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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악은 곧 아정(雅正)하고 고상하며 바른 음악이라는 말로, 19세

기 말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과거 궁중음악의 

일부를 포함하여 민간 상류층에서 연주되어 오던 모든 음악을 지

칭하며 속악의 대칭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특히 구한말 1909년 

대한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아악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다원화되면서 표면적으로 공칭화(公稱化)된 것이다. 정

악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와 해방 이후 구왕궁 아

악부, 1951년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며 정악이라는 용어는 민속

악의 대칭어로 사용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왕직아악부는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

고, 이와 동시에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장악원이 격하되어 붙여진 

명칭이다. 1911년 설립되어 1945년 해방되기까지 30여 년간 일

제의 국권침탈과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서 아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왕직아악부는 1945년 해방 후 구왕궁 아악부

를 거쳐 1951년 오늘날의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었다. 

 김정자는 이러한 20세기에 나타난 음악적 다원화 과정에서 현,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는 이왕직아악부에서 양성된 국악인이 아닌 

서구식 근대 교육 제도하에 배출된 가야금정악 전문 연구자이자 

교육자, 연주자이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과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잇따라 6.25라는 거친 근현대사 속에서 소실되어가던 이왕

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

다.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은 복원수법, 차용수법, 창안수법 세

가지 형태로 분류 되며 각 수법을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링당법은 김정자의 창안 수법이다. 도링당법은 주로 가

곡에 쓰이며 식지와 모지를 세워 뜯는 우수법으로 강한 음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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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쓰는 수법이 아니고 약한 음을 곱고 깨끗하게 표현할 때 쓰인

다. 둘째, 김정자의 복원수법 퇴이추 수법은 선법으로 연주되거나, 

선법을 벗어나 장식적으로 연주되거나, 노래나 관현악과의 조화를 

위해 시김새를 대체한 것으로서 연주된다. 퇴이추는 지속음을 퇴

성하여 가야금 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합주나 노래와의 조화를 위

해 농현이나 시김새를 표현한다. 김정자의 상행추성법은 관악기에

서 차용한 차용수법으로 요성법이다. 상행추성법은 합주시 관악 

가락의 요성과 함께 현악 가락의 추성 수법으로서 느린 음악에서 

위엄있고 점잖으면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도록 한다. 넷째, 김정

자의 다징법은 식지와 모지를 짚어 함께 연주하는 쌍현법으로 두 

음이 상행할때 사용된다. 다섯째, 지동법은 다징법과 마찬가지로 

식지와 모지 쌍현법이나 다징법과는 반대로 두음이 하행시 연주된

다. 김정자의 쌍현법 다징법과 지동법은 일반 모지 수법 보다 훨

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성음을 구사하도록 해 준다.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잊혀진 가야금정악 수법 복원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김정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세련된 방

식으로 가야금정악 수법의 자기화 및 다양화했으며 이는 가야금정

악의 유려한 음악적 표현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동양 예술 철학에 

기반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더욱 승화해 독주 장르로서 

현행 가야금정악의 미적 가치를 재발견 했다.

주요어 : 가야금, 가야금정악, 김정자, 도링당법, 다징법, 퇴이추 

학  번 : 2009-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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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기 및 연구 목적 

 정악은 곧 정악은 곧 아정(雅正)하고 고상한 음악이라는 말로, 19세기 

말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1). 과거 궁중음악의 일부를 

포함하여 민간 상류층에서 연주되어 오던 모든 음악을 지칭하며 속악의 

대칭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특히 구한말 1909년 이조왕조가 무너짐과 

동시에 아악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다원화되면서 표면

적으로 공칭화(公稱化)된 것이다. 정악이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풍류방의 

음악문화를 계승한 구한말 정악 유지회와 조선정악전습소 및 해방이후 

한국정악원에서 가곡과 줄풍류를 가리키는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러

한 전통이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2)와 해방 이후 구왕궁 아악부, 

1951년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며 정악이라는 용어는 민속악의 대칭어로 

사용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3)

 이왕직아악부는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고, 이

와 동시에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장악원4)이 격하되어 붙여진 명칭이다. 

이왕직아악부는 1911년 설립되어 1945년 해방되기까지 30여 년간 일

제의 국권침탈과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서 아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왕직아악부는 일제 강압에 의한 기능 및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악사 양성소를 설치하여 아악생을 양성하며 아악의 맥을 이

1) 송방송, 한국음악용어론 권5, 1979, 1907쪽.
2) 국립국악원의 전신이자 조선왕조 왕립음악기관인 장악원의 후신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갖는 음악기관이다. 1915년 일명 아악부로 격하되고 한일병합으로 
1909년 실질상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장악원→ 교방사→ 장악과→ 이왕직 아악대의 
이름을 거쳐 1913년 이왕직아악부로 고친 뒤 1946년 황궁 아악부로 바뀔 때까지 
이왕직아악부 명칭을 사용했다.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551~552쪽.

3)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98, 412~413쪽.
4) 역대 장악기관의 명칭을 장악원부터 현재까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악원 - 

교방사(9897) - 장악과(1907) - 아악대(1911) - 이왕직아악부(1925) - 구왕궁 
아악부(1945) - 국립국악원(1951)” 이정희, ｢이왕직아악부의 활동과 안팎의 시
각｣, 동양음악 제26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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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1945년 해방 후 구왕궁 아악부를 거쳐 1951년 오늘날의 국립

국악원으로 전승되었다. 

 현재 가야금정악이라 지칭하는 것은 이왕직아악부와 명맥을 같이한다. 

조선 후기 국운이 쇠퇴하고 아악의 속에서 조양구락부, 조선정악전습소 

등 조선후기 아악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민간 음악 단체도 설립되었

고, 근대적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 음악 발달 및 변화에 주도적 기능을 

했던 민간 풍류방에서 전승되던 음악 및 악곡들은 현재 대부분 가야금정

악이라 불리고 있는 것들이다. 조선 후기 서구 음악과 신식 교육제도, 

새로운 문물의 유입은 국악 전승의 다원화를 이끌었다. 이렇듯 가야금정

악의 뿌리는 조선 후기에 있지만, 연주사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까지 전

승되고 있는 가야금정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은 이왕직아악부였

다.5) 

 이왕직아악부는 30여 년에 걸쳐 6대의 아악사장과 6기 졸업생을 배출

했는데 6대 아악사장 중 초대 김종남, 3대 명완벽, 4대 김영제, 5대 함

화진 4명이 모두 가야금의 대가였다. 이와 함께 이왕직아악부가 배출한 

가야금 전공으로 졸업한 아악생이 11명이 배출되어 모두 15인으로 구성

된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정악 계보가 형성되었다. 1945년   8  .15 해방

과 함께 이왕직아악부가 해체되고 1951년 이후 국립국악원으로 계승되

었고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설치를 기점으로 국악 교육에 서구

식 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민간 사설 

정악 연주단체가 생기는 등 이왕직아악부에서 형성된 가야금정악 전승 

계보는 계속해서 변화되었다.6)

 김정자는 이러한 20세기에 나타난 음악적 다원화 과정에서 현, 국립국

악원으로 이어지는 이왕직아악부에서 양성된 국악인이 아닌 서구식 근대 

교육 제도 하에 배출된 최초의 가야금정악 전문 연구자이자 교육자, 연

주자이다.7) 본래 한국 전통음악이 아닌 서양 고전음악 성악도였던 김정

5)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984쪽.

6)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984쪽.

7) 김정자는 1942년 출생으로 국악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 국악과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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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가야금 전공으로 전향해 국악과 2기로 

졸업하였다. 김정자는 국악에 입문해 초기에는 김죽파, 성금연, 함동정월 

등 가야금 산조와 현대 창작 음악을 초연하는 등의 활동도 했으나 1980

년대 이후 가야금정악만을 연구하며 보급 및 후학양성에 전념했다. 따라

서 김정자는 궁중음악의 기존 전통적인 계승방식이 아닌 근대 교육제도

를 바탕으로 한 특이한 배경 이력으로 가야금정악 연구에 헌신했다. 

 김정자는 1910년 대한제국 멸망과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잇따라 

6.25라는 거친 근현대사 속에서 소실되어가던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

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김정자는 세 권의 정악가야금보를 출판했으며 이왕직아악부 및 국립국악

원 연주자들 및 원로 사범들로 구성된 정농악회를 창단해 정악의 중흥을 

꾀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소외됐던 양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김천흥

과 함께 양금연구회와 전통가곡연구회를 창단하여 양금과 가곡 연구를 

촉진하기도 했다.9) 이러한 연주단 결성을 통해 김정자는 합주를 통해 

자신의 가야금정악 연구를 확인하고 심화하여 음악 내적 기반을 강화하

였을 뿐 아니라 후학들에게 올바른 가야금정악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가야금정악에 대한 연구는 지속 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가야금

정악 주요한 계통중 하나로서10)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을 재정

비11)했다고 평가되는 김정자 가야금정악에 대한 차별적 연구는 미비하

였다. 본 고에서는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가야금 수법은 김정자가 본인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평생에 걸쳐 

연구한 분야이다.12) 김정자의 음악적 생애를 비롯해 이왕직아악부와 이

졸업생이다. 김정자는 근대 대학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가야금정악 연구자로서 최초로 
1976년 정악가야금보를 출간하였고, 2002년부터 최초로 가야금정악 독주로 된 독집
앨범을 출판하였다. 이후 김정자는 민속악과 창작음악은 하지 않고 가야금 정악에만 
전념하였다. 

8) 김형섭, ｢20세기 영산회상 선율 변천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9) 김천흥, "김천흥양금발표회"(팜플렛), 1989, 2쪽
10)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11) 김형섭, ｢20세기 영산회상 선율의 변천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 김정자는 1976년 정악가야금보, 1981년 남녀창가곡 가야금 반주보, 199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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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계승되는 현행 가야금정악의 모태를 고찰하여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 배경을 살펴본다. 시대적으로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과 

다른 가야금정악의 수법들과의 선별적 비교 연구를 통해 김정자 가야금

의 정악 수법의 음악적 독자성과 미학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가야금정악의 본질과 오늘날 가야금정악의 다양

성을 구명함에 있다. 20세기 가야금 연주의 다원화 과정에서 가야금정

악의 맥과 정악 고유의 창조 정신13)을 계승하는 데 일조해 온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을 알리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고에서는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의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는 김정자의 생애와 음악활동, 김정자 가야금

정악의 음악적, 시대적 배경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배경

을 살펴본다. 2단계는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을 살펴보기 위해 가야금

정악 수법의 시대적 변천과정 수직적으로 개관한다. 이로써 김정자 가야

금정악의 특징적인 수법들을 찾아낸다.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에서 찾아

진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특징적 수법들을 앞서 개관한 다른 악보 및 악

서들과의 수평적 비교를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자의 생애와 음악활동, 시대적 배경, 음악적 배경으로 나누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배경을 살펴본다. 김정자의 생애는 김정

자의 음악 출판물과 음악 활동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김정자의 교육적 

환경에 관해서는 본인이 별세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야금 주법의 변천과정(학술논문)｣, 2007년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외에도 1992 학
술논문 ｢중국 연변지역의 가야금 음악(중앙음악연구)｣ 등에서 수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13) "1930년대 이후 정악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면서 정악은 변해서는 안 되는 옛 전통
음악의 답습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 새로운 변주곡, 파생곡을 만들어 내는 능력
있는 연주가들이 많이 탄생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악이 탄생되
어야 한다고 소고했다.” 정재국, ｢1930년대 이후 정악의 변화양상 고찰｣, 한국음악
사학보 제3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4,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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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60년사를 기반으로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연구 환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재숙과의 대담을 통해 진행 하였다. 

 둘째, 김정자는 3권의 정악보를 출간했다. 이 3권의 악보는 김정자 가

야금정악보 해제의 연구 대상으로서 각각 악보의 외형, 채보 경위, 수록

곡, 조현법, 조음(다스름) 등에 관해 각각 살펴본 뒤 30년 격차에서 오

는 세 권의 차이점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 과정과 특징

을 추이한다. 

 셋째, 비교 자료 개관의 시대구분은 가야금정악의 연주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인 한일병합을 기점으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2000년대의 4시기로 구분한다. 조선시대에는 2종, 일제강점기의 

3종, 해방 이후 가야금정악보 8권, 2000년대 이후에는 가야금보 3종으

로 총 15종의 악보와 1종의 악서를 통해 수법 변천을 살펴본다.

 넷째,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을 좌수법과 우수법을 각각 창안수법, 

복원수법, 차용수법으로 분류한다. 김정자의 3권의 정악보를 출간했으나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이 정리되고 전곡이 망라된 것은 2007년 재판본

이다. 김정자의 2007년 재판본과 16종의 비교자료를 통해 김정자 가야

금정악의 특징적 수법들을 창안수법, 복원수법, 차용수법으로 유형화 한

다.

 넷째,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에 명칭이 없는 경우 연구상 편의를 위하

여 우수법에 도링당법, 다징법, 지동법, 좌수법에 약전성법, 상행추성법

(요성법), 하행추성법(추성법)으로 명칭 한다. 도링당법, 다징법, 지동법

은 구음을 근간으로 한 김정자의 수법 설명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직

접 칭한 것이다. 약전성법은 약한 다이나믹을 갖는 전성법에 관한 김정

자의 설명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칭한 것이다. 상행추성법은 요성법, 

하행추성법은 기존의 추성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자의 수법 설명과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 김정자의 창안수법, 복원, 차용수법을 김정자의 2007년 재판본 

정악가야금보와 앞서 개관한 16종 자료의 선별적 비교를 통해 수평적으

로 음악적 특징을 살핀다. 앞16종 비교자료 중 악학궤범은 악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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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명완직보, 장사훈 가야금보, 김인제의 남창가곡보, 홍원기보도 전곡

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법별로 비교 악보를 선별함에 있어 해

당 수법의 출현곡목과 빈도수에 따라서 해당악곡을 포함하는 악보만을 

비교 한다. 

 여섯째, 정간보와 오선보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수법의 사용 위치와 

수법 부호의 직접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악서 및 악보 원문 그대로의 

정간보를 주로 사용하였다. 오선보가 필요한 경우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

선보에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는 오선 역보를 연구자료의 

원천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함이다. 오선역보는 고악보 해

석과 역보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선율 분석에 사용되는 경

우가 되부분이다. 가야금 연주 수법을 주제로 삼는 본 연구에서는 오선 

역보대신 악보 원전과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곱째, 합주와 노래와의 비교에 사용되는 악보는 정간보는 관찬악보로

서 가장 최신판으로 공신력을 갖는 2015년 국립국악원의 악보를 사용하

였다. 대금, 피리의 악보에 해당한다. 가곡에서 노래선율에 사용되는 악

보는 가시적으로 직접적 이해를 돕기 위해 오선보를 사용하였으며, 김기

수의 한국음악 오선보를 사용했다. 

 여덟째, 붙임새와 리듬 유형에는 서양 음표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각 

수법 붙임새의 한배 표현과 각 악보들간의 한배의 비교 용도로서 가시적 

이해를 용이하게 위해서만 사용 한 것이다. 본래 악곡을 오선으로 역보

시 실제 리듬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시대적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조선시대인 1493

년부터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2000년대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악보 및 악서에는 악학궤범부터 2007년 윤미용·김영윤 가야

금정악보까지 574년간에 걸친 가야금정악보들이 해당된다. 

 가야금정악의 수법 변천 연구는 해방 이전까지의 연구가 6권의 고서 

및 고악보를 통해 김정자가 연구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에 

14) 해방 이전 고악보 6권은 김정자,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 1993 국립국악원 논문집
에 실린 논문 논문, 해방이후부터 2007년대까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표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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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최초의 문헌인 악학궤범부터 2000년대의 최신 정악보들에서의 수

법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 했다. 

 악곡에 관한 연구 범위는 가야금정악 수법은 특정한 가야금정악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야금정악 전반에 걸쳐 나타나므로 가야금정악 

전곡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다른 비교 악보나 악서와도 마찬가지

이다. 가야금정악곡은 우조 및 계면조 조음, 여민락, 도드리, 보허사, 중

광지곡, 유초신지곡, 취타, 만년장환지곡이다. 

 비교자료 15종에 있어서는 연구 시 필요한 예시 곡에 따라서 각 자료

들의 수록곡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한다. 전곡을 수록하고 있는 악보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국악사양성소 가야금보, 김인제 가야금보, 김기

수·최충웅,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최충웅 가야금보,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 7종이다. 이왕직아악부보의 경우에는 이왕직아악부 교재본와 

악곡은 동일하나 부호설명이 없기 때문에 수법 설명에 있어서는 이왕직

아악부 교재본을, 악곡에 있어서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를 사용하였

다. 

 연구범위와 사용할 자료를 살펴보면 <표 1>15) 연구대상 악보 및 악서  

16종과 같다.

형식과 내용은 모두 김정자의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 을 따랐다.
15) *회색은 김정자의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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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구분 년도 제목 발행처 및 소장

조선 시대
1493 악학궤범

1796 졸장만록

일제 강점기

1912 명완벽 영산회상보 이재숙 소장

1936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교재본)
국립국악원

1936 장사훈 가야금정악보 이재숙 소장

해방 이후

1950 국악양성소 가야금보, (교재본) 국립국악원

1968
김기수 한국음악 오선보 

제1, 5, 8, 15집
국립국악원

1976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한국국악학회

1977 김인제 가야금보 국립국악원

1979 김기수·최충웅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1976
김정자 남녀창가곡 가야금 

반주보
한국국악학회

1980 홍원기 가야금 오선보 등사본

1985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 서울대음대 도서관

2000년대

2007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재판본 한국국악학회

2009 최충웅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2010 윤미용 편저 김영윤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표 1> 연구대상 악보 및 악서 16종

 이왕직아악부와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는 가야금정악 전승 양상은 국립

국악원의 국악 연감과 국립국악원 70년사를 기준으로 하였고, 국악사양

성소에 관해서는 국립국악고등학교 50년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왕직

아악부로부터 시작되는 가야금정악의 계보는 1979년 김기수·최충웅 공

저 정악가야금보에 실린'근대 가야금 계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음악 기록물에 있어서 김정자의 생애와 음악활동, 음악 교육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자의 두 개의 가야금정악 독집 음반 '하늘과 땅 그리고 명

상16), '하늘을 향한 소리'17) 공개된 김정자 본인의 글들과 정농악회, 양

금연구회, 전통 가곡 연구회 연주회 프로그램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

다. 

 김정자의 가야금정악의 특징적 수법을 찾아내는데는 김정자가 출판한 

16)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7. 
17)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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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의 악보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3권의 악보는 김정자 가야금

정악보 해제의 연구 대상으로서 각각 악보의 외형, 채보 경위, 수록곡, 

조현법, 조음(다스름) 등에 관해 각각 살펴본 뒤 30년 격차에서 오는 

세 권의 차이점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추이해 본다.  

 김정자가 출간판 1977년 '민간의 줄풍류 가야금보'는 본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이 민간 줄풍류 악보는 국립국악원에서 행해지는 가야금정악과 

민간에서 행해지는 영산회상18)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1976년에 초

판 가야금정악보를 출판한지 바로 1년 후 출판한 것이다.19) 이것은 김

정자가 가야금 산조 명인 김죽파에게 직접 배우고 채보해 출판한 것인데 

민간풍류는 현행 국립국악원에서의 가야금정악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

문에20)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김정자가 채보한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 에 포함된 여창가곡보는 가야금 정악에 해당하는 것

이 아니라 제외 하였다. 

 비교 자료들과의 수법 비교시 김정자의 2007년 재판본만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김정자는3권중 가야금정악 전곡을 수록하고 김정자의 수법 

부호와 부호 설명이 되어있는 것은 2007년 재판본이다. 초판본에서는 

조음, 여민락, 도드리, 보허사, 중광지곡, 유초신지곡, 취타, 1985년 남

녀창가곡보 가야금반주보는 2007년 재판본에 모두 수록되어있다. 

  김정자 정악가야금보에 실려 있는 조음은 이왕직아악부에 실려 있는 

조음으로 여타 다른 악보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김정자 가야금정악

이 이왕직아악부를 계승함을 시사하는 가장 확실한 사료 중 하나이다. 

18) 영산회상(靈山會相)은 정악의 대표적인 악곡으로서 악기 편성 및 음악적 특성에 따
라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영산회상(重光之曲), 현악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이조
한 평조회상(柳初新之曲),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관악영산회상(表正萬方之曲)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9)"줄(絃), 즉 현악기, 그 중에서도 거문고가 중심되는 풍류.세피리・대금(大笒)・해금
(奚琴)・장고・거문고・가야고, 각 하나씩의 단잡이로 편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그것
은 거문고와 가야고의 음향과 조화되는 연주법을 갖기 위한 편성법이다.”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699쪽.

20) 김정자, ｢국립국악원의 영산회상과 민속줄풍류의 비교연구-가야금가락에 기하여
-｣, 장사훈박사회갑기념동양음악논총 ,한국국악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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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을 중점적으로 연구 목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

다. 

 김정자 초판 및 재판 정악가야금보에 달린 '주석' 은21)  김정자 정악가

야금보가 다른 가야금보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 중 하나이다. 초

판본 430여개는 채보 과정에 참고하였던 악보 6권22)의 수법, 리듬, 선

율등을 자세하게 비교한 것이며, 재판본 100여개의 주석들은 김정자 곡

목별로 연주법, 악상, 선율과 붙임새에 대한 주석이다. 김정자 가야금정

악보의 주석은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자

료이자, 가야금 정악보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역사성을 띄는 중요한 부분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수법 연구로서 주석해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가야금 수법 정리 표는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수법 정리 표의 연장선으

로 해방 이후의 악보들도 김정자의 방식을 그대로 기준 적용하였다. 그

러나 부호 표기는 부호설명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악곡에서는 사용되거나, 반대로 부호설명에는 있으나 악곡에는 부호 표

기가 생략된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식 악보에 의존

하였으며 실제 연주에서는 연주 수법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 둔

다.  

 이왕직아악부보에는 부호 설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

정자의 연구에 있는 이왕직아악부보 교재본에 있는 수법을 토대로 하였

다. 

 본 고에서 인물 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23)

을 참고로 하였다. 

 김정자 가야금정악에 있어 수법은 김정자가 본인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21) 김정자는 1976년 정악가야금보 초판본 107~132쪽에 자료설명과 미주가, 재판본
에서는 곡의 각 부분마다 주석을 달았다.

22) 명완벽 아악사장보, 이왕직아악부 교재본, 국악사양성소 교재본, 김기수의 한국음악, 
장사훈 가야금보.

23)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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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평생에 걸쳐 연구한 분야이다.24) 김정자는 가야금정악의 수법을 

복원하고 차용하며 자신이 직접 수법을 창안하기도 했다.25) 그중에서도 

특히 김정자 가야금정악을 차별 짓는 가장 큰 근원적인 것으로 보이는 

복원 수법, 용 수법, 안 수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3. 선행연구 검토

 가야금정악과 수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1959년 최초 근

대 음악 교육 기관인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이후 가야금정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본 연

구에 앞서 가야금정악 수법과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에 직,간접적 관련

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가야금정악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1973년 윤미용의 논문'현금과 가야

금의 선율비교: 상령산에 기하여' 이다. 윤미용26)의 연구는 거문고와 가

야금의 영산회상 상령산 선율 비교한 것인데 당시 상령산의 현금(거문

고)과 가야금의 선율이 동일한가 혹은 전혀 다른가,아니면 어느 정도 다

른가를 특히 현금과 가야금의 선율이 상령산의 243점 중에서 41점을 

정형의 차이와 부정형의 차이로 구별하여 연구하였다. 윤미용의 상영산 

선율 연구의 특이점은 '오선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미용은 현금보와 

가야금보가 관악기와 함께 실려 있어 두 악기 간의 선율을 비교할 수 있

는 오선보 민속악보 제1편과27) 민속악보 제2편28) 을 통해 비교 연구하

였다. 윤미용의 이 연구는 최초로 가야금과 거문고의 상령산 선율을 오

24) 김정자는 1976년 정악가야금보, 1989년 남녀 창가 곡 가야금보, 1993 ｢가야
금 주법의 변천과정(학술논문)｣, 2007년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외에도 1992 학술
논문 ｢중국 연변지역의 가야금 음악(중앙음악연구)｣ 등에서 수법에 관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해 왔다. 

25) 조은결, ｢남창가곡 우조 반주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81쪽.
26) 전 국립국악원장,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김영윤 가야금

정악｣을 출간했다.
27) 윤미용,｢현금과 가야금의 선율비교: 상령산에 기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28) "문교부 국악진흥위원회(國樂振興委員會)가 펴낸 악보집. 제1집(1998년): 민속음악

의 대표적인 세 분야인 판소리 춘향가·심상건류 가야금산조·제주도민요를 오선보
에 채보하여 단행본으로 펴냈다.”송방송,『한국음악용어론』권2, 839~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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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로 비교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두번째 가야금정악 연구 논문은 1998년 문재숙29)의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현행 거문고와 가야금의 보허사'이다. 문재숙의 논문도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에 관한 연구로 거문고와 가야금의 보허사의 선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고형에 가까운가를 규명한 연구다.30) 문재숙은 보허사를 

포함하고 있는 시가 분명한 유량악보인 속악원보(俗樂源譜)31) 당시 음

악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는 유예지를 택해 연구했다. 이외에도 속

악원보 지편과 유예지의 해독법도 연구에 첨가했다. 문재숙의 연구는 보

허사의 거문고와 가야금의 비교뿐 아니라 고악보 해석방법을 제시해 고

악보 연구 및 원전을 찾고 악기 특성에서 비롯된 연주법에 기인한 것으

로 현악 정악 연주와 고악보 활용 및 해석을 도왔다. 

 박현숙32)의 졸장만록33) 가야금보 해보에 관한 연구: 우조 초수대엽에 

기하여'는 졸옹가야금보34)라 불리는 책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가야금 악

보 중 가장 오래된 악보로 가곡의 가야금 반주곡 졸장만록에 해보에 관

해 연구한 논문이다. 졸장만록에서 '졸옹(拙翁)'은 편자가 자신을 낮추어 

쓴 것으로 졸옹의 탄현법,조현법,계면조 등을 수록되어 있다. 고악보는 

대개 거문고 악보로서 가야금 악보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졸장만록은 가

29)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30) 문재숙,｢현행 거문고와 가야금의 보허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31) "俗樂源譜,조선 영조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편찬한 악보집. 필사본. 7권 5책. 국립

국악원 소장. 권1∼3은 제악보(祭樂譜),권4∼5는 여민락(與民樂)의 관보(管譜) ·현
보(絃譜),권6은 현금(絃琴)의 가야금 ·비파보(琵琶譜),권7은 방향보(方響譜) ·보허
자(步虛子) 등이다. 권6과 권7에 수록된 기보법(記譜法)은 권1과는 달라서 옛날 음
악이 현행의 음악으로 변천한 과정을 엿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장사훈, 국
악기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427쪽.

32) 전 서원대학교 교수, 서울새울 가야금 삼중주단 단원 역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이수자.

33) 1796년(정조 20) 졸옹(拙翁)이 펴낸 가야금악보(伽倻琴樂譜). 일명 『졸옹가야금
보』(拙翁伽倻琴譜). 맹인 가야금명수 윤동형(尹東亨)의 가야금곡을 전하는 『졸장만
록』은 현존 최고의 가야금악보이다. 윤동형이라는 맹인악사(盲人樂師)로부터 배운 
가야금음악을 악보로 만들기로 작정했으나 중도에 병이 생겨 악보작업을 그치게 되
었다. 이후 3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보니 더 이상 악보를 만들 겨를이 없
었던 졸옹은 노년에 약간의 한가한 시간이 생겨 지난날 궤짝 속에 던져두었던 악보를 
찾아 결국 1796년(정조 2)『졸장만록』을 펴냈다.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 민
속원, 2007, 309, 486쪽.

34) 장사훈,國樂大事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1984년,9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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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정자 또한 1993년'가야금정악의 수

법 변천과정'연구에서 박현숙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안승훈35), 최문진36),하근37),이순화의 논문은 모두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안승훈과 하근은 영산회상의 농현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

는데,안승훈은 현악 영산회상 중 상령산을 중심으로,하근은 타령을 중심

으로 농현을 연구했다. 최문진38)과 이순화39)는 모두 영산회상의 선율 

비교하였다. 최문진은 주로 다루어지는 현악 영산회상이 아닌 평조회상

을 중심으로 하였고, 이순화는 민간풍류와 국립국악원의 영산회상 선율

을 비교하였다.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수법의 변천 과정'40)에 관한 연구는 가야금정악

의 수법을 망라한 최초의 가야금정악 수법 연구다. 김정자는 조선시대부

터 해방 이전까지 530여 년간의 가야금 수법 부호설명과 부호의 기원,

악보 개관을 하여 가야금 수법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 자

료는 악학궤범(1493), 졸장만록(1796), 명완벽 영산회상(1913), 방산

한씨금보(1916),아악부가야금보(1930), 국악사양성소 교재본(1956)과 

김기수·최충웅 공편 가야금정악(1979) 총 7권이 연구 대상으로 설정

되었다. 김정자는 악학궤범의 가야금조에 의하면 아악부 시절까지 현행

과 동일한 법금(정악가야금) 체제와 연주 수법이 국악사양성소 시절에 

와서 조금 변형되었음을 밝혔다.41) 또한 가야금의 우수 탄법 부호는 대

개 손가락 명칭의 한자의 획을 따거나 수법의 힘처리 방향, 운지 모양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좌수법에는 아악부시절까지 뜰동법, 전성법, 추성

35) 안승훈,｢현행 정악가야금 농현법에 관한 연구: 현악 영산회상중 상영산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5.

36) 최문진,｢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가야금 선율 비교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1986.

37) 하근,｢정악가야금의 농현법에 관한 연구: 영산회상 중 타령을 중심으로｣, 건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1988 .

38) 최문진,｢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가야금 선율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1986.

39) 이순화,｢정악 영산회상과 민간풍류의 가야금 선율비교｣,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1988 .

40) 김정자,｢정악가야금 수법의 변천 과정｣, 국악원논문집,국립국악원,1993.
41) 김정자, ｢정악가야금 수법의 변천 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29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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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농현법 외에도 현행보다 수법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김

정자는 1913년대 명완직 아악사장보에서 아악부시대를 거쳐 현행으로 

오면서 가야금 수법이 점차 단순해졌으며 졸장만록과 방산한씨금보에서 

가야금 부호들은 현재까지 사용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수법과 자세한 설

명은 대단히 훌륭한 것들이라고42) 결론지었다. 김정자의 연구는 가야금

정악 연구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정설주의 현악 영산회상에 관한 연구: 1910년대 이후와 현행의 가야금 

악보에 기하여43)는 1912년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 명완벽의 영산회상 

가야금보, 1930년 이왕직아악부 아악생 양성소 교재본, 1950년 국악사

양성소 교재본,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재본을 토대로 현악 영산회상의 가

야금 선율을 중심으로 비교한 연구다. 악보 기보 방법의 변화와 주법과 

농현의 변화, 선율의 변화를 비교했으며 191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 

선율 변화가 많이 있었으며 가야금은 거문고와 양금과의 영향 관계가 많

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곽정하44)의 연구는 김정자의 가야금정악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최초

의 연구다. 고악보를 중심으로 국악원의 가야금정악과 민간풍류의 선율

에 대해 비교하고 두 풍류의 선율을 명확히 구분해 보려는 연구였다. 민

간풍류는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곽정하의 연구 

일부는 김정자와 김기수의 가야금정악보를 통하여 비교한 것으로 현행 

국립국악원 가야금정악을 연구한 것이다.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 연

구에 있어 김기수와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논문이나, 악보에 

있어 오선보가 아닌 정간보로만 연구되어 비교 선율을 논문에서 가시적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재숙의 연구'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45)는 가

42) 김정자, ｢정악가야금 수법의 변천 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219
쪽.

43) 정설주, ｢현악영산회상 가야금 선율 고찰 1910년대 이후와 현행의 가야금 악보에 
기하여-｣, 서울대학교 석시학위논문, 1990.

44) 곽정하, ｢현악영산회상의 가야금 선율에 관한 연구: 국립국악원풍류와 민간풍류 및 
고악보속의 선율에 기하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5)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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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정악의'연주사'적 관점에 의해 현행 가야금 연주자의 실질적 계통을 

정리 및 분류해 쓰여진 최초의 논문이다. 이재숙은 20세기 가야금정악

의 음악적 기록물을 고찰한 뒤, 영산회상을 전성과 뜰 수법, 3분박 중심

으로 이왕직아악부 졸업생 3기 김영윤, 4기 이창규, 5기 홍원기의 세 연

주계통으로 분류, 비교하여 음악적 차별성을 연구했다. 김영윤 계통은 

절제되고 평담한 연주 전통을 지키고 관악기와의 조화를 이루는 반면 이

창규 계통은 긴장감 있고 현악기와의 조화를 지향하며, 홍원기 계통은 

절제와 소박한 미를 갖고 연주되나 합주에 있어 현악기와의 조화에 더 

가까운 경향을 가진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이재숙의 연구는 가야금 연

주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방대한 20세기 가야금정악 연주사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며 객관성 있

는 연구를 하였다. 정간보와 오선보를 적절히 사용하고 도표화 방식의 

분석으로 연구의 이해를 도왔다. 본 김정자 가야금정악 연구에 있어 근

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 중 하나이다.

 김유선은 홍원기와 국립국악원의 가야금정악 선율을 비교 분석하였

다.46) 이왕직아악부 5기 출신 홍원기와 최충웅의 평조회상 상령산의 선

율을 비교한 것으로 상령산의 장단 수, 구음법, 선율을 비교하여 홍원기

의 상영산은 가락이 유동적이며 관악기와의 조화를 이루며, 개인의 음악

성이 잘 나타나는 음악이며 국립국악원 최충웅의 선율은 이왕직아악부의 

전통을 지키며 꾸밈이 없고 담백한 선율과 리듬과 함께 틀과 흐름을 다

스려 자연스러운 연주를 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홍주희47)는 영산회상 중 군악의 가야금 선율 비교에서 김기수와 김정

자, 최충웅의 구성음, 리듬분할의 형태, 전성, 잔가락이나 장식음 처리 

등을 비교하였다. 김기수와 최충웅은 음을 구성할 때 동일한 골격음을 

사용한 반면에 김정자는 짧고 빠른 장식음을 사용하고 골격음과의 상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 악보 모두 전성을 표기하였으

46) 김유선, ｢홍원기와 국립국악원의 가야금 선율 비교 분석: 평조회상 중 상령산｣,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7) 홍주희, ｢영산회상의 가야금 선율 비교 -김기수, 김정자, 최충웅의 군악 악보를 중
심으로-｣, 한국전통음악학 제6집, 한국전통음악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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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 악보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없었으며 두 악보가 동일하고 나머지 

한 악보에서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리듬분할에서는 

잔가락이나 장식음도 세 악보가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김정연의 영산회상의 선율과 주법에 관한 비교연구48)에서는 김정자와 

최충웅의 장식, 리듬꼴, 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김영윤 계통의 최충웅은 

담백 정갈하며 농현이 거의 없는 절제된 스타일이며, 이창규 계통의 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보인다고 결론 지었

다. 리듬에 있어 김정자의 경우 긴장감을 고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선율의 경우 최충웅은 관악기나 양금의 가락을 따라가거나 연주자의 개

성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으나 김정자의 경우 이왕직아악부보와 일치한다

는 결론을 지었다.

 임미선은 남창 가곡의 이수, 중거, 평거, 두거를 중심으로 김정자와 최

충웅의 가야금 주법 비교 연구했다.49) 임미선 김충웅은 담백하고 절제

된 스타일로, 김정자의 연주는 악기 간의 조화를 추구해 다양한 주법을 

나타내낸다고 론 지었다. 임미선의 연구결과에서 최충웅의 가곡이 김정

자의 정악가야금보보다 이왕직아악부보와 더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

왔다. 이것은 그간 영산회상에서의 김정자와 최충웅, 이왕직아악부보와

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결론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간의 연구

들이 일부 악곡에 치중되어 각 결론이 파편화되고 일치성을 갖지 못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는 예가 되었다. 

 황지영의 연구는 김영윤, 이창규, 홍원기의 영산회상 중 염불과 타령을 

을 비교한 것인데 연구 방식이 체계성을 가졌다. 우선 이재숙의 연주계

통별 분류에 의한 김영윤, 이창규, 홍원기의 악보를 비교하였고, 다음 단

계로는 그들의 계승자 최충웅, 김정자, 김인제를 비교하고, 마지막 단계

에서는 원전인 이왕직아악부보와 최충웅, 김정자, 김인제의 악보에서 수

법 및 장식, 리듬, 선율의 변화와 차이를 연구하였다. 황지영은 이들이 

48) 김정연, ｢영산회상의 선율과 주법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9) 임미선, ｢남창 가곡의 가야금 주법 비교 연구 -우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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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차이 이자 표기상의 차이로서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한 음악 이

라고 결론지었다. 

 김형섭의 20세기에 나타난 12종의 가야금정악보를 통해 20세기 영산

회상 선율의 변천 양상을 연구했다. 이 연구의 특이점은 모든 정간 및 

율보를 현행 정악가야금 옥타브 표기에 맞게 오선보로 역보하여 선율 분

석의 정교성을 높여주었다. 12종의 악보는 명완벽 가야금보, 아악부가야

금보, 우의산수, 김영윤의 가야금정악, 김기수의 가야금정악, 김정자 정

악가야금보, 동대율보, 금은금보, 한글박물관 가야금보, 석란 가야금보, 

방산한씨금보이다. 김형섭은 20세기 영산회상 선율은 이왕직아악부 계

열과 민간풍류 계열로 나뉘며,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 이왕직아악부보를 

재정비한 것으로 설명했다.50) 

 김수연의 여창가곡 연구는 이왕직아악부 이후의 여창가곡 선율의 변천 

양상에 밝히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 논문이다. 이창규가 채보한 이왕

직아악부 오선보 만년장환지곡 여창가곡과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를 

중심으로 7권의 악보를 역보하여 여창가곡의 선율변천 양상을 연구한 

것이다. 김수연의 연구는 여창가곡의 가야금 반주 선율51)에 대한 분석

으로, 7종의 악보를 분석해 상이선율을 밝히고 노래 및 다른 반주악기의 

선율과 비교 분석하여, 가야금 악보 간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

계성을 밝혔다.

 조은결은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정악의 계보와 김영윤, 이창규, 홍원기 

세 계통의 가야금정악을 수법, 리듬, 선율로 분류하여 남창 가곡 우조 

가야금 반주법에 대해 연구했다.52) 조은결은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결론 짓고 있다. 홍원기는 좌, 우수법 적극적 사용으로 가야금 음량과 

음향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가야금의 표현을 노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였다. 최충웅은 우수법에 있어 동음이 반복될 때 뜰보다는 튕기는 수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노래보다는 기존 우조 선법에 부합하는 좌수

50) 김형섭, ｢20세기 영산회상 선율 변천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1) 김수연, ｢여창가곡의 가야금 반주 선율｣,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52) 조은결, ｢남창 가곡 우조 가야금 반주법 -남창 우조 초수, 소용, 언락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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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안정감 있고 규격 있는 음악을 보여준다. 김정자는 다양한 우수

법과 좌수법에서 전성과 앞장식음의 높은 출현빈도로 가야금 음량을 부

각시키고, 기본 퇴성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관현악에서 통일감을 준다

고 결론 짓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금정악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

다. 이들은 대부분 이왕직아악부의 같은 계통의 음악이 전승과정을 거치

면 다르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금정악의 모태

인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고, 이를바탕으로 한 김정자 가야금정악과 수법에 대한 개별적

이고도 심도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악곡에 있어서도 영산회상

과 가곡의 일부 악곡에 한정되어 조음, 여민락, 보허사와 같은 곡목은 

연구되지 못하고 이것들은 주로 선율 분석에 치중 된 것이었다. 그동안

의 이러한 가야금정악에 관한 연구들은 결과가 상충하고 파편화 되어 후

학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대적으로 가야금정악의 근원적인 계통 연구와 각 

계통간의 심도있는 비교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자 가

야금정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역시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을 음악

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수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붙임새와 시김새와 같은 요소들을53) 함께 연구하는 것은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특징적 수법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바

탕으로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들을 실제 가야금정악의 전체 악곡과 

연결해 분석한다면 가야금 수법에서 비롯된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본질과 

음악적 미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김정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합주와 노래와의 조화에54)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3) 이재숙은 붙임새와 시김새는 서양음악에서는 단순히 장식음으로 처리되지만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음악 구조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
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16쪽.

54)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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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 형성배경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형성배경을 살피기에 앞서 김정자의 생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1.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시대적 배경 

 김정자는 대학 시절부터 이왕직아악부 4기 출신인 거문고 연주자이자 

국악이론가였던 서울대학교 교수 장사훈과 국립국악원 원로 사범들을 통

해 당시의 정악가야금 연주와 전승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후 김

정자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정악의 전통을 되찾고 계승하기위해55) 평생

을 헌신하였다.56)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음악 기관 이왕직아악부의 전통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구왕궁아악부57)로 이어졌고 1951년 국립국악원 개원으로 현재

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국립국악원으로 계승되는 가야금정악의 전승 

양상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다.58)

  1)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 전승

 이왕직아악부는 (李王職雅樂部)는59)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전통 국

55) 김정자, ｢정악가야금 수법의 변천 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217
쪽.

56)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29쪽
57) 1945년 8·15광복 직후 이왕직아악부는 구왕궁아악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미군정 

치하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아악부원들이 자치적으로 구왕궁아악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담하였다.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695~697쪽.

58) 씨엔엘 편집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29쪽.

59) 국립국악원의 전신이자 조선왕조 왕립음악기관인 장악원의 후신으로 일제강점기라
는 시대적 상징성을 갖는 음악기관이다. 1915년 일명 아악부로 격하되고 한일병합으
로 1909년 실질상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장악원→ 교방사→ 장악과→ 이왕직 아악대
의 이름을 거쳐 1913년 이왕직아악부로 고친 뒤 1946년 황궁 아악부로 바뀔 때까
지 이왕직아악부 명칭을 사용했다.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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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격하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의 음악 기관이다. 이왕직아악부는 

1945년 해방 전까지 30여년간 6명의 아악사장을 두었는데 이중 4명의 

아악사장이 가야금의 대가였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지속적인 인원 감축

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악부는 1920년 5년에 한 번씩 아악생을 모

집하여 명맥을 유지키 위해 노력하였다. 1기부터 6기까지 총 졸업생 수

는 97명이며, 가야금은 전공자는 총 11명에 불과했다.60) 

 이왕직아악부 가야금 15인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아악부 가야금 인물

초대 아악사장 김종남

제3대 아악사장 명완벽

제4대 아악사장 김영제

제5대 아악사장 함화진

아악부 1기생 명호진

아악부 2기생 없음

아악부 3기생 김강본, 김영윤

아악부 4기생 이창규, 함연춘

아악부 5기생 박성원, 양영환, 홍원기

아악부 6기생 김상진, 유영수, 이재국

<표 2> 이왕직아악부 가야금 15인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악사장 4명 김종남, 명완벽, 김영

제 함화진이 가야금 전공이었다. 아악생은 1기부터 6기까지 선발되었다. 

가야금 전공은 모두 11명으로 2기에는 가야금 전공생이 없다. 

 근대 가야금정악의 계보 형성과61)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수법 형성 및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음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이

551~52쪽.
60) 대금 전공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피리 23명, 해금, 98명으로 관악기가 

주로 많았다. 성경린,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삼성출판사, 1991.
61) 김기수·최충웅, 가야금정악, 1979,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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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직아악부의 가야금 연주가 9명을 살펴보겠다.

   (1) 초대 아악사장 김종남(金宗南, ? ~ ?)

 이왕직아악부의 초대 아악사장 김종남62)은 김종남이었다. 김종남은 대

대적인 국악 가문 출신이다. 철종, 고종 때 악사로 가야금의 명수였던  

김창록의 둘째 아들이며 조부는 정조(1776~9800)때 장악원의 전악(典

樂)김대건(金大建)이다. 

 김종남은 1907년 제1대 국악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안민영63)의 승평

곡64) 서문에는 김종남을 비롯해 당시의 풍류객과 가객 및 금객65)과 명

인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당시 우대(友臺: 인왕산 기슭)의 여러 노인들도 모두 세상에 알려진 호걸들이

다. 이들이 만든 계를 노인계(老人禊)라고 하였다. ··· 김종륜(金宗崙)과 

김종남은 당시 가야금으로 이름났으며, 김운재는 생황(笙簧)으로 이름났고, 안성

여는 양금(洋琴)으로 이름났다"라고. (승평곡, 서문)

  

이를 통해 김종남은 가야금의 명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김종남의 

양손자 김영제는 제4대 아악사장을 지냈다.66) 

   (2) 제3대 아악사장 명완벽(明完璧, 9842~1929)

62)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221쪽.
63) 고종(9863~1907) 때 가객(歌客). 『가곡원류』(歌曲原流)의 저자. 자는 성무(聖

武)·형보(荊寶). 호는 주옹(周翁). 박효관(朴孝寬)의 제자. (출생 - 사망 9816년 ~ 
9885년.) 정조(1776~9800) 때 가곡(歌曲)의 매화점장단(梅花點長短)을 창시한 가
객 장우벽(張友璧)의 가법(歌法)을 전승한 오동래(吳東萊)의 뒤를 이은 안민영의 가
법은 최수보·정중보를 거쳐 박효관·홍진원·명완벽·추교순 등에게 전승됐고, 일제
강점기 하규일(河圭一)에게 전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
전, 보고사, 2012, 503쪽.

64) 고종(9863~1907) 때 안민영(安玟英)의 가집(歌集). 허경진,『樂人列傳』 허경진, 
한길사, 2005, 516~519쪽.

65) 조선후기 풍류방(風流房)의 거문고 연주자. 조선후기 풍류방의 모습을 9884년(헌
종 10) 한양거사(漢陽居士)의 "한양가"(漢陽歌)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금객(琴
客) 가객(歌客) 모였구나/거문고 임종철(林宗哲)이/노래에 양사길(梁四吉)이/계면(界
面)에 공득이(孔得伊)며/오동복판(梧桐腹板) 거문고는/줄 골라 세워놓고/ ··· 운
운."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221쪽.

66) 성경린, 이왕직아악부 사람들, 국립국악원, 삼성출판사, 199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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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완벽은 가야금과 가곡의 명인이었다. 이왕직아악부 제3대 아악사장이

었으며 특히 가야금정악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1909년에 설립된 

조양구락부와 1912년에 설립된 조선정악전습소에서 가야금 교사로 재직

하였다. 명완벽은 이 시기 함화진, 한규우67), 김경남,68) 김상순69), 이영

환70), 이춘우(단소), 조동석71), 조이순(거문고), 하순일(가곡)과 함께 

활동하였다. 1916년 제3대 아악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아들은 가야

금과 대금, 당적의 명인 명호진(鎬震)으로 이왕직아악부 아악생 1기 가

야금 출신이다. 명완벽은 가야금외에도 여창가곡 명인으로도 활약하였

다. 명완벽의 가법은 장우벽72)의 가법을 전승한 오동래73)의 뒤를 이은 

67) 가야금명인. 조양구락부 회계. 1909년 9월 설립된 조양구락부의 발기인 중 한 사람
이며, 1911년에 설립된 조선정악전습소의 가야금선생이었다.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 
악리과 제1회 졸업생이다.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923~924
쪽.

68) 대한제국(9897~1910) 시절 함재운, 이병문과 더불어 거문고 삼절로 꼽혔다. 그의 
거문고가락은 한간석(韓玕錫)이 지은 『방산한씨금보』(芳山韓氏琴譜 1916)에 전한
다. 1909년 9월 설립된 조양구락부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이  선정악전습소의 거문고 
선생이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2쪽.

69) 양금명인. 1909년 조양구락부의 설립 당시 교사진의 한 사람. 1911년에 설립된 조
선정악전습소의 양금 선생으로 조선정악전습소의 소장 한석진, 소감 홍긍섭, 학감 하
규일 등과 함께 일했다. 조선권번의 양금선생으로도 활동하였다. 송방송,『한겨레음악
인대사전』, 보고사, 2012, 136쪽.

70) 성악가(가곡). 조선정악전습소의 가곡 선생. 1911년에 설립된 조선정악전습소의 가
곡 선생으로 소장 한석진(韓錫振), 소감 홍긍섭(洪肯燮) 아래 교사로 임명된 학감 하
규일(河圭一)을 비롯해 한진구(韓鎭九: 생황)·하순일(가곡)·김경남(거문고)과 조이
순(趙彝淳: 거문고)·명완벽(가야금) 등과 함께 후진을 양성하였다. 송방송, 한겨레
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675쪽.

71) 성악가(판소리). 판소리명창. 전남 화순군 능주면 1900년 출생. 10세 때 공창식(孔
昌植)의 문하에서 조몽실(曺夢實)과 함께 심청가와 춘향가를 2년 동안 공부한 후에 
박동실(朴東實)과 장판개(張判介)의 문하에서 흥보가와 적벽가를 배웠는데, 특히 심
청가를 잘 불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29~830쪽.

72)성악가(가곡). 정조(1776~9800) 때 가객(歌客). 한양(漢陽) 출생. 자는 명중(明
仲), 호는 죽헌(竹軒). 일명 장죽헌(張竹軒). 가곡(歌曲)의 매화점장단(梅花點長短)을 
창시한 가객. 장우벽의 가법(歌法)은 그의 사후 오동래(吳東萊)에 의해 전승됐고, 오
동래 이후로는 정중보(鄭仲甫)·최수보(崔壽甫)·박효관(朴孝寬)·안민영(安玟英)·
홍진원(洪鎭源)·명완벽(明完璧)·추교순(秋敎淳) 등에 이어 하규일(河圭一)에게 전
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사훈, 국악기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532쪽.

73) 오동래는 정조(1776~9800) 때 가곡(歌曲)의 매화점장단(梅花點長短)을 창시한 
가객 장우벽의 가법(歌法)을 전승한 가곡의 명창이다. 오동래가 전승한 장우벽의 가
법은 그의 사후에 정중보·최수보·박효관·안민영·홍진원·명완벽·추교순 등에 
이어 하규일(河圭一)에게 전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우벽의 제자로 정중보·최수
보·박효관 등이 있다. 장사훈, 국악기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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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최수보, 정중보, 박효관, 안민영을 거쳐 홍진원·추교순 등에게 

전승됐고, 일제강점기 하규일에게 전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74)

 저서에는 『명완벽 가야금보』가 있다.

   (3) 제4대 아악사장 김영제(金甯濟, 9883 ~ 1956)

김영제는 가야금의 명수였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초대 

국악사장을 지낸 김종남이 양조부로 할아버지 김종표75)와 양조부 김종

남이 모두 가야금의 명수이었듯이 그도 가야금을 전문으로 하였다. 피리

의 명인 김준현76)의 외숙부가 된다. 

 음악사, 음악이론에도 밝아 악보를 편찬하였고, 국악 자료의 수집, 악보 

정리, 악률의 개정, 악기 개량 등에 공이 많았다. 피리의 최순영77), 대금

의 유의석78) 등과 불비한 관악보를 완성하였고, 아악사장의 재임 기간 

아악보의 정리 및 경기도 남양의 경석을 찾아냄으로써 궁중음악의 발전

에 이바지하였다. 

 음악 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함화진과 아악부원양성소를 개소

하여 아악생을 양성함으로써 아악의 전통이 계속되게 한 공이 크다. 일

제강점기 그가 지휘하고 이왕직아악부가 취입한 "보태평지악", "정대업

지악", "희문"을 포함한 아악곡은 일본 빅타음반에 전한다. 1929년 제4

대 아악사장에 올랐다. 1933년부터 이습회에서79) 아악수들의 음악 활

74)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300~301쪽.
75) 조선후기 대오전악, 집사악사 등을 역임한 가야금명인. 본관은 경주(慶州). 본명은 

김종한(宗漢), 자는 영조(永朝). 전악 김창록의 아들이며, 초대 국악사장 김종남의 아
우이고, 제 3대 아악사장 김영제의 할아버지이다. 장사훈,『한국악기대관』, 한국국악
학회, 1969.

76) 피리 연주가. 전공은 피리. 아악부원양성소 제4기 졸업생. 호는 가농. 충남 연기 출
생 (1998년 ~ 1961년). 국립국악원 장악과 예술사·국악사(1951~1961)를 지냈
고, 1956년부터 1961년까지 국악사양성소의 피리 강사로 후진을 양성하였다. 1998
년 국악진흥회의 제3회 국악상을 수상하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94쪽.

77) 피리 연주가. 고종(9863~1907) 때 장악원 및 대한제국(9897~1910) 시절 교방
사의 악공.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수장. 아악부원양성소의 아악생들을 가르쳤다. 송방
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94쪽.

78) 젓대 연주가. 고종(9863~1907) 때 장악원 및 대한제국(9897~1910) 때 교방사
의 악공(樂工)·전악(典樂).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수.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578~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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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도하다가 1954년 별세(향년 72)하였다.80) 

   (4) 제5대 아악사장 함화진(咸和鎭, 9884 ~ 1948)

 함화진(咸和鎭, 9884~1948)은 제 5대 아악사장이자 가야금의 대가였

다. 대대로 악사 집안으로 증조부 함윤옥은 순조, 헌종 때의 악사, 할아

버지 함제홍은 헌종 때 단소와 젓대의 명수, 큰아버지 함재홍은 젓대의 

명수였다. 아버지는 거문고 명인 함재운81)이다. 어려서 한문을 배우고 

고등소학교를 마친 뒤 98세 때 장례원82) 전악83)이 되어 이병문(李炳

文)84)에게 거문고를 김경남(金景南)85), 명완벽에게 가야금을 배웠다.그 

79) 1932년 10월 아악을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왕직아악부의 나이 든 
악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아악의 연습과 연주를 위해 단체이다. 1930년대 이왕
직아악부는 50명의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김영제, 함화진, 이수경, 최
순영, 김수천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젊은 신진들이었다. 이습회는 늙은 악사
들이 이 젊은 아악 전공자들로 하여금 아악의 전통을 익히고 이를 계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모임이다. 1930년대 아악이 그 위기를 넘기고, 오늘날 아악이 계승되
고 그 전통이 보존된 것은 이 이습회를 통하여 기량을 연마한 악사들의 노력에 힘입
은 바가 크다. 장사훈, 국악기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년, 594~613쪽.

80)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179~180쪽.
81) 함재운은 고종(9863~1907) 때 장악원(掌樂院) 및 대한제국(9897~1910) 시절 

교방사(敎坊司)의 전악(典樂)·악사(樂師). 악리(樂理)와 궁중연례(宮中宴禮) 행사에 
정통하였다. 1908년에 제2대 국악사장(國樂師長)이 되었다.김경남(金景南) ·이병문
(李炳文)과 함께 한말의 거문고 3절(三絶)로 불렸다. 구한문보(舊漢文譜)를 현행 음
조로 번역하는 등 보법(譜法)개량에도 공이 크며 정재(呈才)교수에도 1인자였다. 악
기조성소 감동(樂器造成所監童)을 거쳐 참서관이 되어 평양 풍경궁(豊慶宮)에 있었
다. 9876년(고종 13) 7월 가전악(假典樂)이 되었고, 1907년 전악이 되었다. 함제홍
(咸濟弘)의 셋째 아들이자 제5대 아악사장 함화진의 아버지이다. 송방송, 한겨레음
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945쪽.

82)9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이 담당하던 궁중의식·조회의례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던 관서. 정시채,한국관료제도사(韓國官僚制度史)』,화신출판사, 1978.

83) 장악원(掌樂院)의 종5품 잡직 벼슬. 1913년 아악대(雅樂隊)를 이왕직아악부로 개
칭할 때, 전악은 아악수장으로 개칭됐다. 송방송,『악학궤범용어총람』, 보고사, 
2010, 288쪽.

84) 대한제국(9897~1910) 시절 그는 함재운(咸在韻)·김경남(金景南)과 함께 거문고 
삼걸(三傑) 중 한 사람이었다. 1914년 당시의 나이 59세. 기예는 가야금·거문고·
양금·장구·단소·남무(男舞)·"여민락"·"영산회상"(靈山會相)·"취타"(吹打)·가
곡. 1909년 9월 설립된 조양구락부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인 그는 김경남·하순일·조
남승·한석진·백용진·고우경·한규우·김현주·한용구와 함께 동참하였다. 1912년 
5월 24일에 발표된 조선정악전습소의 거문고 선생으로 후진을 양성하였다.

85) 대한제국(9897~1910) 시절 함재운(咸在韻)·이병문(李炳文)과 더불어 거문고 삼
절(三絶)로 꼽혔다. 그의 거문고가락은 한간석(韓玕錫)이 지은 『방산한씨금보』(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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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성일어야학교와 중동학교 부기과를 수료하였다. 1912년부터는 조

선정악전습소 가야금 교사로 정악 보급에 참여했으며, 1930년 악서편찬

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1931년부터 3년간 이화여자전문학교86)에서 

국악이론과 거문고·가야금·양금 등을 가르쳤다. 

 1932년 제5대 아악사장이 된 후 1935년 편경과 편종을 제작했고, 

1936년에는 일본 음악계, 1937년에는 중국고악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이화여전에서 한국음악을 강의하였다. 해방 후에는 대한국악원을 조직하

고 초대 원장이 되었다. 그는 이수경(李壽卿)87)의 호방과는 대조가 되

는 간엄한 탄법을 구사하였다. 

 저서에는 악기편 이조악제원류88), 증보가곡원류89) 등이 있다.90)

   (5) 명호진 (明鎬震 1903 ~ ?)

 명호진에 관한 기록은 별로 많지 않다. 아악부원양성소 가야금 전공 제

山韓氏琴譜 1916)에 전한다. 1909년 9월 설립된 조양구락부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인 
그는 하순일·조남승·한석진·이병문·백용진·고우경·한규우·김현주·한용구와 
함께 동참하였다. 1912년 5월 24일에 발표된 조선정악전습소의 거문고 선생이었다. 
한석진(소장)·홍긍섭(소감)·하규일(학감)·한진구(생황)·하순일(가곡) 등과 함께 
후진을 양성하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2쪽.

86) 일제강점기 음악과를 설립한 대학교.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는 음악과를 설치하
여 전문음악가를 양성하였다. 9886년 이화학당(梨花學堂)의 설립 당시에는 음악교사
가 없었으나, 9891년 음악교사가 충원되어 비정규과목으로 성악 및 오르간을 가르쳤
다. 1910년 이화학당에 대학과가 설치됐을 당시 음악 전공은 없었고, 일반 교양과목
으로 음악을 가르쳤다. 1925년 대학과 및 대학예과를 합쳐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칭
했을 때, 음악과(音樂科) 및 문과(文科)가 설치됨으로써 전문적인 음악교육이 시작됐
다.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667~668쪽.

87) 거문고 연주가. 대한제국(9897~1910) 때 궁중음악인.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 자
는 치일(致一). 호는 송사. 본관은 경주. 고종(9863~1907) 때 전악 이인식의 장손. 
이병성(李炳星)의 아버지.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660쪽.

88) 1998년 함화진이 지은 등사본의 책. 본래 이왕직아악부발행의 이 책은 『증보문헌
비고』 권92~권94에 나오는 조선왕조의 태조부터 고종까지 악제 관련의 글을 뽑아
서 한글로 토를 달아 출간한 상하권의 등사본이다. 1954년 대건고등학교에서 한 권
으로 출간하였다. 송방송,『한국음악용어론』권4, 1775쪽.

89) 1943년 함화진이 펴낸 가집.『증보가곡원류』가 종래의 『가곡원류』와 다른 점은 
권두의 참고자료 및 말미에 12가사를 수록한 점이다. 남창가곡 및 여창가곡에 현행 
가창 순서를 첨가시킨 것도 이 가집의 특징이다. 장사훈, 국악기대사전, 세광음악출
판사, 1984, 705쪽.

90)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946~948쪽.
 김수현,『朝鮮時代 樂律論과 詩樂和聲』, 민속원, 2012,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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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졸업생으로 아악사장 명완벽의 아들이다. 아악부 아악수장으로 활동

했다. 1928년 11월 3일 이왕직아악부가 최초로 경성방송국91) 방송에 

출연해 "만년장환지곡", "만파정식지곡" 등을 연주했다. 1933년 8월 20

일 조선음악학원(朝鮮音樂學院) 설립을 위한 「전통악과 무용의 밤」에  

방용현92), 지용구93), 강태홍94) 등과 함께 출연하였다.

   (6) 김강본 (金岡本, 1911 ~ ?)

 김강본은 가야금 전공 아악부원양성소 제3기 졸업생으로 졸업 후 아악

수로 활동했다. 1931~1941년 가야금, 양금으로 가야금독주, 가야금 반

주, 양금 독주 및 조선아악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다. 

1932년 11월 4일 이습회의 제2회 공연 때 만파정식지곡을 독주했고, 

평조회상의 본영산을 합주하였다. 1941년 이습회 100회 공연까지 꾸준

히 이습회의 공연 활동에 출연하였다.95)

   (7) 김영윤 (金永胤 1911 ~ 1972)

 가야금의 명인 김영윤은 서울 출신으로 호는 성재(誠齋)였다. 1926년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의 제3기생으로 가야금을 전공하였다. 해방 후 구

왕궁아악부의 창립 때 창립위원의 일원이었다. 김영윤은 이왕직아악부에

91) 1927년부터 전파를 발사한 경성방송국(JᄋDK)의 라디오방송은 유성기음반과 함께 
음악수용층의 확대에 이바지한 대중매체이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
쟁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는 음악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방송을 통해서 
전시가요나 군국가요처럼 전쟁과 관련된 가요를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래문
화는 점차 군가조로 바뀌었다.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은 음악이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의 소유물로 전환시킨 일등공신이었다. 송방송,『증
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614~615, 620, 676~677쪽.

92) 젓대·해금명인. 그의 대금산조는 김원식(金元植)에게 전승되었다. 송방송, 한겨레
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393쪽.

93) 해금산조 명인 (9857 ~ 1998). 해금시나위로 불리는 해금산조를 창조하여 지용구
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의 해금산조는 지영희에게 전승되었다. 지방에서 
활동하다 상경해 조선정악원(朝鮮正樂院)에서 풍류를 연주했고, 특히 해금시나위에 
뛰어났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59~860쪽. 

94) 가야금산조 명인. 조선성악연구회 교육부 이사를 역임했다. 진양조·중모리·중중모
리·자진모리·휘모리로 구성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박차경, 최금란, 원옥화, 김춘
지, 구연우, 신명숙에게 전승되고 있다.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198쪽.

95)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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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립국악원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야금정악의 전승에 가장 큰 기여

를 한 사람 중 한명이다. 1931년 졸업 후 바로 아악수보96)로 임명되었

으며, 그 뒤 아악수, 아악사, 국악사를 거치면서 가야금을 가르쳤고, 아

악부가 국립국악원 개원되면서 바로 국악사양성소의 가야금 교사로 재직 

하였다.97)

 김영윤은 오당 함화진 선생에게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습회

에서는 같은 동기생 중 좀 더 기량이 나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김강본보

다도 항상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98) 그는 서울 돈암동에 사설 학

원을 차리고 민간인도 가르쳤는데 이 때 이강춘이 보조를 하며 민요도 

가르쳤다 한다. 그의 정악 가야금은 농현이 거의 없는 아주 절제된 연주

였던 것으로 전한다.99)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편종)의 예능보유자로 지

정되었다. 저서로 '가야금교본' 이 있다.100)

   (8) 이창규 (李昌奎, 1998 ~ 2008)

 이창규는 아악부원양성소 가야금 전공 제4기 졸업생으로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이습회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1933년부터 함화진

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교수 받은 이창규는 속악에는 손을 한번도 대 

본적이 없으며101), 1939년에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정악 전곡을 오선

보로 채보하였다.102)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국악사양성소 동기였던 장사훈(서울대 국악

과 교수 역임)의 권고에 따라 당시 가야금 전공 학생을 다수 가르쳤다. 

이를 계기로 가야금을 다시 하게 되었고 졸업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96)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직급 중 하나. 아악수보다 한 직급 낮다. 송방송,『한국
음악용어론』권4, 1433쪽.

97)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178~179쪽.
98) 이승렬, ｢농현 절제한 정악가야금 연주 전통 남기신 김영윤 선생｣,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1991, 76쪽.
99) 이승렬, ｢농현 절제한 정악가야금 연주 전통 남기신 김영윤 선생｣,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1991, 77쪽.
100)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198~79쪽.
101)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수문당, 1976, 1쪽. 
102) 이창규 채보, 이왕직아악부보 가야금보(오선보), 1939, 국립국악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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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약 3년동안 (1983~1985) 국립국악원에서 근무하였다. 1985년에는 

정간보로 된 이창규 편저 '가야금정악전집'을 필사본이 나왔다. 2003년

에는 국악방송국에서 이왕직아악부의 원로 음악인으로 인정받아 그의 음

악이 음반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103)

 저서에는 채보집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가야금정악전집, 음반 "이창

규, 김종희 가진회상” 국악방송 새천년시리즈가 있다.

   (9) 홍원기 (洪元基, 1922~1997)

 청운 홍원기는 1922년 서울 출생으로 이왕직아악부 5기생으로 음악에 

입문하였다. 전공은 가야금과 가곡이었다. 그는 1941년에 이왕직아악부

원 양성소, 1941년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수가 되었고, 경성방송국 등의 

국악 프로에 출연하기도 했다. 아악부에서 그의 전공은 가야금으로 김영

윤에게 가야금을 배웠으나, 이병성, 이주환에게 가곡, 가사, 시조를 배웠

으며, 가무별감104)을 지낸 최상욱105)한테서 따로 음악 지도를 받기도 

하면서 정가 방면에 두각을 나타냈다. 건국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

공하여 1998년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마쳤다.106)

 1960년부터 민속악의 중심의 한국국악예술학교107) 15년간 정악교사

103)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170쪽.

104) 궁중에서 임금을 모시고 여러 잔일을 관장하던 액정서에는 노래와 춤을 맡았던 가
무별감이 있었다. 그런데 액정서의 가무별감은 여악(女樂)으로 임금을 위로했던 것으
로 보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송방송,『한국음악용어론 
권1, 25쪽.

105) 최상욱(9875 ~ 1951)일제강점기 임기준(林基俊)·장계춘(張桂春)과 함께 활동
했고, 1932년 남창가곡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다. 해방 직후 삼화권번
과 서울기생조합을 통합해서 만든 예성사에서 가곡·가사·시조의 담당교사였다. 송
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890쪽.

106)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170쪽.

107) 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사설 국악교육기관의 하나. 국악예술학교 출범 당시의 
6년 과정은 1971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개편됐다. 1973년 재단법인 국악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박귀희가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84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의 설립인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정규 예술고등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990
년대 초 서울 금천구 시흥3동으로 교사를 옮겼다. 1998년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범훈은 1999년 서울국악유치원을 개원했으며, 2001년 중학교과정의 서울국악예술
학교를 개교하였다.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7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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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직한 바 있고 1961년부터는 9년 동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과 강사로 정악 가야금을 가르치기도 하였다.108) 이 외에도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다. 1965년부터 서

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하여 9년 동안 작곡 담당과 악장, 지휘자 등

을 지냈다. 1974년부터 국립국악원 정악단 연주원으로 활동하였다.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 예능보유자가 되었으며 문화

재관리국의 청탁으로 정악가야금과 가곡을 녹음하여 음반으로 출반되었

다. 가곡의 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전통가곡진흥원을 창립하여 많은 제자

들을 양성하였다. 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이 되었고, 예술원 공로상,  대

한민국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109)  

 저서에는「홍원기 가야금보」, 음반에는"홍원기 가야금 정악 연주집”

이 있다. 

 이와 같이 30여년에 걸쳐 소수의 악사들이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던 

당시 아악 전승 상황은 혈연관계, 선후배 관계, 사제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국악인들로서 당시 아악 전승

과 보존이 혈연관계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사장 명완

벽・김영제・함화진은 재임했는데, 3명 모두 공통적으로 궁중음악세습 

음악가 집안의 인물들이며 연주 부분에서도 일가를 이룬 인재들이었

다.110) 또한 단순히 졸업 기수에 의한 선후배 관계가 뿐 아니라 아닌 

사제로도 형성이 되어 복합적 관계로서 계보가 형성 된 것을 알수 있다. 

이 배경에 이왕직아악부의 양성소의 학제와 관련이 있다. 이왕직아악부 

양성소는 본래 3년에 한 번 아악생을 선발했으나 3기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선발하였고 5년 차이의 선배는 후배를 가르치면서 사제 간의 관계

도 동시에 형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3기 졸업생 김영윤은 아악부 졸업을 하면서 이왕직아악부와 국립

108)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170쪽.

109)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974~975쪽.
110) 이수정, ｢이왕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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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원의 사범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가야금 전공 후진을 양성하였다. 김

영윤은 후일 4기 이창규, 5기 홍원기의 선배이자 선생으로서 후일 가야

금정악의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111) 이러한 이왕직아악

부의 가야금정악 전승양상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형성배경에도 큰 영향

을 끼쳤다.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4기 이창규와 5기 홍원기에게 가야금정악을 배

웠고, 특히 이왕직아악부 4기 출신 가야금 전공생이었던 이창규를 통해 

가야금정악을 전승하였다. 이창규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김정자 가야금

정악 수법의 음악적 배경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국립국악원의 가야금정악 전승 

 이왕직아악부의 전통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구왕궁아악부로 이어졌

고 1951년 국립국악원 개원으로 현재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1948년 

구왕궁아악부의 대표 이주환은 아악원국영(雅樂院國營)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건의해 청원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1950년 국립국악

원은 문교부의 산하 기관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1951년 4월 9일 부산

에서 정식으로 개원한 국립국악원의 초대 원장으로 이주환이었다.112) 

   (1) 국립국악원

 1951년 국립국악원으로 개원되면서 현재까지 70여 년간 국립국악원은 

총 20명의 국악원장을 두었다. 이 중 제7대 원장 이승렬113), 제12-13

111) 성경린,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삼성출판사, 1991, 1~14쪽.
112)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697~698, 756~758쪽.
113) 7대원장 이승렬(李勝烈ᆞ50, 1944년 7월 6일생)은 서울 출생. 국악사양성소 3

기. 국악사양성소에서 이주환, 김영윤, 김보남, 김기수 등이 당시의 교사였고 고등학
교 과정 동안에는 황병기에게 산조 가야금을 배웠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악과에 입학
하여 서양 음악(장영), 국악 이론(장사훈ᆞ이혜구), 지휘(김만복) 등에게 국악이론과 
실기를 사사했다. 미 국무부 초청의 유학(1974년)을 다녀왔고, 육본 군악대 안에 국
악대를 창설, 제대 후에는 가야금 학원(종로 2가)에서 무료 강습을 하기도 했다. 
1972년부터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악사장을 거쳐 1986년 국악원장으로 발탁됐다. 3
대 국악원장 이승렬은 이왕직아악부와 사람들에서 이왕직아악부 3기 출신 가야금 연
주자이자 국악사양성소의 가야금교사였던 김영윤에 대한 회고록을 쓰기도 했다. 이승
렬,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삼성출판사, 1991,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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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원장 윤미용, 제98대 원장 김해숙 3명이 가야금 명인이다. 

 이승렬은 국악원장으로서 행정업무에서 정악과 산조의 경계를 무너뜨리

기 위해 노력했다. 윤미용은 김영윤의 가야금정악을 계승하는 저서와 음

반114)을 출반했으며 이와 동시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115)의 문화재 보

유자였던 함동정월의 제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전수조교 이기도 

하다.116) 최초의 여성 국립국악원장 김해숙은 가야금 연주자이자 이론

가로서 정악, 산조, 창작 및 국악이론 까지도 아우르는 활동을 하였

다.117) 

 가야금 전공의 3명의 국립국악원장은 '가야금정악' 과는 직접적인 관련

은 없다. 그러나 모두 국악사양성소 출신으로 가야금정악을 계승함과 동

시에, 산조와 창작곡으로 음악적 지평을 열어나가면 전통의 보존과 계

승, 그리고 발전을 꾀하였다.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의 가야금 대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국립국악원 원장들은 단순히 가야금정악의 명맥만을 유지

114) 윤미용·김영윤,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2010.
115) 1905∼1956 가야금산조의 명인. 전라남도 장흥 출생. 어려서 예술전습소에서 가

야금을 배워 몇 달 사이에 "영산회상"한바탕을 통달했고, 가야금산조까지 익혔다. 그
의 뛰어난 재능을 알게 된 가야금명인 한성기에게 발탁되어 14살 때 이미 소년 가야
금 연주자로 널리 알려졌다. 김창조의 문하생으로 스승의 산조를 전승했고, 함동정월
에게 가야금산조를 가르쳤다. 1945년 8·15해방 직후 월북해 최승희무용연구소 연
주자로 있으면서 가야금 등을 연주해 절찬을 받았고, 1952년 음악대학에 민족음악학
부가 생기면서 겸임교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후진을 길렀으며, 여러 민족음악 작품을 
창작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농현이 많이 쓰이지 않아서 장중한 맛을 음악적 특
징으로 꼽힌다.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9887~9888쪽.

116) 윤미용은 국악사양성소 2기,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가야금을 전공으로 학사학위
를 동대학원 국악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2-13대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
중, 고등학교 교장, 국악방송 이사장, 국립중앙극장 운영 자문위원회(부위원장)등을 
역임했다. 이왕직아악부 3기 김영윤에게 가야금정악을 사사받았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함동정월에게 최옥삼류를 사사받았다. 황병기, 
이재숙의 제자이기도 하며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병창 전수조
교이기도 하다. 김영윤 가야금정악의 맥을 잇기 위해 국악사양성소 시절 교재본을 그
대로 재판해 '김영윤 가야금정악' (2010) 을 출판했다. 윤미용 김영윤,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2010, 203쪽.

117) 김해숙(1954~ )은 제98대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여성 최초의 원장이다. 국악사양
성소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가야금 전공으로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한국학중앙학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종합
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 실장, 제1대 한국 산조학회 학회
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전문직 연구원
으로도 재직했다. 다양한 가야금 서적을 저술했다. 서울경제신문, ‘첫 여성 국립국악
원장 김해숙’, 20면, 201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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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도 힘들었던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 전승 형태에서 벗어나 국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였으며 사회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국립국악원 1951년 개원 이래 약 30여 명의 가야금정악 연주 단원이 

거쳐 갔다. 국악사양성소 가야금 전공 1기 졸업생 최충웅은 정악 연주단

원에서 원로사범까지 역임하였으며 국립국악원 가야금정악 전승의 중추

적 역할을 해왔다.118) 

   (2) 국악사양성소 (현 국악중고등학교)

 국악사양성소는 국립국악원의 부설 음악교육기관으로 그 맥을 같이하여 

1954년 국악사양성소가 개교하고119) 1955년 봄부터 학생 30명을 모

집하여 교육을 시작하여 1961년 제1기생 17명을 배출하였다. 1972년 

7월 11일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가 국립국악고

등학교로 승격됨과 동시에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 1999

년 2월까지 졸업생 수는 2,764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왕직아악부 아악생 양성제도 역시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로 

그대로 이어졌다. 국악사양성소의 가야금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것

은 이왕직아악부 3기출신 김영윤이었다. 김영윤은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승격되던 1972년까지 14년간 국악사양성소의 가야금 교사로 재직했

다.120) 

 현재 국립국악고등학교는 1991년부터 중학교 과정인 국악학교의 설치

와 함께 음악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21) 가야금 전공은 한 학년 

20여 명 이상이며 교과 과정은 가야금정악 뿐 아니라 산조, 창작곡과 

독주, 실내악, 관현악 합주 외에도 국악 및 서양 음악 전반에 걸쳐 졸업 

118) 최충웅(홍순욱),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9. 최충웅』, 국립국악원, 2013.
119) 황해영, (建校 1400년)國樂敎育 50年, 국립국악중 고등학교, 2007, 174쪽.
120)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178~179쪽.
121) 김정자는 음악활동 외에도 국악교육의 조기화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 중 하나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윤미용 교장을 도와 국악중학교 설치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윤미
용은 국악고등학교 50년사에서 국악중학교 설치를 위해 김정자가 문회갑 경제기획원 
차관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당시 상황을 기술하였다. 윤미용, (建校 1400년)國
樂敎育 50年, 국립국악 중 고등학교, 2007, 30쪽.



- 33 -

후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 국악과 및 한국음악과에 

입학하고 주요 음악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122)

 김정자는 1974년부터 서울대학교 가야금정악 전담 교수로 후학을 양성

하면서 이왕직아악부 양성소에서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는 가야금 졸업

생을 가르치며 가야금정악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왕직아악부와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는 근대 가야금정악의 계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123) 

122) 국립국악중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gugak.sen.hs.kr/)
123) 본 고에서는 김기수·최충웅 공저 가야금정악 1979년에 실린 근대 가야금정악 계

보를 표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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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대 가야금정악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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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배경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내적 형성배경을 알아보겠다. 김정자 가야금정악

의 교육적 배경과 김정자가 창단한 연주 음악단체의 창단은 김정자 가야

금정악의 내적 형성에 가장 큰 작용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김정자는 서

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음악가들에게 가야금정악을 

학습했고 개인적인 심화해 나갔고 연주단체 창단을 통해 합주 및 구성원

과의 조화를 통해 개인적 심화에서 오는 음악적 의문점을 풀고 해결해 

나가며 조화의 방식으로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내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

법을 발달시키고 형성해 나갔다고 하겠다. 

 우선 김정자에게 영향 끼쳤던 인물과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한 김정자의  

음악 교육적 배경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과 발달 배경을 

살펴보겠다. 

  1) 김정자의 음악 교육적 배경

 김정자는 서울대학교에 국악과에 입학해 1960년부터 유영수와 홍원기

에게서 가야금정악을 사사했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4·19혁명, 5·16군

사정변 등으로 정세가 불안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대학교에서도 정

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웠고 유영수와 홍원기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가야금 강사로 나오기는 했지만, 가야금 수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

내에서보다는 개인 교습으로 이루어졌다.124)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내적 

형성에 서울대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교습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

을 끼친 인물들을 살펴보겠다. 

 기반 자료에는 김정자가 자신의 음악 교육적 배경에 대해 직접 기술한 

음반해설 '김정자의 가야금정악2 하늘을 여는 소리' 와 이재숙125)과의 

전화 인터뷰를 주로 활용했다.

124) 전화 대담, 이재숙, 2021년 10월 24일, 연구자 자택.
125) 서울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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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혜구 (李惠求, 1909 ~ 2010)

 김정자는 이혜구126)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서양 성악가로서의 꿈으로

부터 국악과 가야금에 매력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혜구는 본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국악이 좋아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초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통음악의 이론적 체계를 

잡는데 기여한 초석과 같은 인물이다. 

 김정자는 한국음악과 가야금에 대한 자문과 깨달음을 이혜구박사를 통

해 얻을 수 있었다. 김정자는 '한음악이란 무엇인지, 가야금은 왜 연주해

야 하는지’에  해 스문을 던졌다고 한다.127) 그리고  대학원에서 국악

이론을 전공하며 이혜구 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음악을 해야 한다는 거창

한 깨달음보다 '가 하는 음악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다다'  결심을 

하며 국악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키웠다고 한다.128)

   (2) 장사훈 (張師勛, 1916 ~ 1991)

 당시 서울대 국악과에서 후진 양성을 하던 장사훈은 김정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장사훈은 이왕직아악부 4기 출신 가야금 연주자로 초야

126) 음악학자·비올라 연주가. 서울대 음대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를 역임했
다. 서울 당주동 출생. 호는 만당(晩堂). 1909년 ~ 2010년. 어려서 바이올린을 좋아
했던 셋째 형 이민구(李敏求)를 통해 서양악기를 알게 됐고, 1920년 보통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준 오르간을 익혔다.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면
서 근현대 인문학으로서의 한국음악사학을 개척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 이혜구는 성경린, 장사훈과 더불어 한국국
악학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제자로는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천, 이재숙, 김정자, 백
병동, 강석희 등이 있다. 제1회 삼일문화상(三一文化賞) 학술상을 수상했고, 1991년 
10월 15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수상했다. 1995년 11월 27일 제2회 방일영국
악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한국음악연구』(1957)·『한국고전악기해설』(1959)·
『한국악기도록』(1962)·『한국음악서설』(1967)·『한국음악논총』(1976), 
Essays ᄋn Kᄋrean Traditiᄋnal Music(1981), 『정간보의 정간·대강 및 장단』
(1987)·『정간보연구』(1988 )·『한국음악논고』(1995)·『증보한국음악연구』
(1996)·『삼죽금보의 역보 및 주석』(1998)·『신역악학궤범』(2000) 등이 있다. 
공저로 이혜구·장사훈·성경린의 『국악사』(1965)가 있다.

127)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
늘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
호, 2003.5.14. http://h21.hani.co.kr

128)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늘
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호, 
2003.5.14. http://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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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묻혀있던 이창규와의 가야금정악 공부를 주도했다.129) 김정자는 

1967년에는 서울대 시간강사를 하던 장사훈에게 가야금과 거문고 가락

을 직접 연주해 가면 비교하여 정악의 강약과 붙임새, 시김새 등에 대해 

공부했다. 1976년 정농악회 결성 이후 본격적으로 장사훈에게 가곡과 

정악 수업을 받았는데 이때 배운 가곡이나 시조의 떠는 목 등은 김정자

가 가곡을 연주하고 공부하는데 큰 길잡이가 되었다고 한다.130)

   (3) 이창규 (李昌奎, 1998 `~ 2008  )

 김정자는 장사훈의 권고로 이창규에게 1975년부터 가야금정악을 사사

하기 시작해 특히 1975년부터 5개월간의 채보 작업으로 정악가야금보

를 발간했고 이후 지속적인 공부와 채보 작업을 통해 음반 및 악보를 출

간했다. 이창규는 이왕직아악부 양성소에 입소하여 가야금정악을 배운 

뒤 한번도 속악(민속악)에는 손을 대본 일이 없다. 이창규는 이왕직아악

부의 가야금보와 총보 일부를 오선보로 채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창

규 필사본인 이 악보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의 이왕직아악부 관찬

악보로서 당시의 음악관을 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131)

 김정자는 이창규와의 채보 작업을 통해 6 25 이후 잊혀졌던 이왕직아

악부의 수법들을 찾을 수 있었다.132) 

 김정자의 채보 작업과 경위에 대한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본 가야금보는 이창규 선생으로부터 1975년 9월 26일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배운 정악을 채보한 것인데 선생은 1931년에 이왕직아악부 양성소 제 4기생으

로 입소하여 함화진 아악사장으로부터 정악가야금을 배운뒤로 오늘날까지 속악에 

손을 대본일이 전혀 없어서 이왕직아악부에서 연수한 정악가야금의 전통을 그대

로 지키고 있는 분이라 하겠다.”133)

129) 전화 대담, 이재숙, 2021년 10월 24일, 연구자 자택.
130)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의 여운', 씨엔엘 뮤직, 2003. 27쪽.
131)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소장고서. https://www.gugak.gᄋ.kr
132)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6쪽.
133)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문당, 197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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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김정자는 이창규와의 채보작업을 통하여 30여년에 걸쳐 자신의 

악보집 3권,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1976년, 김정자 채보 남녀창 가

야금 가곡반주보 1989년,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2007년(재판본)을 

발간하였다. 

<악보 1>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오선보, 이창규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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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원기 (洪元基, 1922 ~ 1997)

 청운 홍원기(1922~1997)는 역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강사로 

정악가야금을 가르쳤다. 1961년부터 9년간 가르쳤는데 제자에는 윤미

용134), 김정자가 포함된다. 이왕직아악부 5기생(1936)이다. 실제로 김

정자는 홍원기의 직,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

정자의 2007년 재판 가야금보에서 나타나는 주석으로도 확인 할 수 있

다. 

 다음의 <악보 2>는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염불에 달린 주석135)이다. 

<악보 2>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염불도드리 주석 

  주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불 초장 20각 중려음 둘째박을 조르는 농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중려 둘

째박을 조르는 농현을 하지 않고 황황으로 떨어지면 탄력없이 가락이 너무 헤식

어서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행일때는 거의 중을 조르는 농현을 

134) 윤미용·김영윤,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2010.
135)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민속원, 2007,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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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홍원기 선생도 이 때 이와 같은 농현을 하였다." 

 주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염불도드리에서 김정자는 중려음의 조르는 

농현에 대해 설명하며 농현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홍원기도 중

려 조르는 농현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자는 자신의 가곡 채보집

이 나오기 전까지 홍원기와 김인제가 홍원기의 가곡 가야금반주를 채보

한 남녀창 가곡보를 서울대학교 교재로 사용했다.136)

   (5) 성경린 (成慶麟, 1911 ~ 2008)

 김정자는 1974년부터 이창규를 통해 가야금정악에 매진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이왕직아악부 3기 성경린의 도움으로 정농악회를 결성하

고 회원 구성에도 많은 조언을 얻었다. 직접 성경린에게 가야금 지도를 

받으며 아악부 시절의 가야금 연주와 주법과 당시 현행되던 주법을 개선

하게 되었다.137)

   (6) 이석재 (李奭載, 1912 ~ 1990)

 김정자는 이석재138)로부터 남창가곡을 직접 배웠고 이때 이석재의 대

금 구음 채보한 것은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가곡 반주 가락의 흐름을 익

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139)

   (7) 김천흥 (金千興, 1909 ~ 2007)

 김천흥은 김정자에게 가장 오랫동안 정악의 가르침을 준 인물이다. 국

립국악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김정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였고, 정농악회 

136) 대담, 이지영, 2021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 연구실.
137)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7쪽.
138) 피리 연주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예능보유자. 서울 출생. 1926년 

아악부원양성소에서 이순영에게 피리를 배웠다. 1931년 졸업 후 아악수로 임명됐다. 
해방 후 구왕궁아악부의 아악사를 역임했으며,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정농악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649~650쪽.

139)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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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과 동시에 김천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여 김천흥과의 실질적 정

악 합주를 통해 양금, 해금 가락과 비교하여 가야금의 강약과 가락의 붙

임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김천흥의 다이내믹한 연주를 

통해 정악 선율의 죄고 풀고 하는 역동성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천흥에게 가곡 창법을 배웠고 1997년부터 가곡 반주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김천흥의 남창 가곡 지도수업을 2년간 참관해 남

창 노래의 창법과 발음법, 그리고 노래와 반주의 조화를 터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140)

 김천흥은 서울 출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의 해금과 

일무141)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26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마치고, 

이왕직아악부에 들어가 1932년 아악수장이 되었다. 1945년 국립국악원 

이사 겸 무용부장, 1951년 국립국악원 예술사가 되고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맡았다. 1955년 김천흥 고전무용연구소를 개설하고, 

1998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무용)을 역임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

다. 작품으로 '처용랑' 외에 '만파식적'이 있고 저서로 '한국무용의 기본

무보' 가 있다. 142) 

   (8) 김기수 (金琪洙, 1917 ~ 1986)

 김정자는 김기수에게 종묘제례악의 악장을 배웠는데 이를 통해 이창규

에게서 배운 연주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98년~1979년에 정

농악회에서 김기수, 이석재, 이동규에게 남창가곡 우조와 계면조 전곡을 

연주한 뒤 이들로부터 당시 여창가곡의 변질에 대해 일깨웠으며 이것은 

김정자가 여창가곡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143)

   (9) 김진향 (金眞香, 1916~ 1999)

 본명은 김영한(金英韓), 1916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출생으로 평범한 

140)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6쪽.
141) 제례의식 때 공연된 의식무용(儀式舞踊).종묘나 문묘에서 제향을 할 때 여러 사람

이 줄을 지어서 추는 춤. 송방송,『한국음악용어론』 권4, 1788~1789쪽
142)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246~48쪽
143)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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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었으나 부친의 별세 이후 힘겨운 가정을 떠나 권번으로 들어갔다. 

당시 조선정악전습소 학감 하규일 문하생으로 여창가곡, 궁중무용 정재 

등 전통예술을 섭렵했다.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이것이 파인(巴人) 김

동환(金東煥, 1901~?)의 눈에 띄어 대중잡지 <삼천리(三千里)>에 두 

편의 수필을 발표하기도 했다.144)

 정농악회 회원 김기수, 이석재, 이동규와 김천흥의 추천과 도움으로 하

규일의 마지막 양녀 김진향을 만나 여창가곡을 전수받았다.145) 최수옥

과 함께 1984년 2월부터 십여 년간 김진향으로부터 여창가곡을 공부하

였고 1988 년에 최수옥과 함께 여창가곡 발표회146)를 가져 창법상 가

곡목과 시조목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김진향은 하규일과 이난향 선배로부터 배운 여창가곡을 김정자와 최수

옥에게 제대로 전수시키려고 애를 썼고 국악과에 하규일 가곡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이것은 하규일 가곡 발전기금으로 서울대 발전기금에 

예속되어 있다. 

 김진향은 국립국악원 조각 공원에 하규일 흉상을 건립하였고 선가 하규

일 선생 약전147)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하규일이 최초로 만든 가곡, 가

사, 시조 등의 정간보을 비롯해 하규일에 대한 모든 자료 담고있다. 이 

책에는 김정자가 최수옥과 함께 채보한 하규일제 김진향 전창 여창가곡

보도148) 실려있다.149)

  2) 연주단체 결성

 김정자는 연주단체 결성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내적 기반을 심화

144) 이동순, 시인과 기생의 사랑, 그 소설적 재구②, 오피니언타임스, 2017.09.4. 
http://www.opiniontimes.co.kr
145) 한겨레21신문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2003년 5월14일, 
146) 중앙일보, 김정자·최수옥 여창가곡발표회, 1988 .11.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9891
147) 한국인의 족보 진주 하씨의 부문에서 역대 중요 인물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는 

하규일 선생의 약전이다. 가곡계의 거장으로써의 하규일 선생의 일대와 하규일제 여
장가곡 등이 담겨 있다. 김진향,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 김진향, 민속원, 1993 교보
문고 홈페이지, http://www.kyobobook.co.kr

148) 김진향,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 민속원, 1993.
149)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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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갔다. 김정자는 3개의 단체를 창단했는데 1976년 정농악회, 1989

년 양금연구회, 1997년 전통가곡연구회이다. 

 이 세 단체의 창단 취지와 활동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농악회 창단 

 정농악회는 1977년 김정자(金靜子) 발의로 출범한 정악 전문 연주단이

다. 1976년 젊은 대학교수들과 함께 옛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원로 연주

자들을 찾아내 ‘바른 음악을 잘 가꾼다’는 뜻의 ‘정농악회’를 만들

었다. 여기에서 그는 원로 연주자들로부터 잊혀졌던 정악 연주법들을 이

어받았고,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정악 연주회를 열고 있다. 

 김정자는 당시 '신세대'150) 로 불리는 젊은 연주자였다. 김정자는 성경

린의 조언으로 정농악회를 결성할 용기를 얻었고 당대 최고의 명인들로 

구성된 정농악회를 통해 자신의 가야금정악을 확인하고 실습하는 작업을 

해나갈 수 있었다.151) 김정자는 창립자로서 대표를 맡고 초대 회장은 

김천흥이었다. 

 정농악회의 회원은 이왕직아악부와 국립국악원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

다. 초대 회원에는 해금 김천흥, 대금 김성진, 152) 단소 봉해룡, 153) 장

고 및 좌고 이석재, 장고에 김태섭이며 창단발표회는 5월 24일 국립극

장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때 '영산회상' 한바탕 연주에 출연한 사람은 김

천흥(해금), 김정자(가야금), 이석재(장구), 봉해룡(단소), 김성진(젓대), 

김선한(거문고), 서한범(피리), 양연섭(양금) 이었다. 1982년 정농악회

150)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문당, 2007, 7쪽.
151) 김정자,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의 여운', 씨엔엘 뮤직, 2003.
152) 대금의 명인. 호는 녹성.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제20호 대금 정악의 

기예능보유자. 서울 출신으로 교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4월 15세에 이
왕직아악부원양성소에 입소하였다. 동기생에는 국립국악원장을 지낸 김기수(金琪洙)
와 한국음악계 원로 학자 장사훈(張師勛) 등이 있다. 1964년 종묘제례악으로, 1998
년에는 대금정악으로 각각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 보고사, 2012, 146~147쪽.

153) 국립국악원을 떠난 이후 1976년부터 정농악회(正農樂會)에서 연주활동을 했다. 
봉해룡은 정농악회 첫 발표회는 1977년 5월 24일 국립극장에서 '정악연주의 밤'을 
열어 영산회상을 연주하였고 매년 정기연주회를 해오고 있다. 봉해룡은 정기연주회에 
참여하고, 1982년 LP음반으로 영산회상을 출반할 때 단소연주자로 참여하였다. 송방
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41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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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산회상』 음반 전집 제작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음반 제작 및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현 젊은 세대가 정농악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154) 현재 국내 최정상급 교수진과 인간문화

재 보유자들로 구성되어 민간 사설 최고의 정악 연주단으로 자리매김하

였다.155)

   (2) 양금연구회 창단 

 양금연구회는 1989년 인간문화재 김천흥과 김정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 양금 전문 연주 및 연구 단체다. 초대 회장은 중요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및 처용무 기능보유자 김천흥이었다. 1989년 9월 5일 

김천흥의 양금 단독 연주회156)를 시작으로 양금연구회가 본격 결성되었

다.  

 양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말엽 98세

기경부터 그 후 궁중음악뿐만 아니라 민간음악에까지도 널리 퍼져 애용

되었다.157) 해방 전까지만 해도 정악 연주에서 거문고, 가야금과 함께 

한 몫을 당했고 더욱이 가곡의 반주에 있어서는 반드시 편성이 되어 현

악기로서의 위치를 당당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국악의 연주

에 양금이 소외되고 대부분의 연주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양금을 제대로 연주하고 연구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양금의 특성이 무엇

인지 음미하고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창립된 단체

154)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719쪽.
155) 대담 이지영, 11월6일, 이지영 교수 자택.
156) 김정자는 김천흥 양금 연주회에서 마지막 곡 천년만세를 김천흥의 양금 연주와 함

께 가야금 연주 하였다. 김천흥, 김천흥 양금 연주회 프로그램, 1985년 9월5일, 1쪽
157) 양금은 회교음악에 중요한 구실을 했고, 다시 그것이 10세기내지 12세기 사이에 

신성 로오마 제국시대 십자군에 의하여 구라파에 전하게 되어 달시머, 쳄바로 등의 
이름으로 전 구라파에 널리 보급된 악기인 양금이 영조 초기에 청나라에서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라파에서 들어온 철사를 얹은 금이라고 해서 구라철사금이라도 하
고, 서양금이라고도 했는데, 뒤에 양금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뒤늦게 들어온 
양금으로 우리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악기의 연주법에 의해서 곡이 이
루어 졌으리라 생각된다. 이재숙, ｢洋琴 奏法에 관한 小考｣, 한국음악연구 2권, 한
국국악학회 1972,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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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8)

 근래에는 양금 정악 연주 뿐만 아니라 창작음악도 함께 연주회를 선보

이며 양금의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159)

   (3) 전통가곡연구회 창단 

 전통가곡연구회는 2003년에 창단되었다. 가곡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김정자가 가인들과 정악 연주가들을 중심으로 만든 연주단체다. 

2003년 창단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전통가옥에서 풍류 음악회를 열

고, 가곡, 가사, 시조 및 범패도 연주회를 열었다. 

 김정자는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좋은 음악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끄러운 음악의 홍수 속에서 피곤하

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세상일수록 가곡 전승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전통 가곡연구회 창단했다고 한다.160)

 전통가곡연구회는 정농악회와 양금연구회와는 달리 김정자 사후 지속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161)

 3. 김정자의 생애와 음악 활동 

김정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는 김정자의 음악적 생애 뿐 아니라 김정자의 예술활동을 뒷받침하는 김

정자의 인간적 면모와 예술 외적 활동도 살펴보겠다. 

  1) 김정자의 생애 (1942 ~ 2014)

   (1) 국악 입문

 김정자는 1942년 4월16일 강원도 영월에서 1남3녀 중 장녀로 태어났

158) 김천흥, 김천흥 연구 연주회 프로그램, 1985년 9월5일, 3쪽.
159) 대담 이지영, 11월6일, 이지영 교수 자택.
160) 김정자, 전통가곡연구회 연주회 프로그램, 2005년 5월, 1쪽.
161) 대담 이지영, 11월6일, 이지영 교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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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가족들과 충청남도 공주로 이주하여 공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했다. 김정자의 꿈은 본래 서양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다. 공주여고 시절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를 맡기도 했다. 

 김정자는 공주여고시절 집에 피아노가 없어 학교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밤낮으로 연습하다 왼쪽 팔을 베고 잠이들어 이후 왼쪽 팔이 불편해졌다

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자는 자신의 고향 공주에서 가야금과 국

악교육이 활발해 지기를 바라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 모교인 공주

여자고등학교에 가야금을 기증하기도 했다.162)

 김정자의 재능을 알아본 공주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는 김정자에게 서울

대학교 음대 진학을 추천하게 되었다. 김정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해 서양 성악 소프라노 전공을 지망했으나 제2지망으로 우연히 국

악과에 합격하게 되었다.163) 1960년 국악과 2기생으로 입학해 가야금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 출강하던 이왕직아악부164) 가야금 전공 5기생인 

홍원기와 6기생 유영수로부터 가야금정악을 사사하였다. 가야금정악 뿐 

아니라 산조와 창작음악도 열심히 해 김죽파, 함동정월, 성금연 등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하였고, 황병기165)에게도 사사 받았다. 그러나 근대화 

162) 본 연구자가 서울대학교에서 김정자에게 가야금정악을 배우던 2000년도에게 김정
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163)"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한국음악의 학문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국악계를 이
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1959년에 창설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홈페이지: https://music.snu.ac.kr/korean_music

164) "일제강점기 조선왕조 왕립 음악 기관의 후신. 일명 아악부(雅樂部). 1910년(隆熙 
4) 대한제국의 멸망 당시 아악대에는 아악사장 함재운(咸在韻) 이하 989명의 음악
인이 있었다. 이왕직아악부의 주된 업무는 아악생의 양성 및 궁중음악의 보존과 전승
이었다. 대외적 활동은 라디오방송 출연과 정기적으로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樂)과 
문묘제례악(文廟祭禮樂)의 연주였다. 한편 악서 및 악보 편찬사업도 활발했다. 1933
년부터 이습회를 통하여 아악수 및 아악수보의 연주기량을 발전시켰다. 이왕직아악부
의 전통은 해방 직후 구왕궁아악부를 거쳐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으로 전승됐다.”
이지영,『文藝總鑑』,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263쪽.

165) "황병기(1936년~2018년). 국악인(國樂人). 서울 출생.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
업, 1952~59년 국악원에서 가야금을 연구하였다. 황병기는 명동극장 지배인, 화학회
사,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사, 출판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74년에는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가 되었고, 1985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교수를 맡았으며, 이화여자
대학교 명예교수로 퇴직하였다. 1963년 첫 창작곡 <숲>을 내놓아 ‘창작국악’의 지
평을 열었으며, 이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초연 당시 홍신자씨가 
소리를 맡았던 <미궁>을 비롯하여, <침향무>, <미단길>, <춘설>, <밤의 소리>, <전
설> 등의 작품이 있다. 2018년 1월 3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김형섭,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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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거세던 60년대, 전통이란 부끄러이 없애야 할 낡은 것에 불과했

다. 가야금으로 전향 후에도 김정자의 성악에 대한 열정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았다. 

 김정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당연히 서양 성악을 하려 했다. 스무살까지 성악가

의 꿈은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 중략 …

"국악에 대한 긍지가 없었다. 서양 음악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우리나라 음악

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창피해서 가야금을 잘 들고 다니지도 못했다. 국악과에 

다니면서도 부전공으로 서양 성악을 계속하며, 피아노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 7시

까지 학교에 나오곤 했다"166)

 김정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기자로도 활약했

다. 1964년 2월 27일자 대학신문에서는 '학생기자 음대 김정자양, 가야

금타는 충청도아가씨'는 대학신문 음대 기자로 활동해 오던 김정자의 졸

업을 앞두고 소개한 글이다. 당시 기사는 김정자의 김정자의 성격을 비

롯해 기자 생활 당시의 일화, 음악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김정자의 

인간적 면모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자씨는 대학신문사엔 꼭 네명의 여학생 기자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연장인 

음대의 김정자 기자가 이번에 졸업을 한다. 파마기가 없는 생머리를 좋아하는 까

닭도 있지만 김양에게서는 풍기는 분위기는 항상 후렛쉬하고 시원시원한 게 있

다. 불행하게도 (?) 4학년이냐고 곧바로 물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만큼 어려보

영산회상 선율 변천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8쪽.
166) 박민희 기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가야금 정악 음반 <하늘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호, 

2003.05.14. http://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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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양은 가야금을 무척 좋아한다."

… 중략 …

 "가야금을 타는 충청도 아가씨 하면 수줍고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얌전한 시

골아가씨를 상상하기 쉽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활달하고 서글

서글하고 다른사람의 어려운 일을 외면할 수 없는 정의파적인 기질을 다분히 소

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끔씩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위사람을 놀래주기도 한다.

"167)

 기사에서 '꼭 네명의 여학생 기자' 라는 서두는 서울대학교의 여학생 기

자가 얼마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1960년대 당시의 서울

대학교에 여학생이 많지 않았던 것을 반영한다.  

 "음대 카니발때였다. 가장행렬에서 1등상을 차지한 엿장수가 바로 김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엿장수 가장으로)줏어모은 사이다병은 

리야카를 빌려준 실제 엿장수에게 갖다줬지만 1등상으로 커다란 뽀스톤 빽까지 

탓으니 꿩먹고 알먹은 격이 된 셈이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여자로서는 드문 의지와 정열의 소

유자이다. 음대의 그 잦은 발표회 기사를 단한개도 신문에 실리기 위해선 귀한 강

의시간도 희생하고 나서는 것만으로도 김양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면을 나타내

고 있다."

 기사에서는 대학 재학시절 김정자의 음악도로서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

다. 여자로서는 드문 의지와 정열의 소유자로 김정자의 성실함과 겸손

함, 순진무구한 엘리트로 김정자를 묘사하고 있다.

"가야금 전공이긴 하나 틈틈이 성악연습에도 골몰하는 신문사의 다큰 귀염둥이 

노릇을 그만두는 소감을 '모르는 것 투성이의 정말 엉터리였어요.' 라고 자기를 

167) 대학의 목탁, 학생 기자들, 음대 김정자양,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964.2.27. 제

52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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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끝만치도 내세우려 하지 않는 지극한 순진파(?) 근년 음대 엘리트가 학사모를 

쓰면 과연 애 모습이 사라질까? 168)

 국악과에 입학을 하고도 김정자는 성악에 대한 열정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가야금 뿐만 아니라 성악 연습을 하며 음악성을 다져온 김정자

의 국악입문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정자의 성악에 대한 열정

이 어느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정자는 이혜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국악에 대한 애정을 갖

기 시작 했으며, 국악과 졸업 이후 바로 동 대학원에 국악이론을 전공으

로 입학했다.169) 김정자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부터"내가 하는 음악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다”는 결심을 하며170) 국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1966년 가야금정악, 산조와 창

작곡으로 구성된171) 김정자 1회 가야금 독주회172)를 갖고 이듬해 

1967년 논문 '가야금 散調의 羽調와 界面調 : 진양조에 基하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73). 이 논문은 국악 최초로 산조의 악조를 다룬 연구

였다.174) 

   (2) 가야금정악에 전념

 김정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강사 시절을 거치는 

168) 대학의 목탁, 학생 기자들, 음대 김정자양,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964.2.27. 제
523호 3면.

169) 창설 이후 1963년에는 대학원에 이론전공 국악과정이 신설되었으며 1983년에 국
악기악 및 국악성악, 국악작곡 전공자들을 위한 과정이 신설되어 보다 폭넓은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 이론전공을 위한 박사과정이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실기전공을 위한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과: https://music.snu.ac.kr/korean_music)

170)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늘
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호, 
2003. 5.14. http://h21.hani.co.kr

171) 1964년 이재숙이 정악·산조·창작음악으로 구성된 가야금독주회의 전형을 처음 
선보였다. 서울대학교 기록관 https://archives.snu.ac.kr/

172) 제1회 김정자 가야금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 콘서트홀, 1966년 6월3일
173) 김정자, ｢가야금散調의 羽調와 界面調 : 진양조에 基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67.
174) 김우진, ｢거문고산조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 62권, 2017,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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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사대부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연주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정악

을 평생 연주해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일반 백성들이 듣던 감정 표현

이 뚜렷한 민속악과 달리, 정악은 궁중에서나 양반 사대부들이 연주하던 

이성적인 음악이다. 감정 표현을 최대한 억제해 담담하고 유유하고 장대

하게 흐른다. 정악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들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난

다.175) 김정자에게 음악적 영향을 끼친 두번째 인물은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바로 장사훈이었다. 

 김정자는 1974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장사훈의 영향으

로 가야금정악의 원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정자가 가야금을 연구

하던 1960~70년대에는 이미 가야금 연주법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기

교도 퇴보한 상태였다. 1909년 조선의 폐망으로 일본 총독부는 궁중 장

악원을 축소해 이왕직아악부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여기에서 전통 음

악의 가사나 내용, 연주법 등이 많이 바뀌었다.176) 다시 6·25 전쟁을 

겪고 국립국악원이 세워지는 혼란의 와중에 많은 연주자들이 음악을 그

만두거나 잊혀졌다.177)

 이에 장사훈은 초야에 묻혀있던 이왕직아악부 4기 동기생인 이창규를 

소개했다. 김정자는 1975년부터 이창규를 통한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정

악 채보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야금정악에만 집중했다. 김정자는 가

야금정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저술 및 연주 활동으로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연주법을 되찾고 후진을 양성하며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했

다.178)

 

 한편, 김정자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성악가의 꿈은 국악을 하면서 전

175)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늘
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호, 
2003. 5.14. http://h21.hani.co.kr

176) 김정자,정악가야금 수법에 대한 소고,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14쪽.

177)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
늘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
호, 2003. 5.14. http://h21.hani.co.kr

178) 김형섭, ｢20세기 영산회상 선율 변천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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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성악곡인 가곡에 대한 열정으로 탈바꿈했다. 김정자는 이창규, 김기

수, 김천흥, 성경린 등 에게서 국악 전인교육을 받고 연구와 연주활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음악적 내실을 다져나갔다. 이중 하규일의 마지막 제자

이자 양녀인 김진향과의 가곡 수업은 가야금정악 뿐 아니라 가곡에 대한 

열정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정자는 당시 가야금을 전공하던 최수옥과 함께 김진향에게서 하규일

제 가곡을 배워 가야금 반주가 아닌 직접 가곡을 불러 여창가곡 발표회

를 갖았다. 또 이를 채보하여 1990년 김진향 전창 하규일제 여창가곡 

악보집을 냈다. 

  김정자는 가곡에 대한 열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179) 

"판소리는 그래도 꾸준한 노력으로 살아났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가곡은 전수자

가 한 손에 꼽을 정도여서 맥이 끊길 위기다. 영원히 고전이 될 만한 훌륭한 가곡

을 남기고 싶다."

김정자 뿐 아니라 이들 모두 조선의 전통가곡의 맥을 잇고 중흥시킨 하

규일의 제자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강했다. 김정자는 가곡의 맥을 잇기 

위해 김진향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금하 하규일 장학금을 설치해 

해마다 서울대학교 가곡(정가) 전공 학생을 장학금을 지원하며 가곡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3) 동양예술철학 심취

 김정자는 정악의 정신에 점점 심취하게 되었고 고악서, 악보뿐 아니라 

역사, 한학 및 중국 고전까지 탐독하며 깊이있는 예술세계를 만들어갔

다. 정악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태도와 연결돼는 것이었

다. 

 

179)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
늘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
호, 2003. 5.14. http://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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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과 음악은 양 수레바퀴처럼 지식인들이 모두 갖춰야 할 덕목이었는데 조선 

말기에는 음악을 무시하고 예절만 숭상해 나라가 무너졌다. 조선 중기까지는 음

악을 모르면 정치를 할 수 없었다. 현악기의 소리는 정신을 집중해 한음 한음 곧

게 낸 뒤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게 특징인데 이는 마음을 청렴하게 하려는 선

비들의 정신에 잘 맞는다.”『악학궤범』에는‘음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시킨다’는 구절이 나오고,『예기』, 『논

어』등에서도 성인들이 모두 음악을 중요하게 말한 것에는 이런 뜻이 있다." 180) 

 

 김정자의 이러한 예술적 심취는 한학자이자 동양사상가로 당시 서울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김용국181)과의 결혼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김정

자의 예술세계와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 음악에서 나아가 

동양 예술의 본질과 그 철학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이에대한 발로로 

김정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 예술철학을 공부하였으며 1987

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 남편 김용국의 별세로 주춤했던 인생의 활력을 김정자는 

2002년 회갑을 맞으면서 다시 되찾게 되었다. 제자들의 자발적으로 참

여로 선화 김정자 회갑기념음악행사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기념음악회

와 학술행사182)가 열렸고 기념논문집과 악보집이 출간되었다.183) 이를 

180) 박민희 기자, 김정자 인터뷰 '이 음악 느리다, 아름답다. -가야금 정악 음반 <하늘
과 땅…> 내놓은 김정자 교수, 선비 음악의 정수를 말하다', 한겨레21 신문 제459호, 
2003. 5.14. http://h21.hani.co.kr

181) 한학자이자 동양사상가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동양사상을 
담은 인희보감 92권을 저술했다. 김용국, 인희보감, 황금씨앗 |2007.08, 국립중앙도
서관

182) 김정자 서울대 국악과 교수의회갑기념 음악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2.5.13
183) 국악계의 중진으로 활동하는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회갑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가 마련한 회갑기념 음악회에서는 작곡가 김영동, 재미작곡가 나효신, 이해식 영남대 
교수, 김승근 서울대 강사 등 국악계 대표 작곡가들의 작품을 헌정받아 초연하는 무
대로 꾸며졌다. 준비위원회는 사은(師恩)에 보답하는 뜻으로 3년 전부터 행사를 기
획, 국내외학자 42명의 논문을 수록한 「음악학논총」과 헌정작품 악보집 「원형이
정(元亨利貞)」 등을 출판하고 이 악보집을 중심으로 기념음악회를 꾸몄다. 김영동의 
「원형이정가(元亨利貞歌)」, 나효신의 「텅빈, 그리고 가득찬-법금다섯 대를 위하
여」, 김승근의 「인성, 국악실내악을 위한 '사대오상가(四大五常歌)'」, 김미림의 
「산-가야금 10중주를 위한 큰 산과 작은 산 이야기」 등이 초연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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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김정자는 전통가곡연구회를 창단하는 등 더욱 음악에 전념하였

다. 최초의 가야금정악 독집 음반도 출반하고 당시 새로 설립된 전통예

술 특화 공간 삼청각184)에서 가야금정악, 범패, 가곡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갔다. 

 김정자는 이러한 문화, 예술적 공헌으로 2007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

다.185)

 2014년 2월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186)

  2) 연주 활동 

 김정자의 1회 가야금 독주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절 1966년 6월3

일 음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이성천 작곡 독주곡 제13번, 

산조, 황병기 작곡 석류집, 이성천 작곡 실내 합주곡 제3번 이었다. 이후 

1972년 4월 98일 서울대학교 음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독주회에서도 

김정자는 이수자 작곡의 가야고 독주곡, 이성천 작곡 살곶이 다리, 백병

동의 가야고를 위한 신별곡,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를 연주했다. 문일지가 

장고를 김선한이 거문고 연주를 같이 했다.187) 이렇듯 김정자의 초기 

연주활동은 가야금정악 뿐 아니라 산조와 창작곡을 모두 연주하였다. 

  1994년 4월 11일 국립국악원 소극장에서 열린 김정자의 가야금 독주

회는 최초의 가야금정악 독주회다.188) 프로그램은 가야금풍류-평조조음 

및 밑도드리, 취타, 평조회상이었다.189) 1996년 5월10일 영산회상 전

서울대 김정자교수 회갑기념음악회, 2002.09.11.
184) 정연욱 기자, 삼청각' 문화시설로 보존한다, 동아일보, 2000.05.22.
185) 음악활동 이외에도 김정자는 가야금정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자신의 사비로 장

학기금을 출연했다. 김정자는 서울대학에 입학하여 가야금정악에 처음 입문하여 사사
한'유영수'의 이름으로 '유영수 가야금 장학금', 두번째로 '이창규' 가야금 장학금을 출
연하였다. 본래 이름인 '정자' 에서 호 '선화'로 개명 했으며 몇년 뒤인 2014년 병환
으로 별세했다. 작고 후 유가족들의 뜻으로 '김정자 가야금정악 장학금' 이 출연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예속되었다. 

186) 박인영 기자, '정악가야금 명인' 김정자 서울대 교수 별세, 연합뉴스, 2014.2.12.
187) 김정자 가야금 독주회 팜플렛,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2년.
188) 김정자 교수 가야금 영산회상 발표제. [video recording], 서울대학교 음대 도서

관 소장, 1996
189) 김정자 '가야금 영산회상 발표제', 국립국악원 우면당, 199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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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정재국의 세피리 연주와 함께190) 연주했다. 전체 연주 곡목은 계

면조 조음, 천년만세, 영산회상을 연주였다.191) 

 이후 김정자는 1999년까지 해마다 가야금독주회를 가졌고 1997년부터

는 주로 가곡 반주 발표회였다. 2002년부터 작고 전까지 삼청각과 세종

문화회관에서 '하늘과 땅의 여운' 가곡 발표회, 영산회상 독주회를 를 지

속적으로 가졌다. 이들은 모두 가야금정악만으로 이루어진 가야금독주회

였다.

 가야금 외에도 1988년에는 하규일의 제자 김진향에게 여창가곡을 전수

받아 최수옥과 함께 김정자·최수옥 첫 여창가곡발표회를 갖기도 하였

다.192) 1994년에는 국립국악원 소극장에서 선가 하규일193) 선생 약

전194), 출판기념 가곡발표회를 가졌다.

 김정자는 가야금독주회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국악관현악단과의 협

연활동도 활발히 했다. 1995년 KBS국악관현악단 정악의 향기195)에서 

현악합주 `천년만세', 관현합주 `만파정식지곡' 등과 가야금독주 `'별곡' 

을 연주했다.196) 또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제289회 정기연주회197)에

190) 윤중강, ｢국악연주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가치로운 연주｣, 객석 1994년 12월
191) 한명희, ｢간명함과 중후함 고귀한 예술적 소산｣, 월간 객석, 1996년 6월
192) 중앙일보, 김정자·최수옥 여창가곡발표회, 1988.11.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9891
193) 본관 진주(晉州). 자 성소(聖韶). 호 금하(琴下). 서울 출생(9867 ~ 1937). 서당

에 다니며 한문을 수학하고 최수보(崔壽甫) ·박효관(朴孝寬)에게 가곡을 사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창은 목소리보다 노력으로 개발하였으며 무용에도 조예가 깊었다. 
중년 이후 출사하여 한성부소윤(漢城府少尹) 겸 한성재판소 판사를 거쳐 1909년(융
희3) 내장원(內藏院) 문교정리위원(文敎整理委員)과 전남독쇄관(全南督刷官), 1910
년 진안(鎭安) 군수 등을 지냈다. 1911년에는 정악전습소(正樂傳習所) 학감과 동 여
분교실장(女分敎室長)이 되고 1926년 아악부(雅樂部) 가곡강사로 가곡의 전통을 전
수하였다. 저서로 《악인필휴(樂人必携)》가 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
고사, 2012, 916~917쪽.

194) 한국인의 족보 진주 하씨의 부문에서 역대 중요 인물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는 
하규일 선생의 약전이다. 가곡계의 거장으로써의 하규일 선생의 일대와 하규일제 여
장가곡 등이 담겨 있다. 목차는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 선가 하규일 선생, 가곡계의 
거장 하규일, 금하 하규일 선생님의 가곡교수법, 김진향 전창 하규일제 여창가곡, 금
하 하규일 선생의 가곡보, 레코드 목록' 이다. 김진향, 선가 하규일 약전, 민속원, 
1993. 교보문고 홈페이지 http://www.kyobobook.co.kr/

195) KBS국악관현악단 기연주회 '정악의 향기' 에서 1995년 5월18일 오후8시 KBS홀
196) 연합뉴스, <국악소식> `불교음악과 국악의 만남' 외, 1995.05.12.
197)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제289회 정기연주회, 9월 13일 2007년 오후 7시30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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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연198) 하는 등 국내 관현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가야금정악의 아름

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자는 국내 연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야금정악을 알리고 보급

하는데 노력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필리핀, 중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독주회 및 초청 연주회를 가졌다. 1982년에는 1년간 

미국 하바드 대학교 옌칭 연구소(Harvard 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199)에서 방문 연구자200) 로 역임하면서 가야금 독주회를 비롯

해 다양한 연주회와 강연을 하였다. 역시 같은 해 영국 더함 대학교

(Univ. of Durham)201) 초청 동양 음악제에 참가하여 가야금 산조와 

영산회상을 연주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1997년 윤이상202) 추모음악회에서 여창가곡을 연주

하기도 하였다. 가야금 이외에도 김정자는 종묘제례악을 공부해203) 같

은해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204)에서 '종묘제례악 구음법'에 관한 강

종체임버홀.
198) 경수현 기자, <문화소식> 국립국악원 한가위 절기공연, 연합뉴스, 2007.09.11.
199) https://www.harvard-yenching.org/
200)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24쪽.
201) 9832년 영국 의회가 더럼의 주교 윌리엄 마일더트(William  V an Mildert)의 청

원을 받아들여 대학 설립을 위한 교회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되었다. 1908년 대학헌장을 개정하여 9852년부터 이 대학 산하에 있던 뉴캐슬
의과대학과 9871년 이 대학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뉴캐슬과학대학 등을 구성 대학
으로 하는 연립체제의 종합대학교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0년 기준 인문학부·과
학부·사회과학부의 3개 학부가 있고 그 아래 소속된 25개 학과 또는 스쿨에서 학
부,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세인트아이단칼리지·세인트차드칼리지·세인트존
스칼리지·세인트쿠스버츠학회·세인트메리칼리지 등 16개의 기숙(寄宿) 칼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과에서는 연구와 학과 강의를 하며, 칼리지는 숙식·복지 제공, 
입학, 선배 배정 등을 담당한다. 시에라리온의 초대 총리 밀턴 마르가이 등이 졸업했
다. www.dur.ac.uk

202) 경남 산청(1917~1995) 출생. 통영에서 서당과 보통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1935
년 오사카 음악학교에 입학, 1937년 귀국하였다. 통영여고, 부산사법학교 교사를 역
임하고 56년 프랑스로 가 파리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1959년 독일에서 열린 
다름슈타르음악제 때 쇤베르크의 12음계 기법에 한국의 정악 색채를 담은 '7개악기
를 위한 음악'을 발표, 유럽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67년 동베를린공작
단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강제소환, 2년간의 옥고를 치루어야만 했으나, 세계음악계
의 구명운동을 힘입어 풀려났다. 한래숙, ｢강석희의 가야금을 위한 다섯개의 정경 분
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8쪽.

203) 김정자는 김기수에게 종묘제례악 악장을 공부했다.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향한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27쪽 

204) 9866년 러시아음악협회 모스크바지부의 음악교실로서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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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연주를 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독일을 재방문 하여 프랑크푸르

트 수공예 박물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기념 전통가곡 연주회를 갖

으며 가야금정악과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

 아시아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연구하였다. 아시아 

작곡가 연맹 등 세계 각국에서 가야금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1985년에는 홍콩과 필리핀 등지에서 아시아 음악 관련 워크숍과 한, 

중, 일 쟁 협동 연주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김정자는 해외 거주 한국 교포들을 위한 국악 실기 교육에 앞

장서기도 하였다. 

  3) 저작물 

 김정자는 일생에 4권의 악보를205) 비롯해 수 편의 논문 기고, 독주 및 

합주 음반 취입등 다양한 저작물을 남겼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N.루빈시테인이며 차이콥스키도 한때 이곳에서  화성학(和聲學)을 가르친 적이 있다. 
1940년 국립으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차이콥스키 기념 국립 모스크바음악원'으로 개
칭되었다. 그간 저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작곡가 A.I.하탸투랸, D.B.카
발렙스키, 피아노의 L.오보린, 첼로의 M.로스트로포비치 등도 모두 이곳 출신이다. 
페테르부르크의 음악원과 더불어 러시아에서 가장 전통 있는 음악원으로 손꼽힌다.  
https://www.mosconsv.ru/

205) 한편, 김정자는 1976년 정악가야금보 출판 바로 직후인 1년 뒤, 1977년에 가야
금 산조 명인 김죽파에게서 직접 배워 채보한 '민간의 줄풍류 가야금보'를 출간하였
다. 이것은 당시 국립국악원에서 행해지던 영산회상, 즉 국립국악원 줄풍류와 민간의 
줄풍류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김정자, 민간의 줄풍류 가야금보, 한국국악
학회, 수문당,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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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유형 제목 발행처 출판사

1967 논문
가야금散調의 羽調와 界面調 : 

진양조에 基하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992 논문 중국 연변지역의 가야금 음악 중앙음악연구소 중앙대학교

1993 논문 정악가야금 수법의 변천 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5 논문 현악기 가락의 비교 연구 효산국악제 효산국악제

1998 논문 정악이 산조음악에 끼친 영향 효산국악제 효산국악제

1976 악보 정악가야금보 한국국악학회 수문당

1977 악보 민간의 줄풍류 가야금보 한국국악학회 수문당

1989 악보 남녀창가곡 가야금반주보 한국국악학회 수문당

1989 악보
여창 가곡보,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 수록)
민속원

2007 악보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민속원

1982 음반(CD) 정농악회 영산회상 전집 신나라

1986 음반(LP) 한국의 전통가곡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음반(CD) 정농악회 가진회상 신나라

2002 음반(CD) 한국의 궁중음악 신나라

2002 음반(CD)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씨엔엘 뮤직

2007 음반(CD)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을 여는 소리'
씨엔엘 뮤직 씨엔엘 뮤직

<표 3> 연구 대상 악보 및 악서 16종

  

 가장 대표적인 저작물은 가야금정악보이다. 1976년 김정자 채보 정악

가야금보는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초판본으로 이왕직아악부의 이창규 선

생으로부터 배운 정악을 채보한206) 것으로 가곡을 제외한 모든 곡이 실

려 있다. 1년 직후 1977년 '민간의 줄풍류 가야금보'는 김정자가 김죽파

에게서 배운 영산회상, 민간풍류를 채보한 것이며 오선보로 되어있다. 

이 악보는 이왕직아악부의 줄풍류 정악과 민간풍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

206)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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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1989년에는 초판본 출판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남녀창가곡 가

야금 반주보를 출간했다. 같은 시기 가곡 명창 하규일의 제자 김진향의 

여창가곡을 채보한 여창가곡보도 출간했다. 이것은 선가 하규일 선생 약

전207) 에 수록되어 있다. 2007년에는 30여 년을 걸쳐 직접적 합주와 

다양한 연주 경험을 통해 얻어진 합주 및 노래와의 조화를 위해 초판본

을 정비한 것으로 가야금정악곡 전곡을 수록한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

보'를 완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1976년 초판본, 1989년 남녀창가곡반주보, 2007년 재판

본을 해제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해제 목록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제목 년도 유형 발행처 출판사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1976 정간보 한국국악학회 수문당

남녀창가곡 가야금반주보 1989 정간보 수문당 수문당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2007 정간보 민속원 민속원

<표 4> 김정자 가야금보 해제 대상 목록

   (1) 1976년 초판 정악가야금보 해제 

 1976년 발행된 초판 정악가야금보는 김정자가 이왕직아악부 아악생 제

4기 졸업생이자 아악수였던 이창규에게서 1975년부터 9월부터 5개월여

에 걸쳐 그의 가락을 배워 채보하여 출판한 것이다.208)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가 발간되자 장사훈은 한국국악교육학회209)에서 

발행되는 저널 '국악교육'210) 에서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에 대한 서

207) 김진향,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 민속원, 1993. 
208)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2쪽.
209) 한국국악교육회는 전국의 국악교육 관계자들이 조직한 사단법인체. 1975년 6월 

24일 장사훈의 발기로 국적있는 교육의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창립됐다. 이 교육회는 
1976년부터 『국악교육』을 기관지로 발간하고, 매년 전국초중고등학교국악연구발표
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창립 당시의 임원으로 명예회장: 이은상(李殷相), 
회장: 장사훈, 이사: 정회갑, 이재숙, 김용진, 한만영, 김정자, 이보형, 최종민, 안경재, 
김선한, 김영태, 감사: 윤미용 등이 있다. 송방송,『한국음악용어론』권6, 2333쪽.

210)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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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211)을 썼다. 장사훈은 김정자 가야금보가 국악 보급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며 김정자 정악가야금 소개 함께 특히 이창규와의 채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자씨는 정악 가야고의 유일한 대선배 이창규(1998~)씨에게 약 5개월동안 

다시 정악을 다듬고, 현재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채보자는 이창규씨의 가락을 중심으로 하고, 1930년대의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악보, 김죽헌보, 국립국악원보, 장사훈 가야금보, 명완벽 전수보 등을 참고 하였

다고 한다. 

이 책의 특징은 이창규 씨로 부터 구음법을 조사하여 정간보 옆에 일일히 구음을 

단 점이다. 

구음이라 함은 한국 음악을 입으로 읽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옛 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부르려 하지 않아 한국 음악을 배워도 제대로 전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뜻에서 이 구음법의 정리는 참으로 값진 작업이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212)

 장사훈의 서평은 이창규를 '정악 가야고의 유일한 대선배' 로 지목한 점

과 김정자가 참고한 고악보, 그리고 구음에 대한 언급은 김정자 가야금

정악보에 대한 주요점을 함축하고 있다. 장사훈의 서평은 김정자 정악가

야금보가 나오게 된 계기와 당시 정악가야금 전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한편, 영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최문진의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서평이 

있다. 최문진은 국립국악원 및 국악사양성소에서 이창규와 다른 가야금

정악 계통중 하나로 분류되는 김영윤에게213) 사사했으며, 자신이 1980

년부터 국악고등학교 가야금 교사로 재직하였다. 최문진은 서평에서 국

211) 장사훈, 국악교육 1, 한국국악교육학회, 1976, 50~51쪽.
212) 장사훈, ｢정악가야금보(서평)｣, 국악교육, 한국국악교육학회, 1976, 50~51쪽.
213)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통과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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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양성소에서부터 대학에서 까지의 가야금 교재에 대해 설명하며 

1976년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문진의 서평214)에서 최문진의 기술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1967년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에 입소하여 金永胤

(1911-1972) 선생으로부터 선생이 작고하시기 전까지 가야금정악을 사사하였

다. 당시 교재는 학교로부터 받은 등사본 악보였고, 그 악보를 가지고 필자는 

1980년 국악고등학교 가야금 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가야금정악 

교재로 사용해 오고 있다.

...중략

1976년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정자 선생에 의해 지금까지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새로운 가야금정악보가 출간되어 서울대학교의 주요 가야금정악 

교재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자 선생에 의해 1차로 1976년에 만들어진 

正樂 伽倻琴譜이다. 이 악보는 선생이 李昌奎(1998-2008) 선생으로부터 

1975년도에 가야금정악을 배워 이듬해인 1976년에 1차로 펜 사본으로 펴낸 것

이다.” 

 김영윤 계통의 가야금정악은 이창규와는 다른 계통으로 분류되기 때문

에 정통적인 김영윤의 계통을 교육받은 최문진이 쓴 서평은 김정자 정악

가야금보에 대한 객관성을 심어 주는 것 중 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

다. 

   ① 표지 및 외형과 형식 

  1976년 김정자 가야금보의 표지 제명은 김정자 채보'정악가야금보'이

고, 노란색 앞표지 우측에 세로형으로 '정악가야금보' 왼쪽 하단에 제목

보다는 작은 글씨로 '김정자 채보'라고 모두 한문에 검은색으로 적혀있

214) 최문진, ｢귀중한 가야금 역사서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서평)｣, 한국음악사학
보 제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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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정자 정악가야금보는 펜 사본으로 모든 글씨 방향은 뒤표지의 '복

제불허' 사각 레이블 제외하고는 모두 세로형이다. 뒤표지에는 가운데 

하단에 레이블이 붙어있고 밑에 1976년 3월 15일에 발행한 발행처 한

국국악학회와 인쇄 업체인 동양 문화 인용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출판 정

보가 기재 되어있다. 

 특이점은 앞뒤 속표지의 악보 출처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표지 

속지는 연 노란색 바탕에 '타령' 악보가 뒤표지에는 양청도드리가 인쇄되

어 있는데 앞면은 1912년 명완벽 아악사장전수 가야금보이며, 뒷면 속

표지는 1936년 7월 함화진 아악사장 시절 가야금보이다. 

   ② 채보 경위, 목적과 채보 자료

 김정자 정악가야금보의 특징 중 하나는 서문에서 채보 경위를 채보 목

적, 채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215) 이것은 악

보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는 것으로 악보의 음악사적 가치를 더

해주는 부분이다. 

 김정자는 채보 경위에서 이창규와의 채보 작업이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이왕직아악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창규216)에 대한 기술로부터 시작되는데, 김정자는 이창규가 이왕직아

악부원 양성소 제4기 졸업생으로서 이왕직아악부 5대 아악사장인 함화

진에게 가야금정악을 배운 후, 속악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

에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217) 고 설명한다..

215) 최문진, ｢귀중한 가야금 역사서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서평)｣, 한국음악사학
보 제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3쪽.

216)"이창규(李昌圭, 1998~2009)는 1931년 14세에 이왕직아악부 부설 국악사양성소
에 제4기생으로 입소하여 1933년부터 당대 최고의 이론가이자 가야금 연주가인 오
당 함화진 선생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교수 받았다. 그는 1998년 국악계를 떠나 
1970년대 중반까지 지업사를 경영했으나 함화진으로부터 정악가야금을 배운 뒤로 
민속악은 전혀 하지 않고 정악만을 연주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악사양
성소 동기였던 장사훈(서울대 국악과 교수 역임)의 권고에 따라 당시 가야금 전공 
학생을 다수 가르쳤다. 이를 계기로 가야금을 다시 하게 되었고, 졸업이후 반세기 가
까이 지난 후 약 3년 동안 (1983~1985) 국립국악원에서 근무하였다. 2003년에는 
국악방송국에서 이왕직아악부의 원로 음악인으로 인정받아 그의 음악이 음반으로 제
작되기도 하였다.” 이재숙, ｢가야금 연주계토오가 음악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영
산회상>을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제44집, 대한민국예술원, 2005,,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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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는 채보 과정에서 김정자는 이창규와의 채보 작업에 더욱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음대 도서관에 소장된 녹음 자료를 이창규

와 함께 들으며 확인정리 작업을 하였다며 녹음 자료 목록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채보 대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정자가 사용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도서관 소장 음원 목록과 이에 

대한 기술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정악가야금곡은 모두 관현합주곡인 만큼 본보에 기록된 농현부호는 관악합

주곡인 만큼 본보에 기록된 농현기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라이브러리의 

가야금이 포함된 녹음테이프 (No. 37, 98 여민락, No98 도드리, No. 70 현악 

영산회상, No.64 평조회상, No. 32 취타, No. 40, 보허사, No. 34 별곡) 을 

이창규선생과 함께 듣고 농현법의 정확성을 확인한 것이다.”218)

 김정자가 채보에 사용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도서관 소장 음원 목록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녹음테이프 번호 곡목

No. 37, 98 여민락

No. 98 도드리

No. 70 현악 영산회상

No. 64 평조회상

No. 32 취타

No. 40 보허사

No. 34 별곡

<표 5> 음대 소장 목록 음원

217)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2쪽.
218)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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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현법 및 구음

 김정자는 또한 서문에서 구음이 악상과 깊은 관계가 있기에 그 중요성

을 부각하고 구음을 되살리기 위해 이창규 선생의 구음을 악보에 삽입했

으며 구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음악적 다양성의 견지를 

열어 두었다. 

 이를 김정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본 보는 악상의 표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구음을 되살리기 위하여 이창규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직접 부른 구음을 받아 적은 것이다. 가야금 구음법은 가야금

의 줄이름 대로 부르는 것이 원형이나, 사람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조현법의 구

음1, 2 수, 동1인이 가은 가락을 구음할때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219)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하여 가야금 현의 율명과 구음, 그리고 음고를 정

확하게 기술했다. 황종을 E♭으로, 임종을 A♭으로 하는 음고와 가야금 

현과 구음을 명확하게 기술했으며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구음의 다양성에 

예로 장사훈 식 구음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또한, 기본 조현법 외에도 

군악 연주 시 조성 변화에 있어 발생하는 안족 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220) 

   ④ 장고장단 및 속도 표시

 김정자는 악보에 기록된 '장고 장단'과 속도 표기에 대해서도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각 1936, 7년경에 만들어진 고 김성진과 

역시 같은 해 성경린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김정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19)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1쪽.
220)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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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 기록된 장고 장단은 1936, 7년 경에 만들어진 김성진 저, 일고보(장사

훈 저, 한국전통음악연구의 장고장단법, 성경린 연구, 장고보)를 인용하였다.

악곡의 속도 표시도 1936, 7년에 조직한 아악곡 속도조현표(성경린)의 것을 인

용했다. 주에는 여러 가야금 악보들을 서로 비교하여 일정기양만이라도 정악가야

금 연주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본보와 다른 악

보들의 가락의 차이점만을 기록했다.”221)

   ⑤ 부호 설명 

 김정자는 가야금 수법을 9개의 우수법과 5개의 좌수법이 있다. 우수법

에는 모지 - , 모지뜰 > , 식지뜰  V , 튕기는표 ᄋ, 연튕기는 표 8 , 

흥표 ᄂ , 슬기둥표  ᄀ , 싸랭표 ᄏ , 연음표 ) 이다. 좌수법에 퇴성 艮 

, 요성 メ , 추성 扌 전성 ち , 뜰동 龴 , 요성, 六 가 있다.

  한편, 김정자는 좌수법의 두가지 형태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

다.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과 부호설명에 관해서는 다음 장인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특징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⑥ 주석

 초판본에서 430여개의 미주는 채보 과정에 참고하였던 악보 6권  김정

자는 명완벽 아악사장보, 이왕직아악부 교재본, 국악사양성소 교재본, 김

기수의 한국음악, 장사훈 가야금보를 개관하고, 수법, 리듬, 선율등을 자

세하게 비교한 것이다. 

악곡에 달린 김정자 가야금보의 주석은 다음의 <악보 3>과 같다. 

221)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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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김정자 가야금보 초판본 주석 - 웃도드리

 <악보 3> 에서 보듯이 김정자의 초판본의 웃도드리 초장부터 제3장제

8각에 달린 주석을 살펴보면 주석은 각 정각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달려있다. 김정자는 이 미주들을 책의 뒷부분에서 6종의 악보들과 함께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4>, <악보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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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김정자 가야금보 주석 해설 - 웃도드리

<악보 5> 김정자 가야금보 주석 해설 - 웃도드리

 위의 <악보 4>, <악보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자는 웃도드리의 주

석을 미주형태로 맨 뒤의 책에 한 페이지 두단 형태로 6종의 악보 비교

한 것을 해설하고 있다. 

 이 미주는 김정자 가야금보 초판본이 다른 악보들에서는 이런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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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가 없기 때문에, 김정자 가야금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6종의 악보는 해방 이전부터 6·25 이후 김기수의 한국

음악 (1968~) 오선보까지 다루고 있어 이 시기 가야금정악의 변화를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더불어 김정자가 비교한 6권의 악보

를 김정자가 어떻게 수용했는지222) 알 수 있는 가장 큰 자료 중 하나

다. 

 김정자의 주석표에 대한 연구는 추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⑦ 조음

 우조 및 계면조 조음 수록은 여타 가야금정악보와 차별성을 갖는 큰 부

분 중 하나이다. 이 조음은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정악보223)의 조음과 동

일한 것으로 이 조음은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외에는 어떤 여타 악보에서

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조음에 대해서는 2002년 출반 앨범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224) 앨범 곡목 해설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225) 이것은 김정자 정악가야금보가 이왕직아악부의 정악을 계승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이다. 이 조음은 

가곡(만년장환지곡)의 조음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226) 이 이왕직아악부 

다스름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설이 많다.227) 

 이 조음은 김정자가 이왕직아악부의 조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자의 조음과 이왕직아악부의 조음의 동일성만 간

단히 확인할 것이며, 조음 자체에 대한 별도 연구는 따로 하지 않겠다. 

222) 김정자는 초판 가야금보 첫페이지에서 비교자료 6권과 주석을 싣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수문당, 1976, 1쪽.

223) 이왕직아악부보에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와 동일한 조음이 실려있다. 
224) 음반,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225) 이용식,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226) 황병기, ｢이왕직아악부가야금보｣, 한국음악학자료 총서 28, 국립국악원, 1989, 

3쪽. 
227) 황병기, ｢이왕직아악부가야금보｣, 한국음악학자료 총서 28, 국립국악원, 198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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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우조 조음,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김정자 초판 정악가야금보에 실린 우조 조음은 제5장으로 구성되어 구

음과 함께 수록되었다. 초장 제2각, 제2장 제2각, 제3장 제2각, 제4장제

2각, 제5장은 제4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각이 20정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이왕직아악부보 우조 조음과 함께 비교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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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우조 조음,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위의 <악보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정자의 우조 조음 그림3과 비교해 

악장별 구성을 살펴보면 초장 제2각, 제2장 제2각, 제3장 제2각, 제4장

제2각, 제5장은 제4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각이 20정간으로 두 악보

는 동일한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초장 제1각의 제3박에서 보듯이 태-황으로 연주시 3분박으로 

나눈 김정자의 조음과 분박 표시를 별도를 하지 않은 이왕직아악부보의 

기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호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초장 제1

각제3박의 예에서 김정자 정악가야금보에는 퇴성과 전성부호가 사용되

었으나 이왕직아악부보에는 어떤 부호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계면조 조음도 동일한 양상이므로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다. 

 

    ⑧ 수록곡 

 악보에 수록된 곡목은 가곡을 제외한 모든 가야금정악 곡들로 우조 조

음, 계면조 조음, 여민락, 도드리, 영산회상, 천년만세, 평조회상, 취타, 

보허사 총 9곡이다. 여민락, 도드리, 영산회상, 천년만세, 평조회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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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허사로 총 7곡이 수록되어 있다. 본 김정자 가야금보에서는 가곡

이 제외되었으나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각 곡은 괄호 속 아명과 함께 적혀있으며, 여민락, 취타, 보허사는 단독 

곡으로 취급되어 표기되어 있으나 모음곡 형태인 영산회상, 천년만세, 

평조회상은 각각의 포함 곡명을 작은 글씨 사이즈로 1cm 정도 하단에 

기재하고 있고 순수 한글인 도드리를 제외한 모든 곡명은 아명과 함께 

한자로 기재되었다. 

   (2) 1989년 남녀창가곡 가야금반주보 해제 

 이 가곡 반주보는, 1976년 초판 정악가야금보에서 실리지 않았던 가곡 

가야금 반주보를 1989년 발행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악보의 곡

목만 가곡보로 출판되었고 조현법, 부호설명, 등은 1976년 책과 동일하

다. 

 구음은 실려 있지 않고, 주석도 없다. 각 곡목에 가사와 장단이 기본적

으로 포함되어 있고, 남창 초수 두거에서부터 대여음이 실려 있다. 김정

자는 서문에서 본래 반주보를 남녀창 전바탕의 삼죽금보 체제로 계획하

였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10년을 미루어오다가 1989년 발행 당시까지 

발견된 10편의 변화형을 미주로 실었다고 밝히고 있다. 

 각 노래의 한배(속도)표시는1976년 초판본과 동일하게 1936, 7년경에 

조사한 아악곡 속도조직표 (성경린 소장)일 인용하였고, 가곡의 가사는 

이주환228) 편 가곡보 가사를 인용하였다. 

228) 피리 연주가·가곡명창. 초대 국립국악원장. 서울 출생. 하규일의 제자. 이왕직아
악부의 아악사(雅樂師). 아악부원양성소 3기생으로 입학하여 1948년 8월 아악부원
의 대표로 구왕궁아악부 국영안(國營案)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951년 4월 
10일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이 개원됐을 때 원장으로 임명되어 제1대 국립국악원장
(1951~1961)을 역임했고,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설립했다. 1960년부터 
서울대 국악과 강사로 출강했고, 1969년 11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
財) 제30호(가곡) 예능보유자로 지정됐으며, 1970년 12월 1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가사)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1971년 『소남가곡선집』(韶南歌曲選集)을 출
반(出盤)했고, 1972년 4월 (사)가곡보존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5월『한국음악선집』 
제1집에 태평가를 취입하고 11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
전, 보고사, 2012, 707~7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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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년 정악가야금보 재판본 해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최문진은 1976년 초판본에 이은 2007년 재판본

에 관해 서평을 이어갔다. 최문진은 서평에서 정악가야금 가락의 붙임새 

외에도, 거문고 보인 김기수, 서한범 편 『필률정악』, 김기수, 구윤국 

편 『현금정악』을 한 예증으로써 삼아 김정자의 시김새 중 퇴성에 관해 

정통성을 확보해 주었는데 최문진은 김정자의 퇴성의 특이점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보를 통해 황종평조의 현행 평조회상이 평조 선법으로 재해석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 외에도 김정자의 전성수법 표기가 여타 악보와 달리 3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에 관해 이것은 김정자 가야금정악보가 관악기와 흐름을 같이 

가는 특징을 같고 있기 때문이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최문진은 김정자 정악가야금보의 수법 부호설명과 특히 편보 

경위를 자세하게 언급한 것에 대해 후대 가야금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으나, 각 악곡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것에 아

쉬움을 표하였다.

 최문진의 서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 에 수록된 글에 의하면 이창규의 정악가야금 가락은 대

금, 피리 등의 관악기와의 합주에서 조화를 이루는 수법과 흐름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것은 1977년 5월 정농악회 창단 연주 이후 관현악 합주를 통해 그 조화로

움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였다. 김정자는 이창규의 가락, 즉 아악부 시절의 가야

금 가락 및 붙임새, 시김새 등을 채보하여 1976년 필사본으로 정악가야금보를 

펴냈고, 2007년 수법 부호 등을 보완하여 정악가야금보를 재편찬하였다.”

"이후 김정자는 30여년에 걸쳐 정농악회(潞鎭淽櫾) 등을 통한 합주 연주에서 

이창규 선생의 가야금 가락이 다른 악기들의 가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지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정악가야금보(潞淽匸吶砯轗)를 새롭게 발간

하였다.229) 이 악보에는 영산회상(瑰恬匕竳, 脾淽瑰恬匕竳, 闈啄剆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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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명 아래 <상령산(刅瑰恬, 欧瑰恬, 긴영산)><중령산(刨瑰恬)>세령산(脫瑰
恬><잔瑰恬)><가락더리(嚛淽驟埥)><刄脾도드리(刄脾鑿啠,刅脾鑿啠)> <分

脾도드리(分脾鑿啠)><揰卖도드리(揰卖鑿啠)><타령(晎募)><군악(鋈淽)>의 

선율이 정간보와 율자보를 활용하여 기보되어 있으며, 장구장단이 각 면 첫 줄에 

표기되어 있다.”

   ① 표지 및 외형과 형식 

  2007년 김정자 가야금보의 표지 제명은 '정악가야금보'이고, 갈색 한

지 재질의 앞표지 우측 상단에 세로형 서예체로 '김정자 채보' 정중앙에 

'정악가야금보'라고 모두 한문에 검은색으로 적혀있다. 김정자 정악가야

금보는 모두 궁서체로 정간보와 내용은 세로형을 취하고 있지만 작은 글

씨로 된 주석은 가로형으로 쓰여있다. 앞표지는 김정자의 '여민락' 이 뒤

표지에는 '보허사'가 실려 있다. 이 책의 특이점 중 하나는 페이지 장별

마다 곡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2007년 재판,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

보 페이지는 한자로 적혀있다. 

 ② 주석

 김정자는 가야금보 2007년 재판본에서 악상과 연주 수법, 음악 형식 

설명등 초판본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주석을 달았다. 형식적으로는 

초판본에서는 미주 형태로서 번호를 달고 책의 뒷부분에 해설을 하였으

나, 재판본에서는 각 곡목의 페이지에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곡목 

위치에 주석을 달았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초판본에서는 6권 비교자료와 

함께 수법, 리듬, 선율적인 것들을 분석한 것이라며 재판본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악상, 연주 수법,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주석으로 싣고 있다. 

 김정자의 재판본 정악가야금보에 실린 주석은 다음 <악보> 와 같다. 악

보는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 달린 주석이다. 230)

229) 최문진, ｢귀중한 가야금 역사서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서평)｣, 한국음악사학
보 제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306쪽.

230) 김정자, 정악가야금보(재판본), 민속원, 2007,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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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남창우조 이수대엽 주석

 위의 <악보 8>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에는 3가지

에 관한 주석이 악보 왼쪽에 달려있다. 주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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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검게 처리된 정간의 장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

은 합 장단을 느린 곡에서 갈라 치는 수법이다. 결국 i 박자만

큼 박이 늘어나고 실제 박자는 쿵(ᄋ)부터 첫 박을 세어나간다. 

우조 이수대엽부터 평거까지는 피리와 해금의 퇴성이 초수대엽에서와 거의 같다. 

피리와 해금 가락이 중에서 태로 하행할 때 거의 중을 퇴성하는데 해금 가락은 

이따금 중을 퇴이추 농현-을 하고 태로 하행할 때가 있다.

남녀창 가곡 우조 가야금 반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조목 진행을 분명하게 

잘 연주해야 한다. 우조목은 황음 끝에서 퇴성수법으로 퇴음까지 올리고나서 아

래 임줄을 눌러 남음을 내야 한다. 이 때 눌러서 내고 남음이 그 시가가 짧고 임

으로 하행할 때는 반드시 눌렀던 남을 들어올려 퇴성하고 임으로 하행해야 한다. 

만약 남의 시가가 길면 남을 퇴성하지 않아도 된다. 고 장사훈 선생은 우조목 진

행에서 남의 시가가 짧으면 반드시 남을 퇴성하고 임으로 하행해야 된다고 강조

하시며 거문고로 이 대목을 여러번 타 주셨다. 남음 다음에 황으로 상행할 때는 

남을 퇴성하지 않는다."

 위의 주석에서 첫 문단은 ○ 부분으로 이수대엽 제5장 제3각 제1박이 

검게 처리된 부분이다. 중려와 태주를 갈라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이수대엽 제5장 제3각 제1박과 주석에서 설명하는 갈라치는법을 함

께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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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주석 - 가곡 갈라치는법

 

 위의 정간보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려와 태주가 박자가 늘어나 한박씩 

연주한다고 김정자는 주석에서 설명했다. 이는 가곡에서는 노래와 다른 

악기들간의 조화와 호흡에 기인한 것이다. 갈라치는법은 실제 악보표기

와 연주는 다르게 한다. 

 다음 문단 <악보 8> 에서 △에 해당하는 제5장 제3각 제4,5,제6박이

다. 중려에서 태주로 하행시 퇴성과 퇴이추 수법에 대한 주석이다. 피리

와 해금 역시 중려에서 태주로 하행시 퇴성을 하고 해금의 경우는 퇴이

추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합주와 노래와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퇴성과 퇴이추에 대해서는 뒷장 '김정자 수법의 음악적 특징' 에서 다시 

다루겠다. 

 다음은 <악보 8>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위의 <악보 8>에서 제5

장 제3각 제11, 1제2박을 말한다. 남녀창 가곡 가야금 반주에서 '우조목

에 대한 설명이다. 우조목에서 황종-남려-임종으로 하행 진행시, 법금

의 제4현 임종을 눌러 만든 남음에서 다시 임음으로 하행(임종 본음으

로 되돌아옴)시 흘러내리는 소리 퇴성을 짧은 시가에서는 내주고 긴 시

가에서는 퇴성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악보에서 제3각 제1

제2박의 3분박인 남려에 퇴성 표시  ╮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권두서 및 가야금보 채보 경위 

 김정자는 2007년 재판본에서 이창규와의 채보 동기에 대해서, 앞서 언

급한 대로 당시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이자 거문고 연주자였던 장사훈

을 통해 당시 가야금정악과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에 대해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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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 점, 그리고 이에 김정자는 아악부 4기 동기생이기도 했던 장사

훈에게 이창규를 소개받고 1975년 9월부터 5개월여에 걸쳐231) 이창규

의 가야금정악 가락을 배우고 그다음 해에 이를 채보 후232) 후 1976년 

가야금정악보를 출간하게 된 경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채보에서 자신이 

임의대로 장식이나 시김새를 만들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보가 이왕직아

악부의 정통성을 보존 및 계승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김정자의 기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본 편보자는 1967년 서울대 국악과 강사 시절부터 고 장사훈 선생으로부터 '요

사이 정악가야금이 많이 변질 되었다.' 는 말을 간간히 들어왔다. 그리고 장 선생

은 이따금 거문고를 타시면서 거문고 가락과 가야금 가락을 비교하여 설명도 해

주셨고, 어떤때는 가야금을 직접 타보이면서 아악부 시절 가락과 '변질되었다.' 는 

가락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다. 이럴 때마다 본 편보자는 장 선생님의 

가르침을 99%를 믿지마는 장 선생님이 가야금 전공자가 아니고 거문고 전공자

여서 나머지 1%를 가야금 전공자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살 수 없었

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고심하던 중에 장사훈 선생은 이창

규 선생을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1975년에 이 선생을 만나게 되어 정악가야금 

재 수업을 받게 되면서 1%의 의문점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간 잊혀졌던 

몇가지의 정악가야금 수법도 다시 할 수 있었으며 그간 잊혀졌던 몇 가지 정악가

야금 수법도 다시 착을 수 있었다.” 

"이창규 선생이 우리 신세대들에게 가야금정악을 가르치시던 1975년 당시에는 

국립국악원에서 펴낸 등사본 가야금보가 준에 익지 않아서 불편하여 아악부 시절

에 사용하던 가야금 교재본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셔따. 아악부 시절에 사용하

던 교재본은 기보체제도 현행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정악가야금 수법도 그 당시 국

립국악원 수법보다 다양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231)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1쪽.
232) 채보 시 가곡반주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에는 여민락, 도드

리, 영산회상, 천년만세, 평조회상, 취타, 보허사의 악보만 수록되어 있다.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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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가야금 연주법과 6, 25 동란 후 1951년 국립국악원 설립이후의 정악가야금 

수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간 잃어버렸던 수법도 있음을 발견 되었다.”

 김정자는 약 30여 년 이후인 2007년 가야금정악보를 재발간하는데 남

녀창 가곡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악보 서문에서 김정자는 19976년 

초판본과는 다른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 첫째는 가야금 주법에 관한 

설명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점이며 설명뿐 아니라 우수법에서 새로운 주

법이 등장하고 좌수법에서는 추성 요법이 더욱 세분되어 1도, 2도 추성, 

요성 등이 생겨났다. 

 그러나 김정자는 이것이 이창규 선생의 가락, 즉 아악부 시절의 가야금 

가락과 김영윤 (1911~1972) 선생의 가락인 현행 국립국악원 정악가야

금 가락 중 어느 연주 스타일이 합주에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지 여기에 편보자 자신이 마음대로 가락을 첨삭하거나 붙임새 

및 시김새 등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이창규 선생 가락의 합당한 이유

를 찾는 일에 노력하였다고 밝혀두고 있다.

 김정자는 채보작업의 결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김정자는 이창규와 채보 작업을 하며 이창규 아악부 시절의 가야금 교본

을 통해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 악보는 국립국악원에서 펴낸 등사본 악

보와 기보체제도 다를 뿐 아니라 둘째, 정악가야금 수법도 당시 국립국

악원 수법보다 다양했다233)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로 김정자는 이

왕직아악부 시절의 정악가야금 연주법과 6・25 전쟁 후 1951년 국립국

악원 설립이후의 정악가야금 수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자는 채보 작업 과정에 있어서 그간 잃어버렸던 

수법을 찾고 아악부 시절의 가야금 음악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234)며 채보작업 과정에 있어서 생겨난 구체적 목적성에 대해 기술했

다. 

233)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2쪽.
234)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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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록곡(순서)

 수록곡은 모든 가야금정악곡을 담고 있다. 우조 조음, 계면조 조음, 여

민락, 보허사, 도드리, 영상회상, 유초신지곡, 천년만세, 만파정식지곡, 

만년장환지곡이다.

   ④ 조현법과 구음

 조현법과 구음은 1976년 초파본과 모두 동일하다.

   ⑤ 부호설명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 재판본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더욱 자세하고 정

교한 부호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법적으로 복원, 차용

한 수법과 자신이 창안한 수법도 포함되어 있다. 

 부호설명은 다음 장인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특징'에서 더

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논문 

 김정자는 1967년 최초의 산조 악조를 다룬 연구 '가야금산조의 우조와 

계면조' 이후 산조와 개량가야금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가야금에 관

한 논문을 발표 하였다. 

 1992년에 발표한'중국 연변지역의 가야금 음악'은 중국 연변을 중심으

로 북한의 가야금 음악과 관련해 가야금 산조와 개량 가야금에 대한 수

법과 전승양상 등에 관한 대담 후 쓴 논문이다. 이후 1998년 '정악이 

산조에 끼친영향' 은 정악이 가지는 중요성과 산조의 연원에 대한 학술 

논문으로 부산대학교와 강태홍 산조 보존회에서 주최하는 효산국악제에

서 발표되었다. 

1993년 국립국악원에서'정악가야금 수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문을 발

표했는데 여기서는 가야금과 관련된 고악보를 개관하고, 현행 가야금까

지의 수법과 변천 과정에 대해 쓴 논문이다. 

  (5) 음반 



- 79 -

 김정자는 다수의 음반을 취입하였는데 2002년과 2007년에 출반한 김

정자의 가야금정악1'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김정자의 가야금정악2 '하

늘과 땅의 여운' 은 최초의 가야금정악 전곡 독집 음반으로 가야금정악

정악 음반사의 한 획을 긋는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다.235) 

 이 외에도 김정자는 민간 사설 최고의 정악 연주단체인 정농악회의 영

산회상 전집(1982), 1986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36)에서 발행

한 한국의 전통가곡 LP 음반, 정농악회 가진회상(2001), 한국의 궁중음

악(2002)에 참여했으며 이 음반들은 정악의 진수를 담고있는 명반중의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235)'김정자의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씨엔엘 뮤직, 2002.
236) 고려대학교 부설연구소. 국학연구의 전문기관으로 민족항일기와 6·25전쟁으로 

소실되어가던 민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과 수집·정리, 그리고 이의 창조적 계승과 
연구를 목적으로 1957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한국고전국역위원회라 하였는
데, 1963년 6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학술지의 발간, 연구발표회, 한국학 관계 
도서의 출판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
구원, https://rik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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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야금정악 수법 변천 개관

 가야금정악의 수법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개관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의 특징적 수법들을 찾아보겠다. 

 

 1. 조선 시대 

조선시대에는 악학궤범과 졸장만록에 가야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 

   1) 악학궤범 (樂學軌範, 1493)

 악학궤범은 1493년(성종 24)에 성현이 중심이 되어 찬정한 것으로 가

야금 수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그림 4>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 가야금 도해

출처: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26집 :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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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학궤범은 제향, 조회, 연향 때의 주악에 필요한 악리에서부터 진설도

설, 향악과 당악의 정재도설, 악기도설, 의물, 관복도설에 이르기까지 당

시 음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림 3>은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에 실린 가야금 도해다.237) 임진왜

란 후 1610년(광해군 2)에 복간되고, 1655년(효종 6)과 1743년(영조 

19)에 각각 중간되었다.238) 

 

<그림 5>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 가야금 편

출처: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26집 :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소장 

237) 본 연구에서 악학궤범은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6에 실린 영조판 악학
궤범을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서는 악학궤범 원서를 두페이지를 
한페이지로 편집한 것이다. 위의 <그림 8>의 가야금도해도 두페이지가 한페이지 가
로형으로 실렸음을 밝혀둔다.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자료총서 제26집, 영조판 악학
궤범, 국립국악원, 1988, 198쪽.

238) 이혜구, 악학궤범 (신역), 국립국악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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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학궤범의 가야금 편 내용에는 가야금의 연원, 가야금 구조와 도해, 

가야금 제조 및 재료, 계면조와 우조의 조현법, 가야금 제조법, 줄의 굵

기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악학궤범에 이르기를 '『삼국사』에 가

야금은 쟁의 제도와 조금 다를 뿐 대개 같고,『신라고기』에 이르기를 

가야국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 고 한

다.239)

 

 

<그림 6> 악학궤범 가야금 편 수법

출처, 이혜구, 악학궤범 (신역), 국립국악원, 2000

239) 한국음악자료총서 제26집, 영조판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1988,.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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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은 악학궤범 가야금 편 제7페이지, 제8페이지로 수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수 탄법, 안법, 쌍현법, 합자법, 

좌수법에 내용이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악학궤범 중 가야금 편 원문240)에 실린 가야금 수법을 

이혜구의 신역 악학궤범을 통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자는 악학궤범 수법 

유형 안법, 쌍현법, 합자(의)법은 □ 사각형, 수법 부호는  동그라미 ○

로 표시 했다. 타원형은 다딩, 싸랭을 의미한다. 

 다음 굵은 글씨는 연구자가 편의상 문장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그림 10>에서 수법 유형으로 표시한 □ 사각형에 해당한다. 

"탄법은 오른손 모지· 식지·장지의 세 손가락을 번갈아 써서 탄다. 짚는법 안

법은 왼손 식지· 장지·무명지 세 손가락으로는 쥐어 잡고 모지·소지 두 손가

락으로 현을 누른다."

 '탄법'은 우수법으로 가야금을 탄다는 의미로서 오른손 모지, 식지, 장

지를 사용하는 현행 가야금 수법과 동일하다. 안법은 좌수법에서 현행 

퇴성이나 뜰동시의 줄 잡는 법과 거의 동일하다. 악학궤범 가야금 편 9

페이지에 좌수안현법이 그림으로 실려있다. 

 다음 <그림 15>는 악학궤범에 좌수안현도이다.241)

240) 이 수법 설명은 이혜구의 신역 악학궤범에 실린 악학궤범 원문이다. 이혜구의 악
학궤범에는 한페이지씩 편집되어있다. 원문을 자세하고 명확히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혜구의 악학궤범 원문을 이용한다. 이혜구, 악학궤범 (신역), 국립국악
원, 2000, 463~465쪽.

241) 이혜구, 악학궤범 (신역), 국립국악원, 2000, 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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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악학궤범 가야금 편 좌수안현도

 

 좌수안현도에서 모지의 손톱 바깥 측면을 줄에 대고 소지 끝으로 줄을 

대고 있다. 연주 방법에 대해서 모지와 소지를 대고 동시에 누른다고 하

나, 실질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연주법이다. 가야금 연주시 안족에서부

터 모지사이의 거리는 안족에서 소지사이의 거리보다 멀기 때문에 줄을 

누른다면 두 줄사이의 장력차가 발생한다. 이 장력 차이때문에 줄을 동

시에 동일한 깊이, 동일한 음정으로 누르기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 악학궤범 좌수안현법을 현행 좌수안현법과 대조해 보겠다. 

 <그림 7>은 현행 좌수안현법 사진으로 영국의 인류음악학자 키스하워

드242)가 저술한『한국의 악기』에 실린 김정자의 좌수안현 사진이다.  

242) 키스 하워드(Keith Howard)는 현재 영국 런던대학교 SOAS 명예 교수, 레버훌메 
펠로우(LeVerhulme Fellow)로 런던대학교 교수역임, 시드니 대학의 교수 겸 부학
장, 모나쉬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시드니대학, 텍사스 기술대학 방문교수역임 했다. 
23권의 책 집필 및 편집하고, 170권의 학술논문 및 199권의 책/음악 리뷰했다. 
BBC, ITV, 스카이, CNN, NBC 등 에서 한국 관련 방송인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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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가야금정악의 좌수안현법은 악

학궤범의 좌수안현법과 거의 동일해 보인다. 

<그림 8> 좌수안현법

사진 출처: 김정자, Keith Hᄋward., Kᄋrean musical 
instruments : a practical guide, Seoul : Se-Kwang Music Pub., 1988.

 

 

 이 좌수안현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뜰(동) 연주시 줄 짚는법에도 쓰이지

만 퇴성 시의 줄 짚는법과도 비슷하다. 퇴성은 줄을 누르는 것은 아니지

만 좌수안현법과 동일한 손모양을 한다. (뜰과 퇴성에 관해서는 뒷 장에

서 자세히 다루겠다.)

 악학궤범에 기술된 모지와 소지가 줄을 동시에 누르는 것은 앞서 언급

한대로 줄의 장력 차이로 연주상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두줄을 다른 음

   서울대학교 국악과 https://yᄋutu.be/V4sLGEᄋK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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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다른 시차로 누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 안현법은 앞서 언급

한대로 현행 좌수법 중 꺾는 주법인 뜰과 비슷한 것인데, 줄의 장력차이

로 수법이 누르는 것보다는 꺾는 것으로 변화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

한 연구는 더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악학궤범 가야금 편에 실린 '쌍현법' 이다.

"쌍현법은 반드시 동일한 율의 현을 아울러 탄다. 예를 들어 모지로 궁의 줄을 타

면 장지로 하5 줄을 아울러 타고 또 모지로 상2줄을 타면 장지로 하3의 줄을 타

는 것과 같은 것이다. (먼저 장지를 쓴 다음 모지를 쓴다.) 줄을 타는데 식지나 

장지를 쓰면 밖에서 안으로 줄을 들고, 모지를 쓰면 안에서 밖으로 줄을 든다."

 쌍현법이란 식지, 장지, 모지 중 두 손가락을 두줄을 동시에 뜯는 것을 

말한다. 궁현과 하5현, 상2현과 하3현은 모두 줄 이름을 말하는 것으

로243) 두 줄은 모두 옥타브(OctaVe) 관계에 있는 줄 들이다. 먼저 장

지를 쓰고 다음 엄지를 쓴다. 

 또한 줄을 타는데 식지나 장지를 쓰면 밖에서 안으로 줄을 들고, 모지

를 쓰면 안에서 밖으로 줄을 든다' 는 식지와 장지, 모지의 탄현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식지와 장지, 모지 탄법은 가야금정악의 가장 기본적

이고 공통적인 수법으로 현행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수법이

다.

 식지 탄법부터 살펴보면 다음 <사진 17> 과 같다.244) 

243) 제8, 9, 10, 11, 12현 으로 악시조 조형을 참고한다. 이혜구, 악학궤범 (신역), 
국립국악원, 2000, 463~464쪽.

244) 사진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식지법 사진이다. Korean musical instruments : 
a practical guide / Keith Howard., Howard, Keith., Seoul : Se-Kwang Music 
Pub.,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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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식지 탄법 

사진 출처: 김정자, Keith Howard., Korean musical instruments : a practical 
guide, Seoul : Se-Kwang Music Pub., 1988

 위의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지로 줄을 몸의 바깥에서 안쪽 방

향으로 밀어 뜯는다. 

 장지 탄법도 마찬가지이다. 장지 탄법으로 식지 탄법과 마찬지로 장지

를 줄에 대고 몸의 바깥방향부터 안쪽으로 밀어탄다. 한편, 모지로 연주

시는 식지와 장지와는 반대로 줄을 몸의 바깥쪽으로 밀어 탄다. 

 다음 <그림 9>245) 는 장지 탄법, <그림 10>은 모지 탄법이다.246)

245) Elizabeth Kim, 2022년 1월30일, PM스튜디오
246) Elizabeth Kim, 2022년 1월30일, PM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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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장지 탄법

사진 출처: 한테라, 사진 Elizabeth Kim

<그림 11> 모지 탄법

사진 출처: 연주 한테라, 사진 Elizabet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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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지주법은 현침에 소지를 대고 모지

는 약간 더 현침 가까이 기울여 몸의 바깥방향으로 현을 눌러 밀어 연주

한다. 

 악학궤범에서 기술하고 있는 '쌍현법' 에서 먼저 장지를 쓴다음 모지를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행 천년만세의 양청도드리247)에서 쓰이는 장

지와 모지 수법과 대조해 볼수 있다. 

 이를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9>와 같다.248)

<악보 9> 악학궤범 쌍현법 예시 - 양청도드리

악보, 김정자 채보 가야금정악 2000년 재판본 중 양청도드리

247) "양청환입"이라는 곡명은 거문고의 연주법에서 유래됐다. 두 청(淸)줄을 연속적으
로 연주하는 도드리곡이라는 뜻에서 생긴 것이다. 실제로 거문고 연주자는 7괘(棵)와  
 8  괘의 높은 음을 매번 문현(文絃)과 연결시켜서 연속적으로 연주해 나간다. 송방
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498~19, 559쪽.

248) 김정자, 천년만세 중 양청도드리,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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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에서는 옥타브 관계를 (두 청), * 표는 옥타브가 아닌 부분이

다. 악학궤범에서 설명하는 쌍현법을 위의 <악보>에서 대조해 보면 * 부

분인 초장 제1각 제1박, 제3장 제3각 제3박, 제5각 제3각 제3박, 제5장 

제3각 제3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옥타브 관계의 두 줄을 장지 - 모지 

순서로 연주한다. 

 양청도드리는 악학궤범의 쌍현법이 현행 가야금정악에서도 그대로 사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양청도드리 뿐 아니라 옥타브의 두 음을 

장지와 모지로 뜯는 주법은 가야금정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이

고 기본적인 주법이다. 이는 물론 모든 가야금정악의 기본 공통이 되는 

주법이다.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에서 식지법과 모지가 연달아 사용되

는 예로 평조회상 중 세령산을 살펴보겠다. 

<악보 10> 악학궤범의 쌍현법 예시 - 평조회상 세령산

악보,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 중 중광지곡 세령산

 <악보 10>에서 초장 제1각 제2박, 제2장 제2각 제7박 태주-임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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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태주는 식지로, 임종은 모지로 연달아 연주한다. 기본적인 식지와 

모지 수법으로 세령산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지에 전성과 함께 연주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합자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악학궤범 가야금편에서는 합자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합자법은 제8현은 모지, 제3현에 장지를 써서 같이 타면  로 표시하는데, 

속칭 ' 다댕' 이다.  9현에 모지, 제 4현에 장지를 써서 같이 타는 것은  로 

표시하는데 그것도 '다댕'이다. 식지로 제7현만 타는 것은 '  '로 표시한

다.249) 장지로 5현만 타는 것은 '  ' 로 표시한다. 모지로 제 12현만 타면 그

것은 '  '  로 표시한다. 제1현에 무명지를 쓰고, 제3현에 식지를 써서 일시에 

치면 그것을 '  ' 로 표시한다."250)

 합자법 ,  구음으로 '다댕', 즉 싸랭을 의미한다. 합자법과 쌍현

법이 구별되는 것은 '일시' 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쌍현법은 장지 

뿐만 아니라 식지와 모지와의 연주지만 합자법은 장지와 모지를 일시에 

연주하는 것이다. 

 위의 악학궤범 번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학궤범의 합자법 수법 부호

는 줄이름을 숫자로 표현하였다. 식지법은 ᄉ , 장지법  ᄂ , 싸랭법 다

딩이 합자법으로 표현되었다. 합자법 수법 표기 방식은 왼쪽부터 오른쪽

으로 모지부호 ㇆ 와 줄의 숫자, 줄의숫자와 장지부호 ᄂ 으로 병행 표

기한다. 

  <그림 11>은 싸랭 연주법이다. 

249) 이혜구, 악학궤범 (신역), 국립국악원, 2000,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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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합자법 - 싸랭

사진 출처: 연주 한테라

 오른손을 현침에 세우고 모지와 장지로 한옥타브의 두 줄을 짚고 동시

에 밀어준다. 251)

 다음 <악보 11>은 현행 가야금정악보 중 하나인 최충웅 가야금정악의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엽이다.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싸랭은 악학궤범의 

합자법의 부호와는 다른 ᄏ 부호로 표기된다. 

251) 사진 출처, PM 스튜디오,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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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악학궤범 합자법 - 남창우조 삼수대엽

 

 위의 <악보 11>에서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엽 대여음 제3각 제4박, 초

장제1각 제1박에 싸랭을 연주한다. 초장 제9박과 제10박, 제12박과 제

13박은 연달아 싸랭 주법이 나타나고, 제2장 제1각 제9박에도 싸랭 수

법이 나타난다. 

합자법 싸랭은 기본적인 주요 가야금 수법 중 하나로서 현행 가야금정악

에서 전곡에 걸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악학궤범에 나타난 수법과 부호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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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법  ᄉ :눌러 뜯는법   食  자의 첫 획

 장지법  ᄂ :흥표  長자의 여섯번째 획

모지법  ㇆ :모지법  모자의 두번째 획

쌍현법
특정 부호 없이 ᄉ, ᄂ,㇆ 

사용  
식지나 장지로 탄한 뒤 

모지를 연달아 연주 

합자법 ㇆ᄂ :싸랭 (다딩)

장지와 모지를 동시에 
연주한다. 현행 싸랭과 

동일하다. 

좌수법 안법 부호 없음

모지에 
식지,장지,무명지로 줄을 
짚고 모지와 식지로 두 

줄을 누른다.

율명
一，二，三，四，五，六，

七，八，九，十，十一，十二
 율명은 줄의 숫자로 

한다.

<표 6> 악학궤범 가야금 편 수법

 위의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악학궤범에는 4개의 부호가 나온다.  

ᄉ, ᄂ,㇆ 부호와 율명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

서는 줄의 숫자를 부호로 사용하고 이것을 다시 수법 부호와 연결하였는

데 이것은 정간보가 아닌 율자보252) 표기법이다. 

 악학궤범에 나타난 수법부호와 설명을 살펴보았다. 악학궤범에 나타난 

가야금 수법은 기본우수법과 좌수법 설명 뒤 우수법에는 쌍현법과 합자

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좌수법은 수법 서두에 설명된 기본 좌수법 안법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따라서 당시 좌수법은 악학궤범 수법 설명에 대해서만 국한해 본다면 농

현이나 뜰, 퇴성과 같은 수법은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2) 12율명으로 음의 고저를 표시하는 문자보(文字譜)의 일종이다. 율자보는 본래 중
국에서 쓰이던 기보법이다. 고려 때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추정되는 율자보는 『세종
실록악보』의 정간보(井間譜)와 함께 사용됐다. 이 기보법은 우리나라 최고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 32정간보와 함께 사용됐다. 그 이후 현재까지 국립국악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12율명의 첫 글자만이 악보에 사용되는 율자보가 언제나 정간보와 
함께 사용되는 까닭은 음의 고저만을 표기할 수 있으나 음의 시가를 표시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314, 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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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법은 쌍현법과 합자법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현행과 거의 동일하

다. 단, 튕기는 주법이 없다. 

   2) 졸장만록 (拙庄漫錄, 1796)

 『졸장만록』은 정조 20년에 펴낸 유일한 가야금의 옛 악보로 맹인 가

야금명수 윤동형(尹東亨)의 가야금곡을 전하 은 현존 최고의 가야금악보

이다.253) 내용은 가야금의 산형(散形)·탄현법(彈絃法)·안현법(按絃

法)·조현법(調絃法)·삭대엽(數大葉)·첫자즌한닙·우조둘째·우조세

째치·계면조(界面調)·계면삭대엽(界面數大葉)·계면자즌한닙·우조낙

시조(羽調樂時調)로 구성되어 있다. 졸장만록은 서문에 끝이 졸옹 볼라

고 하였을 뿐 편자의 이름을 알 수 없어254) 일명 『졸옹가야금보』(拙

翁伽倻琴譜) 라고 한다.

 졸장만록 중 가야금수법록에는 우수탄현법과 좌수안현법으로 나누어져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 21개의 우수법 8개, 좌수법 13개의 수

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악학궤범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부호들이 

많이 보인다. 한글이나 한자에서 모양을 본떠 차용한 부호들이 대부분이

다.

 졸장만록 가야금수법록은 한페이지로 <그림 12>는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6집 졸장만록편에 실린 원문이다.255) <그림 12>원문과 함께 졸장만

록 가야금수법록에 실린 먼저 우수탄현법의 부호 부터 살펴보겠다. 연구 

편의상 <그림 12>에 각 수법을 ○ 로 표시하였다. 해설은 장사훈의 한

253) 윤동형이라는 맹인악사(盲人樂師)로부터 배운 가야금음악을 악보로 만들기로 작정
했으나 중도에 병이 생겨 악보작업을 그치게 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
아다니다 보니 더 이상 악보를 만들 겨를이 없었던 졸옹은 노년에 약간의 한가한 시
간이 생겨 지난날 궤짝 속에 던져두었던 악보를 찾아 결국 1796년(정조 20) 『졸장
만록』을 펴냈다. 졸옹이라는 선비가 『졸장만록』을 펴내면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침저녁으로 가야금을 잡고 마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악보를 헤아리고, 
줄을 어루만지며 음을 찾고, 그 음을 잘 이어내는 가운데 음악에 침잠(沈潛)해 있으
면 외물(外物)이 나와 관련 없는 듯 되고, 고적(孤寂)하고 양양하여 내 몸마져 잊게 
된다"라고. 송방송,『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309, 486쪽.

254) 이재숙, ｢近世 伽倻琴演奏法 의 變遷｣ 6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4, 17
쪽.

255)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6집 : 우의산수, 아양금보, 칠현금보, 연대소장금보, 졸
옹가야금보, 신작금보, 백운암금보, 학포금보, 여창가요록』, 서울: 국립국악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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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음악학자료총서에 실린 해제를 주로 참고하였다.256)

<그림 12> 졸장만록 가야금수법록 편

악보출처: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6집 : 졸옹가야금보』, 국립국악원 소장

256) 장사훈,『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6집 : 졸옹가야금보』, 국립국악원, 198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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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二，三，四 는 줄의 순서이다. V 식지로 줄을 뜨는표다.  ᐳ  모지

로 줄을 뜨는 표다.  ᄋ 는 장지나 식지를 둥글게하여 모지에 붙여 튕기

는 표이다. ᄉ 식지를 나타낸다. 부호 ᄂ 은 장지를 나타낸다. ⼣ 는 무

명지를 나타낸다. 이 세개의 손가락, 즉 식지, 장지, 무명지를 모두 모지

에 붙여 먼저 무명지로부터 식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일어난다. ᄆ 모

지, 식지를 끝으로 같이 집어 뜯어서 소리를 낸다. 부호 ᅵ 는 음이 긴 

것이다. 반드시 현침 가까이 타야 한다. 현의 중간을 타면 야무지고 청

결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좌수안현법에서 부호 宀 는 안현 즉 줄을 누르는 표이다. ⼥ 줄을 누른 

다음 또 누른다. 乁 힘들여 누르면서 서서히 손을 든다. 부호 ⼒ 는 손을 

가볍게 밀다가 차차 힘을 빼주는 것이다. ᄌ 는 경안법이다. 줄을 누르

지 않는다. 부호 ᅣ 는 작안법으로 잠깐 누르는 법이다. 부호 ⁞ 는 농현

의 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 는 농현을 한다. ⻎ 부호는 흔들면서 손을 든

다.  선안후요법257) 먼저 누른 다음에 농현한다.  선요후안법258)는 

먼저 농현한 후에 누른다. 

 무점화자는259) 현을 누르면서 뜯지 않고 스스로 소리가 나게 하는 것

이다. 無点畵者 를 한자그대로 사용한다.

 졸장만록의 가야금 수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 >과 같다. 

 

257) 박현숙은 이것이 먼저 누르고 뒤에 요하는 까닭으로 요자의 宀 를 먼저 획을 택한 
것 같다고 하였다. 박현숙은 그당시 가야금에 농현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박
현숙,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8쪽.

258) 박현숙은 이것이 먼저 누르고 뒤에 요하는 까닭으로 요자의 宀 를 먼저 획을 택한 
것 같다고 하였다. 박현숙은 그당시 가야금에 농현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박
현숙,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8쪽.

259) 장사훈은 무점화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설하지 않았다. 무점화자는 박현숙의 연
구에서 언급되었다. 박현숙,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0,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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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줄의 순서 一，二，三，四 줄의 순서이다.

우수법 식지법 V 식지로 줄을 뜬다.

(탄현법) 모지법 ᐳ  모지로 줄을 뜯는다.

튕기는법 ᄋ

장지나 식지를 둥글게 하여 모지에 

붙여 튕기는 표이다.

식지법 ᄉ 

 食  자의 첫획으로 식지를 

나타낸다.

 장지법 ᄂ 長지를 말한다.

무명지법 ⼣
모지에 식지, 장지, 무명지를 붙여 

무명지부터 차례로 일어난다.

집는법 ᄆ 모지, 식지 끝으로 같이 집어뜯는다

기타 음장법 ᅵ 음이 길다.

기타 탄현 위치

반드시 현침 가까이 타야한다. 현의 

중간을 타면 야무지고 청결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좌수법 안현법 宀 按의 약자, 안현, 즉 줄을 누르는 표

(안현법) 역안법 ⼥
按의 약자, 줄을 누른 다음 또 

누른다.

미역안법 乁 힘들여 누르면서 서서히 손을 든다.

역경안법 ⼒
力자. 가볍게 밀다가 차차 힘을 

준다.

경안법 ᄌ 輕의 약자, 줄을 누르지 않는다.

작안법 ᅣ 作의 약자, 잠깐 누르는 법이다.

농현법 ⌇ 농현을 한다.

요성법 ⁞ 농현의 수가 많다

요성법 ⻎ 흔들면서 손을 든다.

선안후요법  먼저 누른 다음 농현한다.

선요후안법 먼저 농현한 후에 누른다.

기타 무점화자 無点畵者

현을 누르며 뜯지 않고 스스로 소리 

나게 한다.

<표 7> 졸장만록 가야금수법록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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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장만록에 나타난 수법은 악학궤범보다 훨씬 많은 수법들이 등장한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악학궤범에서는 좌수법이 안현법에 관한 설명외에

는 없었으나 졸장만록에서는 12개의 수법이 등장하며, 농현과 요성도 

세분화 되어있다. 역안법  경안법  작안법  농현법 ⁞ , ⻎ , 선안후요법,  

선요후안법은 악학궤범 뿐만 아니라 현행에서도 쓰이지 않는 주법으로 

당시에 가야금정악에서 좌수법이 발달 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60) 

 우수법도 악학궤범보다 훨씬 다양하다. 식지뜰 V 과 모지뜰  ᐳ 을 설

명하고 있다. 악학궤범에서는 튕기는 주법이 없었으나 튕기는 수법도 등

장 했으며 부호는 ᄋ 로 현행과 동일하다. ⼣ 부호는 연튕김 부호로 보

인다. 악학궤범의 쌍현법의 경우는 졸장만록에서는 ᄆ 부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악학궤범과 졸장만록과는 차이가 있다. 악학궤범에서는 

식지 뿐 아니라 장지도 모지와 집는 주법으로 쌍현법에 해당했다, 

 졸장만록과 악학궤범의 같은점은 줄의 순서를 숫자로 표현 했으며, 기

본적인 식지와 모지법, 장지법이 수법과 부호가 현행까지도 동일한 것이

다.

 졸장만록의 특이점은 '반드시 현침 가까이 타야한다. 현의 중간을 타면 

야무지고 청결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무점화자 (無点畵者) 현을 누르

며 뜯지 않고 스스로 소리 나게 한다.' 과 같이 음색과 음향, 음길이에 

관한 가야금 연주법에 대한 설명도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졸장만록을 

통해 악학궤범이후 가야금 수법이 다양하게 발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졸장만록은 서문에 끝이 졸옹 볼라고 하였을 뿐 편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곡의 가야금반주곡으로써 가장 오래된 것이

다.261)졸장만록은 전래하는 가야금 고악보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가야

금 연구에 아주 귀중한 악보이다.262) 

260) 박현숙은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에서 거문고와 졸장만록의 주법과 
연구한 바있다. 박현숙,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8~9쪽.

261) 박현숙,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262) 이재숙, ｢近世 伽倻琴演奏法 의 變遷｣ 6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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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의 악보 3종 명완벽 가야금보(1913), 아악부가야금보

(1930), 장사훈 가야금정악보(1939)를 살펴보겠다. 

  1) 명완벽 가야금보 (1913)

 명완벽 가야금보는 이왕직아악부 제2대 아악사장이었던 명완벽의 영산

회상 필사본이다. 

 

<악보 12> 명완벽 가야금보 수법 - 상령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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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12>에서 명완벽 가야금보 상령산에 나타난 수법 부호들이

다. 악보속에서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다. 슬기둥 ᄀ , 뜰 V , 요성 扌 
, 전성 き , ㄅ 부호이다. 모두 부호설명이 없다. 각각 ○ 는 슬기둥 , △ 

는 뜰  , ♡ 는 전성 , ◇ 요성 , □ 은 ㄅ 에 해당한다. 

 명완벽 가야금보의 수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슬기둥 ㄱ 없음

모지뜰 V 없음
좌수법 전성 き 없음

요성 扌 없음
기타 미상 ㄅ 없음

<표 8> 명완벽 가야금보 수법 

 

 명완벽 가야금보에 등장하는 ㄅ 는 그동안 악학궤범과 졸장만록에서 등

장하지 않았던 부호이다. 김정자는 이 ㄅ 부호가 악학궤범의 다댕 수법 

(싸랭) ㇆ᄂ 에서 1913년 경에 와서 싸랭 수법 부호가 ᄂ 표를 떼어 내

고 앞의 ㄅ 표만 사용한 것일 거라 추측 하였다.263)

2)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교재본 (1936)

 이왕직아악부보는 1936년경 시 악보제작을 위해 함화진 아악사장이 제

공한 악보들을 필생(罁礚)을 시켜 사보케 한 것이다.264) 이를 당시 음

악가(바리톤 가수)이자 악보 수집가이던 전형철(啣鞞妁)이 음악박불관을 

만들기 위하여 아악부 악보를 붓으로 베껴 써서 제작한 것이다.265) 제

263) 김정자는 악학궤범(1493)과 명 아악사장 영산회상보(1913)와는 400여년의 년차
가 있고 이 사이에 단서가 될 만한 문헌이 없는 현 시점에서 너무 견강부회격이 될지 
모르나 싸랭 부호 ㇆ᄂ 중 ᄂ 을 떼어낸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자, ｢가야금 주
법의 변천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206쪽.

264)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수문당, 1976, 107쪽.
265) 황병기, ｢고악보해제 ‘아악부 가야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8권,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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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 함화진 아악사장의 악보는 앞서 언급된 1936년 경 제작된 아악부

원 양성소의 아악생을 위한 교재로 펴낸 등사본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

서 아악부 가야금보에 실린 음악은 전형철에 의해 1940년경 10권의 악

보집이 만들어진 것이나 내용은 1936년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있다.266) 

 이왕직아악부보에는 부호 설명이 별도로 없고, 이왕직아악부 교재본 원

서를 구할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자의 1993년 연구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267)에 있는 이왕직아악부보 교재본에 있는 수법을 토

대로 하였다.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에는 우수법 10개, 좌수법 4개, 총 

15개의 부호가 실려있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법 ᄉ 식지로 줄을 뜯는다

식지뜰 V 식지 손톱으로 튕긴다.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식지법 ᄉ  ㇆ᄂ  다딩 食 자의 첫 획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뜰 ᐳ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하음을 이론하고 본음과 기하박음을 다음시 탄하는표

좌수법

퇴성법 艮  
좌수장지와 무명지로 줄을 껴쥐고 소지는 줄위에두고 
장지는 무명지로 케여서 끌어 올리여 퇴성을 내는 표

전성법 き 구르는 표

요성법  
소지로 줄 아래를 밧치고 무명지로 줄위를 눌르고 

소지로 케여서 미는 표

뜰동법 龴 뜰동한다

<표 9> 이왕직아악부 교재본 수법

266) 김영운, ｢고악보해제 ‘아악부 가야금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8권, 4쪽.
267) 김정자,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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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식지법의  ᄉ  는 식지로 줄을 뜯는 부호다, 식지뜰  V  은 식지 

손톱으로 튕긴다. ᄋ 표는 식지와 모지로 튕기는 주법이며 장지법 ᄂ 은  

장지로 탄하는 표로 흥표라고도 불린다.  8 은 연튕기는 주법으로 우수 

모지에 식지, 장지, 무명지를 말아 손톱으로 차례로 튕기는 주법이다.  ᐳ  
는 모지뜰 주법이다.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ᅳ  는 모지로 뜯는 주법

이다. ᄀ 표는 슬기둥 주법이다. ᄏ 부호는 하음을 이론하고 본음과 기

하박음을 다음시에 탄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싸랭표다. 

 다음은 좌수법을 살펴보겠다.  艮  는 퇴성법으로 좌수장지와 무명지로 

줄을 껴쥐고 소지는 줄위에두고 장지는 무명지로 케여서 끌어 올리여 퇴

성을 내는 표이다. き 는 구르는 표로 전성이라고 한다.  扌 는 요성표

이다. 소지로 줄 아래를 밧치고 무명지로 줄위를 눌르고 소지로 케여서 

미는 표.  龴 는 뜰동법이다. 우수법 10개, 좌수법 4개, 총 14개의 부호

가 설명되어 있다. 

 이왕직아악부 교재본에 나오는  ᄉ , V , ᄋ , ᄂ ,  8  ,  ᐳ , ᅳ ,  ᄀ 

, ᄏ , 艮 , き , 扌 , 龴 수법의 부호들은 현재의 악보에서도 거의 대부

분 볼 수 있는 익숙한 부호들이다. 이때부터 현재 사용되는 수법들이 정

착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수법과 부호설명에 대해 알아본 뒤 현재와의 수법 변천 검

토는 뒷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이상 일제강점기의 2종의 악보를 살펴본 결과 명완벽 가야금보에서는 

5개의 부호가,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에서는 15개의 부호가 있음을 알

았다.  가장 오래된 1913년의 명완벽 가야금보에는 특별한 부호설명은 

없지만 5종류의 부호만이 악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퇴성과 요성부호, 

전성부호, 식지뜰 부호,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호 1개가 나타났다.

 1930년대의 이왕직아악부 교재본에는 15개의 수법이 나오는데 기본적

으로 현행 가야금정악의 악보에 나타나는 부호들로 눈에 익숙한 부호들

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왕직아악부보 시기에 현재의 가

야금 수법과 부호들이 기본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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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는 다양한 악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51년 국립국악

원이 개원하고 6, 25 동란 이후에 발간된 악보들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

는 해방 이후의 가야금정악보 8 권에는 한국음악 오선보 김기수 가야금

보(1998~),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1976), 홍원기 영산회상 천년만

세보와 홍원기 여창가곡보, 김인제 채보 남창가곡 가야금 반주보

(1977), 김기수·최충웅 공편 가야금보(1979),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 

(1985) 이다. 해방 이후의 가야금 수법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악사양성소 교재본 (1956)

  국악사양성소 교재본은 1955년 국악사양성소가 개소하여 당시 교재로 

쓰이던 등사본 가야금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악보는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실 소장 '김정자 국악사양성소보, 단소보' 이다.268) 이 악보는 

1956-60년 최충웅이 사용하던 국악사양성소 교재본으로 김정자가 

1976년 초판본 발행 시 연구했던 악보다. 

 악보의 뒷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김정자의 메모가 담겨 있다. 

"이 악보는 최충웅 선생님 국악사양성소 시절 공부한 악보, 1956-60. 곡별로 

나누어 받아 나중에 하나로 묶은 악보."269)

위의 국악사양성소보 부호는 여민락의 뒷장에 나온다. 국악사양성소에 

실린 부호는 총 9개이다.

 이를 정리해 <표 10>과 함께 살펴보겠다. 

268) 이 악보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실 소장 자료로, 김정자 작고 후 국립국악원 박물
관에 기증된 것이다. 아카이브실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복제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열람하면서 기록해 온 메모를 활용하였다. 어렵게 자료를 구해 시간을 
내어 열람과 기록하는데 도와주신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실 담당자분께 감사드린다. 

269) 김정자, 국악사양성소 가야금보, 단소보, 제본, 국립국악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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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법 V 식지로 줄을 뜬다.

모지법 ᅳ  모지로 줄을 뜯는다.

튕기는법 ᄋ
장지나 식지를 둥글게 하여 모지에 붙여 

튕기는 표이다.

 장지법 ᄂ 長지를 말한다.

슬기둥 ᄀ 슬기둥 한다.

싸랭 ᄏ 싸랭 한다.

연튕김법 8
모지에 식지, 장지, 무명지를 붙여 

무명지부터 차례로 일어난다.

좌수법
퇴성법 艮  퇴성 한다.

전성법 き 구르는 표.

<표 10> 국악사양성소 교재본 수법

 

 국악사양성소 교재본(1956-60)에 나타난 부호는 모두 9개로 앞서 연

구한 졸장만록의 21개,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14개, 장사훈 가야금보

의 22개에 비해 적다. 

 2) 장사훈 가야금보 (1960년대)

  거문고 연주가이자 국악이론가인 장사훈이 채보한 가야금보이다. 필사

본인 이 악보는 그동안 어떤 연구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뒤편에 아쟁 악

보도 첨부되어 있다. 장사훈의 낙관이 찍혀있으며. 이재숙이 소장하고 

있다. 수록곡은 여민락, 도드리부터 상현도드리, 천년만세로 이어지는 별

곡, 황하청, 가곡의 우조와 계면조 조음, 만파정식지곡, 아쟁의 수제천이

다. 

  

다음 <악보 13>, <악보 14> 는 장사훈 가야금보의 부호 설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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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장사훈 가야금보 우수법

<악보 14> 장사훈 가야금보 좌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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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훈 가야금보에 가야금 수법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좌우수의 

손가락을 그림, 악학궤범에서 보여진 좌수안현도도 그려져 있다. 

다음 <표 11> 은 장사훈 가야금보 수법을 정리한 것이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법 ᄉ 식지로 줄을 뜯는다

튕기는법 ᄆ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뜰 V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모지·장지 ⊐ 모지와 장지로 동시 탄다.

모지·장지 Ŀ 모지와 장지로 탄다.(ᄏ와 반대)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하음을 이론하고 본음과 기하박음을 다음시에 

탄하는 표

좌수법

퇴성법 艮  
좌수장지와 무명지로 줄을 껴쥐고 소지는 

줄위에두고 장지는 무명지로 케여서 끌어 올리여 
퇴성을 내는 표

전성법 き 구르는 표

요성법 扌    소지로 줄 아래를 밧치고 무명지로 줄위를 
눌르고 소지로 케여서 미는 표

요성법 ~~~ 굵게 떤다

요성법 〰〰 가늘게떤다

뜰동법  龴 뜰동한다

៱♩ 줄을 조금 눌러 본래의 음보다 조금(단2도) 
높혔다가 드러내는 표

⁔♩
본래음보다 낮은 음줄에서 휘어 올려 소리를 

낸다.

♩┓ 본래음보다 낮은음으로 휘어 소리를 낸다.

♩〜♩ 떨면서 음을 낮춘다.

十 모지로 누른다.

⇟ 본음의 밑줄을 눌러서 소리를 낸다.

<표 11> 장사훈 가야금보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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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훈 가야금정악보에는 이왕직아악부보와 거의 동일한 좌우수법 부호 

외에도 더욱 다양한 부호들이 6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우수법 

10개, 좌수법 12개 총 22개의 수법 부호가 소개되어 있는데 장사훈의 

가야금보에서는 좌수법, 우수법 모두 새로 보이는 부호들이 많다. 그리

고 서양의 음표로 표현된 부호도 있다. 앞서 살펴본 가야금보에 있는 기

본적인 가야금 수법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새로나온 수법에 대해서만 살

펴 보겠다. 

 장사훈 식지뜰 부호와 모지뜰 부호를 같이 혼용하여 '모지뜰'에만 사용

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사훈은 식지뜰은 없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V 

는 식지뜰이 아닌 모지뜰로 나타났다.

 장사훈 가야금보 우수법에 새로운 합자법이 나온다. ⊐ 는 모지와 장지

로 두 줄을 동시에 뜯는 표다. Ŀ 는 모지와 장지로 탄다.(ᄏ와 반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뒤집는 주법으로 보인다. 

 좌수법에도 다양한 수법이 나타났다. ៱♩,  ⁔♩, ♩า, ♩〜♩, 十 , ⇟ 
가 새로운 수법들인데 장사훈의 가야금보에는 가야금정악곡 전곡이 포함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270), 수록된 곡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법 

부호에 대한 연주 방법을 알 방법이 없다. 한편 이 부호들은 모두 서양

의 음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때 산조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៱♩,  ⁔♩, 

♩〜♩에서 ♩ 음표에 붙어있는 ៱ , ⁔ , 〜  부호는 산조에서 기본적으

로 사용되는 좌수법 부호이며 연주법도 동일하다. ♩า, 와 十 수법 같은 

경우에는 산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수법이다.

 

 장사훈 가야금보는 가야금정악의 전곡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출판년도

도 정확하지 않아271) 연구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이전의 악보들에서

는 보여지지 않는 다양한 부호들과 산조 채보시에 사용되는 서양의 오선 

270) 장사훈 가야금보에는 여민락, 보허사, 도드리-별곡, 가곡의 우조와 계면조 다스름, 
만파정식지곡, 아쟁의 수제천만이 포함되어 있다. 

271) 김우진과의 대담에서 "원고지로 사용된 악보는 이왕직아악부 이후의 악보일 가능
성이 크며 산조 수법 부호는 해방 이후 산조 채보가 시작된 이후의 것일 것" 이라는 
정보를 입수 했지만, 논문 작성 막바지에 입수한 정보라서 장사훈 악보의 정확한 저
작년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했다. 2022년 2월4일, 서울 방배동 김우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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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와 부호들도 수록되어 있는것은 이전의 악보들과는 큰 차이점이다. 

장사훈의 가야금보에서는 22개의 부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수법의 

다양화가 점차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장사훈의 악보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가 더 요구된다. 

2) 한국음악 김기수 오선 가야금보 (1968 ~ )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는 가야금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총보이

다. 따라서 부호설명도 가야금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악기들

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름 그림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5> 한국음악 오선보 가야금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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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 

등 모든 악기가 함께 부호설명이 되어있는데, 한편 악기 구분 없이 동일

하게 사용되는 부호들도 있다. 

 가야금 수법만 살펴보면 총 2개로 다음의 <표 12>와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튕기는법 ㅇ 가야금에서 검지손톱으로 튀겨내는 튀김표

연튀김법 8
현악기에서 소지, 명지, 장지의 순으로 튀겨내는

겹튀김표

<표 12> 한국음악 오선보 가야금 수법 

 위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튕기는 부호와 연튕기는 부호인 우

수법만 있고 좌수법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 <악보 16>은 한국음악 오선보의 수법 부호들이다. 

<악보 16> 한국음악 오선보에 나오는 가야금 수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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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야금의 뜰 주법은 거문고의 뜰 

주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기수의 오선악보에 장

지나 식지표 대신 1, 3 등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손가락 모지와 장

지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유는 오선보에 정간보에서 사용되었던 가야

금의 모든 수법을 표기할 수 없어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와도 동일하다.

  3)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초판본, 1976)

 1976년 발행된 김정자 정악가야금보에 포함된 가야금 수법에 대해 살

펴보겠다.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에는 우수법 8개, 좌수법 4개가 총12

개가 소개되어 있다. 

<악보 17>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우수법 (초판)

우수법부터 살펴보겠다. 식지뜰 V 는 식지 손톱으로 튕긴다. 튕기는법ᄋ

은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은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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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지, 장지, 무명지, 소지의 손톱을 모지로 덮어 둥글에 말아 빨리 연

튕기는 주법이다. 모지뜰  ᐳ  는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는 

모지로 뜯는다. ᄀ 은 슬기둥 법으로 첫 음을 식지로, 다음 두음을 장지

와 모지로 빨리 붙여 타는 표이다. 싸랭법 ᄏ 는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이다. 

 다음 <악보 18>은 좌수법이다. 

<악보 18>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좌수법 (초판)

좌수법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부호가 있다. 퇴성법 부호 艮 는 퇴의 약

자로 왼손 장지와 무명지로끌어올려 미분음을 낸다. 전성법 き 부호는 

전의약자로 구르는 표이다. 요성법 扌 는 推의 약자, 2율가량 높여 내는 

표이다. 뜰동법 龴 는 장지나 무명지로 안족 뒤쪽을 껴쥐고 약3율 높은

음 낸다.

 한편, 김정자의 가야금보에서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부분은 식지뜰과 

모지뜰의 부호 사용이다. 이것은 이왕직아악부보와 동일한 수법인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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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악보들과는 '뜰' 로서 모지나 식지의 손톱으로 뜨는 부호라는 것에는 

같지만 식지와 모지에 각각 해당하는 부호의 사용이 다르다. 이것은 후

에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특징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초판본에 나타난 수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

과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뜰 V 식지 손톱으로 튕긴다.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뜰 ᐳ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좌수법 퇴성법 艮  
퇴의 약자로 왼손 장지와 무명지로끌어올려 

미분음을 낸다

전성법 き 전의약자로 구르는표

요성법 扌 推의 약자, 2율가량 높여 내는 표

뜰동법 龴 
장지나 무명지로 안족 뒤쪽을 껴쥐고 약3율 높은 

음 낸다.

<표 13> 김정자 가야금보 초판본 수법

  4) 김인제 채보 남창가곡 가야금반주보 (1977)

 김인제 채보 남창가곡 가야금반주보는 1977년 홍원기의 제자 김인제가 

홍원기의 남창가곡 가야금 반주를 채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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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김인제 가야금보 수법

  

<악보 19>는 김인제 가야금보의 수법 부호 설명이다. 김인제 가야금보

에는 우수법 8개와 좌수법 12개로 총 20개의 수법 부호가 포함되어 있

다. 

 김인제는 우수법은 운지법, 좌수법은 농현법이라 칭하여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른 가야금정악 악보272) 에서는보지 못한 것

이다.273) <악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인제는 좌수법을 '농현법 및 

일반부호' 라 칭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농현'을 김인제 가야금보에서 특

272) 악학궤범, 졸장만록, 명완벽 가야금보,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장사훈 가야금보, 
국악사양성소 교재본, 김기수 한국음악 오선보,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273) 악학궤범, 졸장만록, 명완벽 가야금보, 이왕직아악부보, 장사훈 가야금보, 국악사양
성소 교재본, 김기수 한국음악 오선보, 김정자 가야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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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농현법' 이다. 

 김인제의 좌수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좌수법

퇴성법 艮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 뒤를 껴쥐고 모지와 
소지는 줄 위에 놓은 후 장지와 무명지로 케어서 

내려 퇴음하는 부호

전성법 き 전의약자로 구르는표

요성법 メ 요성하는 표

2요성법 メ 요성을 한번 더 반복한다.

3요성법 メ 2 요성에서 한번 더 반복한다.

추성법 扌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며 미는 부호

지뜰 龴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 쥐고 탄후에 
줄르며 미는 부호이며, 지뜰을 하고 난 후에는 

퇴음을 내 줘야 한다.

ノ
좌수가 아랫줄로 갈 때 좌수를 화면서 부드럽게 

내려가라는 부호

<표 14> 김인제 가야금보 수법 부호

 이전 악보들274)에서는 좌수법은 보통 퇴성, 전성, 요성, 뜰동 정도의 4

개의 좌수법 부호들이 있었다. 그러나 김인제는 요성법을 3개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이 요성 부호는 이전의 악보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악보

들인데, 이 부호는 관악기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의 요성부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악기 대금과 피리의 부호

를 살펴보겠다.

 피리 정악보의 요성부터 살펴보겠다. 피리 정악에는 4가지 유형의 요성

이 있다. 기본적인 요성 부호는 동일하다. 피리 정악의 4가지 요성은 요

성과 겹요성, 그리고 각각 추성법과의 결합된 것이다.

 <악보 20>은 피리 정악보275)의 요성이다. 

274) 악학궤범, 졸장만록, 명완벽 가야금보,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장사훈 가야금보, 
국악사양성소 교재본, 김기수 한국음악 오선보,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275) 피리 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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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피리정악보 요성 

 이것은 김인제의 요성과 대금의 요성 주법과 음기능과 시김새로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리의 겹요성, 겹요성+추성 주법에 덧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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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길이 부호 '.' 나 '|' 와 결합되어 시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부호와 

줄을 한음 위 눌렀다 본음으로 내려오는 요성법의 근본적 기능은 동일하

나 장식적으로나 악상적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피리정악보 요성 시가

 위에서 나타난 시가 표시 부호는 <그림 14> 피리정악보 요성 시가에서 

나타나는 덧길이 반길이는 김인제 가야금보에서 나타난 요성의 시가와는 

다르다. 김인제 가야금보의 요성법에서는 덧길이 반길이가 없다. 

 피리정악 덧길이 반길이의 의미는 다음의 <그림 15>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5> 피리정악보 덧길이 반길이

 

 

덧길이 반길이표는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닌다. 위 표에서 언급된 대로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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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반길이표는 음의 좌측에 표기하며 항상 두 개의 기호가 함께 표기

다고, 덧길이는 표기된 음을 시가보다 길게, 반길이는 표기된 음을 시가

보다 짧게 연주하라는 표시이며, 시가는 반길이에서 짧아진 만큼 덧길이

에서 늘이라는 표시이다.276)

다음은 대금 정악277)의 요성이다.

<그림 16> 대금정악보 요성표 

 <그림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금의 요성표에는 2종류가 있다. 요

성표와 겹요성표인데 이것은 김인제의 요성표와 수법과 동일한 것이다. 

부호도 동일하다. 하지만 김인제의 요성표는 3요성표까지 하나 더 있다. 

 김인제 가야금보에서 나머지 좌수법 부호들 퇴성, 전성, 뜰동의 수법을 

기본적으로 다른 악보들과 동일하지만 '지뜰', '뜨뜰' 이라고 구음으로 설

명한 것은 뜰을 구분하거나 실제 곡 연주 시 악상 표현에 좀 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의 좌수법 부호 설명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艮  는 퇴성부호로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쥐고 

모지와 소지는 줄 위에 놓은 후 장지와 무명지로 케어서 내려 퇴음하는 

부호, き  는 전의약자로 구르는 전성 부호,  メ  는 요성하는 표,  メ , 

요성을 한번 더 반복한다.  メ  2요성에서 한 번 더 반복한다.  扌   는 

276) 피리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
277) 대금 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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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법,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

며 미는 부호, 龴 는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 쥐고 탄후에 줄

르며 미는 부호이며, 지뜰을 하고 난 후에는 퇴음을 내 줘야 한다. ノ는 

좌수가 아랫줄로 갈 때 좌수를 화면서 부드럽게 내려가라는 부호이다. 

 이와 같이 김인제의 좌수법은 다른 악보들보다 요성의 다양화, 이를테

면 농현법, 되었는데 이것은 첫째로 가곡이라는 특정 장르를 다룬 악보

이며, 그중에서도 특정 음악인 '홍원기'라는 가야금 명인의 음악을 채보

한 것에서 발로된 것으로 보인다. 홍원기는 앞서 연구된 바와 같이 이왕

직아악부 5기 출신으로 가야금 전공이자 가곡 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것을 감안할 때 김인제의 악보는 여타의 악보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

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에서 비롯된 음악적 차별성은 실제 

가야금 수법에서도 농현, 요성의 다양화로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성표는 김인제 악보에서 처음 사용된 가야금 악보에 기재된 관

악기 차용수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인제의 우수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뜰 V 식지뜰로 뜨는 부호, 뜨들, 뜰뜰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뜰 ᐳ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六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정지부호 △ 본부호의 효력은 다음이 나오기 전까지 존속한다

㆒㆓㆔ 전조시 안족이동 순서(타령, 군악, 계면환입 등)

<표 15> 김인제 가야금보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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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의 우수법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식지뜰(식지뜰)와 모

지뜰(모지뜰)이다. 김인제는 이왕직아악부보, 김정자 가야금보와 동일하

게 식지뜰와 모지뜰의 구분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인제 가야금보에서는 우수법에서 つ 수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표시가 없는 것은 식지로 탄하되 앉은 자세에서 다음 줄로 건너 닿어야 한다. 이

왕직아악부 시절의 식지로 탄하는 경우에는 부호를 썼으나 악보의 번잡함을 피하

기 위해서는 이 악보는 기보치 않았다. (가곡반주 채보에도 부호로 쓰여있

다.)”278)

 

 つ 수법에 대한 언급 역시 김인제 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김인

제는 つ를 제외시켰다고 했으며 이왕직아악부의 つ 주법과 이를 제외 시

킨 이유를 악보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수법에서도 식지뜰와 모지뜰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모두 김인제가 자신의 은사 '홍원기' 의 '남창가곡' 반주보를 채보해 홍원

기와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정악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인제의 가곡반주보는 가객이자 가야금 명

인이었던 홍원기의 남창가곡 가야금 반주를 채보한 것으로 좌수법(농현)

의 세분화와 다양화, 관악기에서 요성의 차용을 통해 이상적인 성악 가

곡 가야금 반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곡 우수법에서 사용한 

부호들로 말미암아 김인제의 가야금보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과 유사하

게 이왕직아악부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자는 1985년 김정자 채보 남녀창 가곡 가야금 반주보를 출판하기 

이전까지 김인제의 악보를 서울대학교 국악과 가야금 전공 주교재로 사

278) 김인제, 남창가곡 반주보, 1977, J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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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279)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식지뜰 V 식지뜰로 뜨는 부호, 뜨들, 뜰뜰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뜰  ᐳ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좌수법

퇴성법  艮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쥐고 모지와 소지는 줄 
위에 놓은 후 장지와 무명지로 케어서 내려 퇴음하는 부호

전성법  き 전의약자로 구르는표

요성법  扌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며 미는 부호

지뜰  龴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 쥐고 탄후에 줄르며 미는 
부호이며, 지뜰을 하고 난 후에는 퇴음을 내 줘야한다.

요성법  メ 요성하는 표

 ) 음과음을 접속하되 전자의 수법을 변치 않고 탄하는 부호

 六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정지부호  △ 본부호의 효력은 다음이 나오기 전까지 존속한다

 ノ
좌수가 아랫줄로 갈 때 좌수를 화면서 부드럽게 내려가라는 

부호

2요성법  メ 요성하는 표

3요성법  メ 요성하는 표 

㆒㆓㆔ 전조시 안족이동 순서(타령, 군악, 계면환입 등)

<표 16> 김인제 가야금보 수법

 

279) 이지영, 인터뷰, 11월 6일,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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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

 홍원기의 오선 가야금보에 나타난 가야금 수법을 살펴보겠다.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는 영산회상과 천년만세만 수록하고 있다. 이 악보는 

1980년에 만들어진 홍원기 필사본이다.280) 

 오선보와 정간보에서의 수법 표기는 다르게 적용되었던 예를 이미 앞서 

연구된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악보 

20>은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의 부호 설명이다. 

<악보 20>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 수법

280) 홍원기는 오선보 외에도 남여창가곡보, 정악가야금보 정간보 필사본을 만들었다.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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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8>은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 부호 설명이다. <악보>에서 바와 같

이 오선보에서 좌, 우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수법은 운지로, 좌수법은 

농현으로 표현하였다.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에는 우수법 8개, 좌수법 4

개로 총 12개가 설명 되어 있다. 이는 김인제 가야금보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악보> 에서 홍원기 가야금 우수법 특징 중 하나는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 살펴본 대로 운지를 1, 2, 3의 번호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홍원기의 가야금 수법 부호를 영산회상 중 상령산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21>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 수법 - 상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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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는 홍원기의 영산회상 오선보이다. 악보의 ○ 표시가 된 부

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령산의 첫 박에 사용되는 슬기둥은 오

른손 2, 3, 1의 숫자로 표현되었다. 또한, 퇴성과 뜰 주법의 사용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1, 2, 3 에서는 기록 여부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모

지와 장지는 부호를 기재하였으나 식지 부호 2 같은 경우 거의 생략하

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표가 없는 경우는 식지 부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표 17>과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모지 1 기록하였음

식지 2 거의 생략

장지 3 기록하였음

싸랭 ᄏ 장지, 모지 함께 

슬기둥 ᄀ 식지+ ᄏ  (싸랭)

튀김 ᄋ 동그라미 튀김

뜰 V 스치는 튀김 (식지뜰)

뜰 ᐳ  세운체 튀김 (모지뜰)

좌수법

전 き 굴르는 표시

퇴 艮  
장, 무명지에 껴안은 줄을 소지로 눌러 끌어 

당기는 표시

요 扌 미는 표시

뜰동 龴 장, 무명지에 껴안은 줄을 꺾어밀어 내리는표

<표 17>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 수법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홍원기 오선 가야금보에서는 연주 방법과 

부호는 같으나 부호 설명이 조금 다르다. 우수법에는 언급한 대로 김기

수의 오선보처럼 우수 모지, 식지, 장지는 손가락 순서의 번호대로 1, 2, 

3으로 표기한다. 또한 V , ᐳ 의 뜰 부호를 식지뜰과 모지뜰로 명확히 구

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김정자 가야금보와 이왕직아악부보와 동일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슬기둥을 식지 + ᄏ (싸랭)로 표기 하여 설명 하였고, 모

지뜰  ᐳ 지의 경우에는 '세운체' 라는 표현으로 세운체 튀김한다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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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좌수법에는 4가지로 전, 퇴, 요, 추 의 각 기호 'き 굴르는 표시, 퇴 艮

장, 무명지에 껴안은 줄을 소지로 눌러 끌어 당기는 표시, 요 扌 미는 

표시, 뜰동 龴 장, 무명지에 껴안은 줄을 꺾어밀어 내리는표' 로 설명하

고 있다. 

 홍원기의 오선 가야금보는 앞서 연구한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 

2개의 우수법만이 설명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가야금 수법을 

표기하고 부호설명에서도 대부분의 가야금 수법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6) 김기수·최충웅 공저 가야금보

 김기수·최충웅 공저 가야금보는 김기수와 국악사양성소 1기 졸업생 

최충웅이 공편한 것으로 출판 이후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재로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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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수법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에는 좌우수법 총 11개의 수법이 나타난다. 

다음 <표 18>은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수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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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모지뜰 V , ᐳ  모지 등으로 뜨는 부호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좌수법

퇴성법 艮 , ╮ 왼손 모지와 장지, 무명지로 안족 뒷줄을 껴쥐고 
탄현에 이어 현을 끌어올려 소리를 약간 낮게 

흘리는 표

전성법 き 전의약자로 구르는표

추성법 扌 , ╯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며 미는 부호

뜰 龴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 쥐고 탄후에 

줄르며 미는 부호이며, 뜰을 하고 난 후에는 
퇴음을 내 줘야 한다.

六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표 18>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수법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에서는 ᄋ 튀기는 표, 모지와 식지를 둥글게 

하여 식지 손톱으로 현을 튀겨 내는 표  없음 ᄋ 표의 복수형으로 소지, 

무명지, 장지, 식지를 연이어 튀겨 낸다. 모지 손톱 등으로 떠서 내는 표

로서 늘  ᅳ 표 다음에 오는 탄법 모지로 타는 표 장지로 타는 표 식지, 

장지, 모지의 순으로 타되 현의 위치에 따라 율의 관계가 달리 나타난

다. 장지로 한음을 아랫소리를 속히 거쳐 모지로 제음을 내는 표이다. 

 좌수법을 살펴보면 艮 은 퇴성법으로 왼손 모지와 장지, 무명지로 안족 

뒷줄을 껴쥐고 탄현에 이어 현을 끌어올려 소리를 약간 낮게 흘리는 표, 

퇴성이나 추성 때와 같이 현을 잡고 오른손 탄현과 동시에 현을 눌러 발

음한다.  き 왼손 식지와 장지로 안족 뒷줄을 굴으는 표로 설명하고 있

다. 

 이들은 대부분 이전의 악보들과 동일한 부호와 동일한 부호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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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퇴성법과 모지뜰

이다. 우선 모지뜰 부호의 사용은 본래 이왕직아악부에서 사용되었던 식

지뜰이281) 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82) 그러나 표현을 뜰에서 '모

지 손톱 등' 이라는 표현으로 이 부호들이 다르게 식지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식지뜰는 탈락하였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지뜰의 탈락과 모지뜰로 부호 사용은 장사훈 

가야금보와 동일하다. 또 추성 수법에서도 본래 추성 부호 외에도 관악

기 추성부호 ╯차를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 은 이창규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국립국

악원에서 원로 사범으로 3년간 근무할 당시에 만든 것이다. 1985년에 

나온 등사본 이창규 가야금보는 가야금정악의 모든 곡을 수록하고 있으

며 곡목해설과, 부호설명도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가야금 악보 

자료 중 하나이다. 

 이창규 가야금보에 나타난 수법은 모두 23개로 우수법 11개, 좌수법 

12개이다. 

 다음 <표 19> 는 이창규 가야금보 우수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81) 김정자,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198쪽.
282) 김정자, 김정자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 영산회상 수법에 대한 소

고, 씨엔엘 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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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모지뜰  ᐳ , V 모지뜰로 뜨는 부호, 뜨들, 뜰뜰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식지뜰 V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식지법 ち
식지로 탄하는 표. 다른 부호가 없을때에는 

일체로 식지로 탄할지라. 

식지법 六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식지법 變

속도변율표, 단 조에기하여 음이 변할시에는 
안족을 올리고 내리여 얼마든지 음을 어떤 음을 

이동하고 부호가 없을때는 식지로 탄한다. 

<표 19> 이창규 가야금보 우수법

 

 <표 19>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창규의 가야금보에서의 우수법은 

이전 악보들과 부호와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은 모

지뜰과 식지뜰이다. 이창규는 ᐳ , V 부호 두 개 모두 모지뜰라 하여 모

지뜰에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김기수·최충웅 공저 가야금보에서

의 부호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창규는 식지뜰 V 에 대한 부호설명

도 다시 했다. 결론적으로 모지뜰는 부호 두 개 모두 사용을 허용하였으

나 식지뜰 V 을 탈락시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창규는 김기수·

최충웅 공저의 가야금보에서의 모지뜰 부호 사용을 수용했으나 식지뜰 

또한 탈락시키지 않음을 통해 본래 이왕직아악부의 수법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ち 와  變  부호는 이창규 우수법에만 나타나는 부호다. ち부호는 김인

제의 부호 つ 부호와 동일한 의미로 보이나 부호 모양은 다르다. 속도변

율표, 단 조에기하여 음이 변할시에는 안족을 올리고 내리여 얼마든지 

음을 어떤 음을 이동하고 부호가 없을때는 식지로 탄한다. 모지뜰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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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수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

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이창규의 좌수법을 살펴보겠다. 

<악보 23> 이창규의 부호설명 중 좌수법 

 <악보 23>은 이창규의 부호설명 중 좌수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勺 ,  艮~ 등 새로운 부호가 등장했다. 이창규의 

좌수법을 좀 더 자세히 표와 함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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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좌수법

퇴성법 艮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뒤를 껴쥐고 모지와 소지는 

줄 위에 놓은 후 장지와 무명지로 케어서 내려 
퇴음하는 부호

퇴성법 艮  
본음에서 안쪽으로 퇴하여 반율 또는 1율을 약하게 

함을 이름

추성법 扌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며 미는 부호

추성법 扌   본음에서 바깥으로 밀어 반율 또는 1율을 약하게 함을 
이름

전성법 き 
좌수 식지와 장지로 강하게 굴르되 거리는 약4도로 
율명 우측 부호가 있을 때는 뜯음과 동시에 굴르고 

다음으로 부호가 있을 때는 뜯은 후 구르는 표

전성법 き 본음에서 줄을 뜯은 후 약하게 구르는 표

龴 장지와 무명지로 줄을 껴쥐고 탄한후에 눌르며 미는표

꺾는표 ᐳ  음률을 꺾는표

요성 )
2음 또는 3음을 급속히 순주역주하여 두음을 한음의 

거리로 3음을 2음거리로 요함

합성법

퇴이추 艮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 뒤를 껴쥐고 소지는 줄 

위에 두고 소지로 지긋이 흔들되 약 3도 쯤을 졸으는 
표

합성법 推 추성하며 摇하며 농현하는 표

합성법 勺 본율을 길게 퇴성하여 꺾는 표

합성법  | 식지 장지로 지긋이 눌으며 떠는 표

<표 20> 이창규 가야금보 좌수법

 이창규의 좌수법 부호에서 합성법이 4개나 있는 것이 차별적인 부분이

다. 이 합성법은 모두 '농현' (요성)과의 결합이다. 퇴이추는 좌수 장지

와 무명지로 안족 뒤를 껴쥐고 소지는 줄 위에 두고 소지로 지긋이 흔들

되 약 3도 쯤을 졸으는 推 부호는 추성과 농현, 勺는 퇴성과 꺾는 것, | 

부호는 추성(식지 장지로 지긋이 눌으며)과 농현의 합성이다. 이를 이창

규는 다음과 같이 부호설명을 하였다. x는 좌수 장지와 무명지로 안족 

뒤를 껴쥐고 소지는 줄 위에 두고 소지로 지긋이 흔들되 약 3도쯤을 졸

으는 표라고 설명하였다. 이 부호는 이창규는 직접적으로 명명하지는 않

았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퇴이추' 이다. 推는 추성하며 摇하며 농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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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勺는 본율을 길게 퇴성하여 꺾는 표, |는 식지 장지로 지긋이 눌

으며 떠는 표로 설명하였다. 이중 勺 부호는 명완벽 가야금보에서 나타

났으나 명완벽 가야금보에는 부호설명이 없었다. 

 한편 이창규의 좌수법 표에서 보듯이 퇴성법, 추성법, 전성법, 꺾는법에

도 각각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수법 부호 자체는 똑같은 모양이나 

부호설명은 다르게 표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부호설명만으로 수법의 

기능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창규의 이런 좌수법들은 모두 앞서 살펴본 이전

의 악보들에서 보인 수법 부호들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각 수법이 세분화 

되었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해방 이후에는 오선보를 비롯해 다양한 가야금정악보가 편찬

되었다.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는 가야금정악을 오선보로 옮긴 것으

로 수법 부호는 거의 생략되었으며 이것은 홍원기의 오선 악보 영산회

상, 천년만세와도 같은 현상이다. 김정자의 가야금정악보 초판본은 이왕

직아악부의 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특히 식지뜰

이 탈락되지 않은 것은 이왕직아악부의 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김인제의 남창가곡에 실린 수법 또한 이왕직아악부

의 수법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며 가곡이라는 특정 장르만을 

다루고 있는 만큼 좌수법이 특화되어 있다. 

 김기수·최충웅 공편 가야금정악보에서는 김정자 김인제 가야금보에서 

역시 식지뜰이 탈락되었고 모지뜰 부호로 식지뜰 연주가 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은 해방 이후 악보 중 이왕직아악부 

출신 가야금 주자가 쓴 유일한 악보로 그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창규

의 가야금정악보에 나타나는 수법은 총 23개로 해방 이후 악보 중 최다 

수법이 수록되어 있다. 수법 수는 연주의 표현방식의 다양하고 풍부함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왕직아악부 4기 출신 이창규의 수법으로 말미암아 

볼 때 다른 가야금정악보들에서의 많은 수법들이 탈락된 것은 그만큼 음

악적 표현이 단순화되었음을 시사함이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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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

  2000년대에 출판된 가야금정악보 2007년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재판본), 2009년 최충웅 가야금정악, 2010년 윤미용·김영윤 가야금

정악 3권을 다루겠다. 

  1)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재판본, 2007)

  김정자는 1976년 초판한 정악가야금보와 1989년에 출판한 남녀창 가

곡반주보를 집대성하여 전곡을 수록한 정악가야금보를 출판하였다. 김정

자 정악가야금보에 나타난 가야금 수법을 살펴보겠다. 김정자의 가야금

정악에는 우수법 11개, 좌수법 9개 총 20여 개의 수법이 있으며 우수법

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법 수법 부호 부호설명

기존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뜰 ᐳ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복원 식지뜰 V 식지뜰 식지 손톱으로 스치듯이 튕긴다.

차용 지동법 / 산조 수법에서에서 차용, 모지를 45도로 세워 연주

창안
도링당법 Ω

윤미정 손모양에서 본뜸, 식지와 모지를 세워서 
연주하는 쌍현법

다징법 ᄉ 
악학궤범에서 부호 인용, 식지와 모지를 45도로 세워 

짚는 쌍현법

<표 21>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우수법

283) 김형섭은"1950년대부터 현행 가야금정악의 영산회상 선율이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연주나 교육환경의 변화로 선율이 단순화 되었다”고 하였다. 김형섭, ｢20세기 영산
회상 선율 변천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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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의 2007년 재판본에 실린 악보에는 위의 표에서와같이 11개의 

우수법 중 3가지 정도의 수법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김정자가 

창안한 수법인 도링당법과 다징법, 산조의 모지와 식지 혹은 장지를 뒤

집는 수법에서 차용된 지동법이다. 이외 나머지 우수법은 모두 1976년 

초판본과 동일하다.

 

다음은 2007년 재판본에서의 김정자의 좌수법을 개관해 보겠다. 

좌수법 수법 부호 부호설명

복원

퇴이추 艮〻 퇴성한 뒤 밀어올리는 표

요성
(상행추성법)

メ 

2음 또는 3음을 급속히 순주역주하여 
두음을 한음의 거리로 3음을 2음거리로 

요함. 관악기 요성에서 차용, 이왕직아악부 
이후 소실되어 이창규에게서 복원

차용

약전성법
(니레 전성)

ち
전성에서 차용, 본음에서 줄을 뜯은 후 

약하게 구름

추성법 丿 관악기에서 차용한 부호이지만 이미 쓰이고 
있는 부호

퇴성법 )
관악기에서 차용한 퇴성부호로, 

가야금제4현 임종에서 누른 남려에서 
임종으로 흘러내릴때 쓰는 부호이다.

창안 농현후추성법 ~~~╯ 김정자가 부호는 처음 창안해 사용한 
것으로 농현한뒤 밀어올린다. 

기존

퇴성법 艮  
퇴의 약자로 왼손 장지와 무명지로 

끌어올려 미분음을 낸다

뜰동 龴 뜰동한다. 

추성법
(하행추성법)

扌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며 미는 부호

전성법 き 

좌수 식지와 장지로 강하게 굴르되 거리는 
약4도로 율명 우측 부호가 있을 때는 

뜯음과 동시에 굴르고 다음으로 부호가 
있을 때는 뜯은 후 구르는 표

체괘 六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표 22>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본 좌수법

 김정자의 좌수법을 표에서와같이 살펴보면 2007년 재판본에는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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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본의 수법에 4개 이상의 수법들이 다양하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

다. 추가된 수법은 역시 복원과 차용한 수법들로 퇴이추, 艮〻, 약전성 

ち, 요성 メ , ~~~╯등이다.

 좌수법의 복원수법의 구분에서 퇴이추는 이창규에게서 복원한 기존에 

있던 수법이며, 요성법인 상행추성법의 경우는 부호와 부호의 음기능 자

체는 관악기와 거의 동일하여 관악기 차용 수법이지만 이창규에게서 복

원한 수법이다. 따라서 요성법 역시 복원수법으로 분류 하였다. 약전성

의 경우에는 관악기 니레 전성284)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악기 차용수법

으로 분류하였다. 농현후추성법 ~~~╯ 은 본래 농현과 추성시 산조나 

관악기에서 사용되나 가야금정악에서는 김정자가 처음 사용하는 것이며 

농현과 추성을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창안수법에 분류하였다. 285) 

  

 이와에도 김정자는 연주법에 대한 설명도 초판본과는 달리 군악에서의 

안족 옮기는 법이나, 가야금 우수법에 대해 현의 굵기와 위치에 따른 적

합한 탄현의 위치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와같이 연주도중 안족을 옮길 때는 미리 안족을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새 음

정이 나오기 직전에 안쪽을 옮겨가며 연주해야 한다. 이 점도 장사훈 선생께서 여

러번 말씀하신 사항이다. 예를 들어 타령 마지막 장단에서 군악의 고선이나 무역 

음정을 미리 맞추어 놓으면 타령의 마지막 장단의 농현은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286)

"가야금의 12줄은 줄의 굵기도 다르고 줄의 길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발하는 오른손 수법은 줄을 뜯는 지점이 똑같을 수 없고 탄법도 달라야 한다. 저

음 일수록 줄의 굵기도 굴고 줄의 길이도 길어서 상대적으로 현침에서 멀리 뜯으

며 두껍게 뜯어야 하고 반대로 상청으로 올라갈수록 줄도 가늘어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침 가까이에서 얇게 뜯어야 한다."287)

284) 김정자, 김정자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 영산회상 수법에 대한 소
고, 씨엔엘 뮤직, 2002. 19쪽.

285) 학생들이 농현한 뒤 밀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김정자가 이 농현을 했다고 사용했
다. 기존에 사용하는 수법이나 부호 정악에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김정자, 가야금
정악보, 민속원, 2007, 14쪽.
286)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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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의 수법은 다음 장인 김정자 수법의 음악적 특징에서 좀 더 자세

히 다루기로 하겠다. 

  2) 최충웅 가야금정악보

 최충웅은 국립국악원 정악 연주단원이자 김영윤의 제자로 국악사 양성

소 1기 출신으로 자신의 국립국악원에서의 연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가야금정악곡 수록해 가야금정악보를 발간했다. 가야금정악 전곡 

외에도 현행 가야금이 포함되지 않는 향당교주로 연주되는 경풍년이 수

록되어 있다. 은하출판사에서 2001년 출판되었다.

<악보 24> 최충웅 가야금보 수법 

 

287) 김정자, 가야금정악보, 수문당, 1976,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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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가야금보에는 13개의 부호가 설명되었다. 우수법 7개, 좌수법 

6개이다. 

 최충웅의 가야금정악 수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 과 같다. 

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모지뜰 V 모지뜰로 뜨는 부호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하는 표

연튀김법 8  연튕김법

모지법 ᅳ 모지로 뜯는다.

슬기둥법 ᄀ 슬기둥한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좌수법

퇴성법 艮, ╮ 줄을 식지 장지로 껴쥐고 우수로 탄현한 후에 좌수 
식지, 장지로 쥔 줄의 소리를 약간 낮추어 주는 표

전성법 き 
우수로 탄현 후 좌수로 동시에 깊이 눌렀다 놓는 표. 
우수로 탄현과 동시에 좌수 식지와 장지로 안족 아래 

현을 아래로 굴려서 전성 한다.

추성법 扌, ╯ 안족 아래 현을 좌수로 껴쥐고 우수로 탄현 후에 
좌수 소지로 현을 지그시 놀러 소리를 높여주는 표

압성 龴 일명 뜰동으로 손모양은 퇴성과 같다. 

요성 メ 피리의 요성과 동일하게 한다. 

체괘 六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표 23> 최충웅 가야금보 수법

 위의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충웅의 악보는 이전의 악보들과 우

수법은 동일하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지뜰' 인데 모지뜰 수법의 

부호 V 는 본래 이왕직아악부보나 김정자 가야금보, 김인제 가야금보 등

에서는 식지뜰로 쓰이던 주법이다. 이로써 최충웅의 악보에서 식지뜰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김기수·최충웅 공편의 악보에서

도 비록 식지뜰은 없었지만 모지뜰에서 '모지 등'이라는 표현으로 모지가 

아닌 다른 손톱으로도 뜰을 연주할 수 있음을 내포하기도 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충웅의 좌수법은 이전의 악보들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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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웅의 악보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요성 メ 이다. 이전 김기

수·최충웅 공저 가야금정악보에서는 요성은 없었으나 2009년 최충웅의 

악보에는 요성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 수법이 관악기 피리의 요성과 동

일하여 차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뜰동을 '압성' 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충웅 뿐이다. 

   3) 윤미용 편저 김영윤 가야금정악

 윤미용 편저 김영윤 가야금정악은 그가 1959년 국악사양성소 재학 시

절 김영윤에게 사사할 당시 교재로 활용하였던 것을 가감없이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다. 1959년 필사본을 그대로 활자화한 것으로, 당시 김영윤

의 선율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야금 정악 전곡을 수

록하고 있다. 

<악보 25> 윤미용·김영윤 가야금정악 부호 설명

 

윤미용의 김영윤 가야금정악에는 총12개의 수법이 수록되어있다. 우수

법 7개 좌수법 4개이다. 

 표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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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부호 부호설명

우수법

뜰표 V 모지의 손톱으로 들어내는 표

튕기는법 ᄋ
식지와 모지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식지의 

손톱으로 튕겨서 탄다. 튕긴 후 손을 가야금에서 
들어서는 안된다.

장지법 ᄂ 장지로 탄다.

연튀김표 8 
모지에서 식지-장지-무명지, 소지를 둥글에 걸친 후 
소기, 무명지는 빠르게 연달아 튕기고, 장지, 식지는 

그 다음에 한박 한박 차례로 튕긴다.

모지법 ᅳ 율명에  ᅳ  표가 있으면 모지로 탄다. 

슬기둥법 ᄀ 
모지와 장지는 한 옥타브를 나눠 잡고 식지는 

장지음의 바로 윗음에 놓고, 첫음을 식지로 다음은 
장지와 모지를 빨리 붙여 탄다. 

싸랭법 ᄏ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를 장지와 모지로 

잡고 장지, 모지 순으로 빨리 붙여 탄다. 

좌수법

체괘 六 
제6현 태를 제5현 황의 안족 아래로 옮겨 황과 같은 

음을 만든다. 

퇴성법 艮  
오른손으로 음을 뜯은 후에 왼손 장지와 무명지로 

줄을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 음을 낮추어 낸다.

전성법 き 
오른손으로 음을 뜯은 후에 왼손 식지와 장지로 줄을 

밑으로 굴려서 소리를 낸다.

추성법 扌   
퇴성 때와 같은 자세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뜯은 후 무명지 쪽으로 줄을 눌러 약2도 정도 높은 

음을 낸다. 

뜰동표 龴 
왼손을 퇴성 때와 같은 자세로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을 무명지 쪽으로 빨리 꺾었다 
놓는다.

<표 24>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 수법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는 최충웅 가야금보와 거의 동일하다. 최충웅 

가야금보에는 퇴성과 추성에 기본 수법 부호  艮  에 관악기 차용한 흘

림부호 ) ,  扌 에 미는 부호 丿 가 추가되었고, 요성 부호도 추가되었

다. 

 윤미용의 김영윤 가야금정악보는 서두에 윤미용의 쓰기를 '국악사양성

소 교재본'을 그대로 출판한 것으로 이것은 곧 국악사양성소의 가야금 

교사로 재직했던 '김영윤 가야금정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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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사양성소 교재본이었던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와 이왕직아악부 

교재본과의 차이점이다. 이왕직아악부 교재본 표와 비교해 보면 이왕직

아악부에서의 교재본의 식지법 ᄉ , 식지뜰 V , 모지뜰 ᐳ 부호다. 김영

윤의 악보에서는 식지법 ᄉ 와 식지뜰이 삭제되고 대신 V 부호는 식지

뜰가 아닌 모지뜰로 변화되었다.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에서 윤미용은 김영윤의 말을 인용하며 김영윤 

가야금 정악을 요약하고 있다. 

"이와같이 왼손은 가락을 따라 다니기만 하고 함부로 농현을 하지마라.", "초보자

는 농현을 하지 말라. 십년 정도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농현을 배워야 한다.

"288)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했으며 김영윤의 제자였던 이승렬 원장 역시, '농

현 절제한 정악가야금 연주 전통 남기신 김영윤 선생' 이라는 글을 남기

도 하였다.289) 농현의 절제는 김영윤 가야금정악의 가장 큰 음악적 특

징 중 하나이다. 

 2000년대 가야금정악보에서 살펴본 가야금 수법은 김정자 채보 정악가

야금보에는 우수법 9개, 좌수법 10개의 총 20개의 수법이 있으며 최충

웅은 총 13개의 수법으로 우수법 7개, 좌수법 6개가 있으며 윤미용은 

총 12개의 수법 우수법 6개, 좌수법 6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김정자의 수법은 훨씬 다양화되어 있었으며 재판본에서 김정자의 수법

은 본인이 직접 창안한 도링당법과 다징법 등 새로운 수법 창안은 김정

자 가야금정악에만 나타난 것이다. 최충웅과 윤미용·김영윤의 가야금정

악은 김정자의 수법보다는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288) 윤미용 김영윤, 가야금정악, 은하출판사, 2010, 1쪽.
289) 이승렬,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1991,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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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웅과 김정자는 요성과 같은 관악기의 부호를 차용하여 삽입한 것이 공

통적이었다. 2000년대의 세 악보를 비교 및 대조하는데 있어 윤미용·

김영윤 가야금정악은 1950년대 '국악사양성소 교재본'을 그대로 옮겨 출

판한 것이므로 제외시킨다면 2000년대 악보는 최충웅 가야금보와 김정

자 가야금보 재판본 두 악보를 비교 할 수 있다. 

 김정자와 최충웅은 1970년대 가야금을 출판 했었고, 2000년대에 만든 

악보는 30여년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두 악보에서 좌우수법의 수

법 부호가 관악기에서 차용된 것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것은 가야금정

악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한편 개별적 음악성에 기인해 다양한 음

악적 표현으로 확대되어 간 것으로도 보인다.290)

 이상과 같이 악학궤범(1493)부터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2010) 16종의

자료를 통해 가야금정악 수법 변천을 개관해 보았다. 이로써 김정자 가야금

정악 수법은 <표 25>와 같이 기존 수법 13개, 김정자의 특징적 수법291)들인

복원수법 3개, 차용수법 2개, 창안수법 3개로 총 22개이다.

다음장에서는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특징적 수법들 복원수법, 차용수법, 창

안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악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음악적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290) 2015년 국립국악원에서는 관찬악보 편찬사업을 벌여 '가야금정악' 보가 새로이 발
간되기도 하였다. (김해숙 발행, 가야금정악보, 국립국악원, 서울 2015)

291) 본 연구에서 특징적 수법을 복원수법, 차용수법, 창안수법으로 연구 편의상 칭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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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는 악보와 논문 등의 저술작업 뿐 아니라 연주회 및 음반 녹음 

작업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했다. 김정자는 자신의 가야금정악 독집 음

반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가야금정악 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정악 가야금 연주법에서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음악과 현행 국립국악원의 음악은 

다른 갈래가 아닌 같은 계통의 음악으로서 수법면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시대상황

과 연주자에 따라서 가야금 수법이 다소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어느 연

주법이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의도는 없다. 더욱이 가야금으로 정악을 홀로 연주

할 때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는 단지 그간 잊혀졌던 몇가지 정악가야금 

수법을 이창규 선생을 통하여 되찾을수 있었고, 그간의 나의 관심은 여러 악기가 

서로 어울리는 합주시에 '물과 기름이 따로 놀 듯' 하지 않게 어느 수법의 가락이 

합주에 더 적합한가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나 개인의 바램은 우리 나라 

정악이 가지는 내면의 정신세계를 올바로 파악하여 기운생동하는 연주를 하고 싶

을 뿐이다. 

… 중략 …

이 음반은 그동안의 나의 합주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합주 음악에 

더 적합한 옛 수법을 지키고 나아가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연주법과 6·25 동란 

이후의 현행 연주법 상의 차이를 발견하여 더 조화된 합주 음악을 연주하는데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92)

  김정자가 직접 기술한 위의 글에서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음

악과 현행 국립국악원의 음악은 같은 계통의 음악으로서 수법면에서 대

동소이 하며, 단 6·25 동란 이후의 연주법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악이 가지는 내면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야금정악 독

주에서 뿐 아니라 합주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92) 김정자, 김정자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 영산회상 수법에 대한 소
고, 씨엔엘 뮤직, 2002.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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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특징적인 수법들 복원수법, 차용수

법, 창안수법과 다른 악보들과의 비교를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의 

음악적 특징들을 고찰해 보겠다.

 1.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우수법

 가야금정악의 수법 변천 개관을 통해 김정자 가야금정악 우수법의 특이

점은 식지뜰, 도링당법, 다징법, 지동법, 확인하였다. 김정자는 식지뜰을 

복원하여 사용하였고 2007년 재판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창안 수법 

도링당법, 다징법, 등이나 요성법이나 추성, 모지수법, 전성 등 산조 수

법이나 관악기의 부호에서 차용한 차용수법이 있다. 

김정자의 우수법을 표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분류 부호 수법 비고

우수법

복원 V 식지뜰 보허사에 쓰였으나 해방 및 6, 25 이후 소실

차용 〳 지동법 산조 수법에서 차용, 부호 창안

창안
Ω 도링당법 윤미정학생 손모양에서 본뜸

ᄉ 다징법 악학궤범에서 인용 및 창안

<표 25>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특징적 우수법

  1) 식지뜰

 식지뜰은 그동안 사용되지 않는 부호로 여겨져 왔다. 식지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식지뜰

 김정자는 식지뜰에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식지로 뜯는 수법과 같이 오른손 힘을 풀어 좌단에 얹어놓고 식지 손톱으로 안

에서 밖으로 위로 뜨는 수법이며 이 수법은 식지로 튕기는 음보다 매우 약하고 

현행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수법이며 보허사에서만 간혹 쓰인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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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뜰은 식지로 뜯는 수법과 같이 오른손 힘을 풀어 좌단에 얹어놓고 

식지 손톱으로 안에서 밖으로 위를 향하여 뜨는 수법이다. 식지들은 실

제로 식지로 튕기는 음보다 매우 약하여 현행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수법이다. 

 식지뜰 수법을 사진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7> 과 같다. 

<그림 17> 식지뜰 수법

Ⓒ한테라.

 위의 그림에서와같이 식지뜰은 식지 손톱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줄을 

스치는 수법이다. 손톱을 이용한 수법은 식지뜰 외에 모지 손톱을 이용

하여 뜨는 모지뜰이 있다. 또한, 식지뜰은 튕기는 수법과도 줄에 닿는 

손톱의 위치가 다르다. 

293)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재판본), 민속원, 2007,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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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지뜰의 변천 

 앞장에서 살펴본 가야금정악의 수법 개관을 통해서 식지뜰은 이왕직아

악부에서 현행 가야금정악 수법이 정립된 이후 악보마다 가장 많은 변화 

혹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수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지뜰의 변천을 다음 표에서 살펴보겠다.

구분 악보 부호 설명

조선시대 악학궤범 없음

졸장만록 없음

일제강점기 명완벽 가야금보 부호설명없음

방산한씨금보 없음

아악부보 식지뜰로 외(바깥)으로 타는 표

장사훈 가야금보 없음 

해방이후 김기수 오선보 없음

김정자 가야금보 식지 손톱(식지뜰)로 뜨는법

홍원기보 식지 손톱(식지뜰)로 뜨는법

김인제 가야금보 식지 손톱(식지뜰)로 뜨는법

김기수최충웅 없음 

김정자 
가야금보(초판) 식지 손톱(식지뜰)로 뜨는법

이창규보 식지식지로 바깥으로 뜨는표

2000년대
김정자 가야금보 

(재판) 식지 손톱(식지뜰)로 뜨는법

최충웅 가야금보 없음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 없음

<표 26> 식지뜰 악보별 대조표

 

 기본적으로 식지뜰은 2000년대 현행 가야금정악에서 볼 때 이왕직아악

부 이후 탈락되었다. 김정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김정

자는 식지뜰의 변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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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지 손톱으로 뜨는 수법은 1915년 명아악사장의 필사본인 영산회상보에서

는 현행의 튕기는 수법 자리에 식지뜰로 뜨는 부호 ( V) 만 나오고 튕기는 수법

부호(ᄋ) 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튕기는 수법 부호는 이왕직아악부 가야금보 

(1930년대)에 와서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식지뜰로 뜨는 수법은 튕기는 

수법보다 먼저 쓰였던 수법이지만 현재는 식지로 튕기는 수법이 뜨는 수법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쓰인다."294)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사훈 가야금보, 김기수보, 홍원기보, 김기수·

최충웅 공편, 최충웅 가야금보, 윤미용·김영윤 가야금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식지뜰은 튕기는 주법처럼 식지 손톱으로 위로 뜰하는 것인데, 

매우 약하게 줄을 뜯어야 할 시에 연주되던 주법이다. 

 식지뜰 수법 부호는 해방 이후의 악보에서 모지뜰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식지뜰과 모지뜰은 많이 쓰이는 수법은 아니지만 해방이후 가

장 많은 변화를 겪은 수법이다. 식지뜰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

지뜰과 튕기는 주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표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홍원기(1922), 김정자는 V 표를 식지뜰

(손톱) 바깥으로 뜯는 '뜰'부호로, 모지뜰 바깥으로 뜯는 '뜰'  ᐳ 을 구분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악보들은 모두 V 만을 모지뜰 바깥으

로 뜯는 부호로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식지뜰 바깥으로 뜯는 법은 

소실 되었다. 이에 김정자는 V 식지뜰로 보허사 등에서 복원하여 사용

하였으며 이 V 식지뜰 법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지뜰 바깥으로 뜯는 ᐳ   
부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294) 김정자, 정악가야금 재판본, 민속원, 10쪽.



- 148 -

이름 뜨는법 : 뜰

조선시대 부호   ᐳ  
악학궤범 없음

일제강점기 졸장만록 없음

명완벽 
가야금보

부호설명없음

아악부보   ᐳ  모지뜰로 안쪽으로 뜨는표

장사훈 
가야금보

 V  

해방 이후 김기수보
 V ,   ᐳ   모지 손톱 등으로 떠서 내는 표로 늘  

ᅳ  표 다음에 나오는 표

김정자 
가야금보

  ᐳ  모지의 손톱으로 안으로 뜨는표

홍원기보   ᐳ  모지 손톱으로 뜨는표

김인제 
가야금보

  ᐳ   뜰 :모지로 뜨는 부호

김기수최충웅
모지 손톱등으로 떠서 내는 표로서 늘  ᅳ 표 

다음에 오는 탄법

김정자 
가야금보

  ᐳ   모지의 손톱으로 안으로 뜨는표

이창규보  V ,   ᐳ   모지뜰로 안으로 뜨는표

2000년대
김정자 

가야금보
  ᐳ   모지뜰로 뜨는 법

최충웅 
가야금보

 V  소지, 무명지, 장지, 식지 순으로 연달아 
튀기는 표

윤미용·김영
윤 가야금보

 V 모지 손톱으로 들어내는 표

<표 27> 모지뜰 수법의 변천

 

   (3) 식지뜰 출현 곡목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의 식지뜰V은 보허사, 남창우조 중거와 삼수대엽 

총 4곡에서만 사용되며 전체 곡목에 걸쳐 6군데 이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여민락, 도드리, 취타, 영산회상, 평조회상, 천년만세, 남창가곡 

계면조, 여창가곡 평조, 계면조에서는 식지뜰은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식지뜰이 사용된 표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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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목 V: 식지뜰

보허사

제2장제4각1제9박, 제2장 제8각1제9박, 
제3장제6각1제9박, 제7, 제8박,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1제9박,  제8각제9박, 1제4각제19박, 제8각19, 
제5장 제1각제2박

남창우조 중거 제3장제2각1제6박

남창우조 삼수 제5장제4각제3박

<표 28> 김정자 식지뜰 출현 곡목과 위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지뜰 수법이 사용되는 부분은 가야금정악곡 

전체 통틀어 6군데뿐이며 특히 보허사에서 많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 식지뜰의 수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는 복원수법인 식지뜰에 대해서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재판본)과 

식지뜰과 모지뜰이 포함된 악보들인 명완벽 가야금보, 이왕직아악부보, 

장사훈 가야금보, 이창규보, 그리고 식지뜰이 탈락된 김기수·최충웅 공

저 가야금정악보, 윤미용의 김영윤보, 최충웅 가야금보와의 비교를 통해 

식지뜰 수법의 사용과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① 김정자의 식지뜰 수법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에서 식지뜰이 사용되는 보허사를 예시 악보와 함

께 살펴보겠다. 

 위의 악보에서와같이 보허사의 제4장에서 3군데 식지뜰이 사용되고 있

다. 모두 두음이 반복될 때 식지뜰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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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김정자식지뜰- 보허사제4장제3각제9박, 8 각제9박

   ② 김인제의 식지뜰

 김인제의 남창가곡 반주보에서 식지뜰의 사용여부를 살펴보겠다. 김인

제의 악보는 남창가곡만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왕직아악부의 식지뜰 수

록 곡목인 남창가곡 중거 제3장 제2각 1제6박과 삼수대엽 제5장 제4각 

제3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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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김인제 식지뜰 - 남창가곡 중거

 <악보 27> 는 김인제의 남창가곡 중거 제3장 제2각 1제6박이다. 식지

뜰 대신 튕기는 주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남창 삼수대엽에서의 식지뜰 사용여부를 살펴보겠다. 

<악보 28> 김인제 식지뜰 - 남창가곡 삼수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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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의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엽 제5장 제4각 제3박 역시 식지뜰 대

신 튕기는 주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인제는 부호설명에서는 식지뜰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곡목에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여기서 김정자의 남창가곡에서 식지뜰 사용여부를 별도로 살펴보겠다.

<악보 29> 김정자 식지뜰 - 남창가곡 중거

 위의 <악보 14> 남창가곡 중 중거 제3장 제2각 1제6박에서 보듯이 김

정자는 가곡에서도 식지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김기수·최충웅 공저 가야금보

 우선 김기수·최충웅 공편의 가야금보(1979)에서는 기존 식지 손톱 바

깥쪽으로 뜯는 V식지뜰 부호를 모지뜰과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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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김기수·최충웅 식지뜰 - 보허사

 <악보 30>에서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식지뜰 수법 예시에서 보듯이 

보허사의 3군데인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1제9박, 제8각제9박 (왼

쪽부터) 식지뜰이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김기수·

최충웅 공저 가야금보에서는 부호설명에는 식지뜰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

지 않았지만 튕기는 주법이 아닌 반복되는 음에 튕기는 주법이 아닌 식

지뜰 주법 V 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식지뜰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악

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지 해당 식지뜰 음은 이전 음의 황, 중, 태를 

모지로 뜯지 않고 식지로 뜯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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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김영윤의 식지뜰

 다음은 윤미용·김영윤 가야금정악보에서 보허사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1제9박,  제8각 제9박의 수법을 살펴보겠다.

<악보 31> 윤미용·김영윤 식지뜰 - 보허사

 <악보 31> 보허사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1제9박, 제8각제9박 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미용의 김영윤 가야금정악보에서는 식지뜰(식지 

손톱) '바깥'으로 뜨는 V 수법이 튕기는 수법 식지뜰 '안쪽'으로 뜨는 수

법, 일명 튕기는 수법 "ᄋ”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윤 가야금정악에서는 식지뜰 수법은 모지뜰로 대체되었다.

   ⑤ 이창규의 식지뜰

 다음은 이창규의 악보에서 식지뜰 여부를 살펴보겠다. 역시 동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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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허사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제19박, 제8각제9박을 확인해 보

겠다.

 

<악보 32> 이창규 식지뜰 - 보허사

 

 <악보 32> 이창규 보허사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제19박, 제8각제

9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창규의 가야금정악전집 악보에서 V 식지뜰 

수법이 김정자, 윤미용, 최충웅 김기수 공편 악보 보허사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1제9박, 제8각 제9박과 같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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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최충웅의 식지뜰

 다음은 최충웅의 악보에서 식지뜰 여부를 살펴보겠다. 역시 동일 부분

인 보허사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제19박, 제8각 제9박을 확인해 

보겠다. 

<악보 33> 최충웅 식지뜰 - 보허사

 <악보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충웅은 식지뜰을 사용하지 않는것으

로 나타났다. 최충웅은 중복 음인 황, 태, 중의 반복음이 튕기는 ᄋ 수법

으로 기보 되었다. 김영윤과 동일하게 변화된 것이다. 

   ⑦ 이왕직아악부보의 식지뜰

 이왕직아악부보의 식지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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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이왕직아악부 식지뜰 - 보허사

 위의 <악보 34> 이왕직아악부 식지뜰 보허사 제3장~제4장에서 네모표

시는 식지뜰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나머지 동그란 부분은 식지뜰이 

사용된 부분이다. 악보에서 보는바와같이 제3장과 제4장에서 모두 식지 

뜰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4장의 황종 반복 시에는 식지뜰이 사용되지 않

았다. 제4장과 제5장도 함께 살펴보겠다. 

 보허사의 제4장 제3각 제9박, 제7각 제19박, 제8각 제9박을 살펴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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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이왕직아악부 보허사 식지뜰 

 <악보 35>에서 보는바와같이 제4장 제3각 제7박의 황은 반복 시 뜰 V 

이 아닌, ᄋ 의 튕기는 주법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세 부분인 제7각 

15, 제17박의 태주 반복 시에 식지뜰이 사용되었고, 이후 제8각 중려 

반복 시에는 다시 뜰이 아닌 튕기는 것으로, 또다시 1제4각의 황종 반

복 시에는 식지뜰 V 주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위의 김정자, 이창규, 김기

수의 악보에서 식지뜰이 사용되고, 윤미용과 최충웅의 악보에서 튕기는 

주법만 사용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아악부보의 식지뜰 주법 제5장제1각 제2박을 다시 

살펴보았다. 보허사 제5장은 제10박 제1장단으로서 장단도 바뀌고 템포

도 바뀌는 장이다. 이 부분은 식지뜰 사용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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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아악부 식지뜰 - 보허사

 <악보 36>에서 보는바와같이 보허사 제4장 마지막 각의 1제9박 황의 

반복 시에, 그리고 제5장제1각 제2박 중려의 반복 시에 식지뜰이 사용

한 것을 확인하였다. 

   ⑧ 장사훈의 식지뜰

 다음은 장사훈의 식지뜰 사용여부를 살펴보겠다. 역시 보허사 제4장과 

제5장을 살펴보겠다.

위에서 보는바와같이 제4장 제3각의 황종 반복 시, 제7각의 태주 반복 

시,  제8각의 중려 반복 시 식지뜰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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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장사훈 식지뜰 - 보허사

 위의 <악보 37>은 장사훈 식지뜰 보허사 제4장이다. 제5장도 함께 살

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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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장사훈 식지뜰 - 보허사 

 역시 제4장 마지막 각과 제5장 제1각 제2박에서도 황종과 중려 반복 

시에 식지뜰  V 을 사용하고 있다. 

 V 식지뜰 주법은 복원수법으로 보허사와 가곡에서 극히 일부분만 쓰이

지만 주로 가곡에서 슬기둥과 같은 부호와 함께 자주 쓰이는 ᐳ 모지뜰 

부호와는 분명히 다르고, 튕기는 주법과도 음악적 느낌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식지뜰은 해방 이후 국립국악원 가야금정악에서 식지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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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고, 식지뜰 부호가 모지뜰 부호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였으나 김

정자는 식지뜰 수법의 고유성을 지키고 식지뜰을 사용하는 악곡의 본래 

특성을 지키고자 이왕직아악부 시절 악보 그대로 식지뜰을 모지뜰과 튕

기는 주법과 명확히 분류하고 복원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야금정악 수법의 기틀을 갖추었던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시

절의 악보인 이왕직아악부보에서 식지 손톱으로 스치듯 튕기는 식지뜰 

수법은 보허사와 남창가곡에서 극히 일부분 쓰였던 수법이다. 식지뜰은 

비록 출현빈도는 극히 적으나 식지뜰 고유의 음악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수법이나 해방 이후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음

악인들이 채보한 김기수·최충웅 공저, 장사훈보, 이창규보에서는 모두 

부호설명에서는 다소 설명 방식이나 포함 여부가 다르지만, 악곡에서는 

실지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립국악

원 개설된 후 국악사양성소에서 가야금정악이 전승되면서 교재본인 윤미

용·김영윤 가야금정악보와 최충웅 악보에서는 식지뜰이 튕기는 수법으

로 대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왕직아악부에서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던 가야금정악의 음악 

연주 및 교육적 환경의 변화에서 음악적 단순화, 획일화 과정295)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296) 6, 25 이후 국악사양성소 시절 식지뜰은 소실

되었고 김정자는 이를 다시 이왕직아악부보 및 이왕직아악부보 교재본을 

통해 복원한 수법인 것으로 보인다.

  2)도링당법297) 

 김정자 우수법의 수법을 음악과 함께 분석해 보겠다. 본 장에서는 '김

정자 정악가야금보 2007년' 재판본을 기준으로 하였고, 한편, 앞서 연구

한 김정자의 창안수법, 복원수법, 차용수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295) 김형섭, 407쪽. 김형섭, ｢20세기 영산회상 가야금 선율의 변천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96) 정재국, ｢1930년대 이후 정악의 변화양상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33집, 한국음
악사학회, 2004. 35쪽.

297) 도링당은 연구자 본인이 김정자의 앨범 '하늘과 땅의 여운' 의 김정자의 수법 설명
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의 편의를 위해 수법 부호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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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1, 2298)를 참조했다. 

수법 부호에 관한 예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정간보를 사용하였고 음

악적 선율과 리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시에는 오선보를 활용하였다.

   (1) 도링당법

 Ω 도링당법은299) 도링당법은 식지와 모지의 쌍현법으로 김정자의 창

안수법이다. 도링당 Ω 부호는 2009년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재판본에서 

정립되었다. 도링당법은 연이어 있는 줄을 식지와 모지를 세워서 집는 

것이다. 식지음을 장식음과 같이 짧게 가볍게 구르면서도 연이어 있는 

줄을 식지와 모지를 세워서 지는데 식지음을 장식음과 같이 짧게 가볍게 

구르면서 찍어내듯이 위로 집는 수법이다. 주로 왼손의 전성과 함께 연

주한다. Ω 의 도링당 명칭은 구음에서 기인한 것인데 본래 식지와 모지

를 세워서 집는것으로 '도링' 이나 이 특이 이 수법이 주로 많이 쓰이는 

가곡에서는 거의 대부분 식지 - 모지 - 식지 의 '도링당' 세음이 연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링당법의 명칭은 연구 편의상 본 

연구자자 지칭한 것으로 구음에서 따온 것이지만 수법 부호 자체를 도링

당으로 의미한 것이며, '도링' 보다 '도링당' 가야금정악곡에 걸쳐 더 많

이 쓰이므로 '도링'과 '도링당' 모두 포함해 '도링당법' 이라 했다. 

 김정자는 도링당법을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도링당법은 강한 음을 낼 때 쓰는 수법이 아니고 약한 음을 곱고 깨끗하게 표현

할 때 쓰이며 주로 가곡에 요긴하게 쓰인다.”300)

 "연이어 있는 줄을 두음 모두 부드러운 소리를 낼 때는 Ω 수법으로 쓰고 모지 

음을 강하게 내야할 때는 Ω ᅳ  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301)

298)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앨범1, '하늘과 땅의 소리' (영산회상), 2002. 
299) "이 수법부호는 윤미정양이 대학교 1학년 때 (1996년) 식지와 모지를 세워서 집

을 때 이 두 손가락 모양을 보고 창안한 것이다.”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12쪽.

300) 김정자의 가야금정악 앨범2, '하늘과 땅의 여운'(가곡) 2003. 24쪽.
301)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12쪽.



- 164 -

<그림 18> 도링당법 

Ⓒ한테라

 

 위의 <그림 18> 과 같이 도링당법은 오른손을 현침에 세우고 식지와 

모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두 줄을 집은체 위로 뜯는다.

 도링당법은 가곡, 영산회상 중 염불 도드리에서 양금의 리듬과 똑같이 

가야금의 염불도드리 제1장제2각제1박의 중임을 빨리 구르며 붙여 집을 

때도 쓰인다. 악보에서 보는바와같이 염불 초장 제2장제1각, 제 제8각제

1박에서 도링당이 쓰였다. 한 정간에 두음으로만 처리되어 있고 구체적

인 시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염불에서 이 부분은 보통 빠르게 

2연음을 장식음처럼 연주한다. 

다음 <악보 39> 는 염불도드리이다. 도링당법이 쓰인 초장과 제2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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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염불도드리에서의 도링당 수법 사용

   

다음은 '도링' 만으로 쓰인 경우를 웃도드리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40> 도링당법 중 도링 - 웃도드리

 

위 <악보 40>의 웃도드리 제3장 1제1각에 나타난 '도링' 만으로 연주 

된 경우다. 이 표시는 악보에서 같이 주로 짧은 시가의 연주에서 모지수

법 사용되며 좌수 전성과 함께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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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도링당법 중 도링 - 웃도드리

 위 <악보 26>에서와 같이 웃도드리 제5장에서 도링이 나타난다. 이 주

법은 오른손 식지와 모지의 쌍현법일 뿐만 아니라 왼손 좌수법인 전성을 

동반하는 좌우수의 합성수법이기도 하다. 언제나 장식음처럼 빨리 처리

된다. 

   (2) 도링당법 곡목별 출현 빈도 

 도링당의 곡목별 출현 빈도를 알아보겠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링당Ω 의 곡목별 출현빈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링당법은 가

곡에서 일정하게 2번씩 출현하는데 이는 앞서 연구한 대로 도링당의 4

가지 유형이 혼용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가곡의 선율형과도 관계가 

깊은데, 앞서 표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가곡 제5장 제4각 제1박과 제4박

이 유사 혹은 동일 선율 진행을302) 갖고 있으며 여기에 쓰이는 도링당

법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302) 임경미, ｢가곡의 이음성(異音性) 연구 -남창 계면조에 기하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2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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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도링당 Ω 출현빈도

(3) 가곡의 도링당

 위의 도링당법 출현 곡목에서 살펴 보았듯이 가곡에서 도링당법은 특히 

많이 쓰인다. 김정자는 가곡에서 도링당법을 그 사용음과 사용 위치에 

따라 도링당, 두다둥, 더둥덩, 루당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303) 이

것은 연주법은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악상 표현, 성음에 따른 분류로도 

볼 수 있다. 도링당법은 강한 음을 낼 때 쓰는 수법이 아니고 약한 음을 

곱고 깨끗하게 표현할 때 쓰인다. 주로 가곡의 시작과 종지에 해당하는 

대여음과 제5장에 나타난다.

 그럼 도링당법부터 살펴보겠다.

   ① 도링당

도링당은 두음을 부드럽고 빨리 붙여 연주할 때 내는 성음이다. 동징을 

도링 태-중으로 박을 축소하여 식지와 모지를 세워 연주하는 경우로 두

303) 김정자, 하늘을 여는 소리, 음반 해설, 2002.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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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부드럽고 빨리 붙여 연주할 때 도링당이 쓰인다.  

<악보 42> 도링당법 - 남창 우조 반엽 

 <악보 42> 도링당법 - 남창 우조 반엽 중 대여음 제4각 1제1박이다. 

이 수법은 우조에서 템포가 1분 40정 간 정도의 속도인 우조 초수대엽, 

두거, 삼수대엽, 우롱, 우락과 조금 빠른 언락, 아주 빠른 반엽의 대여음 

제4각1제1박에 쓰인다.304)

   ② 두다둥

 두다둥은 식지와 모지를 세워 임종을 구르며 빨리 집는 경우에 쓰인다. 

우조 초수대엽 대여음(현행 초수대엽의 뒷 대여음을 말함)과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삼수대엽의 대여음 제4각제9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난다. 

304) 김정자, 하늘을 여는 소리, 음반 해설, 2002.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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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두다둥 - 우조 초수대엽

 

  <악보 43> 두다둥 - 우조 초수대엽 대여음 제4장제9박 이의 경우는 

계면조의 곡 즉 반엽, 계면 초수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언롱, 

평롱, 계락, 태평가의 제5장제4각제1박에도 나타난다. 두다둥은 우조곡

에서는 대여음 제4각제9박에 나오다가 반엽 이후 계면조에서는 제5장제

4각제1박의 일정한 자리에 두다둥이 쓰여 조성에 따라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 305)

 다음은 계면조에서 두다둥이 쓰이는 곳을 확인해 보겠다. 악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05) 김정자, 하늘을 여는 소리, 음반 해설, 2002.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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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두다둥, 계면조에서 태평가 제5장제4각제

1박

   ③ 더둥덩

 더둥덩은 더둥덩을 하고 중후한 성음으로 고요하게 끝맺는 성음을 낸

다. 중려와 임을 식지와 모지를 세워 빨리 굴러 집는 경우로 우조 초수

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우롱의 제5장의 제4각제1박에 나타난

다. 삼수대엽이나 소용, 우락, 언락 등 제5장의 제4각을 임의 옥타브 진

행으로 활달하게 끝맺는 노래를 제외한 느린 노래들은 대부분 제제5장

제3각제7박 거문고의 '청'소리 이후부터 서서히 부드러운 소리로 이어지

고 이후 제5장제4각제1박에서 더둥덩을 하고 중후한 성음으로 고요하게 

끝맺게 되는 것이다. 여창 우조에서는 더둥덩이 위와 같은 위치에 쓰이

며 계면조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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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더둥덩, 우롱 제5장 제4각제1박 

   ④ 루당

 루당은 도링당법 중 임종과 당줄을 빨리 연결하며 연주할 때 내는 성음

으로 부드럽고 고요하게 이어지는 성음을 낸다. 가곡에서 보통 제5장에

서 두다둥을 한 다음 루당을 지속하는데 마치 시공을 초월한 아련하고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는306) 성음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조에는 나

타나지 않고 계면 초수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언롱, 평롱, 계

락, 태평가의 제5장제4각제4박에서 나타난다. 제5장제4각제1박을 두다

둥덩 한 다음에 루당을 연주한다. 

 다음 악보에서 두다둥과 루당을 함께 살펴보겠다. 

306) 김정자, 하늘을 여는 소리, 음반 해설, 200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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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두다둥과 루당, 태평가 제5장

위 <악보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평가 제5장제4각제1박에서 두다

둥을 한 다음 제5장제4각제4박에서 루당을 한다. 루당을 한 뒤 제3박을 

지속한 뒤 장지로 '청'한다.

   (4) 도링당 수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의 도링당은 창안수법으로 다른 악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도링당 수법이 출현하는 곡목에서 도링당법의 4가지 유형과 

가곡 이외의 곡에서 다른 악보307) 들과의 비교를 통해 도링당 수법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307) 본 연구에서 범위로 설정된 가곡이 포함되는 악보는 이왕직아악부보, 김기수 한국
음악 오선보, 김인제 가야금보,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이창규보, 김정자 정악가야
금보 재판본(2007), 최충웅 가야금보, 윤미용의 김영윤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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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링당법의 비교 위치

도링당 남창 우조 반엽 대여음 제4각1제1박

두다둥 남창 우조 초수 대여음 제4장제9박

더둥덩 남창 우조 초수 제5장제4각제1박

루당 태평가 제5장제4각제4박

가곡 이외 염불 도드리 초장 제2장제1각, 제 제8각제1박

<표 29> 도링당법 악보별 비교 곡목 및 위치

   ① 이왕직아악부보

 김정자의 도링당법의 위치인 남창가곡 반엽 대여음 제4각1제1박을 살

펴보겠다.

<악보 47> 이왕직아악부보 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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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음 제4각 1제1박에서 시가 구분은 명

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태, 중황을 식지와 모지를 사용해서 연주한다. 붙

임새는 ♫로 표현될 수 있다. 전성도 함께 연주되지 않는다. 좌수 수법

이 없고 우수 탄현만 하므로 부드럽고 물 흐르는 듯한 성음이 난다. 

<악보 48> 도링당법-아악부 염불 초장

 

염불도드리에서 양금의 리듬과 똑같이 가야금의 염불도드리 제1장제2각

제1박의 중임을 빨리 구르며 붙여 집을 때도 쓰이는 것이다.308) 

   ②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

 다음은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 반엽 대여음 제4각1제1박을 살

펴보겠다. 

 다음 악보에서와같이 김기수의 오선보에서는 도링당 부분은 ♪♩♩ 의 

리듬 형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김기수의 오선보에는 어떤 부

호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모지 수법 부호만이 1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308) 김정자 '하늘과 땅의 여운', 씨엔엘 뮤직, 2007.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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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 수법이 없고 우수 탄현만 하므로 부드럽고 물 흐르는 듯한 성음이 

난다. 

<악보 49> 도링당법- 김기수 한국음악 남창가곡 반엽 제4각1제1박

다음은 가곡 이외의 도링당의 쓰임을 염불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50> 도링당법 - 염불 초장 제2각제1박

 악보에서 보는바와같이 김기수의 염불에서 도링당 부분은 초장 제2각

제1박으로 ♩♪의 리듬형이다. 역시 어떤 부호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모지 수법 부호만이 1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좌수 수법이 없고 우수 탄

현만 하므로 부드럽고 물 흐르는 듯한 성음을 낸다.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는 김정자의 도링당법이 부분이 어떻게 구

사되었는지 붙임새와 좌수 장식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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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김인제 가야금보 남창가곡 가야금반주보

 다음은 김인제 채보 남창가곡 가야금반주보에서 반엽 대여음 제4각1제

1박을 살펴보겠다.

<악보 51> 도링당법 김인제 반엽 대여음 제4각1제1박

 김인제의 악보에서는 반엽 대여음 제4각 제1박 1정간 3연음으로서 시

가 구분을 하였다. 전성과 함께 쓰이나 중려에 퇴성을 하는 것이 특징이

다. 중려음에서 퇴성을 사용한 것은 김인제는 대여음에서 가곡의 생략

법309)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곡의 생략법310)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09) 제6박 장단의 가곡 대여음에서는 마지막 각에서 생략법이 사용된다. 즉 대여음의 
마지막 각의 제10박까지는 악보대로 원래 템포로 연주한다. 그 후 1제1박에서 현악
기는 박을 축소하고 1제2박으로 연결하여 음을 내자마자 곧바로 끊으면 바로 노래가 
시작된다. (김정자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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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에서 김정자의 도링당의 위치인 남창가곡 초수

대엽 반엽의 대여음 제4각1제1박을 살펴보고 음악적으로 해당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다.

<악보 52> 도링당법 -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반엽 

 

 악보에서 보는바와같이 반엽 대여음 제4각 제1박 1정간 3연음으로서 

시가 구분을 하였다. 전성이나 퇴성 등의 장식적 부호는 사용되지 않았

다. 이것은 역시 앞서 살펴본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 나타난 ♪

♩의 붙임새 유형과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좌수 수법이 없고 우

수 탄현만 하므로 부드럽고 물 흐르는 듯한 성음이 난다. 

   ⑤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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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규 가야금정악전집에서 이창규의 도링당 위치 수법을 비교해 보겠

다. 

<악보 53> 도링당법 - 이창규 남창우조 반엽 대여음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창규의 시가 구분은 김기수·최충웅, 김인제의 

♪♩의 붙임새 형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창규는 김인제, 김정자와 마

찬가지로 전성을 하여 음악적으로 좀 더 긴장감을 준다. 

   ⑥ 최충웅 가야금정악

 최충웅의 가야금정악보에서 김정자의 도링당 위치를 살펴보고 비교하여 

최충웅은 어떻게 해당 부분을 음악적으로 구현하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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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도링당법 - 최충웅 남창우조 반엽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충웅의 반엽 대여음 제4각1제1박의 시가 구

분은 의 형태로 이전 1979년에 출판된 김기수·최충웅 ♪♩의 붙임

새와도 다르며 김인제, 김정자와 마찬가지로 전성을 하여 최충웅의 도링

당의 위치에서 음악적 표현은 이전의 김인제나 이창규보다 더 긴장감을 

준다. 

   ⑦ 윤미용의 김영윤 가야금정악

 윤미용의 김영윤 가야금정악보(국악사양성소 교재본)에서 김정자의 도

링당 위치를 비교하여 김영윤은 해당 부분을 음악적으로 구현하는지 알

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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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도링당법 - 최충웅 남창우조 반엽 대여음

 악보에서 보는바와같이 반엽 대여음 제4각1제1박 1정간 3연음으로서 

시가 구분을 하였다. 전성이나 퇴성 등의 장식적 부호는 사용되지 않았

다. 이것은 역시 앞서 살펴본 김기수의 한국음악 오선보에서 나타난 ♪

♩의 붙임새 유형과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3)  다징법 311) 

 김정자의 ' ᄉ '는 식지법 부호로 김정자의 창안 수법이다.312) 이 수법

은 악학궤범에서 유래한 식지법 부호 ᄉ 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ᄉ 

부호는 조선시대 이후 1910년대 이후 사라졌음을 앞서 연구에서 확인하

였다.313) 본 연구자는 연구상 편의를 위하여 이 부호와 수법을 ' ᄉ 다

312) 다징법은 연구자 본인이 김정자의 앨범 '하늘과 땅의 여운' 의 김정자의 수법 설명
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의 편의를 위해 수법 부호로 칭하였다. 

313) 김정자,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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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법'314) 으로 칭해 연구하겠다.

   (1) 다징법

  ᄉ  부호는 대부분 모지와 함께 쓰여  ᄉ  ᅳ  로 주로 연주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는’수법이다. 이 부호는 연이어 있는 줄을 식지

와 모지를 세워서 집는 것이다. 식지음을 장식음과 같이 짧게 가볍게 구

르면서도 연이어 있는 줄을 식지와 모지를 세워서 지는데 식지음을 장식

음과 같이 짧게 가볍게 구르면서 찍어내듯이 위로 집는 수법이다. 가야

금 산조에도 집는 주법이 나오지만,  ᄉ 다징법은 가야금 산조와 같이 

손을 현침315)에 완전히 90도로 내려 타는 것이 아니고, 45도 정도로만 

현침 쪽으로 기울여 집는 수법이다.

 김정자는 다징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16)

"이 수법은 오른손 손목을 들어 소지를 현침에 세우고 식지와 모지를 세워 위로 

뜯으면서 두 음을 급히 붙여 소리낸다. 산조 수법을 써서 식지와 모지로 빨리 붙

여 소리 낼 수도 있지만 이는 성음이 너무 강하다. 반면 식지와 모지를 세워서 위

로 뜯어 소리내면 곱고 연한 성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가곡 반주에서

는 필수 불가결한 수법이다.”317)

   (2) 다징법의 배경

  ᄉ 다징법은 2007년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재판본에서 정립된 것인데 

김정자는 이 다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징법을 복원 배경 및 동기, 

출처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314) 다징은, 제4현 임종의 구음인 당과 제6현 태주의 구음인 징으로 연구자 본인이 김
정자의 앨범 '하늘과 땅의 여운’ 의 김정자의 수법 설명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의 편
의를 위해 수법 부호로 칭하였다. 

315) 가야금의 윗 부분에 좌단(坐團)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침(絃枕)이라고 한다. 
316) 김정자, 정악가야금 수법에 대한 소고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 음반 수록, 씨엔엘 뮤직, 2002
317)  김정자, 정악가야금 수법에 대한 소고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그리

고 명상 음반 수록, 씨엔엘 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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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로 뜯는  ᄉ 부호는 식자의 첫 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악학궤범 가야

금조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미  ᄉ  부호 사용은 1910년대 악보에서부터 이

미 사용되지 않았다. 본 편보자는 이 악보에서 사용된  ᄉ  부호를 식지와 모지로 

빨리 붙여 집는 수법 부호로 사용한다.  ᄉ  ᅳ  모지와 식지로 빨리 붙여 집을 

때는 식지로 약간 들어서 45도 정도 모지와 함께 들어서 집어야 빨리 붙여 집을 

수 있다. 만약 식지를 들지 않고 좌단에 얹어놓고 식지와 모지로 집으면 빨리 붙

여 집을 수가 없어서 식지음의 시가가 늘어지는 폐단이 생기고 모지 수법의 강약

도 맞지 않게 된다.”318) (김정자 p10) 

 다징법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악학궤범을 살펴보았다. 

"탄법은 오른손 엄지, 식지, 장지의 세 손가락을 번갈아 써서 탄다. 안법은 왼손 

식지, 장지, 명지 세 손가락으로는 걸어 잡고, 엄지, 소지, 두 손가락으로 현을 누

르되 쌍현법을 써서 반드시 같은 률의 현을 아울러 탄다.319) 례하면 엄지로 궁현

을 타면 장지로 하5 현을 아울러 타고 엄지로 상2현을 타면 장지로 하3현을 타

는 것과 같다. 먼저 장지를 쓰고 다음 엄지를 쓴다. 현을 타는데 식지, 장지 두 손

가락을 쓰면 현 밖에서 걸고, 엄지를 쓰면 현 안에서 건다. 합자법은 제  8  현에 

엄지를 쓰고 제3현에 장지를 써 갈아 타면팔제3장 로 표시하면 속청 다댕 이라 

하여 제 9현에 엄지를 쓰고 제 4현에 장지를 써서 갈이 타면 94로 표시하여 속

칭 다댕 이라 하며 식지로 다만 제7현만을 타면 7 ᄉ 로 표시하고 장지로 다만 

제5현만을 타면 제5장지로 표시하며 엄지로 다만 제12현만을 타면 엄지12로 표

시하고 제1현에 무명지를 쓰고 제3현에 식지를 써서 일시에 뜯으면 무명지1식지

3으로 표시한다. 다른 손가락으로 다른 현을 탈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 

 위의 악학궤범 가야금 편에서 부분은 앞선 인용된 김정자의 "악학궤범 

가야금조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부분은 '식지로 다만 제7현만을 타

318) 김정자, 
319) 김정자는 다징법에대해 '이 수법은 오른손 손목을 들어 소지를 현침에 세우고 식

지와 모지를 세워 위로 뜯으면서 두 음을 급히 붙여 소리낸다’라고 부호설명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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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ᄉ ’ 로 표시하고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현행 국립국악원 가야금정악에서는 슬기둥, 싸랭을 제외한 

다징법과 같은 식지와 모지의 쌍현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윤미용의 

김영윤 가야금정악보에서 언급되는바, 

김영윤 선생의 모지 수법은 모지 수법시 식지의 위치를 한줄 건너 짚고 

탄다.”32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줄을 건너 짚고 탄다는 의미는 식지

와 모지를 집는 것, 즉 쌍현법으로 연주하지 않고 식지와 모지를 별도로 

분리하여 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다징법의 출현 곡목

  ᄉ 다징법은 주로 2, 3음의 2, 3분박의 붙임새 유형에서 연주하기 편

리하도록 만들어진 주법이며, 영산회상의 상, 중령산을 제외하고 전 곡

에 걸쳐 나타난다.  

<그림 20> 다징법 곡목별 출현 빈도

 ᄉ 다징법은 두 줄을 식지와 모지로 집는 부호로서 보통 3분박의 빠른 

시간의 두 음을 연주할 때 두 음 사이에 한음이 끼어 있을 때 연주하는 

320) 윤미용·김영윤 가야금정악보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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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이다. 대부분 장식음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다.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3분박의 연주에서 사용되며  ᄉ 다징표

의 출현빈도를 곡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ᄉ 다징법 곡목별 출현 양상에서와같이 삼수대엽, 삼현환입, 두거, 염불

환입 순으로 ᄉ:다징표,   스 :  다징 합성법의 사용이 가장 많다. 천

년만세와 상령산, 중령산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밑도드리, 웃도드

리에서 나타난다. 

   (4) 다징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의 다징법이 악곡에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

다. 염불도드리는 앞서 연구된 바 있으므로, 삼현도드리에서 김정자의 

다징법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다. 

  가곡 중 태평가에서 다징법 사용을 살펴보겠다. 

<악보 56> 다징법 - 태평가



- 185 -

 태평가에서 다징법이 등장하는 초장제1각제2박, 제2장1, 제2각제2박, 

제3장2, 제3각제2박, 제4장제1각3, 제6박, 제2각제3박, 제5장2, 제3각

제2박을 살펴보면, 역시 3연음에 전성과 결합되어 황종과 중려, 임종과 

황종을 다징으로 집어 연주한다. 

 위의 <악보 49>에서 보는바와같이 태평가에서 역시 붙임새의 유형은 

2가지로 나뉜다. ♪ , ♫ 유형으로 실질적으로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보에서와같이 2연음, 3연음의 붙임새를 정확하게 시가 구분하지 않고 

한 정간 안에 ♫ 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태평가에서도 마찬가

지로 두 붙임새 유형의 다징법은 모두 전성과 결합한다. 

다징법을 오선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7> 다징법 - 타령

 위의 타령 악보에서 보듯이 다징법이 쓰였다. 도링당법과 마찬가지로 

다징법은 식지와 모지의 쌍현법으로 쓰이며, 주로 왼손 좌수법 전성과 

함께 연주된다. 붙임새 유형은 ♪♩이다.

 다음 악보는 염불에서의 다징법이다. 염불도드리 제4각 제2박의 다징

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붙임새는 ♪, ♫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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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다징법 - 염불도드리 

 다음은 웃도드리에서의 다징법을 살펴보겠다. 

<악보 59> 다징법 - 도드리 

 

 

위 <악보 59>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웃도드리에서의 붙임새 유형은 역시 

♪나 ♫ 로 동일하다. 

  김정자의 다징법을 오선보와 정악보를 통해 붙임새와 음악적 구사 방

식을 확인한 결과 다징법은 주로 전성과 결합하여 3연음이나 2연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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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짧은 시가를 연주할 때 사용된다.  ᄉ 은 식지의 식의 약자인데 식지

와 모지를 함께 연주하는 쌍현법이다. 

 김정자의 다징법은 한줄 건너 있는 두 음을 연이어 연주할 때 식지와 

모지를 세워 집는 연주로 다른 정악에서 식지와 모지를 분리하여 연주할 

때보다 훨씬 연주가 용이하고 부드러우며 자연스럽고 민첩한 성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 지동법 

 김정자의 지동법 / 은 산조에서 차용된 차용 주법이다. 본 연구자는 연

구상 편의를 위하여 이 부호와 수법을 / 지동법321) 으로 칭해 연구하겠

다.

   (1) 지동법

 이 수법은 구음에서 '다둥’, '다징’ '도당’과 같이 주로 모지와 식지, 

모지와 장지 순으로 산조에서 '뒤집는’ 수법에서 차용한 주법이다. 김

정자의 가야금정악에서는 가야금 산조와 같이 손을 완전히 현침에 90도

로 눕히지 않고 45도 정도로 모지를 눕혀 연주한다. 본래 모지 주법인  

ᅳ 에서 45도 기울이는 모양을 적용한 부호로 보인다. 

김정자는 지동법에 대해 산조 수법에 관해 언급하며 수법을 설명하였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주법은 시가가 짧고 장식음을 낸다든가 부드러운 성음을 써야할 때는 모지를 

산조 주법과 같이 위로 뜯어서 부드럽고 고운 성음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

다."322)

 지동법역시 쌍현법의 일종으로 식지와 모지 순으로 연주하는 다징법의 

반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저음부에서 고음부로 두음을 빨리 집을 때 

321) 지동은, 제9현 황종의 구음인 징과 제7현 태주의 구음인 징으로 연구자 본인이 김
정자의 앨범 '하늘과 땅의 여운’ 의 김정자의 수법 설명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의 편
의를 위해 수법 부호로 칭하였다. 

322)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재판본), 2007, 1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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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다징법과는 반대로 고음부에서 저음부로 하강할 때 식지뿐 아

니라 장지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수법이다. 

   (2) 지동법의 음악적 특징

 지동법이 사용되는 대표적 악곡을 통해 지동법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

겠다.

<악보 60> 지동법 - 웃도드리 

 

 위의 <악보 60>은 웃도드리 제6장 1제7각, 1 제8각에 나타난 지동법

이다. 

임종과 중려로 하행하며 3연음부로 연주될 때 지동법이 쓰였다. 다징법

의 반대 개념으로 지동법을 생각할 때 다징법은 한줄 건너 있는 두음을 

연주할 시에만 사용되는 것이지만 지동법은 두음 사이의 줄 수는 상관이 

없다. 임종과 중려는 제9현과 제8현을 순차적으로 모지와 연주한 것이

고, 악보에서 태주와 남려의 지동법은 제11현과 제9현을 두 줄 건너 연

주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조 조음에 나타난 지동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조 조음에

서 지동법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모두 황종에서 남려, 남려에서 임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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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황종으로 순차 하행 진행할 시 사용된다.

<악보 61> 지동법 - 우조 조음

 가곡 중 태평가에서의 지동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태평가의 악보에서 보듯 모두 한 옥타브의 음을 하행할 경우 지동법을 

사용했다. 초장제2각1제2박, 중여음 제2각1제2박, 제4장제2각제7박을 

살펴보면 초장제2각1제2박은 제9현 남려에서 제4현 임종, 중여음 제2

각1제2박에서 역시 동일하게 제9현 남려에서 제4현 임종, 제4장 제2각

제7박에서 제7현에서 중려에서 제3현 중려로 모두 한 옥타브, 옥타브 

음이 없을 경우는 근접 현으로 하행 할 때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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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지동법 - 태평가 

 지동법은 김정자 가야금정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종의 모지 수법이

나 식지법과 장지와 함께 쓰여 두 음이 하행할 시에 연주되는 수법이다. 

지동법은 모지와 식지, 장지로 분리하여 연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집어 

연주하는 쌍현법인데 이는 일반 모지주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

럽고 자연스러운 성음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2.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좌수법

 앞 장 수법 변천 개관을 통해 퇴이추, 전성법, 추성법, 요성법에 김정자 

가야금정악이 갖는 특이점을 확인하였다. 김정자는 이창규를 통해 퇴이

추를 복원 및 계승 및 발전시켜 사용하였고 2007년 재판본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관악기 수법에서 차용한 요성법, 피리선율에서 차용하여 

합주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약전성이 대표적이다.

김정자의 좌수법을 표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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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부호 수법 비고

복원 좌수법
 

艮〻 퇴성법 이창규에게서 복원

차용 좌수법  メ 요성법 관악기 부호, 이창규에게서 복원

차용 좌수법 ち 약전성법 원래 전성표에서 차용

차용 좌수법 ) 퇴성법 관악기에서 차용

차용 좌수법 ( 추성법 관악기에서 차용

<표 30>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좌수법 

  1) 퇴성과 퇴이추

 식지뜰은 그동안 사용되지 않는 부호로 여겨져 왔다. 식지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퇴이추의 정의

부호  艮〻
이름 퇴이추

설명 퇴성한 뒤 추성한다.

수법 합성법

유형 복원수법

비고 김정자가 이창규에게서 복원

<표 31> 복원수법2 퇴이추 

 퇴이추는 본래 거문고 주법으로 '삼죽금보(三竹琴譜)’에 의하면, 퇴성

(退聲)을 한 후 추성(推聲)하는 수법으로 정의되어 있다.323) 이 수법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악보 등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명완

벽 아악사장의 악보에서는 퇴이추라 추측되는 ㄅ(부호설명없음) 수법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후 어떤 악보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1985년 이창규

의 가야금정악전집에서 나타난다. 

323) 장사훈, 國樂大事典, 세광음악출판사, 1984, 7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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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의 좌수법의 가장 큰 특이점 중 하나는 바로 '퇴이추’ 수법이

다. 퇴이추 수법은 김정자가 이창규에서 복원한 수법으로 가야금정악에

서 퇴성한 다음 농현하고 다시 끌어 올려 추성하는 일종의 합성수법이

다. 다른 악보에서는 보이지 않고 퇴성으로만 사용되며 이 외의 퇴이추

와 같은 합성수법은 연주되지 않는다.324) 

 가야금정악에서는 조에 따라 우조에서는 본래 퇴성 위치인 우조에서 

태~황, 남~임, 계면조에서 임~중에서 기본적으로 퇴성한 후, 박이 길거

나 관악기 선율에 따라서 농현을 하다가 마지막에 밀어올려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퇴이추와 퇴성을 동시에 살펴보겠다. 

 퇴이추에 대해서 김정자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곡에서나 관악기 같이 지속음이 유지되는 악기에서도 처음에는 퇴성음을 내고 

끝에서 다시 밀어 올리는 퇴이진 농현법은 한국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시김새이며 

이 농현음이 끝까지 선명하게 잘 들리지 않아서 소홀히 취급해 온 것 같다. 영산

회상 상영산 제2장초에서 관악기는 첫 박에서 퇴성하여 둘째 박에서 요성하고 둘

째박 끝에서 밀어 올리는 첫 퇴이진 농현을 하는데 현행 가야금에서는 관악기가 

퇴성하는 첫 박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흔들어 밀어 올리는 제2박에서 퇴성음을 내

는 물과 기름이 따로 놀 듯 하는 서로 맞지 않는 농현을 하였던 것이다. 이 때 이

창규 선생님은 첫 박에서 퇴성을 하고 2째 박에서 퇴성 수법을 유지한 채 퇴성한 

힘을 풀어 요성하다가 끝에서 밀어 올리는 수법으로 관악기의 퇴이진 농현법과 

일치 한다. 한 박 일때 퇴성하여 밀어 올리는 농현은 첫 2/3시가 까지는 퇴성을 

하고 퇴성수법으로 끌에서 밀어 올린다.”325)

 퇴이추(退而推) 수법은 관악의 퇴이진 수법과 같은 것이고, 위 김정자

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퇴성 후 왼손 농현의 악상적인 표현도 포함이 

되는 주법이다. 퇴이추 주법은 퇴성과 손모양을 똑같이 하여 퇴성하여 

농현과 추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퇴이추, 퇴성수법을 사진으로 살펴보

324) 김정자, ｢가야금 주법의 변천과정｣, 국악원 논문집, 국립국악원, 1993.
325)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2007,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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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김정자의 퇴성 수법 

사진 출처: Korean musical instruments : a practical guide,

 Keith Howard., Howard, Keith., Seᄋul : Se-Kwang Music Pub., 1988.

   (2) 퇴이추의 음악적 특징

 퇴이추는 다른 가야금보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이창규에게서 전승되어 

김정자에게만 전해지는 수법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퇴성과 퇴이추에 대

해 김정자는 퇴이추 수법은 가곡에서 노래의 시김새 표현이나 일반 악곡

에서는 선법에 의해 혹은 선법과 관련 없이 시김새 표현을 위해 사용된

다는 것을 나누었다. 본 장에서 이러한 퇴이추 수법의 음악적 특징을 여

타 악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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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곡에서 노래와의 조화 

  가곡 초수대엽에서 제2장 제1각제8-제9박의 노래는 노고지~~~ 로 

진행된다. 이 부분에서 가야금 퇴이추 사용을 살펴보겠다.

 

<악보 63> 김기수 한국음악, 남창 초수 제2장 제1각   8  -제9박

l  김정자의 퇴이추 

 우조 초수대엽 제2장 제1각   8  -제9박에서는 노래의 시김새를 가야

금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제8박에서 퇴성을 하고 제9박에서 손모양은 퇴

성 수법을 유지한 채 힘을 놓으면서 요성을 한 후에 끝을 퇴성 수법으로 

밀어서 노래의 시김새 모양과 같이 연주한다.326) 이것은 바로 퇴이추 

수법인데, 퇴이추는 이런 때에는 선법과 상관없이 퇴성 수법을 쓰면서 

326) 김정자, 김정자 가야금정악 '가곡’, 하늘의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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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시김새와 같은 표현을 한다. 

<악보 64> 퇴이추 -남창 우조 초수대엽

 위의 <악보 64> 제2장 제1각 제8박-제9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래 

선율 '노고지 ---’에서 요성(농현)을 하는데 가야금 악보에서 이 부

분을 살펴보면 김정자는 퇴성을 한 뒤 밀어 농현해 주는 퇴이추 수법을 

쓰고 있다. 

l 이창규의 퇴이추

 위에서 살펴본 동일한 부분인 남창 초수 제2장제1각제8-제9박의 김정

자 퇴이추 부분을 이창규의 악보와 대조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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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이창규의 퇴이추 - 남창 초수대엽

 김정자의 악보에서와같이 동일 부분을 비교하였으나 이창규의 악보에는 

퇴이추 부호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창규의 퇴이추는 가곡에서는 남아

있는 음원이나 음반의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327)

l 김인제 – 홍원기의 퇴이추

다음은 홍원기의 가곡반주를 채보한 김인제의 악보를 살펴보겠다. 

327) 이창규는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김종희 해금 명인과 가진회상을 출반했다. 
(국악 방송 새음원시리즈, 이창규 (가야금), 김종희 (해금), 가진회상, 국악방송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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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김인제의 퇴이추 -남창 초수

 위의 <악보 66> 남창 초수 제2장제1각제8-제9박에서 보는바와같이 

김인제 채보 홍원기 남창가곡 반주보에서는 퇴성과 요성법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는 홍원기 역시 선법과는 관계없이 노래 선율과의 조화를 

위해 퇴성한 후 요성을 한 것이다. 이는 김정자의 퇴이추와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선법상 벗어난 퇴성을 하고 요성이나 추성, 혹은 농현 등

으로 가야금의 여음을 지속하고 노래와의 조화를 위한 동일한 목적과 기

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이추는 이창규를 통해 김정자에게만 복원 및 전승된 수법이므로 다른 

여타 악보에는 부호설명에도 보이지 않고 악곡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홍원기의 악보에서는 퇴이추 수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요성법 등 좌수법이 세분되어 있었고, 홍원기의 가곡만 가야금반



- 198 -

주보로 채보한 것이기 때문에 김인제 채보 홍원기의 악보를 살펴보았다. 

 가곡에서 노래와의 조화를 위해 김정자와 이창규, 김인제 홍원기 악보

를 통해 퇴이추 수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노래 선율에서 

요성으로 노래 음을 지속하는 동안 김정자와 김인제-홍원기는 선법과 

상관없이 퇴성을 한 뒤 요성하다가 밀어주는 좌수법을 사용하였다. 김정

자는 이것을 퇴이추라 하고 김인제-홍원기는 퇴성을 하고 요성부호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다른 여타 악보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퇴이

추 수법은 가곡에서 음악적 표현이 풍부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선법과 관련 없는 퇴이추

 다음은 퇴이추와 퇴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선법상 태~황, 남~임의 선

율 진행에서 발현되는데, 김정자의 퇴이추와 퇴성은 '임-중’에서도 발

현이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민락, 보허사 등에서 나타나는데 '임-

중’과 같은 선법상이 아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퇴성과 퇴이추 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김정자의 퇴이추 

김정자의 퇴이추를 악보와 함께 살펴보겠다. 다음은 여민락 나타난 선법

과 관련 없는 임종과 중려의 퇴이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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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김정자의 퇴이추 - 여민락 

 위의 <악보 67> 여민락 초장, 여음 임종-중려 퇴이추에서 보는바와같

이 여민락 제2장 여음과 제3장에서 두박 임종에서 황종으로 하행 시뿐

만 아니라, 한 박 임종에서 중려 슬기둥으로 하행 시에도 퇴이추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태주에서 황종으로 하행 시 퇴이추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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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김정자의 퇴이추 -여민락 초장

 <악보 68> 김정자의 퇴이추 여민락 초장, 여음 임종-중려 퇴이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는 퇴이추이고 네모는 퇴성이다. 태주에서 황종

으로 하행 시 퇴이추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에서 보듯이 

태주~황종 퇴이추는 주로 태주가 제2박 지속인 경우에 연주된다. 

 남려에서 태주로 내려올 때 사용되는 퇴이추도 살펴보겠다. 김정자의 

가야금보에서 남려에 퇴이추는 제2장 여음과 제3장여음에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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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김정자의 퇴이추 - 여민락

 <악보 69> 김정자의 퇴이추 - 여민락 제2장 여음, 제3장여음 퇴이추

에서 김정자의 가야금보에서 남려에 퇴이추는 제2장 여음과 제3장여음

에서 등장한다. 

 악보에서 여민락에서 사용되는 퇴이추를 살펴보았다. 김정자의 퇴이추

는 여민락 초장과 초장 여음 임종~중려, 여민락 제2장 여음과 제3장에

서 임종~중려, 여민락 초장 여음  제8각, 제9각, 1제1각 태주~황종에서 

퇴성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여민락의 우조 평조 선법에서 퇴성하는 '태

주~황종’, '남려~임종’에서 벗어나 퇴이추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l 이창규의 퇴이추

 다음은 이창규의 퇴이추 부호를 살펴보겠다. 이창규의 악보 '이창규 가

야금정악전집’ 에서는 부호설명에는 퇴이추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악곡

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퇴이추 부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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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김정자의 악보에서 보았던 여민락 1, 2, 제3장과 여음을 모두 살

펴보겠다. 

<악보 70> 이창규의 퇴이추 - 여민락 

 위의 <정간보> 예시에서 보듯이 퇴이추 표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

본적인 퇴성 위치에서도 퇴성 표시가 보이지 않고 남려에서 임종으로 퇴

성할 경우 퇴성 표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장에서 수법 비교표에서 

살펴보듯이 퇴이추 수법은 김정자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이창규의 악보

에서 부호설명으로도 나와있는데, 이것은 악보 표기에 퇴이추를 하지 않

은 것이고, 퇴이추가 시김새 개념의 음악적인 표현으로서 다양하게 쓰이

기 때문에 악보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퇴이추는 지속음을 퇴성하여 가야금 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합주나 노래와의 조화를 위해 농현이나 시김새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악조(선법)에 대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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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퇴이추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2) 추성법 

 추성은 음을 끌어 올리는 수법이다. 추성은 한자인 밀 추 推에서 온 말

로 선법적으로는 우조 평조에서 주로 황종에서 남려로 하행할 때 좌수 

모지와 무명지를 이용해 음을 2도 이상 끌어 올리는 수법 부호이다. 

이 부호는 악학궤범에는 어떤 설명도 없으며, 졸장만록에는 비슷한 부호

가 있다. "줄을 먼저 누르고 난 뒤 요성한다” 라는 설명이 있다.328)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시절 정악가야금의 좌수 농현법의 하나인 추성

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329) 그것은 제1박 추성과 제2박 추

성 두 가지 종류인데, 제1박 추성은 제1박음에서 하는 추성이고 제2박 

추성은 추성하려는 음이 제2박 이상 지속될 경우 하는 것이다. 이왕직아

악부 시절의 두 추성법을 김정자는 상행추성법(요성), 하행추성법으로 

분류하여 연주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상 편의를 위하여 상행추성법은 요성법으로 칭하여 분

리하여 다음 장에서 연구하도록 하며 본 장에서는 하행추성법만을 다루

겠다. 

   (1) 추성법

 본 연구에서 추성법이라 함은 扌 하행 추성법은 황종에서 남려로 하행

할 때 하는 추성이다. 여민락이나 보허사, 도드리, 우조 가곡 반주 등의 

음악에 쓰인다.330) 

김정자는 이 추성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황에서 남으로 하행할 때는 황의 여음 끝을 좌수의 식지와 장지로 눌러 태음을 

내고 나서 임줄을 눌러 남을 내려면 황과 남 두음 사이에 틈이 생겨 연결이 끊어

지게 되므로 이때에 반드시 추성법을 써야한다.”331)

328)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 변천 과정｣, 국악원 논문집, 2009.
329) 김정자,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2007. 14쪽.
330) 김정자, 김정자 가야금정악 '가곡’, 하늘의 소리, 씨엔엘 뮤직, 200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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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의 하행 추성법을 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다. 

설명

부호  扌   
이름 추성법 

설명 하행시 추성

수법 좌수법

비고 왼손 모지로 줄을 껴쥐고 모명지로 밀어준다.

악곡 여민락, 도드리, 가곡 등

<표 32> 하행 추성법

추성은 한자인 밀 추 推에서 따온 수법 부호를  扌  그대 사용하는 것으

로 김정자의 하행 추성법은 기존의 일반 추성이다.

<그림 22> 김정자 추성법

331) 김정자, ｢김정자 채보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200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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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Korean musical instruments : a practical guide,

 Keith Howard., Howard, Keith., Seᄋul : Se-Kwang Music Pub., 1988.

 김정자의 하행 추성법을 사진으로 살펴보면 황에서 남으로 하행할 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황현을 껴쥐고 무명지로 줄을 약간 비틀 듯이 눌러 

밀어준다. 

   (2) 김정자 추성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 추성 수법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정자의 하행 추성법을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71> 웃도드리 제7장1, 제2각, 하행 추성

법 예시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종에서 남려로 하행시 황종에서 하행시 扌   
추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6 -

<악보 72> 웃도드리 제7장1, 제2각, 하행 추성법 오선보 

 웃도드리에서의 하행 추성법을 오선보332)로 살펴보면 웃도드리 제7장

제1각 제5박, 제2각제2박에서 선율이 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려(A♭)와 황종(E♭)에서 다음 음인 임종(B♭)과 남려(C)로 하행시 

김정자의 하행추성법  扌   을 해준다. 

 김정자는 앞서 인용된 바와 같이 제5현에서 제4현으로 하행시 꼭 하행 

추성법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33) 이 하행 추성법은 황과 

남 두음 사이에 틈이 생겨 연결이 끊어지게 되므로 두음 사이를 부드럽

게 연결해주어 음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준다. 

  3) 요성법

 요성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추성법에 대해 간단히 정의된 바 있었다. 

김정자의 요성법은 김정자의 상행 추성법에 해당한다.

   (1) 김정자 요성법

 김정자의 요성법은 주로 한배가 느린 제2박의 황에서 중으로 상행 시

에 황종 음에서 나타나는 상행 추성법이다. 

332) 김기수, 한국음악, 국립국악원, 1998, 45쪽.
333) 김정자 2007 앞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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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호 ㄨ
이름 상행 추성법 (요성법)

설명 제2박동안 음의 상행시 추성

수법 좌수법

유형 차용수법

비고 관악기 부호 차용, 이창규에게서 기능 복원

악곡 상령산과 같이 느린 속도의 음악

<표 33> 상행 추성법

상행 추성법의 부호는 관악기의 요성부호인 ㄨ를 차용하여 사용한다. 현

악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상영산과 같이 느린 속도의 음악에서 쓰이는 

수법이며, 관악가락의 요성에 해당한다. 이창규에게서 기능적으로 복원

한 수법이다.

<그림 23> 김정자 요성법 (상행 추성법)

사진 출처: Korean musical instruments : a practical guide,

 Keith Howard., Howard, Keith., Seoul : Se-Kwang Music Pub.,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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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의 요성법의 연주법은 기존 추성법이다. 모지에 식지와 장지를 

자연스럽게 붙이고 현을 지긋이 눌러준다. 

 

<악보 73> 상행 2박 추성법 - 상령산

 위의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상령산 제2장제2각 황종에서 중려

로 두박 진행 시 황에서 추성(요성)을 한번 한 뒤 다시 다음 2번째 박

에서 추성(요성)을 해준다. 

 이를 오선보로 살펴보면334) 황종에서 중려로 상행할 때 제2박 추성법

을 사용한다. 

<악보 74> 상행 제2박 추성법 (요성), 중광지곡 상령산 

334) 김기수, 한국음악, 국립국악원, 1998,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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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정자 요성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 추성 수법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추성수법이 등장

하는 위치를 파악하여 다른 악보들과의 비교해 보겠다. 김정자와 동일한 

요성부호가 소개된 악보인 최충웅 가야금보와 가곡에서는 음악적으로 일

정 부분 유사성을 갖는 김인제 채보 홍원기 남창가곡 가야금반주보를 비

교하겠다. 하행 추성법에는 위의 악보와 김기수·최충웅, 윤미용의 김영

윤 가야금보를 추가해 비교해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① 김정자의 상행 추성법 

 상령산에 나타난 김정자의 상행 추성법을 살펴보겠다. 

<악보 75> 김정자의 상행추성법 - 중광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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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중광지곡 상령산 초장, 제2장 상행추성법에서 보면 상령

산에서 제2박의 황에서 중으로 상행할 때 황의 여음을 추성하는데 첫 

박의 2/3까지는 농현 없이 곧은 음을 유지하다가 3/3 시가에서 2도 위

인 태까지 밀어 올렸다가 다음 둘째 박에서 눌렀던 태음을 놓으면서 황

을 ⅔ 시가까지 가능게 농현하여 다시 3/3시가에서 태로 밀어올리며 중

으로 상행한다.

평조회상 상령산도 함께 살펴보겠다. 

<악보 76> 김정자의 상행추성법 - 상령산

 위의 <악보 76> 에서 평조회상의 상영산에서 제2박의 임에서 황으로 

상행할 때 임을 상기의 방법으로 추성한다. 

김정자는 상행추성법인 요성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상영산의 느린 두박의 황에서 중으로 상행시에는 특별히 추성법을 쓰지 않고 관

악 가락의 요성표와 같은 부호를 사용하면서 좌수의 식지와 장지로 눌러서 미는 

소리를 내는편이 훨씬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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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관악 가락의 요성과 함께 현악가락의 추성 수법은 느린 음악에서 매우 위엄있고 

점잖으면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수법이다.”335)

 김정자는 상행추성법인 요성법은 관악 가락의 요성과 함께 현악가락의 

추성 수법으로서 느린 음악에서 위엄있고 점잖으면서 역동적인 힘이 느

껴지는 수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실로 요성법이 일반 농현과는 다르

게 요성의 특징인 시가의 한배를 갖고 연주되어 연주 시 무게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악보 77> 중광지곡 상령산 제2장 제2각제1박 관현 황종의 요성법  

 위의 악보는 중광지곡 상령산으로 가야금이 김정자의 상행 추성법을 좌

수로 요성을 할 때 대금, 해금, 피리의 요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악보

로 함께 살펴본 것이다. 관악기의 요성 수법에서는 앞서 가야금정악 주

법 개관 시 살펴본 바 있는데, 중광지곡 상령산에서는 위에서 보는바와

335) 김정자, 김정자 가야금정악 '하늘과 땅 그리고 명상’음반 수록, 200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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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피리, 해금, 대금, 단소 모두 골격 선율인 황종에서 중려로 진행함

에 있어 황-태-황-태-황-태-중의 음진행을 갖는다. 

 요성법은 기본 농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덧길이 반길이의 한배를 갖

는 것이 특징이며336) 여기서 오는 무게감은 농현과는 다른 점이다. 현

악기에서 관악기 요성의 차용은 음을 지속시켜 줌과 동시에 이러한 무게

감과 장중함을 갖도록 해준다.

   ② 이왕직아악부보 상행 추성법 (요성법)

 이왕직아악부보의 중광지곡 상령산에서는 어떤 추성 부호나 요성부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악보 78> 아악부보의 상령산

   ③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 상행 추성법 (요성법)

336) 피리정악보, 국립국악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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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김기수·최충웅 공저 가야금보 상령산 

 <악보 79>에서 보는바와같이 김기수·최충웅 가야금보의 상령산에는 

악보상으로 한번 추성이 출현한다. 황종에서 태주로 상행시 하는 추성으

로 관악기에서 차용한 ノ수법 부호를 썼다. 

   ④ 김인제 남창가곡 가야금 반주보 상행추성법 (요성법)

 김인제 보의 요성법에 대해서는 앞장 수법에서 이미 개관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김인제의 요성법에 대해 생략하겠다.

   ⑤ 이창규의 상행 추성법 (요성법)

 이창규의 상행 추성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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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이창규의 요성법, 상령산  

 <악보 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장제2각1제5박, 제3각1제1박, 제4각

1제1박, 제2각제2각제1박, 제2장제2각제1박, 제3각1제1박, 제4각1제1

박 모두 상행 선율이다. 제2장제3각1제1박을 제외하고 모두 황종에서 

중려, 황종에서 임종으로 상행 진행이다. 제2장제3각1제1박은 임종에서 

황종으로 상행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창규는 요성부호를 사용

하지 않았다. 이창규에게서 요성법은 없었고 추성에는  扌  부호나 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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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추성 부호인 ノ 가 추성 부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김정자가 이창

규의 가야금정악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이창규 악보에서 상행 추성법 여

부를 살펴본 결과 이창규는 요성부호는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추성 부호

를 사용하지만, 기능은 요성인 것을 확인했다. 모두 김정자의 추성 위치

와 동일하다. 

   ⑥ 최충웅 가야금보 상행 추성법 ㄨ (요성법)

 최충웅 가야금보에 상령산의 요성법을 살펴보겠다. 

<악보 81> 최충웅의 상행 추성법, 상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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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에서 보는바와같이 악보 어디에도 추성 혹은 요성 수법은 보

이지 않는다. 

   ⑦ 윤미용의 김영윤보 상행 추성법 (요성법)

 윤미용의 김영윤보의 상행 추성법을 살펴보겠다. 

<악보 82> 윤미용·김영윤보 - 상령산 

 윤미용의 김영윤보 상령산에서도 어느 추성이나 요성부호가 보이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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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김정자의 상행추성법인 요성법을 해당 6개의 악보와 비교

하여 살펴본 결과 김정자, 이창규 보에서만 요성법이 발견되었다. 이창

규와 김정자의 상행추성 위치는 동일하였으나 이창규는 본래의 추성 수

법 부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김정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추성 수법 대신 관악기를 차용한 요성부호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기

능적으로는 기존 추성부호인 이창규의 추성부호와 동일한 것이며, 김정

자는 관악의 요성부호를 차용함으로 연주자의 이해를 돕고 합주와의 조

화를 통해 음악적 표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요성부호를 차용한 것으

로 보인다. 

  4) 약전성법 

 가야금 농현법에서 전성법은 왼손으로 줄을 급속하게 굴렀다가 놓는 주

법으로, 김정자는 아악부 시절에 연주에서는 구르는 방법이 현행보다 다

양하여 장식음을 구르거나 한 박을 3등분한 1/3 시가를 구를 때와 한 

박을 구를 때, 여음을 구를 때 등으로 구분하여 전성을 구사하였다. 이

러한 가야금의 전성은 관악 가락에서 한음이 아닌 여러 음을 빨리 굴려 

내는 성음에 해당한다. 

 한 박의 음에서 여음을 구르는 예는 평조회상의 상령산에서 제4장에 

한번, 취타 제7장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 박의 시가가 처음에 구르지 않

고 여음 뒤 끝인 3/3 시가에서 여음을 강하게 구른다. 

약전성법은 일반 전성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부호도 약전성은 일반 전

성법과 거의 동일하나 김정자는 약전성을 일반전성법에서 차용하여 일반 

전성법의 꼬리 두 개인 것에서 떼어내어 꼬리 하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자가 전성주법에서 다시 차용하여 만든 수법인 약전

성법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겠다. 

   (1) 김정자의 약전성법의 음악적 특징

 김정자는 본인이 직전 차용해 만든 약전성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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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와 장지로 약하게 구르는 수법은 강하게 구를 때와 같은데 단지 구르는 강

도가 약할 뿐이다. 전성에서 약하게 구르는 부호는 가볍게 굴러서 마치 요성을 많

이 하는 것과 같은 농현을 해야지 너무 강하게 구르지 말아야 한다. 이 부호는 본 

편보자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 ”337)

 김정자의 약전성법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악보 83> 김정자의 약전성 - 상령산

 위의 <악보 83>에서 상령산 제3장제1각제6박에서 임종을 전성한 후 

다시 약전성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오선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7) 김정자, 『정악가야금보』, 민속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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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약전성 - 상령산 제3장제1각제6박 

 위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임종에서 전성하고 난 뒤 마지막 1/3 시

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금과 피리, 대금의 시김새와 어울리게 한 번 더 

약전성 해준다. 김정자는 이것을 '니레 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김정자의 니레 전성은 합주와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면 가야금 여음을 지

속시켜주고 관악 합주의 시김새와 어울리게 음악적 표현을 확대해 준다. 

 3. 소결

 앞서 김정자의 좌수법과 우수법을 김정자의 3권의 가야금정악보를 포

함하는 98종의 악보를 통해 표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김정자 가야금수

법의 특이점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8)

 

338) 김정자는 1976년과 `1981, 2007년, 30년에 걸쳐 3개의 가야금정악보를 출간했
다. 1981년도의 남녀창 가곡반주보는 1976년에 실리지 않았던 가곡만 분리해 출간
된 것이다. 1981년 가곡보에서 악보를 제외한 부분은 1976년 초판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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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부호 수법 비고

복원

우수법 V 식지뜰
보허사에 쓰였으나 해방 및 6, 25 이후 

소실

좌수법
 艮〻 퇴이추 이창규에게서 복원

メ 추성법 관악기 부호 차용, 이창규에게서 복원

차용

우수법 〳 모지법 산조 수법에서 차용

좌수법

) 퇴성법
관악기에서 차용한 퇴성부호로, 

가야금제4현 임종에서 누른 남려에서 
임종으로 흘러내릴때 쓰는 부호이다.

丿 추성법 관악기에서 차용한 추성 부호

ち 약전성법 원래 전성표에서 차용

창안
우수법

Ω 도링당법 윤미정학생 손모양에서 본뜸

ᄉ 다징법 악학궤범에서 인용 및 창안

좌수법 ~~~╯ 농현후추성법
김정자가 부호는 처음 사용했으나 기존 

주법

기존

우수법

ᄋ 튕기는법 식지와 모지로 튕긴다

ᄂ 장지법 장지로 탄하는 표

8  연튀김법 연튕김법

ᐳ  모지뜰 모지 손톱으로 뜯는다.

ᅳ 모지법 모지로 뜯는다.

ᄀ 슬기둥법 슬기둥한다

ᄏ  싸랭법
싸랭표가 붙은 음보다 한옥타아브 낮은 

음부터 장지, 모지의 순으로 급속히 붙여 
타는 표

좌수법

き 전성법

좌수 식지와 장지로 강하게 굴르되 거리는 
약4도로 율명 우측 부호가 있을 때는 

뜯음과 동시에 굴르고 다음으로 부호가 
있을 때는 뜯은 후 구르는 표

艮 퇴성법 퇴성한다.

扌   추성법
(하행추성법)

모지로 줄 아래를 받치고 무명지로 줄 위를 
눌르며 모지로 케이며 미는 부호

龴 뜰동법 
장지와 무명지로 줄을 껴쥐고 탄한후에 

눌르며 미는표

六 기타 여섯째음을 황으로 맞춰 내는 표

<표 34> 김정자 가야금정악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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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에서 보는바와같이 김정자 창안수법, 복원수법, 차용수법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창안수법에는 3개, 복원수법 3개, 산조 수법에서 차

용한 수법 1개, 원래 전성에서 파생되어 차용한 약전성법 1개 관악기에

서 차용한 차용수법 2개, 총 12개가 김정자의 음악적 특징을 결정짓는 

수법들이다. 여기서 복원수법과 차용수법은 다른 악보나(연주자) 다른 

악기에서도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김정자가 창안한 

우수법 '도링당법’과 '다징법’은 독자적인 것이다.

 김정자의 수법을 살펴보았다. 1493년 악학궤범에서부터 2007년 악보

에서 나타난 좌수법과 우수법을 살펴본 결과 악학궤범, 졸장만록, 장사

훈 가야금보의 부호들은 명완벽 아악보로부터 나타나는 수법 부호인  ᄉ 

,  艮〻 , ㄅ ,  宀,  女 , 力 , ᄌ , ᅣ 들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추성표

(요성표)’扌 ’ 와같은 부호는 명완직 아악사장보에 쓰이고 1930년 이

왕직아악부보에서 정립이 되는 듯하나 해방 이후 사라지기도 하였다. 

 좌수법 연구결과 1976년 김정자의 정악가야금보를 포함하는 해방 이후 

발간된   8  권의 악보에서는 수법들이 단순화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

어 2007년 김정자의 정악보 재판본에서는 많은 수법이 재등장 하거나 

복원, 창안, 차용되었다. 해방 이후의 가야금보(김기수·최충웅 가야금

보, 김기수 오선보 등)에서 나타나지 않던 부호들인 扌 , メ 등이 200년

대에 들어와 2009년 최충웅, 2010년 윤미용, 2015년 국립국악원보에

서도 등이 나타나며 이것은 해방 이후 김정자와 이창규의 영향을 받았다

고 추측할 수 있다. 퇴이추의 복원은 독특한데 좌수법에서는 퇴이추 수

법  艮〻은 명완직보에서 ㄅ로 추정되나 이후 사용되지 않았고 2007년 

김정자 가야금정악보에서 이창규를 통해 복원된 수법이다. 이 수법이 최

충웅이나, 윤미용의 '부호설명’ 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가곡의 조음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김정자의 좌수법에서는 이창규의 가야금정악전집(1985)에도 그대로 사

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원 주법에 해당하며 이것은 모두 이왕직아악부 

4기 졸업생인 이창규를 통한 이왕직아악부의 수법을 되찾기 위함이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수법을 보자면 2000년대 다른 악보들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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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지 않는 창안주법인 도링당법, 다징법, 지동법은 은 음악 악상적인 

표현과 연주상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독자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4기 동기생인 장사훈과 이창규의 

악보에서는 다양한 가야금 주법이 등장하고, 부호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표기 방식이 보인다. 장사훈과 이창규는 앞 장에서 언급한바 김정자 가

야금정악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끼친 인물들인데 이들 사이의 음악 

표현의 다양화된 성향은 어떤 음악적으로나 교육, 또는 사회 환경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 부분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39)

339) 이창규, 장사훈 부록 악보 참조



- 223 -

Ⅴ. 결 론

 

김정자 가야금정악의 수법 형성배경을 살피고 수법의 음악적 특징을 고

찰해 보았다.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4기 출신인 이창규를 통해 이왕직

아악부의 소실된 연주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김정자의 수법은 

김정자의 가야금정악을 특징짓는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이왕직아악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김정자의 가야금정악을 연구하고 수법에 기하여 음악

적 특징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링당은 김정자의 창안수법이다. 김정자는 도링당법을 그 사용

음과 사용 위치에 따라 도링당, 두다둥, 더둥덩, 루당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것은 연주법은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악상 표현, 성음에 따

른 분류로도 볼 수 있다. 도링당법은 강한 음을 낼 때 쓰는 수법이 아니

고 약한 음을 곱고 깨끗하게 표현할 때 쓰인다. 

 둘째, 김정자의 복원수법 퇴이추 수법은 선법으로 연주되거나, 선법을 

벗어나 장식적으로 연주되거나, 노래나 관현악과의 조화를 위해 시김새

를 대체한 것으로서 연주된다. 기본적으로 퇴이추는 지속음을 퇴성하여 

가야금 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합주나 노래와의 조화를 위해 농현이나 시

김새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자의 요성법은 상행 추성법이다. 김정자는 상행추성법인 요

성법은 관악 가락의 요성과 함께 현악가락의 추성 수법으로서 느린 음악

에서 위엄있고 점잖으면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수법이라고 표현하였

다. 이는 실로 요성법이 일반 농현과는 다르게 요성의 특징인 시가의 한

배를 갖고 연주되어 연주시 무게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지동법은 김정자 가야금정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종의 모지 

수법이나 식지법과 장지와 함께 쓰여 두 음이 하행할 시에 연주되는 수

법이다. 지동법은 모지와 식지, 장지로 분리하여 연주하는 것을 자연스

럽게 집어 연주하는 쌍현법인데 이는 일반 모지주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성음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조 차용한 

것으로 모지 뒤집는 주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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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김정자의 다징법 ᄉ 은 식지의 식의 약자인데 식지와 모지를 

함께 연주하는 쌍현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김정자의 다징법은 한줄 

건너 있는 두 음을 연이어 연주할 때 식지와 모지를 세워 집는 연주로 

다른 정악에서 식지와 모지를 분리하여 연주할 때보다 훨씬 연주가 용이

하고 부드러우며 자연스럽고 민첩한 느낌의 성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도링당법은 김정자의 창안 수법이다. 도링당법은 주로 가곡에 쓰

이며 식지와 모지를 세워 뜯는 우수법으로 강한 음을 낼 때 쓰는 수법이 

아니고 약한 음을 곱고 깨끗하게 표현할 때 쓰인다. 둘째, 김정자의 복

원수법 퇴이추 수법은 선법으로 연주되거나, 선법을 벗어나 장식적으로 

연주되거나, 노래나 관현악과의 조화를 위해 시김새를 대체한 것으로서 

연주된다. 퇴이추는 지속음을 퇴성하여 가야금 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합

주나 노래와의 조화를 위해 농현이나 시김새를 표현한다. 김정자의 상행

추성법은 관악기에서 차용한 차용수법으로 요성법이다. 상행추성법은 합

주시 관악 가락의 요성과 함께 현악 가락의 추성 수법으로서 느린 음악

에서 위엄있고 점잖으면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도록 한다. 넷째, 김정

자의 다징법은 식지와 모지를 짚어 함께 연주하는 쌍현법으로 두 음이 

상행할때 사용된다. 다섯째, 지동법은 다징법과 마찬가지로 식지와 모지 

쌍현법이나 다징법과는 반대로 두음이 하행시 연주된다. 김정자의 쌍현

법 다징법과 지동법은 일반 모지 수법 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성음을 구사하도록 해 준다. 

 

김정자는 이왕직아악부 시절의 잊혀진 가야금정악 수법 복원을 위해 평

생을 헌신했다. 김정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세련된 방식으로 가야금

정악 수법의 자기화 및 다양화했으며 이는 가야금정악의 유려한 음악적 

표현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동양 예술 철학에 기반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더욱 승화해 독주 장르로서 현행 가야금정악의 미적 가치를 재

발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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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ak refers topure, noble, upright and loud music, a concept 

that was created when Western music was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refers toall the music that has been 

performed by the upper class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some of the royal court music in the past, and is used as a 

symmetry of Sokak, folk music. In particular, with the collapse 

of the Korean Empire in 1909 at the end of the old Han 

Dynasty, efforts totransmit and preserve Aak continued and 

diversified, making it a nominal name on the surface. The name 

of jeongak was followed by the Yiwangjik Aakb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Guwanggung Aakbu after liberation,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in 1951.

  Yiwangjik-aakbu is the name given tothe royal family of the 

Korean Empire was downgraded tothe Yiwang family due to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and at the same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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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awon, whowas in charge of court music, was downgraded. 

Founded in 1911 and liberated in 1945, it worked hard topreser 

ve and transmit Aak in the midst of the Japanese imperialist 

aggression and national annihilation. After liberation in 1945, Lee 

Wang-jik Aakbu was transferred tothe present National Gugak 

Center in 1951.

  In the process of musical diversification that appeared in the 

20th century, Kim Jeong-ja is not a traditional musician whowas 

trained in the Lee Wangjik Aak Club, which leads tothe National 

Gugak Center, but a researcher, educator, and performer 

specializing in gayageum jeongak produced under the 

Western-style modern education system. Following the fall of 

the Korean Empire in 1910 and the Japanese imperialist policy 

of annihilation, efforts were made toinherit and restore the 

tradition of gayageum jeongak in Yi Wang-jik Aakbu, which had 

been lost in the harsh modern history of 6.25.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background of Kim Jeong-ja's gayageum jeongak 

technique, studying Kim Jeong-ja's gayageum jeongak technique, 

and finding out the mus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technique are as follows.

First, the doring party is Kim Jung-ja's invention method. Kim 

Jeong-ja classified the doring-dang method intofour types 

according tothe sound used and the location of use: doring-dang, 

duda-dung, deodung-dung, and rudang. Although the 

performance method is the same, it can be seen as a 

classification according tomusical expression and  voice. The 

doring dang method is not used toproduce strong notes, but is 

used toexpress weak notes neatly and clearly. Second, Kim 

Jeong-ja's restoration technique Toe-i-chu technique is 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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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Toeseong method, or it is performed decoratively 

outside of the method, or as a substitute for Sigimsae for 

harmony with song or orchestra. Basically, Tooichu can be seen 

as being used in the same concept as nonghyeon or sigimsae 

toov ercome the break of gayageum notes by degenerating 

continuous notes and toharmonize with ensembles and songs. 

Third, Kim Jung-ja's yoseongbeop is an ascending 

chuseongbeop. Kim Jeong-ja's ascending chord method, 

yoseongbeop, is a chorus method of string melodies along with 

the yoseong of wind instruments. In slow music, dignified, gentle 

and dynamic power is felt. Fifth, Jidongbeop is a type of moji 

technique that appears throughout Kim Jeongja's gayageum 

jeongak, or it is used together with sikjibeop and jangji and is 

played when twonotes are descending. It is characterized by 

using a much softer and more natural voice than using the 

general mojijutsu method. Kim Jeong-ja's dajingbeop  ᄉ  is an 

abbreviation of shikiji, and it can be seen as a kind of twin 

string method in which shikji and moji are played together. 

Sixth, lastly, Kim Jeong-ja's Gayageum Jeongak restored the 

performance of the Gayageum Jeongak of the Yi Wangjik Aakbu, 

and the decorative elements of the Gayageum Jeongak were 

self-made and diversified, and the aesthetic value of the 

Gayageum Jeongak as a sologenre was discov ered.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elucidate the essence of 

gayageum jeongak and the diversity of today's gayageum 

jeongak. Through the study of Jeongja Kim Gayageum Jeongak 

formed in the process of diversification of gayageum 

performance in the 20th century, up tothe present day of the Yi 

Wangjik Aakbu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in the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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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ion, the pulse of gayageum jeongak has been handed down 

totoday, and furthermore Based on the music that ancient 

ancestors hav  cultivated for a long time, it is toinform the 

method of Jeongak of Gayageum by Kim Jeong-ja, whohas 

contributed toinheriting the original creative spirit of Jeongak, 

which has constantly recreated artistic music such as numerous 

derivatves and  variations with sophistication and elegance.

keywords : 

Student Number : Gayageum Jeongak, Gayageum, Jeong-ja Kim, 

Yiwangjik aakbu, Korean royal music, Korean court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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