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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해금산조의 효시라 알려진 지용구의 산조를 시작으로 김덕

진 ‧ 류대복 ‧ 지영희 ‧ 한범수 ‧ 임선문 ‧ 서용석 ‧ 김영재의 산조에 이르

기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8가지 해금산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해금

산조의 음악사적 흐름과 각 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해금산

조의 변천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금산조는 크게 3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용구·김덕진에 의

해 초기산조가 생성된 1930년대를 <해금산조의 태동기>, 류대복·지영

희·한범수·임선문에 의해 산조로서의 정형성과 틀을 완성한 1960년대

를 <해금산조의 확립기>, 서용석·김영재에 의해 산조음악을 다양하게 

발전시킨 1980년대를 <해금산조의 확장기>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그간에 해금산조를 만든 8명의 인물들은 모두 각각 개인의 영역

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승관계 

또는 동료로서 음악활동 영역 또한 매우 중첩되어 나타났으며, 그동안 

밝혀진 지용구-지영희-김영재로 이어지는 사승관계 외에도 김덕진-지

영희, 지영희-한범수, 지영희-임선문의 사승관계와 지용구-김덕진-지

영희, 지영희-한범수, 지영희-임선문이 같은 음악집단 또는 교육계에서 

함께 활동을 전개한 동료였음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음악활동 

영역에 따라 전승 산조와 미전승 산조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들 모두 당시 제도권 내의 교육계나 연주단체에서 

활동하며 전승기반을 갖추었지만 활동 중 제도권을 벗어난 류대복과 임

선문의 산조는 전승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금산조의 시대별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각 산조의 

장단구성과 구조, 악조구성 및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 시김새를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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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해금산조의 장단구성은 세대를 거치며 2악장 구성에서 6악장 

구성으로 증가하였고, 장단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30년대 해금

산조는 모두 2악장을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에는 악장 수가 증가

하여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4악장 구성을 해금산조의 기

본 틀로 확립하였다. 그 중 류대복 산조는 엇모리와 휘모리를, 지영희 

산조는 굿거리를 추가로 구성하면서 5악장과 6악장 구성도 함께 나타났

다. 이후 1980년대의 해금산조는 이미 확립된 4악장 구성에 빠른중중모

리·단모리·엇모리 등을 추가한 6악장 구성으로, 해금산조에는 처음 등

장하는 빠른 중중모리와 단모리가 새로운 악장으로 구성된 점이 큰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진모리 이전에 위치했던 엇모리

가 1980년대 서용석의 산조에서는 자진모리 다음에 위치하면서 장단의 

구성 순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는 모든 산조에서 공통적으로 진양과 중모리

가 기본장단구조로만 나타났다. 그 외의 나머지 장단에서는 기본장단구

조와 변형장단구조가 동시에 나타나지만 대다수의 장단에서 기본장단구

조가 지배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외적으로 류대복·지영희의 

중중모리와 김영재의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만 변형장단구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해금산조의 악조는 계면조로만 이루어진 단일 악조에서 이후 총 

8가지의 다양한 악조가 나타나지만, 1930년대 2가지-1960년대 7가지

-1980년대 6가지의 악조 구성으로 각 세대에 따른 점진적 증가 양상으

로 해석할 수는 없다. 

  넷째,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을 살핀 바 운지이동이 전무

한 1930년대 지용구 산조, 2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는 김덕진 산조를 시

작으로 1960년대의 산조들은 각각 류대복 산조 7회·지영희 산조 7회·

한범수 산조 2회·김영재 산조 4회의 운지이동을 통해 해금의 음역을 활

용하고 있다. 1980년대의 서용석 산조 또한 7회의 운지이동 양상이 나타

나며, 같은 시기의 김영재 산조는 25회 운지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

어 운지이동 횟수를 통해 해금산조의 음역 활용이 다양하게 확대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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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였지만, 이를 세대에 따른 증가양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 해금산조의 꾸밈음과 잉어질을 중심으로 시김새를 살핀 바 

1930년대 해금산조의 꾸밈음 출현 횟수는 평균 140회, 1960년대는 

166회, 1980년대는 249회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꾸밈음 중 높은음

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②-1유형( )의 앞꾸밈음, 즉 꾸밈음

과 본음과의 음정관계가 단 2도의 간격의 꺽는음이 모든 산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의 ②-3유형( )의 앞꾸밈음은 지용구와 지영

희 산조에만 등장하는 점, 류대복의 산조에는 앞꾸밈음만 등장하는 점, 

④-4 유형( )의 다루침은 김영재의 산조에만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

으로 드러났다. 반면, 잉어질은 1930년대 산조에서는 10회 미만, 1980

년대는 평균 20회로 나타나 마치 증가하는 양상처럼 보이지만, 1960년대

의 류대복 산조에는 잉어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영희 산조는 21

회, 한범수 산조는 5회, 임선문의 산조는 34회로 각 산조마다 출현 빈도

에 큰 차이를 보이는 예외적 분석 결과로 세대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 증

가 양상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100년에 가까운 해금산조사를 조망하여 8가지 산

조의 생성 및 전개과정과 음악적 변천양상을 살핀 것으로 그 결과 1930

년대에 생성된 해금산조가 단선적으로 오늘날에 이른 것이 아니라 1960

년대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장단과 악조, 시김새의 측면에서 점차 확

장되어 발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해금산조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 실질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향후 새롭게 창작되는 해금산조의 방향을 제시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해금산조, 8유파, 변천양상, 장단구조, 악조구성, 음역활용, 시김새

         1930년대, 태동기, 1960년대, 확립기, 1980년대, 확장기. 

학  번 : 2016-30533



- iv -

목     차

Ⅰ. 서  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대상 ··················································································  12

4. 연구방법 ··················································································  20

Ⅱ.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 ············································ 24

1. 1930년대 태동기 ······································································ 24

    가. 지용구 해금산조 ········································································· 26

    나. 김덕진 해금산조 ········································································· 34

   

2. 1960년대 확립기 ······································································ 42

    가. 류대복 해금산조 ········································································· 43

    나. 지영희 해금산조 ········································································· 47

    다. 한범수 해금산조 ······································································· 54

    라. 임선문 해금산조 ······································································· 60

   

3. 1980년대 확장기 ······································································ 67

    가. 서용석 해금산조 ······································································· 68

    나. 김영재 해금산조 ······································································· 73

4.  소  결 ······················································································ 80



- v -

Ⅲ. 해금산조의 변천양상 ·················································· 83

1. 장단의 구성과 구조 ·································································· 83

    가. 1930년대 해금산조 ··································································· 84

    나. 1960년대 해금산조 ··································································· 90

    다. 1980년대 해금산조 ································································· 117

    

2. 악조구성 및 음역활용 ·························································· 135

    가. 1930년대 해금산조 ································································· 138

    나. 1960년대 해금산조 ································································· 149

    다. 1980년대 해금산조 ································································· 206

3. 시김새 ······················································································ 257

    가. 1930년대 해금산조 ································································· 259

    나. 1960년대 해금산조 ································································· 266

    다. 1980년대 해금산조 ································································· 287

  

4. 소  결 ······················································································ 301

Ⅳ. 결  론 ········································································ 304

참고문헌 ············································································· 309

Abstract ············································································ 319

부록악보 ············································································· 324



- vi -

표   목   차

<표 1-1> ·····························································································  5

<표 1-2> ······························································································· 9

<표 1-3> ···························································································· 13

<표 2-1> ···························································································· 32

<표 2-2> ···························································································· 39

<표 2-3> ···························································································· 46

<표 2-4> ···························································································· 51

<표 2-5> ···························································································· 58

<표 2-6> ···························································································· 66

<표 2-7> ···························································································· 71

<표 2-8> ···························································································· 77

<표 3-1> ···························································································· 84

<표 3-2> ···························································································· 85

<표 3-3> ···························································································· 86

<표 3-4> ···························································································· 86

<표 3-5> ···························································································· 88

<표 3-6> ···························································································· 89

<표 3-7> ···························································································· 89

<표 3-8> ···························································································· 91

<표 3-9> ···························································································· 92

<표 3-10> ···························································································· 92

<표 3-11> ···························································································· 92

<표 3-12> ···························································································· 93

<표 3-13> ···························································································· 93

<표 3-14> ···························································································· 94



- vii -

<표 3-15> ···························································································· 94

<표 3-16> ···························································································· 95

<표 3-17> ···························································································· 95

<표 3-18> ···························································································· 96

<표 3-19> ···························································································· 96

<표 3-20> ···························································································· 97

<표 3-21> ···························································································· 98

<표 3-22> ···························································································· 99

<표 3-23> ························································································· 100

<표 3-24> ························································································· 101

<표 3-25> ························································································· 102

<표 3-26> ························································································· 103

<표 3-27> ························································································· 104

<표 3-28> ························································································· 105

<표 3-29> ························································································· 106

<표 3-30> ························································································· 107

<표 3-31> ························································································· 107

<표 3-32> ························································································· 109

<표 3-33> ························································································· 109

<표 3-34> ························································································· 110

<표 3-35> ························································································· 111

<표 3-36> ························································································· 112

<표 3-37> ························································································· 113

<표 3-38> ························································································· 114

<표 3-39> ························································································· 116

<표 3-40> ························································································· 117

<표 3-41> ························································································· 118



- viii -

<표 3-42> ························································································· 118

<표 3-43> ························································································· 119

<표 3-44> ························································································· 119

<표 3-45> ························································································· 120

<표 3-46> ························································································· 121

<표 3-47> ························································································· 122

<표 3-48> ························································································· 123

<표 3-49> ························································································· 124

<표 3-50> ························································································· 125

<표 3-51> ························································································· 125

<표 3-52> ························································································· 126

<표 3-53> ························································································· 126

<표 3-54> ························································································· 127

<표 3-55> ························································································· 128

<표 3-56> ························································································· 129

<표 3-57> ························································································· 130

<표 3-58> ························································································· 131

<표 3-59> ························································································· 132

<표 3-60> ························································································· 133

<표 3-61> ························································································· 134

<표 3-62> ························································································· 137

<표 3-63> ························································································· 138

<표 3-64> ························································································· 140

<표 3-65> ························································································· 145

<표 3-66> ························································································· 148

<표 3-67> ························································································· 149

<표 3-68> ························································································· 168



- ix -

<표 3-69> ························································································· 176

<표 3-70> ························································································· 187

<표 3-71> ························································································· 193

<표 3-72> ························································································· 205

<표 3-73> ························································································· 206

<표 3-74> ························································································· 221

<표 3-75> ························································································· 242

<표 3-76> ························································································· 256

<표 3-77> ························································································· 258

<표 3-78> ························································································· 260

<표 3-79> ························································································· 261

<표 3-80> ························································································· 262

<표 3-81> ························································································· 264

<표 3-82> ························································································· 265

<표 3-83> ························································································· 269

<표 3-84> ························································································· 272

<표 3-85> ························································································· 274

<표 3-86> ························································································· 278

<표 3-87> ························································································· 281

<표 3-88> ························································································· 283

<표 3-89> ························································································· 284

<표 3-90> ························································································· 286

<표 3-91> ························································································· 288

<표 3-92> ························································································· 291

<표 3-93> ························································································· 294

<표 3-94> ························································································· 297

<표 3-95> ························································································· 300



- x -

악 보 목 차

<악보 3-1> ························································································ 139

<악보 3-2> ························································································ 140

<악보 3-3> ························································································ 141

<악보 3-4> ························································································ 142

<악보 3-5> ························································································ 142

<악보 3-6> ························································································ 143

<악보 3-7> ························································································ 144

<악보 3-8> ························································································ 147

<악보 3-9> ························································································ 147

<악보 3-10> ····················································································· 151

<악보 3-11> ····················································································· 152

<악보 3-12> ····················································································· 152

<악보 3-13> ····················································································· 153

<악보 3-14> ····················································································· 153

<악보 3-15> ····················································································· 154

<악보 3-16> ····················································································· 155

<악보 3-17> ····················································································· 155

<악보 3-18> ····················································································· 156

<악보 3-19> ····················································································· 157

<악보 3-20> ····················································································· 157

<악보 3-21> ····················································································· 158

<악보 3-22> ····················································································· 159

<악보 3-23> ····················································································· 159

<악보 3-24> ····················································································· 160



- xi -

<악보 3-25> ····················································································· 161

<악보 3-26> ····················································································· 161

<악보 3-27> ····················································································· 162

<악보 3-28> ····················································································· 162

<악보 3-29> ····················································································· 163

<악보 3-30> ····················································································· 163

<악보 3-31> ····················································································· 164

<악보 3-32> ····················································································· 164

<악보 3-33> ····················································································· 165

<악보 3-34> ····················································································· 165

<악보 3-35> ····················································································· 166

<악보 3-36> ····················································································· 166

<악보 3-37> ····················································································· 167

<악보 3-38> ····················································································· 168

<악보 3-39> ····················································································· 169

<악보 3-40> ····················································································· 170

<악보 3-41> ····················································································· 170

<악보 3-42> ····················································································· 171

<악보 3-43> ····················································································· 172

<악보 3-44> ····················································································· 172

<악보 3-45> ····················································································· 173

<악보 3-46> ····················································································· 173

<악보 3-47> ····················································································· 174

<악보 3-48> ····················································································· 175

<악보 3-49> ····················································································· 175

<악보 3-50> ····················································································· 176

<악보 3-51> ····················································································· 178



- xii -

<악보 3-52> ····················································································· 178

<악보 3-53> ····················································································· 179

<악보 3-54> ····················································································· 180

<악보 3-55> ····················································································· 180

<악보 3-56> ····················································································· 181

<악보 3-57> ····················································································· 182

<악보 3-58> ····················································································· 182

<악보 3-59> ····················································································· 183

<악보 3-60> ····················································································· 184

<악보 3-61> ····················································································· 184

<악보 3-62> ····················································································· 185

<악보 3-63> ····················································································· 186

<악보 3-64> ····················································································· 186

<악보 3-65> ····················································································· 188

<악보 3-66> ····················································································· 188

<악보 3-67> ····················································································· 189

<악보 3-68> ····················································································· 189

<악보 3-69> ····················································································· 190

<악보 3-70> ····················································································· 191

<악보 3-71> ····················································································· 192

<악보 3-72> ····················································································· 192

<악보 3-73> ····················································································· 195

<악보 3-74> ····················································································· 196

<악보 3-75> ····················································································· 196

<악보 3-76> ····················································································· 197

<악보 3-77> ····················································································· 197

<악보 3-78> ····················································································· 198



- xiii -

<악보 3-79> ····················································································· 199

<악보 3-80> ····················································································· 199

<악보 3-81> ····················································································· 200

<악보 3-82> ····················································································· 201

<악보 3-83> ····················································································· 201

<악보 3-84> ····················································································· 202

<악보 3-85> ····················································································· 203

<악보 3-86> ····················································································· 203

<악보 3-87> ····················································································· 203

<악보 3-88> ····················································································· 204

<악보 3-89> ····················································································· 208

<악보 3-90> ····················································································· 208

<악보 3-91> ····················································································· 209

<악보 3-92> ····················································································· 210

<악보 3-93> ····················································································· 210

<악보 3-94> ····················································································· 211

<악보 3-95> ····················································································· 212

<악보 3-96> ····················································································· 212

<악보 3-97> ····················································································· 213

<악보 3-98> ····················································································· 213

<악보 3-99> ····················································································· 214

<악보 3-100> ··························································································· 215

<악보 3-101> ··························································································· 215

<악보 3-102> ··························································································· 216

<악보 3-103> ··························································································· 217

<악보 3-104> ··························································································· 217

<악보 3-105> ··························································································· 218



- xiv -

<악보 3-106> ··························································································· 218

<악보 3-107> ··························································································· 219

<악보 3-108> ··························································································· 219

<악보 3-109> ··························································································· 220

<악보 3-110> ··························································································· 221

<악보 3-111> ··························································································· 223

<악보 3-112> ··························································································· 223

<악보 3-113> ··························································································· 224

<악보 3-114> ··························································································· 224

<악보 3-115> ··························································································· 225

<악보 3-116> ··························································································· 225

<악보 3-117> ··························································································· 226

<악보 3-118> ··························································································· 227

<악보 3-119> ··························································································· 227

<악보 3-120> ··························································································· 228

<악보 3-121> ··························································································· 228

<악보 3-122> ··························································································· 229

<악보 3-123> ··························································································· 230

<악보 3-124> ··························································································· 230

<악보 3-125> ··························································································· 231

<악보 3-126> ··························································································· 232

<악보 3-127> ··························································································· 233

<악보 3-128> ··························································································· 233

<악보 3-129> ··························································································· 234

<악보 3-130> ··························································································· 235

<악보 3-131> ··························································································· 235

<악보 3-132> ··························································································· 236



- xv -

<악보 3-133> ··························································································· 237

<악보 3-134> ··························································································· 237

<악보 3-135> ··························································································· 238

<악보 3-136> ··························································································· 239

<악보 3-137> ··························································································· 239

<악보 3-138> ··························································································· 240

<악보 3-139> ··························································································· 240

<악보 3-140> ··························································································· 241

<악보 3-141> ··························································································· 243

<악보 3-142> ··························································································· 244

<악보 3-143> ··························································································· 244

<악보 3-144> ··························································································· 245

<악보 3-145> ··························································································· 245

<악보 3-146> ··························································································· 246

<악보 3-147> ··························································································· 247

<악보 3-148> ··························································································· 248

<악보 3-149> ··························································································· 249

<악보 3-150> ··························································································· 249

<악보 3-151> ··························································································· 250

<악보 3-152> ··························································································· 251

<악보 3-153> ··························································································· 251

<악보 3-154> ··························································································· 252

<악보 3-155> ··························································································· 252

<악보 3-156> ··························································································· 253

<악보 3-157> ··························································································· 253

<악보 3-158> ··························································································· 254

<악보 3-159> ··························································································· 255



- xvi -

<악보 3-160> ··························································································· 268

<악보 3-161> ··························································································· 268

 



- 1 -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는 무속문화(巫俗文化)에 뿌리를 둔 시나위와 기층문화(基層文化)

에 의해 형성된 판소리의 음악어법을 기악 독주곡으로 발전시킨 음악1)으

로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한 양식이다. 산조의 원형인 시나위와 봉장취2) 

같은 허튼가락이 체계화되어 기악합주곡에서 독주곡으로 발전하고, 시나

위에는 없는 판소리의 장단을 도입하면서 그 틀이 시작된 것이다.3) 

  이러한 산조는 19세기 말엽인 1890년경 김창조(金昌祖 1856-1919)4)의 

가야금산조를 효시로 하여 이후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 아쟁산조, 

피리산조의 순으로 발생하며 기악 독주곡으로서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각 악기의 산조는 악기마다 지닌 고유한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산조로 

자리매김하며, 연주자 개인의 음악성에 의해 독창적인 가락으로 새로운 갈

래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유파로 인정받고 있다.5)

1) 권오성,『한민족음악론』(서울: 학문사, 1999), 181쪽.
2)“봉장취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순 음악형’은 산조형성에 기여하였으며, 

1920-1930년대에는 봉장취와 산조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보형,“봉장취의 淵源과 變遷考”,『韓國音盤學』(서울: 韓國古音盤硏究會, 2000), 

3-26쪽.
3) 송방송,『한국음악통사』(서울: 일조각, 1984), 466쪽.
4) 가야금산조의 명인. 영암읍 회문리 출신으로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악성(樂聖)

이다. 세습 율객 집안에서 태어나 음악적 소질은 천부적이었다. 7~8세에 가야금

을 시작하였고 해금을 비롯하여 대금, 퉁소 등 거의 모든 악기에 능통했으며, 

1890년부터 1895년 사이 산조라는 새로운 음악 형식을 개척하였다. 김창조의 

가장 큰 업적은 시나위 가락에 가야금을 연주한 가야금 산조의 창시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이후 거문고·대금·해금·단소·피리·아쟁·새납 등의 악기마다 산

조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향토문화전자

대전』(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김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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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해금산조는 20세기 초 경기무속음악인인 지용구(池龍九  

1859-1939)6)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 당시의 해금산조는 <봉장취 鳳

長醉>, <봉구황 鳳求凰> 등의 곡명7)과 함께 현재의 산조형식과는 다른 

기악합주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해금산조의 지금과 같은 틀을 완성한 사람으로는 1960년대의 지영희

(池瑛熙 1909-1979)와 한범수(韓範洙 1911-1984)가 있다. 지영희는 

지용구와 김덕진(金德鎭 생몰연대미상)8)에게 배운 해금산조와 해금시나

위를 발전시켜 오늘날과 같은 산조의 틀을 완성하였고,9) 한범수는 지영

희에게 해금을 배운 뒤, 자신의 대금산조 가락에 해금의 특성을 살린 새

로운 가락을 추가하여 해금산조를 완성하였다. 

5)  최태현,『해금산조∥』(서울: 민속원, 2008), 22쪽.
6)“조선고전음악중 음률(音律)계의 노장으로 고수(敲手)로는 조선의 국수라 할만한 

지용구(池龍九)씨는 오랫동안 노환으로 부내서린정(瑞麟町) 일백오십구번지 자

택에서 치료중이더니 약효업시 여든 한 살을 일기로 십이일 오전 열시에 별세 

하였다….”1939년 1월 13일일자『조선일보』에 실린 지용구의 별세기사에 따

르면 당시 여든 한 살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태어난 그 해를 1살로 

계산하여 그의 생몰연도를 추정하였다. 
7)  초기산조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산조는 해금시나위, 대금봉장취 등 그 이름을 혼

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산조와 봉장취는 음악적으로 서로 경계가 모

호하였고, 산조의 창시자들도 이 두 장르를 뚜렷하게 구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해금 연주가. 해금 명인. 김덕진의 생몰 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문화재연구소에

서 1967년 조사한 경기시나위 명인에 그 이름이 올라있다. 경기 수원지방의 명

인으로 그 이름이 있으며, 여주 장호원 지방에의 보유자 이름에도 김덕진이 있

는 것으로 보아 김덕진은 수원과 여주를 주요 활동무대로 무악에 종사했던 명인

으로 보인다. 1967년 조사당시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1967년 이전에 별세

한 것이 확실하다. 이진원,「경기시나위와 남도 시나위: CD해설집」,《경기시나위

와 남도시나위: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25》, KICP-062(국립문화재

연구소, 2003), 21쪽.
9)“서울 출신 지용구 선생님이 해금산조와 민요와 가곡·정악을 하셨는데, 본인이 

1935년 지용구 선생님께 해금산조와 각 도의 민요를 공부하였다…본인은 김덕

진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해금신아위를 공부하였지만…29, 33세에 지용구 선

생님께 해금산조를 습득할 때에…”성금연,『지영희민속음악자료집』(서울: 민속

원, 2000),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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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용석(徐龍錫 1940-2013)10)이 구음으로 전

한 산조와 지영희의 제자인 김영재(金泳宰 1947-현재)11)의 산조가 새

롭게 추가되었으며, 현재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는 해금산조로는 지영희·

한범수·서용석·김영재의 네 가지 해금산조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제도권을 통해 전승된 네 가지의 해금산조 이외에 

전승되지 못한 미전승(未傳承) 해금산조에 대한 연구12)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해금산조들

10) 대금·아쟁의 명인이었던 서용석은 1988년, 국악원 민속반 재직시절 남도 적 

어법인 판소리 더늠으로 구성한 해금산조를 당시 국악원 해금 연주 단원인 양경

숙과 박혜선에게 구음으로 지도한 것이 오늘날 서용석류 해금산조로 전승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해금산조항>.
11) 거문고의 명인 김영재는 지영희의 제자로서 지영희의 해금산조에 자신의 거문고 

가락을 참고하고, 기교적이고 빠른 악장을 추가하여 1989년 KBS 명인전에서 

독자적 산조를 초연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전』 (성

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해금산조항>.
12) 구수정,“봉장취 음악에 관한 고찰: 김덕진의 해금가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경흔,“경기 삼현육각 제에 관한 음악적 연구: 이충선, 임선문, 지영희의 해금선율

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연주,“임선문 해금산조 음악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 학

위논문, 2014).

     김정미,“류대복 해금산조 중 단산조 연구”,『국악교육』, 제36집(서울: 한국국악

교육학회, 2013).

     ______,“미전승(未傳承) 해금산조 연구 : 김덕진·지용구·류대복·임선문의 선

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이귀영,“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이자연,“임선문 해금연주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심방곡’‘시나위’‘산조’

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수년,“월북해금연주가 유대복 해금산조의 음악적 연구: 진양조 선율을 중심

으로”,『한국악기학』,제2호(서울: 한국퉁소연구회, 2004).

     최태영,“지영희, 임선문 해금경기시나위 비교분석: 도살풀이, 도살풀이모리 장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5).

     허시라,“지용구의 음악활동 및 초기 해금산조 창제의 음악사적 고찰" (한국예

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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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다. 그간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미전승된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로는 해금산조의 효시로 밝혀진 지용구와 함께 활동한 김덕진, 

그리고 1950-60년대에 지영희·한범수와 동시대에 활동한 류대복(柳大

福 1907-1964)13)과 임선문(林善文 1913-1987)14)이 있으며, 이들의 

해금산조는 모두 음원과 악보로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전승된 해금산조와 미전승된 해금산조를 모두 다루어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해금산조는 지

용구의 산조를 시작으로 김덕진 ‧ 류대복 ‧ 지영희 ‧ 한범수 ‧ 임선문 ‧ 서

용석 ‧ 김영재의 산조에 이르면서 오늘날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기악독주

곡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음악사적 흐름 속에서 과연 이들의 음악은 언

제 생성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각  

산조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그 현상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변천양상의 의

미를 찾고자 한다.

  해금산조에 대한 이러한 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각기 다른 세대의 해금산조를 면밀히 분

석하고, 산조사라는 보다 큰 흐름으로 통찰하여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하나의 음악장르로서 해금산조의 전모(全貌)를 파

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밝혀진 8가지 해금산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해금산조의 음악사적 흐름에 대한 통시적 연구와 함께 동시대에 생성된 

산조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통해 변천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3) 충청남도 아산 출신의 재북 음악가 류대복은 1959년 이전에 해금산조를 만들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해금산조항>.
14) 20세기 초반 경기무속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인 임선문은 1974년 12월 18

일 YMCA강당에서 녹음하고 2000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경기무

악> 음반에 그가 연주한 산조가 자료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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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는 1984년 송권준의 연구15)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술논문 6편과 학위논문 66편(석사학위논문 57편, 박사학위논문 9편), 총 

7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16)

   이처럼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 선행된 해금산조연구는 연구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공시적 연구(共時的硏究, Synchronic Method)와 통

시적 연구(通時的硏究, Diachronic Method)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시적 연구를 살펴보면, 하나의 산조를 대상으로 개별분석한 논문 

51편, 동시대의 각기 다른 해금산조들을 비교·분석한 논문 5편, 그리고 같

은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악기 산조와 비교·분석한 논문 8편이 있으

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송권준,“한범수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대한 연구: 한범수 대금산조 및 지영희 

해금산조와의 선율비교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6) 2021년 2월 현재까지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국내학술지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 중 해금산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만을 조사하였다. 

분류기준 논문명

하나의 산조를 

대상으로 

개별분석한 

논문

강은일,“김영재 해금 산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고은현,“서용석류 해금 산조 선율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고주희,“서용석류 해금산조 비교연구: 양경숙‧최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구수정, "봉장취 음악에 관한 고찰: 김덕진의 해금가락을 중심으로",    

      『국악교육』27(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09).

<표 1-1> 해금산조에 대한 공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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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빈,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기완, "김영재류 해금산조 선율분석 연구: 긴산조 중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9).

김민아,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가락과 연주법상의 특징: 2008년 김영재류 해금산조   

 음반 중 진양조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보미, "해금산조의 기보법 연구: 지영희류 짧은산조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서하, "지영희류 해금산조ᆞ경기시나위 선율과 리듬 비교 연구: 중중모리와   

        도살풀이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선미, "한범수류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승정, "서용석류 해금산조 악보에 의한 진양조 시김새 비교 연구: 최태현과 강덕원/   

     양경숙 편저 악보에 기하여"(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애라, "한범수류 해금 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의 유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연주, "임선문 해금산조 음악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용하, "김영재류 해금 산조 악조 연구: 긴산조 중 진양ᆞ중모리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정미, "류대복의 해금산조 중 단산조 연구",

     『국악교육』,제36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3).

______, "미전승 해금산조 연구: 김덕진ᆞ지용구ᆞ류대복ᆞ임선문의 선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_,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현주, "한범수류 해금산조 중중모리 리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현희,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진아, "해금산조 시김새의 오선보 기보법 비교연구: 지영희류 짧은산조 중   

       진양ᆞ중모리 중심으로"(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백지혜, "지영희류 해금산조의 굿거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송권준, "한범수 해금산조의 선율 형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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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구성음과 선율진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심인택, "한범수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안희봉, “김영재 엮음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진양조의 구조와 악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양송화, "한범수류 해금산조 연구: 중중모리 선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양진영, "지영희류 해금산조 선율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오우림, "지영희류 해금산조의 선율변화 양상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유  경, "한범수류 해금산조 자진모리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유윤영, "서용석류 해금산조 중모리 시김새 기보법 비교 연구: 최태현과 강덕원   

     /양경숙 편저 악보에 기하여"(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귀영, "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동훈, "지영희류 해금산조 리듬에 관한 연구: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은경,“김영재류 해금산조 리듬에 관한 연구: 긴산조 중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태은, "지영희류 해금산조 경기시나위가락과 경드름가락에 관한 음악형태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이현신, "지영희류 해금산조의 비교 연구: 해금산조연구와 뿌리깊은나무     

      산조전집 악보를 중심으로"(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임주영,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시김새의 오선보 표기방법 비교 연구: 최태현과     

    강덕원/양경숙 편저 악보에 기하여"(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장원인,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관한 선율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장윤미, "해금산조 선율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전은경, "한범수류 해금산조 중모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수년, "김영재 해금산조의 조의 변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______, "월북해금연주가 유대복 해금산조의 음악적 연구: 진양조 선율을   

         중심으로", 『한국악기학』제2호(서울: 한국퉁소연구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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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별, "김영재류 해금산조 리듬연구: 긴산조 중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6).

정은정, "류대복 해금산조 리듬연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휘모  

        리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조혜준, "한범수류 해금산조 중 진양조 선율 및 리듬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주영위, "해금산조의 조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차다슬, "한범수류 해금산조 진양 기보법 연구: 최태현과 강덕원/양경숙  

        악보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천지윤, "지영희류 해금산조 변천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최태현,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틀에 관한 연구", 

       『중앙음악연구』, 제6호(서울: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7).

허시라, "지용구의 음악활동 고찰: 해금산조 창제에 관하여", 

     『한국음악사학보』, 제33호(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4).

허시라, "지용구의 음악활동 및 해금산조 창제의 음악사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4).

황한나, "지영희류 해금산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동시대의 

각기 다른

해금산조들을

비교분석한 

논문

고정은, "해금산조 덜렁제 선율 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승택, "임선문ᆞ지영희 해금산조 중중모리의 리듬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정림, "해금산조의 리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은경, "해금산조의 조와 선율의 비교 연구: 한범수류와 지영희류의 중모리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지현정, "해금산조 중중모리의 리듬형태 비교 연구: 지영희류와 한범수류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해금산조와 

다른악기산조를 

비교분석한

논문

김소희,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리듬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종섭,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비교 고찰: 진양과 자진모리를   

       중심으로"(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상연, "서용석류 산조 선율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서은영,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관한 연구: 서용석 대금ᆞ아쟁ᆞ피리산조와의   

      진양조 선율 비교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5).

신대철, "관악산조 연구의 회고와 과제", 

     『동양음악』제18집(서울: 서울대학교동양음악연구회, 1996).



- 9 -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논문 총 72편 

중 64편의 논문이 공시적 연구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연구의 88.89%를 

차지하는 비율로 그동안의 해금산조 연구가 공시적 연구에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시적 연구는 동시대가 아닌 각기 다른 시대의 해금산

조들을 비교분석 하여 각 산조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3편의 논문이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논문 총 72편 중 

3편의 논문이 통시적 연구에 해당되며, 이는 4.17%로의 비율로 해금산조

의 통시적인 연구가 그동안 공시적 연구에 비해 현저히 미진했음을 드러내

는 결과이다. 이 외에 나머지 6.94%의 비율에 해당하는 5편의 논문은 해

금산조를 공시적인 관점과 동시에 통시적으로 연구한 논문들로 본 고에서 

추구하는 연구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재숙, "한범수 퉁애·대금·해금산조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임주희,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비교 고찰: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은주,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수현, "서용석류 산조 선율 연구: 중모리의 피리와 해금선율에 관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분류 논문

다른 시대의 

해금산조를 

비교분석한

논문

이호섭, "지영희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에 관한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장지연, "해금산조의 음고와 음기능 연구: 서용석류와 지영희류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채수련, "지영희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표 1-2> 해금산조에 대한 통시적 연구 



- 10 -

  먼저, 김용선은“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과 음악적 특징”17)에서   

지용구·김덕진의 초기 해금산조와 지영희·한범수·서용석·김영재의 전

승된 해금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통시적 관점

에서 6가지의 해금산조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공시적 관점에서 동시대에 생

성된 산조들의 음악적 특징들을 함께 비교하여 초기산조와 전승산조를 함

께 다루어 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김덕진의 산조합주 음원을 선정한 점, 지영희·한범수·서용석·김영재의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제3자에 의해 2014년에 출판된 악보집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점이 그러하다. 또한 이미 학계를 통해 밝혀진 1960

년대의 임선문과 류대복의 해금산조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해금산조 전반을 연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김정미는“미전승(未傳承) 해금산조 연구”18)에서 전승되지 않아 잘 알

려져 있지 않은 해금산조들을 아직 전승되지 못한 상태의 미(未)전승이라

고 정의하고 김덕진·지용구·류대복·임선문의 해금산조를 1세대와 2세

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각각의 산발적으로 연구되었

던 미전승 산조들을 함께 다루어 통시적 관점에서 그 흐름을 파악하고 공

시적 관점에서 같은 세대의 산조들을 개별분석하여 변천양상을 연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승산조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미전승 산

조와 전승산조와의 관계성과 더불어 산조의 틀이 확립되고 해금산조가 가

장 많이 발생한 시기인 1960년대의 음악적 양상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은진은“해금산조의 조성에 관한 연구”19)에서 공시적 관점으로 동시

17) 김용선,“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과 음악적 특징”(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5).
18) 김정미,“미전승 해금산조 연구: 김덕진ᆞ지용구ᆞ류대복ᆞ임선문의 선율을 중  

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9) 반은진,“해금산조의 조성에 관한 연구: 한범수류ᆞ지영희류ᆞ서용석류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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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한범수·지영희의 산조뿐만 아니라 통시적 관점으로 그 다음 

세대인 1980년대의 서용석의 산조까지 함께 다루어 각 산조들의 조성 진

행을 파악한 뒤 본청과 식지운지법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의 

산조들이 여러 가지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선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본청을 식지자리로 잡고 연주하고 있으며 식지자리의 음이 바뀌어도 각 음

의 기능은 같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식지를 기준으로 음계를 쌓아 연

주하는 해금 연주법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성에 따른 운지법을 면밀히 다룬 

다른 악기와의 차별성이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

만 충분히 예상되는 결론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 이상의 새로운 연구성과

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은화는“청을 중심으로 한 해금산조 진양의 운지법 분석연구”20)에서 

공시적인 관점으로 1960년대의 한범수·지영희의 산조와 통시적인 관점으

로 세대를 뛰어넘어 1980년대의 김영재의 산조를 함께 다루며 각각의 진

양 선율의 분석을 통해 운지법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조성을 근간으로 

운지의 역할과 변화 등을 분석하고 운지법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범위가 진양으로 한정되어 나

머지 장단의 선율적 특징과 운지법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은주는“해금산조의 비교연구”21)에서 전승되어 활발히 연주되고 있

는 각기 다른 세대의 지영희 ‧ 한범수·서용석 ‧ 김영재의 해금산조를 전부 

다루어 통시적 관점인 동시에 공시적 관점에서 각 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 ‧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승해금산조의 특정 장단이 아닌 전 장단을 

로”(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0) 이은화,“청을 중심으로 한 해금산조 진양의 운지법 분석 연구: 한범수ᆞ지영희ᆞ

김영재류 진양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1) 최은주,“해금산조의 비교연구: 지영희ᆞ한범수ᆞ서용석ᆞ김영재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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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대별 음악적 특징에 관한 논의는 서술된 바가 없고 

그 이전의 초기 해금산조나 동시대에 존재한 미전승 산조에 대해서는 다루

고 있지 않아 해금산조의 전개과정과 음악사적 흐름에 관해서는 알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해금산조연구는 하나의 산조를 

대상으로 개별분석하거나 동시대의 각기 다른 해금산조들 간의 비교분석, 

혹은 같은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악기 산조와 비교분석을 통해 각 

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내는 공시적 관점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해

금산조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음악사적 흐름과 시대별로 변천하는 음악

적 특징에 대한 통시적 관점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

라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전승산조와 미전승산조를 모두 관철한 통시

적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공시적인 동시에 

통시적인 연구관점에서 해금산조가 발생된 1930년대부터 1980년대를 

연구범위로 하여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에 따른 변천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하나의 음악장르로서 해금산조의 전모(全貌)를 파악하고 변천

양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해금산조라 명명(命名)

된 모든 산조가 연구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고의 연구대상은 지용구 

‧ 김덕진 ‧ 류대복 ‧ 지영희 ‧ 한범수 ‧ 임선문 ‧ 서용석 ‧ 김영재의 8가지 해

금산조이며, 산조가 생성된 당시 이들의 연주가 녹음된 음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선정하겠다. 이 중 본인의 연주 음원이 존재하지 않는 류대복과 

서용석의 해금산조는 악보를 연구자료로 삼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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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음반명 

또는 

악보명

곡명

(음원길이)

장단

(장단수)

취입일

또는

출판일

참여자 기타

지용구 奚琴散調
A.鳳求凰(3:14)

B.굿거리(3:18)

중모리(27)

굿거리(56)

1937

~1938

추정

대금-박종기 

장고-정원섭

Okeh 축음기상회

-SP(유성기)음반

Okeh 12209

(k755/k756)

김덕진

경기시나위

와 

남도시나위

08.봉장취(3:19)

09.해금봉장취(3:50)

중모리(32)

늦은자진모리(67)

1940.

03

대금-정해시 

장고-한성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25)

-SP(유성기)음반

류대복
해금

교측본

109.진양조

110.느린중모리

111.중모리

112.엇모리

113.자진모리

114.휘모리 

진양(17)

중모리(28)

중중모리(13)

엇모리(36)

자진모리(58)

휘모리(72)    

1959.

09.25

해당사항

없음

조선음악출판사

/로동신문출판

인쇄소

지영희

해금시나위

와 

산조

05.산조(7:45)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진양(16)

중모리(12)

중중모리(16)

굿거리(27)

자진모리(36)

1968 확인불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24)

2003

한범수
한범수

1968

01.진양조(5:36) 

02.중모리(2:53) 

03.중중모리(4:55)  

   ~자진모리

진양(37)

중모리(22) 

중중모리(48) 

자진모리(75)

1968.

03.03
장고-서공철

서울:꼬레뮤직

2007

임선문 경기무악

27.진양(2:50)

28.중모리(2:01)

29.중중모리(1:51)

30.자진모리(2:23)

진양(21)

중모리(16)

중중모리(37)

자진모리(37)

1974.

12.18
장고-지갑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13)

서용석 해금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빠른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진양(40)

중모리(34) 

중중모리(54)

빠른중중모리(20) 

자진모리(127)

엇모리(12)

1995.

05

해당사항

없음

 

현대음악출판사

강덕원/양경숙 

편저

김영재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 

03.김영재류

해금산조(16:21)

진양(23)

중모리(19)

중중모리(20)

엇모리(38)

자진모리(70)

단모리(60)

1992 장고-장덕화

21세기를 위한 

KBS-FM의 

방송음악 시리즈 3

<표 1-3> 해금산조 연구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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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용구의 산조는 Okeh 축음기

상회에서 SP(유성기음반)로 제작되었다. 음반 제목은《奚琴散調》22)로 

A면에는 <鳳求凰> B면에는 <굿거리>라는 곡명으로 되어 있으며, A면의 

<鳳求凰>은 중모리 장단으로 3분 14초이고, B면의 <굿거리>는 굿거리 

장단으로 3분 18초 길이의 연주이다. 

  A면의 <鳳求凰>이라는 곡명이 현행산조의 형식과 같은 장단명은 아니

지만, 이것은 초기산조의 용어적인 혼용문제로 보고 음반제목에서 《해금

산조》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적합하다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이 음반의 제작연도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이 없어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당시 Okeh 축음기상회는 1933년부터 한국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하여 

1937년 상반기까지 정규반(흑반)을 발매하고(음반번호: Okeh 1500-1999) 

1937년 중반부터 1940년 중반까지 후기반(음반번호: Okeh 12001- )을 발

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음반번호가‘Okeh 12209’인 

지용구의《奚琴散調》취입년도는 1937년경에서 1938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용구와 함께 연주에 참여한 인물들로는 대금 박종기, 장고 정

원섭이 있다.

  김덕진의 산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문화재 조사를 위해 수집

했던 SP(유성기음반)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작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

료시리즈(25)에 수록되어 있다. 

  음반제목은《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로 되어있으며, 중모리 장단의 

3분 19초 길이인 08번 <봉장취>와 늦은자진모리 장단의 3분 50초 길이

인 09번 <해금봉장취>가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다. <해금봉장취>의 경우 

음원의 후반부인 2분 21초에서 3분 36초에 해당하는 1분 15초가 반복 

녹음되어있다. 이는 SP음반의 녹음 가능한 시간이 최대 3분에서 3분 30

22) 지용구의《奚琴散調》에 담긴‘鳳求凰’과‘굿거리’는 본 연구를 위해 한국고

음반연구회의 부회장이신 정창관님께서 제공해주신 귀중한 자료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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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복각과정에서 반복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복 녹음된 부

분을 제외하면 <해금봉장취>의 실제 길이는 2분 58초로 볼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SP자료수집 당시 릴테이프23)에 녹음했던 것을 

복원하여 CD음반에 담아 공개한 것으로 당시 연주자는 확인되었으나, 복

원당시 정확한 음반번호와 발매사는 확인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중 본 고의 연구대상인 국립문

화재연구소의 음원인 08번 <봉장취>와 김덕진의 유성기 음반인 日本

Columbia판 <고악봉장취古樂鳳長醉>가 동일한 음원인 것을 확인하였

다.24) 따라서 김덕진의 콜롬비아판 <고악봉장취>의 취입일이 1940년 3

월이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봉장취>음원의 취입일 또한 1940년 3월

로 확인되며25), 김덕진이 시기별로 장르를 구분하여 음반을 취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 해 봉장취 계통 음악인 <고악봉장취>와 <고악새타령>들을 

출반한 기록들을 미루어 보아 같은 봉장취 계통의 음악인 <해금봉장취> 

또한 1940년도에 취입한 음원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덕진의 산조는 곡명이 모두‘봉장취’라는 용어로 되어 있지만 현행

과 같은 틀이 완성되기 전의 초기산조는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봉장취, 

시나위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명인들의 증언26)으로 보아도 

23) 릴테이프(Reel tape)는 플라스틱 혹은 금속 재질의 릴에 감겨 있는 마그네틱테이

프에 소리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와 구별하기 위해 오픈 릴 테

이프(open reel tape)라고도 한다.『파퓰러음악용어사전』(서울: 삼호뮤직, 2002).
24) <고악봉장취古樂鳳長醉>는 1940년 3월 日本Columbia 음반사에서 취입한 음반번

호 C-2028(122866)로 대금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이「콜롬비아古樂

團」이라는 이름으로 취입한 SP유성기음반이다. 이 음반은 구수정「봉장취 음악

에 관한 고찰: 김덕진의 해금가락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연구를 위해 채보하였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봉장취>음원과 대조

해 본 결과 콜롬비아판 <古樂鳳長醉>의 선율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5) 김덕진 해금산조로 선정한 연구대상의 취입일은 1940년도이지만, 그가 가장 활발

히 음악 활동한 시기는 1931년부터 1940년도 초 무렵으로 김덕진 산조는 이미 

그전에 완성되었을 확률이 높다. 또한 그가 활발히 활동했던 기간인 10년 내의 

취입된 음반인 점을 감안해 30년대 해금산조의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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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초기산조와 봉장취는 용어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 서

로 경계가 모호하였으며, 산조의 창시자들도 이 두 장르를 뚜렷하게 구분

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 해금산조가 형성되던 시기인 1930년대 김덕진의 두 음원 

모두 해금산조의 연구대상에 적합하다 사료되어 선정하였으며, 그와 함께 

연주에 참여한 인물들로는 대금 정해시, 장고 한성준이 있다.

  류대복의 산조는 음원이 아닌 그가 직접 발간한 『해금 교측본』27)에 

수록된 악보로 1959년 9월 25일 조선음악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해금 교측본』안의 109번곡 진양조, 110번곡 느린중모리, 111번곡 

중모리, 112번곡 엇모리, 113번곡 자진모리, 114번곡 휘모리가 구체적

인 연구대상으로 진양 17장단, 중모리 28장단, 중중모리 13장단, 엇모리 

36장단, 자진모리 55장단, 휘모리 7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영희의 산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3년에 출반한 국립문화재연

구소 소장자료시리즈(24)에 수록되어 있다. 음반 제목은《해금시나위와 산

조》이며, 그 중 05번 트랙의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총 7

분 45초 길이의 연주이다. 음반의 곡명에는‘굿거리’가 누락되어 있지만, 

연구자가 음원을 확인해본 결과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굿거리 장단

의 선율이 취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후 본론에서는 장단을 세분

화하여 진양-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6) 지영희는 그의 스승 지용구가“해금산조라 칭하지 말고 신아위 독주라고 하여

라.”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는“해금산조가 없다고는 하나 그대로 산

조인 것이 해금산조나 해금시나위나 둘 다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성금연『지

영희 민속음악 연구자료집』(서울: 민속원, 2000).

     황병기 교수가 증언한 것인데, 김윤덕 선생이“산조라는 명칭이 좋지 않다. 이 

명칭보다 봉장취라 이르는 것이 옳다.”이보형「봉장취의 연원과 변천고」,『한

국음반학』, 제10집(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8쪽.
27) 류대복『해금 교측본』(평양: 조선음악출판사, 1959). 이 연구물은 2017년에 

연구자가 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들을 당시 지도교수였던 양경숙 교수

님께서 제공해주신 귀중한 연구자료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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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희 산조의 취입일자와 장단 반주자에 대한 정보는 음반 서지사항

에 정보가 전혀 없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기록한 무형문화재 녹음자료 

분류별 목록을 통해 취입년도가 1968년도임을 알아냈으나, 아쉽게도 장

고 반주자에 대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였다.

  한범수의 산조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원형 발굴수행 중 찾아낸 

음원으로 1968년 3월 3일에 취입된 음원이다. 그동안 한번도 발표된 적

이 없었던 미발표 음원을 꼬레뮤직에서 정밀한 마스터링을 거쳐 음반에 

담아 발매하였다. 음반 제목은《한범수 1968》로 한범수의 해금산조와 대

금산조가 함께 담겨 있으며, 그 중 해금산조는 01번 트랙의 진양조 5분 

36초, 02번 트랙의 중모리 2분 53초, 03번 트랙의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4분 55초이다.

  이 음원은 지금의 정형화된 무대가 아닌 제약과 형식이 없는 명인들만

의 장소에서 녹음된 것으로 그때의 공간감과 명인들의 모습이 연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밀한 소리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발매되었으며,28) 서공

철이 장고 반주로 함께 연주했다. 

  임선문의 산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0년도에 출반한 국립문화

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13)에 수록된 것으로 음반 제목은《경기무악》

이며 구성된 4장의 CD중 첫 번째 CD-1에 수록되어 있다. 

  CD-1의 32개의 트랙 중 27.진양, 28.중모리, 29.중중모리, 30.자진모

리가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며, 27번의 진양은 2분 50초, 28번의 중모리는 

2분 01초, 29번의 중중모리는 1분 51초, 30번의 자진모리는 2분 23초

이다. 취입시기는 1974년 12월 18일이며, 지갑성이 장고 반주로 함께 

연주했다.

  서용석의 산조는 그가 직접 해금을 연주한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

에게 직접 구음으로 가락을 전수받은 양경숙29)이 출판한 악보를 구체적

28)『한범수 1968, 해금/대금 산조』(서울: 꼬레뮤직, 2007)의 음반 소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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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1988년 서용석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재직시

절, 당시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이었던 양경숙에게 처음으로 전수 하였

고 이후 양경숙은 1989년 11월 서용석 해금산조 전 바탕을 초연하였으

며, 1995년 5월에는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을 담은 악보집을 최초로 출

판하였다. 

  1989년에 양경숙에 의해 초연된 서용석 해금산조의 음원은 아쉽게도 

양경숙 본인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보가 불가능했지만 그의 발언에 의

하면,“악보의 가락은 당시 전수 받은 가락과 초연했던 음원을 토대로 채

보한 것이어서 본래의 선율과 다를 바 없으니 악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30)라고 하여 그가 출판한『해금산조』악보집에 수록된 서용

석 해금산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31) 

 『해금산조』에는 서용석의 산조가 정간보와 오선보 두 가지로 실려있

는데, 이 중 오선악보인 105쪽의 진양부터 100쪽의 중모리, 96쪽의 중

중모리, 93쪽의 빠른중중모리, 91쪽의 자진모리, 그리고 84쪽의 엇모리

까지가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다.32)

29) 양경숙(梁景淑)은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나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

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였다. 1989년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02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

하였다. 1978년 대학재학시절 국립국악원에 입단하여 1983년부터 1년간 정악단 

해금부수석으로 활동하고 1985년부터는 해금수석을 역임하였으며, 2001년부터

는 정악단 지도위원을 역임하였다. 한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 국악과 강사로 재직하다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국악과 

해금교수를 역임하였다.
30) 2021년 2월 15일 양경숙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 
31) 이 악보는 가장 처음 만들어진 서용석 해금산조 악보이자 서용석에게 직접 가락

을 전수 받은 연주자가 채보한 것으로써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의의가 충분

하다. 하지만 시김새의 표기 등 자료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양

경숙의 해금 독주회>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5.04,12)에서 연주한 선율

을 보조자료로 참고하여 분석할 것이다. 
32)『해금산조』악보집의 서용석 해금산조 악보는 정간보와 오선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양경숙이 오선보로 채보하고 이를 다시 강덕원이 정간보로 역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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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의 산조는 고전음악 전문방송인 KBS-1 FM이 음악문화의 발전

과 한국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제작한 음반에 수록

되어 있다. 

  음반의 제목은《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33)이며, 그 중 3번 트랙의 

김영재 해금산조가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다. 이 음반은 김영재 해금산조의 

첫 음반으로 김영재가 해금산조를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했던 1989년

「KBS FM명인전」에서 연주했던 선율34)을 다시 정리하여 1992년에 

취입하였다. 음원의 길이는 16분 21초로 장단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장덕화가 장고 반주로 함께 

연주했다.

악보집의 쪽 번호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악보를 읽는 <정간보>를 기준으

로 시작되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는 <오선보>는 이 악보의 반대쪽에서 

시작되어 각 장단의 쪽 번호가 역순으로 되어있다.
33) 이 음반은 한국방송공사 주최로 1991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의 음반 작업으

로 1996년 말까지 총 1백 45장의 CD로 출반되었다.
34) 1989년「KBS FM명인전」에 초대되어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

심으로 즉흥성을 가미하여 발표하게 되었다.”류재원“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

성과정 및 연주법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24쪽. 이 무

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된 김영재의 해금산조는 당시 진양-중모리-중중

모리-자진모리의 구성으로, 전체 길이가 22분 15초였다. 그러나 연구대상 수집

과정에서 본 음원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의 연주는 진양의 길이만 9분에 달하는 

점, 또 단모리 장단이 빠져있는 점으로 보아 즉흥성이 많이 첨가된 연주라고 판

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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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본 논문은 해금산조의 변천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해금산조의‘장단구성

과 구조’,‘악조구성 및 음역활용’그리고‘시김새’라는 구조적인 측면

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시대별로 나타나는 각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알아냄

으로써 몇 세대에 걸친 해금산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산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Ⅱ장의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에

서 지용구 ‧ 김덕진 ‧ 류대복 ‧ 지영희 ‧ 한범수 ‧ 임선문 ‧ 서용석 ‧ 김영재

의 생몰연도와 산조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시대별로 나눈 뒤 그들의 생

애와 음악활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 각 산조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것이다. 

  연주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음악활동은 그들의 음악적 가치관과 

직결된 유기적인 관계로써 활동했던 모든 행보들이 곧 그들의 음악이자 

삶이며 연주자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음악 자체의 분석만큼이나 연주자의 

생애와 음악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산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

해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공시적으로는 동시대에 활동한 인

물들 간의 상호 관계성과 통시적으로는 세대를 넘어선 사승계보의 유무

를 파악해 해금산조의 음악사적 흐름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Ⅲ장에서는 시대별 해금산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930년대

부터 1980년대 후반에 생성된 당시의 해금산조 음원들을 연구자가 직접 

실음을 기준으로 채보한 후, 정확한 연구·분석과 비교의 가독성을 위해 

악장별 첫 장단의 조표를 플렛(♭) 3개로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8개의 해금산조 악보를 토대로 장단의 구성과 구조, 악조구성 및 음역활

용 그리고 시김새를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먼저, 분석 요소로 장단을 선정한 이유는 장단은 산조에서 선율 단위를 

구분 짓는 가장 1차적인 개념으로 산조는 장단 구성을 바탕으로 악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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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고 선율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산조에서 장단의 명칭이 그대로 

선율의 명칭이 되는 것은 장단과 선율의 일체성에 근거한 것으로 산조는 

장단의 구성과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선율을 구성한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장단이 산조 안에서 바뀐다는 것은 박자나 속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율의 구조 또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단은 

산조의 선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위로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Ⅲ장의 장단의 구성과 구조에서는 시대별로 나눈 각 산조들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고 장단구조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먼저 장단구

성 양상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소박35)을 기본단위

로 하여 각 장단의 구성형태를 분석하여 장단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한편, 각 장단에 의해 독립된 산조의 악장은 대부분 여러 개의 조(調)

로 구성되는데, 한국음악에서 조는 선율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각 구성

음의 기능ᆞ시김새ᆞ음진행의 경향성ᆞ단락감 등이 선율의 성격과 주관

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주요한 요소로 정의되고 있으며36) 산조에서는 대

부분 조성과 악상기호,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으로써 조의 의미가 섞여서 

쓰이고 있다. 

  즉, 산조의 선율변화는 이러한 조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조 개

념은 장단이라는 악장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악상(樂想)

의 개념인 것과 동시에 선율 상의 감정적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굳세고 힘찬 감정은 우조라 하고 화평하고 평온한 감정은 평조라 

하며 슬프고 애절한 감정은 계면조라 부르는 것처럼 조의 명칭이 부여된 

35)“장단은 집합론으로 설명된다. 즉 소박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집합하여 장단이

라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장단구조는 장단리듬의 층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데 소박, 여늬박, 대박 등이다.”이보형,“박, 박자, 장단의 층위(層位)와 변이(變

移)유형『한국음악연구 제40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197-235쪽.
36) 김해숙ᆞ백대웅ᆞ최태현,『전통음악개론』(서울: 어울림, 199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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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각각 독특한 감정적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선율적으로 독립적

일 수 밖에 없다.37) 

  그러므로 산조에서 조가 바뀐다는 것은 곧 선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Ⅲ장의 악조구성 및 음역활용에서는 산조의 형식을 구분하고 선율

을 구체화하는 악조의 구성을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운지이동을 통해

조의 변화에 따른 음역활용을 파악하여 각 시대별 선율진행의 특징을 고

찰할 것이다. 

  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본 고에서는 선법38)의 의미를 지칭하는 의미

로 사용할 것이며, 선법은 중심음과 함께 각 구성음의 성질 및 선율진행

의 특성을 포함하는 음구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운지의 이동을 통해 여러 음역을 활용하는 해금의 연주법은 음악

적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과 구조의 다양

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현 방법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각 산조의 골격

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중심음을 포함한 악조 내의 구성음들은 일정한 시김새를 통해 

특수한 음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시김새는 선율이나 리듬의 

유연한 흐름을 위해 부여되는 음의 기능으로 선율음악인 우리 전통음악

에서 중요한 음악요소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시김새를 산조의 음악양식을 결정짓는 미세한 요소로 

생각하고 선율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해금의 특수주법인 

잉어질39)과 꾸밈음40)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그리고 꾸밈음은 다

37) 최태현,『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151쪽.
38) 악곡의 출현음을 음고 순으로 배열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음계’이고,‘선법’은 

음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성질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악곡에 나타나는 각 음의 역

할을 드러낸 음조직을 가리킨다. 즉 종지음(finalis)이나 지배음(dominant)을 파

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음구조를 정리한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김영운,“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 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제28

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0),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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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앞꾸밈음, 뒤꾸밈음, 그리고 다루침으로 세분화해 시김새의 활용을 분

석하여 각 해금산조의 선율의 특징과 시대별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밝

히고자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해금산조들을 각 시대별로 나누고 산조를 형성하는중

요한 요소인 장단구성, 장단구조, 악조구성, 음역활용 그리고 시김새의 면

밀한 분석을 통해 공시적으로는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해금산조의 특징

을 파악하고 통시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금산조가 어떠한 경향

성을 가지고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9) 잉어질은 해금만의 특수주법으로 본음을 연주한 후 빠른 속도로 현을 누르거나 

또는 운지를 이용해 악보에 제시된 음을 재빠르게 짚어냄과 동시에 활의 방향 

또한 바꿔서 연주하기 때문에 선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김새이다. 
40) 꾸밈음은 본음의 앞 뒤에 출현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선

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김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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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

  연주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음악활동은 그들의 음악적 가치관과 

직결된 유기적인 관계로써 활동했던 모든 행보들이 곧 그들의 음악이자 

삶이며 연주자 자신이 된다. 따라서 연주자의 생애와 음악활동을 파악하

는 것은 그들의 음악세계와 음악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

되며 본 장에서는 지용구 ‧ 김덕진 ‧ 류대복 ‧ 지영희 ‧ 한범수 ‧ 임선문 ‧ 서

용석 ‧ 김영재의 생몰연도와 산조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시대별로 나눈 

뒤 그들의 생애와 음악활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 각 산조의 형성과정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시적으로는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들 간의 

상호 관계성과 통시적으로는 세대를 넘어 사승계보의 유무 등을 파악해 

해금산조의 음악사적 흐름을 고찰해 볼 것이다.

1. 1930년대 태동기

  1930년대는 음악가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상이 달라졌고 음악계에서 

유통되는 주류 음악의 종류가 대폭 다양해졌으며, 근대적인 음악계 확립

이 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전의 음악가들은 대체로 신분에 따라 정해진 

레퍼토리가 있었고, 세습의 구조를 따르는 등의 신분적 한계 내에서 음악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1894년 이후 천민음악가 등이 모두 법적으로 면

천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신분집단으로서의 음악가집단도 해체하였으며, 

극장이나 음반과 같은 근대적 음악유통 방식이 발전함으로써 음악가들의 

활동영역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41)

  이처럼 음악유통망의 발전과 더불어 이후 전기녹음의 시작으로 다수의 

음반사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1930년대의 음악사회에서 서울은 더욱 

41) 권도희,『한국근대음악사회사』(서울: 민속원, 2004),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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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음악가들이 모이고 다양한 레퍼토리가 요구되는 중앙무대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음악인들의 중앙무대가 된 서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 

발생계통을 달리했던 각 지역의 여러 음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개인 연주자의 즉흥성이나 새롭게 시도되는 음악들을 존중하고 높게 평

가하였으며, 서울로 집중된 각 지방의 음악가와 레퍼토리들은 현행 민속

음악계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42)

  1930년대의 민속음악계의 변화는 20세기 초에 산발적으로 집중되었던 

음악적 역량이 체계화되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해금산

조는 지용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지용구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

던 김덕진에 의해서도 현행산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43)

으로 또 다른 초기산조가 만들어졌다. 

  당시 지용구와 김덕진이 만든 산조는 해금과 대금, 해금과 퉁소가 함께 

연주하는 등 독주곡이 아닌 이중주의 형태이며, 장단의 구성도 지금과 달

라 현행산조와 연주형태 뿐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1930년대의 산조는 형식상의 다양성과 구조적인 자

율성을 보여주고 있어 현행산조와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특징이 명확

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30년대의 산조들은 지금의 해금산조와 같은 

틀로 확립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해금산조사에서 1930년대는 다양한 시도와 즉흥성이 실현되는 

시기이자 현행의 산조와 같이 틀이 정립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

기로, 해금산조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창작하기 시작한 <해금산조의 

태동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2) 권도희(2004), 앞의 책, 296쪽.
43) 김덕진은 1935년 산조합주에서 진양조·평타령·엇중모리·잔모리로 장단을 구

성하였는데, 즉흥의 음악과 반주음악이 지배적이었던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

은 구성의 음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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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용구 해금산조

  지용구(池龍九 1859-1939)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하여 20세기 초 서

울에서 활동한 경기도 음악가이자 해금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하여 

현존하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신문기사, 유성

기 음반 그리고 방송출연 목록을 통해 그의 생애와 음악활동 전반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용구에 대한 기록이 있는 최초의 신문기사는 1914년『매일신보』에 나

타난다. 이 기사는 예술에 뛰어난 인물 100인을 선정하여 연재하는 기획기

사로 소개된 예술가들은 당시 일류의 예술가들이었다. 100명의 예인 중 지

용구는 26번째 예인으로 소개되었는데, 당시 그의 음악적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지용구를 소개한『매일신보』의 기사이다.

 <인용 1>

『매일신보』1914, 2, 28.

  예단일백인(藝檀一百人) <二六: 池龍九>

“(전략)…십칠세부터 음악에 취미를 가져 오늘날까지도 잠시도 악기를 

손에 놓아보지 아니하여 사십여년을 연구한 결과로 거문고, 양금, 가

야금, 단소, 생황 등이 선수요 그 중에서도 장고, 해금은 가히 신접하

였다 할지라, 그럼으로 지첨사라 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곧 장고와 

해금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으며, 지첨사의 위인은 온후관대하야 장자

의 풍도가 보이고 가세는 빈곤하나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안빈락도라 

하더니 지첨사는 안빈락악 하는 사람이라 하리로다…(후략).”

  <인용 1>의 기사를 통해 17세에 음악을 시작한 지용구는 그의 나이 

56세에 100명의 예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아 그가 상경(上京)한 시기

인 40대 초반부터는 서울에서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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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그가 거문고·양금·가야금·단소·생황에도 선수지만 해금과 

장고는 신접할 정도로 능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다재다능하게 음악

을 두루 섭렵하였고, 그 중 해금과 장고의 연주가 특히 뛰어난 예인(藝

人)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용기사에서 그를‘지첨사’라

고 칭하였는데, 첨사라는 직급은 고종 32년인 1895년에 신설된 궁내부 

소속의 칙임관(勅任官) 3-4등급의 직책44)으로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 

덕분에 면천(免賤)되어 신분이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45)

  1930년대 전후로 음악가나 음악유통에 변화가 생기면서 음악가들은 자

신들의 음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음악가집단을 결성하기 시작하

였는데 당시에 활동했던 연주자인 지용구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그가 해금

주자로 활동한 음악가집단으로는 조선정악전습소 ‧ 정악구락부 ‧ 조선정악

단 그리고 조선음악무용연구회(朝鮮音樂舞踊硏究會)46)가 있었다.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22권, 741쪽에 따르면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으로 관료제도가 개편되면

서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칙임관이라 하였다. 다음 해인 1895년(고종32년) 3월 관

료제도가 다시 대폭 개편되어, 11품급으로 나누던 관료의 등급을 칙임관 1∼4등, 주

임관 1∼6등, 판임관 1∼8등으로 모두 18등급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첨사(詹事)는 

칙임관 3등 내지 4등으로 보하였다고 한다.
45) 1939년 1월 13일『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지용구가‘궁중어전에서 음률

을 들인 광영을 입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첨사’라는 직급이 고종시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첨사’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용구도 모흥갑 ‧ 이동백 등

처럼 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면천(免賤)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46)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1937년에 한성준이 조선무용을 발전시키고, 서울에서 활

동하고 있는 경기, 충청 지역 출신의 음악가들의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1920년대까지 음악무용 전문집단은 극장과 관계를 맺으며 흥행 집단

화했던 것이 특징이라면, 1930년대 이후로 결성된 음악 혹은 무용의 전문 집단

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특정 사승계보나 지역성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흥행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전문 공연활

동을 벌이면서 예술적 역량을 확장시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 프로그램을 갖

추고 있기도 했다. 창극에 주력했던 조선성악연구회와 달리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는 육자배기 토리권의 기악 음악과 무용 공연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정신문화연

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음악

무용연구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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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구가 활동했던 음악집단 중 조선정악전습소 ‧ 정악구락부 ‧ 조선정

악단은 모두 정악을 기반으로 조직된 음악집단47)이었고, 조선음악무용연

구회는 민속악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었다. 그가 활동한 집단의 특성을 살

펴보면 그는 정악과 민속악을 두루 섭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본 고

의 연구대상이 지용구의 해금산조이므로 그의 민속악 기반의 활동에 초점

을 맞춰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지용구가 활동한 민속악 기반의 음악가집단인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1930년대 남도음악을 기반으로 조직된 조선성악연구회와 경서도음악을 

기반으로 조직된 가무연구회·기생조합으로 민속악계가 양분되자, 남도음

악가운데 조선성악연구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음악가들이 경성구파배우조

합시절부터 활동했던 충청도 홍성 출신의 명무(名舞)이자 명고(名鼓)였

던 한성준을 중심으로 1937년 창설한 조직이다. 

  한성준과 함께 조선음악연구회를 창단한 인물들로는 김석구·김덕진·

심재덕·방용현 등으로 이 연구회는 무용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반주를 맡은 삼현육각 전문가들이 다수였으며, 창설된지 일년 만인 1938

년에는 남녀회원 30여명이 되었다.48) 

  이 시기에 결성된 음악집단들은 순간적 흥행이나 법적강제를 넘어서 전

통음악의 발전과 보호, 심지어는 학습기능까지 갖춘 전문집단을 만들려고 

했으며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음악을 가르쳤었다.

  당시 조선음악무용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는 김광식(젓대)·김덕

47) 지용구가 활동했던 음악가 집단 중 조선정악전습소 ‧ 정악구락부 ‧ 조선정악단은 

모두 정악을 기반으로 조직된 음악집단이다. 근대적 음악교육기관인 조선정악전

습소는 최초의 민간음악 교육기관인 조양구락부에서 개칭하여 1911년에 세워졌

고 그 안에서 수요회라는 음악집단을 조직하여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1922년에

는 조선정악전습소의 졸업생들이 조직하여 만든 정악구락부가 설립되었다. 그리

고 1930년대에는 줄풍류 연주모임인 조선정악단활동으로 음반을 남겼다. 
48) 이석훈,「JODK 경성방송국은 어떠한 곳·무엇을 하는 곳인가?」,『조광』(19

     35년 12월호),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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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금)·김봉업(해금)·김석구(소리)·김삼만(피리)·방용현(대금)·이수

송(양금)·이주향(가야금)·이화은(거문고)·이충선(피리)·심상건(가야

금)·정원섭(장고)·정해시(대금)·지영희(해금)·지용구(해금)·한희종(장

고)49)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과거 경성구파배우조합에서 수용했던 경기

도의 삼현육각 부문의 음악가와 남도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충청도 출신의 

음악가들이다.

  지역별 음악특색이 확연하던 이 시기에 경기음악가였던 지용구는 남도

음악을 기반으로 한 충청의 창악 ‧ 기악가들과 경기 삼현육각의 음악가들

을 함께 수용한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음악세계관을 확장하

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그의 해금산조를 형성하는데 무관하지 않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본 고의 또 다른 연구대상인 김덕진과 

지영희가 지용구와 같은 조직에 소속되었었다는 점이다. 조선음악무용연

구회라는 집단이 지용구와 동시대에 해금산조를 만들고 활동한 김덕진 그

리고 지용구에게서 해금산조와 민요를 배운50) 지영희와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고의 구체적인 연구분석 대상인 지용구의 해금산

조 음반에 장고로 함께 연주한 정원섭51)도 같은 음악집단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용구와 김덕진의 인연은 이후 그가 줄풍류를 기반으로 하는 인천합

49)  권도희(2004), 앞의 책, 187쪽.
50)“서울 출신 지용구 선생님이 해금산조와 민요와 가곡·정악을 하셨는데, 본인이 

1935년 지용구 선생님께 해금산조와 각 도의 민요를 공부하였다…29, 33세에 

지용구 선생님께 해금산조를 습득할 때에…”성금연,『지영희민속음악자료집』

(서울: 민속원, 2000), 126-127쪽.
51) 정원섭(생몰연도미상)은 일제강점기때의 판소리 명고수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

신으로 판소리 5명창의 한 사람인 정정렬(丁貞烈)의 아우이며, 그의 기량은 대  

단한 것은 아니라는 평을 받았으나 형의 북을 도맡아 친 데에서 이름이 났다. 

일제강점기 때 축음기판에 그가 반주한 음반이 남아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9권, 8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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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가 1920년대부터 활발히 활동했던 수요

회52)와 정악구락부에서 빠지고 1934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인천합

주단에서 그의 나이 79세인 1937년 4월, 더 이상 노환으로 해금연주를 

하기 힘들어지자 그 뒤로 해금연주는 김덕진이 맡게 되면서이다. 이후 지

용구는 인천의 합주단에서 장고주자로서 김덕진(해금)·이언식(현금)·이

승환(양금)·최수성(단소)·조재필(필률)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처럼 지용구는 음악가집단을 통해 다른 연주자들과의 사회적 교류 뿐

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

용구는 단체와는 별개로 연주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구하여 

음반활동도 매우 활발히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한국유성기

음반총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지용구가 유성기 음반을 녹음한 시기는 1927년도부터 1938년도 사이

로 1927년에 취입한 음반인 제비표조선레코드53)의 <경기민요>의 방아

타령과·양산도가 그의 유일한 독주음반이자 그가 남긴 최초의 음반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 <풍류>계통의 굿거리와·도드리를 심상건과 함께 녹

음하였다. 

  1929년에는 <줄풍류>인 본령산·타령을 정악구락부원들과 함께 녹음

하였고 같은 해에 <경기유행가>이라하여 현행 굿음악인 초가망·넋들어

온다·대감노리·제석거리·중타령을 표연월·신해중월·박춘재와 함께 

녹음하였으며, <경기잡가>와 <서도잡가>는 박춘재·문영수·백운선과 함

께 장고 반주자로서 녹음하였다. 

52) 수요회는 앞서 밝힌 지용구가 활동했던 음악집단인 조선정악전습소 내에 조직된 

음악활동 단체명이다.
53) 1925년 9월부터 한국에 진출한 일동축음기 주식회사(NITTO RECORI)의 한국

음악 상표인 제비표조선레코드는 이기세(李基世)라는 한국인 기획자를 중심으로 

1928년까지 활발하게 녹음하였는데, 전기녹음이 시작되며 발매를 중단하였다. 

전통음악 명반이 많고 모두 나팔통식 녹음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유성

기음반총목록』(서울: 민속원, 1998),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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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에는 <시조>와 <잡가>를 김계선과 함께 녹음하고 1934년에는 

<가사> 중 수양가를 김부용·김계선과 함께 녹음하였으며, 1936년에는 

<시조>를 최수성·한성준과 함께 녹음하였다. 

  이 외에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의 음반이 있

는데 이는 본 고의 연구대상으로, 1937년에서 1938년사이에54) Okeh축

음기상회에서 취입한 <해금산조>이며 박종기(대금)·정원섭(장고)과 함께 

녹음하였다. 이 음반은 지용구가 별세 후 1939년 3월13일에 경성방송국

에서 방송한 기록인『경성방송국국악방송목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지용

구를 추모하기 위한 방송으로 그의 마지막 음반이라 할 수 있다.

  방송국에서 지용구의 타계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음악을 내

보냈다는 것은 그가 생전에 방송활동 또한 활발히 했던 연주자이자 방송

계에서도 인정받는 명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용구는 1926년에서 1938년까지 13년간55) 해금과 장고 주자로 지

속적인 방송활동을 했으며 풍류·민요·잡가·산조 등에 이르기까지 연

주의 장르가 매우 다양했는데, 그 중 해금산조라는 곡목이 명확히 기록된 

것56)은 1928년에 2회 1929년에 1회로 총 3회이다.

  이러한 지용구의 방송기록을 보면 그는 1927년부터 해금 독주로 방송

활동을 하였고, 연주곡목에 해금산조라는 명칭은 1928년부터 드러냈음을 

54)“음반에 취입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취입년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Okeh 

축음기상회는 1933년부터 한국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하여 1937년 상반기까지 정

규반(흑반)을 발매하고(음반번호: Okeh 1500-1999) 1937년 중반부터 1940년 

중반까지 후기반(음반번호: Okeh 12001-)을 발매한 것으로 보아 따라서 음반번

호가‘Okeh 12209’인 지용구의《해금산조》취입년도는 1937년경에서 1938년

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앞서 연구대상에서 밝혔다.
55)『경성방송국국악방송목록』에는 1939년에도 해금주자로서 1회 장구주자로서 2

회의 기록이 나타나지만, 1939년 1월 12일 오랜 숙환으로 타계하였기 때문에 

1939년도의 방송기록은 녹음하여 내보낸 것으로 추정한다.  
56) <청성환입(단소), 산조(해금), 잡가수종>으로 1928년 5월 22일 방송기록에 조

동석 ‧ 지용구가 연주한 레파토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경성방송국국악방송목록』(서울: 민속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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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방송에서 연주한 기록 

뿐이라 방송 외의 연주활동은 알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지용구의 산조가 연주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1927년에 해금독주로 방송활동을 하면서 혹은 그 이전부터 해금산조를 

구상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928년에 들어서는 명확하게 산

조라는 곡목으로 방송활동을 하였기에 늦어도 이 시기에는 확실히 완성

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용구의 해금산조의 발생시기는 연

구대상의 녹음연도인 1937년에서 1938년 사이보다 더 당겨진 1920년

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용구가 노환으로 타계하기 직전의 시기인 1937년에서 1938년은 그

가 인천합주단에서 해금연주를 김덕진에게 인계하고 장고주자로서 활동

한 마지막 방송이었을 만큼 해금연주자로서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던 시

기였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금연주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이 시기에 

《奚琴散調》를 녹음했다는 것은 그의 산조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지용구의 해금산조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한 그의 생애

와 조사한 음악활동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지용구의 생애 및 음악활동

57) 지용구의 마지막 경성방송국활동은 인천의 합주단에서 장고연주자로서 연주한 

<줄풍류>이다.

년도 나이 음악활동

1859년 1세  경기도 수원 출생

1875년 17세  음률을 습득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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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42세  상경(上京)하여 음악활동 시작

1911년 53세  수요회 조직 및 연주활동

1914년 56세 『매일신보』기획 기사 “예단일백인”선정

1922년 64세  정악구락부 조직 및 음악활동

1926년 68세  경성방송국 방송활동 시작

1927년 69세

 제비표 조선레코드 <경기민요>독주음반 취입

 <풍류>계통음반 취입

 해금 독주 형태로 방송활동 시작

1928년 70세  해금산조로 방송활동 시작

1929년 71세
 <줄풍류>, <경기유행가>, <경기잡가>, <서도잡가> 

  음반 취입

1930년 72세  조선정악단 활동 및 <줄풍류>음반 취입

1931년 73세  <시조>, <잡가>음반 취입

1934년 76세
 <가사>음반 취입

 인천의 합주단과 <줄풍류>로 경성방속국 활동시작

1936년 78세  <시조>음반 취입

1937~38년 79~80세

 오케축음기상회 《奚琴散調》음반 취입

 김덕진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음악 활동 및 
 지영희에게 해금산조와 민요 전수

 인천의 합주단에서 노환으로 김덕진에게 해금연주를
 넘기고 장구로 음악 활동함 

1939년 81세  오랜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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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덕진 해금산조

  

  김덕진(金德鎭 생몰연대미상)은 1930년대 지용구와 동시대에 활동했

던 해금연주자로서 그에 관한 가족사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남아 있지 않아 생몰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당시 

음반이나 방송 등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하며 자신의 산조를 남긴 음악사

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민속학자 이자균58)에 따르면 김덕진은 경기지방 출신이었음에도 약간

의 전라도 말투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무가반주를 하는 등 국악을 가업으

로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1967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경기시나위명인에 이름이 

올라있는데 경기 수원 지방의 명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주 장호원 지

방의 보유자 목록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수원과 여

주를 주요한 활동무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59) 

  김덕진의 음악인생에서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음악집단인데, 앞서 지용구의 음악활동에서도 언급했지만 김덕진은 한성

준과 함께 조선음악 무용연구회를 창립한 창단멤버이다. 

  그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다른 연주자들과의 단순한 사회적 교류 뿐

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음악활동에 지지를 얻

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연구회의 연주자들인 심상건(가야금), 정

해시(대금), 한성준(장고)의 구성으로만 18개의 음반을 취입했다.

  또한 이 음악집단 안에서 앞서 언급했었던 지용구·지영희와의 인연이 

닿아 있는데, 그 중 지용구와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 같이 소속된 동료 

58) 한국민속연구소 선임연구원.
59) 이진원,“경기시나위와 남도 시나위”, 음반해설집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 자

료 시리즈25』(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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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로서 함께 방송에서 연주활동을 하였고, 지영희와는 사제관계로서 

자신의 해금시나위를 가르쳐주었다.60) 

  여기서 인연을 맺은 지용구와는 인천의 합주단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데 1937년 지용구가 합주단에서의 해금연주를 그만두고 그 뒤로 해금연

주를 김덕진이 맡았으며 지용구는 장고연주자로서 함께 방송활동을 하였

다. 당시 이미 여든에 가까웠던 지용구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더이상 해

금연주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

았을 때 김덕진이 지용구보다는 젊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덕진의 음악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는 그가 한성준과 함께 창설하고 활

발히 활동했던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 대한 기사61)로 단 두 개 뿐이지만,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만으로도 이 연구회가 당시에 높은 음악적 위상

과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조

선향토연예대회에서 공연하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 대한 기사이다.  

     <인용 2>

『조선일보』1938, 4, 23. (4)

  전조선 향토연예대회 총관 고악가무 대 페젠트(2)

“이번 향토연예대회62)에서 가장 찬란하고 고전적이며 봄밤의 예술적 

60) 판소리의 고수 강경수의 손녀 강선영의 증언에서 그녀가 한성준의 학원에서 무용

을 배우던 1926년에서 1942년 사이인 13-19세경 지영희도 그 시기에 김덕진에

게 해금을 사사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노재명,『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바라본 

판소리 참모습』(서울: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 2006년), 182-190쪽.

   “본인은 김덕진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해금신아위를 공부하였지만…”성금연,

『지영희민속음악자료집』(서울: 민속원, 2000), 126-127쪽.
61) 김성혜,『朝鮮日報』의 國樂記事 ; 1920년-1940년(Ⅱ)『한국음악사학지』제

13집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4), 235-243쪽.
62) 조선일보에서는 1938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 동안 본사 대강당에

서 열릴 조선특산품전람회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전람회 기간 중 <조선향토

연예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당시 나날이 쇠퇴되어 가는 조선의 음악에 대한 일

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무용·연극 등을 완전한 것으



- 36 -

대향연이 벌어질 고전 무용대회는 5월 2일 밤 역시 부민관에서 열리

게 되었다. 이 무용대회에 출연하는 분은 작년 12월에 조선서 처음으

로 창립된 조선음악무용연구회 회원 전원 30여명이 총 출연하기로 되

었다. 이 무용연구회는 조선 고악의 명고수로만 유명할 뿐 아니라 조

선 고전무용의 대가이신 한성준씨가 김석구·김덕진·이강선·장홍심 

외 여러분이 발기인이 되어가지고 조직된 조선 유일의 단체다. 차차로 

소멸해가는 조선 고전무용을 위하여 처음으로 닦고 또 가꾼 예술을 공

개하게 되었다….”

     

     <인용 3>

『조선일보』1938, 6, 19. 

  고전무용대회 조광회(朝光會)주최 조선음악무용연구회 총 동원 

  6월 23일 밤 부민관에서

“…조선향토연예대회 때에 이미 이 고전무용은 처음으로 일반사회에 소

개되자 당야는 초만원의 대성황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회장 관계로 입

장 못한 이가 무려 4~5백명에 달하여 일대 소란을 일으키기 까지 일

반의 대방과 기대가 있었다. 실로 당야의 프로는 대호화판을 이루어 

관중은 감탄, 감탄하여 잠시 옛날 예향의 삼매경에 잠기고 말았다.…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작년 겨울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조선의 유일한 

명고수요 따라서 조선의 고전무용에 대해서는 기술로나 그 방면의 조

예로보나 단연 제2인자인 한성준씨와 김석구씨 김덕진·이 선·장홍

심등 이 길에 있어서 다년간 연구와 실제를 거듭하여 온 이 분들이 발

기인이 되어 나날이 없어져 가는 조선의 고전무용을 아끼고 연구하기

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왔다.….”

로 재연출하여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지로부터 걸궁패, 산대도감, 봉산탕춤, 

짠지패, 판소리, 고무용의 장르를 매일 돌아가며 공연하는 페스티벌을 만든 것이

다. 조선음악무용연구회는 이 페스티벌을 위해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고, 그 중 김덕진의 이름은 5번째 곡인 <신선음악>과 11번째 곡인 <급제무>에 

해금연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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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이 활동하던 시기인 1930년대는 일본유행음악과 서양음악의 유

입으로 대중의 음악적 기호가 전통음악에서 멀어지는 시기였다. 그러나  

김덕진은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통해 외래 음악문화의 흐름에 반하는 전

통음악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회의 공연하는 행사장

에 입장하지 못한 이가 무려 4~5백명에 달하였고, 관람한 관중들은 모두 

감탄을 했다고 극찬하는 기사내용으로 보아 당시의 조선음악무용연구회

의 높은 음악적 위상과 대중의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덕진은 이러한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기반으로 이 조직에서의 다른 

연주자들과 방송활동 및 음반작업도 활발했는데 먼저 그의 방송활동을 살

펴보면, 그는 경성방송국에서 1935년 8월 26일 방송한 신아위와 굿거리

를 시작으로63) 1943년 10월 23일까지 약 8년 동안 방송출현을 하였다. 

주로 연주한 곡목은 속악(俗曲)이라고 분류되는 타령·시나위·굿거리·

봉장취·산조와 민요연주인 방아타령·까투리타령·늴리리아, 당시 음율

(音律)이라 부른 평조회상과 영산회상, 그리고 판소리, 평시조, 지름시조 

등의 노래 반주이다. 방용현, 이동백, 이화중선, 한성준, 지용구, 정해시, 

지영희, 이소향 등과 같이 연주하였으며 독주곡은 없고 모두 합주형식이거

나 반주형식이었다. 

  8년 동안의 방송활동과 함께 음반활동도 하였는데, 국악박물관 소장 음

반목록과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에서 음반번호를 대조하여 정리해보면, 

김덕진은 1936년부터 1940년대까지 日本Victor와 일본포리돌축음기상회, 

Columbia축음기주식회사,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 한 개 총 18개의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였다. 경성방송국에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김덕진이 

단독으로 연주한 음원은 없고 모두 합주나 반주형태이다. 

63) 1935년 8월 26일 월요일 2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방송기록이『매일신

보』에 실려있다. 당시 함께한 연주자로는 대금에 방용현, 세적에 한성준, 장고

에 지용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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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취입한 음반을 장르별로 분류해보면 봉장취 등 기악합주 음반 8

개, 꽃타령, 한강수타령, 흥타령, 남도잡가 등 민요반주 음반 6개, 춘향가

中 돈타령, 흥보가中 가난타령, 적벽가 군사설움타령 등 판소리 반주음반 

3개, 그리고 취포무의 무용반주 음반 1개이다. 이러한 그의 음반 목록에

서 주목할만한 점은 각 시대별로 주력했던 장르가 확연히 나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31년부터 1935년까지 무용 반주 한 곡을 제외하면 전부 기악

곡만 취입하였고, 1936년부터 1939년까지는 민요와 판소리 등의 성악곡

만 취입하였으며, 그의 음반활동 마지막 시기인 1940년대에는 다시 기악

곡만 취입했다. 이처럼 1931년부터 1940년대까지 취입한 18개의 음반

이 각 시대별로 음반의 장르가 분명하게 나뉘고 또한 단 한 곡도 중복 

녹음한 곡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김덕진은 음반 출반의 기회가 생길 때마

다 취입하는 것이 아닌 각 장르별로 시리즈 음반처럼 기획하에 취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4)

  또 한가지 김덕진의 특징적인 음반활동 양상은 방송활동에서와는 달리 

함께 연주하는 인물들이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1931년부터 1940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18장의 음반을 내면서 장르에 따라 창자는 바뀌었지만, 

가야금에는 늘 심상건65), 대금에는 정해시66), 장고에는 한성준이 늘 함께 

64) 특히 성악곡 반주음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판소리에서도 춘향가, 적벽

가, 흥보가 등 판소리 5마당 중 인기 있는 소리의 눈대목들을 차례로 연이어 취

입하였으며, 민요에서도 남도잡가中 농부가(上), 농부가(下)의 시리즈 형식으로 

취입하였다. 
65) 심상건(沈相健 1889-1965)은 해방 이후 국립국악원 국악사 등을 역임한 가야

금산조 명인으로 가야금 이외에 병창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양금과 거문고 풍류 

및 해금도 능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14권, 155쪽.
66) 정해시는 유성기 음반에 퉁소산조와 대금연주, 민속기악합주 등을 남긴 연주자

로 음반 이 외에 달리 알려진 바가 없다. 김덕진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

서 활동한 인물이며, 본 고의 연구대상인 김덕진의 산조음원에서 대금을 연주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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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아 연주자의 상황에 따라 연주구성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연주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친분이 돈독하고 음악적 성향이 같은 고

정된 인물들과 활동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나중에 함께 음반작업을 하

면서 「콜럼비아고악단」또는 日本Victor에서 「조선악단」이라는 단체명

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방송목록과 음반의 곡목들을 살펴보면 그는 민속악과 정악에 

두루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출신이지만, 남도민요와 남도잡가

를 연주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 경기지방와 남도지방의 음악어법을 아우르

는 연주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그의 음악활동 전반을 살펴본 

결과 그의 <고악봉장취>의 취입시기가 1940년 3월인 점, 그가 같은 장르

의 음반들은 같은 시기에 녹음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금봉장취> 또

한 같은 시기에 취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덕진 산조의 음원이 1940년대의 녹음이지만 음악의 생성은 1930년대 

중후반까지도 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지용구의 산조는 1920

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덕진의 산조가 지용구의 산조보다 먼저 

생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서술한 김덕진의 음악활동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김덕진의 생애 및 음악활동

년도 음악활동 연주자

1931년 <취주악 굿거리> 취입

「콜럼비아 고악단」

지휘 한성준, 대금 정해시 

해금 김덕준(김덕진)67)

장고 한성준

1935년 8월, <신아위>, <굿거리>로 첫 방송활동 

대금 방용현

세적 한성준

장고 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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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조합주>68) 

진양조·평타령·엇중모리·잔모리 취입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11월, <양산도>, <방아타령> 취입

「조선악단」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준(김덕진)

장고 한성준, 탬버린 김매홍

11월, <취포무> 무용반주음악 취입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준(김덕진)

장고 한성준 

11월, <봉황곡> 취입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준(김덕진)

장고 한성준 

1936년

3월, <한강수타령>, <흥타령> 취입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준

장고 한성준, 탬버린 김매홍

6월, <꽃타령> 취입

창 김옥진,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9월, 단가 <적벽야유>, 
     춘향가 <돈타령> 취입

창 김옥진,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9월, 흥보가 <가난타령>, <중타령> 취입

창 김초향,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적벽가 <군사설움타령>

창 김소희,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남도잡가> 취입
소리 오태석 외,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북 한성준

<까투리타령>, <둥게타령> 취입
소리 오태석 외,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1937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 창단
한성준, 김덕진, 김석구,

이강선, 방용현, 장홍심 등

1938년
5월, 조선향토연예대회에서 
    <신선음악>, <급제무> 연주

「조선음악무용연구회」

회원 30명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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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악박물과 소장 음반목록과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을 대조한 결과 음반목록에 

간혹 해금연주자에‘김덕준’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표기과정에

서의 오류이거나 혹은 그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녹음시기나 여러 정

황상 김덕진과 김덕준은 동일 인물이다.
68) 1935년에 취입한 <산조합주> 음반은 가야금 심상건,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의 구성으로 완전한 기악합주 개념으로 계획된 음반이라고 생각되어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69) 앞의 연구대상에서 밝혔듯이 1940년 3월 日本Columbia에서 출반한 <古樂鳳長

醉>는 본 고의 연구대상인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의 <봉장취> 음원과 동일한 

음원이다. 
70) 이 <해금봉장취>는 김덕진이 시기별로 장르를 구분하여 음반을 취입한 것을 근

거로 볼 때, 1940년에는 봉장취 계통 음악인 <고악봉장취>와 <고악새타령>을 

출반한 기록들을 미루어 보아 같은 봉장취 계통 음악인 <해금봉장취> 또한 

1940년대에 취입한 음원으로 짐작 가능하다. 

6월, 고전무용대회 조광회(朝光會)연주
「조선음악무용연구회」 

회원 30명 전원

1939년

남도잡가 <농부가上> 취입

소리 오태석 외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남도잡가 <농부가下> 취입

소리 오태석 외 

퉁소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1940년

3월, <고악봉장취> 취입69)

「콜럼비아 고악단」

대금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6월, <고악새타령> 취입

「콜럼비아 고악단」

대금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고악굿거리>, <시나위> 취입

「콜럼비아 고악단」

대금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시기미상 <해금봉장취> 취입70)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음반

대금 정해시

해금 김덕진

장고 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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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년대 확립기 

 

   1960년대는 국립국악원과 서울대 음대 국악과 및 국악예술학교를 중

심으로 국악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시

기이다. 1959년 서울대학교에 최초로 국악과가 설립된 이래로 대학교육

을 통한 산조의 악보화와 분석·연구는 산조의 보존과 보급이라는 결과

로 이어졌고, 1960년대 초부터는 산조가 고등교육에서 보급되기 시작하

였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화재보호법을 바탕으로 산조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이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공연과 음반계에서만 유통되던 산조가 1960년대부터 교육

계의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육과 전승에 보다 힘을 

쏟게 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해금산조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은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으로 

이들의 해금산조는 개인의 음악 세계나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음악적 특

징, 시김새나 연주법의 차이 등이 강조되어 자신만의 가락을 형성하여 현

행과 같은 형태의 해금산조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60년대는 음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전승기반의 

구축을 배경으로 연주자 개인의 음악 성향이 강조된 자신만의 가락을 형

성하여 산조로서의 정형성과 틀을 완성한 시기로 <해금산조의 확립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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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류대복 해금산조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파남리에서 출생한 류대복(柳大福 1907-1964)

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서 민요를 많이 들으며 자랐으며, 해금과 가야

금, 거문고 등을 배웠다. 1912년 양금을 배워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였

고, 1925년 김창규의 문하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익혔으며, 1920년 중반

부터 직업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였다.71)

  일제강점기 경성방송국에서 가야금산조72)를 연주한 류대복은 가야금 

뿐만 아니라 해금·거문고·아쟁·양금·젓대·단소·병창·장고·승무·

검무 등 전통 공연예술의 많은 분야에 다재다능하였으며, 1923년에는 당

대의 유명한 무용가이며 고수였던 한성준 문하에서 춤과 장구를 사사 받

기도 하였다.73) 이처럼 다양한 악기에 능하고 해금연주자로도 유명했던 

류대복은 1930년대 초, 활동근거지를 평양으로 옮긴다.

  그가 평양으로 이주한 이유는 당시 남도음악계 내에서 창극 흥행 중에 

적자를 냈다거나 하는 일로 내부적 갈등을 빚어낸 경우의 정남희나, 혹은 

사회주의에 동참하기 위한 안기옥의 경우와 달리 송만갑 등과 같이 기득

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들 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였다. 즉, 그의 임진강 이북 지역으로의 진출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인력 

분배상 포화상태에 이른 경상도와 서울지역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작을 

개척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71) 정수년,“월북해금연주가 유대복 해금산조의 음악적 연구: 진양조 선율을 중심으

로”,『한국악기학』제2호(서울: 한국퉁소연구회, 2004), 23~24쪽.
72) 류대복의 가야금산조 일부인 중모리와 자진중모리는 정남희와 안기옥 공저의

『가야금 교칙본』에 전하고 있다.
73) 류대복이 한성준과 인연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37년 한성준이 창단한 조

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김덕진·지용구 그리고 지영희의 인연이 있었음을 밝혔

다. 그러나 류대복은 이미 1930년대 초 평양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시

기상 김덕진이나 지용구·지영희와의 인연은 닿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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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74)

  그는 1945년도까지 김진명·김관보와 함께 평양의 한일가무단에서 활

동하였으며, 1946년부터는 무용극장의 악장직을 맡으면서 고전무용을 발

굴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펼쳤고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농촌이동예술

대 고전악단 단장으로 각 지방 순회공연을 하였다. 

  1949년에는 국립예술극장 무용단 단장이 되어 무용곡과 안무창작에 

주력하였으며 1950년 6·25 전쟁때는 국립고전예술극장과 조선인민군협

주단에 해금연주자로서 전시공연에 참가했다. 1953년에는 인민군협주단에 

입대하고 1957년 공훈배우75)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는 해금의 명연주가로 장고·가야금 등의 악기들도 능숙하게 다루었

으며 많은 작품들을 창작한 작곡가이기도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젓대와 가야금 2중주곡 <새터>와 해금곡 <해금산조>, 

<단산조>, 창극 <흥부전>, <배뱅이>, 관현악곡 <민요조곡>, <환영곡>,  

무용곡 <소고춤>, <부채춤>, <농악무>, <승무>, <검무>, 무용극 <농촌사

시풍경> 등이 있다. 그 밖에 <방아타령>, <군밤타령>, <천안삼거리>, <양

산도>, <봄타령> 등 많은 민요들을 해금곡으로 편곡하였다. 

  1958년부터는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기악강좌 교수로 임용되었

는데 재직기간 중인 1959년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류대복의 산조가 함

께 수록된『해금교측본』을 출판하였다.

74) 권도희(2004), 앞의 책, 217~218쪽.
75) 공훈배우(功勳俳優)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

여하는 명예칭호로 1952년 6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명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정됐고 이

후 과학·언론·출판·체육 등 각 부문으로 확대됐다. 이들에게는 칭호 외에 각종 

상품과 포상이 주어지며, 북한 사회 내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봉급 

역시 부장급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대우를 받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한민

족문화대백과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공훈칭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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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대복이 출판한 『해금교측본』의 머리말을 보면 그가 가진 해금의 

계승과 보급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용 4>

“저자는 해금음악을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가장 초보적

인 기교로부터 산조를 능히 연주할 수 있는 전문적인 령역에 이르기까

지 기교습득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특히 과거 우리 선조들

이 남겨놓은 풍류는 조곡형식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오랫동안 여러 악

기들의 련습곡으로 되어 온 만큼 그의 전곡을 게재하였다. 그것은 이

미 습득한 기교들의 총화로서의 가치와 함께 완성된 유산에 대한 마땅

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그가 남긴 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전통음악을 유산으로 

생각하고 계승 발전 및 보급을 위해 연주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평생을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음악활동을 하며 북의 진출에 성공한 류대복은 자신의 해금

산조를 남겼는데, 그 이전에 산조연주와 관련한 활동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책을 기획하면서 산조도 함께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의 

산조가 담긴 『해금교측본』은 1959년 9월 25일에 출판되었지만, 머리

말의 날짜는 같은 해 6월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류대복 해금산조의 형성

시기는 1959년대 초 혹은 더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많은 제

자를 양성하다 1964년 8월 31일 58세의 나이로 별세 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류대복의 생애와 음악활동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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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류대복의 생애 및 음악활동

년도 나이 음악활동

1907년 1세

 3월 11일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출생

 아버지를 통해 민요를 접하고 해금 ‧ 가야금 ‧ 거문고  
 등을 배움

1912년 6세  양금으로 영산회상 한 바탕 연주함

1913년 9세  김창규 문하에서 가야금 ‧ 거문고를 익힘

1924년 17세  한성준 문하에서 고전무용과 장단 사사(師事) 

1926년 19세  가무단 활동을 통해 음악활동 시작

1930년 24세  평양에서 연주활동하며 후진양성에 주력

1941년 35세  보국대 징집을 반대하며 중국으로 피신

1943~45년 37~39세  귀국 이후 45년도까지 평양 한일가무단에서 활동

1946년 40세  무용극장 악장으로 고전무용 발굴 및 정리사업 추진

1947~49년 41~43세

 농촌이동예술대 고전악단 단장으로 각 지방 순회공연

 49년 10월부터 국립예술극장 무용단 단장으로 
 무용곡과 안무창작에 주력

1950년 44세  국립고전예술극장, 조선인민군협주단 전시공연 참가

1953년 47세  조선인민군협주단 입대



- 47 -

나. 지영희 해금산조

  지영희(池瑛熙 1909-1980)는 1909년 9월 17일에 경기도 진위군 포

승읍 내기리 543번지에서 출생하였다. 피리, 호적, 해금의 명인이자 산

이76)였던 아버지 지용득(池龍得)과 미지77)였던 어머니 김기덕(金基德)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마을에서는 그를 한식(漢植)이라

고 불렀었지만 지영희의 호적상 이름은 지천만(池千萬)이었고 그가 서울

로 진출하면서 영희(瑛熙)로 개명하였다.78)

  그의 일가는 평택군 포승면 일대에서 유명한 무속인 집안으로 무악(巫

樂)을 대대로 세습한 후손이어서 지영희는 일찍부터 무속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자연스럽게 무속음악의 특징인 즉흥성과 다양

성·현장성 등이 더해진 음악적 토양이 그의 예술성을 다지는데 자양분

이 되었다.

76) 산이는 남자무당을 의미한다. 
77) 미지는 여자 무당을 의미한다. 
78) 노동은,『지영희평전』(서울: 민속원, 2015), 23쪽.

1957년 51세  공훈배우 칭호 수여 받음

1958년 52세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기악강좌 교수로 재직

1959년 53세 『해금교측본』출판

1964년 58세  8월 31일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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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분야의 명인들로부터 각기 다른 기예를 전

수 받은 지영희는 7세부터 13세까지 한문서당에서 수학하였고, 1928년

에 내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18년부터 2년간 이석은 문하에서 

2년간 승무, 검무, 굿거리 등의 전통무용을 배웠으며, 1927년 최응래에

게 무악을, 1929년 조항련에게 호적을 배웠다. 1930년 정태신에게 양금

을 배웠으며, 1931년 당시 해금의 일인자인 지용구에게 해금을 배우기 

시작하고 양경원에게 피리 삼현육각과 시나위를 배웠다. 이어서 1932년 

김계선에게 풍류대금을, 방용현에게는 민속대금을 배웠으며, 1933년 최

군선에게 농악전반을 배웠다. 1935년 지용구에게 해금산조와 각도 민요

를 배우고, 같은 시기 오덕환한테 무속장고 12채를 사사 받았다. 1936년

에는 김덕진한테 해금시나위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박춘재에게 경서도 민

요를 배웠다. 1941년에는 최수성에게 단소를 배웠으며, 1953년에는 김

상기에게 거문고를 습득하였다. 

  그는 방송과 음반분야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1937년부터 경성방

송국 관악담당악사로 선임되어 <신아위> 등을 연주하였고, 1946년에는 

서울방송국 전속악사로 활동하였으며, 1953년부터는 서울중앙방송국 국

악전속민요연구회에 입회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20대부터는 각종 음

반을 취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937년에 日本Victor에서 대풍류곡을 취입

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1946년에는 고려레코드사에서 민요 60곡을 취입

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오아시스레코드사 등 각종 레코드사에서 민

요를 비롯한 각종 전통음악을 취입하였다.

  한편 그는 무용단과 국극단의 반주악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1937년 4월 조선음악연구회79)에 입회하여 이곳에서 양금·피리·해금

79) 조선성악연구회의 초기명칭인 조선음악연구회는 1934년 5월 11일, 조선의 향토

음악을 진흥·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이화중선 

등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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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 등 악기를 지도하면서 민족음악 육성에 전력하는 한편 고전무용

과 창악, 민속장고, 남도민요, 판소리 등을 연구하였다. 같은 해 12월 28

일에는 한성준 주관의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악사가 되면서 김덕진과 함

께 음악활동을 하며, 기악 연주와 반주는 물론 춤의 원리를 연구하였다.

  성금연과 강선영의 증언에 따르면, 지영희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 해금

악사로 입회했음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당시 지영희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있던 지용구와 김덕진에게 연주자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꾸준히 

해금을 수학했음을 알 수 있다.80) 이후 1943년부터는 최승희무용단에서 

관악무용곡을 편곡하여 전국을 비롯하여 북경, 몽고, 남경, 상해 등지에서 

순회하여 공연하였다. 해방이후에는 함화진·박헌봉과 함께 대한국악원의 

전신인‘국악원’을 창설81)하고 국악원의 산하 여성국극동지사에서 반주

음악을 지휘하였는데 당시 한범수도 기악 대금·퉁소 연주자로 국극단에 

있었으며 이 시기 둘은 함께 음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는 교육과 지휘 및 작곡 활동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지영

희는 국악예술학교82) 예술부장으로 임용되어 학생들에게 피리와 해금을 

80) 앞서 성금연,(2000), 앞의 책, 126-127쪽에서 지영희는 1935년부터 지용구에

게 해금산조를 공부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성금연의 증언 시기

로 보아 지영희가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악사가 된 시기는 1937년으로 지영희

는 이미 악사가 되기 2년전(27살)부터 지용구에게 해금을 배우고 있었던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강선영의 증언에서 그녀가 한성준의 학원에서 무용을 배우던 1926년에서 

1942년 사이 지영희도 그 시기에 김덕진에게 해금을 사사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노재명(2006), 앞의 책, 182-190쪽. 
81) 1945년 해방이후 함화진(咸和鎭), 박헌봉(朴憲鳳)과 함께 지영희가 창설한 국

악위원회는 이후 국악건설본부로 전환되었다가 8월 29일 국악회로 발전한다. 국

악회는 전국의 창악·기악·민요·무용·농악·연희 등의 전국적인 국악무용인

을 망라한 조직으로 민족적인 국악운동을 전개했다. 1945년에 대한국악원으로 

이름을 개칭했다. 1951년에 설립한 아악부 중심의‘국립국악원’은 아니다. 노

동은(2015), 앞의 책, 451쪽.
82) 국악예술학교는 지영희, 박헌봉, 함화진이 창설한 국악원 산하의 재단법인 국악악기

성회가 설립한 학교로 박헌봉이 교장을 맡았으며, 당시 기악교사로는 지영희, 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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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쳤는데, 바로 이 곳에서 또 다른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인 한범수83)와

김영재84)와의 인연이 닿게 된다. 지영희는 당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

치는 실기교사였던 한범수와 1961년에 입학해 재학생이었던 김영재에게 

해금을 가르쳤다.

  1962년에는 세계민속예술제에 한국대표로 동료 교사 였던 한범수를 포

함한 15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85) 1963년에는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 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지도 및 지휘하며 『해금교본』,『피

리교본』,『대금교본』,『아쟁교본』86)을 발행하였고, 이 시기 지영희의 

해금산조가 오선보화 되어 교본에 수록되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한다.87) 

1964년부터는 서라벌 예술대학에 출강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 서울 시

립국악관현악단에 제1악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66년에는 상임지휘자를 

담당하였다. 

  1972년 1월 21일 그의 나이 64세에 도미기념 연주회에서 <지영희 해

수, 성금연, 김윤덕, 신쾌동 등 이었다. 출범 당시 국악예술학교는 6년제로 성악·

기악·무용 3과에서 각 40명씩을 선발하였다. 노동은(2015), 앞의 책, 458쪽.
83) 한범수는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워 자신의 산조를 만든 인물로 본 고의 1960년대 

산조의 연구대상이다. 이 인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해금산조 편에서 

서술할 것이다.
84) 김영재는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워 자신의 산조를 만든 인물로 본 고의 1980년대 

산조의 연구대상이다. 이 인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재 해금산조 편에서 

서술할 것이다.
85) 공보부 추천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세계민속예술제’에 참가한 지영희는 

당시 피리주자로 참석하였으며, 당시 함께한 기악주자로는 젓대·단소에 한범수, 

가야금에 성금연, 아쟁·장고에 한일섭 등의 기악주자와 성악과 무용 등 총 16명

이 공연하였으며, 국제적인 큰 반응을 언어 국위선양과 국악발전에 공헌하였다.  
86) 지영희는 1969년 국악예술학교에서『해금교본』,『피리교본』,『대금교본』,『아

쟁교본』을 발행하였다. <관악영산회상곡>, <관악취타곡>, <대풍류무용곡>을 5선

악보로 채보하고, 각 악기의 유래와 종류 및 연주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87)  그의 제자 최태현에 의하면, 지영희 해금산조는 1962년에 최초로 만들어져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고 한다. 최태현, 『해금산조 연구』 (서

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영희 해금산조가 형성된 시

기를 1962년으로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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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조>를 연주하며 무대에서의 첫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고, 같은 해 3월

에는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현악영산회상>과 함께 다시 한번 그의 

해금산조를 연주하였다. 그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의 기

능보유자로 지정되었지만, 1974년 하와이로 이주하면서 1975년에는 보유

자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이 시기에 그는 긴 산조를 완성하였다.88) 

  1977년 민속악회시나위의 주최로 한국에서 열린 초청연주회에서의 연주

를 마지막으로 지영희는 1980년 하와이에서 향년 72세로 별세하였다. 당

대의 명인, 명창, 명무들과 교류하고 배우면서 스스로의 음악적, 예술적 역

량을 키워나갔던 지영희는 특히, 자신의 천부적인 예술성과 당대의 해금 

명인이었던 지용구와 김덕진에게 꾸준하게 해금을 배운 성실함이 기반이 

되어 현재의 지영희 해금산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영희의 해금산조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한 그의 생애

와 조사한 음악활동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지영희의 생애 및 음악활동

88) 지영희의 긴 산조가 녹음된 테이프를 그의 제가 최태현이 전해 받았을 뿐 직접 

전수받은 사람은 없다. 다만 최태현이 테이프의 내용을 그대로 악보화 하고 구

성음의 변화 등을 살펴 보았다고 한다. 최태현,『해금산조 연구』(서울: 세광음

악출판사, 1988).

년도 나이 음악활동

1909년 1세

9월 17일 경기도 진위군 포승읍 내기리 출생

무당 부부였던 지용득과 김기덕의 장남

호적 이름 지천만(千萬), 불리는 이름 지한식(漢植)

52세에 현재의 지영희(瑛熙)로 개명.

1915년 7세 13살까지 한문서당을 다님

1918년 10세 2년간 이석은에게 승무·검무·굿거리춤 사사(師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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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19세 최응래에게 무악 사사(師事) 

1928년 20세 내기공립보통학교 졸업

1929년 21세 조항련에게 호적 사사(師事) 

1930년 22세 정태신에게 양금 사사(師事) 

1931년 23세
지용구에게 해금 배우기 시작

양경원에게 피리 삼현육각과 시나위 사사(師事) 

1932년 24세
김계선에게 풍류대금 사사(師事) 

방용현에게 민속대금 사사(師事) 

1933년 25세 최군선에게 농악 전반을 사사(師事) 

1935년 27세
지용구에게 해금산조와 민요 사사(師事) 

오덕환에게 무속장고 12채 사사(師事) 

1936년 28세
김덕진에게 해금시나위 사사(師事) 

박춘재에게 경·서도 소리 사사(師事) 

1937년 29세

조선음악연구소에 입소하여 악사가 됨

경성방속국 담당 악사로 <신아위>작품 방송

日本Victor에서 <대풍류> 취입

1938년 30세 조선음악무용연구회의 반주 악사로 활약

1941년 33세 최수성 문하에서 단소 사사(師事) 

1943년 35세

최승희무용단에서 관악무용곡 편곡

전국순회공연 및 북경, 몽고, 남경, 상해 등 순회공연 

아쟁을 자습 연구

1946년 38세
서울중앙방송국 전속 국악사 입회

고려레코드사에서 민요 60곡 취입

1949년 41세
대한국악원의 전신 <국악회>창설

여성국극동지사에서 음악 편곡 및 반주,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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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45세

서울중앙방송국 국악 전속민요연구회 입회

대한국악원 산하 <관인 지영희 고전음악연구소> 창설

감상기에게 거문고 사사(師事)

1960년 52세
국악예술학교 예술부장으로 취임하여 

해금·피리·장구·양금 지도

1962년 54세
지영희류 해금 짧은산조 (15분) 완성

파리에서 열린‘세계민속예술제’한국대표로 참가

1963년 55세

『해금교본』,『피리교본』,『대금교본』,『아쟁교본』발행

오선보의 지영희 해금산조 교본에 수록

국악예술학교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국악관현악단 조직 및 지휘

1964년 56세 서라벌 예술대학 출강

1965년 57세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국악과 양악 최초 합주로 80여곡 취입

다양한 레코드 회사에서 고전음악 100곡 출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1악장 취임

1966년 58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로 취임

1967년 59세 서울시 문화상 수상

1972년 64세
도미기념 국악연주회에서 지영희 해금산조 독주

뉴욕 카네기홀에서 지영희 해금산조, 영산회상 연주

1973년 65세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 보유자로 지정

1974년 66세 하와이로 이민

1975년 67세
지영희류 해금산조 긴 산조(25분) 완성

제52호 시나위 예능 보유자 지정 해제 

1976년 68세
하와이 대학 오비스 홀에서 열린

‘지영희, 성금연 음악발표회’에서 특강 및 연주

1977년 69세
제자들의 모임인 민속악회 초청으로

‘지영희, 성금연 귀국 연주회’에 참가

1980년 72세 하와이 자택에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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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범수 해금산조 

  한범수(韓範洙 1911-1984)는 1911년 11월 12일(음) 충청남도 부여

군 내산면 율암리에서 한윤석(韓允錫)과 박순서(朴順緖) 사이에서 출생하

였다.89) 한범수는 10세 때 김원삼의 퉁소 소리에 반해 그에게서 퉁소와 

단소의 제작법과 연주법을 배우게 되면서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1926년 충남 홍산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단소와 퉁소를 그저 취미로 

삼아 불었을 뿐이었으나, 1927년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재학 중이던 어느 

날 미당 윤종선의 단소독주를 듣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접한 음악세계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 해 여름방학에 공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던 

한범수는 부친으로부터 윤종선을 소개받고 부친과 더불어 단소 배우기를 

청하나 윤종선은 무정리에 살던 이영익을 소개해 주었고 한범수는 이영익

에게 단소와 양금으로 영산회상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그의 집에는 부친

의 친구뿐 아니라 여러 재인들이 많이 찾아 들었던 관계로 그의 솜씨가 알

려지게 되면서 합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에 대한 감각은 무르익어 갔다. 

  다음 해 광주학생사건이 터지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져 공주에서도 학

생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범수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쫓기게 되는 생활

에 이르렀다. 그런 이후로 그는 몇 달째 학교도 가지 않고 단소만 불며 세

월을 보냈고 가야금도 배우면서 악보를 익히게 되었다.

89)  한범수의 본관은 청주(淸州)로 그의 출생지에 대한 정보는 충남 서산과 충남 부

여(扶餘)로 나뉘는데, 연구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서산보다 부여에 대한 위치정

보가 더 자세하다는 점과 한세연,“한범수 대금산조의 경드름 가락 연구”(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의 연구와 최은주,“해금산조 비교연구”(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의 연구를 토대로 한범수의 출생지를 

부여로 정리하고자 한다. 추후 더욱 확실한 전거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수집이 필

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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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에는 걸립패에서 대금을 부는 김두팔의 소리에 감동을 받은 부친

의 권유로 김두팔에게 대금 안공법을 배우게 되면서 대금을 시작하게 된

다. 그러나 정작 연주할 대금이 없어 임시로 한범수 자신이 김두팔의 대금

을 본떠 만들었으나 처음에는 제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그 후 계속 연구하

고 개척하여 스스로 대금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후일 수소문해서 

구입한 대금은 당시 쌀 두 가마니 값이었는데 당시 해금도 함께 사들였다

고 한다.

  1935년에는 충남 대전에서 국악강습전수소를 설치하여 국악 계몽 사업

을 하던 중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금선조의 창시자인 박종기의 대금연주를 

듣게 되었고 그에 감명받은 한범수는 그 후 박종기를 찾아가 지금의 남대

문 근처에 하숙을 정하고 산조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종기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관계로 당시 진양밖에 

배우지 못하게 되어 한범수를 딱하게 여긴 박종기가 자신이 취입한 9장의 

축음기판으로 연습한 후 다시 만나기를 제의하였다. 

  그 후 2년 뒤인 1938년 다시 박종기를 찾아가 그동안 판이 닳도록 연습

한 대금산조를 연주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박종기의 제자인 한주환과의 교

류를 통해 그의 가락도 습득하게 되었고, 이후 공주사범학교 재학 중에

는90) 박종기에게 퉁소와 대금산조를, 김홍윤에게 단소를, 유동초에게 퉁소

를, 지영희에게는 해금을 배웠다.91) 

  1947년 6월부터 약 10여년 동안 여성국극단92)에 입회하여 당시 기악 

90) 공주사범학교는 현재 공주교육대학교의 전신으로 1938년 충청남도 공주에 설립

되었던 초등교원 양성학교이다. 설립 당시에는 여자사범학교였으며, 1951년 6

월 21일에 공주사범학교로 개편되어 남녀공학의 사범학교가 되었다. 따라서 한

범수가 공주사범 재학당시에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웠다고 전해지는 시기는 최소 

1951년 6월 이후이다. 1947년에 가입한 여성국극단에 지영희는 기악반주 책임

자로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서의 인연으로 한범수는 지영희에게 해금을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1)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927-9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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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 책임자로 있었던 지영희와 함께 공연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성 국

극 ‘옥통소’는 한범수의 퉁소 연주로 유명해졌다.

  1955년 6월에 충남 서천군 마산면 나궁리로 이사하고 그 무렵부터 늘상 

대금산조의 가락들을 연구하여 새로이 구성하고 정간보로 채보하면서 대금

산조를 가락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해에 대금산조 가락을 

퉁애에 얹어 붙여 퉁애산조 한 바탕을 형성하였다. 

  1956년에는 박종기와 한주환의 대금가락을 토대로 자신의 대금산조를 

완성하였으며, 1957년에는 해금산조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2년 4월에 정부가 파견했던 프랑스 파리의 국제 예술제에 참가

하면서 어려웠던 생활은 다소 풀리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30여개국을 순

회하는 등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 연주에는 한범수에게 해

금을 가르쳐준 지영희와 가야금에 성금연, 아쟁·장고에 한일섭 등의 기악

연주자와 성악과 무용 등의 총 16명이 함께 공연하였으며, 국제적인 큰 반

응을 얻어 국위선양과 국악발전에 공헌하였다. 

  1963년 4월 25일부터 1965년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에서 악사로 재

직하면서 매월 실시된 국악 감상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재임기간 이

전인 1956년과 1960년에도 연주한 바 있는데, <국악연혁>에 따르면 그가 

국악감상회에서 연주한 횟수는 모두 9번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4년 3월에는 국립국악원 재직 중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강사로 위촉되면서 이때부터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

었다. 그리고 1965년 1월 1일부터 1969년 6월까지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

악사양성소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1965년 6월 24일에는 충남 대전 정

악원 국악발표회에 참가하였다. 1966년부터는 선화무용단 악장으로 재직

하면서 4회에 걸쳐 미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부터는 국

악예술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해 예술부장이었던 지영희와 함께 '대금산조보' 출간작업에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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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8년 9월에는 정부가 영위한 멕시코 올림픽 문화단체에 참가하

여 공연하였고, 1970년 5월에는 일본만국전람회에 예술단으로 참가한 후 

재일교포 위안 공연을 위해 2개월간 각지를 순회하기도 하였다. 1974년 

10월에 "한국음악선집" 제3집에 퉁애산조를 녹음하였으며, 1975년에는 한

범수가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이룬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금산조

보93)가 출간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75년 12월 13일 출판문화회관 강

당에서 출판기념회 겸 산조 발표회를 열었다. 

  이후로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예술제에서 해금산조를 연주하고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이다가 1981년 문화재 심의 과정 중 뇌졸중으로 쓰

러진 후 3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1984년 7월 22일(음) 석관동 자택에서 

74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평소 대금과 퉁소 뿐만 아니라 제법 늦은 나이에 지영희에게 배운 해금

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한범수가 산조를 구성하게 된 철학적 지론은 음양사

상을 근간으로한 성리학적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만물에는 생과 사

가 있음이요, 모든 사물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으며, 또한 12음계에도 음양

이 있어 양률음려(陽律陰呂)로 되어있다.”고 보고 산조를 완성하였다.94)

  이러한 그의 산조의 전승과정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4기의 

조운조 외, 5기의 방광문 외, 6기의 조주우 등으로 전수되었고, 1966년 서

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한범수에게 사사를 받았던 강사준의 졸업연주회에

서 해금산조라는 이름으로 처음 연주되었다.95)

  이후 한범수 해금산조는 강사준의 문하에서 송권준, 양경숙, 주영위, 이

창신, 정수년 등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93) 한범수는 민학사에서 그의 산조를 산조이론과 함께 오선악보과 정간악보로 출판

하였다.
94) 한범수,『한범수 대금산조보』(서울: 민학사, 1975), 14-27쪽. 
95) 최은주, 앞의 논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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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한범수의 해금산조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한 그의 생애와 

음악활동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한범수의 생애 및 음악활동

년도 나이 음악활동

1911년 1세
음력, 11월 12일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에서 

한윤석(韓允錫)과 박순서(朴順緖) 사이에서 출생

1920년 10세 김원삼에게서 퉁소·단소 제작법과 연주법 배움

1926년 16세 충남 홍산의 보통학교 졸업

1927년 17세 이영익에게 단소와 양금으로 영산회상 배움

1928년 18세 가야금 배우면서 악보 익힘

1929년 19세 김두팔에게 대금 안공법을 배우게 되면서 대금 시작

1935년 25세
국악전수강습소를 개설하여 국악 계몽 사업을 펼침

박종기에게 대금산조 진양조만 배움

1936년 26세 박종기가 준 9장의 축음기판으로 2년 동안 대금산조 자습

1938년 28세 한주환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대금가락 습득

1947년 37세 여성국극단에 입회하여 공연활동 시작

1951년 41세
박종기에게 퉁소와 대금산조, 김홍윤에게 단소, 

유동초에게 퉁소, 지영희에게 해금 사사(師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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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45세 퉁소산조 한바탕 구성

1956년 46세 박종기와 한주환의 대금가락을 토대로 한범수 대금산조 완성

1957년 47세 해금산조 구성시작

1962년 52세 프랑스 파리의 국제 예술제에 참가하여 30여 개국 순회공연

1963년 53세 국립국악원에서 악사로 재직

1964년 54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강사로 한범수 해금산조 지도

1965년 55세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강사 활동

6월24일, 충남 대전 정악원 국악발표회에 참가

1966년 56세
3월, 국악예술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선화무용단 악장 재직 및 미국 순회공연 4회

1968년 58세 9월, 정부가 영위한 멕시코 올림픽 문화단체에 참가

1970년 60세 5월, 일본만국전람회에 예술단으로 참가

1974년 64세 10월, "한국음악선집" 제3집에 퉁애 산조를 녹음

1975년 65세 대금산조보 출판기념회 및 산조 발표회

1978년 68세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예술제에서 해금산조 연주

1981년 71세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중 뇌졸중으로 쓰러짐

1984년 74세
3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7월 22일(음) 석관동 자택에서 74세의 나이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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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선문 해금산조 

  임선문(林善文 1913-1987)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 184번지

에서 임선달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아명은 선준으로 불렸다. 부모가 무속음

악의 명인으로 자연스럽게 무속음악과 국악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1927년 임선문이 열다섯 살 되던 무렵, 경기도의 유명한 굿판 악사로 

이름을 떨치던 장점학96)을 만나면서 해금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장점학의 

집안은 경기도 화성 남양지역에 집단거주하면서 경기도당굿을 이어온 세습 

무가인데, 임선문은 장점학의 동생 장성순에게도 삼현육각과 시나위 등을 

십여년 간 익혔다. 

  임선문의 스승 장성순은 해금과 장구에 기능이 뛰어나 경기도 남부지방

의 해금악사들은 거의 장성순한테 학습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로, 장

성순의 제자들 중 특히 임선문은 해금시나위가 가장 빼어났다고 하며, 이

십대 중반에는 마을에서 두레가 나면 상쇠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97)

  경기도당굿의 세습무들은 다른 지역의 세습무권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가

계를 중심으로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로 전승되는 부가계내 고부계승

(父家系內 姑夫繼承)이 원칙이었는데 그들의 가업을 잇기 위해 세습무 간 

혼인을 하였고, 미지와 화랭이는 부부관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세습무 집안이었던 임선문도 마찬가지로 혼인으로 계보를 이어갔는

데, 그의 부인 오막음은 경기살풀이 춤의 명인이자 학습무로서 활발히 활

동했던 인물이다.98) 오막음은 30세 무렵 임선문에게 시집을 왔는데, 제석

96) 장점학(1885-1982)은 장만용의 장남이며 일명‘점보’라고도 한다. 부인은 김

해 김씨 출신이었는데 해금과 땅재주의 명인 김봉업(1885-1962)과는 처남과 

매부지간이 된다. 해금과 대금을 한 인물로 한국전통춤을 잘 추었던 이동안

(1906-1995)을 제자로 두기도 했다.
97) 노동은 외, 『경기음악2』(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3), 281-282쪽. 
98) 하주성,『경기도의 굿』(수원: 경기문화재단, 1999),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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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장단이나 부정놀이, 섭채 장단 등 무속장단을 많이 알고 따지는 남편 

임선문 덕에 장단 뿐 아니라 굿을 연행하는데 능통했으며, 그와 함께 큰 

굿에도 참여하였다고 한다.99) 

  이러한 세습무 집안간의 혼인을 통한 집단 형성은 세습무가의 전형적인 

양상으로서, 임선문 또한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세습무 집단과의 밀접

한 관계를 통해 그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조화롭게 이루면서 경기도당굿과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예술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렇게 세습무가에서 성장한 임선문의 예술성은 1978년에 발행된 한국

민속종합조사보고서100) 제9책 경기도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우씨는 지금도 10여 곳의 도당굿을 맡아서 하고 다닌다. 지금 이

런 당치성(堂致誠)의 잽이가 가능한 사람은 이충선, 지갑성, 전태용, 

임선문에 이르기 까지 6명 정도 밖에 없다고 한다.”

  이 문헌기록으로 보아 임선문은 당시 도당굿을 연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출중한 몇 안되는 악사 중의 한 명으로 이 당시 경기도당굿 음악으로 활발

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로학자 최종민(1942-201

5)101) 교수가 2007년에 써낸 『굿과 나의 인연』이라는 글을 통해서 다

99) 정범태,『한국춤 백년 2: 한국춤의 전통을 이어 온 20세기의 예인들』(서울: 눈

빛출판사, 2008), 150쪽.
100) 한국종합보고서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관광부)에서 간행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 조사보고서로서 광복 후 가장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규모

가 컸던 조직적인 학술조사사업의 하나이다. 
101) 최종민 교수는 1942년 강릉 태생으로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성균관 대학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68년 안

동교대 교수로 출발해 1970년 강릉교대 교수, 1982년 전남대 교수, 198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1998년 남원정보국악고 교장, 2000년 국립창극단 

단장을 지내고 타계하기까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그가 

남긴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민속음악>, <한국전통음악의 미학사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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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번 당시 굿판에서의 임선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마을 지도자 몇 명이 찾아와서 장말에는 도당할아버지도 있고 도당 

굿 할 때 쓰는 기물도 그대로 있는데 새마을 사업한다고 도당굿을 몇 

해 하지 않았더니 마을 사람들 중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속출

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던 차에… 마을굿은 우리의 전통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도당굿을 되살려야겠다고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기능이 우수하던 수원의 이용

우(대금, 선굿), 조한춘(해금, 선굿), 정일동(장구), 임선문(해금), 전

태용(피리, 해금, 징), 이충선(피리) 등과 오마금, 오수복 등의 무속들

을 연결하며 장말 도당굿을 하게 한 적이 있다. 그때 임석재 선생님이

나 이보형, 황루시, 김수남, 김인회, 나 등이 밤새 굿을 녹음하며 봤고, 

오용록은 학생으로 함께 밤을 새며 녹음하였었다.”

  이 글을 통해 임선문이 당시 기능이 출중하여 인정받는 악사였으며 그는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고 최종민 선생이 함께 거론하고 있는 이용우, 조한

춘, 정일동, 전태용, 이충선 등의 다른 악사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민속학자 이자균의 기록에 따르면102) 임선문의 해금줄은 너무 팽

팽하게 조여 놓아서 웬만한 손아귀 힘으로는 잡지 못했을 뿐더러 해금을 

잘한다는 이들도 길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손도 대지도 못했다고 하는

데 이는 공연하기 위해 어느 곳에 가던 늘 해금을 잡았었고 또 줄은 팽팽

하게 조여 놓았다던 그의 스승 장성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임선문의 연주스타일 뿐만 아니라 원로학자 심우성의 증언103)을 

102) 이자균,“경기무악”, 음반해설집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 자료 시리즈25』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103) 김연주, "임선문 해금산조 음악적 고찰"(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

위논문, 2014),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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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선문은 본인의 해금산조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워낙 말이 없고 정

직하며 오로지 해금만 열심히 연주했다. 마치 미친사람처럼. 다른 연

주자들은 이것저것 두드리고 연주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임선문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본 적은 없고, 그저 꼿꼿하게 해금에만 매진했

으며 소리가 변할 때는 얼굴만 봐도 알 정도로 그 음악이 얼굴(표정)

에 다 보였다. 나와 임선문은 굉장히 친했는데 나는 과묵한 임선문의 

해금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홀딱 반했었고 임선문도 그 마음을 느꼈

는지 본인이 해금을 할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와서 꼭 내 앞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었다. 

    지영희와 임선문의 해금은 무척 다르다. 임선문의 음악은 어디가 시

작이고 끝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영희는 시작을 할 때와 끝을 낼 때에 

확실한 태가 보였다.”

  심우성 선생은 임선문을 해금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난 연주자였으며, 과

묵한 성품 지녔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영희와 함께 비교하

며 언급하고 있는데, 두 인물은 동시대에 활동한 해금 연주자로서 생몰년

도도 비슷하고 무속집안에서 태어난 성장배경까지도 같아 여러 기록에서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음반과 공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지영희와 달리 경기와 서울을 오가며 굿판과 창

극 활동을 주로 한 임선문의 음반활동과 무대 위 공연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가 남긴 음원 자료들의 대부분은 1974년부터 1979년 사이에 녹음된 

것으로 대부분 굿판 현장에서 녹음된 것들이며, 정식 음반으로 발매된 것은 

1974년에 녹음된 <경기무악>과 정확한 녹음년도를 알 수 없는 KBS-FM의  

<한국의 전통음악 시리즈(16) 작고명인 연주집>104)이 있다.  



- 64 -

  임선문은 모든 음원에서 해금만 연주했으며, 피리연주는 이충선·방인

근·오필선으로 변화가 있고 나머지 악기는 모두 동일한 연주자로 팀이 유

지되었다. 연주곡목은 본 고의 연구대상인 <경기무악>에 수록된 해금산조

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당굿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이다.

  1935년 임선문은 이동백의 조선성악연구회105)에서 악사로 들어가면서 

굿 활동 외에 창극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1937년 4월 29일에 

지영희가 입회하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임선문과 지영희의 인연이 닿게 

된다. 두 인물 모두 조선성악연구회가 조선음악연구회라고도 불렸던 초창

기 연주자였고 심지어 임선문의 입회가 지영희보다 2년 정도 앞섰지만, 임

선문은 당시 악사로 활동하였고, 지영희는 양금·피리·해금·단소 등의 

악기를 지도106)한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성악연구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두 인물 간의 사회적 위치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선문은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악사로서 명창과 기생들과 함께 전국 각지

를 돌며 매일같이 해금을 연주하니 연주솜씨도 늘고 대우도 좋아서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1938년 함경도 성진에서 장마로 공연을 못하게 

104) 이 음반에는 1993년 10월 K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다고 기록되어있

는데 실제로 참여했던 연주자들은 모두 1993년 전에 작고했으므로 녹음연도

는 잘못 기재된것이며 따라서 정확한 녹음일자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임선

문이 1987년도에 작고 했으므로 그 이전으로 추정만 가능하다.
105) 조선성악연구회는 1934년 5월 11일 이동백(李東伯) 외에 송만갑, 정정렬, 이

화중선 등의 총 15명의 명창들이 모여 발족한 단체이다. 창극은 원각사가 설

립된 1908년경 판소리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작되었으나 대체로 입체창의 수준

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음악연구회가 발족되면서 연극성을 살려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조선음악연구회와 조선성악연구회

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1837년 5월 22일 제4회 정기총회에서 조선성

악연구회로 공식명칭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창극단은 1940년대의 대표적 창극

단체로서 전국 주요도시와 농어촌까지 순회공연하는 등 식민지시대의 대중에게 

唱(창)의 묘미를 만끽시켜 주었고, 광복 직후까지 활동하다가 1948년 「왕자 

호동」공연을 끝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 노동은,『지영희평전』(서울: 민속

원, 2015), 448쪽.
106) 노동은,『지영희평전』(서울: 민속원, 2015),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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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으나 해금은 늘상 주무르고 있

었고 농사가 끝난 후에는 이용우·지갑성과 함께 굿판을 다니며 연주활동

을 했다.107) 이때부터 서울에서의 음악활동은 접고 경기도 화성에서 이용

우·지갑성과 함께 본격적인 굿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갑성과 우리창

극단을 창설하여 1년간 활동하였다. 

  1956년부터는 경신회108)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 중앙회장까지 역임했

으며, 1964년에는 태창극단과 반달국악단에서 악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1년 뒤, 다시 굿판의 연주자로 돌아갔다. 

  1974년부터는 다시 굿판이 아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며 음악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같은 해 12월 18일 그의 해금산조를 취입하였다. 취입일

이 1974년 12월 18일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의 산조의 생성시기는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임선문은 그 후로도 1976년, 1977년에 걸쳐 경기무악과 무악반주 등으

로 공연을 하였으며, 1980년대에 용인민속촌에서의 정기적인 굿 공연을 

끝으로 더 이상 그의 음악활동 이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임선문은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여러 악단의 해금악사로 짧게 활동을 하

며, 방송이나 음반의 활동보다는 국내의 굿판을 중심으로 해금을 연주했었

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해금산조의 틀이 정립된 시기에 그의 산조는 구

조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전승되지 못한 것은 그는 다른 전승 산

조를 만든 인물들처럼 방송 진출이나 교육계에 진입한 적이 없고 따로 제

107) 정범태,『경서도 명인명창』(서울: 깊은샘, 2005), 116-118쪽.
108) 경신회는 전통적 무속문화의 연구개발과 그 보존을 통하여 승공태세의 확립하려

는 목적으로 무당·점복자들의 단체로 1950년대말 발족하였다. 경신회(敬信會)

로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사단법인 대한정도회(大韓正道會)로 개명하였고, 

1971년부터 대한승공경신연합회(大韓勝共敬信聯合會)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

다. 현재 서울 용산구에 중앙본부(대표자 최남의)가 있고, 각 시도에 시·도지부

와 군지부들이 도합 183개소가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한민족문화대백과

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대한승공경신연합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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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거둔 이력 또한 없어 그의 뛰어난 해금산조와 경기도당굿 음악들이 

후대에 전승될 수 없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임선문의 음악활동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임선문의 생애 및 음악활동 

년도 나이 음악활동

1913년 1세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 출생

무속음악의 명인 임선달의 장자(長子), 아명 임선준

1927년 15세
경기도의 유명한 굿판악사 장점학을 만나 해금 시작

장점학의 차남 장성순에게 삼현육각과 시나위를 익힘

1932년 20세 마을의 두레에서 상쇠로도 이름을 날림

1935년 23세 이동백의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악사로 활동

1937년 25세

장마로 공연을 못하게 되어 귀향함

이용우·지갑성과 함께 본격적인 굿판 활동 시작

지갑성과 <우리창극단>을 창설하여 1년간 활동

1956년 44세 <경신회>의 초창기 멤버로 중앙회장까지 역임

1964년 52세
<태창극단>·<반달극단>에서 악사로 1년간 활동

굿판의 연주자로 돌아감

1974~79년 62세~67세

다시 무대 위에서 공연활동 시작

74년, YMCA강당에서 해금독주곡 19곡 연주

74년, 12월 18일 해금산조 취입

경기무악·무용반주 등으로 활발한 음악활동

1980년대 68세 용인 민속촌에서의 정기적인 굿 공연활동

1987년 75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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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확장기

  1980년대의 해금산조는 산조로서의 정형성이 확립된 1960년대의 산조

들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완성되었는데, 이 시기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로는 

서용석과 김영재가 있다. 

  본래 산조는 즉흥적으로 가락을 구성하여 연주하던 음악이었으나, 그 간 

산조의 보편적인 전승 과정은 스승으로부터 전수 받은 가락을 그대로 연

주하는 형태로 정착되어왔다. 

  그러나 음악성이 뛰어난 연주자 중에는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가락에 

자신이 새로 형성한 가락을 보태어 연주하기도 하며, 자신이 직접 연주하

지 않는 악기의 산조를 구음(口音)으로 전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용석과 김영재 또한 스승에게 배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음악

사회 전반에 이루어진 전통음악의 교육과 전승기반의 구축을 배경으로 지

속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추구한 끝에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해금산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각자 타고난 음악환경의 영향을 받아 서용석의 해금산조는 그의 대금·

아쟁산조의 선율과 함께 남도시나위 어법의 특징이 많고, 거문고와 작곡을 

함께 공부한 김영재의 해금산조는 조의 변화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선법

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해금산조사에서 1980년대는 이미 갖춰진 산조로서의 정형성과 

틀을 기반으로 시대적 상황에 반응하여 발전한 시기로 음악적 변화 및 발

전양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해금산조의 확장기>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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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용석 해금산조

  서용석(徐龍錫 1940-2013)은 전라남도 곡성읍 읍내리 태생으로 부친 

서동준과 모친 박점예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곡성초등학교

와 곡성중학교를 다녔다. 국악집안에서 태어나 음악적 소질이 있었으나 

부모님은 그가 음악가로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그러나 7살 때부터 

이모 박초월의 학원에 드나들며 판소리 수궁가·춘향가·흥보가를 배웠

으며, 10세때 웬만한 가락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지

만, 그의 아버지는 서용석이 11살이 되던 해 1950년 6.25전쟁 때 돌아

가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국악의 길은 16살 때부터 대풍류와 산조, 시나위, 

민요 등 민속음악의 대가이자 이모부인 김광식109)에게 대금으로 풍류와 

삼현육각을 배우면서 그 폭을 넓혀가게 된다. 

  1958년에는 국극사(國劇社 박만호단장)110)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는

데, 입단시험 당시 대기실에서 연습 중이던 서용석의 대금소리를 들은 박

만호 단장이 시험도 보지 않고 합격을 시켰다고 한다. 그 후 수년간 대금

과 아쟁, 호적 등의 직업 연주자로 명성을 떨쳤고, 신성 여성 국극단, 자

랑 여성 국극단 등 여러 국극단의 활동도 하게 된다.

  1960년에는 낭자단체(娘子團體 이일파단장)에서 아쟁의 김인선, 장고의 

김인태와 같이 활동하고, 23세 때에는 진경단체(眞慶團體 김진진·김경

수)111)에서 호적에 방태진, 장고에 신용수, 아쟁의 윤윤석, 거문고의 강

109) 김광식(1911-1972)은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젓대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

선창극단에 입단하여 활동하였고, 특히 시나위에 뛰어나 민속악 반주에 능통했

다.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송방송,『한겨례음

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89-90쪽. 
110) 국극사는 1946년 대한 국악원 직속으로 창설된 창극 단체로 1965년까지 활발

하게 공연하던 예능단체이다.
111) 진경단체는 김진진과 김경수가 임춘앵의 단체에서 독립하여 만든 여성국극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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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과 함께 전속 반주자로 수 년간 전국을 누비며 활동하였으며, 23살

에 당시 고법 중요무형문화재인 정철호의 아쟁산조를 듣고 반해 1년 동

안 아쟁산조 한바탕을 구음으로 배우고, 24살에는 같은 진경단체에 있는 

호적 명인 방태진에게 1년간 호적시나위를 배웠다. 또 한주환에게 대금산

조를 진양에서 중모리까지 배웠는데, 한주환이 작고하자 피리 ․ 해금의 명

인인 지영희가 보유하고 있던 한주환 대금산조 녹음테이프를 얻어 자득

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가락을 얹어 45분 정도로 확대 재구성하여 지금

의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만들었다. 

  그 후로 대금선율을 인용하여 아쟁산조를 만들고 1963년 아쟁으로 아

세아 민속예술대회에 나가 특별상을 받기도 하였다. 1965년에는 서공철

에게 가야금산조 한바탕을 사사받았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20대까지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두루 배우고 익혔으며, 여러 단체에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1977년에는 자신의 대금산조로 제1회 전주대사습대회 기악부 장원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유파로 산조사에 그의 이름을 처음 남기는 계

기가 되었다. 1979년 8월 1일 국립국악원 민속단 입단 후에 그의 창작

활동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984년부터 구성하여 1987년

에 피리산조를 완성하고, 1988년부터 구성하여 1989년에 해금산조를 완

성한다. 

  대금과 아쟁을 주전공으로 하는 서용석은 자신의 악기가 아닌 피리와 

해금산조 한 바탕을 구음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

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산조음악의 원리를 꿰뚫은 것으로 그 어법을 자

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2)

  서용석이 당시 해금연주자와 함께 해금산조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회고 글11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12) 최태현,『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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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석류 해금산조의 모든 가락은 구음으로 지도하였으며, 남도 신민

요와 판소리 가락을 많이 차용하였다. 해금산조에서 볼 수 없는 빠른 

중중모리 가락은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가락을 응용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연주할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대금과 아쟁의 주법으

로 해결할 수 없는 해금의 주법을 해금연주자와 함께 작업한 점이라 

말했다.”

  서용석의 해금산조는 초창기 구음으로만 전승되었기 때문에 운지도 자

유롭고 활대의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해금산조들과는 다른 특이

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연주자들이 본인의 기량에 따라 서용석이 만든 

해금산조 선율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자유롭게 개인의 색채대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용석은 구음으로 한바탕을 완성한 해금산조를 1988년경 국

립국악원정악단 단원 양경숙과 민속악단 단원 박혜선에게 구음으로 가락

을 전수하였고, 이는 1989년 11월 양경숙의 독주회에서 처음으로 발표

되었다. 이후 최태현은 서용석의 부탁으로 박혜선의 연주 테이프를 받아 

채보하고 그 과정에서 최초로 전 바탕이 녹음된 음반을 발매하였다. 그 

뒤로 1991년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이었던 김성아와 그의 셋째아

들 서영민에게 사사하였으며, 1996년경에는 안재숙에게도 구음으로 사사

하였다.114) 

  1990년부터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악장·지도위원 ·예술 감독

을 맡아 산조합주와 시나위합주 등 주요한 레퍼토리를 새롭게 구성하여 

민속악단의 규모와 음악적 체계를 세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13) 국립국악원·국악박물관 編,『散調, 악기로 노래하는 삶의 이야기』(서울: 국립

국악원 국악연구실, 2004), 107쪽.
114) 고주희, "서용석류 해금산조 비교 연구 – 양경숙, 최태현을 중심으로"(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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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예술감독 당시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기 위하여 <태평소 시나위 

협주곡>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방태진의 가락을 기둥에 두고 구성하여 관

악기와 현악기의 반주와 함께 연주되었다. 이후 1992년 12월 무형문화

재 제45호 대금산조 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94년에 KBS 한국방송

대상에서 국악부문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연주생활을 하던 중 1996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국립국

악원을 퇴임하고 1997년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 남원으로 내려가 후학을 

지도하고 다시 전주로 가서 요양하던 중 2013년 3월 17일 74세의 나이

로 별세하였다.

  서용석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금산조 뿐만 아니라 대금·아쟁·피리

등의 여러 악기의 산조를 남겼으며 그 외에도 산조합주와 시나위합주, 민

요, 무용음악 등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였

다. 또한 2013년 2월 작고하기 전까지 실내에서 연주할 수 있게 구성한 

태평소 산조와 무등산 타령을 작곡하였으며, 태평소 산조는 그가 별세 후 

추모음악회에서 후학들에 의해 연주·발표되었다.115) 지금까지 서술한 서

용석의 음악활동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서용석의 생애 및 음악활동

115) 2014년 3월 1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소림 서용석 선생님 1주기 추모음

악회-영원히 잠들지 않은 우리시대의 예인”에서 대금산조, 해금산조, 신민요 

등과 함께 연주되었다.

년도 나이 음악활동

1940년 1세
전라남도 곡성읍 읍내리에서 부친 서동준과 모친 박점예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1946년 7세 이모 박초월에게 판소리 수궁가·춘향가·흥보가 사사(師事)

1955년 16세 이모부인 김광식에게 대금으로 풍류와 삼현육각 사사(師事)



- 72 -

1958년 19세 여성국극사(國劇社 박만호단장)에서 활동

1960년 21세 낭자단체(娘子團體 이일파단장)에서 활동

1962년 23세
진경단체(眞慶團體 김진진·김경수)에서 활동

정철호의 아쟁산조 한바탕을 1년 동안 구음으로 배움

1963년 24세

호적 명인 방태진에게 1년간 호적 시나위 배움

한주환에게 대금산조를 진양에서 중모리까지 배움

한주환 대금산조 녹음테이프를 얻어 자득

1965년 26세 서공철에게 가야금 사사(師事)

1969년 30세
한주환에게 배운 가락을 확대 재구성하여 대금산조 완성

정철호 아쟁가락을 기틀로 하여 아쟁산조 완성

1977년 38세 전주대사습대회 기악부 장원

1979년 40세
KBS 국악대상 관악상 수상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입단

1987년 48세 피리산조 구음으로 완성

1989년 50세 해금산조 구음으로 완성

1990년 51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지도위원·예술감독 재직 중

산조합주·시나위합주 등 주요 레퍼토리 구성

민속단의 규모와 음악적 체계를 세움

1992년 53세 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산조 준 문화재 지정

1994년 55세 KBS 한국방송대 국악부문 수상

1996년 57세 건강 악화로 국립국악원 퇴임

1997년 58세 전라북도 남원에서 후학 지도

2013년 74세
2월, 태평소 산조 구성 및 무등산 타령 작곡

3월 17일 전주에서 요양 중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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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영재 해금산조

  

  김영재(金泳宰 1947-  )는 서울 마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서강

초등학교를 다녔고, 1960년(14세)에 김천흥에게 승무·탈춤·춘앵무·

처용무 등을 비롯한 갖가지 무용을 배웠다. 1961년에 국악예술학교에 들

어가 이병우에게 해금정악 기초를 배웠고, 1962년부터 지영희에게 해금

산조와 시나위, 그리고 대풍류와 줄풍류 등 민속악의 전반적인 것을 배웠

다. 이외에도 당시 국악예술학교의 교사였던 신쾌동에게 거문고산조와 병

창을, 성금연에게 가야금을 배웠으며 박초월에게 판소리를116), 이창배에

게서 민요를, 홍원기에게는 가곡을 학습하였다.117) 

  김영재의 해금 스승인 지영희와의 인연은 국악예술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1965년 한국국악예술학교부설 

국악관현악단을 모체로 창단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지영희가 악장으

로 임명되었고 여기에 김영재는 창단단원으로서 함께 음악활동을 하였다. 

이듬해인 1966년부터는 지영희가 지휘를 맡았고 같은 해 12월 8일에 열

린 제8회 정기연주회에서 김영재는 거문고산조와 병창으로 적벽가 中 <새

타령>을 연주하였다.118) 

  1967년 국악예술중·고등학교 6년간의 과정을 졸업하고, 그는 서라벌 

예술대학교 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미 1964년부터 강

사로 출강하고 있었던 지영희와 또 다시 인연이 닿게 된다.

  지영희에게 해금을 사사받은 김영재는 6년간의 학습기간 이후로도 그

116) 앞서 서용석도 1946년인 7세에 이모 박초월에게 수궁가·춘향가·흥보가를 

배운적이 있다. 
117) 1966년 3월, 국악예술학교에 한범수도 교사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그는 대금교

사로 재직했기에 학생이었던 김영재와 해금에 대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후 김영재는 한범수와 만난지 1년 뒤인 1967년 2월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다.
118) 노동은,『지영희평전』(서울: 민속원, 2015),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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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악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스승으로서, 악장으로서, 지

휘자로서 긴 시간 동안 마주하며 음악활동을 함께한 스승 지영희의 음악

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김영재는 선대의 명인들과 마찬가지로 해금뿐만 아니라 거문고·가야

금 등의 다양한 악기를 섭렵하였는데,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음악 영역

을 넓히기 위해 작곡 전공으로 대학을 재진학하였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김동진119)에게 작곡의 틀을 배우면서“배웠던 선율만 반복해서 연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러한 제안은 그

의 산조 창작에 동기부여가 되어 그동안의 학습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새

로운 해금산조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1969년 국방부 내의 군악대 창설과 함께 군에 입대한 그는 군 생활 

중에서도 음악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며, 제대 후 1971년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에서 작곡전공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한 뒤 지영희

가 교사로 재직했었던 국악예술학교에 교사로 임명되어 12년간 후학을 

지도하였다.  

  그는 1973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고, 1975년에는 리틀엔젤스 

북·남미 13개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이 시기부터 그는 리틀엔젤스와 협

업하며, 산조구성 작업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고, 이때 고수 장덕화와 장

단 작업을 하면서 구성한 선율을 첨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덜어내기도 하

119) 김동진(金東振 1913-2009)은‘낭만 가곡의 선구자’로 불렸으며, 평양 숭실

중학에 진학한 그는 화성학을 배우기도 전에 <봄이 오면>과 <가고파>를 작곡

하는 등 천재성을 드러냈다. 이후 평양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기독교 집안

이라는 이유로 그의 가족들이 감금되었고 <가고파> 역시 불리지 못하게 되자 

6·25 전쟁 때 월남했다. 한편, 서라벌 예술대학과 경희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

는 동안 <진달래꽃>, <못잊어>, <초혼> 외에 서양의 발성법과 우리 판소리를 

결합한 오페라 <심청>과 <춘향>을 작곡하였으며, 국민훈장 모란장과 3·1 문

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서울시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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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 재직 중에도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입학하여 1977년에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도 진학하여 길었던 학업을 마무리 한다. 

  1978년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된 제1회 전통음악연주회에서 당시 많은 

명인들이 자신의 산조를 발표하였는데 퉁소에는 한범수, 대금에는 김영

동, 가야금에는 황병기, 피리에는 정재국, 거문고에는 황득주가 있었으며, 

당시 김영재는 그동안 구상했던 자신의 선율을 지영희의 해금산조 뒤에 

연결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후로도 산조를 연주할 기회가 생길 때 마다 

지영희 산조 중간이나 끝 부분에 자신의 선율을 적용해 나가며, 차츰 자

신의 해금산조의 완성도를 높혀 갔다.

  1982년에는 제1회 김영재 작곡 발표회를 하였고, 1983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교수로서 제자를 양성하는 와중에도 

그는 산조를 구성하는데에 몰두해 1985년 제2회 김영재 작곡 발표회에

서 처음으로 본인이 구성한 선율로 발표회를 하였고, 이후 1989년 KBS 

FM 명인전에 초대되어 그동안 구성하고 적용했던 선율들을 중심으로 즉

흥성을 가미하여 해금산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산

조가락을 그동안에 사용했던‘김영재 엮음 해금산조’또는‘김영재 구성 

해금산조’가 아닌‘김영재류 해금산조’라고 명명하였다.120)

  이후 1989년 KBS방송국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였고 1990년에는 동

아일보 창사 70주년 기념 창극 <아리랑>을 작곡하고 연주에 동참하였다.

  1992년에는 발표했던 산조 선율을 다듬어 16분 분량의 산조를 녹음하

여 음반으로 첫 발매 하였다.121) 1994년 제12회 광주 무등 대상을 수상

120) 류재원,“김영재류 해금산조의 형성과정 및 연주법 연구”(서울대학교 음악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23~24쪽.
121) 본 고의 연구 대상이기도한「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음반은 KBS-FM의 기

획 음반으로 3번 트랙에 그의 산조가 실려 있으며 길이는 16분 21초이다. 장

고 반주에는 함께 산조를 구성했던 장덕화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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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1995년에 제86회 국립창극단 정기공연 <창극 수궁가>를 작곡하

였다. 1997년(50대)에 신쾌동 서거 20주기 추모 학술대회 및 연주회에 

참가하였다. 199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임용되었고 경

서도 소리극 <남촌별곡>을 작곡하였으며, 1999년에는『김영재 해금 창

작곡 집』악보집에 30분 분량의 자신의 산조악보를 수록하여 발간하였으

며, 거문고 산조와 해금 창작곡 <적념>을 수록한 <듣고 싶은 우리음악> 

음반을 제작하였다.

  2000년에는 경서도 창극 <시집가는 날>을 작곡, 2001년 KBS 국악관

현악단과 거문고 병창을 협연하였다. 같은 해 정동극장에서 열린 제32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회에서 거문고산조를 연주했으며 거문고 ·가야금 

창작곡집을 출간하였다. 2003년 한국-유럽 수교 40주년 기념음악회 해

금산조와 거문고병창을 연주하였으며, KBS 국악관현악단의 제140회 정

기공연에서 4현 해금협주곡 작곡 및 초연 하였다. 2004년 우리소리 극장

에서 거문고산조와 병창을 연주하였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부문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SBS 드라마 토지의 OST를 작곡하

여 녹음하였으며, 유럽 네덜란드 전통음악 연주회에 참가하여 해금산조를 

독주한 바 있다. 

  2007년(60대)에는 김영재 창작곡 음반의 출반과 창작곡 악보집을 출

판하였다. 2008년에는 그의 해금산조를 다시 60분 분량의 산조로 완성

하고우리소리 극장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음반발매 기념공연을 가졌다.  

  그는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인물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보유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

교 명예교수이다. 

  지금까지 김영재의 음악활동을 통해 그의 해금산조의 형성 배경과 시

기를 살펴 본 바, 그는 전통을 보존·계승하는 공연예술활동과 작곡을 통

한 창작활동, 그리고 교육자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등의 교육활동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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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산조를 만들기 위해 1973년부터 본격적인 구

성작업을 시작해 1985년 온전히 자신만의 가락으로 첫 발표를 하고 

2008년 60분 길이의 긴 산조를 완성하였는데, 이렇게 해금산조에 몰두

한 35년이라는 긴 세월만 보더라도 김영재의 산조에 대한 애착과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김영재의 해금산조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서술

한 그의 생애와 조사한 음악활동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김영재의 생애 및 음악활동122)        

년도 나이 음악활동

1947년 1세 서울 마포 출생

1960년 14세 김천흥에게 승무·탈춤·춘앵무·처용무 배움

1961년 15세 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이병우에게 해금정악 기초를 배움

1962년 16세

지영희에게 해금산조·시나위·대풍류·줄풍류 배움

신쾌동에게 거문고, 성금연에게 가야금 사사(師事) 

박초월에게 판소리, 이창배에게 민요, 홍원기에게 가곡 사사(師事) 

1965년 19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입단

1966년 20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에서 

거문고병창으로 적벽가 中 <새타령>과 거문고산조를 연주

1967년 21세
국악예술학교 졸업

서라벌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입학

1969년 23세
서라벌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수료

군악대 입대

1971년 25세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임명

1973년 27세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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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29세 리틀엔젤스 북남미 13개국 순회공연

1977년 31세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1978년 32세
국립국악원주최 제1회 전통음악연주회에서 

지영희산조 뒤에 자신의 가락을 덧붙힌 산조를 발표

1980년 34세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동대학원 졸업

문교부 표창장 수상

1982년 36세 제 1회 김영재 작곡 발표회

1983년 37세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로 임명

1985년 39세
제 2회 김영재 작곡 발표회에서

자신의 가락으로만 이루어진 해금산조 발표

1988년 42세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 후보로 지정

1989년 43세
KBS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KBS FM 명인전에서 즉흥성을 더한 해금산조 발표

1990년 44세 동아일보 창사 70주년 기념 창극 <아리랑>을 작곡 및 연주

1992년 46세 「한국의 전통음악 산조Ⅰ」해금산조음반 첫 발매

1994년 48세 제12회 광주 무등 대상을 수상

1995년 49세 제86회 국립창극단 정기공연 창극 <수궁가>를 작곡

1997년 51세 ‘신쾌동 서거 20주기 추모 학술대회 및 연주회’ 참가

1998년 52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임명

경서도 소리극 <남촌별곡> 작곡

1999년 53세
듣고싶은 우리음악 CD 제작 해금 창작곡 <적념> 수록

『김영재 해금 창작곡 집』악보집에 30분 분량의 해금산조 수록 

2000년 54세 경서도 창극 <시집가는 날>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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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김영재의 음악활동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여 그의 긴 산조가 완성된 2008년 이

후부터는 해금산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음악활동만 정리하였다.

2001년 55세

KBS 국악관현악단 거문고 병창 협연

제32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회에서 거문고산조 독주

거문고창작곡집·가야금창작곡집을 출간

2003년 57세

한국-유럽 수교 40주년 기념음악회 해금산조·거문고병창연주

KBS 국악관현악단 제140회 정기공연 中 

4현 해금협주곡 작곡 및 초연

2004년 58세
우리소리 소극장에서 거문고산조와 병창 연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부문 수상

2005년 59세
SBS 드라마 토지OST 작곡

네덜란드 전통음악 연주회에 참가하여 해금산조 독주

2007년 61세 김영재 창작곡음반과 창작곡집을 출간 및 출판

2008년 62세
60분 분량의 해금산조 완성

우리소리 소극장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음반발매 기념공연

2010년 64세 해금풍류, 거문고산조 구음 녹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2011년 65세
김영재 국악인생 50주년 기념음반 발매 <集大聲音>

운현궁 국악공연 해금·거문고 연주

2012년 66세
뉴욕 심포니스페이스에서 해금·거문고산조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수받이> 협연

2015년 69세 김영재 국악인 인생 55주년 기념공연-아르코예술대극장

2016년 70세 오키나와 국립극장에서 해금산조 독주

2019년 73세 하와이 무량사에서 故지영희 추모음악회

2021년 75세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보유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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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1930년대의 음악사회는 음악유통망의 발전과 더불어 전기녹음의 시작

으로 다수의 음반사까지 등장하면서 더욱 많은 음악가와 다양한 레퍼토

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 음악인들의 중앙무대였던 서울은 레퍼토리의 

증대를 위해 각 지역의 여러 음악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개인 연

주자의 즉흥성이나 새롭게 시도되는 음악들을 존중하고 높게 평가했으며, 

서울로 집중된 각 지방의 음악가와 레퍼토리들은 민속음악계 형성의 바

탕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해금산조는 경기무속음악인인 지용구(池龍九 

1859-1939)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지용구와 같은 시대에 활동

했던 김덕진(金德鎭 생몰연대미상)에 의해서 또 다른 초기산조가 만들어

졌다. 이처럼 해금산조사에서 1930년대는 다양한 시도와 즉흥성의 실현

으로 해금산조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창작하기 시작한 <해금산조의 

태동기>로 정의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공연과 음반계에서만 유통되던 산조가 1960년대부터 교육

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육과 전승에 보다 힘을 쏟

게 되었고 이와 같은 시기에 새로운 해금산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은 류대복(柳大福 1907-1964), 지영

희(池瑛熙 1909-1980), 한범수(韓範洙 1911-1984), 임선문(林善文 

1913-1987)이 있으며 이들의 해금산조는 개인의 음악관, 지역적 특성

에서 오는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가락을 형성하여 현행과 같

은 형태의 해금산조를 완성했다. 이처럼 해금산조사에서 1960년대는 연

주자 개인의 음악 성향이 강조된 자신만의 가락을 형성하여 산조로서의 

정형성과 틀을 완성한 시기로 <해금산조의 확립기>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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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해금산조는 1960년대에 갖춰진 산조의 틀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산조가 등장하는데, 이 시기에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로는 서용석(徐龍錫 1940-2013)과 김영재(金泳宰 1947- )

가 있다. 

  그 간 산조의 보편적인 전승 과정은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가락을 그

대로 연주하는 형태였으나 음악성이 뛰어난 연주자 중에는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가락에 자신이 새로 형성한 가락을 보태어 연주하기도 하며, 

자신이 직접 연주하지 않는 악기의 산조를 구성하여 구음(口音)으로 전

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용석과 김영재 또한 스승에게 배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음악

사회 전반에 이루어진 전통음악의 교육과 전승기반을 배경으로 지속적으

로 자신의 음악을 추구한 끝에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해금산조를 만들

어낸 것이다. 따라서 해금산조사에서 1980년대는 확립된 산조의 정형성

을 기반으로 변화 및 발전양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해금산조의 확장기>

라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금산조의 생성과 전개를 살펴 본 바 1930년대 <해금산조

의 태동기> - 1960년대 <해금산조의 확립기> - 1980년대 <해금산조

의 확장기>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그 간에 해금산조를 만든 8명의 인

물들은 모두 각각 개인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승관계 또는 동료로서 음악활동 영역 또한 매우 중

첩되어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밝혀진 지용구-지영희-김영재로 

이어지는 사승관계 외에도 김덕진-지영희, 지영희-한범수, 지영희-임선

문의 사승관계와 지용구-김덕진-지영희, 지영희-한범수, 지영희-임선문

이 같은 음악집단 또는 교육계에서 함께 활동을 전개한 동료였음을 알아

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음악활동 영역에 따라 전승 산조와 미전승 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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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들 모두 당시 중앙무

대였던 서울이라는 제도권 내의 연주단체나 교육계에서 활동을 했지만 

활동 중 제도권을 벗어난 류대복과 임선문의 산조는 전승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충남 아산 출신의 류대복은 해금 뿐만 아니라 많은 악기를 다룰 줄 알

았더 다재다능한 인물로, 상경하여 음악활동을 시작했지만 제도권 내의 

기득세력 음악가들 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평양으로 활

동 근거지를 옮겼다. 이후 평양의 여러 연주단체와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

동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인한 남·북이 분단되어 문화교류가 

단절될 수 밖에 없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그의 산조는 자연스럽게 전

승이 단절된 것이다. 

  경기 화성 출신의 임선문은 제도권내의 교육활동보다는 무대 위 현장 

공연을 주로 하였는데, 당시 활동중이던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전국 순회공

연을 하던 도중 오랜 장마로 공연을 못하게 되자 서울에서의 음악활동을 

접고, 본가로 내려가 본격적인 굿판의 악사로 전향하였다. 그가 제도권을 

벗어나 굿판을 주요 활동근거지로 삼으면서 그의 산조 또한 전승이 단절

된 것이다. 

  이처럼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들은 서로 매우 유기적인 관계로 함께 제

도권 안에서 음악 활동을 했었고, 그들의 음악 활동영역이 제도권 안팎 

여부에 따라 산조 전승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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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금산조의 변천양상

1. 장단의 구성과 구조

  장단은 산조에서 선율 단위를 구분 짓는 가장 1차적인 개념으로 산조

는 장단구성을 바탕으로 악곡이 만들어지고 선율이 구성된다. 즉, 이러한 

장단이 산조 안에서 바뀐다는 것은 박자나 속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율

의 구조 또한 변화했음을 의미하며, 장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율의 전환 

및 악곡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산조에서 장단은 악곡의 근간

을 이루는 중요한 뼈대가 되므로 본 장에서는 시대별로 나눈 산조들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고 장단구조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먼저 장단구

성 양상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소박123)을 기본단위

로하여 각 장단의 구성형태를 분석하여 장단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장단의 구조는 진양은 6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3소박()으로 된 단위

를 1박으로, 중모리는 12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2소박(♩)으로 된 단위

를 1박으로, 그리고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는 4박을 한 장단으로 하

며 진양조와 같이 3소박()으로 된 단위를 1박으로 볼 것이다. 엇모

리124)는 10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1소박(♪)으로 된 1박으로, 단모리와 

휘모리는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2소박(♩)으로 된 단위를 1박으로 하

여 분석하겠다.

123)“장단은 집합론으로 설명된다. 즉 소박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집합하여 장단이

라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장단구조는 장단리듬의 층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데 소박, 여늬박, 대박 등이다.” 이보형,“박, 박자, 장단의 층위(層位)와 변이

(變移)유형『한국음악연구 제40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197-235쪽.
124)  엇모리 장단은 8분음표(♪) 10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1소박 10박 이지만, 

장단의 구조는 1소박이 +♩++♩로 결합된 혼소박 형태가 기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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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30년대 해금산조

  1930년대의 해금산조는 지용구와 김덕진의 산조가 있다. 이들의 산조

는 현행과 같은 정형화된 틀이 정립되기 이전의 초기산조의 형태로 음악

적 형식뿐만 아니라 연주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해금 독주형태가 

아닌 해금과 대금의 중주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

주형태의 다른 산조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해금의 선율만을 분석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용구·김덕진 해금산조의 장단구성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본 뒤, 소박을 기본단위로 그 구성형태를 분석하여 장단구

조를 파악할 것이다.

1) 장단구성

  지용구의 산조는 중모리-굿거리의 2악장125)으로 구성되며, 중모리 27

장단, 굿거리 56장단의 총 8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덕진의 산조는 

중모리-자진모리의 2악장으로 구성되며, 중모리 32장단, 자진모리 67장

단의 총 99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 구성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1930년대 해금산조 장단구성

125)“산조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모음곡의 경우는 장단이름인 진양·중모

리·자진모리 등이 각 부분, 즉 악장의 명칭으로 사용된다.”김영운,『국악개

론』(파주: 음악세계, 2015), 64쪽. 본 고에서는 여러 장단명을 표현할 때에

는 악장(樂章, movement)이라고 표기하겠다.

구 분 지용구 김덕진

총악장 2 2

중모리 27 32

굿거리 56 ·

자진모리 · 67

총장단 8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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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단구조

 1930년대 해금산조에는 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의 장단이 사용되었다.

(1) 중모리 : ♩♩♩ ♩♩♩ ♩♩♩ ♩♩♩

  중모리 장단은 4분음표 12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

은 2소박 12박이다. 1930년대 지용구와 김덕진의 해금산조 모두 중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지용구 중모리

  지용구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장단구조 27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126)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지용구 중모리 장단구조

② 김덕진 중모리

  김덕진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장단구조 32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126) 장단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녔는데 하나는 한 장단, 두 장단이라 할 때의 장단

(rhythmic cycle)으로 악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굿거리 장단, 엇모리 장단

이라 할 때의 장단(rhythmic pattern)으로 리듬형을 의미한다. 이혜구·임미

선,『한국음악이론』(서울: 민속원, 2005), 85쪽. 본 고에서는 용어의 혼용으

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분석의 가독성을 위해 한 장단(rhythmic cycle)의 의

미인 특정 장단(마디)을 표현할 때에는 악곡의 가장 작은 단위인 마디를 의미

하는‘각’이라고 표기하겠다. 

기본형

♩♩♩ ♩♩♩ ♩♩♩ ♩♩♩: 제1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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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김덕진 중모리 장단구조

(2) 굿거리: 
  굿거리 장단은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은 

3소박 4박이다. 1930년대 지용구 해금산조에만 굿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지용구 굿거리

  지용구 굿거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 ♩♩♩♩♩♩의 5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

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지용구 굿거리 장단구조

기본형

♩♩♩ ♩♩♩ ♩♩♩ ♩♩♩: 제30각

기본형

 : 제3각

변 형

♩♩♩ : 제1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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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4>에서 알 수 있듯이 지용구 굿거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56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31장단(55.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25장단(44.6%)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14장단(25%), ♩♩♩의 변형장단구조 3장단(5.4%), ♩♩♩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3.6%),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1.8%), 

♩♩♩♩♩♩의 변형장단구조 5장단(8.9%)으로 나타난다. 

  지용구 굿거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1각

♩♩♩: 제53각 

♩♩  ♩: 제50각

♩♩♩♩♩♩: 제3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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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지용구 굿거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3) 자진모리: 
  자진모리 장단은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

본형은 3소박 4박이다. 1930년대 지용구와 김덕진의 해금산조 모두 자진

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김덕진 자진모리

  김덕진 자진모리는 3소박으로만 구성된 기본장단구조 67장단(100%)

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7, 9, 13, 20, 23, 24,

 25, 26, 27, 30, 33, 35, 

37~49, 51, 52

31 55.4%

2 ♩♩♩  8, 10, 12, 14, 15, 16, 17,

19, 22, 28, 29, 32, 55, 56
14 25%

3   ♩♩♩ 11, 29, 42 3 5.4%

4 ♩♩♩ 36, 53 2 3.6%

5 ♩♩♩ 50 1 1.8%

6 ♩♩♩♩♩♩ 18, 21, 31, 34, 54 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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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김덕진 자진모리 장단구조

  

  지금까지 193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용구의 

중모리는 2소박의 기본장단구조 27장단(100%), 굿거리는 3소박 기본장

단구조 31장단(55.4%), 변형장단구조 25장단(44.7)%의 비율로 나타났

다.

 김덕진의 중모리는 2소박 기본장단구조 32장단(100%), 자진모리는 3

소박 기본장단구조 67장단(100%)의 비율로 나타났다.

  193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1930년대 해금산조 장단구조

지용구 김덕진

중모리 기본장단구조 27(100%) 기본장단구조 32(100%)

굿거리
기본장단구조 31(55.4%)

변형장단구조 25(44.7%)
·

자진모리 · 기본장단구조 67(100%)

기본형

: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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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0년대 해금산조

  류대복·지영희·한범수·임선문 해금산조의 장단구성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본 뒤, 소박을 기본단위로 그 구성형태를 분석하여 장단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1) 장단구성

  류대복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엇모리-자진모리-휘모리의 

6악장으로 구성되며, 진양 17장단, 중모리장단 28장단, 중중모리 13장

단, 엇모리 36장단, 자진모리 58장단, 휘모리 72장단127)의 총 224장단

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영희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의 5악장으

로 구성되며, 진양 16장단, 중모리장단 12장단, 중중모리 16장단, 굿거리 

27장단, 자진모리 36장단의 총 107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범수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4악장으로 구성

되며, 진양 37장단, 중모리장단 22장단, 중중모리 48장단, 자진모리 75

장단의 총 18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선문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4악장으로 구성

되며, 진양 21장단, 중모리장단 16장단, 중중모리 37장단, 자진모리 37

장단의 총 111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 구성

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27) 류대복의 해금교측본에는 휘모리의 한 마디가 4분의 2박자를 기준으로 총 

143장단(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통일된 기준에 의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위해 휘모리 한 장단(각)을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장단을 나누

어 72장단(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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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1960년대 해금산조 장단구성

2) 장단구조

  1960년대 해금산조에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엇모리·자

진모리·휘모리의 장단이 사용되었다.

(1) 진양: 
 진양 장단은 점4분음표 6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은 

3소박 6박이다. 1960년대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의 해금산조 모

두 진양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구 분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

총악장 6 5 4 4

진양 17 16 37 21

중모리 28 12 22 16

중중모리 13 16 48 37

굿거리 · 27 · ·

엇모리 36 · · ·

자진모리 58 36 75 37

휘모리 72 · · ·

총장단 224 107 18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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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대복 진양

  류대복 진양은 3소박으로만 구성된 의 기본장단구조 17장

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류대복 진양 장단구조

② 지영희 진양

  지영희 진양은 3소박으로만 구성된 의 기본장단구조 16장

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 지영희 진양 장단구조

③ 한범수 진양

  한범수 진양은 3소박으로만 구성된 의 기본장단구조 37장

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1> 한범수 진양 장단구조

기본형

: 제1각

기본형

: 제1각

기본형

: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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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선문 진양

  임선문 진양은 3소박으로만 구성된 의 기본장단구조 21장

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2> 임선문 진양 장단구조

(2) 중모리 : ♩♩♩ ♩♩♩ ♩♩♩ ♩♩♩

  중모리 장단은 4분음표 12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

은 2소박 12박이다. 1960년대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의 해금산

조 모두 중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류대복 중모리

  류대복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

장단구조 28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

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3> 류대복 중모리 장단구조128)

128) 중모리 장단의 강세(>)는 12박 중 본래 9번째 박에만 들어가지만, 류대복 악

기본형

: 제1각

기본형

♩♩♩ ♩♩♩ ♩♩♩ ♩♩♩: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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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영희 중모리

  지영희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

장단구조 12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

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4> 지영희 중모리 장단구조

③ 한범수 중모리

  한범수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

장단구조 22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

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한범수 중모리 장단구조

④ 임선문 중모리

  임선문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

장단구조 16장단(100%)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에 나타나는 엑센트(>) 표기는 연구자 임의대로 연구대상의 변형 및 재해석

을 피하고자 원본 악보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써 중모리 장단의 강세를 

표기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기본형

♩♩♩ ♩♩♩ ♩♩♩ ♩♩♩: 제1각

기본형

♩♩♩ ♩♩♩ ♩♩♩ ♩♩♩: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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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임선문 중모리 장단구조

(3) 중중모리 :
  중중모리 장단은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

형은 있는 3소박 4박이다. 1960년대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의 

해금산조 모두 중중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류대복 중중모리

  류대복 중중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의 변형장단

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3-17> 류대복 중중모리 장단구조

  

  <표 3-17>에서 알 수 있듯이 류대복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장단 중 ♩♩♩의 변형장단구

조가 총 7장단(53.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의 기본장단구

조는 총 6장단(46.2%)으로 나타났다. 류대복 중중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 ♩♩♩ ♩♩♩ ♩♩♩: 제4각

기본형

 : 제3각

변 형

♩♩♩: 제1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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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류대복 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② 지영희 중중모리

 지영희 중중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 ♩♩♩, ♩♩♩♩♩♩의 5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

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9> 지영희 중중모리 장단구조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횟수 비율

1  1, 2, 3, 7, 9, 11 6 46.2%

2 ♩♩♩ 4, 5, 6, 8, 10, 12, 13 7 53.8%

기본형

 : 제9각

변 형

♩♩♩: 제14각

 ♩♩♩: 제10각 

♩♩♩: 제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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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영희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며, 전체 16장단 중 기본장단구조 4장단(25%)보다 변

형장단구조가 12장단(75%)으로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구성된 변형장단구조들 중에서 ♩♩♩♩♩♩의 변형장단구조가 7장단

(43.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의 변형장단구조 2

장단(12.5%),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6.3%),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6.3%),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6.3%)이 

나타났났다. 지영희 중중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0> 지영희 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 9, 15, 16 4 25%

2 ♩♩♩ 7, 14 2 12.5%

3 ♩♩♩ 10 1 6.3%

♩♩♩: 제13각

♩♩♩♩♩♩: 제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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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범수 중중모리

 한범수 중중모리는 3+3+3+3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4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1> 한범수 중중모리 장단구조

4 ♩♩♩ 2 1 6.3%

5 ♩♩♩ 13 1 6.3%

6 ♩♩♩♩♩♩ 3, 4, 5, 6, 8, 11, 12 7 43.6%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14각

 ♩♩♩: 제21각 

♩♩♩: 제3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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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범수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는데 다시 장단구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48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31장단

(64.6%)으로 가장 많이 출현했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17장단(35.4%)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2장단(4.2%), ♩♩♩의 변형장단구조 3장단(6.3%), ♩♩♩
의 변형장단구조 3장단(6.3%), ♩♩♩♩♩♩의 변형장단구조 9장단

(18.6%)으로 나타났다. 한범수 중중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2> 한범수 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6, 8, 9, 12, 13, 15~20, 

23, 25, 30, 31, 35~37, 

39~42, 44, 45, 47, 48

31 64.6%

2 ♩♩♩ 14, 24 2 4.2%

3 ♩♩♩ 21, 26, 27 3 6.3%

4 ♩♩♩ 32, 33, 34 3 6.3%

♩♩♩♩♩♩: 제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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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선문 중중모리

   임선문 중중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

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3> 임선문 중중모리 장단구조

     

  <표 3-23>에서 알 수 있듯이 임선문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며 전체 37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27장단(73%)으로 가장 많이 출현했다.

5 ♩♩♩♩♩♩
7, 10, 11, 22, 28, 

29, 38, 43, 46
9 18.6%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9각

 ♩♩♩: 제12각 

♩♩♩♩♩♩: 제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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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10장단(27%)으로 ♩♩♩의 변형장단구

조 3장단(8.1%),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2.7%), ♩♩♩♩♩♩

의 변형장단구조 6장단(16.2%)으로 나타났다. 임선문 중중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4> 임선문 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4) 굿거리 :
  굿거리 장단은 중중모리 장단과 마찬가지로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은 있는 3소박 4박이다. 굿거리가 중중모리

와 장단구조는 같지만 장단의 호흡과 강세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굿거리는 3소박을 2박+1박 또는 1박+2박의 호흡으로 연주한다는 

점에서 중중모리와 차이가 있다. 1960년대 지영희 해금산조에만 굿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 2, 4, 6~8, 10, 11, 

13~15, 17~19, 21, 23, 

24, 26~30, 32, 34~37

27 73%

2 ♩♩♩ 9, 16, 20 3 8.1%

3 ♩♩♩ 12 1 2.7%

4 ♩♩♩♩♩♩ 3, 5, 22, 25, 31, 33 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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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영희 굿거리

  지영희 굿거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 ♩♩♩, ♩♩♩♩♩♩의  6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3-25> 지영희 굿거리 장단구조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13각

♩♩♩: 제5각 

♩♩♩: 제24각 

♩♩♩: 제4각 

♩♩♩: 제10각

♩♩♩♩♩♩: 제2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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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영희 굿거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며 전체 27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19장단(70.4%)으로 가장 많이 출현했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8장단(29.6%)으로 ♩♩♩의 변형장단구

조 1장단(3.7%),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3.7%), ♩♩♩의 변형장

단구조 1장단(3.7%),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3.7%), ♩♩♩의 변

형장단구조 2장단(7.4%),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7.4%)으로 나

타났다. 지영희 굿거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6> 지영희 굿거리 장단구조 출현양상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3, 6~9, 11, 12, 14~16, 

19~21, 22, 23, 25, 27
19 70.4%

2 ♩♩♩ 13 1 3.7%

3 ♩♩♩ 5 1 3.7%

4 ♩♩♩ 4 1 3.7%

5 ♩♩♩ 24 1 3.7%

6 ♩♩♩ 10, 18 2 7.4%

7 ♩♩♩♩♩♩ 17, 26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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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엇모리 :♩♩

  엇모리 장단은 8분음표 10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1소박 10박이

지만, 장단의 구조는 1소박이 +♩++♩로 결합된 혼소박 형태가 기본

형이다. 1960년대 류대복 해금산조에만 엇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류대복 엇모리

  류대복 엇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7> 류대복 엇모리 장단구조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25각 

♩♩: 제27각

♩♩♩♩♩: 제3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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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7>에서 알 수 있듯이 류대복 엇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는데 다시 장단구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

펴보면, 전체 36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32장단(88.9%)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4장단(11.1%)으로 ♩♩의 변형장단구

조 1장단(2.8%),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5.6%),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2.8%)으로 나타났다. 류대복 엇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8> 류대복 엇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6) 자진모리 :
  자진모리 장단은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

본형은 3소박 4박이다. 1960년대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의 해금

산조 모두 자진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
1~20, 22~24, 26, 

28~34, 36
32 88.9%

2 ♩♩ 25 1 2.8%

3 ♩♩ 21, 27, 35 2 5.6%

4 ♩♩♩♩♩ 3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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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대복 자진모리

  류대복 자진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

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9> 류대복 자진모리 장단구조

     

  <표 3-29>에서 알 수 있듯이 류대복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58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

가 총 46장단(79.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12장단(20.7%)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4장단(6.9%),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3.4%), ♩♩♩♩♩♩

기본형

  : 제5각

변 형

♩♩♩: 제11각

 ♩♩♩: 제17각 

♩♩♩♩♩♩: 제2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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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형장단구조 6장단(10.3%)으로 나타났다. 류대복 자진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0> 류대복 자진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② 지영희 자진모리

 지영희 자진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 ♩♩♩♩♩♩의  5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

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1> 지영희 자진모리 장단구조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5, 7, 8, 10, 14, 16, 

18~21, 23, 24, 26, 28~30, 

32, 34~58

46 79.3%

2 ♩♩♩ 9, 11, 13, 27 4 6.9%

3 ♩♩♩ 12, 17 2 3.4%

4 ♩♩♩♩♩♩ 6, 15, 25, 31, 33 6 10.3%

기본형

  :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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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1>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영희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며, 전체 36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18장단(50%)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18장단(50%)으로 ♩♩♩의 변형장단구

조 6장단(16.7%),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2.8%), ♩♩♩

의 변형장단구조 5장단(13.9%),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5.6%), 

♩♩♩♩♩♩의 변형장단구조 4장단(11.1%)으로 나타났다. 지영희 자진모리

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 형

♩♩♩: 제9각

♩♩♩: 제18각

 ♩♩♩: 제25각 

♩♩♩: 제24각 

♩♩♩♩♩♩: 제1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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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지영희 자진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③ 한범수 자진모리

  한범수 자진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4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3> 한범수 자진모리 장단구조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7, 10~15, 22, 30~32, 36 18 50%

2 ♩♩♩ 8, 9, 23, 27, 28, 35 6 16.7%

3 ♩♩♩ 18 1 2.8%

4 ♩♩♩ 16, 25, 29, 33, 34 5 13.9%

5 ♩♩♩ 20, 24 2 5.6%

6 ♩♩♩♩♩♩ 17, 19, 21, 26 4 11.1%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1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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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3>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범수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75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40장단(5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35장단(46.7%)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7장단(9.3%), ♩♩♩의 변형장단구조 5장단(6.7%), ♩♩♩
의 변형장단구조 5장단(6.7%), ♩♩♩♩♩♩의 변형장단구조 18장단

(24%)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범수 자진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

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4> 한범수 자진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5, 7, 9~11, 16, 17,

 19, 29, 30, 32~38, 40, 

41, 54~58, 61~63, 

65~68, 70~73, 75

40 53.3%

 ♩♩♩: 제43각 

♩♩♩: 제45각 

♩♩♩♩♩♩: 제4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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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선문 자진모리

  임선문 자진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4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5> 임선문 자진모리 장단구조

2 ♩♩♩ 12~15, 24, 53, 64 7 9.3%

3 ♩♩♩ 20, 31, 39, 43, 46 5 6.7%

4 ♩♩♩ 6, 25, 42, 45, 52 5 6.7%

5 ♩♩♩♩♩♩
8, 18, 21, 22, 23, 26~28, 

44, 47~51, 59, 60, 69, 74
18 24%

기본형

 : 제9각

변 형

♩♩♩: 제2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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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5>에서 알 수 있듯이 임선문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37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31장단(83.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6장단(16.2%)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2장단(5.4%),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2.7%), ♩♩♩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2.7%),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5.4%)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선문 자진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6> 임선문 자진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11, 13~19, 23, 

25~30, 32~37
31 83.8%

2 ♩♩♩ 22, 24 2 5.4%

 ♩♩♩: 제21각 

♩♩♩: 제12각 

♩♩♩♩♩♩: 제3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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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휘모리 :♩♩♩♩

  휘모리 장단은 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은 

2소박 4박이다. 1960년대 류대복 해금산조에만 휘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류대복 휘모리

   류대복 휘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의 

2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7> 류대복 휘모리 장단구조

3 ♩♩♩ 21 1 2.7%

4 ♩♩♩ 12 1 2.7%

5 ♩♩♩♩♩♩ 20, 31 2 5.4%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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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7>에서 알 수 있듯이 류대복 휘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72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44장단(61.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28장단(38.9%)으로 ♪♩♪♩♩의 변형장

단구조 21장단(29.2%), ♩♩♪♩♪의 변형장단구조 7장단(9.7%)으로 구

성되어 있다. 류대복 휘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8> 류대복 휘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

1, 3~6, 8~12, 17, 18, 21, 

22, 24, 26, 31, 32, 36, 37, 

39, 40, 42, 44~51, 54, 55, 

58, 59, 62~67, 69, 71, 72

44 61.1%

2 ♪♩♪♩♩

2, 14, 16, 19, 20, 23, 25, 

27~30, 41, 43, 52, 53, 

56, 57, 60, 61, 68, 70

21 29.2%

3 ♩♩♪♩♪ 7, 13, 15, 33~35, 38 7 9.7%

♩♩♪♩♪: 제3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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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6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별 장단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류대복의 진양은 기본장단구조 17장단(100%),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28장단(100%), 중중모리는 변형장단구조 7장단(53.8%)과 기본장단구

조 6장단(46.2%), 엇모리는 기본장단구조 32장단(88.9%)과 변형장단구

조 4장단(11.1%),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 46장단(79.3%)과 변형장단

구조 12장단(20.7%), 휘모리는 기본장단구조 44장단(61.1%)과 변형장

단구조 28장단(38.9%)의 비율로 나타났다.

  지영희의 진양은 기본장단구조 16장단(100%),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12장단(100%), 중중모리는 변형장단구조 12장단(75%)과 기본장단구조 

4장단(25%), 굿거리는 기본장단구조 19장단(70.4%)과 변형장단구조 8

장단(29.6%),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 18장단(50%)과 변형장단구조 

18장단(50%)로 나타났다.

  한범수의 진양은 기본장단구조 37장단(100%),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22장단(100%),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31장단(64.6%)과 변형장단구

조 17장단(35.4%),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 40장단(53.3%)과 변형장

단구조 35장단(46.7%)로 나타났다.

  임선문의 진양은 기본장단구조 21장단(100%),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16장단(100%),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27장단(73%)과 변형장단구조 

10장단(27%),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 31장단(83.8%)과 변형장단구

조 6장단(16.2%)로 나타났다. 196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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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1960년대 해금산조 장단구조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

진

양

기본장단구조

17(100%)

기본장단구조

16(100%)

기본장단구조

37(100%)

기본장단구조

21(100%)

중

모

리

기본장단구조

28(100%)

기본장단구조

12(100%)

기본장단구조

22(100%)

기본장단구조

16(100%)

중

중

모

리

변형장단구조

7(53.8%)

기본장단구조 

6(46.2%)

변형장단구조

 12(75%)

기본장단구조 

4(25%) 

기본장단구조 

31(64.6%)

변형장단구조 

17(35.4%) 

기본장단구조 

27(73%)

 변형장단구조 

10(27%)

굿

거

리

·

기본장단구조 

19(70.4%)

변형장단구조 

8(29.6%) 

· ·

엇

모

리

기본장단구조 

32(88.9%)

 변형장단구조 

4(11.1%)

· · ·

자

진

모

리

 기본장단구조 

46(79.3%)

변형장단구조 

12(20.7%)

 기본장단구조 

18(50%)

변형장단구조 

18(50%)

기본장단구조 

40(53.3%)

변형장단구조 

35(46.7%)

기본장단구조 

31(83.8%)

 변형장단구조 

6(16.2%)

휘

모

리

기본장단구조 

44(61.1%)

 변형장단구조 

28(3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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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해금산조

  서용석·김영재 해금산조의 장단구성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펴본 뒤, 

소박을 기본단위로 그 구성형태를 분석하여 장단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1)장단구성

  서용석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빠른중중모리-자진모리-엇

모리의 6악장으로 구성되며, 진양 40장단, 중모리장단 34장단, 중중모리 

54장단, 빠른중중모리 20장단, 자진모리 128장단, 엇모리 12장단의 총 

288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재의 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엇모리-자진모리-단모리의 

6악장으로 구성되며, 진양 23장단, 중모리장단 19장단, 중중모리 20장

단, 엇모리 38장단, 자진모리 70장단, 단모리 60장단의 총 23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 구성과 장단별 장단 수를 살

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0> 1980년대 해금산조 장단구성

구 분 서용석 김영재

총악장 6 6

진양 40 23

중모리 34 19

중중모리 54 20

빠른중중모리 20 ·

(김영재)엇모리 · 38

자진모리 128 70

(서용석)엇모리 12 ·

단모리 · 60

총장단 288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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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단구조

  1980년대 해금산조에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빠른중중모리·엇모

리·자진모리·단모리의 장단이 사용되었다.   

(1) 진양: 
  진양 장단은 점4분음표 6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은 3

소박 6박이다. 1980년대 서용석, 김영재의 해금산조 모두 진양 장단이 구성

되어 있다.

① 서용석 진양

  서용석 3소박으로만 구성된 의 기본장단구조 40장단(100%)으

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1> 서용석 진양 장단구조

② 김영재 진양

   김영재 3소박으로만 구성된 의 기본장단구조 23장단(100%)으

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2> 김영재 진양 장단구조

기본형

 : 제1각

기본형

 : 제1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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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모리 : ♩♩♩ ♩♩♩ ♩♩♩ ♩♩♩

  중모리 장단은 4분음표 12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

은 2소박 12박이다. 1980년대 서용석, 김영재의 해금산조 모두 중모리 장단

이 구성되어 있다.

① 서용석 중모리

  서용석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

장단구조 34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

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3> 서용석 중모리 장단구조

② 김영재 중모리

 김영재 중모리는 2소박으로만 구성된 ♩♩♩ ♩♩♩ ♩♩♩ ♩♩♩의 기본

장단구조 19장단(100%)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

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4> 김영재 중모리 장단구조

기본형

♩♩♩ ♩♩♩ ♩♩♩ ♩♩♩ : 제1각

기본형

♩♩♩ ♩♩♩ ♩♩♩ ♩♩♩ :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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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중모리 :
중중모리 장단은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

형은 있는 3소박 4박이다. 1980년대 서용석, 김영재의 해금산조 모두 중중

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서용석 중중모리

 서용석 중중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

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5> 서용석 중중모리 장단구조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17각

 ♩♩♩: 제53각 

♩♩♩♩♩♩: 제4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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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5>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용석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54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32장단(59.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22장단(40.7%)으로 ♩♩♩의 변형장단구

조 12장단(22.2%),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3.7%), ♩♩♩♩♩♩

의 변형장단구조 8장단(14.8%)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 중중모리에 나타

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6> 서용석 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② 김영재 중중모리

  김영재 중중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 ♩♩♩♩♩♩의 5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

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 2, 4, 6~8, 12, 13, 15, 

16, 18, 20~24, 26~32, 

34, 36, 38~40, 42, 46, 

51, 54

32 59.3%

2 ♩♩♩ 3, 9, 10, 14, 17, 19, 

25, 44, 47~49, 52
12 22.2%

3 ♩♩♩ 11, 53 2 3.7%

4 ♩♩♩♩♩♩
5, 33, 35, 37, 

41, 43, 45, 50
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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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김영재 중중모리 장단구조

   <표 3-47>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재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

형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0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 

8장단(40%)보다 변형장단구조가 총 12장단(60%)으로 더 지배적으로 나

타났다. 구성된 변형장단구조들 중에서 ♩♩♩의 변형장단구조 5장단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12각

 ♩♩♩: 제3각 

♩♩♩: 제2각 

♩♩♩: 제11각

♩♩♩♩♩♩: 제1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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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의 변형장단구조 3장단

(15%),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5%), ♩♩♩의 변형장단구조 

2장단(10%),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5%)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재 중중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3-48> 김영재 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 5, 6, 8, 10,

 13, 14, 15
8 40%

2 ♩♩♩ 9, 12, 17 3 15%

3 ♩♩♩ 3 1 5%

4 ♩♩♩ 2, 16 2 10%

5 ♩♩♩ 4, 7, 11, 19, 20 5 25%

6 ♩♩♩♩♩♩ 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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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빠른중중모리 :
  1980년대 서용석 해금산조에만 빠른중중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지영희 빠른중중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의 2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9>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장단구조

  <표 3-49>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용석 빠른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0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

조가 총 14장단(7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6장단(30%)으로 ♩♩♩의 변형장단구

조 5장단(25%),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5%)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 빠른중중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 제7각

변 형

♩♩♩: 제5각

♩♩♩♩♩♩: 제1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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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0>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5) 엇모리 :♩♩

  엇모리 장단은 8분음표 10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1소박 10박 이

지만, 장단의 구조는 1소박이 +♩++♩로 결합된 혼소박 형태가 기본

형이다. 1980년대 서용석, 김영재의 해금산조 모두 엇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서용석 엇모리

  서용석 엇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의 1가지 변형장단

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1> 서용석 엇모리 장단구조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 3, 4, 6, 7, 9, 10, 12, 

13, 15, 17, 18, 19, 20, 
14 70%

2 ♩♩♩ 2, 5, 8, 11, 16 5 25%

3 ♩♩♩♩♩♩ 14 1 5%

기본형

♩♩ : 제1각

♩♩ : 제1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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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용석 엇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는데 전체 12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11장단(91.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8.3%)으로나

타난다. 서용석 엇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2> 서용석 엇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② 김영재 엇모리

  김영재 엇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3> 김영재 엇모리 장단구조   

기본형

 ♩♩ : 제1각

변 형

♩♩: 제27각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 1~11 11 91.7%

2 ♩♩ 12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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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3>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재 엇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는데 다시 장단구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

펴보면, 전체 38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21장단(55.3%)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17장단(44.7%)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7장단(18.4%), ♩♩의 변형장단구조 7장단(18.4%), ♩♩
의 변형장단구조 3장단(7.9%)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엇모리에 나타난 전

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4> 김영재 엇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
1~4, 6, 10, 11, 13~20, 

22, 33~35, 37, 38
21 55.3%

2 ♩♩ 8, 12, 21, 23, 27, 28, 32 7 18.4%

3 ♩♩ 5, 7, 9, 24, 25, 26, 36 7 18.4%

4 ♩♩ 29, 30, 31 3 7.9%

♩♩: 제5각

♩♩: 제3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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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진모리 :
  자진모리 장단은 점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

본형은 3소박 4박이다. 1980년대 서용석, 김영재의 해금산조 모두 자진모리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① 서용석 자진모리 

  서용석 자진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 ♩♩♩♩♩♩의 4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5> 서용석 자진모리 장단구조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35각

 ♩♩♩: 제88각 

♩♩♩: 제104각 

♩♩♩♩♩♩: 제9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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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5>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용석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

장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며, 전체 128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83장단(64.8%)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45장단(35.2%)으로 ♩♩♩의 변형장단

구조 19장단(14.8%), ♩♩♩의 변형장단구조 9장단(7%), ♩♩♩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0.8%), ♩♩♩♩♩♩의 변형장단구조 16장단

(12.5%)으로 나타났다. 서용석 자진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6> 서용석 자진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3, 5, 6, 8~12, 15~17, 

19, 21~23, 26, 28, 29, 31, 

32, 37, 38, 41, 43, 45, 

47~51, 53, 55, 57, 58, 60, 

61, 63, 64, 66, 68, 69, 72, 

73, 75, 78, 80, 81, 82, 84, 

85, 87, 89~96, 98, 99, 

101, 105, 107, 109~113, 

116, 118~124, 126~128  

83 64.8%

2 ♩♩♩
4, 24, 25, 27, 34, 35, 36, 

39, 40, 44, 46, 52, 62, 83, 

102, 103, 106, 108, 115

19 14.8%

3 ♩♩♩
14, 18, 20, 70, 71, 

76, 77, 88, 125
9 7%

4 ♩♩♩ 104 1 0.8%

5 ♩♩♩♩♩♩

7, 13, 30, 42, 54, 56, 59, 

65, 67, 74, 79, 86, 97, 

100, 114, 117

1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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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영재 자진모리

  김영재 자진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먼저 이러한 장단

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7> 김영재 자진모리 장단구조

     

  <표 3-57>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재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모두 나타나며, 전체 70장단 중 기본장단구조 28장단(40%)보다 

변형장단구조가 42장단(60%)으로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구성된 변형장단구조들 중에서 ♩♩♩의 변형장단구조가 24장단

(34.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의 변형장단구조 4

장단(5.7%), ♩♩♩♩♩♩의 변형장단구조 14장단(20%)이 나타났다. 

기본형

  : 제1각

변 형

♩♩♩: 제67각

 ♩♩♩: 제33각 

♩♩♩♩♩♩: 제1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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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자진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8> 김영재 자진모리 장단구조 출현비율

(7) 단모리 :♩♩♩♩

   단모리 장단은 4분음표 4개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형

은 2소박 4박이다. 1980년대 김영재의 해금산조에만 단모리 장단이 구성

되어 있다.

① 김영재 단모리

   김영재 단모리는 ♩♩♩♩의 기본장단구조와 ♩, ♩, ♩의 

3가지 변형장단구조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장단구조가 잘 나타난 각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장단수 비율

1 
1~5, 9, 17, 26, 28~31, 34, 

35, 38, 49, 50, 55~59, 

61~63, 65, 69, 70

28 40%

2 ♩♩♩ 36, 43, 67, 68 4 5.7%

3 ♩♩♩

6, 8, 10, 14, 15, 

19, 22~25, 27, 33, 

37, 39, 40, 41, 42, 

44~46, 51, 52, 60, 66

24 34.3%

4 ♩♩♩♩♩♩
7, 11~13, 16, 18, 20, 21, 

32, 47, 48, 53, 54, 64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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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 김영재 단모리 장단구조

     

  <표 3-59>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재 단모리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0장단 중 ♩♩♩♩의 기본장단구조가 

총 57장단(9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의 변형장단구조는 총 3장단(5%)으로 ♩의 변형장단구조 1장

단(1.7%),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1.7%), ♩의 변형장단구조 

1장단(1.7%)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재 단모리에 나타난 전체 장단구조

의 출현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 : 제56각

변 형

♩: 제8각

♩: 제45각 

♩: 제1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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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김영재 단모리 장단구조 출현양상

  지금까지 198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별 장단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서용석의 진양은 기본장단구조 23장단(100%), 중모리는 기본장

단구조 34장단(100%), 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32장단(59.3%)과 변

형장단구조 22장단(14.8%), 빠른중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14장단

(70%)과 변형장단구조 6장단(30%), 자진모리는 기본장단구조 83장단

(64.8%)과 변형장단구조 45장단(35.2%), 엇모리는 기본장단구조 11장

단(91.7%)과 변형장단구조 1장단(8.3%)으로 나타났다.

  김영재의 진양은 기본장단구조 23장단(100%),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 

19장단(100%), 중중모리는 변형장단구조 12장단(60%)과 기본장단구조 

8장단(40%), 엇모리는 기본장단구조 21장단(55.3%)과 변형장단구조 

17장단(44.7%), 자진모리는 변형장단구조 42장단(60%)과 기본장단구

조 28장단(40%), 단모리는 기본장단구조 57장단(95%)과 변형장단구조 

3장단(5%)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장단구조 출현각 횟수 비율

1 ♩♩♩♩
1~7, 9, 10, 11, 

13~44, 46~60
57 95%

2 ♩ 8 1 1.7%

3 ♩ 45 1 1.7%

4 ♩ 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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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1980년대 해금산조 장단구조

서용석 김영재

진양 기본장단구조 40 (100%) 기본장단구조 23 (100%)

중모리 기본장단구조 34 (100%) 기본장단구조 19 (100%)

중중모리
 기본장단구조 32 (59.3%)

 변형장단구조 22 (40.7%) 

 변형장단구조 12 (60%)

 기본장단구조 8  (40%)

 

빠른

중중모리

기본장단구조 14 (70%)

변형장단구조 6  (30%) 
·

(김영재)

엇모리
·

기본장단구조 21 (55.3%)

변형장단구조 17 (44.7%) 

자진모리
기본장단구조 83 (64.8%) 

변형장단구조 45 (35.2%) 

변형장단구조 42 (60%)

기본장단구조 28 (40%)

단모리 ·
 기본장단구조 57 (95%)

변형장단구조 3  (5%) 

(서용석)

엇모리

기본장단구조 11 (91.7%)

변형장단구조 1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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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조구성 및 음역활용

  

  조는 선율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각 구성음의 기능ᆞ시김새ᆞ음진행

의 경향성ᆞ단락감 등이 선율의 성격과 주관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주요

한 요소129)로 정의고 있으며, 산조에서는 악조(선법)과 조(調 key)를 별

다르게 구분하지 않고‘조’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130) 

  산조의 조는 우조(羽調), 평조(平調), 계면조(界面調)의 세 가지를 기

본131)으로 각각 이조되고 전조되면서 선율이 진행되며, 해금산조에 나타

나는 조는 이 외에도 진경드름132), 추천목133), 경기시나위조134), 드렁

조135), 메나리조136) 등이 쓰인다.

129) 김해숙ᆞ백대웅ᆞ최태현,『전통음악개론』(서울:어울림, 1995), 39쪽.
130) 김영운,『국악개론』(파주: 음악세계, 2015), 53쪽. 
131) 조는 개념상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선법적 개념이고 다른 하

나는 악상의 개념이다. 우조는 선법적 개념으로 <솔라도레미솔>에 해당하고, 굳

셈과 당당함 등의 정서를 나타낸다. 평조는 선법적 개념으로 <레미솔라도레>에 

해당하고, 악상의 개념으로 평온과 화평 등의 정서를 나타낸다. 계면조는 선법적 

개념으로 <미솔라시도레미>이고, 악상의 개념으로 슬픔과 애절함 등의 정서를 

나타낸다.”최태현,『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151쪽. 
132) 경드름은 경제(京制) 또는 경토리라고도 하는데 서울지방의 음악적 스타일이라

는 의미이며, 경드름의 음악적 특징은 창법적 측면과 선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창법적 측면은 가볍고 희롱하는 듯한 독특한 시김새를 구사하

는 것이고, 선법적 측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솔라도레미솔’의 진경드

름과 ‘레미솔라도레’의 반경드름으로 설명된다.『한국예술사전Ⅲ-한국음악

사전』(서울: 예술원, 1985), 439쪽.
133) 추천목은 순조 때 명창 염계달이 서울, 경기지방의 민요 토리 중 반경토리의 

선율적 특징을 판소리에 도입한 악조로‘라도레미솔라’의 선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드름과 계면이 섞인 반경드름 계통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계면조

의 변형이지만, 추천목 선율의 특징은 선율의 도약이 크고, 엇붙임과 붓점리듬

이 많다. 김혜정,“판소리의 전조 활용 원리 연구 -정권진창 심청가를 중심으

로”(전남 ; 호남문화연구, 2015) 58권 0호, 121쪽,『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

국민속문학사전』(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3), 판소리 용어 조(調). 
134) 경기시나위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행하는 경기 도당굿의 시나위가락이며 선법

구성은‘미솔라시도레미’이다. 김용선, "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과 음악

적 특징"(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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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조·평조·계면조는 음의 기능과 구성음 간의 음정관계에 차이가 있

으며, 이러한 구성음의 변화는 선법과 성음의 변화를 일으켜 선율골격의 

변화를 초래하여 선율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대별 해금산조들의 선율진행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형식을 구분하고 선율을 구체화하는 악조를 분석한 뒤 운지이동을 

통해 조의 변화에 따른 음역활용을 고찰할 것이다. 

  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본 고에서는 선법137)의 의미를 지칭하는 의

미로 사용할 것이며, 선법은 중심음과 함께 각 구성음의 성질 및 선율진

행의 특성을 포함하는 음구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해금산조에 사용된 악조의 구성음과 선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5) 드렁조는 판소리 가락의 음악적 특징과 관련된 악조·제(制)의 하나. 설렁제·

권마성제·호걸제 라고도 한다. 정조(1776~1800)때 권삼득이 만들었다는 설

렁제는 5음음계의 솔·라·도·레·미로 구성된다. 가락형은‘라’음으로 반복

되는 지속음과‘라’에서 아래‘라’로 뛰는 도약적 선율이 많다. 악상은 경쾌

하고 무사적이며 거드럭 거린다. 송방송,『한겨례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937쪽.
136) 메나리조는 동부지방 민요와 경상도 동북부, 강원도 동부, 함경도 지방 무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선율형태이다. 선율의 구성음은‘미솔라도레미’이고 주요

음은‘미라도’이며,‘미’또는‘라’로 마친다. 『한국예술사전Ⅲ-한국음악사

전』(서울: 예술원, 1985), 143쪽.
137) 악곡의 출현음을 음고 순으로 배열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음계’이고,‘선

법’은 음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성질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악곡에 나타나는 

각 음의 역할을 드러낸 음조직을 가리킨다. 즉 종지음(finalis)이나 지배음

(dominant)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음구조를 정리한 체계를 가리키는 것

이다. 김영운,“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 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

로”『한국음악연구 제28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0),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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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구성음과 선법138)

138) 최태현,『해금산조연구Ⅱ』(서울: 민속원, 2008), 

      김영운,『국악개론』(파주: 음악세계, 2015).

우조 

드렁조

진경드름

(솔,라,도,레,미)

평조

(레,미,솔,라,도)

추천목

(라,도,레,미,솔)

계면조

(미,솔,라,도,레)

경기시나위조

(미,솔,라,도,레)

메나리조

(미,솔,라,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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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30년대 해금산조

  지용구와 김덕진 산조의 구성음과 선법을 통해 악조를 분석하여 조의 

변화를 살핀 후, 운지이동을 중심으로 조의 변화에 따른 음역활용을 고찰

하고자 한다.

1) 악조구성

① 지용구 해금산조

  지용구 해금산조는 중모리와 굿거리의 2악장으로 구성되며 악장별 악

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63> 지용구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A. 중모리

  지용구 중모리는 전체 27장단 모두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27각

  제1각부터 제27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a, b♭'으로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본청인 c'로 선율을 시작하며 계면조의 떠는음인 g는 

굵게 요성하고, 8박에 꺽는음 e♭'-d까지 출현하면서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중모리 c본청 계면조 (27) 27

굿거리 c본청 계면조 (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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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출현하며 전형적인 계면조 선율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음원이 끊겨있

어 제27각의 선율이 g로 마무리 되었지만, 제1각부터 제26각까지 악조가 

모두 c본청 계면조로 일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각인 제27각의 

선율 또한 c본청 계면조의 본청인 c로 종지했을 확률이 높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 지용구 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27각

B. 굿거리

  지용구 굿거리는 전체 56장단이 모두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56각

  제1각부터 제56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a, b♭'으로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

에 해당한다. 제1각은 본청인 c'로 기본장단구조의 선율을 시작하며, 계

면조의 떠는음인 g가 제2각의 첫박과 4박에 출현해 굵게 요성하고 있다. 

또한 제2각의 2박에 꺽는음 e♭'-d'까지 출현하면서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4각부터 제46각에는 새소리를 묘사

하는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봉장취의 영향을 받은 초기산조의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각인 제56각에서는 c'로 종지한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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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지용구 굿거리 계면조: 제1각-제2각, 제44-제46각, 제56각

  

② 김덕진 해금산조

  김덕진 해금산조는 중모리와 자진모리의 2악장으로 구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64> 김덕진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A. 중모리

  김덕진 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10장단, g본청 계면조 1장단, c본청 경기

시나위조 7장단, f본청 계면조 14장단의 총 32장단으로 구성된다.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중모리

c본청 계면조(10)

g본청 계면조(1)

c본청 경기시나위조(7)

f본청 계면조(14)

32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6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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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10각

  제1각부터 제10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로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본청인 c'로 선율을 시작하며 제2각부터 계면조의 떠는음인 g

가 굵게 요성하고, 꺽는음인 e♭'-d'까지 출현하면서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e♭'-d'의 꺽는음이 출현하고 g음은 굵게 

요성을 하며 전형적인 계면조 선율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제10각에서는 g

를 굵게 요성한 뒤, c'로 종지한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 김덕진 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10각

b. g본청 계면조: 제11각

  제 11각은 c본청 계면조에서 변청된 g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d', g',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d')-솔(f')-라(g')-시(a')-도(b♭')-레

(c")이다. 미(d')와 도(b♭')-시(a')가 꺽는음으로 출현하면서 g본청 계면

조를 확립하고 있지만, 제10각의 c본청 계면조와 제12각의 c본청 경기시

나위조 사이를 연결하는 각으로 조를 길게 확립하지 않고 있다. 11번째 

박에 나타나는 g를 굵게 요성하며 다음 진행 조성인 c본청 경기시나위조

를 예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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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김덕진 중모리 계면조: 제11각

c.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2각~제18각

  제12각부터 제18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c', d', e♭', f', 

g', a', b♭',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라

(c')-시(d')-도(e♭')-레(f')이다. 제12각은 g'를 요성하고 e♭"-d"의 꺽

는음이 출현하며 마치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c본청 경기

시나위조의 음계는 단3도 위에서 단2도 아래로 꺽는청 e♭"외에 본청 c'

의 완전4도아래인 g'음 사이에서 b♭'이‘제2꺽는청’139) 역할을 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경기시나위조의 제2꺽는청인 b♭'-a'는 제15각의 

9박과, 제16각의 6박과 8박, 그리고 제18각의 7박에 나타나며, 반음기법

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음계는 경기시나위조의 전형적인 특징140)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 김덕진 중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2각과 제18각

139) 최태현, 박신영,“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의 비교연구”(서울: 세계음악학회, 

2010), 29-30쪽.
140) 최태현,“지영희 음악에 나타난 경기음악의 특징”(한국전통예술학회 주최 학

술 논문, 2000),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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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본청 계면조: 제19각~제32각

  제19각부터 제32각은 변청 및 전조된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f', 

g', a♭', b♭', c", d♭"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

(a♭')-레(b♭')이다. 제19각은 전조 후 f'의 첫 등장과 12박의 c'를 굵게 

요성함으로써 f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19각의 10박부터 제31각 

9박과 10박까지 매 각마다 f본청 계면조의 꺽는음인 a♭'-g가 지속적으

로 출현하고 있으며, 제32각141)의 첫 박에서 f음으로 종지한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 김덕진 중모리 계면조: 제19각, 제31각, 제32각

B. 자진모리

  김덕진 자진모리는 전체 67장단 모두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141) 제32각의 첫박에서 선율이 종지하는 것은 음원복각과정에서 음원이 끊긴 것이

기는 하나, f로 첫음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선율진행의 흐름상 마지막 각인 

제32각에서 다른 악조로 변청 및 변조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f본청 계면

조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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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67각

  제1각부터 제67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e♭, g, c', d', e♭', f', 

g'로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

한다. 제1각부터 제3각까지 본청인 c'와 떠는음인 g로 기본장단구조로 선

율이 구성되어 있어 장단과 조를 함께 드러내고 있고, 제4각부터는 c본청 

계면조의 꺽는음인 e♭'-d'가 출현하면서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6각부터 제21각에는 새소리를 묘사하는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봉장취의 영향을 받은 초기산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이후 나머지 각에서도 본청과 조의 이동 없이 c본청 계면조 그대로 

선율이 종지하며, 마지막 각인 제67각142)의 2박에서 g로 종지하며 선율

이 마무리 된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7> 김덕진 자진모리 계면조: 제1각-제2각, 제4각, 제19각-제20각, 제67각

142) 김덕진 자진모리의 음원 또한 이전 중모리음원와 마찬가지로 음원복각과정에서 

음원이 끊긴 것이나, 제67각의 첫 음이 c에서 계면조 구성음인 g로 진행되고 

있고, 선율진행의 흐름상 마지막 각인 제67각에서 다른 악조로 변청 및 변조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c본청 계면조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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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30년대 해금산조의 악조구성을 살펴보았다. 지용구의 중모

리와 굿거리는 모두 c본청 계면조의 단일악조로 나타났으며, 김덕진의 중

모리는 c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c본청 경기시나위조, f본청 계면조 구

성과 자진모리는 c본청 계면조의 단일악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1930년대 

해금산조는 계면조와 경기시나위조의 2가지 악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30년대 해금산조의 악조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5> 1930년대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 수

2)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

  해금은 악기구조상 가야금의 안족과 거문고의 괘와 같이 음정을 상대

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준 요소가 없다. 그러므로 해금은 개방현143)상

태에서 유현(遊絃: 바깥줄)과 중현(中絃: 안줄)을 완전5도 간격으로 조율

한 뒤 유현 식지(食指, 1指)를 기준으로 중지(中指, 2指), 약지(藥指, 3

指), 소지(小指, 4指)를 사용하여 음정을 쌓는다. 또한 한 운지 안에서 

143) 왼손을 짚지 않은 상태의 현을 말한다.

악장 지용구 김덕진

중모리 c본청 계면조(27) 

c본청 계면조(10)

g본청 계면조(1)

c본청 경기시나위조(7)

f본청 계면조(14)

굿거리 c본청 계면조(56) ·

자진모리 · c본청 계면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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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할 수 있는 음역은 한정적144)이기 때문에 식지 즉, 1指145)의 이동

을 통해 다양한 음역대를 활용하며 연주하고 있다.

  해금의 운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음(主音)을 1指로 짚는 

방법이고, 둘째는 주음이 아닌 음정을 1指로 짚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주음을 중심으로 상·하의 음역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고, 

둘째 방법은 주음을 중심으로 고음역이나 저음역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음역을 활용하기 위해 1指의 위치를 이동하며 연주하

게 되고, 이러한 1指의 위치이동을 운지이동이라 한다.146)

  본 항목에서는 조의 변화에 따른147) 운지의 이동을 통해 주음의 위치

변화와 각 산조의 음역활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악보는 각 산조의 조표를 플렛 3개로 통일하여 이조

된 악보로 실제 연주 음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① 지용구 해금산조

  지용구 해금산조는 구성 장단인 중모리와 굿거리 모두 운지이동 없이 

1指의 위치가 주음인 c'로 선율이 전개된다.

② 김덕진 해금산조

  김덕진 해금산조는 모두 2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는데, 이조를 위한 

운지이동 1회,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 1회로 나타난다.

144) 해금의 한 포지션에서 발음할 수 있는 음역은 약 12도~3옥타브로 음고가 높을수

록 음과 음사이의 간격이 좁아 발음 가능한 음의 수가 증가한다. 노은아, "해금 창

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55쪽.
145) 이후의 식지(食指)는 1指라 하겠다.
146) 김용선, "해금산조의 시기별 전개양상과 음악적 특징"(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5), 55쪽.
147) 조의 변화는 주음이 변하는 이조와 선법이 변하는 전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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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조

 이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1회로 중모리에서 나타나며, 이를 악보로 먼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8> 김덕진 중모리 운지이동: 제10각-제11각 

  

  중모리 제10각은 c본청 계면조이고 제11각은 g본청 계면조로 악조의 

변화는 없으나 본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1指의 위치 또한 c'에서 완전5

도 위로 이동하여 g'를 중심으로 고음역을 활용하고 있다.

B.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1회로 중모리에서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 김덕진 중모리 운지이동: 제18각-제1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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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모리 제18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이고 제19각은 f본청 계면조로 구

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나는데 동시에 1指의 위치 또한 

g'에서 f'로 장2도 아래로 이동하여 조금 더 낮은 음역대를 활용하고 있

다.

 

  지금까지 1930년대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을 살펴보았

다. 지용구의 산조는 운지이동 없이 c'를 중심으로한 음역대에서만 선율이 

전개되고, 김덕진의 산조는 중모리에서 이조와 전조로 인해 2회의 운지이

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고음역을 활용한 선율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30년대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6> 1930년대 해금산조 운지이동 현황

구성장단 지용구 김덕진

중모리 c'
이조: c'-g'

전조: g'-f'

굿거리 c' ·

자진모리 · c'

운지이동

횟수
0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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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0년대 해금산조

  류대복·지영희·한범수·임선문 해금산조의 구성음과 선법을 통해 악

조를 분석하여 조의 변화를 살핀 후, 운지이동을 중심으로 조의 변화에 

따른 음역활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악조구성

① 류대복 해금산조

  류대복 해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6악장으로 구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67> 류대복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진양

F본청 추천목 (3)

f본청 계면조 (6)

E♭본청 우조 (2) 

e♭본청 계면조 (3)

E♭본청 우조 (1) 

e♭본청 계면조 (2)

17

중모리

E♭본청 우조 (3) 

e♭본청 계면조 (5) 

b♭본청 메나리조 (3) 

e♭본청 계면조 (2.5) 

E♭본청 평조 (6.5) 

e♭본청 계면조 (8)

28

중중모리
F본청 추천목 (11) 

c본청 계면조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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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양

  류대복 진양은 F본청 추천목 3장단, f본청 계면조 6장단, E♭본청 우

조 2장단, e♭본청 계면조 3장단, E♭본청 우조 1장단, e♭본청 계면조 2

장단, 총 17장단으로 구성된다.  

a. F본청 추천목: 제1각~제3각

  제1각부터 제3각은 F본청 추천목으로 출현음은 Ab, c', e♭', f', g', b♭', c", 

d", e♭", f" 이며, 구성음계는 라(c')-도(e♭')-레(f')-미(g')-솔(b♭')이다. 

  추천목의 발생은 반경드름 계통에서 시작했지만, 반경드름 선법과의 가

장 큰 차이점은 제2각 6박의 도(e♭')-시(d')와 같은 꺽는음의 등장에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추천목은 계면조의 변형 악조로 평

가되기도 하지만, 계면조와는 다시 선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엇모리

c본청 계면조 (10) 

C본청 평조 (5) 

F본청 평조 (6) 

c본청 계면조 (6)

F본청 우조 (2) 

F본청 추천목 (6) 

c본청 계면조 (1) 

36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13) 

C본청 평조(5)

g본청 계면조(4)

c본청 추천목(4)

C본청 평조(2)

c본청 계면조 (30)

58

휘모리
F본청 추천목(63)

c본청 계면조 (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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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대복 진양의 제1각 1박, 제2각 1박, 제3각 1박에 나타나는 도약선율

과 제2각 5박에 나타나는 붓점리듬형이 추천목 악조의 큰 특징이며 그 

외에도 엇붙임148) 등이 있다. 

  즉, 추천목은 평조나 우조와 같은 장조(Major)음계에서도 계면조에만 

등장하는 꺽는 청이 빈번하게 사용되지만,‘레’를 중심으로 라-도-레-

미-솔의 음계가 구성되며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추천목의 특

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을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 류대복 진양 계면조: 제1각-제3각

b. f본청 계면조: 제4각~제9각

  제4각부터 제9각까지는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d', e♭', f', g', a♭', 

b♭', c", f"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a♭')-레(b♭')에 

해당한다. 제4각 1박은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a♭')-시(g')가 등장하며 

선율이 시작되고 있으며, 본청인 라(f')로 장단의 선율을 마무리 하며 f본

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f본청 계면조의 구성음계의 특징은 

제9각까지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본청인 라(f')로 장단의 선율을 마무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148) 엇붙임은 판소리에서 1행의 사설(辭說)이 앞 장단에서 시작하여 다음 장단 중

간에서 끝나는 것으로 사설 단락이 장단의 리듬 체계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어긋나게 붙음으로써 장단과 장단 사이를 사설이 이어 주는 것을 말한다. 엇붙

임은 붙임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교에 해당하며, 기악에서는 악기의 선

율이 사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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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1> 류대복 진양 계면조: 제4각과 제9각

c. E♭본청 우조: 제10각~제11각

  제10각부터 제11각까지는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f', g', b♭', 

c"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한다. 

제10각 1박은 본청인 도(e♭')로 선율이 시작하여 또 하나의 골격음인 

솔(b♭)의 빈번한 출현과 제11각 6박의 본청 도(e♭')의 종지를 통해 E♭

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 류대복 진양 우조: 제10각과 제11각

d. e♭본청 계면조: 제12각~제14각

  제12각부터 제14각까지는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d♭', e♭', 

f', g♭', a♭', b♭', d♭"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

(f')-도(g♭')-레(a♭')에 해당한다. 앞서 제10각과 제11각의 E♭본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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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중심음으로 사용되던 도(e♭)와 솔(b♭)이 제13각의 시(f')의 등

장으로 조성이 계면조(minor)로 바뀌면서 중심음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

지만 제14각까지 라(e♭)와 미(b♭)가 중심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14

각에서 본청인 라(e♭')로 선율을 종지하며 e♭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 류대복 진양 계면조: 제12각, 제13각, 제14각

e. E♭본청 우조: 제15각

  제15각은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f, b♭, c', e♭'이며, 구성음계

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한다. 본청인 도(e♭')

로 선율을 시작하며, 또 하나의 골격음인 구성음인 솔(b♭)의 잦은 출현 

그리고 본청 도(e♭')의 종지를 통해 E♭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4> 류대복 진양 우조: 제1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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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본청 계면조: 제16각~제17각

  제16각부터 제17각까지는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f, b♭, e♭', f', 

g', a♭', b♭'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f')-도(g♭')-

레(a♭')에 해당한다. 앞서 E♭본청 우조에서 골격음으로 사용되던 도(e♭)

와 솔(b♭)이 제16각 1박의 도(g♭')-시(f')의 등장으로 조성이 우조

(major)에서 계면조(minor)로 바뀌면서 제17각까지 라(e♭)와 미(b♭)가 

골격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청인 라(e♭')로 선율을 종지하며 e♭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5> 류대복 진양 계면조: 제16각과 제17각

B. 중모리

  류대복 중모리는 E♭본청 우조 3장단, e♭본청 계면조 5장단, b♭본청 

메나리조 3장단, e♭본청 계면조 2.5장단, E♭본청 평조 6.5장단, e♭본청 

계면조 8장단, 총 28장단으로 구성된다.  

a. E♭본청 우조: 제1각~제3각

  제1각은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f, b♭, c', d', e♭'이며, 구성음

계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한다. 본청인 도(e♭')

의 도약진행으로 선율을 시작하며, 또 하나의 골격음인 솔(b♭)의 잦은 

출현 그리고 다시 본청 도(e♭')의 종지를 통해 E♭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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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6> 류대복 중모리 우조: 제1각과 제3각

b. e♭본청 계면조: 제4각~제8각

  제4각부터 제8각까지는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e♭', f', g♭', 

a♭', b♭'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f')-도(g♭')-

레(a♭')에 해당한다. 앞서 E♭본청 우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도(g♭')-

시(f')의 꺽는음이 제4각의 4박, 7박, 10박, 12박에 등장 함으로써 조성

이 우조(major)에서 계면조(minor)로 바뀌었다. 따라서 중심음의 직접적

인 이동은 없지만 제8각까지 라(e♭)와 미(b♭)가 중심음으로 사용하며 

e♭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이 단락의 특징은 e♭본청 계면조

의 엇청인 레(a♭')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악보로 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7> 류대복 중모리 계면조: 제4각과 제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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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본청 메나리조: 제9각~제11각

  제9각부터 제11각까지는 b♭본청 메나리조로 출현음은 e♭', f', a♭', b♭', 

d♭"이며, 구성음계는 미(f)-솔(a♭)-라(b♭)-도(d♭')-레(e♭')에 해당

한다. 앞서 e♭본청 계면조에서 중심음으로 사용되었던 라(e♭)와 미(b♭)

의 출현 빈도가 낮아지고, 메나리조의 주요 골격음인 라(b♭)와 미(f)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하행선율 진행 시 메나리조의 특징인 라(b♭)-

솔(a♭)-미(f) 선율진행이 등장하며 b♭본청 메나리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8> 류대복 중모리 메나리조: 제9각과 제11각

d. e♭본청 계면조: 제12각~제14각 6박

  제12각부터 제14각 6박까지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e♭', f', 

g♭', a♭', b♭'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f')-도(g♭')-

레(a♭')에 해당한다. 제12각부터 제13각은 계면조의 구성음계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14각은 제15각의 E♭본청 평조로 가기위한 연결마디

로 계면조와 평조의 구성음이 혼합되어 있어 한 가지 악조로만 볼 수 없

다. 따라서 악조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제14각의 6박까지를 라(e♭')가 본

청인 e♭본청 계면조로 볼 것이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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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9> 류대복 중모리 계면조: 제12각과 제14각 1박~6박

e. E♭본청 평조: 제14각 7박~제20각

  제14각 7박부터 제20각까지 E♭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a♭, b♭, e♭', 

f',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레(b♭')-미(c')-솔(e♭')-라(f')-도

(a♭')에 해당한다. 제14각의 7박부터는 제15각의 평조로 전조 되기 위

한 연결구로 나타나며, 앞서 E♭본청 계면조에서 중심음으로 사용되던 라

(e♭)가 더이상 출현하지 않고 평조의 주요 구성음인 레(b♭)가 압도적으

로 출현하면서 계면조(minor)에서 우조(major)로의 조성 변화가 드러난

다. 이후 제20각까지 레(b♭), 솔(e♭), 도(a♭')가 주요 출현음으로 나타

나고 본청인 솔(e♭')로 선율을 마무리하면서 E♭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0> 류대복 중모리 평조: 제14각 7박~12박, 제20각

f. e♭본청 계면조: 제21각~제28각

  제21각부터 제28각까지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A♭, e♭,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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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a♭', b♭'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f')-도

(g♭')-레(a♭')에 해당한다. 제21각에 지속적인 시(f')의 출현으로 전조

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제22각 6박과 제26각 9박에서 도(g♭')-시(f')

의 꺽는음 등장으로 e♭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28각까지 

라(e♭)와 미(b♭)를 주요 구성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본청 계면조의 

엇청인 레(a♭')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1> 류대복 중모리 계면조: 제21각, 제22각, 제28각

C. 중중모리

  류대복 중중모리는 F본청 추천목 11장단, c본청 계면조 2장단, 총 13

장단으로 구성된다.  

a. F본청 추천목: 제1각~제11각

  제1각부터 제11각은 F본청 추천목으로 출현음은 c, a, g, c', d', e♭', f', 

g', a', b♭', c"이며, 구성음계는 라(c')-도(e♭')-레(f')-미(g')-솔(b♭')

에 해당한다. 제1각은 추천목의 특징인 도약선율을 시작으로 붓점리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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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꺽는음은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제4각의 

2박의 16분음표의 도(e♭')와 3박의 8분음표 시(d')가 연결되어 나타나면

서 마치 도(e♭')-시(d') 꺽는음 선율형으로 나타나며 계면의 분위기도 나

타나고 있다. 라(c')와 레(f')를 중심으로 구성음이 골고루 잘 나타나며 제

11각까지 F본청 추천목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2> 류대복 중중모리 추천목: 제1각, 제4각, 제11각

b. c본청 계면조: 제12각~제13각

  제12각부터 제13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이

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

다. 제12각과 제13각은 다음 엇모리 장단의 c본청 계면조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제12각 4박에 도(e♭')-시(d')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제13각

의 마무리 선율을 본청인 라(c')로 마무리하며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3> 류대복 중중모리 계면조: 제12각과 제1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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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엇모리

  류대복 엇모리는 c본청 계면조 10장단, C본청 평조 5장단, F본청 평조 

6장단, c본청 계면조 6장단, F본청 우조 2장단, F본청 추천목 6장단, c

본청 계면조 1장단, 총 36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10각

  제1각부터 제10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

한다. 제1각은 엇모리의 기본장단구조 안에서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시

작하고  제10각까지 라(c')와 미(g)를 주요 골격음으로 선율을 구성하며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4> 류대복 엇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10각

b. C본청 평조: 제11각~제15각

  제11각부터 제15각까지 F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c, c', d', e', f', g', b♭'이

며, 구성음계는 레(g)-미(a)-솔(c)-라(d)-도(f)에 해당한다. 앞서 c본청 

계면조에서 미(g)와 라(c)가 골격음으로 출현하였는데 제11각부터는 더이

상 미(g)가 출현하지 않으면서 전조가 이루어졌다. 제21각까지 솔(c)을 골

격음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면서 C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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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5> 류대복 엇모리 평조: 제11각과 제15각

c. F본청 평조: 제16각~제21각

  제16각부터 제21각까지 F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c, g, b♭, c', d', f', 

g', b♭', c"이며, 구성음계는 레(c')-미(d')-솔(f')-라(g')-도(b♭')에 해

당한다. 솔(f')과 레(c')가 주요 골격음으로 출현하며 F본청 평조를 확립

하고 있으며, 제21각의 마지막박은 c로 종지하여 다음 조성인 c본청 계

면조를 예비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6> 류대복 엇모리 평조: 제16각과 제21각

d. c본청 계면조: 제22각~제27각

  제22각부터 제27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g, b♭, c', d', e♭', 

f', g'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

당한다. 앞서 제21각의 F본청 평조의 골격음인 레(c)가 c본청 계면조로 전

조가 되면서 라(c)로 중심음이 되었다. 이후 제27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면

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

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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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7> 류대복 엇모리 계면조: 제22각과 제27각

e. F본청 우조: 제28각~제29각

  제28각부터 제29각까지는 F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f, g, c', f', g' 이며, 

구성음계는 솔(c')-라(d')-도(f')-레(g')-미(a')에 해당한다. 제28각과 

제29각에 잠깐 등장하는 레(g)를 제외하면 F본청 우조의 주요 골격음인 

솔(c')과 도(f')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28> 류대복 엇모리 우조: 제28각과 제29각

f. F본청 추천목: 제30각~제35각

  제30각부터 제35각은 F본청 추천목으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이며, 구성음계는 라(c')-도(e♭')-레(f')-미(g')-솔(b♭')에 해

당한다. 추천목 악조의 특징인 제31각 1박에 나타나는 선율의 도약과 제

35각까지 각 마디마다 붓점리듬형이 출현하고 있다. 추천목의 구성음계

가 고르게 선율에 나타나면서 F본청 추천목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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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9> 류대복 엇모리 추천목: 제30각, 제31각, 제35각

g. c본청 계면조: 제36각

  제36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f', g'이며, 구성음계는 미

(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이 각은 다음 

자진모리장단을 계면조로 시작하기 위한 예비마디라 볼 수 있으며, c본청 

계면조의 중심음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

음과 같다. 

<악보 3-30> 류대복 엇모리 계면조: 제36각

E. 자진모리

  류대복 자진모리는 c본청 계면조 13장단, C본청 평조5장단, g본청 계

면조 4장단, c본청 추천목 4장단, C본청 평조 2장단, c본청 계면조 30장

단, 총 58장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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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13각

  제1각부터 제13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F, c, g,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

에 해당한다. 제1각은 자진모리의 기본장단구조 위에 본청 c'로 선율을 

시작하여 또 다른 골격음인 미(g)가 함께 자주 출현하며 제13각까지 c본

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1> 류대복 자진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13각

b. C본청 평조: 제14각~제18각

  제14각부터 제18각까지 C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g, a, c', d', f', g'이

며, 구성음계는 레(g)-미(a)-솔(c')-라(d')-도(f')에 해당한다. 제14각

부터 제18각까지는 레(g)와 솔(c)이 골격음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고 본

청인 솔(c)로 선율을 종지하면서 C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2> 류대복 자진모리 평조: 제14각과 제1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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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본청 계면조: 제19각~제22각

  제19각부터 제22각까지는 g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F, c, d, g,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d)-솔(f)-라(g)-시(a)-도(b♭)-레(c')에 해당

한다. 앞서 제18각의 C본청 평조에서 g본청 계면조로 전조를 하면서 주

요 골격음이었던 레(g)가 라(g)가 된다. 제19각부터는 라(g)의 출현빈도

수가 높아지고,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꺽는음 도(b♭)-시(a)가 제20

각, 제21각, 제22각에 연이어 등장하면서 제22각까지 g본청 계면조를 확

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3> 류대복 자진모리 계면조: 제19각과 제22각

d. C본청 추천목: 제23각~제26각

  제23각은 C본청 추천목으로 출현음은 c, d, g, b♭, c', d', e♭',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라(g)-도(b♭)-레(c')-미(d')-솔(f')에 해당한다. 골격음

인 라(g)와 레(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율구성과 그 외의 붓점리듬형의 

출현을 통해 C본청 추천목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4> 류대복 자진모리 추천목: 제23각과 제2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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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본청 평조: 제27각~제28각

  제27각부터 제28각까지 C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c, d, g, a, c', d' 이

며, 구성음계는 레(g)-미(a)-솔(c')-라(d')-도(f')에 해당한다. 주요 골

격음인 솔(c')과 레(g)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고 있으며 제28각은 본

청인 솔(c')로 선율을 마무리 하면서 C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5> 류대복 자진모리 평조: 제27각과 제28각

f. c본청 계면조: 제29각~제58각

  제1각부터 제27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g, c', d', e♭', e', 

f', g',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29각은 미(g)-라(c')로 자진모리의 기본장단구조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33각에 도(e♭')-시(d')의 꺽는음이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58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로 선율로 진

행이 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6> 류대복 자진모리 계면조: 제29각, 제33각, 제58각



- 167 -

F. 휘모리

  류대복 휘모리는 F본청 추천목 63장단, c본청 계면조 9장단, 총 72장단

으로 구성된다.

a. F본청 추천목: 제1각~제63각

  제1각부터 제63각은 F본청 추천목으로 출현음은 c, g, b♭, c', d', e♭', 

f', g', b♭', c" 이며, 구성음계는 라(c')-도(e♭')-레(f')-미(g')-솔(b♭')

이다. 추천목의 특징인 선율의 도약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레(f')와 라

(c')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63각까지 나타

난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7> 류대복 휘모리 추천목: 제1각과 제63각

    

 

b. c본청 계면조: 제64각~제72각

  제64각부터 제72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c"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64각은 계면조의 주요 구성음인 라(c")-미(g')-도(e♭')로 

선율을 진행하고 제69각에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c본

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마지막 각인 제72각에서도 본청인 라(c')로 

선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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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8> 류대복 휘모리 계면조: 제64각과 제72각

    

  

② 지영희 해금산조

  지영희 해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5악장

으로 구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68> 지영희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진양

E♭본청 우조 (4) 

B♭본청 평조 (4) 

f본청 계면조 (8) 

16

중모리
c본청 계면조 (8) 

E♭본청 진경드름 (4)  
12

중중모리

c본청 계면조 (9) 

f본청 계면조 (1.5)  

F본청 추천목 (2.5)   

c본청 계면조 (3)  

16

굿거리
c본청 계면조 (19)  

E♭본청 진경드름 (8)  
27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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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양

  지영희 진양은 E♭본청 우조 4장단, B♭본청 평조 4장단, f본청 계면조 

8장단, 총 16장단으로 구성된다.

a. E♭본청 우조: 제1각~제4각

  제1각부터 제4각까지는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f, g, b♭, c',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한

다. 도(e♭')와 솔(b♭)을 골격음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음이 고르게 나타나

며, 제4각의 마지막 박에서 본청 도(e♭')로 선율을 종지하며 E♭본청 우

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39> 지영희 진양 우조: 제1각과 제4각

b. B♭본청 평조: 제5각~제8각

  제5각부터 제8각까지는 B♭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b♭, c', e♭', f', g', 

b♭', c" 이며, 구성음계는 레(f)-미(g)-솔(b♭)-라(c')-도(e♭')에 해당

한다. 주요 골격음인 솔(b♭')과 레(f')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고, 

제8각 마지막의 선율도 레(f')로 종지 하면서 B♭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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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0> 지영희 진양 평조: 제5각과 제8각

c. f본청 계면조: 제9각~제16각

  제9각부터 제16각까지는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f', g', a♭', b♭', 

c" , e♭", f" 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a♭')-레(b♭')

에 해당한다. 제9각 2박에 도(a♭')-시(g')의 꺽는음이 등장하고 3박의 미(c')

를 굵게 요성하며 제16각까지 f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1> 지영희 진양 계면조: 제9각과 제16각

B. 중모리

  지영희 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8장단, E♭본청 진경드름 4장단, 총 12

장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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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8각

  제1각부터 제8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의 5박, 9박, 11박, 12박에서 계면조의 떠는음

인 g를 굵게 요성하고 6박에서 도(e♭')-시(d')의 꺽는음까지 출현하면

서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8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

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를 확

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2> 지영희 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8각

b. E♭본청 진경드름: 제9각~제12각

  제9각부터 제12각까지는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f, g, b♭, c', 

e♭', f', g'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한다. 경토리를 판소리화시킨 악조인 진경드름은 우조와 같은 구성음

계이지만, 선율의 분위기(mood)에 그 차이가 있다. 웅장하고 남성적인 

악조분위기의 우조와 달리 진경드름은 상대적으로 경쾌하고 명랑하다. 도

(e♭')와 솔(b♭)을 중심으로 구성음이 고르게 출현하고 있으며, 중모리의 

마지막 각인 제12각에서 본청인 도(e♭')로 선율을 종지하며 E♭본청 진

경드름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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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3> 지영희 중모리 진경드름: 제9각과 제12각

C. 중중모리

  지영희 중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9장단, f본청 계면조 1.5장단, F본청 

추천목 2.5장단, c본청 계면조 3장단, 총 16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9각

  제1각부터 제9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d, e♭, g,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각 3박에서 계면조의 꺽는음 도(e♭)-시(d)가 출현하고 4

박에서는 떠는음인 미(g)의 굵은 요성과 함께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9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

르게 출현하며 c본청으로 선율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

음과 같다.

<악보 3-44> 지영희 중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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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본청 계면조: 제10각~제11각 3박

  제10각부터 제11각 3박까지는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f', g', a♭', 

c" 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a♭')-레(b♭')

에 해당한다. 주요 골격음인 라(f')와 미(c')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a♭')-시(g')가 여러차례 등장하며 f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5> 지영희 중중모리 계면조: 제10각과 제11각 3박

c. F본청 추천목: 제11각 4박~제13각

  제11각 4박부터 제13각은 F본청 추천목으로 출현음은 c', e♭', f', g', 

b♭', c", d", e♭", f" 이며, 구성음계는 라(c')-도(e♭')-레(f')-미(g')-

솔(b♭')이다. 제12각에서 도(e♭')를 꺽으면서 계면조의 분위기를 내는 

듯 하지만 제13각까지 레(f')를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면서 F본청 추천

목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6> 지영희 중중모리 추천목: 제11각 4박-제12각, 제1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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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본청 계면조: 제14각~제16각

  제14각부터 제16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이

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

다. 제14각에서 떠는음인 미(g)를 굵게 요성하고 있고 제15각과 제16각

에 꺽는음 도(e♭')-시(d')까지 출현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

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7> 지영희 중중모리 계면조: 제14각과 제16각

D. 굿거리

  지영희 굿거리는 c본청 계면조 19장단, E♭본청 진경드름 8장단, 총 

27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19각

  제1각부터 제19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d, e♭, g, a♭, a,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굿거리의 기본장단구조 위에 c본청 계면조의 중

심음인 라(c')로 선율이 진행되고 떠는음인 미(g)의 굵은 요성과 함께 계면

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19각까지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e♭')-시(d')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

가 고르게 출현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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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8> 지영희 굿거리 계면조: 제1각과 제19각

b. E♭본청 진경드름: 제20각~제27각

  제20각부터 제27각까지는 E♭본청 진경드름으로 출현음은 g, b♭, c', 

e♭', f'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

한다. 골격음인 도(e♭')와 솔(b♭)을 중심으로 구성음이 고르게 출현하고 

있으며, 제27각에서 본청인 도(e♭')로 선율을 종지하며 E♭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49> 지영희 굿거리 진경드름: 제20각과 제27각

E. 자진모리

  지영희 자진모리는 전체 36장단 모두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36각

  제1각부터 제36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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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각은 자진모리의 기본장단구조 위에 본청 라(c')로선율을 시작해 4

박에서 떠는음인 미(g)의 굵은 요성, 그리고 제2각 2박에서 계면조의 꺽는

음까지 출현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36각까지 라(c')

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고 있으며 

라(c')로 선율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0> 지영희 자진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36각

③ 한범수 해금산조

  한범수 해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4악장으로 구

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69> 한범수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진양

c본청 경기시나위조(4)

c본청 계면조 (19)

f본청 경기시나위조 (4)

c본청 경기시나위조 (10)

37

중모리
c본청 경기시나위조 (3)

c본청 계면조 (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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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양

  한범수 진양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 4장단, c본청 계면조 19장단, f본청 

경기시나위조 4장단, c본청 경기시나위조 10장단 총 37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제4각

  제1각부터 제4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c, d, e♭, g, a, b♭, 

c', d', e♭', f' 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라(c')-시(d')-

도(e♭')-레(f')이다. 제1각은 진양의 기본장단구조 위에 c본청 경기시나

위조의 주요 골격음인 라(c)와 미(g)를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고 있다. 

제1각에서 미(g)를 굵게 요성하고 제2각 2박에 도(e♭')-시(d')를 꺽으

며 계면길의 시작을 알리는 듯 보이나, 제3각 2박에 경기시나위 음계의 

특징인 제2꺽는청 솔(b♭)-파♯(a♮)가 출현하며 제4각까지 경기시나위

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중모리

c본청 계면조 (23)

f본청 경기시나위조 (6)

c본청 계면조 (19)

48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5) 

f본청 경기시나위조 (3)

c본청 계면조 (45)

f본청 경기시나위조 (7)

c본청 계면조 (1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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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1> 한범수 진양 경기시나위조: 제1각, 제3각, 제4각

b. c본청 계면조: 제5각~제23각

  제5각부터 제23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a♭, b, c', d', e♭', 

e', f', g', a', a♭', b♭',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

(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5각은 c본청 계면조

의 떠는음인 미(g)를 굵게 요성하며 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제23각

까지 꺽는음인 도(e♭')-시(d')의 잦은 출현과 c를 중심으로 구성음계인 

g-c'-d'-e♭'-f'가 고르게 나타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

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2> 한범수 진양 계면조: 제5각과 제2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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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24각~제27각

  제24각부터 27각까지는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c, f, g, a♭, 

c', d♭', d', e♭', f', g', a♭', b♭'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

(e♭')-라(f')-시(g')-도(a♭')-레(b♭')이다. 제24각부터는 전조가 되면

서 f본청의 구성음계중 골격음인 미(c')와 라(f')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

고 있으며, 제25각에서 걸쳐 f본청 경기시나위조의 제2꺽는청인 솔(e♭')-

파♯(d♮')가 출현하면서 제27각까지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3> 한범수 진양 경기시나위조: 제24각, 제25각, 제27각

d.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28각~제37각

  제28각부터 제37각까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c', d', e♭', e', 

f', g', a', b♭', b', c", d", e♭", f", g♭", g"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

솔(b♭)-라(c')-시(d')-도(e♭')-레(f')이다. 제28각 2박에서 미(g)를 요

성하고 3박에 제2꺽는청인 솔(b♭)-파♯(a♮)의 출현으로 경기시나위조를 

알 수 있다. 이후로도 도(e♭')-시(d') 꺽는음의 빈번한 출현과 미(g)의 요

성, 그리고 제34각의 5박에서 다시 한번 제2꺽는청이 나타나면서 c본청 경

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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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4> 한범수 진양 경기시나위조: 제28각, 제34각, 제37각

B. 중모리

  한범수 중모리는 c본청 경기시나위조 3장단, c본청 계면조 19장단 총 

22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제3각

  제1각부터 제3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c, d, e♭, g, a, 

b♭, c', d', e♭'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라(c')-시

(d')-도(e♭')-레(f')이다. 제1각은 기본장단구조위에 구성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계면길의 시작을 알리는 듯 보이나, 제2각의 2박과 3박에 경기

시나위 음계의 특징인 제2꺽는청 솔(b♭)-파♯(a♮)출현하며 경기시나위

조를 확립하고 있다. 경기시나위조가 잘 드러나는 제2각을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5> 한범수 중모리 경기시나위조: 제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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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본청 계면조: 제4각~제22각

  제4각부터 제22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g, c', d', e♭', f', 

a', g', b, 'b♭',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

(d')-도(e♭')-레(f')에 해당한다. 제4각은 구성음계의 주요 골격음인 

‘라(c')-도(e♭')-시(d')’를 1박부터 3박까지 반복하며 선율을 진행하

고 있으며, 7박에서 미(g)를 굵게 떨어주며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

다. 이후로도 라(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로 선율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각

인 제22각에서 다시 한번 도(e♭')-시(d')의 꺽는음과 미(g)를 굵게떨고 

본청인 라(c')로 선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6> 한범수 중모리 계면조: 제4각과 제22각

C. 중중모리

  한범수 중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23장단, f본청 경기시나위조 6장단, c

본청 계면조 19장단 총 48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23각

  제1각부터 제23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e', f', 

g', a♭', a', b♭', c"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

(e♭')-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중중모리의 기본장단구조 위에서 본

청인 라(c')로 선율을 시작하여 이후 구성음인 g-c'-d'-e♭'-f'가 고르



- 182 -

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로 선율을 구성하고 있다. 제23각에서 계면조

의 떠는음인 g를 굵게 요성하고 꺽는음 도(e♭')-시(d')까지 출현하면서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7> 한범수 중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23각

b.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24각~제29각

  제24각부터 29각까지는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f, a♭, c', d♭', 

e', e♭', f', g', a♭'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e♭')-라(f')-시

(g')-도(a♭')-레(b♭')이다. 제25각 2박과 29각 마지막 박에서 f본청 

경기시나위조의 제2꺽는청인 솔(e♭')-파♯(d♮')가 출현하면서 경기시나

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8> 한범수 중중모리 계면조: 제24각, 제25각, 제2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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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본청 계면조: 제30각~제48각

  제30각부터 제48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e♭', 

f', g', a♭', c"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30각은 구성음계의 주요 골격음인 라(c')-도(e♭')-

시(d')로 선율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라(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계면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중모리 마지막 각인 제48각에서 미(g)를 굵게 요성하고 본청인 라(c')

로 선율을 마무리하며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59> 한범수 중중모리 계면조: 제30각과 제48각

D. 자진모리

  한범수 자진모리는 c본청 계면조 5장단, f본청 경기시나위조 3장단, c

본청 계면조 45장단, f본청 경기시나위조 7장단, c본청 계면조 15장단 

총 75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5각

  제1각부터 제5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이

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

다. 제1각은 자진모리 기본장단구조 위에서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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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후 제3각에서 꺽는음인 도(e♭')-시(d')가 연달아 출현하고 제4

각에서 떠는음인 미(g)를 굵게 요성하면서 제5각까지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3각과 제4각을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0> 한범수 자진모리 계면조: 제3각과 제4각

b.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6각~제8각

  제6각부터 제8각까지는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d', e♭', f', g', 

a♭', c"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e♭')-라(f')-시(g')-도

(a♭')-레(b♭')이다. 제6각에 f본청 경기시나위조의 제2꺽는청인 솔(e♭')-

파♯(d♮')와 꺽는청 도(a♭')-시(g')가 출현하면서 경기시나위조로 전조가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기 시나위나위조 선법의 특징인 제2꺽는청은 

제7각과 제8각에 연이어 나타나며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1> 한범수 자진모리 계면조: 제6각과 제8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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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본청 계면조: 제9각~제53각

  제9각부터 제53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a♭', a',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

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9각은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

(e♭')-시(d')로 선율을 시작하여 제11각 2박에서 계면조의 떠는음인 g를 

굵데 요성하면서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53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로 선

율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2> 한범수 자진모리 계면조: 제9각, 제11각, 제53각

d.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54각~제60각

  제54각부터 60각까지는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f, a♭, c', d', 

f', g', a♭'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e♭')-라(f')-시(g')-

도(a♭')-레(b♭')이다. 제54각과 제55각에 f본청 경기시나위조의 제2꺽

는청인 솔(e♭')-파♯(d♮')가 출현하면서 경기시나위조로 전조가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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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3> 한범수 자진모리 경기시나위조: 제54각과 제55각

e. c본청 계면조: 제61각~제75각

  제61각부터 제75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b♭', c", d", e♭", f"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

(d')-도(e♭')-레(f')에 해당한다. 제61각은 미(g)로 선율을 시작하여 4

번째 박에서 계면조의 꺽는음 도(e♭')-시(d')의 출현으로 계면조를 나타

내고 있다. 이후 마지막 각인 제75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

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고 있으며,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4> 한범수 자진모리 계면조: 제61각과 제75각

④ 임선문 해금산조

  임선문 해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4악장으로 구

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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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0> 임선문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A. 진양

  임선문 진양은 전체 21장단 모두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21각

  제1각부터 제21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d, e♭, f, g, a♭, 

b♭, c', d', e♭', f', g',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

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각 2박에서 계면조의 떠

는음인 미(g)의 요성과 함께 꺽는음 도(e♭')-시(d')까지 함께 출현하면

서 확실하게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마지막 각인 제21각까지 c'를 중심으로 계면조의 구성음인 

g-c'-d'-e♭'-f'가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계면조로 선율로 진행이 되

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진양 c본청 계면조 (21) 21

중모리

c본청 계면조 (1)

f본청 경기시나위조 (3)

f본청 계면조 (12)

16

중중모리
c본청 경기시나위조 (9)

c본청 계면조 (28)
37

자진모리
c본청 경기시나위조 (6)

c본청 계면조 (3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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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5> 임선문 진양 계면조: 제1각과 제21각

B. 중모리

  임선문 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1장단, f본청 경기시나위조 3장단, f본

청 계면조 12장단 총 16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

  제1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

(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본청인 c'는 잘게 요성하고 떠는음인 

g를 굵게 요성하면서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6> 임선문 중모리 계면조: 제1각

b.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2각~제4각

  제2각부터 4각까지는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f, g, a♭, b♭, c', 

d', e♭', f', g', a♭'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e♭')-라(f')-

시(g')-도(a♭')-레(b♭')이다. 제2각은 f본청 경기시나위조의 떠는 음인 

미(c')를 굵게 요성하면서 전조가 되었음을 알리며, 솔(e♭')-파♯(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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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꺽는청이 출현하면서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

은 제4각까지 나타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7> 임선문 중모리 경기시나위조: 제2각과 제4각

c. f본청 계면조: 제5각~제16각

  제5각부터 제16각까지는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e♭', f', g', a♭', 

b♭',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

(a♭')-레(b♭')에 해당한다. 

  제5각은 f본청 계면조의 엇청인 레(b♭)로 선율이 시작되어, 제6각부터는 

도(a♭')-시(g)의 꺽는음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제6각, 제7각, 

제10각, 제12각, 제13각, 제15각, 제16각에서 f'로 선율을 종지하며 f본

청 계면조임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8> 임선문 중모리 계면조: 제5각과 제16각



- 190 -

C. 중중모리

  임선문 중중모리는 c본청 경기시나위조 9장단, c본청 계면조 28장단 

총 37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제9각

  제1각부터 제9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c, d, e♭, g, a, b♭, 

c', d', e♭', f'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라(c')-시(d')-

도(e♭')-레(f')이다. 제1각은 기본 장단구조위에 구성음계인 미(g)로 선

율을 시작하고 제2각부터 도(e♭')-시(d')의 꺽는음이 출현하며 계면길의 

시작을 알리는 듯 보이나, 제3각부터 제5각, 제7각, 제9각에 경기시나위 

음계의 특징인 제2꺽는청 솔(b♭)-파♯(a♮)가 출현하면서 c본청 경기시

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69> 임선문 중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9각

b. c본청 계면조: 제10각~제37각

  제10각부터 제37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 g', 

b♭'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0각부터는 경기시나위의 제2꺽는청인 솔(b♭)-파♯(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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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계면의 주요 골격음인 미(g)-라(c')-도(e♭')-시

(d')로 선율을 진행하며 조가 변화되었다. 제37각까지 떠는음인 미(g)와 

본청인 라(c')로 선율을 마무리 하면서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70> 임선문 중중모리 계면조: 제10각과 제37각

D. 자진모리

  임선문 자진모리는 c본청 경기시나위조 6장단, c본청 계면조 31장단 

총 37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제6각

  제1각부터 제6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a, b♭, c', d', e♭', 

f' 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라(c')-시(d')-도(e♭')-레(f')이

다. 제1각부터 기본장단구조 위에 경기시나위의 구성음으로 선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미(g)의 굵은 요성과 솔(b♭)-파♯(a♮)의 제2꺽는청이 제3각, 

제4각, 제6각에 걸쳐 출현하면서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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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1> 임선문 자진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각과 제6각

b. c본청 계면조: 제7각~제37각

  제7각부터 제37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a', b♭', c", e♭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7각부터는 더 이상 경기시나위의 제2꺽는청인 솔(b♭)

이 등장하지 않고, 계면의 주요 골격음인 미(g)-라(c')-도(e♭')-시(d')

로 선율을 진행하며 조가 변화되었으며, 마지막 각인 제37각까지 조의 

변화 없이 본청인 라(c')로 선율을 마무리 하면서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

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72> 임선문 자진모리 계면조: 제7각과 제3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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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60년대 해금산조의 악조구성을 살펴보았다. 

  류대복의 산조는 E♭본청 우조, F본청 우조, b♭본청 메나리조, E♭본

청 평조, F본청 평조, C본청 평조, F본청 추천목, e♭본청 계면조, f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고, 지영희의 산조는 

E♭본청 우조, E♭본청 진경드름, B♭본청 평조, F본청 추천목, f본청 계

면조, c본청 계면조, f본청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범수의 산조는 c

본청 경기시나위조, c본청 계면조,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임선문의 산조는 c본청 계면조, f본청 계면조, c본청 경기시나위

조, f본청 경기시나위조가 구성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1960년대 해금산조는 추천목, 우조, 평조, 진경드름, 메나리조, 

계면조, 경기시나위조의 7가지 악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 해금산조의 악조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1> 1960년대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 수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

진

양

F본청 추천목(3)

f본청 계면조(6) 

E♭본청 우조(2) 

e♭본청 계면조(3)

E♭본청 우조(1) 

e♭본청 계면조(2)

E♭본청 우조(4) 

B♭본청 평조(4) 

f본청 계면조(8) 

c본청경기시나위조(4)

c본청 계면조(19)

f본청경기시나위조(4)

c본청경기시나위조(10)

c본청 계면조(21)

중

모

리

E♭본청 우조(3) 

e♭본청 계면조(5) 

b♭본청메나리조(3) 

e♭본청계면조(2.5) 

E♭본청 평조(6.5) 

e♭본청 계면조(8)

c본청 계면조(8) 

E♭본청진경드름(4)  

c본청경기시나위조(3)

c본청 계면조(19)

c본청 계면조(1)

f본청경기시나위조(3)

f본청 계면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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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모

리

F본청 추천목(11) 

c본청 계면조(2)

c본청 계면조(9) 

f본청 계면조(1.5)  

F본청 추천목(2.5)  

c본청 계면조(3)  

c본청 계면조(23)

f본청경기시나위조(6)

c본청 계면조(19)

c본청경기시나위조(9)

c본청 계면조(28)

굿

거

리

·
c본청 계면조(19)  

E♭본청진경드름(8)  
· ·

엇

모

리

c본청 계면조(10) 

C본청 평조(5) 

F본청 평조(6) 

c본청 계면조(6)

F본청 우조(2) 

F본청 추천목(6) 

c본청 계면조(1) 

· · ·

자

진

모

리

c본청 계면조(13) 

C본청 평조(5)

g본청 계면조(4)

c본청 추천목(4)

C본청 평조(2)

c본청 계면조(30)

c본청 계면조(36) 

c본청 계면조(5) 

f본청경기시나위조(3)

c본청 계면조(45)

f본청경기시나위조(7)

c본청 계면조(15) 

c본청경기시나위조(6)

c본청 계면조(31)

휘

모

리

F본청 추천목(66)

c본청 계면조(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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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

① 류대복 해금산조

  류대복 해금산조는 모두 7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난다. 전조를 위한 운지

이동 5회,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이 2회로 나타나는데,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은 다시 주음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주음에서 

이동하는 경우로 나뉜다.

A.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5회로 진양에서 2회, 중모리에서 1회, 자진모리

에서 2회 나타난다. 먼저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73> 류대복 진양 운지이동: 제9각-제10각, 제14각과 제1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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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 제9각은 f본청 계면조이고 제10각은 E♭본청 우조로 구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f'에서 장2도 아

래로 이동하여 e♭'을 중심으로 음역을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진양 제14각의 e♭본청 계면조에서 제15각에 들어서며 E♭본청 우

조로 전조가 되는데 이때 1指의 위치 또한 e♭'에서 b♭으로 이동하여 b♭

중심으로 상·하의 음역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다.

<악보 3-74> 류대복 중모리 운지이동: 제3각-제4각

  중모리 제3각의 E♭본청 우조에서 제4각에 들어서며 e♭본청 계면조로 

구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b♭에

서 장4도 위로 이동하여 e♭'을 중심으로 고음역대를 활용하고 있다.

<악보 3-75> 류대복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18각-제19각, 제28각-2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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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모리 제18각의 C본청 평조에서 제19각에 들어서며 g본청 계면조로 

구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c'에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동하여 g를 중심으로 저음역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진모리 제28각의 C본청 평조에서 제29각에 들어서며 c본청 계면

조로 본청은 그대로지만 구성음계가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g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c'를 중심으로 다시 고음역대를 

활용하고 있다.

B. 주음의 위치변화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은 2회로, 주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진양에서 1회, 주음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중모리에서 1회로 나타난다. 이

를 먼저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음으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76> 류대복 진양 운지이동: 제17각

  

  진양 제17각은 e♭본청 계면조로 1指의 위치가 b♭에서 주음인 e♭'으

로 이동하면서 e♭'을 중심으로 고음역을 활용하고 있다.

b. 주음에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77> 류대복 중모리 운지이동: 제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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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모리 제1각은 E♭본청 우조로 1指의 위치가 주음인 e♭'에서 완전4도 아

래인 b♭으로 이동하면서 b♭을 중심으로 음역을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② 지영희 해금산조

  지영희 해금산조는 모두 7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난다. 전조를 위한 운지

이동 4회, 이조를 위한 운지이동 2회,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

이 1회로 나타나는데,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은 주음에서 운지

이동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A.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4회로 진양에서 2회, 중모리에서 1회, 굿거리

에서 1회 나타난다. 먼저 악보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78> 지영희 진양 운지이동: 제4각-제5각, 제8각-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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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 제4각은 E♭본청 우조이고 제5각은 B♭본청 평조로 전조가 나타나

는데 1指의 위치 또한 b♭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e♭'을 중심으로 

고음역을 활용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진양 제8각의 B♭본청 평조에서 제9각에 들어서며 f본청 계면조로 

전조가 되는데 이때 1指의 위치는 e♭'에서 f'으로 예비 이동하여 미리 분

위기를 전환하고 고음역대로의 음역을 확장하고 있다.

<악보 3-79> 지영희 중모리 운지이동: 제8각-제9각

  중모리 제8각의 c본청 계면조에서 제9각에 들어서며 E♭본청 진경드름

조로 구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c'에서 장2도 아래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활용하

고 있다.

<악보 3-80> 지영희 굿거리 운지이동: 제19각-제20각

  굿거리 제19각의 c본청 계면조에서 제20각에 들어서며 E♭본청 진경드

름조로 구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전조가 나타났다. 1指의 위치가 g

에서 단3도 위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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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조

  이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2회로 중중모리에서 2회에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81> 지영희 중중모리 운지이동: 제9각-제10각, 제13각-제14각

 

  중중모리 제9각의 c본청 계면조에서 제10각에 들어서며 악조는 같으나 

본청이 달라지면서 f본청 계면조로 전조가 나타났다. 1指의 위치 또한 c'

에서 완전5도 위로 이동하여 f'를 중심으로 고음역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중모리 제13각의 f본청 계면조에서 제14각에 들어서며 악조는 

같으나 본청이 달라지면서 다시 c본청 계면조로 전조가 나타났다. 1指의 

위치 또한 f'에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동하여 c'를 중심으로 상·하음역대

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다.

C. 주음의 위치변화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은 주음에서 이동하는 경우로 굿거리

에서 1회로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음에서 운지이동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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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2> 지영희 굿거리 운지이동: 제6각-제7각

  굿거리 제6각과 제7각은 c본청 계면조이지만 1指의 위치가 주음인 c'에

서 g로 이동하면서 g를 중심으로 저음역을 활용하고 있다.

③ 한범수 해금산조

  한범수 해금산조는 모두 2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는데, 주음의 위치변

화로 인한 운지이동 1회,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 1회로 나타난다.

A. 주음의 위치변화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은 주음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진양에

서 1회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음으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83> 한범수 진양 운지이동: 제4각-제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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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 제4각과 제5각 그리고 제6각은 c본청 계면조로 같은 악조이지만 

제4각에서 1指의 위치가 g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제5각부터는 c'를 

중심으로 음역을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운지이동은 제5각에서 

이루어졌지만, 바뀐 주음인 c'는 제6각부터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중모리에서 1회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3-84> 한범수 중모리 운지이동: 제3각-제4각

  중모리 제3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이고 제4각은 c본청 계면조로 전조

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g에서 c'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음역

을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④ 임선문 해금산조

  임선문 해금산조는 모두 4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는데, 전조를 위한 운

지이동 3회,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 1회로 나타난다.

A.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중모리 1회, 중중모리 1회, 자진모리에서 1회

로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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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5> 임선문 중모리 운지이동: 제4각-제6각

 중모리 제4각은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제5각에서 f본청 계면조로 전조가 

나타난다. 1指의 위치는 c'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제5각부터 f'를 중

심으로 고음역으로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운지이동은 제5각에

서 이루어졌지만 바뀐 주음인 f'는 제6각부터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86> 임선문 중중모리 운지이동: 제9각-제10각

중중모리 제9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제10각에서 c본청 계면조로 전

조가 나타난다. 1指의 위치는 g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제9각부터는 

c'를 중심으로 고음역으로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87> 임선문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6각-제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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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모리 제6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제7각에서 c본청 계면조로 전

조가 되면서 1指의 위치가 g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제9각부터 c'로 

이동하여 고음역으로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B. 주음의 위치변화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은 주음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진양에

서 1회 나타난다.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음으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88> 임선문 진양 운지이동: 제3각-제4각

 진양 제3각과 제4각은 c본청 계면조로 악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1指의 

위치가 g에서 완전4도 위인 c'로 이동하여 고음역대로 음역을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1960년대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을 살펴보았

다. 류대복의 산조는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에서 전조와 주음의 위치변화

로 인해 7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고, 지영희의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

모리, 굿거리에서 전조와 이조, 그리고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해 7회의 운

지이동이 나타났으며, 한범수의 산조는 진양, 중모리에서 전조와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해 2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났다. 그리고 임선문의 산조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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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에서 전조와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해 4회

의 운지 이동이 나타났다. 1960년대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3-72> 1960년대 해금산조 운지이동 현황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

진

양

전조: f'-e♭'

전조: e♭'-b♭

주음으로: b♭-e♭'

전조: b♭-e♭'

전조: e♭'-f'
주음으로: g-c' 주음으로: g-c'

중

모

리

주음에서: e♭'-b♭

전조: b♭-e♭'

전조: c'-b♭ 전조: g-c' 전조: c'-f'

중

중

모

리

c'

 

이조: c'-f'

이조: f'-c'

c' 전조: g-c'

굿

거

리

·
주음에서: c'-g

전조: g-b♭
· ·

엇

모

리

c' · · ·

자

진

모

리

전조: c'-g

전조: g-c'
c' c' 전조: g-c'

휘

모

리

c' · · ·

운지

이동

횟수

7회 7회 2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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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해금산조

  서용석·김영재 해금산조의 구성음과 선법을 통해 악조를 분석하여 조

의 변화를 살핀 후, 운지이동을 중심으로 조의 변화에 따른 음역활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악조구성

① 서용석 해금산조

  서용석 해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빠른중중모리, 자진모리, 엇

모리의 6악장으로 구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73> 서용석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진양

E♭본청 우조 (11) 

e♭본청 계면조 (8) 

E♭본청 우조 (4) 

e♭본청 계면조 (17) 

40

중모리

E♭본청 우조 (4) 

c본청 계면조 (14) 

C본청 우조 (5) 

c본청 계면조 (11) 

34

중중모리

c본청 계면조 (16) 

C본청 우조 (13) 

c본청 계면조 (25) 

54

빠른중중모리

 c본청 계면조 (3) 

C본청 드렁조 (10) 

c본청 계면조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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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양

  서용석 진양은 E♭본청 우조 11장단, e♭본청 계면조 8장단, E♭본청 

우조 4장단, e♭본청 계면조 17장단, 총 40장단으로 구성된다.

a. E♭본청 우조: 제1각~제11각

  제1각부터 제11각까지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f, g, b♭, c', e♭', f', 

g', a♭', b♭', c", e♭", f" 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

(f')-미(g')에 해당한다. 제1각에서 미(g)와 라(c")로 선율을 구성하고 

있어 자칫 계면길로 판단될 수 있지만, 제2각의 3박에 나타나는 레(f)-

도(e♭)-레(f)-미(g')-솔(b♭)-도(e♭')의 음형이 우조를 확립하고 있

다. 우조의 구성음이 순차적으로 출현하며 본청인 도(e♭')로 선율을 종지

하는 이러한 음형은 제5각 3박, 제9각 3박, 제10각 5박에서도 나타나며 

제11각까지 E♭본청 우조로 구성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41) 

C본청 드렁조 (19) 

c본청 계면조 (9) 

C본청 평조 (11)

f본청 계면조 (19) 

C본청 우조 (2) 

c본청 계면조 (27) 

128

엇모리 c본청 계면조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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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9> 서용석 진양 우조: 제1각, 제2각, 제11각

b. e♭본청 계면조: 제12각~제19각

  제12각부터 제19각까지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c♭', e♭', f', 

g♭', a♭',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

(c')-라(e♭')-시(f')-도(g♭')-레(a♭')에 해당한다. 제12각은 도(g♭')

로 선율을 시작하여 4박에 미(b♭')를 굵게 요성하며 선율을 진행한다. 

이후 제13각부터 도(g♭')-시(f')의 꺽는음이 출현하고 계면조의 구성음

이 고르게 나타나며 선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19각의 마지막 선율은 미

(b♭)-도(g♭')-시(f')-라(e♭')로 e♭본청으로 종지하면서 e♭본청 계면

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0> 서용석 진양 계면조: 제12각과 제1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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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본청 우조: 제20각~제23각

  제20각부터 제23각까지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b♭, c', e♭', f', g', 

b♭', c", e♭", f", g"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

미(g')에 해당한다. 제20각은 솔(b♭')-라(c")로 선율을 시작하여 장단의 

마지막을 우조의 본청인 도(e♭")로 종지하며 E♭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후 제23각까지 E♭을 중심으로 우조의 구성음인 b♭-c-e♭-f 

-g가 고르게 출현하며 E♭본청 우조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1> 서용석 진양 우조: 제20각과 제23각

d. e♭본청 계면조: 제24각~제40각

  제24각부터 제40각까지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c♭', e♭', f', g♭', 

a♭', b♭', c♭", d", e♭", f", g♭", b♭" 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c')-

라(e♭')-시(f')-도(g♭')-레(a♭')에 해당한다. 제24각은 계면조의 주요 

골격음인 미(b♭), 라(e♭'), 도(g♭')로 선율을 구성하고 있고 제25각부터 

도(g♭')-시(f')의 꺽는음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e♭본청 계면조를 확

립하고 있다. 이후 진행되는 선율의 종지형은 모두 미(b♭')-라(e♭')-도

(g♭')로 나타나며, 진양의 마지막 각인 제40각의 5박-6박의 선율 또한 

도(g♭')-시(f')-미(b♭), 라(e♭')-도(g♭')로 진행하며 전형적인 계면조 

음계로 선율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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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2> 서용석 진양 계면조: 제24각과 제40각

B. 중모리

  서용석 중모리는 E♭본청 우조 4장단, c본청 계면조 14장단, B♭본청 

우조 5장단, b♭본청 계면조 11장단, 총 34장단으로 구성된다.

a. E♭본청 우조: 제1각~제4각

  제1각부터 제4각까지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g, b♭, c', d', e♭', 

f', g', b♭' 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미(g')에 

해당한다. 제1각 11박에 단 한번 등장하는 16분음 길이의 시(d')는 레

(f')와 미(g')사이의 경과음으로써 분석음에서 제외하였다. 제1각은 중모

리의 기본장단구조에 미(g')로 선율을 시작하고 제2각부터 본격적인 선율

형이 드러나는데, 솔(b♭)과 도(e♭')를 중심으로 우조의 구성음이 고르게 

출현하면서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3> 서용석 중모리 우조: 제1각과 제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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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본청 계면조: 제5각~제18각

  제5각부터 18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d, g, c', d', e♭', f', g', 

b♭', c",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 도

(e♭')-레(f')에 해당한다. 제4각의 E♭본청 우조에서는 솔(b♭)과 도(e♭)

가 골격음으로 사용되었다면 c본청 계면조에서는 미(g)와 라(c)를 중심으

로 선율이 구성되고 있다. 제5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미(g)와 라(c)가 반복

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도(e♭')-시(d')의 꺽는음을 통해 계면조를 확립

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제18각까지 나타나는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4> 서용석 중모리 계면조: 제5각과 제18각

c. C본청 우조 : 제19각~제23각

  제19각부터 제23각까지 C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d, e, g, a, c', d', e',  

g', a' 이며 구성음계는 솔(g)-라(a)-도(c')-레(d')-미(e')에 해당한다. 제

19각은 우조의 주요 골격음인 솔(g')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조구성의 마지막 단락인 제23각에서 도(c')로 선율을 종지하면서 C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12 -

<악보 3-95> 서용석 중모리 우조: 제19각과 제23각

d. c본청 계면조 : 제24각~34각

  제24각부터 제34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 도(e♭')-레

(f')에 해당한다. 제24각은 계면조의 주요음인 미(g)와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e♭')-시(d')의 연속적인 출현으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중모리의 마지막 각인 

제34각까지 해당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6> 서용석 중모리 계면조: 제24각과 제34각

C. 중중모리

  서용석 중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16장단, C본청 우조 13장단, c본청 

계면조 25장단, 총 54장단으로 구성된다.



- 213 -

a. c본청 계면조 : 제1각~16각

  제1각부터 제16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d", e♭"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계면조의 주요 골격음인 미(g')로 선율을 구성

하고 있으며, 제5각부터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제16각까지 해당되며, 본청

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7> 서용석 중중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16각

b. C본청 우조: 제17각~제29각

  제17각부터 제29각까지 C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g, a, c', d', e', g', a', c", 

d", e"이며 구성음계는 솔(g)-라(a)-도(c')-레(d')-미(e')에 해당한다. 제17

각은 우조의 골격음인 솔(g')-라(a')-도(c")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선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제29각까지 우조의 구성음이 고르게 출현하고 있으며, 도

(c')로 종지해 C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8> 서용석 중중모리 우조: 제17각과 제2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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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본청 계면조 : 제30각~54각

  제30각부터 제54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d", e♭"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

(e♭')-레(f')에 해당한다. 제30각은 미(g')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제32각에서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

립하고 있다. 이후 제54각까지 계면조의 구성음이 고르게 잘 나타고 있

는데, 이를 악보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3-99> 서용석 중중모리 계면조: 제30각과 제54각

D. 빠른중중모리

  서용석 빠른중중모리는 c본청 계면조 3장단, C본청 드렁조 10장단, c

본청 계면조 7장단, 총 20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3각

  제1각부터 제3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e♭, f, g, a♭, c', d'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도(e♭')-레(f')에 해당한다. 제

1각은 미(g)와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제2각 마지막 박에서 

라(c)로 종지를 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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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00>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우조: 제1각과 제3각

b. C본청 드렁조: 제4각~제13각

  제4각부터 제13각까지 C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g, a, c', d', e', g', a',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솔(g)-라(a)-도(c')-레(d')-미(e')에 해당한다. 

제4각은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계에서 C본청 우조로 전조되는 연결각으로

서 선율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도(c')로 종지해 C본청 드렁조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제5각과 제6각과 같이 한 장단 단위나 제9각안에서 박의 단위로 

선율형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드렁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C

본청 드렁조는 제13각까지 해당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1>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드렁조: 제4각, 제5각-제6각, 제9각

c. c본청 계면조 : 제14각~20각

  제14각부터 제20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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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 c" ,e♭"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14각은 라(c')와 도(e♭')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

되어 있으며 3박과 6박에 도(e♭')-시(d')의 꺽는음이 출현하면서 계면

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빠른중중모리의 마지막 각인 제

20각까지 나타나는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2>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계면조: 제14각과 제20각

E. 자진모리

  서용석 자진모리는 c본청 계면조 41장단, C본청 드렁조 19장단, c본청 

계면조 9장단, C본청 평조 11장단, f본청 계면조 19장단, C본청 우조 2

장단, c본청 계면조 27장단, 총 128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41각

  제1각부터 제41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d", e♭"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

에 해당한다. 제1각은 자진모리의 기본장단구조 안에서 미(g)와 라(c')로 선

율이 구성되어 있고, 이후 제41각까지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e♭')-시(d')와 

구성음들이 고르게 출현하면서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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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03> 서용석 자진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41각

b. C본청 드렁조: 제42각~제60각

  제42각부터 제60각까지 C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g, a, c', d', e', f', 

g', a',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솔(g)-라(a)-도(c')-레(d')-미(e')

에 해당한다. 제42각은 드렁조의 골격음인 솔(g), 라(a), 도(c')로 선율

이 진행되고, 이후 제60각까지 장단의 단위로 또는 제50각과 같이 박의 

단위로 선율형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드렁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면서, C

본청 드렁조를 확립하고 있다. 장단 단위로 선율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각

은 제42각과 제43각, 제44각과 제45각이 대표적이고, 장단 내에서 박의 

단위로 반복선율이 나타나는 각은 제50각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4> 서용석 자진모리 드렁조: 제42각-제43각, 제44각-제45각, 제5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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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본청 계면조: 제61각~제69각

  제61각부터 제69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g', 

c"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61각은 골격음인 라(c)와 미(g)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고, 도

(e♭')-시(d')의 꺽는음이 출현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

러한 악조구성은 제69각까지 해당되며 c본청 계면조의 중심음인 라(c')

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5> 서용석 자진모리 계면조: 제61각과 제69각

d. C본청 평조: 제70각~제80각

  제70각부터 제80각까지 C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g, a, c', d', e', g', a'

이며, 구성음계는 레(g)-미(a)-솔(c')-라(d')-도(f')에 해당한다. 제70

각은 레(g), 미(a), 솔(c')로 선율구성이 나타나고, 이후 제80각까지 솔

(c')을 중심으로 평조의 구성음들이 고르게 출현하며, C본청 평조를 확립

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6> 서용석 자진모리 평조: 제70각과 제8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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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본청 계면조: 제81각~제99각

  제81각부터 99각은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f', g',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a♭')-레(b♭')에 해

당한다. 제81각은 미(c')와 라(f')로 선율을 구성하고 2박에 도(a♭')-시

(g')의 꺽는음이 출현하면서 f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 

구성은 제99각가지 나타나며 라(f')와 미(c')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7> 서용석 자진모리 평조: 제81각과 제99각

f. C본청 우조: 제100각~제101각

  제100각부터 제101각까지 C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c', d', g', a', c", d" 

이며, 구성음계는 솔(g)-라(a)-도(c')-레(d')-미(e')에 해당한다. 제

100각은 도(c')와 솔(g')을 중심으로 선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C본

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고, 이러한 악조구성은 제101각까지 해당되며 본청

인 도(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8> 서용석 자진모리 우조: 제100각과 제10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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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본청 계면조: 제102~제128각

  제102각부터 제128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d", e♭"이다.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

(e♭')-레(f')에 해당한다. 제102각은 계면조의 중심음인 라(c")와 미

(g')로 선율이 시작되고 2박에 도(e♭')-시(d')의 꺽는음의 출현으로 c본

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자진모리의 마지막 각인 

제128각까지 해당되며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09> 서용석 자진모리 계면조: 제102각과 제128각

F. 엇모리

  서용석 엇모리는 전체 12장단 모두 c본청 계면조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12각

  제1각부터 제12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b♭', 

c", d", e♭"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

(f')에 해당한다. 제1각은 엇모리의 기본장단구조 안에서 중심음인 라(c")

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3각에 도(e♭')-시(d') 꺽는음이 출현하면

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엇모리 마지막각인 

제12각까지 나타나며,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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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10> 서용석 엇모리 계면조: 제1각, 제3각, 제12각

② 김영재 해금산조

  김영재 해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의 

6악장으로 구성되며 악장별 악조구성과 총 장단수는 다음과 같다.

<표 3-74> 김영재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수

악장 악조구성 총 장단수

진양

c본청 계면조 (2) 

g본청 계면조 (2) 

c본청 계면조 (2) 

g본청 계면조 (1) 

c본청 계면조 (1) 

F본청 평조 (6) 

c본청 계면조 (9) 

23

중모리

c본청 경기시나위조 (11)

E♭본청 우조 (2) 

E♭본청 진경드름 (4)

c본청 계면조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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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양

  김영재 진양은 c본청 계면조 2장단, g본청 계면조 2장단, c본청 계면

조 2장단, g본청 계면조 1장단, c본청 계면조 1장단, F본청 평조 6장단, 

c본청 계면조 9장단, 총 23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2각

  제1각부터 제2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d, e♭, g, a♭, c', d', 

e♭'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

당한다. 제1각은 미(g)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고 3박에 도(e♭')-시(d')

중중모리

c본청 경기시나위조 (11) 

e♭본청 계면조 (6) 

b♭본청 경기시나위조 (3) 

20

엇모리

c본청 경기시나위조 (19)

f본청 계면조 (4) 

c본청 계면조 (7) 

e♭본청 계면조 (5) 

b♭본청 계면조 (3) 

38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14) 

f본청 경기시나위조 (11) 

A♭본청 우조 (8) 

A♭본청 평조 (5) 

E♭본청 우조 (8) 

f본청 경기시나위조 (24) 

70

단모리

c본청 계면조 (2) 

g본청 계면조 (6)

c본청 경기시나위조 (5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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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제2각까지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1>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1각과 제2각

b. g본청 계면조: 제3각~제4각

  제3각부터 제4각까지 g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c', d', f, g', a', b♭', 

c", e♭", f" 이며 구성음계는 미(d)-솔(f)-라(g)-시(a)-도(b♭)-레(c')

이다. 제3각은 계면조의 엇청인 레(c')를 중심으로 선율을 구성하고 있지

만 라(g)로 선율이 종지하고 있고, 제4각 첫박에 도(b♭')-시(a)의 꺽는

음이 등장하면서 g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

과 같다.

<악보 3-112>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3각과 제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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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본청 계면조: 제5각~제6각

  제5각부터 제6각까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

당한다. 제5각은 미(g)를 굵게 요성하며 선율을 시작해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제6각 2박에 도(e♭')-시(d')의 꺽는음의 출현하면서 c본청 계

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3>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5각과 제6각

d. g본청 계면조: 제7각

  제7각은 g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a♭, b♭, c', d' 이며 구성음계는 

미(d)-솔(f)-라(g)-시(a)-도(b♭)-레(c')이다. 제7각은 계면조의 주요 

골격음인 라(g)와 도(b♭)를 중심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g본청 계면조

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4>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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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본청 계면조: 제8각

  제8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d, e♭, f, g, b♭, c' 이며 구성음

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8각

은 미(g)와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고 2박에서 도(e♭)-시(d)

의 꺽는음이 출현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

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5>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8각

f. F본청 평조: 제9각~제14각

  제9각부터 제14각까지 F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c, d, f, g, b♭, c',  d', 

f', g', b♭'이며 구성음계는 레(c)-미(d)-솔(f)-라(g)-도(b♭)에 해당

한다. 제9각은 레(c)와 솔(f)을 중심으로 선율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F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는 제14각까지 해당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6>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9각과 제1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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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본청 계면조 : 제15각~제23각

  제15각부터 제23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a♭', b♭', c", d", e♭", f", g"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

(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5각은 미(g)를 굵게 요성

하면서 선율을 시작하고 2박에 도(e♭')-시(d')의 꺽는음이 출현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는 제23각까지 해당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7> 김영재 진양 계면조: 제15각과 제23각

B. 중모리

  김영재 중모리는 c본청 경기시나위조 11장단, E♭본청 우조 2장단, E♭

본청 진경드름 4장단, c본청 계면조 2장단, 총 19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제11각

  제1각부터 11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a', b♭', c", d", e♭"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

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미(g)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경기시나위 음계의 특징인 3박의 도(e♭')-시(d')와 11

박의 솔(b♭')-파♯(a♮')의 꺽는음 출현으로 c본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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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2꺽는청인 솔(b♭)-파♯(a♮)는 제6각, 제7각 그리고 제9각

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이러한 악조구성은 제11각까지 해당된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8> 김영재 중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각과 제11각

b. E♭본청 우조: 제12각~제13각

  제12각부터 제13각까지는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f, g,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f')-미(g')

에 해당한다. 제12각은 우조의 골격음인 솔(b♭)과 도(e♭')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13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난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19> 김영재 중모리 우조: 제12각과 제1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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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본청 진경드름: 제14각~제17각

  제14각부터 제17각까지는 E♭본청 진경드름으로 출현음은 b♭, c', d', e♭', 

f', g', b♭', c",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솔(b♭)-라(c')-도(e♭')-레

(f')-미(g')에 해당한다. 앞서 제13각과 구성음계는 같으나 경기민요의 영향을 

받은 경드름의 특징적인 선율이 제14각의 6박-9박, 제16각의 6박-9박, 제

17각의 6박-9박에 나타나며 E♭본청 진경드름을 확립하고 있다. 

<악보 3-120> 김영재 중모리 경드름조: 제14각과 제17각

d. c본청 계면조: 제18각~제19각

  제18각부터 19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b♭, c',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8각부터는 계면조의 골격음인 미(g)과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나타나며, 미(g)의 굵은요성과 도(e♭')-시(d')의 꺽는음 출현으

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는 중모리 마지막각인 제

19각까지 해당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1> 김영재 중모리 계면조: 제18각과 제1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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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중모리

  김영재 중중모리는 c본청 경기시나위조 11장단, e♭본청 계면조 6장단, 

b♭본청 경기시나위조 3장단, 총 20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11각

  제1각부터 제11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a', b♭', c"이며 미(g)-파♯(a♮)-솔(b♭)-라(c')-시(d')-도(e♭')-

레(f')에 해당한다. 제1각부터 미(g)와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경기시나위 음계의 특징인 제2꺽는청 솔(b♭)-파♯(a♮)가 제3각, 제7각 

그리고 제9각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c본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

다. 이러한 악조구성은 제11각까지 나타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3-122> 김영재 중중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각, 제9각, 제11각

b. e♭본청 계면조: 제12각~제17각

  제12각부터 제17각은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e♭', f', g', a♭', 

b♭',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f')-도

(g♭')-레(a♭')에 해당한다. 제12각은 라(e♭')와 미(b♭')를 중심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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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나타나며 마지막 박에서 도(g♭')-시(f')의 꺽는음의 등장으로 e♭

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17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라(e♭)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3> 김영재 중중모리 계면조: 제12각과 제17각

c. b♭본청 경기시나위조 : 제18각~제20각

  제18각부터 제20각은 b♭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f, b♭, c', d♭', 

e♭', f', g', a♭' 이며 구성음계는 미(f)-파♯(g♮)-솔(a♭)-라(b♭)-시

(c')-도(d♭')-레(e♭')에 해당한다. 제18각은 본청 라(b♭)로 선율을 시

작하여 제4박과 제5박에 각각 도(d♭')-시(c')와 솔(a♭')-파♯(g♮')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b♭본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중중모리의 

마지막각인 제20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도(d♭')-시(c')의 꺽는음

으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4> 김영재 중중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8각과 제20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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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엇모리

  김영재 엇모리는 c본청 경기시나위조 19장단, f본청 계면조 4장단, c본

청 계면조 7장단, e♭본청 계면조 5장단, b♭본청 계면조 3장단, 총 38장

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각~제19각

  제1각부터 19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a', b♭', c" ,e♭",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라

(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각은 라(c')와 미(g)로 선

율이 나타나고, 제2각부터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한다. 제14각

과 제15각에 경기시나위의 제2꺽는청인 솔(b)-파♯(a♮)의 출현으로 c본

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19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이

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5> 김영재 엇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각, 제15각, 제19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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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본청 계면조: 제20각~제23각

  제20각부터 제23각은 f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f, a♭, c',  f', g', a♭' 

이며 구성음계는 미(c')-솔(e♭')-라(f')-시(g')-도(a♭')-레(b♭')에 해

당한다. 제19각은 라(f')와 미(c')로 선율이 진행되고 미(c')의 요성과 제

21각 첫박에 등장하는 도(a♭)-시(g)의 꺽는음의 출현으로 f본청 계면조

를 확립하고 있다. 제23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그 다음 전조를 위

해 본청인 라(f)에서 솔(e♭)로 하행하며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6> 김영재 엇모리 계면조: 제20각, 제21각, 제23각

c. c본청 계면조: 제24각~제30각

  제24각부터 제30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e♭, g, b♭, c', d',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 

에 해당한다. 제24각은 미(g)를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고 마지막박에서 

도(e♭')-시(d')의 꺽는음의 출현으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

30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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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27> 김영재 엇모리 계면조: 제24각과 제30각

d. e♭본청 계면조: 제31각~제35각

  제31각부터 제35각은 e♭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b♭, e♭', f', g', a♭', 

b♭', e♭", f", g" 이며 구성음계는 미(b♭)-솔(d♭')-라(e♭')-시(f')-도

(g♭')-레(a♭')에 해당한다. 제31각은 계면조의 골격음인 미(b♭)-라(e♭')

로 시작하여 제32각부터 나타나는 도(g♭')-시(f')의 꺽는음 출현으로 e♭

본청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35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라(e♭')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8> 김영재 엇모리 계면조: 제31각과 제35각

e. b♭본청 계면조: 제36각~제38각

  제36각부터 제38각은 b♭본청 계면조 출현음은 f, b♭, c', d♭', e♭', 

f', 이며 구성음계는 미(f)-솔(a♭)-라(b♭)-시(c')-도(d♭')-레(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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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제36각은 라(b♭)로 선율을 시작하며 마지막 박에 도(d♭')-시

(c')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b♭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엇모리의 

마지막 각인 제38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라(b♭)에서 b♭

본청 계면조의 꺽는음인 도(d♭')-시(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29> 김영재 엇모리 계면조: 제36각과 제38각

E. 자진모리

   김영재 자진모리는 c본청 계면조 14장단, f본청 경기시나위조 11장

단, A♭본청 우조 8장단, A♭본청 평조 5장단, E♭본청 우조 8장단, f본

청 경기시나위조 24장단, 총 70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14각

  제1각부터 제14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g, c', d', e♭', f', g' 이

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

다. 제1각은 계면조의 골격음인 라(c')와 미(g)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고 

제3각부터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

하고 있다. 제14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미(g)를 요성을 하며 선율

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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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30> 김영재 자진모리 계면조: 제1각, 제3각, 제14각

b.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15각~제25각

  제15각부터 제25각은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f, a♭, c', d', e♭', 

f', g',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e♭')-라

(f')-시(g')-도(a♭')-레(b♭')에 해당한다. 제15각은 라(f')로 선율이 진

행되고 있다. 제18각의 솔(e♭)-파♯(d♮)와 제19각의 도(a♭)-시(g)의 

꺽는음이 출현하면서 f본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

구성은 제25각까지 나타나며 본청인 라(f')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

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1> 김영재 자진모리 경기시나위조: 제15각, 제18각, 제19각, 제2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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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본청 우조: 제26각~제33각

  제26각부터 제33각은 A♭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a♭, b♭, c', e♭', f',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솔(e♭')-라(f')-도(a♭')-레(b♭')-미(c")에 

해당한다. 제25각의 f본청 경기시나위조와 A♭본청 우조는 같은 조표를 

공유하지만, 중심음에서 그 차이가 있다. f본청 경기시나위조는 미(c)와 

라(f)가 중심이라면 A♭본청 우조는 솔(e♭) 도(a♭)를 중심으로 하여 진

행한다. 따라서 제26각은 솔(e♭)과 도(a♭)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는 A♭본청 우조이며 이는 제33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난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2> 김영재 자진모리 우조: 제26각과 제33각

d. A♭본청 평조 : 제34각~38각

  제34각부터 제38각은 A♭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e♭', f', a♭', b♭', d♭", 

e♭" 이며 구성음계는 레(e♭')-미(f')-솔(a♭')-라(b♭')-도(d♭")에 해

당한다. 제34각은 라(b♭')와 솔(a♭')이 교차하며 선율이 진행되고 제35

각에서 레(e♭)로 종지하며 A♭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38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솔(a♭')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

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37 -

<악보 3-133> 김영재 자진모리 평조: 제34각과 제38각

e. E♭본청 우조: 제39각~제46각

  제39각부터 제46각은 E♭본청 우조로 출현음은 e♭', a♭', b♭', c", e♭", 

f", a♭", b♭", c''' 이며 구성음계는 솔(e♭')-라(f')-도(a♭')-레(b♭')-미

(c")에 해당한다. 제39각은 도(a♭')와 솔(e♭')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

며 E♭본청 우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46각까지 같은 악조이며 본청인 도

(a♭')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4> 김영재 자진모리 우조: 제39각과 제46각

f. f본청 경기시나위조: 제47각~제70각

  제47각부터 제70각은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c', f', g', a♭', c", d", e♭", 

f", g", a♭" 이며 구성음계는 미(c')-파♯(d♮')-솔(e♭')-라(f')-시(g')-

도(a♭')-레(b♭')에 해당한다. 제47각은 미(c')와 라(f')를 중심으로 선율

이 진행되고 제48각부터 도(a♭)-시(g)의 꺽는음이 등장한다. 또한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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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제2꺽는청인 솔(e♭)-파♯(d♮)가 출현하면서 f본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자진모리의 마지막각인 제70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라(f')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5> 김영재 자진모리 경기시나위조: 제47각, 제67각, 제70각

F. 단모리

  김영재 단모리는 c본청 계면조 2장단, g본청 계면조 6장단, c본청 경

기시나위조 53장단, 총 60장단으로 구성된다.

a. c본청 계면조: 제1각~제2각

  제1각부터 제2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d, e♭, g, b♭ 이며 구성

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1

각은 미(g)를 중심으로 선율을 시작하여 제2각의 도(e♭)-시(d)의 꺽는

음이 출현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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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36> 김영재 단모리 계면조: 제1각과 제2각

b. g본청 계면조: 제3각~제7각

  제3각부터 제7각까지 g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d, g, a, b♭, c', d' 이

며 구성음계는 미(d)-솔(f)-라(g)-시(a)-도(b♭)-레(c')이다. 제3각은 

계면조의 골격음인 라(g)와 미(d)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도(b♭)-

시(a)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g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7각 까

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주요 구성음인 미(d)와 라(g)로 선율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7> 김영재 단모리 계면조: 제3각과 제7각

c. c본청 계면조: 제8각~제16각

  제8각부터 제16각은 c본청 계면조로 출현음은 c, g, c', d', e♭', f', g', 

c"이며 구성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레(f')에 해

당한다. 제8각은 미(g)와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고, 첫 

박에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하면서 c본청 계면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16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

고 있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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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38> 김영재 단모리 계면조: 제8각과 제16각

d. b♭본청 평조: 제17각~제27각

  제17각부터 제27각은 b♭본청 평조로 출현음은 g, b♭, c', d', e♭', f', 

g', b♭', c", f" 이며 구성음계는 레(f')-미(g)-솔(b♭)-라(c')-도(e♭')

에 해당한다. 제17각부터 솔(b♭)과 레(f')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면

서 b♭본청 평조를 확립하고 있다. 제27각의 종지음인 미(g)는 제28각의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전조되기 위한 예비음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39> 김영재 단모리 계면조: 제17각과 제27각

e. c본청 경기시나위조: 제28각~제60각

   제28각부터 제60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출현음은 g, a, b♭, c', d', 

e♭', f', g', a', b♭', c", e♭" 이며 구성음계는 미(g)-파♯(a♮)-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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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c')-시(d')-도(e♭')-레(f')에 해당한다. 제28각은 미(g)와 라(c')를 

중심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첫 박에 도(e♭')-시(d')의 꺽는음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기시나위조의 특징인 제2꺽는청 솔(b♭)-파♯(a♮)

가 제36각, 제37각, 제54각, 제55각, 제57각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c

본청 경기시나위조를 확립하고 있다. 단모리의 마지막 각인 제60각까지 

같은 악조로 나타나며 본청인 라(c')로 선율을 종지하고 있다. 이를 악보

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40> 김영재 단모리 계면조: 제28각, 제54각, 제60각

  지금까지 1980년대 해금산조의 악조구성을 살펴보았다. 서용석의 산조

는 C본청 드렁조, E♭본청 우조, B♭본청 우조, C본청 우조, C본청 평조, 

e♭본청 계면조, c본청 계면조, b♭본청 계면조, f본청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고, 김영재의 산조는 E♭본청 우조, A♭본청 우조, E♭본청 진경드름, F

본청 평조, A♭본청 평조, c본청 계면조, f본청 계면조, g본청 계면조, b♭

본청 계면조, e♭본청 계면조, c본청 경기시나위조, b♭본청 경기시나위

조,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980년대 해금산조는 

드렁조, 우조, 평조, 진경드름, 계면조, 경기시나위조의 6가지 악조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해금산조의 악조구성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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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 1980년대 해금산조 악장별 악조구성과 장단 수

서용석 김영재

진양

  E♭본청 우조 (11) 

  e♭본청 계면조 (8) 

E♭본청 우조 (4) 

   e♭본청 계면조 (17) 

c본청 계면조 (2) 

g본청 계면조 (2) 

c본청 계면조 (2) 

g본청 계면조 (1) 

c본청 계면조 (1) 

F본청 평조 (6) 

c본청 계면조 (9) 

중모리

 E♭본청 우조 (4) 

  c본청 계면조 (14)

C본청 우조 (5) 

  c본청 계면조 (11) 

       c본청 경기시나위조 (11)

E♭본청 우조 (2) 

    E♭본청 진경드름 (4)

c본청 계면조 (2) 

중중모리

  c본청 계면조 (16) 

C본청 우조 (13) 

  c본청 계면조 (25) 

       c본청 경기시나위조 (11) 

  e♭본청 계면조 (6) 

        b♭본청 경기시나위조 (3) 

빠른

중중모리

 c본청 계면조 (3) 

  C본청 드렁조 (10) 

 c본청 계면조 (7) 

·

(김영재)

엇모리
·

       c본청 경기시나위조 (19)

f본청 계면조 (4) 

c본청 계면조 (7) 

  e♭본청 계면조 (5) 

  b♭본청 계면조 (3) 

자진모리

  c본청 계면조 (41) 

  C본청 드렁조 (19) 

 c본청 계면조 (9) 

C본청 평조 (11)

 f본청 계면조 (19)

C본청 우조 (2)  

  c본청 계면조 (27)

c본청 계면조 (14) 

      f본청 경기시나위조 (11) 

A♭본청 우조 (8) 

A♭본청 평조 (5) 

E♭본청 우조 (8) 

      f본청 경기시나위조 (24) 

단모리 ·

c본청 계면조 (2) 

g본청 계면조 (6)

        c본청 경기시나위조 (53) 

(서용석)

엇모리
 c본청 계면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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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

(1) 서용석 해금산조

  서용석 해금산조는 모두 7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난다. 전조를 위한 운지

이동 2회,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이 5회로 나타나는데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은 다시 주음에서 운지이동하는 경우 2회, 주음

으로 운지이동하는 경우 3회로 나타난다.

A.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2회로 자진모리에서만 2회 나타난다. 이를 악

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3-141> 서용석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80각-제81각, 제99각-100각

  자진모리 제80각은 C본청 평조이고 제81각은 f본청 계면조로 전조가 나

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c'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하여 f'를 중심으로 

고음역을 활용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진모리 제99각의 f본청 

계면조에서 제100각에 들어서며 C본청 우조로 전조가 되는데 이때 1指의 

위치는 f'에서 c'로 이동해 음역대를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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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음의 위치변화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은 5회로, 주음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진양 1회, 자진모리에서 1회로 나타나며, 주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진양

에서 1회, 빠른중중모리에서 1회, 자진모리에서 1회로 나타난다. 먼저 주

음에서 운지이동하는 경우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음에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142> 서용석 진양 운지이동: 제2각-제4각

  진양 제2각과 제3각은 같은 E♭본청 우조이지만 1指의 위치가 주음인 

e♭'에서 b♭로 이동하면서 b♭을 중심으로 좀 더 저음역을 활용하며 선율

을 전개하고 있다. 운지이동은 제3각에서 이루어졌지만 바뀐 주음인 b♭

은 제4각부터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143> 서용석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66각-제67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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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모리 제66각과 제67각은 같은 c본청 계면조이지만 1指의 위치가 

주음인 c'에서 g로 이동하면서 g를 중심으로 저음역을 활용하며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b. 주음으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144> 서용석 진양 운지이동: 제6각-제9각

  진양 제6각과 제7각은 E♭본청 우조이지만 1指의 위치가 b♭에서 e♭'  

 으로 이동하면서 e♭'을 중심으로 음역을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

다. 운지이동은 제7각에서 이루어졌지만 바뀐 주음인 e♭'은 제9각부터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145> 서용석 빠른중중모리 운지이동: 제2각-제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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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중중모리 제2각과 제3각은 같은 c본청 계면조이지만 1指의 위치가 

g에서 주음인 c'로 이동하면서 c'을 중심으로 고음역으로 확장하여 선율

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146> 서용석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67각

  자진모리 제67각은 c본청 계면조이지만 1指의 위치가 g에서 주음인 c'

로 이동하면서 c'로 중심으로 고음역을 활용하며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2) 김영재 해금산조

  김영재 해금산조는 모두 24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난다. 전조를 위한 운

지이동 7회, 이조를 위한 운지이동 3회,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

동이 14회로 나타나는데, 주음의 위치변화에 따른 운지이동은 다시 주음

에서 운지이동하는 경우 4회, 주음으로 운지이동하는 경우 10회로 나타

난다.

A. 전조

  전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7회로 중모리 3회, 중중모리 2회, 자진모리1

회, 단모리 1회로 나타난다. 이를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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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47> 김영재 중모리 운지이동: 제11각-제12각, 제13각-제14각, 제17각-제18각 

 

  중모리 제11각의 c본청 경기시나위조에서 제12각에 들어서며 구성음계

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E♭본청 우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

한 c'에서 장2도 아래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활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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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모리 제13각의 E♭본청 우조에서 제14각에 들어서며 E♭본청 진경드

름으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b♭에서 완전4도 위로 이동

하여 e♭'을 중심으로 고음역대를  활용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중모리 제17각의 E♭본청 진경드름에서 제18각에 들어서며 구성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c계면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e♭'에

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148> 김영재 중중모리 운지이동: 제10각-제12각, 제17각-제18각

  중중모리 제11각의 c본청 경기시나위조에서 제12각에 들어서며 구성음

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e♭본청 계면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제10각에 출현하고 있는 c'에서 단3도 위로 이동하여 e♭'을 중심으

로 고음역대를 활용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중모리 제17각의 e♭본청 계면조에서 제18각에 들어서며 구성

음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b♭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

指의 위치 또한 제17각에 출현하고 있는 e♭'에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동하

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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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49> 김영재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25각-제26각

  자진모리 제25각의 f본청 경기시나위조에서 제26각에 들어서며 구성음

계와 본청이 달라지면서 A♭본청 우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f'에서 단2도 아래로 이동하여 e♭'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아래로 확

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150> 김영재 단모리 운지이동: 제16각-제17각

  단모리 제16각의 c본청 계면조에서 제17각에 들어서며 구성음계와 본

청이 달라지면서 B♭본청 평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c'

에서 장2도 아래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아래로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B. 이조

  이조를 위한 운지이동은 3회로 진양에서 2회, 엇모리에서 1회로 나타

난다. 이를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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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51> 김영재 진양 운지이동: 제4각-제5각, 제6각-제8각

  진양 제4각의 g본청 계면조에서 제5각에 들어서며 구성음계는 같으나 

본청이 달라지면서 c본청 계면조로 이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f'에서 완전5도 아래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활용

하고 있다.

  또한 진양 제6각의 c본청 계면조에서 제7각에 들어서며 다시 구성음계

는 같으나 본청이 달라지면서 g본청 계면조로 이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b♭에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동하여 f를 중심으로 음역대를 아래

로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운지이동은 제7각에서 이루어졌지만, 

바뀐 주음인 f는 제8각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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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52> 김영재 엇모리 운지이동: 제35각-제36각

  엇모리 제35각의 e♭본청 계면조에서 제36각에 들어서며 구성음계는 

같으나 본청이 달라지면서 b♭본청 계면조로 이조가 나타나는데, 1指의 

위치 또한 e♭'에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아래로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C. 주음의 위치변화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한 운지이동은 주음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진양에

서 1회, 단모리에서 3회로 나타나고, 주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진양 2

회, 중모리 1회, 엇모리 1회, 자진모리 4회, 단모리 2회로 나타난다. 먼

저, 주음에서 운지이동하는 경우를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음에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153> 김영재 진양 운지이동: 제10각-제11각

  진양 제10각과 제11은 F본청 평조로 구성된 악조는 같으나 운지이동이 

일어나는데 1指가 주음인 f에서 b♭으로 이동하여 b♭을 중심으로 음역대

를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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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54> 김영재 단모리 운지이동: 제19각-제20각, 제26각-제27각, 제51각-제52각

  단모리 제19각과 제20각은 B♭본청 평조로 구성된 악조는 같으나 운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1指가 주음인 b♭에서 e♭'으로 이동하여 e♭'을 중심

으로 고음역대의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제26각과 제27각은 B♭본청 평조로 구성된 악조는 같으나 운지이동이 

일어나는데 1指가 주음인 b♭에서 c'로 이동하여 c'를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단모리 제51각과 제52각은 c본청 경기시나위조로 구성된 악조는 

같으나 운지이동이 일어나는데 1指가 주음인 c'에서 g로 이동하여 g을 중

심으로 저음역대의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b. 주음으로 운지이동 하는 경우

<악보 3-155> 김영재 진양 운지이동: 제3각-제4각, 제1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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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 제3각과 제4은 g본청 계면조로 구성된 악조는 같으나 운지이동이 

일어나는데 1指가 b♭에서 f'로 이동하고 있다. 제4각의 악조구성상 1指가 

주음인 g로 이동해야 하지만 g로 이동하게 되면 제4각의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f'는 중현(안줄)에서 발음해야하는 음정으로 16분리듬의 g'-f'-g'

의 빠른 선율을 유현과 중현을 오가며 선율의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

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단락은 운지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율의 유연

한 흐름과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 주음인 g'를 2指로 이동하여 f'를 유현

(바깥줄)에서 발음하고 g'를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하여 선율을 전개하

고 있다. 

  또한 진양 제15각은 c본청 계면조로 마지막 박에서 운지의 이동이 나타

나는데 1指가 b♭에서 주음인 c'로 이동하여 음역대를 확장해 선율을 전

개하고 있다. 

<악보 3-156> 김영재 중모리 운지이동: 제18각

  중모리 제18각은 c본청 계면조로 4박에서 운지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1指

가 b♭에서 주음인 c'로 이동하여 음역대를 확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157> 김영재 엇모리 운지이동: 제31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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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모리 제31각은 e♭본청 계면조로 첫 박에서 운지의 이동이 나타나는

데 1指가 b♭에서 주음인 e♭'으로 이동하여 고음역대로 확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158> 김영재 자진모리 운지이동: 제19각-20각, 제35각-38각, 제45각-46각, 제47각 

  자진모리 제19각과 제20각은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같은 악조의 구성

이지만 운지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1指가 c'에서 주음인 f'으로 이동하여 

고음역대로 확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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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모리 제38각은 A♭본청 평조로 마지막 박에서 운지의 이동이 나타

나는데 1指가 e♭'에서 주음인 a♭'으로 이동하면서 고음역대로 확장해 선

율을 전개하고 있다. 제38각에서 운지이동이 나타나기 전의 1指인 e♭'은 

제35각에 나타나고 있다.

  자진모리 제45각과 제46각은 E♭본청 우조로 같은 악조의 구성이지만 

운지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1指가 a♭'에서 주음인 e♭'으로 이동하여 음역

대를 확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자진모리 제47각은 f본청 경기시나위조로 첫 박에서 운지의 이동이 나

타나는데 1指가 e♭'에서 주음인 f'로 이동하여 음역대를 확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악보 3-159> 김영재 단모리 운지이동: 제11각-제12각, 제25각-제26각

  단모리 제11각과 제12각은 c본청 계면조로 같은 악조의 구성이지만 운

지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1指가 g에서 주음인 c'로 이동하여 음역대를 확

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단모리 제25각과 제26각은 B♭본청 평조로 같은 악조의 구성이지만 운

지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1指가 e♭'에서 주음인 b♭을 중심으로 음역대를 

확장해 선율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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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80년대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을 살펴보았

다. 서용석의 산조는 진양, 빠른중중모리, 자진모리에서 전조와 주음의 위

치변화로 인해 7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고, 김영재의 산조는 진양, 중모

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에서 전조와 이조, 그리고 주음의 

위치변화로 인해 25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났다. 1980년대 해금산조의 운

지이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6> 1980년대 해금산조 운지이동 현황

서용석 김영재

진양
주음에서: e♭'_ b♭

주음으로: b♭_ e♭'

주음으로: b♭_f' 

이조: f-b♭

이조: b♭-f
주음에서: f-b♭

주음으로: b♭_c'

중모리 c'

전조: c'-b♭

  전조: b♭-e♭'
  전조: e♭'-b♭

주음으로: b♭_c'

중중모리 c'
전조: c'-e♭'
전조: c'-b♭

빠른

중중모리
주음으로: g_c' ·

(김영재)

엇모리
·

주음에서: c'-b♭

주음으로: b♭-e♭'
이조: e♭'-b♭

자진모리

주음에서: c'-g 
주음으로: g_c' 

전조: c'-f'
전조: f'-c'

주음으로: c'_f'
전조: f'-e♭'

주음으로: e♭'-a♭'
주음으로: a♭'-e♭'
주음으로: e♭'-f'

단모리 ·

주음으로: g-c'
전조: c'-b♭

주음에서: b♭-e♭'
주음으로: e♭'-b♭

주음에서: b♭-c'
주음에서: c'-g

(서용석)

엇모리
c' ·

운지이동

횟수
7회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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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김새

  

  시김새는 주요 구성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 또는 

잔가락을 가리키며, 선율이나 리듬의 유연한 흐름을 위해 부여되는 음의 

기능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율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잉어

질과 꾸밈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잉어질은 해금만의 특수주법으로 본음을 연주한 후 빠른 속도로 현을 

누르거나 또는 운지를 이용해 악보에 제시된 음을 재빠르게 짚어냄과 동

시에 활의 방향 또한 바꿔서 연주하기 때문에 선율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김새이다. 

  꾸밈음은 본음의 앞 뒤에 출현하여 선율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로 본 연구에서는 앞꾸밈음, 뒤꾸밈음, 다루침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

석할 것이다. 우선 앞꾸밈음은 꾸밈음이 낮은음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

행되는 것( )을 ①유형으로 정하고, 꾸밈음 하나가 높은음에서 본음으

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 )은 ②-1유형, 꾸밈음 두 개가 높은음에서 본

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 )은 ②-2유형, 꾸밈음 세 개가 높은음에

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 )은 ②-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뒤꾸밈음은 본음에서 높은음으로 꾸밈음이 나타나는 것( )은 ③-1유

형, 본음에서 낮은음으로 꾸밈음이 나타나는 것( )은 ③-2유형으로 정

하였다. 그리고 조금 낮은 음에서 본음까지 현을 재빠르고 격하게 눌러서 

소리내는 다루침은 현을 한번 누르는( ) ④-1유형과 두 번 누르는( ) 

④-2 유형, 세 번 누르는( ) ④-3 유형, 네 번 누르는( ) ④-4 유

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꾸밈음의 유형 및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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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7>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

꾸

밈

음

종류 유형 선율형태 악보예시

앞꾸밈음

① 낮은음-본음

②-1

높은음-본음②-2

②-3

뒤꾸밈음

③-1 본음-높은음

③-2 본음-낮은음

다루침

④-1

본음-높은음

④-2

④-3

④-4



- 259 -

가. 1930년대 해금산조

  지용구·김덕진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잉어질과 꾸밈음을 분석하여 시

김새를 활용한 선율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 잉어질

① 지용구 해금산조

  지용구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9회 출현하는데 중모리 4회, 굿거리 5회

로 나타난다. 

  중모리 제9각 4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

로 나타난다. 제18각에서는 3박과 7박에 두 번 출현하는데 먼저 3박에서

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d'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이후 7박에서

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9각의 9박

에서는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굿거리 제13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

로 나타난다. 제22각 4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현하며, b♭'-f'의 선

율형으로 나타난다. 제35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현하며, b♭'-g'

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50각에서는 2박과 4박에 출현하는데 먼저 2

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이후 4

박에서는 마지막 박인 g'에 잉어질이 출현하며, 다음 51각의 첫 박과 연

결이 되는 선율로 g'-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지용구 산조에 나타나는 잉어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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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8> 지용구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중

모

리

4

① 제9각  4박 g'   g'-e♭'

② 제18각 3박 g' g'-d'

③ 제18각 7박 g' g'-c'

④ 제19각 9박 g'   g'-e♭'

굿

거

리

5

⑤ 제13각 2박 g'   g'-e♭'

⑥ 제22각 4박   b♭' b♭'-f'

⑦ 제35각 3박   b♭' b♭'-g'

⑧ 제50각 2박 g' g'-c'

⑨ 제50각 4박 g'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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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덕진 해금산조

  김덕진의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5회 출현하는데 중모리 1회, 자진모리 

4회로 나타난다. 중모리 제30각 9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b♭'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자진모리 제8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e♭'

에 출현하며, e♭'-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42각 2박에서는 잉어질

이 e♭'에 출현하며, e♭'-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65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66각 3박에

서는 잉어질이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표 3-79> 김덕진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중

모

리

1

  ① 제30각 9박 c"  c"-b♭'

자

진

모

리

4

 ② 제8각 3박  e♭' e♭'-c'

  ③ 제42각 2박  e♭' e♭'-c'

  ④ 제65각 2박 g'  g' -e♭'

  ⑤ 제66각 3박 f'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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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꾸밈음

① 지용구 해금산조

  지용구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 164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중모리에서만 1회 출현하였고, ②-1유형은 중모리 68회, 

자진모리 71회로 모든 장단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그 중에서

도 e♭'-d'의 선율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e♭'-d'의 선율형은 단2도의 음정간격으로 계면조에서는 음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꺽는음’에 해당되는데, 지용구 산조의 악조가 모두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꾸밈음 유형에 비해 ②-1유형의 압도적인 출

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②-2유형은 굿거리에서만 1회, ②-3유형도 굿거리에서만 1회 나타났

으며, ③-1유형도 굿거리에서만 11회 나타났다. 

  ④-1유형은 굿거리에서 5회, ④-2유형도 굿거리에서만 6회로 나타났

고, ④-1과 ④-2모두 g'에서 다루침이 출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지용구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0> 지용구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중

모

리

앞꾸밈음

① 1   e♭'-g'

②-1 68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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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덕진 해금산조

  김덕진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 117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자진모리에서만 6회 출현하였고, ②-1유형은 중모리 67

회, 자진모리 29회로 모든 장단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e♭-d'의 선율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e♭'-d'의 선율

형은 단2도의 음정간격으로 계면조에서는 음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꺽

는음’에 해당되는데, 김덕진 산조의 악조가 계면조와 경기시나위조로 구

성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꾸밈음 유형에 비해 ②-1유형의 압도적인 출현

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 외 ②유형과 관련된 다른 꾸밈음은 

출현하지 않았다. ③-1유형은 중모리에서 3회, 자진모리에서 4회 나타났

고, ④-1유형은 자진모리에서 e♭'에만 8회 나타났다. 이러한 지용구 산

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굿

거

리

앞꾸밈음

②-1 71
  e♭'-d'

    f' - e♭'
  b♭'-a'

②-2 1   d'-e♭'-d'

②-3 1   e♭'-g'-e♭'-d'

뒤꾸밈음 ③-1 11
c'-g'

  c'-e♭'
d'-g'

다루침

④-1 5 g'

④-2 6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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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김덕진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67

   e♭"-d"

  e♭'-d'

  e♭'-c'

  f'-e♭'

g'-f'

  a♭'-g'

  b♭'-a'

   e♭"-d'

   c"-b♭'

뒤꾸밈음 ③-1 3

   e♭'-g'

 f' -g'

   a♭'-c"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① 6
g-c'

  g-e♭'

②-1 29

  e♭'-d'

  e♭'-c'

  f'-e♭'

  a♭-g

c'-g

뒤꾸밈음 ③-1 4

  c'-e♭'

c-d'

c-g

   d'-e♭'

다루침 ④-1 8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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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30년대 해금산조의 시김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용구 산조의 잉어질은 중모리에서 g에서만 출현하다가 굿거리

에서는 b♭에서도 등장하면서 총 9회(중모리 4회, 굿거리 5회)의 잉어질

이 나타난다. 꾸밈음은 앞꾸밈음만 중모리에서 등장하다가 굿거리에서는 

뒤꾸밈음과 다루침이 함께 등장하면서 총 164회(중모리 69회, 굿거리 

95회)의 꾸밈음이 나타나고 있다.

  김덕진 산조의 잉어질은 중모리의 c에서 단 한번 출현하고 굿거리에서

는 g, e♭, f에서도 등장하면서 총 5회(중모리 1회, 자진모리 4회)의 잉

어질이 나타난다. 꾸밈음은 앞꾸밈음과 뒤꾸밈음 두 가지만 중모리에서 

등장하다가 자진모리에서는 다루침까지 함께 등장하면서 총 117회(중모

리 70회, 자진모리 47회)의 꾸밈음이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해금산

조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2> 1930년대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 출현비율

지용구 김덕진

중모리

잉어질 꾸밈음 잉어질 꾸밈음

4 69 1 70

굿거리 5 95 · ·

자진모리 · · 4 47

총횟수 9 164 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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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0년대 해금산조

  류대복·지영희·한범수·임선문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잉어질과 꾸밈

음을 분석하여 시김새를 활용한 선율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 잉어질

① 류대복 해금산조

  류대복 해금산조에는 잉어질 표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각 장단 별로 구성된 기본소박 단위 안의 음정들은 통상적으로 활을 

연결하여 연주하기 마련인데, 잉어질은 이때 활을 연결하지 않고 나눠서 

연주하는 특수한 연주법으로 주로 붓점의 리듬형태나 선율이 도약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실제 출현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김새이다.149) 

  그러나 악보에 드러난 류대복 산조를 보면 잉어질이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선율에서도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끄럽게 연주하라는 

슬러(slur)150)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레가토(Legato)151)로 활을 나

누지 않고 연주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잉어질 표기가 없다고 하

더라도 의도적으로 활의 방향을 빠른 속도로 바꿔야 하는 잉어질 기법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149) 같은 선율도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과 잉어질을 넣어 연주하는 것은 실제 출현

음정 또한 달라지는데, 잉어질을 할 때는 활을 재빠르게 바꾸기도 하지만 동시

에 왼손의 운지 또한 강하게 현을 누르는 운지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50) 슬러는 악보에서, 음높이가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음표의 위나 아래에 긋는 

호선(弧線). 선율감(旋律感)을 주기 위하여 음과 음 사이를 끊어지지 않도록 

매끄럽게 연주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호의 이름이다.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

원,『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151) 레가토는 둘 이상의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소리를 내어 마치 음이 하나로 연결

된 것처럼 만드는 주법을 말한다. 어떤 악절이라도 이음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이음줄 밑에 있는 모든 음들은 하나의 활로, 다시 말해서 한 

방향으로 연주되어야 한다. 이 때 한 호흡으로 동일한 음량을 유지하며 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 노은아, "해금 창작곡을 위한 연

주법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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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류대복의 산조가 수록되어 있는「해금교측본」은 해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자세 및 활 쓰는 훈련과 

운지 훈련, 음정 특수 훈련, 변청 훈련, 그리고 연습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금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음악 교과서이다. 

  그 중에서 잉어질과 관련된 목차로는 <활 쓰는 훈련>과 <음정 특수  

훈련>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정리한 내용에도 잉어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류대복 산조에는 해금의 특수주법인 잉어질은 사용되지 않

았음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물론, 연주자에 따라 실제 연주에서는 특정 선율을 잉어질 주법으로 연

주 할 수도 있는 점에 있어 악보 분석의 한계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여타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류대복이 직접 집필하고 해금 연주법에 대해 

자세히 집필한 교측본 안에 수록된 산조이기 때문에 그의 산조에는 잉어

질의 특수기법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 

  다만, 본 고의 분석 요소가 아닌 트릴(Trill)152)과, 트레몰로(Tremolo)153)

가 각각 중모리 제12각과 자진모리 제40각부터 제54각에 출현하는데, 이는 

나머지 해금산조에는 등장하지 않는 꾸밈음을 유일하게 구성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152) 트릴은 반음 혹은 온음으로 이웃하는 두 음표의 교대로 현재 창작음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한 운지로 한음을 지속적으로 내고 다른 한 

운지로는 또 다른 음을 반복적으로 교체함으로 연주한다. 트릴은 동일한 현에

서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개방현과 특정음의 트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은아, 앞의 논문(2013), 286쪽.
153) 트레몰로는 기보된 음의 길이 동안 한음 위에서 짧고 빠른 우방향 활과 좌방향 

활의 교체를 자주 반복 연주하여 만들어진다. 노은아, 앞의 논문(2013),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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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60> 류대복 중모리 제12각

<악보 3-161> 류대복 자진모리 제40각과 제54각

② 지영희 해금산조

  지영희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30회 출현하는데 진양 8회, 중모리 2회, 

중중모리 6회, 굿거리 1회, 자진모리 5회로 나타난다. 

  진양 제2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f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제3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f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제9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f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제11각에서는 4박과 5박에 두 번 출현하는데 두 번 모두 잉어질

이 f"에 출현하며, f"-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이후 제13각 3박과 제

14각 2박 그리고 마지막인 제16각 1박에서는 모두 잉어질이 e♭"에 출

현하며, e♭"-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모리 제3각 11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g"의 선율형으

로 나타나며, 제8각 4박에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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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모리 제3각 9박과 제5각 3박에서는 모두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9각 2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

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9각 7박에서는 c"에 출현하며, c"-a♭'의 선

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1각 9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

으로 나타난다. 제15각 3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굿거리에서는 잉어질이 제21각 3박에 단 한번 나타나는데, e♭'에 출현

하고 있으며, e♭'-c' 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자진모리 제5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

으로 나타난다. 제5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

형으로 나타난다. 제9각 4박에서는 잉어질이 등장하는 b♭'이 다음 51각

의 첫 박인 g와 연결이 되는 선율로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

17각 4박에서는 잉어질이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9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

난다. 지영희 산조에 나타나는 잉어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3> 지영희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진

양

8

① 제2각 2박 c' c'-f

② 제3각 3박 g' g'-f

③ 제9각 2박 c" c"-f



- 270 -

 ④ 제11각 4박 f"  f"-c"

 ⑤ 제11각 5박 f"  f"-c"

 ⑥ 제13각 3박   e♭" e♭"-c"

 ⑦ 제14각 2박   e♭" e♭"-c"

 ⑧ 제16각 1박   e♭" e♭"-c"

중

모

리

2

 ① 제3각 11박 c" c"-g"

② 제8각 4박  b♭'  b♭'-g'

중

중

모

리

6

① 제4각 3박 g'  g'-e♭'

② 제5각 3박 g'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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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9각 2박 f' f'-e♭'

④ 제10각 3박 c"  c"-a♭'

 ⑤ 제12각 3박 f"  f"-e♭"

 ⑥ 제15각 3박 f' f'-e♭'

굿

거

리

1

 ① 제21각 3박 e♭' e♭'-c' 

자

진

모

리

5

① 제5각 1박  g'   g'-e♭'

② 제5각 2박  g' g'-c'

③ 제9각 4박   b♭'  b♭'-g'

 ④ 제17각 4박 f'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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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범수 해금산조

  한범수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5회 출현하는데 진양 3회, 자진모리 2회

로 나타난다.  

  진양 제15각 3박과 제28각 5박 그리고 제35각 5박 모두 잉어질이 나

타나는데 모두 b♭'에 출현하며 b♭'-a♭'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자진모리 제34각 2박과 제71각 3박에서도 잉어질이 나타나는데 모두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한범수 산조에 나타나는 잉어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4> 한범수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⑤ 제29각 3박   b♭'  b♭'-g'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진

양
3

① 제15각 3박 b♭'   b♭'-a♭'

② 제28각 5박 b♭'   b♭'-a♭'

③ 제35각 5박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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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선문 해금산조

  임선문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34회 출현하는데 진양 4회, 중모리 7회, 

중중모리 13회, 자진모리 10회로 나타난다. 

  진양 제4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3각 2박과 제13각 5박 그리고 19각 4박에서는 모두 잉어

질이 c"에 출현하며 c"-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모리 제3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4각 7박에서는 e♭'에 출현하고 e♭'-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

다. 제9각 3박, 제9각 8박, 제9각 9박, 제10각 4박, 제12각 4박에서는 

잉어질이 모두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중모리 제7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e♭'에 출현하며 e♭'-c'의 선율형

으로 나타난다. 제13각 1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제17각 2박에서는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8각 1박에서는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1

각 1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1각 2박

에서는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6각 1박과 3박

에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6각 4박에서

는 g'에 잉어질이 출현하는데 다음 제27각의 f'로 연결되며 g'-f'의 선율

형으로 나타난다. 제30각 1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c'의 선율형으로 

자

진

모

리

2

⑤ 제34각 2박 g'  g'-g'

⑥ 제71각 3박 b♭'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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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제32각 1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

다. 제33각 2박에서는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

34각 1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자진모리 제2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각 4박과 제6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e♭'에 출현하며 e♭'-c'

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8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c'

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0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7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

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8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f'에 출

현하며 f'-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1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3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b♭'

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4각 2박에서는 잉어질

이 c"에 출현하며 c"-b♭"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임선문 산조에 나타나

는 잉어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5> 임선문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진

양

4

① 제4각 3박 g'  g'-e♭

 ② 제13각 2박 c" c"-g'

 ③ 제13각 5박 c"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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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9각 4박 c" c"-g'

중

모

리

7

 ① 제3각 3박 g g-e♭

 ② 제4각 7박   e♭' e♭'-c'

 ③ 제9각 3박   b♭' b♭'-g'

 ④ 제9각 8박   b♭' b♭'-g'

 ⑤ 제9각 9박   b♭' b♭'-g'

  ⑥ 제10각 4박   b♭' b♭'-g'

  ⑦ 제12각 4박   b♭'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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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모

리

13

① 제7각 3박   e♭'   e♭'-c'

 ② 제13각 1박 f'   f'-e♭'

 ③ 제17각 2박 g' g'-c'

 ④ 제18각 1박 g'   g'-e♭"

 ⑤ 제21각 1박 f'  f'-e♭'

 ⑥ 제21각 2박 g'   g'-e♭'

 ⑦ 제26각 1박   b♭'   b♭'-g'

 ⑧ 제26각 3박   b♭'   b♭'-g'

 ⑨ 제26각 4박 g' g'-f'

 ⑩ 제30각 1박 f'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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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제32각 1박 f'   f'-e♭'

 ⑫ 제33각 2박 g'  g'-c'

 ⑬ 제34각 1박 f'   f'-e♭'

자

진

모

리

10

① 제2각 2박 f'  f'-e♭'

② 제2각 2박   e♭'  e♭'-c'

③ 제6각 1박   e♭'  e♭'-c'

④ 제8각 1박 g' g'-c'

 ⑤ 제10각 1박 g'   g'-e♭'

 ⑥ 제17각 1박 g'   g'-e♭'

 ⑦ 제18각 2박 f'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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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꾸밈음

① 류대복 해금산조

  류대복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 99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진양 3회, 중모리 10회, 휘모리 1회 출현하였고, ②-1

유형은 진양 20회, 중모리 30회, 중중모리 5회, 자진모리 11회, 엇모리 

8회, 휘모리 4회로 모든 장단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 

출현한 꾸밈음은 ②-2유형으로 진양 1회, 중모리 3회, 중중모리 1회, 자

진모리 2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류대복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6> 류대복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⑧ 제21각 2박 g' g'-c'

 ⑨ 제23각 3박   b♭'   b♭'-g'

 ⑩ 제24각 2박 c"   c"-b♭"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진

양
앞꾸밈음 ① 3

  A♭-c"

  e♭'-f'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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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20

  f"-e♭"
  e♭"-d"
 a♭'-g'

   b♭'-a♭'
f"-c"

  c"-a♭"
  b♭'-g'

   e♭'-b♭'
 b♭'-f
g'-f'

②-2  1 g'-a♭'-f'

중

모

리

앞꾸밈음

① 10

e♭'-e♭'

e♭'-b♭'

b♭'-e♭'

a♭-b♭'

 b♭'-d♭"

 d♭"-e♭"

②-1 30

 e♭'-c'

g♭'-f'

  a♭'-g♭'

f'-e♭'

 c"-b♭'

a♭'-f'

②-2 3
a♭'-g♭'-f'

b♭'-a♭'-f'

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5

 f'-e♭'

f'-d'

g'-f'

②-2 1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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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영희 해금산조

  지영희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109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굿거리에서만 1회 출현하였고, ②-1유형은 진양 12회, 

중모리 29회, 중중모리 31회, 굿거리 25회, 자진모리 24회로 모든 장단

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같은 앞꾸밈음의 다른 꾸밈음으로는 

②-3유형만 나타났는데 진양 1회, 자진모리 1회로 출현하였다. 그 외 출

현한 꾸밈음으로는 ③-1유형이 진양 3회, 굿거리 1회, 자진모리 2회, ④

-1유형은 중모리 3회, ④-2유형은 중모리 1회, 자진모리 2회로 나타났

다. 이러한 지영희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엇

모

리

앞꾸밈음 ②-1 8

   b♭'-d'

  f'-e♭'

 f'-d'

  e♭'-d'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②-1 11

f'-d'

b♭'-a♭'

c-F

 c"-g'

②-2 2
f'-e♭'-d'

e♭'-g'-e♭'

휘

모

리

앞꾸밈음

① 1 d'-f'

②-1 4

g'-f'

 c"-g'

  b♭'-g'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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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7> 지영희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진

양

앞꾸밈음

②-1 12 a♭'-g'

②-3  1 c"-b♭'-a♭'-g'

뒤꾸밈음 ③-1 3

c'-e♭'

e♭'-g'

f'-b♭'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29

  e♭'-d'

  b♭'-a'

 c"-g'

g'-f'

뒤꾸밈음 ③-1 3

 c'-f'

e♭'-b♭'

  b♭'-c'

다루침

④-1 3 f

④-2 1 g

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31

 e♭'-d'

b♭'-a

e♭-d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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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범수 해금산조

  한범수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264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진양에서만 4회 출현하였고, ②-1유형은 진양 57회, 중

모리 57회, 중중모리 65회, 자진모리 54회로 모든 장단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 출현한 꾸밈음으로는 ③-1유형이 진양 1회, 자

진모리 1회, ④-1유형은 진양 1회, 자진모리 3회로 나타났으며, ④-2유

형은 진양 26회, 중중모리 6회, 자진모리 9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범수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굿

거

리

앞꾸밈음

① 1  e♭'-f'

②-1 25

  e♭'-d'
 b♭-a
 e♭-d

   b♭-a♭

뒤꾸밈음 ③-1 1   c'-e♭'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②-1 24
e♭'-d'

f'-e♭'

②-3 1 g'-f'-e♭'-d'

뒤꾸밈음 ③-1 2 c'-g'

다루침 ④-2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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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8> 한범수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진

양

앞꾸밈음

① 4
  g'-b♭'
  e♭"-f"
 b♭-f

②-1 57

c'-g

 e♭-d

   b♭'-a♭'

  e♭'-d'

  g'-e♭'

  e♭"-d"

c"-g'

 g'-e♭'

 f'-d♭'

 a♭'-g'

뒤꾸밈음 ③-1 1  e♭'-g'

다루침

④-1 1 g'

④-2 6
g'-g'

f'-f'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57

  b♭-a

  c'-g

e♭-d

 e♭'-d'

b♭'-g'

e♭"-d"

g'-e♭'

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65
 e♭'-d'

f'-d'

다루침 ④-2 6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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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선문 해금산조

  임선문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163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중중모리에서만 1회 출현하였고, ②-1유형은 진양 39회, 

중모리 35회, 중중모리 43회, 자진모리 35회로 모든 장단에 포함되어 가

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 출현한 꾸밈음으로는 ③-1유형이 진양 7회로 

나타났고, ③-2유형이 중중모리 1회로 나타났으며, ④-2유형이 중모리 

1회, 자진모리 1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선문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9> 임선문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②-1 54

e♭'-d'

a♭'-g'
 e♭"-d"

f'-d'

뒤꾸밈음 ③-1 1 d'-g'

다루침

④-1 3 g'

④-2 9 g'-g'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진

양

앞꾸밈음 ②-1 39
   e♭'-d'

   b♭'-g'

뒤꾸밈음 ③-1 7

 g-c'
c-f

   c'-e♭'
 f'-g'
 c'-g'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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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60년대 해금산조의 시김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류대복 산조에는 잉어질이 나타나지 않고 꾸밈음은 구성된 모든 

장단에서 앞꾸밈음만 총 99회(진양 24회, 증모리 43회, 중중모리 6회, 

엇모리 8회, 자진모리 13회, 휘모리 5회)로 나타난다. 

  지영희 산조의 잉어질은 c, e♭, f, g, b♭에서 총 22회(진양 8회, 중

모리 2회, 중중모리 6회, 굿거리 1회, 자진모리 5회)로 나타난다. 꾸밈음

은 앞꾸밈음·뒤꾸밈음·다루침이 모두 나타나면서 총 139회(진양 16회, 

중모리 36회, 중중모리 31회, 굿거리 27회, 자진모리 29회)로 나타난다.  

  한범수 산조의 잉어질은 b♭에서만 총 5회(진양 3회, 자진모리 2회)로 

나타난다. 꾸밈음은 앞꾸밈음·뒤꾸밈음·다루침이 모두 나타나면서 총 

264회(진양 69회, 중모리 57회, 중중모리 71회, 자진모리 67회)로 나타

난다.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35
  b♭-a

   e♭'-d'

다루침 ④-2 1 g'-g'

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① 1  g-c'

②-1 43
e♭'-d'

 b♭-a

뒤꾸밈음 ③-2 1 g-d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②-1 35
e♭'-d'

 a♭'-g'

다루침 ④-2 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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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문 산조의 잉어질은 c, e♭, f, g, b♭에서 총34회(진양 4회, 중모

리 7회, 중중모리 13회, 자진모리 10회)로 나타난다. 꾸밈음은 앞꾸밈

음·뒤꾸밈음·다루침이 모두 나타나면서 총 163회(진양 46회, 중모리 

36회, 중중모리 45회, 자진모리 36회)로 나타난다. 1960년대 해금산조

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0> 1960년대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 출현비율

류대복 지영희 한범수 임선문

진
양

잉어질 꾸밈음 잉어질 꾸밈음 잉어질 꾸밈음 잉어질 꾸밈음

· 24 8 16 3 69 4 46

중
모
리

· 43 2 36 · 57 7 36

중
중
모
리

· 6 6 31 · 71 13 45

굿
거
리

· · 1 27 · · · ·

엇
모
리

· 8 · · · · · ·

자
진
모
리

· 13 5 29 2 67 10 36

휘
모
리

· 5 · · · · · ·

총
횟
수

0 99 22 139 5 264 3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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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해금산조

  서용석·김영재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잉어질과 꾸밈음을 분석하여 시

김새를 활용한 선율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 잉어질

① 서용석 해금산조

  서용석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19회 출현하는데 진양 3회, 중모리 5회, 

중중모리 6회, 빠른중중모리 5회로 나타난다. 

 진양 제2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현하며, b♭'-e♭'의 선율형으

로 나타난다. 제24각 4박에서는 잉어질이 f"에 출현하며, f"-b♭'의 선율

형으로 나타난다. 제38각 5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 b♭'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모리 제8각 2박에서는 잉어질이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나며, 제10각 4박에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

난다. 제12각 4박에서는 g'에 출현하며, g'-f'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

28각 2박에서는 c"에 출현하며, c"-b♭'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8각 

5박에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중모리 제14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f'의 선율형으

로 나타난다. 제14각 2박에서는 g'에 출현하며, g'-g'의 선율형으로 나타

난다. 제16각 2박에서는 c"에 출현하며, c"-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26각 2박에서는 d"에 출현하며, d"-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44

각 3박에서는 g'에 출현하며, g'-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54각 2박

에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빠른중중모리 제1각 3박에서는 c'에 출현하며, c'-g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제2각 3박에서는 f에 출현하며, f-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3각 1박에서는 c'에 출현하며, c'-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5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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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8각 2박에

서는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서용석 산조에 나

타나는 잉어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1> 서용석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진

양

3

① 제2각 3박    b♭'   b♭'-e♭'

 ② 제24각 4박  f'   f'-b♭'

 ③ 제38각 5박  c'   c'- b♭'

중

모

리

5

 ① 제8각 2박 f'   f'-e♭'

  ② 제10각 4박   b♭'  b♭'-g'

  ③ 제12각 4박 g' g'-f'

  ④ 제28각 2박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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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28각 5박   a♭' a♭'-f'

중

중

모

리

6

 ① 제14각 1박  g' g'-f'

 ② 제14각 2박  g' g'-g'

 ③ 제16각 2박 c" c"-g'

 ④ 제26각 2박 d"  d"-e♭"

 ⑤ 제44각 3박 g' g'-g'

 ⑥ 제54각 2박 b♭' b♭'-g'

빠

른

중

중

모

리

4

① 제1각 3박  c' c'-g

② 제2각 3박 f  f-e♭

③ 제3각 1박  c'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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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영재 해금산조

  김영재 산조에서 잉어질은 총23회 출현하는데 진양 6회, 중모리 9회, 

중중모리 3회, 자진모리 2회, 단모리 3회로 나타난다. 

  진양 제1각의 3박과 4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3각의 1박과 3박은 모두 잉어질이 c"에 출현하

며, c"-b♭'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7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d'에 출

현하며, d'-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8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c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모리 제1각 3박과 9박에서는 잉어질이 모두 b♭'에 출현하며 b♭'-g'

의 선율형으로 나타나고, 제2각 4박과 제4각 4박에서는 b♭'에 출현하며 

b♭'-f'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7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현하

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8각 5박에서는 잉어질이 b♭'에 출

현하며 b♭'-f'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0각 10박에서는 잉어질이 b♭'

에 출현하며 b♭'-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5각 9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e♭"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제17각 4박에서는 잉어질

이 c"에 출현하며 c"-b♭'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중중모리 제3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e♭'에 출현하며 e♭'-g'의 선율형

으로 나타난다. 제8각 3박에서는 c"에 출현하며 c"-g'의 선율형으로 나

타난다. 제12각 2박에서는 d♭"에 출현하며 d♭"-b♭'의 선율형으로 나타

난다. 

 ④ 제15각 2박   b♭' b♭'-g'

 ⑤ 제18각 2박   b♭'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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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모리 제14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f의 선율형으

로 나타난다. 제65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c"에 출현하며 c"-c의 선율형

으로 나타난다. 제8각 1박에서는 잉어질이 g'에 출현하며 g'-c'의 선율형

으로 나타난다. 

  단모리 제40각 3박, 제41각 1박, 제41각 3박에서는 잉어질이 모두 g'

에 출현하며 g'-g의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김영재 산조에 나타나는 잉어

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2> 김영재 해금산조의 잉어질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횟

수
위치 출현음 선율형

진

양

6

 ① 제1각 3박   b♭'  b♭'-g'

 ② 제1각 4박   b♭'  b♭'-g'

 ③ 제3각 1박 c"  c"-b♭'

 ④ 제3각 3박 c"  c"-b♭'

 ⑤ 제7각 3박 d' d'-c'

 ⑥ 제8각 3박 c' c'-c



- 292 -

중

모

리

9

 ① 제1각 3박   b♭' b♭'-g'

 ② 제1각 9박   b♭' b♭'-g'

 ③ 제2각 4박   b♭' b♭'-f'

 ④ 제4각 4박   b♭' b♭'-f'

 ⑤ 제7각 3박   b♭' b♭'-g'

 ⑥ 제8각 5박   b♭' b♭'-f'

   ⑦ 제10각 10박   b♭' b♭'-g'

  ⑧ 제15각 9박  g"  g"-e♭"

  ⑨ 제17각 4박  c"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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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모

리

3

 ① 제3각 1박   b♭'  b♭'-g'

 ② 제8각 3박 c"  c"-g'

  ③ 제12각 2박   d♭"   d♭"-b♭'

자

진

모

리

10

① 제14각 3박 g'  g'-f

② 제65각 3박 c"  c"-c

단

모

리

3

① 제40각 3박 g' g'-g

 ② 제41각 1박 g' g'-g

 ③ 제41각 3박 g'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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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꾸밈음

① 서용석 해금산조

  서용석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243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진양 4회, 중모리 2회 출현하였고, ②-1유형은 진양 59

회, 중모리 49회, 중중모리 33회, 빠른중중모리 8회, 자진모리 44회, 엇

모리 3회로 모든 장단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 출현한 

꾸밈음으로는 ③-1유형이 진양 14회, 굿거리 1회, 자진모리 3회로 나타

나고 ③-2유형이 자진모리 1회로 나타났다. ④-1유형은 자진모리에서만 

4회 나타났고, ④-2유형은 진양 2회, 중모리 1회, 중중모리 1회, 빠른중

중모리 1회, 자진모리 4회, 엇모리 1회 ④-2유형은 중모리 1회, 자진모

리 2회로 각 장단에 고르게 나타났으며, ④-3유형이 진양에서만 2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용석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3> 서용석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진

양
앞꾸밈음

① 4

g'-c"

  b♭'-c"

    b♭"-d♭"

②-1 59

 a♭'-g'

 c'-b♭'

 f'-e♭'

g'-f'

   g♭'-e♭'

  g♭"-f"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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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꾸밈음 ③-1  14

 c'-e♭'

  f-b♭

  b♭'-c"

    g♭"-b♭"

  g'-b♭"

다루침

④-2 2
g'-g'

   b♭'-b♭'

④-3 2    b♭'-b♭'-b♭'

중

모

리

앞꾸밈음

① 2
  e♭'-g'

d'-e'

②-1 49

  e♭'-d'

g'-f'

   e♭"-d"

  c"-b♭'

 f'-e♭'

  e♭"-d"

다루침 ④-2 1 e'-e'

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33

 f'-e♭'

a♭'-g'

 e♭"-d"

e♭'-d'

뒤꾸밈음 ③-1 6

g'-b♭'

 d"-e♭"

d'-e♭'

다루침 ④-2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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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른

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8
f-e♭'

 e♭'-d'

뒤꾸밈음 ③-1 1  d'-e♭'

다루침 ④-2 1 g'-g'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②-1 44

 e♭'-d'

  e♭"-d"

a♭'-g

뒤꾸밈음

③-1 3

d'-f'

d'-e'

  e♭'-g'

③-2 1 d'-c'

다루침

④-1 4
g'

c"

④-2 4
g'-g'

c"-c"

엇

모

리

앞꾸밈음 ②-1 3

e♭'-d'

 e♭"-d"

다루침 ④-2 1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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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영재 해금산조

  김영재 산조에 나타난 꾸밈음의 출현횟수는 총218회로 나타났다. 

그 중 ①유형은 나타나지 않았고, ②-1유형은 진양 27회, 중모리 39회, 

중중모리 34회, 엇모리 25회, 자진모리 30회, 단모리 36회로 모든 장단

에 포함되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 출현한 꾸밈음으로는 ④-2유

형이 진양 4회, 중모리 5회, 중중모리 1회, 엇모리 4회, 단모리 1회로 나

타났으며, ④-3유형은 진양 2회, 중모리 1회, 중중모리 1회, 엇모리 1회, 

자진모리 1회, 단모리 1회로 각 장단마다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④-4

유형은 중중모리 1회, 단모리 1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김영재 산조에 나

타나는 꾸밈음의 유형과 출현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4> 김영재 산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유형과 출현양상

장단 종류 형태 유형 횟수 선율형

진

양

앞꾸밈음 ②-1 27

 e♭'-d'

 b♭'-a'

e♭-d

다루침

④-2 4

  B♭-B♭

  b♭-b♭

f'-f'
  a♭'-a♭'

④-3 2    f'-f'-f'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39

  e♭'-d'

  b♭'-a'

 b♭-a

④-2 4
f'-f'

 g'-g'

다루침 ④-3 2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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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모

리

앞꾸밈음 ②-1 34

   e♭'-d'
   b♭'-a'
   f'-e♭'
  g♭'-f

   g♭"-f"
   d♭'-c'

다루침

④-2 1 f'-f'

④-3 1   g'-g'-g'

④-4 1   g'-g'-g'-g'

엇

모

리

앞꾸밈음 ②-1 25

  e♭'-d'

  c"-b♭'

  b♭'-a'

  g♭"-f"

  d♭'-c'

다루침

④-2 4
f'-f'

 a♭'-a♭'

④-3 1 f'-f'-f'

자

진

모

리

앞꾸밈음 ②-1 30

  e♭'-d'

 a♭'-g

  a♭"-g"

  e♭"-d"

다루침 ④-3 1 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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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980년대 해금산조의 시김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서용석 산조의 잉어질은 c, d, f, g, b♭에서만 총 18회(진양 3

회, 중모리 5회, 중중모리 6회, 빠른중중모리 4회)로 나타난다. 꾸밈음은 

앞꾸밈음·뒤꾸밈음·다루침이 모두 나타나면서 총 283회(진양 81회, 중

모리 52회, 중중모리 40회, 빠른중중모리 10회, 자진모리 56회, 엇모리 

4회)로 나타난다.

  김영재 산조의 잉어질은 c, d, g, b♭에서 총 23회(진양 6회, 중모리 9

회, 중중모리 3회, 자진모리 2회, 단모리 3회)로 나타난다. 꾸밈음은 총 

215회(진양 33회, 중모리 45회, 중중모리 37회, 엇모리 30회, 자진모리 

31회, 단모리 39회)로 앞꾸밈음·뒤꾸밈음·다루침이 모두 나타나는데, 모

든 해금산조들 중 유일하게 ④-4유형( )의 다루침이 출현했다. 1980년

대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모

리

앞꾸밈음 ②-1 36

 e♭-d

 b♭-a

  e♭'-d'

  b♭'-a'

  e♭"-d"

다루침

④-2 1  b♭'-b♭'

④-3 1 b♭'-b♭'-b♭'

④-4 1 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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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5> 1980년대 해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 출현비율

서용석 김영재

진양

잉어질 꾸밈음 잉어질 꾸밈음

3 81 6 33

중모리 5 52 9 45

중중모리 6 40 3 37

빠른

중중모리
4 10 · ·

(김영재)

엇모리
· · · 30

자진모리 · 56 2 31

단모리 · · 3 39

(서용석)

엇모리
· 4 · ·

총횟수 18 283 2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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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1930년대 초 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생성 및 전개된 해금산조를 장

단구성과 장단구조, 악조 및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 시김새를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금산조의 장단의 구성은 세대를 거치며 2악장 구성에서 6악장 

구성으로 증가하였고 장단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30년대 해금산조는 모두 2악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해금산조는 악장 수가 증가하여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4악장 

구성의 기본 장단 틀을 갖추었다. 그 중 류대복 산조는 엇모리와 휘모리

를, 지영희 산조는 굿거리를 추가로 구성하면서 1960년대 해금산조의 장

단 구성은 4악장 구성을 기본 틀로 확립, 5악장과 6악장 구성도 함께 나

타났다.

  이후 1980년대의 해금산조는 이미 확립된 기본 4악장 구성에 빠른중

중모리·단모리·엇모리를 추가로 포함한 6악장 구성으로, 해금산조에는 

처음 등장하는 빠른 중중모리와 단모리가 새로운 악장으로 구성된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엇모리 장단의 위치가 변화하였는

데 그동안 자진모리 이전에 위치했던 엇모리가 1980년대 서용석의 산조

에서는 자진모리 다음에 위치하며 마지막 장단으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둘째,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를 살펴 본 결과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

지의 모든 산조에서 공통적으로 진양과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만(100%) 

나타났다.

  그 외의 각 산조에 구성된 나머지 장단에서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몇몇 장단을 제외한 대다수의 장단에서 기

본장단구조가 지배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류대복·지영희의 중

중모리와 김영재의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만 예외적으로 변형장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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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해금산조의 악조는 계면조로만 이루어진 단일 악조에서 이후 총 

8가지의 다양한 악조가 나타나지만, 1930년대 2가지-1960년대 7가지

-1980년대 6가지의 악조구성으로 미루어 각 세대에 따른 점진적 증가 

양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1930년대의 해금산조는 계면조의 단일악조로 구성된 지용구 산조에서 

김덕진의 산조에 경기 시나위가 추가 구성되면서 2가지의 악조로 구성, 

1960년대의 산조는 우조·평조·진경드름·추천목·메나리조의 5가지 

악조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악조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해금산조는 드렁조가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추천목과 메나리조

가 제외되어 총 6가지의 악조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넷째,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은 운지이동이 전무했던 초

기산조에서 적게는 2회, 많게는 25회의 운지이동으로 해금의 다양한 음

역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운지이동이 전무한 지용구 산조에서 동시대에 생성된 김덕

진 산조를 시작으로 2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의 

산조들은 각각 2회·4회·7회의 운지이동을 통해 해금의 음역을 활용하

고 있다. 1980년대의 서용석 산조 또한 7회의 운지 이동 양상이 나타나

며, 같은 시기의 김영재 산조는 총 25회 운지이동이 나타난다. 이처럼 운

지이동 횟수를 통해 해금산조의 음역 활용이 다양하게 확대된 양상을 파

악하였지만, 이를 세대에 따른 증가양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 꾸밈음과 잉어질을 중심으로 시김새를 살펴 본 바, 세대를 거듭

할수록 꾸밈음의 출현 횟수는 증가했지만, 해금의 특수주법인 잉어질의 

출현 횟수는 증가되지 않았다.  

  먼저, 꾸밈음은 앞꾸밈음, 뒤꾸밈음, 다루침의 세 가지로 분류, 이를 다

시 1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1930년대 해금산조의 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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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출현횟수는 평균 140회, 1960년대는 166회, 1980년대는 249회로 점

차 증가하였다. 또한 꾸밈음 중 높은음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②

-1유형( )의 앞꾸밈음, 즉 꾸밈음과 본음과의 음정관계가 단 2도의 간

격의 꺽는음이 모든 산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의 ②-3유형( )의 앞꾸밈음은 지용구와 지영희 산조에만 등장

하는 점, 류대복의 산조에는 앞꾸밈음만 등장하는 점, ④-4 유형( )의 

다루침은 김영재의 산조에만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반면, 잉어질은 1930년대 산조에서는 10회 미만, 1980년대는 평균 

20회로 나타나 마치 증가하는 양상처럼 보이지만, 1960년대의 예외적 

분석 결과로 세대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 증가 양상으로 볼 수 없음을 확

인하였다. 

  예외적인 1960년대 산조의 잉어질 출현횟수는 류대복 산조에는 잉어

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영희 산조는 21회, 한범수 산조는 5회, 임

선문의 산조는 34회로 각 산조마다 출현 빈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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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해금산조는 1930년대 지용구와 김덕진의 초기산조를 시작으로 1960

년대 그들의 제자인 지영희에 의해 체계화되고 정립되어 현행의 산조와 

같은 틀로 확립되었다. 지영희와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인 류대복, 한범수, 

임선문도 각자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어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서용

석과 김영재의 산조가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해금산조는 총 8가지

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된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산조를 대상

으로 개별분석하거나 동시대의 각기 다른 해금산조들간의 비교 분석, 혹

은 같은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악기 산조와 비교 분석을 통해 개별 

산조의 특징을 알아내는 공시적 관점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해금산조

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음악사적 흐름과 시대별로 변천하는 음악적 특징

에 대한 통시적 관점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학계에 알려진 전승산조와 미전승산조를 모두 관철한 연구는 아직

까지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금산조를 하나의 음악장르로서 그 전모(全貌)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밝혀진 8가지 해금산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여 해금산조의 음악사적 흐름에 대한 통시적 연구와 함께 동시대에 생성

된 산조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통해 해금산조의 변천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해금산조의 음악사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지용구 ‧ 김덕진 ‧ 류

대복 ‧ 지영희 ‧ 한범수 ‧ 임선문 ‧ 서용석 ‧ 김영재의 생몰연도를 기준으로 

시대별로 나눈 뒤 그들의 음악활동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30년대는 다양한 시도와 즉흥성의 실현으로 해금산조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창작하기 시작한 시기로 지용구·김덕진에 의해 현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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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형식이 다른 초기 산조가 생성된 <해금산조의 태동기>라 정의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연주자 개인의 음악 성향이 강조된 자신만의 가락

을 형성하여 산조로서의 정형성과 틀을 완성한 시기로 류대복·지영희·

한범수·임선문에 의한 <해금산조의 확립기>라 정의할 수 있다. 1980년

대는 확립된 산조의 정형성을 기반으로 음악양식적 변화 및 발전양상이 

드러나는 시기로 서용석·김영재에 의한 <해금산조의 확장기>라 정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해금산조를 만들어낸 8명의 인물들은 당대에 해금이

라는 악기를 섭렵한 예인으로 악기특수성의 파악을 뛰어넘어 산조라는 

독자적 음악양식으로‘해금산조’를 창조해낸 예술가였다.

  뿐만 아니라 위의 인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승관계 또는 동

료로서 음악활동 영역 또한 매우 중첩되어 나타났는데, 그동안 알려진 지

용구-지영희-김영재로 이어지는 사승관계 외에도 김덕진-지영희, 지영

희-한범수, 지영희-임선문의 사승관계와 지용구-김덕진-지영희, 지영희

-한범수, 지영희-임선문이 같은 음악집단 또는 교육계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였음을 알아냈다.

  이러한 그들의 음악활동 영역은 산조 전승과정에 영향을 주었는데, 해

금산조를 만든 인물들 모두 음악사회의 중앙무대였던 서울이라는 제도권 

내의 연주단체나 교육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산조를 음악사회에 알리

고 전승기반을 갖추었다. 그러나 활동 중 이러한 제도권을 벗어나 평양으

로 근거지를 옮긴 류대복과 본가인 화성으로 귀향하여 굿판의 악사로 전

향한 임선문의 산조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미전승되었다. 

  이처럼 해금산조를 만든 인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승관계 

또는 동료로서 함께 제도권 안에서 음악 활동을 했고, 그들의 음악 활동

영역에 따라 산조 전승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1930년대 초 생성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전개된 해금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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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단구성과 장단구조, 악조 및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 시김새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금산조의 장단의 구성은 세대를 거치며 2악장 구성에서 6악장 

구성으로 증가하였고 장단의 구성 순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30년대 해금산조는 모두 2악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해금산조는 악장 수가 증가하여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4악장 

구성의 기본 장단 틀을 갖추었다. 그 중 류대복 산조는 엇모리와 휘모리

를, 지영희 산조는 굿거리를 추가로 구성하면서 1960년대 해금산조의 장

단 구성은 4악장 구성을 기본 틀로 확립, 5악장과 6악장 구성도 함께 나

타났다.

  이후 1980년대의 해금산조는 이미 확립된 기본 4악장 구성에 빠른중

중모리·단모리·엇모리를 추가로 포함한 6악장 구성으로, 해금산조에는 

처음 등장하는 빠른 중중모리와 단모리가 새로운 악장으로 구성된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엇모리 장단의 위치가 변화하였는

데 그동안 자진모리 이전에 위치했던 엇모리가 1980년대 서용석의 산조

에서는 자진모리 다음에 위치하여 마지막 장단으로 구성되면서 장단의 

구성 순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해금산조의 장단구조를 살펴 본 결과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

지의 모든 산조에서 공통적으로 진양과 중모리는 기본장단구조로만 나타

났다.

  그 외의 각 산조에 구성된 나머지 장단에서는 기본장단구조와 변형장

단구조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몇몇 장단을 제외한 대다수의 장단에서 기

본장단구조가 지배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류대복·지영희의 중

중모리와 김영재의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만 예외적으로 변형장단구조

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해금산조의 악조는 계면조로만 이루어진 단일 악조에서 이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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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의 다양한 악조가 나타나지만, 1930년대 2가지-1960년대 7가지

-1980년대 6가지의 악조구성으로 미루어 각 세대에 따른 점진적 증가 

양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1930년대의 해금산조는 계면조의 단일악조로 구성된 지용구 산조에서 

김덕진의 산조에 경기 시나위가 추가 구성되면서 2가지의 악조로 구성, 

1960년대의 산조는 우조·평조·진경드름·추천목·메나리조의 5가지 

악조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악조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해금산조는 드렁조가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추천목과 메나리조

가 제외되어 총 6가지의 악조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넷째, 해금산조의 운지이동에 따른 음역활용은 운지이동이 전무했던 초

기산조에서 적게는 2회, 많게는 25회의 운지이동으로 해금의 다양한 음

역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운지이동이 전무한 지용구 산조에서 동시대에 생성된 김덕

진 산조를 시작으로 2회의 운지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의 

산조들은 각각 류대복 산조 7회·지영희 산조 7회·한범수 산조 2회·김

영재 산조 4회의 운지이동을 통해 해금의 음역을 활용하고 있다. 1980년

대의 서용석 산조 또한 7회의 운지 이동 양상이 나타나며, 같은 시기의 

김영재 산조는 총 25회 운지이동이 나타난다. 이처럼 운지이동 횟수를 

통해 해금산조의 음역 활용이 다양하게 확대된 양상을 파악하였지만, 이

를 세대에 따른 증가양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 해금산조의 꾸밈음과 잉어질을 중심으로 시김새를 살펴본 바, 

세대를 거듭할수록 꾸밈음의 출현 횟수는 증가했지만, 해금의 특수주법인 

잉어질의 출현 횟수는 증가되지 않았다.  

  먼저, 꾸밈음은 앞꾸밈음, 뒤꾸밈음, 다루침의 세 가지로 분류, 이를 다

시 1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1930년대 해금산조의 꾸밈

음 출현횟수는 평균 140회, 1960년대는 166회, 1980년대는 249회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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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가하였다. 또한 꾸밈음 중 높은음에서 본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②

-1유형( )의 앞꾸밈음, 즉 꾸밈음과 본음과의 음정관계가 단 2도의 간

격의 꺽는음이 모든 산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의 ②-3유형

( )의 앞꾸밈음은 지용구와 지영희 산조에만 등장하는 점, 류대복의 산

조에는 앞꾸밈음만 등장하는 점, ④-4유형( )의 다루침은 김영재의 산

조에만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반면, 잉어질은 1930년대 산조에서는 10회 미만, 1980년대는 평균 20회

로 나타나 마치 증가하는 양상처럼 보이지만, 1960년대의 예외적 분석 결과

로 세대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 증가 양상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예

외적으로 나타난 1960년대 산조의 잉어질 출현횟수는 류대복 산조에는 잉

어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영희 산조는 21회, 한범수 산조는 5회, 임

선문의 산조는 34회로 각 산조마다 출현 빈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100년에 가까운 해금산조사를 조망하여 8가지 산조

의 생성 및 전개과정과 음악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해금산조의 변천양상

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생성된 해금산조가 단선적으로 오늘

날에 이른 것이 아니라 1960년대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장단과 악조 그

리고 시김새의 측면에서 확장되어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

한 해금산조의 변천양상을 통해 산조음악의 생명력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해금산조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 실질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향후 새롭게 창작되는 해금산조의 방향을 제시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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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studies the changes of Haegeum Sanjo by looking 

at its flow in the musical history and its characteristic by 

selecting 8 different Haegeum Sanjos that are known starting 

from Ji, Yong-gu’s Sanjo which is known as the beginning of 

Haegeum Sanjo to Sanjos by Kim, Deok-jin, Ryu, Dae-bok, Ji, 

Young-hee, Han, Beom-su, Lim, Sun-moon, Seo, Yong-seok and 

Kim, Young-jae.

  First, by looking at the formation and the flow of Haegeum 

Sanjo’s development, the following was found: Haegeum Sanjo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era: <The Beginning of Haegeum 

Sanjo>, 1930s when the early Sanjo was formed by Ji, Y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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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im, Deok-jin, <The Establishment of Haegeum Sanjo>, 

1960s when Sanjo came to have its pattern and outline by Ryu, 

Dae-bok, Ji, Young-hee, Han, Beom-su and Lim, Sun-moon, and 

<The Expansion of Haegeum Sanjo>, 1980s when Sanjo music 

took its various forms through Seo, Yong-seok and Kim, 

Young-jae. 

  Also, those 8 figures who created Haegeum Sanjo did not act 

on their own at their own fields, but rather were connected as 

friends or as teachers and students and their field of music also 

overlapped a lot. Apart from the already know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f Ji, Yong-gu, Ji, Young-hee, and Kim, Young-jae, 

it was found through research that Kim Deok-jin & Ji, 

Young-hee, Ji, Young-hee & Han, Beom-su, Ji, Young-hee & 

Lim, Sun-moon were also teachers-students, and that Ji, 

Yong-gu & Kim, Deok-jin & Ji, Young-hee, Ji, Young-hee & 

Han, Beom-su, and Ji, Young-hee & Lim, Sun-moon were 

friends who were active in the same musical group or in same 

educational field. 

  They parted, however, according to their major field of musical 

activity into either inherited Sanjo or non-inherited Sanjo. And 

such result shows that while all the key figures who created 

Haegeum Sanjo were active in performance groups or educational 

groups located in Seoul, which was the main and orthodox stage, 

Sanjos by Ryu, Dae-bok and Lim, Sun-moon who broke away 

from the orthodox stage were not passed down. 

  Next, the results of analyzing each Sanjo with composition of 

rhythm, structure, composition of tone, utilization of r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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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according to fingering, Sigimsae as the criteria to study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Haegeum Sanjo of different era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position of rhythm increased from two movements 

into six movements as the era passed, and there was also other 

changes in composition of rhythms. All Haegeum Sanjos in 1930s 

were comprised of two movements, but in 1960s the numbers of 

movements increased to set the basic outline as four movements 

of Jinyang-Jungmori-Jungjungmori-Jajinmori. On top of that, 

Ryu, Dae-bok Sanjo added Utmori and Hwimori, Ji, Young-hee 

Sanjo added Gutguri so that five, six movement compositions can 

be found. Afterwards in the 1980s, the main characteristic of 

Haegeum Sanjo which added rapid Jungjungmori, Danmori, Utmori 

onto already fixed four movement composition was that rapid 

Jungjungmori and Danmori newly appeared in the new movement. 

Not only that, Utmori which so far had been placed before 

Jajinmori was placed after Jajinmori in 1980s Seo, Yong-seok 

Sanjo showing the change in order of rhythm composition.

  Second, the structure of rhythm in Haegeum Sanjo only showed 

Jinyang and Jungmori as basic rhythm structure in all Sanjos 

between 1930s to 1980s. In other rhythms that were included in 

each Sanjo, basic rhythm structure and modified rhythm structure 

could be seen simultaneously and in the majority of rhythms 

excluding several rhythms, basic rhythm structure could be 

identified. And only in Ryu, Dae-bok & Ji, Young-hee’s 

Jungjungmori and Kim, Young-jae’s Jungjungmori and Jajinmori, 

the modified rhythm structure could be found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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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the tone in Haegeum Sanjo begins with single tone 

comprised of only Gyemyeonjo to include eight tones later. As 

there were two tones in 1930s, seven in 1960s and six in 1980s, 

it is hard to interpret it as gradual increase in tone composition 

according to change in era. 

   Fourth, when looked at the utilization of range in notes 

according to fingering in Haegeum Sanjo, it began in 1930s Ji, 

Yong-gu Sanjo with no finger movement and Kim, Deok-jin 

Sanjo which shows two finger movements, Sanjos from 1960s 

utilizes the range in notes of Haegeum by seven (Ryu, Dae-bok), 

seven (Ji, Young-hee), two (Han, Beom-su), four (Kim, 

Young-jae) finger movements. Seo, Yong-seok Sanjo in 1980s 

also show seven finger movements, and Kim, Young-jae Sanjo of 

the same era shows twenty-five finger movements illustrating 

how note range became widely utilized,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it as upward trend as time passed. 

  Fifth, when looked at the Sigimsae focusing on the grace notes and 

Ing-eojil in Haegeum Sanjo, Appearance of grace notes in Haegeum 

Sanjo in 1930s was in average 140 times, 166 times in 1960s, and 

249 times in 1980s showing gradual increase. Also, ②-1 type 

appoggiatura ( ), where the note moves from the high note of 

grace note into the main note,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of 

grace note and the main note being separated by only two degrees 

was the most frequent in all Sanjos. Other characteristics were that 

②-3 type appoggiatura ( ) only appeared in Ji, Yong-gu and Ji, 

Young-hee Sanjo, that only appoggiaturas appeared in Ryu, 

Dae-bok Sanjo, and that ④-4 type handling ( ) only appea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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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jae Sanjo. On the other hand, Ing-eojil appeared less 

than 10 times in 1930s Sanjo, and in average 20 times in 1980s 

Sanjo making it seem like a gradual increase. However, there was 

no Ing-eojil in 1960s Ryu, Dae-bok Sanjo while 21 times in Ji, 

Young-jee Sanjo, 5 times in Han, Beom-su Sanjo, 34 times in 

Lim, Sun-moon Sanjo showing exceptions in analytical result and 

thus making it hard to find the upward trend in frequency in 

Ing-eojil. 

  To conclude, the study looked thoroughly at the near-100 year 

history of Haegeum Sanjo to examine the formation, history of its 

development and its chan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aegeum Sanjo which was first created in 1930s did not come to 

being linearly but gradually expanded and developed as 1960s and 

1980s being its key points in terms of rhythm, tone and 

Sigimsae. It can be hoped that this study would help deeper 

understanding of Haegeum Sanjo and thus leading to practical 

performance, and further become a foundation which adds vitality 

to Haegeum Sanjo and presents directions to which new Haegeum 

Sanjo should head.

keywords : Haegeum Sanjo, 8 Schools, Change in Aspects, Compotision 

of Rhythm, Composition of Tone, Utilization of Range in 

Notes, Sigimsae, 1930s, The Beginning, 1960s, The 

Establishment, 1980s, Th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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