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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안기옥은 가야금 산조의 틀을 갖춘 김창조와 거문고 산조의 창

시자로 알려진 백낙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1세대 산조의 계승

자로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안기옥의 월북 이후 음악

활동은 남한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승희를 통해 남한에 알려

진 이후 안기옥류 가야금 산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

였다. 안기옥의 가야금 산조 중모리는 1957년에 김진이 채보하여

악보로 남아있는 두 가지 가락과 안기옥이 1970년에서 74년 사이

에 녹음하여 음원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가락을 더하여 총 4가지

가락이 있다.

본 논문은 안기옥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가락을 분석하여 음악적

인 특징을 파악하고 시대별 변천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모리의 악조와 선율구성을 분석하고 동일·유사 선율을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조는 평조가 남한의 여타 산조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전체 선율에서 평조의 비율을 살펴보면 안기옥은 약 87%, 안기

옥는 약 35%, 안기옥은 약 38%, 안기옥는 약 48%였다.
둘째, 선율구성은 기본 선율을 제시한 후 그 선율을 확대, 발전

시키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단락을 구분 지었을 때 초

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한 단락의 장단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

를 보였다.

셋째, 동일·유사선율을 비교해본 결과 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기옥에서 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기옥보다 동일·유사선

율이 많이 나타났다. 각 중모리의 새로운 선율의 비율은 전기 중

모리인 안기옥은 약 58%, 안기옥는 약 67%, 후기 중모리인



- ii -

안기옥은 약96%, 안기옥는 약 84%였다. 전기 중모리인 안기

옥, 안기옥보다 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기옥에서 새로운

선율이 더 많이 나타났다.

넷째, 본청을 비교해본 결과 전기 중모리 안기옥과 안기옥
에서는 g본청만이 나타난 것에 비해 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
기옥에서는 변청이 나타났다. 안기옥은 g본청, d′본청, 안기옥

는 G본청, g본청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1세대 산조명인의 계보를 잇고, 계승을 넘어 자

신만의 가락을 더해 후대에 남긴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선율을

분석하여 악조, 선율 구성, 종지 선율 등의 음악적 특징을 알고자

하였다. 시대별로 달라진 중모리 간의 선율 비교 연구를 통해 중

모리 선율의 시대별 변천을 알아보았다.

주요어 : 가야금, 산조, 안기옥, 중모리, 선율 비교, 변천 연구

학 번 : 2014-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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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야금 산조는 19세기말 김창조(1856-1919)가 심방곡 등으로 연주되

던 음악을 오늘날 전승되는 보편적인 산조의 틀을 갖추어 연주하였다고

전해진다.1) 김창조의 가야금 가락은 현재 음원자료로 남아있지 않지만

안기옥(1894-1974)·한성기(1889-1950)·최옥삼(1905-1956)·김병호

(1910-1968)·강태홍(1894-1957)등에게 전수되었고, 각 연주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락을 첨가하였으나, 그 틀은 그대로 남아 연주되고 있어 그

맥을 잇고 있다.2)

김창조의 제자 중 안기옥은 김창조와 거문고 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백낙준(1876-1930)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1세대 산조의 계승자로 음악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나주의 세습기악 연주가 집안에서 태어난

안기옥은 1911년부터 1915년까지 4년간으로 김창조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3) 안기옥은 김창조에게 전수받은 산조를

본인의 가락과 구분지어 후대에 전하였다. 안기옥이 성금연(1923-1986)

에게 가락을 전수한 시기는 1932년으로 보인다.4)

1) 이보형, “산조의 사회학적의미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19집, 2009, p.191-192)에서

우리 음악 문화에서는 서양음악에서 말하는 그런 작곡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른바 ‘탁곡’이라 하여 기왕에 있었던 음악을 토대로 새로운 음악이 생성되는 보편적인

원리에 비추어 보면 김창조 또한 그 어느 음악을 두고 ‘탁곡’하였다고 보는 것이 올다

고 생각된다고 하였고, 이 음악을 함화진의 『조선음악통론』의 내용으로 보아 ‘심방

곡’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창조 항
3) 최옥화, “안기옥의 가야금 예술 활동과 그 음악사적 위상” (부산: 민족음악학회, 『음

악과 민족』 제57호, 2019), p.83에는 1911년부터 4년간 김창조에게 사사 하였고, 양승

희 책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 (서울 : 은하출판사, 2004), p.17에는 1904년부터

가야금을 10년간 배웠지만 산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11년부터라고 하였고, 한겨례

민족대사전 안기옥 항에는 1911년부터 사사하였다고 되어있어 1911년부터 1915년으로

보았다.
4) 성금연이 안기옥에게 배운 시기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김진경의 논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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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안기옥은 월북을 하였는데, 그 후론 북한에서 음악활동을 하며

평양 음악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1959년에는 인민배우가 되었다.5)

안기옥의 월북이후 음악 활동은 남한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승희를

통해 남한에 알려진 이후 안기옥류 가야금 산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조의 계승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안기옥의 산조

를 중모리 장단에 한하여 악조와 선율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대별로

달라지는 중모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안기옥류 가야금 산조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장단을 다루거나 장단별로

나누어 조구성, 선율이나 리듬을 분석하는 연구, 다른 류파와의 선율 비

교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를 해왔다.

먼저 안기옥류의 전 장단을 아우르는 연구는 양승희6), 김해숙7), 이기

설8)의 연구가 있다. 양승희는 안기옥의 산조와 창작곡, 안기옥이 쓴 글

을 실은 책을 출간하였는데, 김창조와 안기옥 산조의 선율 비교를 연구

하여 동일선율, 유사선율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해숙은 안기옥류

전장단의 음계구조, 단락, 종지형을 분석하여 김창조 계열 산조와 비교하

는 연구를 하였다. 이기설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의 뿌리를 찾기 위해

김창조와 안기옥류에서 유사선율을 찾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러

금연 가야금산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와 김귀자의 책 『성금연 가야금 창작곡

집』에는 1932년으로 나와 있고, 문성렵의 책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2)』,

p.160에서 1928년부터 1930년 중반까지 안기옥이 부산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박동실

과 광주, 광흥 등지에서 연주활동을 하였다는 대목으로 보아 1932년에 성금연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5) 문성렵,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158-160)
6) 양승희,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 (서울: 은하출판사, 2004)
7) 김해숙, “안기옥 가야금 산조의 연구 – 남한 김창조 계열 가야금 산조와의 비교” (용

인: 한국산조학회 창립기념 논문집 『산조와 한국음악』, 2004, p.21-66)
8) 이기설, “성금연 가야금산조의 근원”(서울: 한국음악학회 『한국음악연구』 제30집,

2001, p.2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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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전하는 안기옥의 가락 중 일부와만 비교 연구가 되었다.

안기옥의 진양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홍주희9), 윤은주10), 박경희11),

정은영12)의 논문이 있다. 홍주희는 김진이 채보, 연주한 진양조의 조구

성을 분석하고, 함동정월, 김죽파, 김윤덕,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

와 비교하였다. 윤은주는 안기옥류와 정남희류의 선율을 비교하고, 안기

옥류와 정남희류의 전후 관계를 연구했다. 박경희는 진양조의 조구성과

리듬형을 연구하고 김창조의 진양조와 선율, 리듬형을 비교하여 대부분

이 유사한 선율임을 분석했다. 정은영은 전해지는 모든 가락인 다섯 가

지 진양조의 리듬 유형을 분석하여 안기옥류 진양조의 음악적 특징을 연

구했다.

안기옥의 중모리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전은주13), 강민진14)의 논

문이 있다. 전은주는 김창조와 안기옥류 중모리의 조구성, 단락구성을 연

구하고, 두 중모리간의 동일선율 및 유사선율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1957

년 김진이 채보한 안기옥류 산조의 중모리에 해당하는 한 가지 가락만

다루어져 아쉬움이 있다. 강민진은 안기옥류와 성금연류 중모리의 유사·

동일 선율을 밝혀 안기옥류와 성금연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안

기옥의 네 가지 중모리 중 1957년 김진이 채보한 안기옥류 산조의 중모

리 한 가지 가락만 비교 연구가 되었다.

안기옥의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은 이지연15)의 논문이 있

9) 홍주희. “중국 연변 안기옥 가야금 산조 구조연구 – 진양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0) 윤은주.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와 정남희류 가야금산조의 선율비교 - 진양조를 중심

으로”(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1) 박경희, “안기옥 가야금산조 선율구성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2) 정은영, “안기옥 가야금산조 리듬유형분석 –진양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3) 전은주. “김창조와 안기옥 가야금산조 비교 – 중모리에 기하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4) 강민진. “안기옥 가야금산조와 성금연 가야금산조의 비교 - 중모리를 중심으로” (전

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5) 이지연.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 - 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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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지연은 안기옥류 중중모리의 조구성과 리듬유형을 분석하고, 김죽

파, 김윤덕, 성금연, 최옥삼류와의 유사선율을 연구하였다.

안기옥의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김주희16) 의 논문이 있다.

김주희는 안기옥류와 최옥삼류 자진모리 장단의 리듬형과 리듬 진행을

분석하고, 두 산조의 리듬의 공통점과 특징을 연구하였다.

안기옥의 안땅 중심으로 한 논문은 박지선17)의 논문이 있다. 박지선은

안기옥, 정남희, 최옥삼류 안땅의 악곡 구성, 선율, 리듬을 분석하고 음악

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선행연구는 선율이나 리듬을 분석하는

연구, 다른 류파와의 선율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에 대한 분석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별로 달라지는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현재 전해지는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자료는 음원과 악보가 있다. 먼

저 음원자료는 <표 1>에서 보듯이 1929년 녹음된 일츅조선소리반 진양

됴와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의 녹음으로 추정되는 북한 국립박물관 소

장의 안기옥 산조가 있다. 북한 국립박물관 소장의 안기옥 산조 음원은

양승희가 연변의 김진18)을 통해 남한으로 가져와 자료가 알려지게 되었

다. 대부분의 산조는 진양조 장단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장단으로 나

아가지만 안기옥 산조의 음원 테이프에는 장단이 빠르기 순서대로 녹음

16) 김주희, “안기옥과 최옥삼의 가야금산조 리듬 비교 –자진모리 장단을 중심으로” (서

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6)
17) 박지선, “북한 가야금산조 안땅 연구 : -안기옥, 정남희, 최옥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6)
18) 김진은 1926년 중국 연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서양음악을 접하고 연변 가무단

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1955년 평양 조선 국립 음악대학에서 유학을 하

였고 57년부터는 안기옥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우며 서양 악보로 산조를 채보하였다.

양승희, 위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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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지 않다. 양승희의 책『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19)에서는 음원

테이프에 녹음된 순서대로 가락을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책

에 있는 장단에 붙여진 번호는 그대로 두고, 장단의 빠르기 순서대로 정

리하였다.

음원 제목 연도 연주자 가락 형태 출처

일츅
조선
소리반
진양됴

1929 안기옥 진양조 SP20)
한국
고음반
연구회

안기옥
산조

1970
-74 안기옥

진양조(1), 진양조(2),
중모리(1), 중모리(2),
살풀이,
굿거리(덩덕궁·늦은
자진모리), 중중모리,
안땅(동살풀이),
자진모리(1),
자진모리(2),
휘모리(단모리)

Tape

북한
국립
박물관/
양승희
자료

<표 1>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음원 자료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악보 자료는 김진이 채보한 ‘안기옥 단산조’,

‘안기옥 산조’21), 양승희가 채보한 ‘일축조선소리반 진양됴’, ‘안기옥 산

조’22), 지순자가 채보한 ‘안기옥 산조’23)가 있다. 지순자는 북한 국립박물

관 음원의 두 가지 중모리 중 한 가지만 채보하였는데, 이를 양승희의

책과 비교해보면 중모리(1)에 해당한다.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악보 자료

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9) 양승희,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 (서울 : 은하출판사, 2004), p.34
20) 1993년과 1996년 CD로 복각되었다. 『명인명창선집(7) 가얏고산조의 명인들(1)』,

(서울: 서울음반, 1993), 『우리소리 우리가락 제4집 불멸의 명인명창(4)』, (서울: 국

악춘추사, 1996)
21) 김진이 채보한 악보는 양승희의 위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22) 양승희, 위의 책
23) 지순자, 안기옥제 지순자 가락 『안기옥 산조』 (서울: 도서출판 도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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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연도 악보
제목

채보
음원 가락 채보자

안기옥
가야금
산 조
연구Ⅰ

1929

일츅
조선
소리반
진양됴

일츅
조선
소리반
진양됴

진양조 양승희

안기옥
가야금
산 조
연구Ⅰ

1957 안기옥
단산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김진

안기옥
가야금
산 조
연구Ⅰ

1957 안기옥
산조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엇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김진

안기옥
가야금
산 조
연구Ⅰ

1970-
74

안기옥
산조

북한
국립
박물관

진양조(1), (2),
중모리(1), (2),
살풀이, 굿거리(덩덕궁·
늦은자진모리),
중중모리(1), (2),
안땅(동살풀이),
자진모리(1), (2), 엇모리,
휘모리(단모리)

양승희

안기옥
산 조

1970-
74

안기옥
산조

북한
국립
박물관

진양조, 중모리(1),
살풀이, 굿거리(덩덕궁·
늦은자진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안땅, 휘모리

지순자

<표 2>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악보 자료

위의 악보자료를 살펴보면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가락은 총

네 가지이다. 첫 번째, 1957년 김진이 채보한 안기옥 단산조의 중모리,

두 번째, 1957년 김진이 채보한 안기옥 산조의 중모리, 세 번째, 북한국

립박물관 음원의 중모리(1), 네 번째, 북한국립박물관 음원의 중모리(2)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중모리를 모두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상 구분의 편의와 가독성을 위해 1957년 김진 채

보 안기옥 단산조의 중모리를 안기옥, 1957년 김진 채보 안기옥 산조



- 7 -

의 중모리를 안기옥, 북한국립박물관 자료의 중모리(1)을 안기옥, 북
한국립박물관 자료의 중모리(2)를 안기옥라 칭하겠다. 안기옥과 안

기옥 중 어느 가락이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57년 같은

해에 채보된 산조로 전기 중모리라 하고, 안기옥과 안기옥 역시 어

느 가락이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70년에서 74년 사이의

음원으로 후기 중모리라고 하겠다.

분석할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안기옥, 안기옥는 음원이 존재하지

않고 악보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승희의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에

수록된 김진 채보의 악보를 사용한다. 안기옥과 안기옥는 연구자가

음원을 다시 채보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구분 연도 참고 악보 악보
제목 음원 장단수 연주

시간

안기옥 1957

김진 채보
1957년 안기옥
단산조 중모리
양승희 저
『안기옥 가야금
산조 연구Ⅰ』

안기옥
단산조 31장단

안기옥 1957

김진 채보
1957년 안기옥
산조 중모리
양승희 저
『안기옥 가야금
산조 연구Ⅰ』

안기옥
산조 39장단

안기옥 1970
-74 연구자 채보 악보 안기옥

산조

북한
국립
박물관

26장단 3분11초

안기옥 1970
-74 연구자 채보 악보 안기옥

산조

북한
국립
박물관

49장단 6분09초

<표 3> 참고악보 및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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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각의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악조와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변천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각 각의 중모리의

종지선율을 파악하고, 선율의 흐름에 따라 단락을 나눈다. 중모리의 단락

별 악조를 분석하고, 선율 구성의 특징을 분석한다.

시대별 중모리의 선율 비교 연구를 통하여 선율과 악조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선율 비교를 위한 동일·유사 선율의 판단 기준은 동일

선율의 경우 선율의 90%이상의 골격음이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경우

동일 선율로 분류한다. 유사 선율의 경우 선율의 반 이상의 골격음은 동

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경우는 유사 선율로 분류하고자 한다.

산조의 조(調)24)와 청, 구성음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김영운의 책 『국악개론』에서 밝힌 계면조, 평조, 우조의 이론에

따라 안기옥류 가야금산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계면조, 평조, 우조의 구

성음과 청을 악보로 표기하면 <악보 1>25)과 같다.

미 라 도 레 미 미 레 도 시 라 미

레 미 솔 라 도 레

솔 라 도 레 미 솔

<악보 1> 계면조, 평조, 우조의 구성음과 청

24) 각 구성음의 기능과 성질을 반영한 음조직을 서양음악에서는 선법(旋法, Mode)이라

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전통적인 음악 용어는 조(調)였으나, 현재 조는 주음의 높낮

이를 가리키는 Key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어 조 대신 ‘악조

(樂調’)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김영운,『국악개론』 (서울: 음악세계, 2020,

p.34-35)
25) 김영운, 위의 책, 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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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조현법은 <악보 2>와 같다. 가야금산

조 악보의 실음은 기보된 음보다 완전5도 아래이고, 본 논문의 모든 악

보는 이와 동일하다.

<악보 2>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조현법

가야금의 12현 중 각 조의 주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줄은 제4현, 제6현,

제7현이다.26) 본 논문의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에서 나타나는 악조는 징

(g)줄을 본청으로 하는 g본청 계면조,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g본청

평조, 찡(d′)줄을 본청으로 하는 d′본청 평조이다. 이를 악보로 정리하면

<악보 3>과 같다.

g본청

계면조

g본청

평조

d′본청

평조

<악보 3> 안기옥류 중모리의 계면조, 평조

악보에 사용된 가야금산조의 연주법 부호는 <표 4>와 같다.

26) 김영운, 위의책,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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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연주법

꺾는 음. 민속악 중 계면조 선율에서 현을 뜯으며 왼손으로
현을 반음 정도 눌렀다가 빠르게 놓아 주는 것. 기보된 음
앞에 반음 위의 짧은 앞꾸밈음이 붙는 경우를 간단하게 기
보.27)

굵은 농현. 장2도 정도의 농현을 의미한다.28)

전성.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 손목을 들어서 현을 강하게
눌러준 후 바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그 음을 강조하는 연주
법.29)

제시음에서 여음 하행진행.30)

이음줄 안의 음들을 첫 번째 음의 여음으로 연주하는 표

한 줄 아래 현으로 연주.31)

한 줄 윗 현으로 돌아감.32)

<표 4> 가야금산조의 연주법 부호

27) 이지영,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 기보법』(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 p.172)
28) 이지영, 위의 책, p.153
29) 이지영, 위의 책, p.167
30) 이지영, 위의 책, p.187
31) 이지영, 위의 책, p.175
32) 이지영, 위의 책,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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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기옥의 생애 및 음악 활동

1. 안기옥의 생애

안기옥은 1894년 5월 28일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 대교리에서 기악

연주자 안영길(安永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기옥은 여러 대를 걸쳐

음악을 세습하여 온 집안의 영향을 받아 9세(1902년)에 가야금의 대가

김달진에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였다.33) 일찍이 가야금을 배운 안기

옥은 소년 연주자로 활동하였고, 1919년 3·1운동에 동참하여 구금이 되

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는 월북하여 평양 조선고전악연구소 소장(1946

년), 국립고전예술극장 총장(1951년), 공훈배우(1952년),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1954년), 인민배우(1956년), 평양음악대악 민족기악강좌장(1957년),

민족예술극장(1961년) 등 북한 음악예술계의 여러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73세(1966년)에 최고대의원 인민배우, 국립예술극단 단장, 음악연

구소 소장, 국제음악 심사위원 통일전선 상무의원의 직무에서 해임되었

다. 77세(1970년)부터 양강도 예술단에서 근무하던 아들 성현의 집에서

지내다가 1974년 81세의 나이로 혜산에서 별세하였다.

2. 안기옥의 음악 활동

9세(1902년)에 가야금의 대가 김달진에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였던

안기옥은 11세(1904년)에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8세

(1911년)부터 4년간 김창조에게 산조 가락을 전수받았다.34) 22세(1915년)

에는 백낙준에게 거문고(현금)를 사사했다. 23세(1916년)부터는 남원의

‘화순협률사’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하

여 징역을 살기도 하였다. 31세(1924년)부터 ‘리리 협률단’에 소속되어,

박동실, 백낙준과 공연 활동을 하며 제자 정남희를 만나게 되었다. 32세

33) 양승희, 위의 책, p.22-23

34) 최옥화, 위의 논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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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부터 35세(1928년)에는 서울에서 공연 활동과 전수 활동을 하였

다. 1928년에는 라디오 방송에 첫 등장하여 활발할 활동을 하였다.35)

1929년에는 일축조선소리 음반을 취입하였다. 37세(1930년)에 ‘조선음악

연구소’를 조직하고, 목포에서 협률단을 지도하였다. 43세(1936년)에 함흥

에 권번을 조직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49세(1942년)에 일본에 거주하

는 동포들을 위한 순회공연을 펼쳤다. 이때부터 4년간 최승희 무용단에

서 무용 반주 음악을 담당하며 함께 활동을 하였다.

해방 이후에 안기옥은 53세인 1946년 월북하여 1948년 ‘조선민족음악

단’을 창립하였고, ‘조선 고전악’ 연구소장으로 민족 음악 유산 복구 및

정리를 하였다. 59세(1952년) 공훈배우 최고 대의원에 임명 되었고, 63세

(1956년) 19현 가야금 악기 개량을 하였고, 1957년부터 평양음악대학에

서 민족 음악학부 기악 강좌장으로 가야금을 전수하게 된다. 이때 연변

에서 유학을 온 김진에게 산조를 사사하였다. 65세(1958년)에 제자 정남

희와 함게 가야금교측본을 편찬하였다. 66세(1959년)에 인민배우로 임명

이 되었다. 77세(1970년)에 아들 성현의 지내며 국립 북한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음원 ‘안기옥 산조’를 남겼다.

35) 권은경,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의 세대별 음악활동 및 공연예술사적 의의

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5), 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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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기옥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선율 분석

1. 안기옥  
1957년 김진이 채보하고 양승희의 책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에

수록되어 있는 안기옥은 총 31장단이다. 종지선율과 선율의 흐름에 따

라 <표 5>에서 보듯이 총 7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양승희의 책에는

12/8박자로 기보되어 있으나 다른 악곡들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2/4박자로 바꾸어 분석한다.

악보에 분석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낼 때, 악조에 영향을 주는 음

을 설명할 시에는 원으로 표기한다. 종지선율을 나타낼 때는 사각형으로

표기한다.

단락 장단

제1단락 제1-2장단

제2단락 제3-4장단

제3단락 제5-8장단

제4단락 제9-13장단

제5단락 제14-21장단

제6단락 제22-29장단

제7단락 제30-31장단

<표 5> 안기옥 단락별 장단

1) 제1단락 (제1-2장단)

안기옥 중모리의 제1단락은 제1-2장단이다. <악보 4>에서 보듯이

제2장단의 첫 음인 당(d)을 굵게 농현하고, 제6음인 땅(a)을 꺾는 계면조

의 특징이 나타난다. 제2장단에서 징(g)-당(d)-징(g)-흥(G)-징(g)의 선율

로 한 단락을 마무리하며 징(g)으로 종지한다. 따라서 제1단락은 g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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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이다.

<악보 4> 안기옥 제1단락 (제1-2장단)

2) 제2단락 (제3–4장단)

안기옥의 제2단락은 제3-4장단이다. <악보 5>에서 보듯이 제3장단

의 제4음 땅(a)과 제4장단의 첫 음 둥(A)에 계면조의 특징인 단2도로 꺾

어서 내는 표시가 있다. 그러나 제3장단의 제8·9박의 음이 땅 b♭음이

아니고 b음인 것과, 제4장단의 첫 음 둥(A)을 꺾지 않아 평조의 구성음

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2단락은 g본청 평조로 볼 수 있다.

<악보 5> 안기옥 제2단락 (제3-4장단)

3) 제3단락 (제5–8장단)

안기옥의 제3단락은 제5-8장단이다. <악보 6>에서 보듯이 제5·6·7

장단 끝부분 가락이 징(g)-동(e)-당(d)으로 하행하는 경드름36)의 특성을

3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드름 항에 따르면 음계의 구성은

서양음악의 계명으로 본다면 ‘솔·라·도·레·미’이며 하행 선율형, 즉 ‘미·레·도·라·솔’의

진행이 많다. ‘솔’은 요성(搖聲)하지 않으며 도-라-솔의 하행 종지형을 가진다.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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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제5·6·7장단은 당(d)줄로 끝나다가37) 제8장단에 본청인 징(g)줄

로 종지한다. 위의 제2단락과 마찬가지로 제5·6·7장단의 땅(a)음에 꺾는

기호가 나타나지만 제5·6·7·8장단에 나타나는 땅(a)음에는 꺾는 기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3단락은 g본청 평조이다. 제8장단에서 징(g)-당(d)-

징(g)-흥(G)-징(g)의 선율로 한 단락을 종지한다.

<악보 6> 안기옥 제3단락 (제5–8장단)

4) 제4단락 (제9–13장단)

안기옥의 제4단락은 제9-13장단까지이다. <악보 7>에서 보듯이 제9

장단에 땅(a)줄을 눌러서 b♭음이 나타나지만 스타카토로 짧게 지나가

고, 제10장단에서 지줄 b음이 나타나고 제11·12장단의 땅(a)줄을 꺾지 않

은 것으로 보아 g본청 평조이다.

제11장단에 징(g)-동(e)-당(d) 하행하는 경드름의 특징이 잠시 나타난

다. 제13장단에서 둥(A)음을 두 박으로 길게 끌어 분위기를 이완시키며

서 ‘솔’로 하행할 때 반드시 ‘라’를 경과하며 진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이며, 다른 조의 선율과 구별되는 점이다. 판소리나 산조에서 중모리에서만 나타나

는 점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산조 가야금 음계에 적용하면 g-e-d 가 된다.
37) 산조의 평조는 솔이 주음이므로 솔이 종지음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요성음인 레가

종지음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영운, 위의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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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락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징(g)-당(d)-징(g)-흥(G)-징(g) 선율로

단락을 종지한다.

<악보 7> 안기옥 제4단락 (제9–13장단)

5) 제5단락 (제14–21장단)

안기옥의 제5단락은 제14-21장단까지이다. <악보 8>에서 보듯이 제

18장단에 땅(a)줄을 계속해서 꺾고 땅(a)줄을 눌러 c′-b♭ 진행하는 계

면조의 특징이 보이지만 제16장단에 지(b)줄의 b음이 나타나고, 제

19·20·21장단에 땅(a)줄을 꺾어 내지 않기 때문에 g본청 평조로 보았다.

제19장단에서도 징(g)-동(e)-당(d) 하행하는 경드름의 특징이 보인다.

제21장단에서 징(g)-당(d)-징(g)-흥(G)-징(g)의 선율로 단락을 마무리한

다.

제14장단은 제4단락의 제9장단과 같은 선율로 시작하여 변화하는 선율

로 대구를 이루는 모습이다. 제11장단과 제19장단의 뒷부분도 선율이 같

아 짝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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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안기옥 제5단락 (제14–21장단)

6) 제6단락 (제22–29장단)

안기옥의 제6단락은 제22-29장단까지이다. <악보 9>에서 보듯이 제

25·27·28·29장단에 땅(a)줄을 꺾어 내는 부호가 있으나, 제23·24·25·26·27

장단에 지(b)줄을 눌러 c′음을 내는 평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특히 제26

장단에서는 앞선 c′음을 길게 끌어 평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6단락은 g본청 평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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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단락은 제4·5단락보다 16분음표를 많이 사용하여, 리듬을 더욱 쪼

개고 긴장감을 주며, 가락이 화려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제4단락의 제9장

단, 제5단락의 제14장단과 같은 선율로 시작하여 변화하는 대구를 이루

는 모습이다. 제1·3·4·5단락과 마찬가지로 징(g)-당(d)-징(g)-흥(G)-징

(g) 의 선율로 단락 종지한다.

<악보 9> 안기옥 제6단락 (제22–29장단)

7) 제7단락 (제30–31장단)

안기옥의 제7단락은 제30-31장단이다. <악보 10>에서 보듯이 제30



- 19 -

장단의 청(D)줄에 농현하고, 제31장단의 둥(A)를 꺾어내는 계면조의 특

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7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30장단과 제31장

단에서는 본청의 옥타브 아래음인 흥(G)을 길게 내며 긴장을 이완시켜

안기옥을 마무리하여 끝내는 단락이다.

<악보 10> 안기옥 제7단락 (제30–31장단)

분석한 안기옥의 단락별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단락 장단 악조

제1단락 제1-2장단 g본청 계면조

제2단락 제3-4장단 g본청 평조

제3단락 제5-8장단 g본청 평조

제4단락 제9-13장단 g본청 평조

제5단락 제14-21장단 g본청 평조

제6단락 제22-29장단 g본청 평조

제7단락 제30-31장단 g본청 계면조

<표 6> 안기옥 단락별 악조

<표 6>에서 보았듯이 안기옥의 조구성은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계면조 4장단,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평조 27장단으로 총 31장단이다.

평조가 27장단, 계면조가 4장단으로 다른 남한의 산조의 경우 계면조가

많은 것에 비해 평조에 해당하는 장단이 전체의 약87%로 훨씬 더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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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구성의 특징으로는 제 4·5·6단락이 공통된 선율로 시작하여 다르

게 변화되며 선율이 진행되는데 처음엔 긴 박으로 시작하여 점차 리듬을

잘게 쪼개며 가락이 화려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제시된 선율이 점점 발전하면서 단락의 크기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단락은 2장단으로 시작하여 제6단락은 8장단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단락이 끝마칠 때는 대체로 비슷한 종지형을 보였는데, 제1·3·4·5·6단

락에서 징(g)-당(d)-징(g)-흥(G)-징(g) 의 선율로 단락을 종지하는 특징

이 있었다.

2. 안기옥
1957년 김진이 채보하고 양승희의 책 『안기옥 가야금산조 연구Ⅰ』에

수록되어 있는 안기옥는 총 39장단이다. 악조와 선율 구성에 따라 <표

7>에서 보듯이 총 7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양승희의 책에 12/8박자로 기보되어 있으나 다른 악곡들과 분석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12/4박자로 바꾸어 분석한다.

단락 장단

제1단락 제1-4장단

제2단락 제5-7장단

제3단락 제8-10장단

제4단락 제11-15장단

제5단락 제16-25장단

제6단락 제26-31장단

제7단락 제32-39장단

<표 7> 안기옥 단락별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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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단락 (제1-4장단)

안기옥의 제1단락은 제1-4장단까지이다. <악보 11>에서 보듯이 둥

(A)줄과 땅(a)줄을 모두 꺾고, 청(D)줄과 당(d)줄을 모두 굵게 농현하는

계면조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제1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악보 11> 안기옥 제1단락 (제1-4장단)

2) 제2단락 (제5-7장단)

안기옥의 제2단락은 제5-7장단까지이다. <악보 12>에서 보듯이 땅

(a)줄을 모두 꺾고, 당(d)줄과 찡(d′)줄을 모두 굵게 농현하는 계면조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제2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5장단에서 부터 8분음표로 리듬을 쪼개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난

다. 제6장단에서는 땅(a)줄을 꺾고 c′음까지 누른 뒤 스타카토로 막아서

내는 선율이 반복되어 강한 계면조의 특징이 나타난다. 안기옥에서 많

이 보인 징(g)-당(d)-징(g)-흥(G)-징(g) 의 선율로 단락이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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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안기옥 제2단락 (제5-7장단)

3) 제3단락 (제8-10장단)

안기옥의 제3단락은 제8-10장단까지이다. <악보 13>에서 보듯이 땅

(a)줄을 꺾는 부호가 있지만 제9장단에 b♭음이 아닌 b음이 나타나고,

제10장단에서 지(b)음을 흘려내기 때문에 평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3단락은 g본청 평조이다.

제9장단 끝부분 가락이 징(g)-동(e)-당(d)으로 하행하는 경드름의 특

성을 보이며 안기옥의 제6장단 끝부분 선율인 경드름 부분과 유사한

선율을 보인다. 제2단락과 마찬가지로 징(g)-당(d)-징(g)-흥(G)-징(g) 의

선율로 단락이 종지한다.

<악보 13> 안기옥 제3단락 (제8-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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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단락 (제11-15장단)

안기옥의 제4단락은 제11-15장단까지이다. <악보 14>에서 보듯이

땅(a)줄을 꺾고 당(,d)줄과 찡(d)줄을 굵게 농현하는 부호가 있지만 제

11·12·13장단에 평조의 구성음이 c′음이 나타나고, 그 음을 흘려내는 평

조의 특징이 나타나므로 g본청 평조로 보았다.

제11-13장단은 안기옥의 제9-11장단과 선율이 동일하고, 제14·15장

단은 안기옥의 제20·21장단과 선율이 동일하다. 제13장단의 셋잇단 음

표가 나오는 부분의 한 박자만 안기옥과 리듬형이 달랐고, 제15장단의

마지막 3박의 선율이 달랐는데 집어서 내는 짧은 음만 다르고 골격음이

같았기에 동일선율로 보았다. 제13장단의 끝부분이 징(g)-동(e)-당(d)으

로 하행하는 경드름의 특성을 보인다.

<악보 14> 안기옥 제4단락 (제11-1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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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단락 (제16-25장단)

안기옥의 제5단락은 제16-25장단까지이다. <악보 15>에서 보듯이

땅(a)줄과 쨍(a′)줄을 꺾고, 당(d)줄과 찡(d′)줄을 굵게 흔드는 계면조의

특성을 보여 제5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16장단과 제17장단이 유사한 선율로 대구를 이루고, 제17과 제18장

단이 유사한 선율로 대구를 이룬다. 제17장단의 마지막 음 땅(a)과 18장

단의 첫 음 땅(a)이 이음줄로 처리되어 선율이 연결되어있고, 제18장단

의 덩이 생략되어 장단을 걸고 가는듯한 형태를 보인다. 제20장단은 반

장단의 선율을 옥타브만 달리 반복하여 선율을 주고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21장단에서 제시한 선율을 제22장단에서 받아 리듬을 쪼개고 붓

점 리듬으로 리듬과 선율을 발전 시켜 가락을 확대하는 특징이 있다.

제23장단에는 안기옥 전체에서 가장 높은음인 c′′가 나오며 분위기

가 가장 고조된다. 안기옥의 제2·3단락은 징(g)-당(d)-징(g)-흥(G)-징

(g) 선율로 종지하는데, 이 종지선율을 제22장단에서는 한 옥타브 위로,

제25장단에서는 처음 징(g)줄만 한 옥타브 아래 흥(G)줄로 선율을 변형

하여 종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악보 15> 안기옥 제5단락 (제16-2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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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단락 (제26-31장단)

안기옥의 제6단락은 제26-31장단까지이다. <악보 16>에서 보듯이

제27장단의 둥(A)줄의 B♭음과 제30장단의 땅(a)줄의 b♭음이 분명한

계면조임을 보여주고, 제31장단의 동(e)줄의 f음이 계면조의 깊이를 더한

다. 따라서 제6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위의 <악보 15>의 제6단락이 높은 음을 위주로 진행되는 선율을 보였

다면, <악보 16> 보듯이 제7단락은 낮은 음을 위주로 진행되는 선율을

보인다. 안기옥의 제2·3단락의 징(g)-당(d)-징(g)-흥(G)-징(g) 종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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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처음 징(g)줄만 한 옥타브 아래 흥(G)줄로 내린 선율로 단락이 종

지한다.

<악보 16> 안기옥 제6단락 (제26-31장단)

8) 제7단락 (제32-39장단)

안기옥의 제8단락은 제32-39장단까지이다. <악보 17>에서 보듯이

제32장단부터 제37장까지는 평조의 구성음이 c′음이 나타나고, 그 음을

흘려내는 평조의 특징이 나타나므로 g본청 평조로 보았다.

제38장단부터 39장단은 징(g)음을 두박으로 길게 뻗고 땅(a)줄을 꺾고

c′음까지 눌러서 내는 계면조의 특성을 보이므로 g본청 계면조이다.

<악보 17>에서 보듯이 제32장단에 제시한 선율을 제33장단과 제34장단

에서 리듬을 다채롭게 바꾸며 선율을 발전시킨다.

제33장단부터 제36장단까지는 안기옥의 제23장단부터 26장단까지와

동일 선율이고. 제37장단부터 39장단 까지는 안기옥의 제27장단부터

29장단까지와 동일 선율이다. 징(g)-당(d)-징(g)-흥(G)-징(g) 종지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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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음 징(g)줄만 한 옥타브 아래 흥(G)줄로 옥타브 아래로 내린 선율

로 단락이 종지한다.

<악보 17> 안기옥 제7단락 (제32-39장단)

분석한 안기옥의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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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악조

제1단락 제1-4장단 g본청 계면조

제2단락 제5-7장단 g본청 계면조

제3단락 제8-10장단 g본청 평조

제4단락 제11-15장단 g본청 평조

제5단락 제16-25장단 g본청 계면조

제6단락 제26-31장단 g본청 계면조

제7단락 제32-37장단
제38-39장단

g본청 평조
g본청 계면조

<표 8> 안기옥 단락별 악조

<표 8>에서 보았듯이 안기옥의 조구성은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계면조 25장단,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평조 14장단으로 총 39장단이

다. 평조가 14장단, 계면조가 25장단으로 계면조에 해당하는 장단이 전체

의 약64%로 많았다.

선율구성의 특징으로는 제시된 선율이 점점 발전하면서 단락의 크기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단락은 4장단으로 시작하여 제5단락은 9

장단, 제7단락은 8장단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종지선율의 공통점을 볼 수 있었는데, 제 2·3단락이 안기옥에서도 많

이 보인 징(g)-당(d)-징(g)-흥(G)-징(g) 선율로 종지하였고, 제 6·7·8단

락이 징(g)줄만 한 옥타브 아래 흥(G)줄로 옥타브 아래로 내린 선율 흥

(G)-당(d)-징(g)-흥(G)-징(g)으로 종지하였다.

3. 안기옥 선율 분석

북한 국립박물관에 음원이 소장 되어 있는 안기옥은 총 26장단이다.

악조와 선율구성에 따라 <표 9>에서 보듯이 총 6단락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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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제1단락 제1-2장단

제2단락 제3-6장단

제3단락 제7-10장단

제4단락 제11-17장단

제5단락 제18-23장단

제6단락 제24-26장단

<표 9> 안기옥 단락별 장단

1) 제1단락 제1-2장단

안기옥의 제1단락은 제1-2장단까지이다. <악보 18>에서 보듯이 땅

(a)줄을 농현하고, 찡(d′)줄로 종지하는 d′본청 평조이다. 여느 류의 중

모리의 시작이 당(d)줄이나 징(g)줄인 것과 달리 칭(e′)줄로 시작한다.

<악보 18> 안기옥 제1단락 제1-2장단

2) 제2단락 제3-6장단

안기옥의 제2단락은 제3-6장단까지이다. <악보 19>에서 보듯이 제1

단락과 마찬가지로 땅(a)줄을 농현하고, 찡(d′)줄로 종지하는 d′본청 평

조이다. 제3장단과 제5장단은 각 각 제1단락의 제1장단과 제2장단과 같

은 선율로 시작하여 가락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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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안기옥 제2단락 제3-6장단

3) 제3단락 제7-10장단

안기옥의 제3단락은 제7-10장단까지이다. <악보 20>에서 보듯이 제

9장단의 앞부분에 지(c′)음이 출연하며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우조

성격을 잠시 보이지만 선율이 당(d)줄로 끝나고, 제10장단도 당(d)줄로

종지하여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d′본청 평조로 보았다.

<악보 20> 안기옥 제3단락 제7-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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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단락 제11-17장단

안기옥의 제4단락은 제11-17장단까지이다. <악보 21>에서 보듯이

제11장단 첫 번째 음을 청(D)줄과 당(d)줄을 동시에 뜯어서 굵게 농현하

고, 땅(a)줄을 꺾고, 찡(d′)줄을 굵게 농현하여 계면조의 기본음계를 쭉

훑고 시김새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계면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따라

서 제4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12장단은 반 장단씩 같은 선율을 반복하여 주고받는 느낌이 들게 한

다. 제13장단은 제12장단의 마지막 선율 따-아-앙(a-c′-a) 발전시키는

가락이다. 제14장단은 지(b)줄을 눌러 c′음으로 시작하고, 칭(e′)줄을 눌

러 f′음을 내 계면조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음이 점점 높아

지며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다.

제15장단은 쉼표로 시작하여 제14장단과 연결되는 느낌을 내면서 긴장

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제16장단은 본청인 징(g)줄을 세 박자에 걸

쳐 내어 이완되는 느낌을 주며 한 단락이 끝날 것을 암시한다.

<악보 21> 안기옥 제4단락 제11-1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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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단락 제18-23장단

안기옥의 제5단락은 제18-23장단까지이다. <악보 22>에서 보듯이

제5단락을 동(e)줄을 눌러 f-g음을 내며 시작하는데 이번 단락에서 계면

조가 더욱 깊어질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5단락은 제4단락과 마찬가지

로 g본청 계면조이다.

제18장단과 제19장단은 같은 선율로 시작하여 가락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19장단과 제20장단에서 동(e)줄을 눌러 f음을 내고, 땅(a)줄

을 눌러 b♭음과 c′음을 내서 깊은 계면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1장단과 제22장단에서는 칭(e′)줄을 눌러 f′음을 내고 특히 제22장단

은 f′음을 계속해서 내고 흘려 긴장되고 깊어진 계면조를 보여준다.

제22장단에서 징(g)줄이 출연하지는 않지만 앞 뒤 장단과 가락이 연결

되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높은 음이 지속되는 것이라 보고, 본청이 이동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제23장단에서는 땅(b♭)줄, 땅(a)줄, 징(g)줄을

두 박자로 길게 뻗고, 순차적으로 음 진행이 하강하며 긴장을 해소하고

한 단락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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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안기옥 제5단락 제18-23장단

6) 제6단락 제24-26장단

안기옥의 제6단락은 제24-26장단까지이다. <악보 23>에서 보듯이

제24장단은 본청인 징(g)줄을 b♭음까지 리듬을 바꾸어가며 눌러서 조여

드는 느낌을 주다가 풀어주는 계면조의 음계가 진행된다. 따라서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g본청 계면조이다.

제25장단은 계면조의 음계를 한번 훑어주고, 제26장단에서 본청인 징

(g)줄과 한 옥타브 아래인 흥(G)줄을 동시에 두 박으로 내어 본청을 강

조하고 안기옥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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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안기옥 제6단락 제24-26장단

분석한 안기옥의 단락별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단락 장단 악조

제1단락 제1-2장단 d′ 본청 평조

제2단락 제3-6장단 d′ 본청 평조

제3단락 제7-10장단 d′ 본청 평조

제4단락 제11-17장단 g본청 계면조

제5단락 제18-23장단 g본청 계면조

제6단락 제24-26장단 g본청 계면조

<표 10> 안기옥 단락별 악조

<표 10>에서 살펴본 안기옥의 조구성은 찡(d′)줄을 본청으로 하는

평조 10장단,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계면조가 16장단으로 총 26장단

이다. 평조가 10장단, 계면조가 16장단으로 계면조에 해당하는 장단 전체

의 약 61%로 더 많았다.

선율 구성의 특징으로는 하나의 선율을 제시한 뒤 그 선율의 리듬을

변화시키거나 가락을 발전시켜는 방법으로 가락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었

다. 제 1단락에 제시된 선율을 제 2단락에서 발전 시켰고, 제 4단락 안에

서와 제 5단락 안에서도 제시한 선율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단락의 시작은 긴 박으로 시작하여 선율이 점차 짧은 박의 리듬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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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선율의 긴장감의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시된 선율이 점점 발전하면서 단락의 크기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단락은 2장단으로 시작하여 제6단락은 4장단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공통적인 종지선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단락이 끝날 때 ♩♩♩로 한

박자씩 음을 나열하며 종지하는 모습이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제4

단락에서 보였다.

4. 안기옥 선율 분석

북한 국립박물관에 음원이 소장 되어 있는 안기옥는 총49장단이다.

악조와 선율구성에 따라 <표 11>에서 보듯이 총 10단락으로 나누어 분

석한다.

단락 장단

제1단락 제1-2장단

제2단락 제3-4장단

제3단락 제5-6장단

제4단락 제7-9장단

제5단락 제10-14장단

제6단락 제15-21장단

제7단락 제22-27장단

제8단락 제28-33장단

제9단락 제34-39장단

제10단락 제40-49장단

<표 11> 안기옥 중모리 단락별 장단

1) 제1단락 (제1-2장단)

안기옥의 제1단락은 제1-2장단까지이다. <악보 24>에서 보듯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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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줄과 흥(G)줄로 시작하고 제1단락의 끝을 징(g)줄로 끝내어 본청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제2장단에서 땅(a)줄을 꺾어서 내는 계면조의 특징

을 보인다. 따라서 제1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악보 24> 안기옥 제1단락 (제1-2장단)

2) 제2단락 (제3-4장단)

안기옥의 제2단락은 제3-4장단까지이다. <악보 25>에서 보듯이 제3

장단 첫 음을 청(D)줄과 당(d)줄을 옥타브로 내어 농현을 하고, 둥(A)줄

을 꺾는 계면조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제2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3장단에서는 기본 중모리 장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리듬과 선율을

보이고, 제4장단에서는 제3장단보다 리듬을 좀 더 쪼개어 반 박자 8분음

표를 나열하는 진행을 보인다.

<악보 25> 안기옥 제2단락 (제3-4장단)

3) 제3단락 (제5-6장단)

안기옥의 제3단락은 제5-6장단까지이다. <악보 26>에서 보듯이 제5

장단에는 둥(A)줄을 눌러 c-B♭음 진행을 하는 계면조의 특징이 보이는

g본청 계면조이다. 제5장단에서는 동(e)줄을 눌러 f음을 내며 계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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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보 26> 안기옥 제3단락 (제5-6장단)

4) 제4단락 (제7-9장단)

안기옥의 제4단락은 제7-9장단까지이다. <악보 27>보듯이 제8장단

에서 땅(a)줄을 눌러 음을 꺾어내고, c′-b♭-a로 하행하는 계면조의 특

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4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9장단에서는 본

청인 징(g)줄을 연달아 내며 가락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악보 27> 안기옥 제4단락 (제7-9장단)

5) 제5단락 (제10-14장단)

안기옥의 제5단락은 제10-14장단까지이다. <악보 28>에서 보듯이

평조 음계의 구성음인 c′음이 나타나고, c′음을 흘려내는 평조의 특징을

보이며 징(g)줄로 종지한다. 따라서 제5단락은 g본청 평조이다.

제10장단의 선율이 제11장단에서 확대되는 형태로 가락이 발전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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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단은 같은 선율을 반 장단씩 반복하여 주고받는 느낌이 들게 한다.

제12장단과 제13장단 끝부분에서 징(g)-동(e)-당(d)으로 하강하는 경드

름의 특징이 보인다. 제12장단은 안기옥 제9장단과 유사한 선율이고,

제13장단은 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과 유사한 선율이다.

<악보 28> 안기옥 제5단락 (제10-14장단)

6) 제6단락 제15-21장단

안기옥의 제6단락은 제15-21장단까지이다. <악보 29>에서 보듯이

평조의 구성음이 나타나고, 특히 제16장단 앞부분에선 평조의 구성음을

나열하는 진행을 보인다. 따라서 제6단락은 g본청 평조이다.

제17장단과 제18장단 끝부분과 제19장단에 징(g)-동(e)-당(d)으로 하

강하는 경드름의 특징이 보인다. 제18장단에 처음으로 셋잇단 음표가 나

타나고, 제20장단부터 제21장단에 걸쳐 셋잇단 음표로 나타나며 다채로

운 중모리를 가락을 보여준다. 특히 제20장단은 제16장단의 선율 당(d)-

동(e)-징(g)-땅(a)-징(c′)-찡(d′)이 ♩음표 한 박자씩 진행하는 부분을

셋잇단 음표로 표현하여 음의 상승진행과 리듬의 변화가 맞물려 더욱 분

위기가 고조되고 가락이 다채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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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단부터 제17장단까지는 안기옥의 제9장단에서 제11장단, 안기

옥 제11장단에서 제13장단까지와 동일하였다. 제18장단은 위의 <악보

28>의 제12장단과 진행하는 음은 같고 리듬이 다르게 발전시킨 가락이

기에 유사 선율로 보았다. 따라서 제18장단 역시 안기옥의 제9장단과

유사한 선율이다.

<악보 29> 안기옥 제6단락 제15-21장단

7) 제7단락 제22-27장단

안기옥의 제7단락은 제22-27장단까지이다. <악보 30>에서 보듯이

평조의 구성음이 나타나고, 특히 제23장단 앞부분에선 평조의 구성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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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는 진행을 보인다. 따라서 제7단락은 g본청 평조이다.

제22장단은 제6단락의 시작인 제15장단과 같은 선율로 시작하여 달라

지는 제15장단과 대구를 이르는 장단이다. 제23장단의 선율 반장단과 제

16장단의 선율 반 장단은 골격음은 같지만 리듬이 다르게 쓰여 대구를

이루는 장단이다. 제23장단은 당김음을 사용하여 가락의 긴장감을 더한

다. 제26장단은 청(D)과 당(d)줄을 옥타브 두 박자로 길게 끌며 한 단락

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느낌을 준다. 제27장단에는 땅(b♭)음이 나타나며

다음 단락이 계면조로 바뀔 것임을 암시한다.

<악보 30> 안기옥 제7단락 제22-2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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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단락 제28-33장단

안기옥의 제8단락은 제28-33장단까지이다. <악보 31>에서 보듯이

땅(a)줄을 꺾고, 땅(a)줄을 눌러 c′-b♭-a음으로 진행하는 계면조의 특징

이 보인다. 따라서 제8단락은 앞 단락에서 암시한대로 g본청 계면조이

다. 제28장단과 제29장단은 리듬형이 같고 골격음이 두 음이 다른 대구

를 이루는 부분이다. 앞선 가락들은 대구를 이룰 경우 골격음이 같고 리

듬형이 달랐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리듬형이 같고 골격음이 다른 경우이

다. 제30장단과 제31장단도 리듬형이 같고, 골격음이 2개가 달라 앞의 경

우에 속한다.

<악보 31> 안기옥 제8단락 제28-3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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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단락 제34-39장단

안기옥의 제9단락은 제34-39장단까지이다. <악보 32>에서 보듯이

평조의 구성음이 나타나고 c′음을 흘리며 평조의 특징을 더욱 나타낸다.

따라서 제9단락은 g본청 평조이다.

제34장단과 제35장단은 같은 가락을 반복하여 주고받는 느낌을 준다.

제38장단에서는 제37장단 마지막 음보다 한 옥타브 이상 아래로 도약진

행하고 세 박을 끌고, 본청인 징(g)줄을 두 박자로 끌어 긴장을 이완시

키는 느낌을 준다. 제39장단에서는 땅(b♭)음이 나타나며 다음 단락이

계면조로 바뀔 것임을 암시한다. 제39장단은 제 9단락의 마지막 장단으

로 제7단락의 종지선율인 징(g)-흥(G)-당(d)-징(g)-흥(G)-징(g)-징(g)-

징(g)으로 끝난다. 제34장단과 제35장단은 박물관1 중모리의 제1장단과

유사한 선율이다.

<악보 32> 안기옥 제9단락 제34-3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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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단락 제40-49장단

안기옥의 제10단락은 제40-49장단까지이다. <악보 33>에서 보듯이

땅(a)줄을 꺾는 계면조의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에서 암시한대로

제10단락은 g본청 계면조이다.

제41장단에 선율을 제시하고 이를 제42장단부터 제47장단에 걸쳐 가락

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41장단은 2분음표와 4분음표 사용하

여 긴 박으로 선율을 제시하면, 제42장단에서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긴장

감 있는 가락으로 발전시키고, 제43장단부터는 8분음표와 스타카토를 사

용하여 리듬을 쪼개고 제47장단에는 16분음표를 사용하여 더욱 더 긴장

감 있는 가락으로 발전시킨다. 제48장단에서는 흥(G)줄과 징(g)줄을 옥

타브의 화음인 3박자로 시작하여 본청을 강조하고,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사용하여 긴장이 이완된 느낌을 주며 중모리 전체를 마무리하는 준비를

한다. 제49장단은 음들을 두 박 이상씩 길게 끌며 중모리를 마무리하는

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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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안기옥 제10단락 제40-49장단

분석한 안기옥의 단락별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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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악조

제1단락 제1-2장단 g본청 계면조

제2단락 제3-4장단 G본청 계면조

제3단락 제5-6장단 g본청 계면조

제4단락 제7-9장단 g본청 계면조

제5단락 제10-14장단 g본청 평조

제6단락 제15-21장단 g본청 평조

제7단락 제22-27장단 g본청 평조

제8단락 제28-33장단 g본청 계면조

제9단락 제34-9장단 g본청 평조

제10단락 제40-49장단 g본청 계면조

<표 12> 안기옥 단락별 악조

<표 12>에서 살펴본 안기옥의 조구성은 징(g)줄을 본청으로 하는

계면조 23장단, 흥(G)줄을 본청으로 하는 계면조 2장단, 징(g)줄을 본청

으로 하는 평조 24장단으로 총 49장단이다. 평조에 해당하는 장단은 24

장단, 계면조에 해당하는 장단은 25장단으로 다른 남한의 산조의 경우

계면조가 많은 것에 비해 한 장단 차이로 평조와 계면조의 구성이 비슷

했다.

선율 구성의 특징으로는 하나의 선율을 제시한 뒤 그 선율의 리듬을

변화시키거나 가락을 발전시켜는 방법으로 가락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

났다. 제 2·5·6·7·8·10단락에서 이러한 가락을 확대 시키는 방법이 쓰였

다. 또한 단락의 시작은 긴 박으로 시작하여 선율이 점차 짧은 박의 리

듬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제시된 선율이 점점 발전하면서

단락의 크기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단락은 2장단으로 시작하

여 제10단락은 10장단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종지 선율을 살펴보면 선율의 공통점은 없으나 리듬이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형태가 있었는데, ♩♩♩ 4분음표의 나열로 끝난 단락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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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8단락이 이에 해당되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지선율은 징(g)-

흥(G)-당(d)-징(g)-흥(G)-징(g)-징(g)-징(g)으로 제 7단락과 제 9단락에

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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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변천

1. 선율 구성과 변화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선율 구성의

공통점을 연구하고, 동일·유사 선율을 비교 분석하여 안기옥류 중모리의

선율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한 장단 안에서 선율의 골격음이 90%이

상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경우 동일 선율로 분류한다. 유사 선율의 경

우 선율의 반 이상의 골격음이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경우는 유사 선

율로 분류하고자 한다.

1) 안기옥류 중모리의 동일 선율

① 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5장단
<악보 34>는 안기옥의 제9장단, 안기옥의 제11장단, 안기옥의
제15장단을 비교한 것이다. 제1박과 제7박의 골격음을 제외한 나머지 골

격음이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선율로 볼 수 있다.

제5·10·11박의 안기옥과 안기옥의 리듬은 동일하고, 안기옥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채보상의 차이일뿐 실제 연주 시에는 동일하게 들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박의 골격음은 c′음으로 보았는데, 안기옥은
d′-c′-d′ 꾸밈음으로 표현하고, 안기옥는 c′음을 흘려서 표현하고 안

기옥는 c′음을 그대로 내는 차이가 있었다.

제9박의 a음을 안기옥은 a-b♭으로 진행하고 안기옥는 반대로 b

♭-a로 진행하고 안기옥는 a음을 곧바로 낸다. 제10박의 c′음을 안기

옥은 b-c′음으로 눌러서 꾸밈음을 더한 뒤 c′음을 내고 안기옥와
안기옥는 곧바로 c′음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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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5장단

<악보 34> 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5장단

② 안기옥 제10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6장단
<악보 35>는 안기옥 제10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6
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모든 골격음이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

율이다. 제8박부터 제11박까지 안기옥과 안기옥의 리듬은 동일하고,

안기옥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채보상의 차이 일뿐 실제 연주 시에는

동일하게 들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박의 골격음은 c′음으로 보았는데

안기옥은 b-c′-b-c′ 꾸밈음으로 나타내고 안기옥는 c′음 그대로 나

타내고 안기옥는 c′-d′음으로 나타내었다.

안기옥
제10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6장단

<악보 35> 안기옥 제10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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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3장단, 안기옥 제17장단
<악보 36>은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3장단, 안기옥 제17
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모든 골격음이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

율이다. 제1박의 c′음을 안기옥, 안기옥는 c′-d음으로 진행하고 안

기옥는 c′음을 두 박으로 끄는 차이가 있다.

제3박의 d′음을 안기옥은 d′-c′-d′ 꾸밈음으로 나타내고 안기옥
와 안기옥는 d′음을 낸다. 제5·6·7박의d′-a음은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모두 다른 리듬으로 진행한다. 제10박의 b-a-g음의 진행은 안

기옥과 안기옥의 채보상의 차이일 뿐 동일한 선율로 볼 수 있고, 안

기옥는 a음이 생략된 b-g음의 진행을 보인다.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3장단

안기옥
제17장단

<악보 36> 안기옥 제11장단, 안기옥 제13장단, 안기옥 제17장단

④ 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
<악보 37>은 안기옥 제20장단과 안기옥 제14장단을 비교한 것으

로 모든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선율이다. 제1박의 골격

음 A음은 채보상의 차이일 뿐 같은 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제8박

의 d′-d′-c′-d′음도 리듬이 채보상의 차이일 뿐 동일한 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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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

<악보 37> 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

⑤ 안기옥 제21장단, 안기옥 제15장단
<악보 38>은 안기옥 제21장단과 안기옥 제15장단을 비교한 것으

로 제3박, 제10박의 골격음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골격음이 동일하

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제3박의 A음을 둥줄에서 연주하게 되

는데 안기옥은 A-B음을 줄을 눌러 스타카토로 표현하고, 안기옥은
전성하고 스타카토로 표현하게 되는데 실제로 연주를 했을 시에는 거의

비슷하게 들릴 것이라 볼 수 있다. 제10박의 경우 안기옥은 g로 안기

옥는 G음으로 옥타브의 차이가 있었다.

안기옥
제21장단

안기옥
제15장단

<악보 38> 안기옥 제21장단, 안기옥 제15장단

⑥ 안기옥 제23장단, 안기옥 제33장단
<악보 39>는 안기옥 제23장단과 안기옥 제33장단을 비교한 것으

로 제7박의 골격음을 제외한 모든 골격음이 동일하고 리듬도 동일한 동

일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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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제23장단

안기옥
제33장단

<악보 39> 안기옥 제23장단, 안기옥 제33장단

⑦ 안기옥 제24장단, 안기옥 제34장단
<악보 40>은 안기옥 제24장단과 안기옥 제34장단을 비교한 것으

로 모든 골격음이 동일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안기옥과
안기옥는 같은 음이 진행되지만 선율이 시작할 때 안기옥은 8분음

표로 시작하고 안기옥는 16분음표로 시작하는 리듬의 차이가 있어 실

제로 연주를 하면 안기옥이 안기옥보다 살짝 밀려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안기옥
제24장단

안기옥
제34장단

<악보 40> 안기옥 제24장단, 안기옥 제34장단

⑧ 안기옥 제25장단, 안기옥 제35장단
<악보 41>은 안기옥 제24장단과 안기옥 제34장단을 비교한 것으

로 모든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제7박의 골격

음 a음을 안기옥은 b음까지 줄을 누르고 스타카토로 줄을 막아서 연

주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안기옥는 a음을 전성하고 스타카토로 표현

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채보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 연주 시에는 거의 동

일하게 들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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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제10장단

안기옥
제10장단

<악보 41> 안기옥 제25장단, 안기옥 제35장단

⑨ 안기옥 제26장단과 안기옥 제36장단
<악보 42>는 안기옥 제26장단과 안기옥 제36장단을 비교한 것으

로 모든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안기옥의
제3박 d′음을 3박자로 끄는 동안 안기옥는 d′음을 2박자 1박자로 나

누어내고 안기옥의 제10박 d′음을 3박자로 끄는 동안 안기옥는 d′

-g′-e′-c′-d′음으로 진행한다.

안기옥
제26장단

안기옥
제36장단

<악보 42> 안기옥 제26장단과 안기옥 제36장단

⑩ 안기옥 제27장단, 안기옥 제37장단
<악보 43>는 안기옥 제27장단, 안기옥 제37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제10박의 골격음을 제외한 모든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안기옥에서는 여음을 b-c′-b-c′음으로 채보를 하였고 안기

옥에서는 c′음으로 농현하는 것으로 채보를 하였는데, 이를 실제로 연

주하면 비슷하게 들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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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제27장단

안기옥
제37장단

<악보 43> 안기옥 제27장단, 안기옥 제37장단

⑪ 안기옥 제28장단, 안기옥 제38장단
<악보 44>는 안기옥 제28장단, 안기옥 제38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제8박의 골격음을 제외한 모든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안기옥에서 제8박의 골격음이 b음인데 안기옥에서는 쉼표

로 되어있다.

안기옥
제28장단

안기옥
제38장단

<악보 44> 안기옥 제28장단, 안기옥 제38장단

⑫ 안기옥 제29장단, 안기옥 제39장단
<악보 45>는 안기옥 제28장단, 안기옥 제38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제10박의 골격음을 제외한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

이다. 안기옥의 제10박의 골격음은 g음인데 안기옥에서는 G음이 골

격음으로 한 옥타브 아래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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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제29장단

안기옥
제39장단

<악보 45> 안기옥 제29장단, 안기옥 제39장단

⑬ 안기옥 제1장단, 안기옥 제34장단, 안기옥 제35장단
<악보 46>은 안기옥 제1장단, 안기옥 제34장단, 안기옥 제35장
단을 비교한 것으로 제5박의 골격음을 제외한 모든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동일 선율이다. 안기옥의 제35장단은 제34장단을 똑같

이 반복하는 선율이다.

안기옥
제1장단

안기옥
제34장단

안기옥
제35장단

<악보 46> 안기옥 제1장단, 안기옥 제34장단, 안기옥 제35장단

살펴본 안기옥류 중모리의 동일 선율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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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동
일
선
율

제9장단 제11장단 제15장단

제10장단 제12장단 제16장단

제11장단 제13장단 제17장단

제20장단 제14장단

제21장단 제15장단

제23장단 제33장단

제24장단 제34장단

제25장단 제35장단

제26장단 제36장단

제27장단 제37장단

제28장단 제38장단

제29장단 제39장단

제1장단 제34장단

제1장단 제35장단

<표 13> 안기옥류 중모리의 동일 선율

<표 13>에서 보듯이 모든 안기옥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 선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기옥을 제외한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에서는 총3장단의 동일 선율이 있었다. 1957년 같은 해에 채보

된 안기옥과 안기옥에서는 동일 선율 총 12장단이 있었다. 1970년

-74년 사이의 녹음인 안기옥과 4의 동일 선율은 안기옥은 1장단, 안

기옥는 32장단이 있었다.

안기옥은 총 31장단 중 12장단이 동일 선율이었고, 안기옥는 39장

단 중 12장단이 동일 선율이었다. 안기옥은 26장단중 1장단이 동일 선

율이고, 안기옥는 49장단중 5장단이 동일 선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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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기옥류 중모리의 유사 선율

①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32장단
<악보 47>은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32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유사 선율이다. 안기

옥의 반 장단에 해당하는 가락이 안기옥에서 두 번 반복된다.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32장단

<악보 47>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32장단

② 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13장단
<악보 48>은 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13
장단을 비교한 것으로 절반에 골격음이 일치하고 리듬이 유사한 유사 선

율이다.

안 기 옥


제20장단

안 기 옥


제14장단

안 기 옥


제13장단

<악보 48> 안기옥 제20장단, 안기옥 제14장단, 안기옥 제13장단

③ 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8장단
<악보 49>는 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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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비교한 것으로 골격음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리듬이 달라 유사 선

율로 보았다. 안기옥의 리듬이 가장 장단의 기본형에 가깝고, 안기옥

의 제12장단은 당김음으로 리듬에 다양성을 더하고, 안기옥의 제18

장단에선 쉼표와 셋잇단 음표로 리듬이 더욱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8장단

<악보 49> 안기옥 제9장단, 안기옥 제12장단, 안기옥 제18장단

살펴본 안기옥류 중모리의 유사 선율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유
사
선
율

제14장단 제32장단

제20장단 제14장단 제13장단

제9장단
제12장단

제18장단

<표 14> 안기옥류 중모리의 유사 선율

<표 14>에서 보듯이 모든 안기옥류 중모리에서 나타나는 유사 선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기옥을 제외한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의 유

사 선율은 1장단이 있었다. 안기옥과 안기옥의 유사 선율은 1장단이

있었다. 안기옥와 안기옥의 유사선율은 각 각 1장단, 2장단이 있었

다. 안기옥은 총 31장단 중 2장단이 유사 선율이었고, 안기옥는 39

장단 중 3장단이 유사 선율이었다. 안기옥은 유사 선율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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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안기옥는 49장단중 3장단이 유사 선율이었다.

3) 안기옥류 중모리의 선율 구성

선율 구성의 특징은 하나의 선율을 제시한 후 그 선율을 확대, 발전시

키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단락의 시작은 긴 박으로 시작하여 선

율이 점차 짧은 박으로 리듬을 쪼개어 진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모

습을 보였다. 따라서 단락을 구분지어보니 뒤로 갈수록 점차 한 단락에

해당하는 장단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기옥을 제외한 나머지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지선율은

징(g)-흥(G)-당(d)-징(g)-흥(G)-징(g)-징(g)-징(g)이었다.

4) 안기옥류 중모리의 선율 변화

안기옥류 중모리 가락간의 동일·유사한 선율을 살펴본 결과, 안기옥
이 다른 중모리와 일치하는 선율이 가장 적은 1장단으로 약 96%의 선율

이 새로운 선율이었다. 안기옥는 두 번째로 다른 중모리와 동일·유사

한 선율이 적은 8장단으로 약 84%의 선율이 새로운 선율이었다. 안기옥

과 안기옥는 각 각 13장단이 동일·유사하였다. 안기옥과 안기옥 
동일·유사 선율은 13장단으로 같지만 전체 장단 수 대비 안기옥은 새

로운 선율이 약 58%, 안기옥는 약 67%로 안기옥의 새로운 선율이

가장 적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5>과 같다.

전체 장단 동일·유사
선율

새로운
선율

새로운 선율
비중

안기옥 총31장단 13장단 18장단 약 58%

안기옥 총39장단 13장단 26장단 약 67%

안기옥 총26장단 1장단 25장단 약 96%

안기옥 총49장단 8장단 41장단 약 84%

<표 15> 안기옥류 중모리의 새로운 선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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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서 보듯이 새로운 선율이 많은 가락은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순이었다.
안기옥과 안기옥는 1957년의 가락이고, 안기옥과 안기옥는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의 가락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기보다 후기

의 중모리에서 동일·유사선율이 적게 나타나고 새로운 선율이 많이 나타

났다.

2. 악조 변화

본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안기옥류 중모리의 악조와 본청의 변화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1)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악조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악조를 분석해본 결과 악조의 구성이

남한의 여타 산조와는 달리 나타났다. 남한의 가야금산조 중모리는 보통

계면조에 해당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나는데38) 비해 안기옥류 가야금산

조는 평조에 해당하는 가락이 많이 보였다. 안기옥은 평조의 구성이

전체의 약 87%로 평조가 많이 나타났고, 안기옥는 약 35%, 안기옥
은 약 38%로 평조가 약간 더 적게 나타났고, 안기옥는 평조가 약48%

로 평조와 계면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38) 김해숙, 위의 논문 p.26 “남한 산조 중모리의 첫 대목은 흔히 평조나 경드름 선율로

시작하여 계면조 선율이 길게 지속된다.”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중모리의 경우 전체 71장단 중 평조청 계면조는 52장단 평조

청 평조는 19장단이다. 김진경 위의 논문 p.68-69 표에서 발췌.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모리의 경우 전체 46장단 중 평우조는 4장단, 계면조는 26장

단, 경드름은 9장단이다. 허윤정, “작곡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중

모리, 중중모리를 중심으로”(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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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단 평조 계면조 평조 비중

안기옥 총31장단 27장단 4장단 약 87%

안기옥 총39장단 14장단 25장단 약 35%

안기옥 총26장단 10장단 16장단 약 38%

안기옥 총49장단 24장단 25장단 약 48%

<표 16> 안기옥류 중모리의 평조 비중

<표 16>에서 보듯이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는 평조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났고, 안기옥에서 평조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안기옥, 안기
옥, 안기옥의 순으로 평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안기옥류 가야

금산조 중모리는 전기와 후기 작품 전반적으로 평조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안기옥류 중모리의 본청

안기옥류 중모리의 본청을 분석해본 결과 전기의 작품인 안기옥과
안기옥에서는 징줄 g본청만이 나타났고, 안기옥에서는 징줄 g본청,

변청인 찡줄 d′ 본청이 나타났고, 안기옥에서는 흥줄 G본청, 징줄 g본

청이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본청

안기옥 g본청

안기옥 g본청

안기옥 d′본청

g본청

안기옥 G본청

g본청

<표 17> 안기옥류 중모리의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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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옥과 안기옥는 1957년의 전기 중모리 가락이고, 안기옥과 안

기옥는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의 후기 중모리 가락인 것을 고려해보

았을 때 후기의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에서 변청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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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1세대 산조의 계승자로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안

기옥의 가야금산조 중모리 악조와 선율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안기옥

류 중모리 간의 선율과 악조 비교를 통하여 시대별로 달라지는 중모리의

변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악조는 평조가 많이 나타났다. 남

한의 여타 산조 중모리에는 계면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반해 안기옥류 가

야금산조는 평조의 구성이 많이 보였다. 전체 선율에서 평조의 비율을

살펴보면 안기옥은 약 87%, 안기옥는 약 35%, 안기옥은 약 38%,

안기옥는 약 48%였다.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전반적
으로 평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선율구성은 기본 선율을 제시한

후 그 선율을 확대, 발전시키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단락을 구

분 지었을 때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한 단락의 장단 수가 점차 증가

하는 형태를 보였고, 이는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 안기옥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안기옥류 중모리간의 동일·유사선율을 비교해본 결과 전기 중모

리인 안기옥, 안기옥에서 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기옥보다 동

일·유사선율이 많이 나타났다. 각 중모리의 새로운 선율의 비율은 전기

중모리인 안기옥은 약 58%, 안기옥는 약 67%, 후기 중모리인 안기

옥은 약96%, 안기옥는 약 84%였다. 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기
옥보다 후기 중모리인 안기옥, 안기옥에서 새로운 선율이 더 많이

나타났다.

넷째, 안기옥류 중모리의 본청을 비교해본 결과 전기 중모리 안기옥
과 안기옥에서는 g본청만이 나타난 것에 비해 후기 중모리인 안기옥

, 안기옥에서는 변청이 나타났다. 안기옥은 g본청, d′본청, 안기옥

는 G본청, g본청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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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선율을 분석하여 악조와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 중모리간의 선율비교를 통해 선율의 변화와 악

조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이 안기옥류 가야금산조를 이해하고 연

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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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al

Characteristics of Four Different Jungmori

Melodies from Ahn Gi-ok School Sanjo

Ahmi J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hn Gi-ok (1894-1974) is a significant figure in Korean music

history. Ahn carried forward the legacy of the first generation sanjo

tradition as a student of Kim Chang-jo(1856-1919), a gayageum

player and founder of the genre of modern sanjo, and Baek

Nak-jun(1876-1930), a founder of geomungo sanjo. Ahn Gi-ok

defected to North Korea in 1946. Consequently, his musical works

had remained unknown to South Koreans until South Korean

gayageum player Yang Seung-hee began to study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in the early twenties.

There are four different versions of the jungmori melody of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remaining today. Two of them are

found in Kim Jin’s 1957 written transcription, and the other tw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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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usical recordings created by Ahn Gi-ok between 1970 and

1974.

This thesis aims to analyze musical characteristics of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jungmori melody and investigate its historical

transformation. For this purpose, I analyze the melodic framework and

structure of the jungmori versions and discus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ose four jungmori melodi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yeongjo appears more frequently in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than in other sanjo performed in South Korea. For

more details, pyeongjo accounts for about 87% of Ahn Gi-ok, 35%
of Ahn Gi-ok, 38% about Ahn Gi-ok, and 48% of Ahn Gi-ok.
Second, the fundamental melody(motif) presented at the beginning

of a new session, develops and expands throughout the music.

Therefore, the number of jangdan(rhythmic cycle) in a session

gradually increas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ird, similar or identical melodies appear more in the early

jungmori in Ahn Gi-ok and Ahn Gi-ok than in the later

jungmori Ahn Gi-ok and Ahn Gi-ok. This means that more new
melodies are present in the late jungmori in An Gi-ok and in An
Gi-ok than in the early jungmori in Ahn Gi-ok and An Gi-ok.
The percentage of the new melody is about 58% for Ahn Gi-ok,
67% for Ahn Gi-ok, 96% for Ahn Gi-ok, and 84% for Ahn Gi-ok
.
Fourth, boncheng (central tone) appears in a different form in each

of the four versions of Ahn Gi-ok jungmori. While only the boncheng

appears in the early Ahn Gi-ok and An Gi-ok jumgmori,
byuncheng (transposed central tone) is present in the late An Gi-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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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Gi-ok jungmori . Ahn Gi-ok is characterized by the g
boncheng, d’ boncheng, and Ahn Gi-ok is by the G boncheng and
g boncheng.

Ahn Gi-ok succeeded the legacy of the first-generation sanjo

masters and created his masterpiece by adding new melodies and

characteristic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wer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music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gayageum sanjo. However,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previous gayageum sanjo studies because

there are few resources available due to the musician’s defection to

North Korea. Therefore,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provide a

scholarly resource for those interested in studying the genealogy of

modern gayageum sanjo by comparing four versions of Ahn Gi-ok

school gayageum sanjo and investigating its transformation over time.

keywords : gayageum, sanjo, Ahn Gi-ok, jungmori, comparative

melody

Student Number : 2014-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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