기의 것

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제1장단 내드름을 시작 청으로 연구할 경우 제2

기까지 연구된 부분은 결과만 수용하여 생략하고, 새롭게 추가된 선율을

중심으로 청 이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제3기 진양조 계면조

에서 제시한 청이 각각의 악장에서 동일한 청으로 관습적인 원칙으로 종

지하는지, 또는 새로운 원칙의 종지를 따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94)

(가) 시종(始.終)이 다른 청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4개의

악장에서 시종이 다른 청 진행을 나타내는데, 그 중 진양조의 계면조 본

청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앞서 서술한 대로

진양조에서 계면조 본청이 기준점이 되어 이후 다른 악장에서 어떻게 진

행되는지를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악장에서 시작되는 시작

하는 청과 변조되는 경과 청 부분, 그리고 종지 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

로 파악하고, 시작하는 청과 종지 청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제3기 진양조의 청 이동

제3기 진양조의 청 이동 장단이다.

<악보 165> 제3기 진양조의 청 이동 장단

94) 제3기에서는 제2기와는 다른 청 이동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 순서를 시종(始.終)
이 다른 청을 먼저 연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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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65>에서 제3기 진양조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기 진양조에서 추가된 선율은 제2기 선율 이후 뒷부분 제56～98장단

까지 추가되었다.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 c(라)청 우

조로 시작하여 제55장단 c(라)청 계면조에서 제56장단 c(도)청 우조로,

제82장단 c(도)청 우조에서 제83장단 d(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이후,

동일 청으로 제98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c(라)-c(도)-d(라)이다.

제3기 진양조는 우조 c(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d(라)청으로 종지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진양조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9>와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우조 우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c(도) c(도)-d(라) d(라)
장단 1 55-56 82-83 98

<표 99> 제3기 진양조의 청 이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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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기 중모리의 청 이동

제3기 중모리의 청 이동 장단이다.

<악보 166> 제3기 중모리의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66>에서 제3기 중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기 중모리에서 추가된 선율은 제2기 선율 이후 뒷부분 제41～82장단

까지 추가되었다.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 d(라)청 계

면조로 시작하여 제40장단 d(라)청 계면조에서 제41장단 g(도)청 우조로,

제71장단 e(라)청 우조에서 제72장단 e(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이후

동일 청으로 제82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d(라)-g(도)-e(라)이다.

제3기 중모리의 청 이동은 계면조 d(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e(라)청

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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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시작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우조 우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d(라) d(라)-g(도) e(라)-e(라) e(라)
장단 1 40-41 71-72 82

<표 100> 제3기 중모리의 청 이동 위치

3) 제3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

제3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 장단이다.

<악보 167> 제3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67>에서 제3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제3기 중중모리에서 추가된 선율은 제2기 선율 이후 뒷부분 제33～

92장단까지 추가되었다.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 e(라)

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40장단 d(라)청 계면조에서 제41장단 d(도)청

평조로 변조한다. 그리고 제79장단 d(도)청 평조에서 제80장단 d(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동일 청으로 제92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e

(라)-d(도)-d(라)이다. 제3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은 e(라)청 계면조로 시

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3기 중중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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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시작 변청 변청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e(라) d(라)-d(도) d(도)-d(라) d(라)
장단 1 40-41 79-80 92

<표 101> 제3기 중중모리 청 이동 위치

4) 제3기 엇모리의 청 이동95)

제3기 엇모리의 청 이동 장단이다.

<악보 168> 제3기 엇모리의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68>에서 제1장단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42장단 d(라)

청 계면조에서 제43장단 a(라)청 계면조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48장단 a

(라)청 계면조에서 제49장단 d(라)청 계면조로 변청한 후, 동일한 청으로

제54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e(라)-a(라)-d(라)이다. 제3기의 시작

하는 청은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엇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2>와 같다.

95) 제3기 엇모리에는 추가선율이 없으나 청 진행의 변화로 인해 엇모리에서도 청의 변화가 발생
되었다. 그래서 청 이동의 특징에서는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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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시작 변청 변청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e(라) d(라)-a(라) a(라)-d(라) d(라)
장단 1 42-43 48-49 54

<표 102> 제3기 엇모리의 청 이동 위치

이상과 같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을 살펴보았다. 진양조와 중모리 두 악장의 공통점은 악장시작에 제

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상행 진행하여 종지했다는 점이다. 즉, 진양조는

제1장단 c(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고, 중모리

는 d(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그리고 중

중모리와 엇모리는 제1장단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

로 종지하였다.96) 따라서 제3기에서는 진양조와 중모리가 청 이동 방법

이 동일하고, 중중모리와 엇모리가 청 이동 방법이 동일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제3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이상 4개 악장에서 청 이

동의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3>과 같

다.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d(라) d(라) e(라) e(라) d(라) e(라) d(라)
장단 1 98 1 82 1 92 1 54

<표 103> 제3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시.종청

(나) 시종(始.終)이 동일한 청

자진모리, 단모리 2개의 악장에서 동일한 청 진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 진양조와 중모리가 청 이동 방법이 동일하고, 중중

96) 중중모리와 엇모리의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이 동일한 이유는 제2기 “엇모리의 청 이동”
에서 설명하였다. 제2기 “엇모리의 청 이동”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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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와 엇모리가 청 이동 방법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진양조 c(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고, 중모리에서 d(라)청 계면

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한다.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에

서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의 청 진행 중에

시작과 변조되는 경과부분, 그리고 종지의 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

구하고자한다.

1) 제3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

제3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 장단이다.

<악보 169> 제3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 장단

위 <악보 169>에서 제3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제3기 자진모리에서 추가된 선율은 제2기 선율 앞부분 제1～48장단

까지 추가되었다.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 b♭(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제21장단 b♭(라)청 우조에서 제22장단 e♭(라)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이

후 제48장단 e♭(도)청 평조에서 제49장단 e♭(라)청 계면조로 변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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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청으로 제102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b♭(라)-e♭(도)-e♭(라)

이다. 제3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은 우조 b♭(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e♭(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97). 제3기 자진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4>와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우조 우조-계면조 우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b♭(라) b♭(라)-e♭(라) e♭(도)-e♭(라) e♭(라)
장단 1 21-22 48–49 150

<표 104> 제3기 자진모리 청 이동 위치

2) 제3기 단모리의 청 이동

제3기 단모리의 청 이동 장단이다.

<악보 170> 제3기 단모리 청 이동 장단

97) 제3기 자진모리의 시종청은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한 시종청으로 분류한 이유는 계면조를 기
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계면조의 시종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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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70>에서 제3기 단모리의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기 단모리에서 추가된 선율은 제2기 선율 이후 뒷부분 제51～142장단

까지 추가되었다. 청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제60장단 e♭(라)청 계면조에서 제61장단 b♭(도)청 계

면조로 변청한다. 그리고 제78장단 b♭(도)청 계면조에서 제79장단 e♭

(도)청 평조로 변조한 후, 제95장단 e♭(도)청 평조에서 제96장단 e♭(라)

청 계면조로 변조한다. 이후, 동일 청으로 제142장단에서 종지한다. 청

이동은 e♭(라)-b♭(도)-e♭(도)-e♭(라)이다. 제3기 단모리의 청 이동은 계

면조 e♭(라)청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e♭(라)청으로 종지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제3기 단모리의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5>와 같다.

이동
순서 시작 변청 변조 변조 종지

대분류 계면조 계면조-계면조 계면조-평조 평조-계면조 계면조

본청 e♭(라) e♭(라) - b♭(도) b♭(라)-e♭(도) e♭(도)-e♭(라) e♭(라)

장단 1 60-61 78-79 95-96 142

<표 105> 제3기 단모리 청 이동 위치

이상과 같이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2개의 악장에서 청 이동을 살펴보

았다. 자진모리와 단모리 두 악장의 공통점은 악장에 제시한 계면조의

청이 마지막 종지에서 동일한 청으로 종지했다는 점이다. 즉, 자진모리는

제1장단 b♭(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고, 단모

리는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따라

서 제3기에서는 자진모리와 단모리가 청 이동 방법이 동일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제3기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2개 악장에서 청 이동의 시작하는

청과 종지하는 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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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b♭(라) e♭(라) e♭(라) e♭(라)
장단 1 150 1 142

<표 106> 제3기 자진모리, 단모리 시.종청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제3기 전체 악장 청 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와

중모리 두 악장은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상행 진행하여

종지하였다.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여 종지하였다. 그리고 자

진모리와 단모리는 악장에 제시한 계면조의 청이 마지막 종지에서 동일

한 청으로 종지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진양조는 제1장단 c(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

면조로 종지하였고, 중모리는 d(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

로 종지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제1장단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d(라)

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자진모리는 제1장단 b♭(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고, 단모리는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제3기에서는 청 이동에 있어서 세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개에 의해 김영재류 해금산조

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의 청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청 이동의 특징은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청 이동에서 나타나

는데, 두 장르의 음악적 영향이 작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으로 김영

재류 해금산조 제3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기와 제2기, 그리고

제3기 진양조부터 단모리까지 청 이동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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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1기 구성 시기 시.종청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c(라) b♭(라) b♭(라) a(라) a(라) a(라) a(라) a(라)
장단 1 23 1 19 1 20 1 38 1 68 1 53

시기 제2기 구성 시기 시.종청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c(라) c(라) c(라) c(라) b♭(라) c(라) b♭(라) b♭(라) b♭(라) b♭(라) b♭(라)
장단 1 55 1 40 1 32 1 54 1 102 1 53

시기 제3기 구성 시기 시.종청
이동
순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시작 종지

대분류 우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계면조
본청 c(라) d(라) d(라) e(라) e(라) d(라) e(라) d(라) b♭(라) e♭(라) b♭(라) b♭(라)
장단 1 98 1 82 1 92 1 54 1 150 1 142

<표 107> 제1기. 제2기. 제3기 진양조-단모리의 시.종청

다. 제3기 선율의 특징

제3기 선율의 특징은 다양한 변조와 새로운 돌장의 활용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각 사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조

제1기와 제2기에서 산조의 진행은 조를 중심으로 ‘군’이나 ‘집’을 이루

며, 선율을 구성한다. 즉, 제1기에 제시된 악조 속에 제2기에서는 선율을

보완하거나 확장해나가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제3기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진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독립된 악장 속에 보완이나

확장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악조의 변화를 통해 선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악장별로 추가된 조가 어떠한 진행을 통해 선율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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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기 진양조의 변조

제3기에서 진양조의 전체 장단 수는 총 98장단이고, 추가된 장단 수는

43장단이다. 추가된 장단 수의 조는 총 6개이다. 추가된 부분은 제56장단

부터 제98장단까지이고, 악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56～61장단

까지는 우조, 제62～63장단까지는 평조, 제64～65장단까지는 우조, 제6

6～67장단까지는 계면조, 제68～82장단까지는 우조, 제83～98장단까지는

계면조이다. 위의 조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 평조

– 우조 – 계면조 – 우조 – 계면조 이상 총 5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8>과 같다.

진양조 우조 평조 우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 합계
장단 56-61 62-63 64-65 66-67 68-82 83-98 5회

<표 108> 제3기 진양조의 변조 횟수

(나) 제3기 중모리의 변조

제3기에서 중모리의 전체 장단 수는 총 82장단이고, 추가된 장단 수는

42장단이다. 추가된 장단 수의 조는 총 9개이다. 추가된 부분은 제41장단

부터 제82장단까지이고, 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41～45장단까지

는 우조, 제46～47장단까지는 평조, 제48～52장단까지는 계면조, 제53～

54장단까지는 평조, 제55장단은 계면조, 제56～58장단까지는 평조, 제5

9～64장단까지는 계면조, 제65～71장단까지는 우조, 제72～82장단까지는

계면조이다. 위의 조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 평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 우조 – 계면조 이상

총 8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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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 우조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 합계

장단 41-45 46-47 48-52 53-54 55 56-58 59-64 65-71 72-82 8회

<표 109> 제3기 중모리의 변조 횟수

(다) 제3기 중중모리의 변조

제3기에서 중중모리의 전체 장단 수는 총 92장단이고, 추가된 장단 수

는 60장단이다. 추가된 장단 수의 조는 총 8개이다. 추가된 부분은 제33

장단부터 제92장단까지이고, 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33～40장단

까지는 계면조, 제41～48장단까지는 평조, 제49～57장단까지는 우조, 제

58～63장단까지는 계면조, 제64～65장단까지는 평조, 제66～74장단까지는

계면조, 제75～79장단까지는 평조, 제80～92장단까지는 계면조이다. 위의

조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계면조 – 평조 - 우조 – 계면

조 - 평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이상 총 7회 변조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0>과 같다.

중중모리 계면조 평조 우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합계
장단 33-40 41-48 49-57 58-63 64-65 66-74 75-79 80-92 7회

<표 110> 제3기 중중모리의 변조 횟수

(라) 제3기 자진모리의 변조

제3기에서 자진모리의 전체 장단 수는 총 150장단이고, 추가된 장단 수

는 48장단이다. 추가된 장단 수의 조는 총 5개이다. 추가된 부분은 제1장

단부터 제48장단까지이고, 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1～21장단까

지는 우조, 제22～29장단까지는 계면조, 제30～38장단까지는 우조, 제3

9～40장단까지는 계면조, 제41～48장단까지는 평조이다. 위의 조를 순서

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 계면조 – 우조 - 계면조 – 평조

이상 총 4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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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과 같다.

자진모리 우조 계면조 우조 계면조 계면조 합계
장단 1-21 22-29 30-38 39-40 41-48 4회

<표 111> 제3기 자진모리의 변조 횟수

(마) 제3기 단모리의 변조

제3기에서 단모리의 전체 장단 수는 총 142장단이고, 추가된 장단 수는

92장단이다. 추가된 장단 수의 조는 총 3개이다. 추가된 부분은 제51장단

부터 제142장단까지이고, 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51～78장단까

지는 계면조, 제79～95장단까지는 평조, 제96～142장단까지는 계면조이

다. 위의 조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계면조 – 평조 - 계면

조 이상 총 2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2>와 같다.

단모리 계면조 평조 계면조 합계
장단 22-29 30-38 39-40 2회

<표 112> 제3기 자진모리의 변조 횟수

(바) 소결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각 악장에서 출현한 조와 변조의 횟수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양조에 출현한 악조는 우조 – 평조 – 우조 – 계면조 – 우조 –

계면조 이상 총 6번 출현하였으며, 총 5회 변조하였다.

중모리에 출현한 악조는 우조 – 평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 우조 – 계면조 총 9번 출현하였으며, 총 8회 변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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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에 출현한 악조는 계면조 – 평조 - 우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이상 총 8번 출현하였으며, 총 7회 변조하

였다.

엇모리는 추가된 장단이 없다.

자진모리에 출현한 악조는 우조 – 계면조 – 우조 - 계면조 – 평조

이상 총 5번 출현하였으며, 총 4회 변조하였다.

단모리에 출현한 악조는 계면조 – 평조 - 계면조 이상 총 3번 출현하

였으며, 총 2회 변조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며, 다음 <표 113>과 같다.

악장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합계
조 진행 횟수 5 8 7 4 2 26

<표 113> 제3기 추가된 전체악장의 변조 횟수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진양조는 총 6회, 중모리는 총 8회, 중중모리는

총 7회, 자진모리는 총 4회, 단모리는 총 2회 이상 총 26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1기의 변조횟수는 총 17회이고, 제2기에서 추가된 선율의

변조는 총 4회이다. 제1기와 제2기를 합하여도 제3기의 변조 횟수보다

적다. 따라서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변조의 횟수가 많은 것은 제3기 선

율의 특징 중 변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제3기 돌장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돌장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돌장은 변청이나 조

의 변화에 따른 청의 이동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형식이다. 돌

장의 사용은 청과 청, 그리고 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며, 음악

적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그리고 제1기와 제2기에서 돌장의 사용이 각 기수마다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기에서는 총 10회의 돌장이 사용되었으며, 돌장 유형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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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장 유형2로 분류하였다. 제2기에서는 돌장 유형2와 새로운 형태인 돌

장 유형3이 두 번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돌장의 유형을 선보였다. 그리고

제3기에서는 돌장 유형3이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므로, 돌장 유형3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가) 돌장 유형3

제3기 중모리에서 출현한 돌장 유형3의 선율이다.

<악보 171> 제3기 돌장 유형3-중모리

위 <악보 171>에서 제54장단은 g(도)청 평조이고, 제55장단은 e(라)청

계면조 돌장이다. 그리고 제56장단은 d(솔)청 평조이다. 제55장단을 돌장

으로 활용하여 변조하는 선율이다. 돌장에 해당되는 제55장단이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결과적으로는 제54장단에서 돌

장 장단인 제55장단으로 변조 한 후, 다시 제55장단에서 제56장단으로

변조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새로운 돌장의 구조는 기존 산조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 유형이며,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

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적 상

수와 변수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산조연주의 경계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제3기 돌장 유형3을 사용하는 악장은 다음과 같다. 진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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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 제62～63장단, 계면조 제66～67장단, 중모리 평조 제46～47장단, 계

면조 제55장단, 중중모리 평조 제64～65장단, 계면조 제66～67장단, 자진

모리 계면조 제39～40장단 이상 총 7곳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14>와 같다.

악장
앞장단 돌장

장단
뒷장단

횟수
대분류 본청 대분류 본청

진양조

61 62-63
f(도) 평조

64
1

우조 d(라) 우조 d(라)
65 66-67

d(라)계면조
68

2
우조 d(라) 우조 g(라)

중모리

45 46-47
d(솔) 평조

48
3

우조 g(도) 계면조 d(라)
54 55

e(라)계면조
56

4
평조 g(도) 평조 e(도)

중중모리

63 64-65
g(도) 평조

66
5

계면조 e♭(라) 계면조 g(라)
65 66-67

g(라)계면조
68

6
평조 g(도) 계면조 d(라)

자진모리
38 39-40

f(라)계면조
90

7
우조 b♭(라) 평조 a♭(도)

<표 114> 제3기 돌장 유형3 출현 장단

이상과 같이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돌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양조부터 단모리까지 돌장의 사용이 출현한 곳

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 출현 하였다.

돌장이 사용된 횟수는 진양조 2회, 중모리 2회, 중중모리 2회, 자진모리

1회 총 4개의 악장에서 총 7회 사용되었으며, 엇모리와 단모리에는 사용

이 없었다. 돌장 유형3이 우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평조와 계면조

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평조에서 돌장으로 사용된 것은 총 3회이고, 계

면조에서 돌장으로 사용된 것은 총 4회이다. 돌장 유형3의 구조는 기존

산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며,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의 영

향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

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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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양한 음악적 상수와 변수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산조연주의 경계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

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소결

제3기 돌장유형3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에서는 총

10회의 돌장이 사용되었으며, 돌장 유형1과 돌장 유형2로 분류하였다. 제

2기에서는 돌장 유형1의 사용은 없었으며, 돌장 유형2와 새로운 형태인

돌장 유형3이 두 번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돌장의 유형을 선보였다. 그리

고 제3기 돌장 유형3에서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

리, 자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서 출현하였다. 돌장이 사용된 횟수는 진

양조 2회, 중모리 2회, 중중모리 2회, 자진모리 1회 총 4개의 악장에서

총 7회 사용되었으며, 엇모리와 단모리에는 돌장 사용이 없었다. 돌장유

형3이 우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평조와 계면조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평조에서 돌장으로 사용된 것은 총 3회이고, 계면조에서 돌장으

로 사용된 것은 총 4회이다. 돌장 유형3의 구조는 기존 산조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 유형이며,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돌장유형3의 사용으로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

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적 상

수와 변수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산조연주의 경계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기 선율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기 악장구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

모리 이상 여섯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장의 추가된 장단 수를 살펴

보면, 진양조 43장단, 중모리 42장단, 중중모리 60장단, 자진모리 4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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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리 92장단 총 285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엇모리는 추가선율이

없다. 그리고 제3기의 악장구조는 진양조와 자진모리에서는 우조의 비중

이 높았으며, 중모리와 중중모리 그리고 단모리에서는 계면조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자진모리에서 내드름을 우조로 시작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둘째,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청과 악조에서 우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총 4개의 악장이며, 진양조

23장단, 중모리 12장단, 중중모리 9장단, 자진모리 29장단 총 73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평우조, 진우조, 설명조, 드렁조 총 4개와 c(도)청,

d(라)청, g(도)청, e(라)청, b♭(라)청 총 5개이다. 단모리를 제외한 전 악

장에서 드렁조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평우조 구간에서 계면조 선율이 짧

게 출현한 후, 평우조로 되돌려주는 구간이 나오는데 ‘장단’단위의 전통

적인 조 진행방식이 아닌 ‘박’ 단위의 진행방식이 출현하였다.

평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

리 총 5개의 악장이며, 진양조 2장단, 중모리 7장단, 중중모리 15장단,

자진모리 8장단, 단모리 17장단 총 49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는 경

제, 경드름, 서도제 총 3개와 f(도), d(솔)청, g(도)청, e(도)청, a♭(도)청,

e♭(도)청 총 6개이다. 제3기에서 추가 선율이 없는 엇모리를 제외하고

전 악장에서 평조 선율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세 개의 악장에서 조의 구성단위를 단2-3장단의 구성만으로 출현하여

선율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작은 단위의 흩어진 장단들이 전체적

으로 합쳐져서 선율‘군’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면조를 포함하고 있는 악장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

모리 총 5개의 악장이며, 진양조 18장단, 중모리 23장단, 중중모리 36장

단, 자진모리 10장단, 단모리 75장단 총 162장단이다. 사용된 청과 악조

는 평계면조, 진계면조, 변계면조, 메나리제 총 4개와 d(라)청, e♭(라), e

(라), f(라)청, g(라)청, b♭(라)청 총 6개이다. 전 악장에서 변계면조의 꺾

는 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변계면조의 꺾는 음의 활용을 통

해 단일 악장에서 오는 단조로움에 음악적 변화를 주었으며, 변청 해야

할 음을 미리 꺾어주어 변청에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의 구성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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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2개의 장단으로만 구성되어 독립된 악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선

율이 출현하였다.

셋째,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청 이동의 특징은 진양조와 중모리

는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상행 진행하여 종지하였으며,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각각 2도씩 하행 진행하여 종지하였다. 그리고 자

진모리와 단모리는 악장에 제시한 계면조의 청이 마지막 종지에서 동일

한 청으로 종지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진양조는 제1장단 c(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고, 중모리는 d(라)청 계면조로 시작

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는 제1장단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d(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자진모리는 제

1장단 b♭(라)청 우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고, 단모리

는 e♭(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라)청 계면조로 종지하였다. 제3기에

는 청 이동에 있어서 세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

개에 의해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

의 청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 이동의 특징은 시나위와 무속

음악의 청 이동에서 나타나는데, 두 장르의 음악적 영향이 작곡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넷째,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변조와 돌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변조에 관한 연구에서 진양조는 6회, 중모리는 8회, 중중모리는 7회, 자

진모리는 4회, 단모리는 2회 이상 총 26회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1

기의 변조횟수는 총 17회이고, 제2기에서 추가된 선율의 변조는 총 4회

이다. 제1기와 제2기를 합하여도 제3기의 변조 횟수보다 적다. 따라서 제

3기 선율의 특징 중 변조의 횟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돌장에 관한 연구에서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에서 출현하였다. 특히 돌장유형3의 사용이 많

았는데, 돌장유형3이 사용된 횟수는 진양조 2회, 중모리 2회, 중중모리 2

회, 자진모리 1회 총 4개의 악장에서 총 7회 사용되었으며, 엇모리와 단

모리에는 사용이 없었다. 우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평조와 계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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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평조에서 사용된 것은 총 3회이고, 계면조에

서 사용된 것은 총 4회이다. 돌장유형3의 구조는 기존 산조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 유형이며, 산조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2기에서 2회만 사용되어 새로운 유형의 돌장유형3의 제시는 제3기에서

4개의 악장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돌장 유형의 사용으로써 변

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적 상수와 변수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산

조연주의 경계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은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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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주법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은 양적인 면에서나 기교적인 면에서 연

구해야 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조라고 하는 장르는 판소

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용어의 사용면에서도 판소리의 용어

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러나 가사가 없는 기악 독주곡으로써 해금

산조는 판소리의 영향을 벗어나 독창적인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

며, 산조 선율 구성에 있어서도 경기 시나위, 가곡, 시조, 가사,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등의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수용은 각각의 고유한 음악어법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연주법을 보면 가야금 산조와 거문고

산조 그리고 판소리 이외의 성악곡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출현하고 있

다. 그리고 각각의 장르의 수용에는 그에 걸맞는 연주법이 동반되기 마

련이다.

특히 김영재류 해금산조 중에서 대표적인 연주법을 서술하고자 하면,

동일 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 동일음 다른 운지법, 동일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 이상 세 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에 서술한 연주

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 연주법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의 연주법은 제1기-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

(全) 악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진양조와 중모리,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 등 비교적 느리거나 중간 빠르기에서 그 효과가 드러

난다.

제1기 진양조에서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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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2> 제1기 진양조 제1장단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 위치

위 <악보 172>에서 제1장단 제4박과 제5박-제6박에서 활을 활용하여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 운궁법이 출현한다.

우선 제1장단 제4박에서 활 표시와 함께 선율을 살펴보면, +활로 보통

박 gʹ(미)로 연주한다. 이때 활의 밀도를 동일하게 연주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악보상에는 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연주는 와 같이,

동일 방향 활로 연주하며 제3소박에 강세를 준다. 이러한 운궁법은 리듬

을 분할하는 효과와 더불어 장단의 호흡과 함께 연주하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제1장단 제5박-제6박에서 활 표시와 함께 선율을 살펴보면, 제5

박에서 –활로 gʹ(미)로 보통박+제6박 1소박까지 붙임줄로 진행한 후, 2

소박 쉰다. 이때 제5박-제6박까지 붙임줄로 진행하는 gʹ(미)보통박+1소
박 붙임줄을 연주할 때, 활의 밀도를 동일하게 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통박과 함께 붙임줄로 진행하는 1소박 악센트 표시 있는 곳을

동일방향 –활로 연주하며, 제6박 1소박에 강세를 준다. 이러한 운궁법은

리듬을 분할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단을 타고 가며 호흡하는 효과를 준

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른

악장의 사례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73> 제3기 중중모리 제38장단 동일방향 뒷소박 강세주기 위치

위 <악보 173> 제38장단 제2박-제3박에서 활을 활용하여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 운궁법이 출현한다.

활 표시와 함께 선율을 살펴보면, 제2박 제2소박-제3박 제1소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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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gʹ(레)를 2소박+1소박으로 붙임줄 진행할 때, 활의 밀도를 동일하게

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소박과 함께 붙임줄 진행하는 1소박에

악센트 표시를 한 후, -활로 2소박까지 동일 방향 활에서 동일한 밀도로

연주하는 중에 악센트 표시가 있는 1소박에 강세를 주어 리듬분할하며

연주하는 효과를 준다.

이외에도 제3박-제4박까지 2소박 gʹ(레) 음표도 표기는 ♩로 되어있을

지라도 실제로 연주할 때는 1소박 2개( )로 연주한다. 이때 동일 방향

활로 제2소박(악센트 표시부분)에 강세를 주어 리듬을 분할하며, 특수한

효과를 준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운궁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중중모리의 기본적 운

궁법98)이며, 조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진모리와 단모리에

서는 호흡할 공간이 생기면 활로 동일 방향 뒷소박에 악센트를 주며 호

흡을 하지만, 그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양조부터 중중모

리까지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의 연주법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호흡악기인 관악기 피리와 대금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연주

법이라 할 수 있다. 해금은 호흡악기는 아니지만, 현의 활용을 통해 관악

기와 같이 호흡이 가능하며, 전통의 관점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꼭 필요

한 연주법이라 할 수 있다.

2. 동일 음 다른 운지법

제2장단 제4박-제6박에서 동일음 다른 운지법이 출현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악보 174> 제1기 진양조 제2장단 동일 음 다른 운지법 위치

98) 김영재는 형성기 때부터 항상 중중모리의 기본적 운궁법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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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74>에서 출현음과 운지를 살펴보면, 제4박-제6박까지 cʹ(라)
만 출현하고 있으며, 원래 운지는 유현2지이다.

운지와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제4박 첫 음인 2소박 cʹ(라)를 유현2지로

파지한 후, +1소박 붙임줄로 진행하는 cʹ(라)를 유현1지로 눌러서 파지한

다. 이후 제5박에서 다시 원래의 운지인 유현2지로 cʹ(라)를 파지하며,

보통박+1소박 붙임줄로 진행한다. 이러한 운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강조

할 때 우조와 평조에서 주로 사용된다.

동일 음 다른 운지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악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부

분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게 수용된 부분도 있다. 다른 유형의 사례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175> 제3기 진양조 제90장단 제5박-제6박 동일 음 다른 운지법 위치

위 <악보 175> 제90장단 제5박-제6박에서 동일음 다른 운지법의 운지

법이 출현하였으며, 같은 음을 다른 운지로 번갈아가며 파지하고 있다.

출현음과 운지를 살펴보면, dʹ(라)만 출현하고 있으며, 원래의 운지는 유

현1지이다. 운지와 선율진행을 살펴보면, 제5박 첫 음인 2소박 dʹ(라)를
중현3지로 깊게 눌러 파지한 후, 1소박 dʹ(라)를 원래의 운지인 유현1지

로 파지한다. 이후, 다시 깊게 눌러 중현3지로 1소소박 dʹ(라)를 파지한

후, 다시 dʹ(라)를 유현1지로 파지한다. 그리고 중현3지로 1소박 dʹ(라)를
파지한 후, 마지막으로 원래의 운지인 유현1지로 dʹ(라)를 파지한다. 위

의 동일 음 다른 운지법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와는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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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음은 같지만 운지의 바뀜이 첫 번째는 유현에서 운지를 바꿔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현과 유현을 교차하며 운지를 바꿔주는 것이다.

이러한 운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강조할 때 우조와 평조에서 주로 사

용되었다. 그리고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

의 연주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악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

게 수용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주법이 출현한 악장은 비교적 여유있는

진양조와 중모리에서 출현하며, 가장 빠른 악장에서의 출현은 제1기 엇

모리이다. 따라서 동일 음 다른 운지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동일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

제1기 중중모리에서 동일 지법에서의 변청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악보 176> 제1기 중중모리 제18-19장단 동일지법에서의 변청 위치

위 <악보 176>에서 제18장단은 eʹ♭(라) 본청 계면조이고, 제19장단은

b♭(라) 본청 계면조이다. 두 본청 모두 유현1지는 b♭이다. eʹ♭(라) 본청
계면조일 때와 b♭(라) 본청 계면조일 때의 출현 음과 운지기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eʹ♭(라) 본청 계면조일 때, 유현1지는 b♭(미)는 떠는 음, 유현2지

는 dʹ♭(솔), 유현3지는 eʹ♭(라), 유현4지는 fʹ(시), 유현4+지는 aʹ♭(도)-g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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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계면조 꺾는 음 등이다. 제18장단 eʹ♭(라) 본청 계면조에서는 b♭

(라) 본청 계면조로 가기위한 돌장의 선율과 변계면조 선율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b♭(라) 본청 계면조 일 때, 유현1지는 b♭(라), 본청 유현2

지는 dʹ♭(도)-cʹ(시) 꺾는 음, 유현3지 eʹ♭(레), 유현4지 fʹ(미) 윗음 떠는

음, 중현2지 f(미) 아래 떠는 음 등이다.

이와 같이 두 본청 모두 b♭음을 유현1지로 동일하게 파지하고 있으나,

청의 변화에 따라 구성음계와 운지의 기능도 변하게 된다. 청의 변화에

따른 운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eʹ♭(라) 본청 계면조에서 유현1지 b♭

(미)는 떠는 음이지만, b♭(라) 본청 계면조로 바뀌게 되면, 유현1지 b♭

(미)는 b♭(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음의 기능도 떠는 음 기능에서 본

청 기능으로 전환된다. 음의 기능을 오선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77>과 같다.

e♭(라)음 본청 계면조

중현2지 아래 떠는 음

b♭(라)음 본청 계면조

유현4+지변계면조 꺾는음

유현4지 유현2지 꺾는 음

유현1지 본청

유현3지본청

유현2지 꺾는 음

유현1지 떠는 음

유현4지 윗음 

떠는 음

유현3지

<악보 177> 제1기 중중모리 제18-19장단 동일지법에서의 운지역할

위와 같이 동일 지법에서 운지 역할의 변화만으로 본청의 변화를 진행

하는 것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변청의 운지

기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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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운지 음

e♭(라)음
본청 계면조

음

b♭(라)음
본청 계면조

표현
방법

음계
구성음

표현
방법

음계
구성음

유현

1지 검지 b♭ 떠는 음 미 b♭ 본청 라

2지 중지 dʹ♭-c 변청
꺾는 음 도-시 dʹ♭-cʹ 꺾는 음 도-시

3지 약지 e♭ 본청 라 eʹ♭ 레

4지 소지 f 시 fʹ 윗음
떠는 음

미

중현
4지+지 소지 a♭-g 변계면조

꺾는 음 도-시

2지 중지 f 아래
떠는 음

미

<표 115> 제1기 중중모리 제18-19장단 변청 운지법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제1기 단모리에서 동일지법에서의 변조가

출현하고 있다.

<악보 178> 제1기 단모리 제7-8장단 동일지법에서의 변조위치

위 <악보 178>에서 제7장단은 e(라) 본청 계면조이고, 제8장단 a(도)

본청 평조이다. 두 본청 모두 유현1지는 e이다.

e(라)음 본청 계면조일 때와 a(도) 본청 평조일 때의 출현음과 운지기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라) 본청 계면조일 때 유현1지는 e(라)

본청, 유현2지는 g(도)-f＃(시) 꺾는 음, 중현2지는 B(미) 떠는 음 등이다.

a(라) 본청 평조일 때 유현1지는 e(솔) 평조 농현, 유현3지는 a(도) 본

청, 유현4지는 b(레) 평조 농현이다. 이와 같이 두 본청 모두 e음을 유현

1지로 동일하게 파지하고 있으나 조의 변화에 따라 구성음계와 운지의

기능도 변하게 된다.

조의 변화에 따른 운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e(라) 본청 계면조에서

유현1지는 e(라) 본청이지만, a(라) 본청 평조로 바뀌게 되면, 유현1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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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음의 기능도 ‘본청’에서 ‘평조 농현’으로 전환

된다.

음의 기능을 오선보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79>와 같다.

e(라)음 본청 계면조

중현2지 떠는 음

유현1지 본청
유현2지 꺾는 음

유현1지 평조농현

유현3지 본청

유현4지 평조농현

a(라)음 본청 평조

<악보 179> 제1기 단모리 제7-8장단 동일지법에서의 변조 운지역할

이상과 같이 동일 지법에서의 연주법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연주법 중

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금의 장점은 자유로운 운지이동

을 통한 변조나 변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그러한 장점을 운지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지

이동 없이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나 ‘청’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주법이며, 동일 지법에서 운지 역할의

변화만으로 조의 변화를 진행하는 것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

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변조의 운지기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6>과 같다.

줄 운지 음
e(라)음 본청 계면조

음
a(라)음 본청 계면조

표현방법 음계구성음 표현방법 음계구성음

유현

1지 검지 e 본청 라 e 평조농현 솔
2지 중지 g-f＃ 꺾는 음 도-시
3지 약지 a 본청 도
4지 소지 b 평조농현 레

중현 2지 중지 B 떠는 음 미

<표 116> 제1기 단모리 제7-8장단 변조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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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이상과 같이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연구에서는 동일방향 뒷소박 강

세주기와 동일음 다른 운지법, 그리고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방향 뒷소박 강세주기의 연주법은 리듬을 분할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단을 타고 가며 호흡하는 효과를 준다. 관악기인 피리나 대금

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연주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익혀야하는 기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해금은 현

의 활용을 통해 관악기와 같이 호흡이 가능하며, 전통의 관점에서는 호

흡과 관련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의 연주법

은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 악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진양조와 중모리,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 등 비교적 느리거나

중간 빠르기에서 그 효과가 더 드러난다.

둘째, 동일음 다른 운지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동일음 다른 운

지법의 음악적 효과는 동일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으로써, 두 가지 음

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우조와 평조에서 강조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연주법은 현악기의 산조에서 출현하는 주법이며,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

과 거문고에 능통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현악

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게 수용된 부분도

있다.

셋째,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 연주법은 김영재류 연주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금의 장점은 자유로운 운지이동을 통한 변조나 변청이다. 그

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그러한 장점을 운지이동을 통해서 적극적

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지이동 없이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나 ‘청’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

주법이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 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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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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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김영재는 1967년에 한국국악예술고등학교(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서라벌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였다. 대

학에서 지도교수인 김동진의 권유로 산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

게 되었으며, 이후, 20년간의 더늠 구성의 시기를 거쳐 본인만의 산조를

구성하게 되었다. 더늠 구성의 시기 이후, 1989년 KBS FM 명인전 에

서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심으로 즉흥성을 가미하여 발

표하게 되었다. ‘해금산조’ 앞에 김영재 ‘엮음’ 또는 ‘구성’이란 용어 대신

김영재 ‘류’로 명명하였으며, 1992년 선율을 정리하여 음반을 발매하였다.

이 시기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제1기 구성 시기(1989-1992)이다. 그리

고 1992년 짧은 산조의 음반을 발매한 이후, 1999년에김영재 해금창작

곡집을 발매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제2기 구성 시기(1993-1999)이다.

마지막으로 악보집 발매 이후부터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음반이

발매된 2008년까지가 제3기 구성 시기(2000-2008)이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 과정 연구에서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기존 산조에 없던 악장인 엇모리와

단모리 의 추가된 악장 속에 엇청과 변계면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통의 틀 속에서 새로운 악조인 드렁조와 서도제의 적용, 그리고 돌장

의 활용을 통해 빈번한 청 이동으로 본인만의 산조를 구성하였다. 그리

고 기존산조의 고정관념인 진양조에서 제시한 계면조 c(라)본청을 벗어

난 e(라)청, dʹ(라)청, b♭(라), a(라)청을 본청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조 본청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에서 거문고산조 선

율과 단모리에서 가야금산조 선율의 수용은 해금연주법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제1기 악장구조에 관하여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



- 264 -

진모리, 단모리 이상 여섯 악장이며, 총 22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

양조만 우조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외의 악장은 계면조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제1기 청과 악조에서 우조는 드렁조 선율이 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출현하였으며, 평조에서는 서도제의 적용과 평조선율에서 변계면조와 경

드름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계면조에서는 시나위제와 변계면조의 적용이

엇청의 출현과 함께 사용하였다.

셋째, 제1기 청 이동의 특징에서는 진양조에서 제시한 c(라)본청 계면조

가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까지만 적용되고,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 각각

2도씩 하행진행하게 된다. 이후, 자진모리와 단모리는 엇모리의 종지하는

청인 a(라)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종지한다. 청 이동에서 두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개에 의해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

로운 원칙의 청 이동이 수용되었으며, 시나위와 무속음악의 영향이 작곡

기법을 통해 형식화 된 것이다.

넷째, 제1기 선율의 특징 중 유사선율과 돌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유사 선율에 있어서 각각의 악장에서 그 장단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

는 것은 산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중모리에 있는 선율이 중중모리 장단의 리듬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선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진모리의 선율을 단모리 장단의 리

듬형태에 맞게 변주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1기 돌장의 사용은 진양조부터 단모리에 이르기까지 6개의 모든 악장

에서 출현하였으며, 출현 횟수는 총 10회에 이른다. 총 10회 중 우조와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6회 사용되었으며, 계면조에서 계면조로

변청할 때는 4회 사용되었다. 돌장의 유형은 총 2개이며, 돌장 유형1은

돌장 선율에서 뒷 선율의 본청을 미리 적용하여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

며, 진양조,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상 4곳에서 사용되었다. 돌장

유형2는 돌장 선율 끝 박에서 앞장단의 본청을 퇴성해 줌으로써 자연스

럽게 변조나 변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2곳, 자

진모리, 단모리 이상 6곳에서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1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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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다.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1기의 선율을 보완하기 위한 선율

과 새롭게 구성된 선율로 구분된다. 제1기에서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만

시도되었던 변계면조가 전 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악조인 메나

리제와 우계면이 각각 중모리와 자진모리에 적용되었다. 평조와 계면조

에서 새로운 돌장 유형이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돌장은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청과 변조를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

운 유형의 돌장을 사용함으로써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

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변청의

단위에서도 기존의 변청은 ‘장단’ 단위의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제2기 중모리 계면조에서는 장단의 중간에 ‘박’ 단위 중심으로 변청이 이

루어진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새로운 산조 형식의 제시라고 할 수 있으

며,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제2기 악장구조에 관하여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

진모리, 단모리 이상 여섯 악장이며, 추가된 장단 수는 총 129장단이다.

제2기의 악장구조에서 단모리는 추가선율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계면조

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제2기 청과 악조에서는 우조와 평조는 전체적으로 악조를 보완하

는 선율로 구성되었으며, 평조와 계면조에서는 단일장단으로 조를 구성

하여 출현하였다.

그리고 계면조 저음역대에서 변계면조 선율의 출현은 경기시나위 선율

에 기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2기 청 이동의 특징에 관하여 진양조부터 중중모리까지는 제1

기와 동일한 청 이동을 한다. 이후, 제2기 중중모리에서 b♭(라)청으로 종

지한 후, 엇모리 시작 청을 c(라)청으로 변경하여 b♭(라)청 계면조로 종

지한다. 이후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청 진행은 b♭(라)청 계면조로 시작하

여 b♭(라)청 계면조로 종지하며, 제1기보다 제2기에서 2도 높아진다. 따

라서 제1기와 동일한 청 이동을 하는 가운데 제2기에서는 엇모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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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c(라)청으로 변경하여서오는 차이가 발생되었다.

넷째, 제2기 선율의 특징 중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 청의 진행이 동

일한 악장, 돌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진양조와 중모리의 악조 진행에서 계면조-

평조-계면조로 동일하고, 자진모리에서는 계면조-우조-계면조로써, 진양

조와 중모리의 평조부분이 우조로 대체 되었을 뿐, 유사한 조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청의 진행이 동일한 악장은 중중모리와 엇모리에서 b♭(라)청-f(라)청-

b♭(라)청으로 동일하게 진행함을 확인하였다.

제2기 돌장이 출현한 곳은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

의 악장에서 출현하였으며, 출현 횟수는 총 5회이다. 제2기에서 돌장 유

형1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돌장 유형2는 진양조, 엇모리, 자진모리 이상

3곳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2기에서 새롭게 출현한 돌장 유형3은 돌

장 자체로 독립된 청과 악조를 갖으면서 변청과 변조를 진행하는 유형의

독특한 형태이다. 돌장 유형3의 제시는 산조 구성에 있어서 작곡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2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은 제2기의 선율과 형식적 특징들을 빈

번한 조 이동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우조에서는 제2

기에 출현했던 드렁조의 선율이 단모리를 제외한 전 악장에서 사용되었

으며, 우조 중간에 계면조가 출현하여 ‘박’ 단위의 변조가 진행되었다. 제

2기에서 제시되었던 장단 단위의 새로운 돌장유형이 평조와 계면조에 확

대되어 출현하였으며, 평조에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3개의 악장

과 계면조에서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4개의 악장에서 출

현하였다. 새로운 돌장의 유형은 독립된 악조로 하나 또는 두개의 장단

으로만 구성되어 다른 악조와 악조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확

대를 통해 빈번한 악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금산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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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조간의 변조단위를 촘촘하게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자하는 형식미를

확대 시킨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제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제3기 악장구조에 관하여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

진모리, 단모리 이상 여섯 악장이며, 추가된 장단 수는 총 285장단이다.

제3기의 악장구조에서 엇모리는 추가선율이 없으며, 진양조와 자진모리

에서는 우조의 비중이 높았고, 중모리와 중중모리, 단모리에서는 계면조

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제3기 청과 악조에서 우조는 단모리를 제외한 진양조, 중모리, 중

중모리, 자진모리 이상 총 4개의 악장에서 드렁조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평조와 계면조를 구성하고 있는 악장은 추가된 모든 총 5개의 악장에서

평조와 계면조의 선율이 출현하였다. 또한, 계면조 전 악장에서 변계면조

의 꺾는 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평조와 계면조에서만 구성단위

가 단 1-2개의 장단으로 독립된 악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선율이 집중

적으로 출현하였다.

셋째, 제3기 청 이동의 특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진양조와 중모리는 악장시작에 제시한 청보다 각각 2도씩 상행 진행

하여 종지하였다.

그리고 중중모리부터 단모리까지는 제2기와 동일하다. 청 이동이 동일

한 악장끼리 구분을 하면, 진양조와 중모리가 각 2도씩 상행 진행하고,

중중모리와 엇모리가 각 2도씩 하행 진행한다. 그리고 자진모리와 단모

리가 시.종에 동일한 계면조 청이 사용된다. 따라서 제3기에는 청 이동에

있어서 세 개의 유형이 각각의 동일성에서 오는 차이의 전개에 의해 김

영재류 해금산조에서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닌, 새로운 원칙의 청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제3기 선율의 특징 중 변조와 돌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변조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진양조는 6회, 중모리는 8회, 중중모

리는 7회, 자진모리는 4회, 단모리는 2회 이상 총 26회 변조하였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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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와 제2기를 합한 것보다도 제3기에 변조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제3기 돌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제1기에서는 총 10회의 돌장이

사용되었으며, 돌장 유형1과 돌장 유형2로 분류하였다. 제2기에서는 돌장

유형1의 사용은 없었으며, 돌장 유형2와 새로운 형태인 돌장 유형3이 두

번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돌장의 유형을 선보였다. 그리고 제3기에서 돌

장유형3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상 4개의 악장으로 확

장되었으며, 총 7회 출현하였다. 우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평조와

계면조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돌장 유형3의 사용으로 변조와

변청이 ‘군’이나 ‘집’의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단 단위로 더 촘촘

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음악적 상수와 변수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산조연

주의 경계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제

3기 김영재류 해금산조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방향 뒷소박 강세주기 연주법은 리듬을 분할하는 효과가 있

으며, 장단을 타고 가며 호흡하는 효과를 준다. 해금은 현의 활용을 통해

관악기와 같이 호흡이 가능하며, 전통의 관점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동일방향 뒷 소박 강세주기의 연주법은 제1기부터 제3

기에 이르기까지 전 악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진양조와

중모리, 그리고 중중모리와 엇모리 등 비교적 느리거나 중간 빠르기에서

그 효과가 더 드러난다.

둘째, 동일 음 다른 운지법에 관하여는 동일 음을 다른 운지로 파지함

으로써, 두 가지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우조와 평조에서 강조할 때

음악적 효과를 높여준다. 그리고 김영재 본인이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통

하여 현악기들의 연주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악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있고, 해금산조에 맞게 수용된 부분도 있다.

셋째, 동일 지법에서의 변조 및 변청에 관한 연주법은 김영재류 해금산

조 연주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금의 장점은 자유로운 운지이

동을 통한 변조와 변청이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도 운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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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그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운지이동 없이

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나 ‘청’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주법은 악장의 빠르기와 악

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주법이며, 김영재류 해금산조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 악장에서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들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법 연구의 특징으로 규

정할 수 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3기의 형성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고, 해금 연주의

다양한 가능성을 산조에 접목하여 왔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우직하고

멋스러우며, 화사하면서도 깊은 한이 스며있는 남도 성음을 가지고 있다.

김영재의 산조는 기존의 틀을 수용한 가운데 새로움을 추구한 산조이다.

면면히 살펴보면 전통 영역의 경계를 넘어선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의 넘어섬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산조 속에 그의 삶이 들어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김영재류 해금산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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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Forming and Playing

Kim Young-jae Haegeum Sanjo

Ryu, Jae-won

Major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ung-jae is a composer and a Haegeum maestro. Also, he is

a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hin Kwae-dong

Geomungo Sanjo and an emeritus professor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1967, He graduated from the National H 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 and entered Seorabeol University

of Art. When he was a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Kim Dong-jin

taught him the foundation of composition and suggested making

‘something new, not the already known melody’. This advice became

a motive to compose Sanjo, on the basis of traditional music he

studied for a long time. As a teacher, artist and composer, he

completed his own Sanjo with his experience and musical assets. In

1989, He was invited to KBS FM Maestro, where the Sanjo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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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erformed. It was a combination of the melody he organized and

utilized and the improvisation. His Sanjo was named ‘Kim Young-jae

Ryu’ instead of putting his name on composition or organization. The

piece was recorded in 1992. This time is referred to as the first

composition period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The Second

period is till 1999, when his second album of Sanjo was released.

From the notation of Sanjo was published to his new album released

in 2008, is the third period.

In the first period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the new

movement of Eotmori and Danmori were added with classification of

Eotcheong and Byeon-Gyemyeonjo style. On the basis of tradition,

new styles of Drungjo and Seodoje were applied. Utilization of

Doljang attachment with the frequent Cheong change made his

unique Sanjo style. Unlike other Sanjo which utilized c Boncheong

mode of Gyemyeonjo, he extended Boncheong on e, d, b♭, and a. In

addition, c Boncheong Gyemyeonjo on J inyangjo and Joongmori

movement, b♭ Boncheong on JoongJoongmori, a Boncheong on

Jajinmori and Danmori were appeared. All these had not been on

existing Sanjo.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formation of Sinawi

and Ritual music influences. Some of Gayageum Sanjo melodies took

place on Danmori, and from Geomungo Sanjo to JoongJoongmori.

This could be called as an expansion of Haegeum Sanjo.

The second period of Kim Young-jae could be sorted into the

melody to supplement melody of the first period and newly composed

melody. Byeon-Gyemyeonjo, which was attempted on

JoongJoongmori and Jajinmori in the first period, were expanded to

all movement. Menarije and Ugyemyeon were newly applied on

Joongmori and Jajinmori. Moreover, the new type of Dolja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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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ed on Pyeongjo and Gyemyeonjo. This Doljang has individual

Cheong and mode. They even change Cheong and mode unlike

existing Doljang. This made a new peculiarity on Sanjo, of which

Byeonjo(Changing Jo:mode) or Byeoncheong(Chaning Cheong:Keytone)

became a rhythm unit, not only a group. Byeoncheong was also

appeared in the middle of melody(rhythm). Existing Byeoncheong was

made up of ‘Rhythm’ unit melody. Whereas on Joongmori

Gyemyeonjo of the second period, Byeoncheong was appeared on

sixth beat of rhythm. The features so far could be a suggestion of

new Sanjo form.

The third period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is an expansion

of melody and form, which was from the second period. The

expansion was by frequent mode change. In Ujo, Drungjo melody

was widely used in every movement except Danmori. Mode change

was preceded in the middle of J inyangjo Ujo to Gyemyeonjo, by a

four-beat unit. New Doljang as a rhythm unit were widely used in

all movements. In detail, J inyangjo, Joongmori, JoongJoongmori of

Pyeongjo and J inyangjo, Joongmori, JoongJoongmori, Jajinmori of

Gyemyeonjo utilized one or two units of Rhythm as a Doljang. The

Doljang consisted of individual mode and acted as a connecting role

between different modes. This Doljang enables Sanjo to change mode

frequently. Therefore, the new form of Doljang could be understood

as a peculiarity of the third period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It made the expression free by tightening units of mode

change between modes of Haegeum Sanjo.

Research on the performing technique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were about; Stressing the latter part when the tones are in the

same direction, Fingering alteration on the same pitch, Byeon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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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ame finger position.

First, Stressing the latter part in the same direction is common on

the wind instruments like Piri or Daegeum. Wind instruments should

respire structurally. So, this technique is naturally equipped. However,

Haegeum is a rubbed string instrument. On the utilization of string,

breathing is possible like a wind instrument. Especially for playing

Sanjo, Breathing is necessary.

Secondly, fingering alteration on the same pitch is for the different

tone color. This technique is used for an emphasis on Ujo and

Pyeongjo melody. It can be inferred the technique is the

accommodation of Gayageum and Geomungo which Kim Young-jae

was proficient at. This is one of the distinct features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Third, Byeonjo and Byeoncheong technique on the same finger

position is the core of playing technique on Kim Young-jae Sanjo.

Haegeum is an instrument which is enabled to switch the finger

position easily. This facilitates Byeonjo and Byeoncheong. Kim

Young-jae Haegeum Sanjo also used the features actively. However,

changing mode or Cheong without finger position change means the

expression of traditional music could be various more. In this sense

this technique should be developed in future. Not changing finger

position means tempo or mode of movement does not matter on

Byeoncheong. In the all movement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from first to third period, the technique appears. Therefore,

this could be prescribed as the distinct feature of Kim Young-jae

Haegeum Sanjo.

Kim Young-jae Haegeum Sanjo is simple but splendid, with colorful

and sorrowful Namdo region style. His Sanjo is tradi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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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with simplicity of Geomungo Sanjo, Sweetness of Gayageum

Sanjo, and attractiveness of Pansori and Taryeong songs. On the

other hand, The Sanjo sounds like a ritual from an exorcism place, or

sometimes childish or humorous. From the life of Kim Young-jae,

Sanjo is talking about ordinary life. And it could arouse sympathy to

the listener. Kim Young-jae Sanjo is a renewed Sanjo rooted in the

traditional groundwork. If one looks closely enough, some part of

Sanjo is exceeded from the traditional territory. It does not sound

weird, because the Sanjo itself includes the everyday life of Kim

Young-jae.

Keywords : Kim Young-jae, Haegeum Sanjo, Sinawi, Drungjo,

UGyemyeonjo, Doljang, Gyung·Seodoje

University ID number : 2007-3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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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김영재의 음악활동 목록

기 간 목 록

1967 한국국악예술중·고등학교 졸업

1971 서라벌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1977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1980 동대학원 졸업

1965-1968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단원

1971-1983 서울국악예술학교 교사

1980.11 거문고산조와 병창 발표회 (일본 동경 상케이홀, 한국문화원)

1982.04.28 제1회 김영재 국악작품 발표회 (국립극장 소극장)

1982-1983 세종대, 서울예전, 전남대 강사

1983 남도국악단 상임지도위원 겸 운영위원,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1985.05.02 제2회 김영재 작곡발표회 (광주 남도예술회관)

1990-1993 광주교대, 조선대, 전북대, 중앙대 출강

1991.10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거문고 독주 (한국의 집 민속극장)

1992.11 SBS 창사2주년 특집 30부작 <관촌수필> 작곡 및 연주

1983-1998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역임

1993.02.11 KBS <국악춘추> 100회 특집 녹화 “평범속의 비범한 가락
- 김영재” 방영

1993.02.15 상설무대 우리소리 개관공연 거문고산조 및 병창 외 (5일간)

1993.12.27 제24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거문고 독주 (국립극장 소극장)

1994.05.31 거문고산조 명인전 거문고 독주; 산조 및 병창 (예음홀)

1994.06.03 일본 동경 1200년 기념 무속음악 공연 참가 (일본 교토 국립극장)

1995 동아콩쿨, 제13회 전주대사습놀이 심사

1996.04.15 김소희 선생 추모 1주기 공연 출연

1996.12.22 서울 국악제 출연

1997.03.11 광주MBC <얼씨구학당> 특별공연 “김영재 - 해금, 거문고 편”
2회 녹화

1997.04.13 세계국회의원 회의 특별공연

1997.11.18 제4회 전국국악관현악 축제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객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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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신쾌동 선생 서거 20주기 추모 학술대회 및 연주회 참가

1997.12.30 藝場 창작 가곡발표회 - “정읍사” 외 1곡 발표

1998-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1998.02.14-26 국립창극단 정기공연 <춘향전> 음악감독 및 연주

1998.04.17 우리소리 개관 5주년 기념공연 기획 및 연출

1998.06.10 제2회 藝場 작곡 발표회 (강남문화회관)

1998.10.27-28 경서도 소리극 <남촌별곡> 작곡 (국립국악원 예악당)

1999.04.01 김영재 음악세계 독주회

1999.08.13 <듣고싶은 우리음악> CD제작; 거문고산조와 병창,
해금과 피아노; 적념

1999.11.09
국악실내악을 위한 7개의 소품곡
초연; 한국정악원 90주년 기념 위촉곡 (세종문화회관)

2000.04.01 <김영재의 음악세계>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0.05.06-15 창극 <수궁가> 작곡 ․ 공연 (국립극장)

2000.07.13 아리랑TV <김영재 스페셜> 녹화

2000.10.24 경서도창극 <시집가는 날> 작곡

2001.09.09 도산12곡 중 거문고 병창 녹음 (KBS 녹음)

2001.11.09 풍류한마당; 거문고산조 및 병창 독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002.03.21 2002 한일 월드컵 전야제 음악;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녹음

2002.03.21 거문고창작곡집, 가야금창작곡집 출간 (한림원)

2002.06.25 김영재 국악인생 40주년 기념연주회<琴聲玉振> (국립극장 소극장)

2002.11.10 “산하의 숨소리” 작곡, 초연-마산국악관현악단 (사천문화예술회관)

2003.03.04-18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음악회
- 독일 외 4개국 순회공연; 거문고산조 및 병창 연주

2003.10.01-18 한국-유럽수교 40주년 기념음악회
- 거문고산조 및 병창, 해금산조연주

2003.11.13 KBS 국악관현악단 제140회 정기공연
- “4현해금 협주곡” 작곡 및 초연 협주 (KBS홀)

2004.08.15 우리소리교육원 개원식 및 축하공연

2004.11.0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공연
- 초연작 “기원” 작곡 및 연주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4.11.25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발표회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004.12.23 SBS 드라마 <토지> 작곡,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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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역임

2005.10.25 제25회 대한민국국악제<명인에게 길을 묻다>;
거문고산조 및 병창연주

2005.12.08 성남시립국악단 창단공연 - 현악합주 “향토” 작곡 및 초연

2006.01.13 <김영재 거문고 창작곡집> 녹음

2006.03.17-26
극단 미추 20주년 기념공연
- <주공행장> 작곡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06.03.26 일본 동경예술대학 연구교수 파견

2007.05.20
김영재 국악인생 45주년 기념공연
- 흥․멋․풍류의 삶: 金聲玉振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7.05.20 <김영재 창작곡집> 음반 (거문고 2장, 해금 2장, 가야금 2장) 발매

2007.05.20 김영재 창작곡집 출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8 육군정책 자문위원 역임

2008.05.02 K'Arts 거문고앙상블 창단공연 예술감독 및 거문고병창 특별공연

2008.10.03-19 극단 미추 <은세계> 작곡 (정동극장)

2009.05.23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현악발표회
- 거문고 단모리 합주곡 작곡 및 초연

2009.12.15 <율객 김영재; 귀히지닌 琴의 줄을 타나니> 공연 (코우스)

2010-2011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 역임

2010.02.08 국립국악원 기획 “경기시나위” 녹음

2010.04.22 성남시립국악단 제22회 정기연주회;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협주 작/편곡 초연

2010.05.19 신쾌동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 <금헌의 소리>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0.07.07 해금풍류, 거문고산조 구음 녹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2011.08.11 김영재 국악인생 50주년 기념음반 - <集大聲音> (신나라레코드)

2011.09.06 신쾌동류 거문고 긴산조 발표회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1.11.12 평택 지영희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장

2011.12.01 임방울 국악상 수상 (광주 8.15회관)

2012.03.27 핵안보회의 특별공연 (신라호텔)

2012.06 동아콩쿨, KBS국악대경연 심사

2012.09.22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수받이” 협연

2012.10.11
성남시립국악관현악단
- “거문고병창(팔도유람가,적벽가 중 새타령)”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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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남미 6개국 순회공연

2013.01.29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 인증서 수여

2013.02.23 거문고산조 보유자 축하연주회 (세미원 특설무대)

2013.04.04 국립국악원 운영위원 위촉

2013.06.07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전 바탕 녹음 및 촬영

2013.10.18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공개행사개최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3.11.07 명인열전 (뉴욕, 맨하탄)

2014.03.26
광주국악방송 개국기념공연 출연
- 거문고산조 및 병창 연주 (광주문화예술회관)

2014.07.03
2014 김영재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공개행사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14.10.18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명인열전> (에드몬트 아트센터)

2014.12.12 2014 현금무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5.4.17-18
하와이 무량사와멕코이바빌리온 2회공연
평택시와 거문고보존회 주최로 지영희선생묘소 참배

2015.5.24 석가탄신축하공연 불락사 거문고산조와 병창

2015.6.27 미국 시애틀 명인열전공연 거문고산조와 병창

2015.7.10 운현궁국악공연. 해금.거문고연주

2015.8.29-30 제14회 지영희국악경연대회 대회장참석

2015.9.12 뉴욕 심포니스페이스공연 해금. 거문고산조

2015.10.14 신쾌동류거문고산조보존회 기획공연 ‘집대성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5.10.21 창경궁국악공연 거문고시나위 연주

2015.10.29
2015 김영재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 공개행사발표회
(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16.1.21 제5회 허니데이 사랑한마당 산조대축제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6.1.28.-2.28 신쾌동류거문고산조보존회 1기 전수생 특강지도

2016.3.14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보존회 1기 전수생 이수증수여식 - 우리소리

2016.4.28 김영재국악인생55주년 기념공연
- ‘금사풍류악가무’ 아르코예술대극장

2016.5.4 뉴욕 맨하튼 소사이어티 ‘ 집대성읍 공연’

2016.5.7 뉴욕 Elegant&Dynamic Korea – Paramus Catholic School

2016.5.27 영국 옥스퍼드 월프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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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2.-3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 공연
–대구강림초등학교,초전중학교,옥종초등학교

2016.6.24 정효박물관 개관기념 해금산조 독주회 초청연주

2016.7.8.-10 신쾌동류거문고산조보존회 광주 전수생 특강 - 전남대학교

2016.7.19 여우락 페스티발 ‘시간속으로‘ 공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2016.7.29.-30 여우락 페스티발 ‘물들다’ - 국립극장 하늘극장

2016.8.1.-16 신쾌동류거문고산조보존회 전수생 특강 - 연천우리소리

2016.8.17-19 신쾌동류거문고산조보존회 부산전수생 특강

2016.10.25 코우스 ‘율객‘ 공연

2016.10.29 김영재 거문고 공개행사 –경복궁 수정전

2016.11.16.-17 신나는예술여행 순회공연 – 천북초등학교, 진도국악고등학교

2016.11.20 제6회 지영희기념사업회 정기연주회

2016.11.26 일본오끼나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예능 해금산조독주
–오끼나와국립극장

2017.01.16 전북도립국악단 거문고산조 특강

2017.01.20.-25 전수생2.3기 산조교육

2017.04.25
김영재명인의 찾아가는 문화행사 ‘금사풍류악가무’/ 신쾌동류거문고
산조보존회/ 정아트엔터테인먼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2017.05.16-25 일본 한국문화관광대전 - 한국관광공사 (일본-동경)

2017.06.07 고 지영희선생 추모음악회 ‘스승의 소리길’/ 고송문화재단/
경기시나위보존회, 민속악회시나위 / 하와이 맥코이파빌리온

2017.06.09 고 지영희선생 추모음악회 ‘스승의 소리길’/ 고송문화재단/
경기시나위보존회, 민속악회시나위 / 하와이 맥코이파빌리온

2017.06.12 광주시민회관 명인명창공연

2017.06.20 신쾌동선생 서거 40주기 추모음악회 금헌의소리/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보존회/ 정아트엔터테인먼트/ 국립국악원우면당

2017.08.07-20 여름거문고캠프 연천 전수원

2017.10.14.-20 한터수교60주년 상호문화교류의 해 초청공연 ‘명인열전’

2017.10.27 부산을숙도 김영재초청힐링콘서트

2017.11.08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제2회서암음악회공연

2017.11.25 신쾌동선생 서거40주기 추모공연 /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2018 매월 첫 월요일 거문고이수자 및 전수교육 ᆞ/ 우리소리 소극장

2018.05.20 명고 장덕화 추모1주기 ‘동고동락’공연 / 국립국악원 우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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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제4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한낮의 정자마루콘서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2018.06.02 신쾌동류거문고전수자 발표회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8.06.11 도울 김용욱선생 회갑 축하공연 / 대학로 상명아트홀

2018.0618 김영재 명인의 힐링 콘서트 / 명지병원치유센터

2018.06.25 김영재 보유자 공개행사 / 풍류극장

2018.07.18 김영재 명인의 찾아가는 문화재행사 / 우리마포복지회관

2018.07.19 김영재 명인의 찾아가는 문화재행사 / 백학노인복지회관

2018.08.08 김영재보유자 이수자평가회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8.09.08 김영재의 ‘금사풍류’ / 강릉시 국립무형유산원

2018.09.23 거문고병창 ‘탄금창가’ 지도 /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8.11.16 김영재보유자 기획행사 ‘현금무곡’ /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2018.11.28 주로마한국문화원 korea Week 초청 공연 ‘집대성음‘

2018.12.04 광명시 오리서원 한국음악 특강

2018.12.06 명인명창전 초청공연 ‘영원한 스승 김영재’ / 부암아트홀

2019.01.14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2.18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2.24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3.17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3.18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3.22 함께하는 현금무가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019.04.01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4.28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5.13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거문고산조 이수자 발표회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6.03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거문고산조 이수자 발표회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6.18~22 홍콩한국문화원초청 한국전통문화주간 ‘현금무가’ / 홍콩

2019.07.21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8.09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8.10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8.11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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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8.29 2019 김영재 거문고산조보유자 공개행사 / 민속극장풍류

2019.09.02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거문고산조 이수자 발표회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09.18 2019 현금무가 / 한국문화의집

2019.09.22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10.02 김영재명인의 찾아가는 문화재공연 / 우리마포복지관

2019.10.07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거문고산조 이수자 발표회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10.13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10.17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 / 상설무대 우리소리

2019.10.20~22 故지영희추모음악회 스승의 소리 악성 故지영희 선생을 기리며/
하와이 무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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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김영재의 음반활동 목록

기 간 목 록

1988 산조전집: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뿌리깊은 나무)

1990 중앙국악관현악단 연주곡집 中 “방아타령” (오아시스 레코드)

1990 김영재류 해금산조 (KBS-FM)

1991 김영재 해금작품집 Ⅰ (신나라 레코드)

1993 ‘93 일요명인명창전: 김영재 해금연주회 실황음반

1995 황병주 가야금독주집 中 “황토길” 작곡 및 연주

1996 김영재 <반도의 한> 민요독주집 (삼성미디어)

1998 거문고, 가야금 병창 (KBS-FM)

1999 김남순 교수 가얏고 CD 中“ 삼주함창 변주곡”

1999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연주집 <듣고싶은 우리음악>

2001 <듣고싶은 우리음악> 中 거문고산조 및 거문고, 해금 합주곡 수록

2002 김영재 국악인생 40주년 기념음반 <몸짓, 소리, 농현, 여운>
(신나라 레코드)

2004 김영재 거문고산조 <신쾌동류 전 바탕> (신나라 레코드)

2007 김영재 국악인생 45주년 기념음반:
김영재 거문고, 해금, 가야금 창작곡집 6CD

2010 <口音> (한국예술영재연구원)

2010 <시나위> (국립국악원)

2011 김영재 국악인생 50주년 기념음반:
거문고, 해금, 가야금, 철가야금, 시나위 즉흥곡집 <集大聲音>

2015 김영재 국악인생 55주년 기념음반:
거문고독주집 - 거문고 산조, 병창곡집2장 훈스트디오 녹음

2016 김영재 국악인생 55주년 기념음반:
김영재 거문고 독주곡집 / 정아트엔터테인먼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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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김영재의 저서 및 논문 목록

기 간 목 록

1977 현금곡집 악보 출간 (창명사)

1979 가야금 병창곡집 악보 출간 (세광출판사)

1981 산조악 계면조 연구 (경희대학교)

1984 고흥 장수마을 민속조사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29집)

1986 남도의 唱 (전남의 문화와 예술 中, 전라남도청)

1989 줄풍류 거문고 가락의 비교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2집 中)

1991 한국 근현대사의 음악가열전(Ⅳ)-琴軒 申快童論(한국음악사학보 제7집 中)

1993 광주시사 中 예술편 (광주직할시)

1994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배경 (한국음악사학보 제12집 中)

1999 김영재 해금 창작곡집 (도서출판 어울림)

2002 김영재 창작곡집 <중주곡> (계문사)

2002 김영재 거문고 창작곡집 (한림원)

2002 김영재 가야금 창작곡집 (한림원)

2003 향사 박귀희 선생 10주기 추모 학술발표 <내가 본 향사 박귀희 선생님>

2007 국악창작곡집 (김영재 편) 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11 국악창작곡집 (김영재 편) Ⅱ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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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김영재의 수상 목록

기 간 목 록

1967.10 난계예술제 기악부문 특상

1973.04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1976.03 제3회 음악경연대회 지도상 수상 (중앙대학교)

1976.05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증 수여 (문화재관리국)

1980.05 문교부장관 표창장 수상

1987.10 전남도지사 표창장 수상

1988.05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 후보 지정

1989.12 KBS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1994.05 제12회 무등문화상 본상 수상

2002.12 KBS 국악대상 관악상 및 대상 수상

2004.10.20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부문 수상

2008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수여

2011.12.01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임방울국악상 수상

2012.02.29 황조근정훈장 수상

2015.11.19 제22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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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김영재류 해금산조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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