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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김윤덕류, 서

공철류, 성금연류, 신관용류, 정남희류의 여덟 유파에 나타나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의 악장에서 쓰인다. 본 연구는 가야금산조

전 유파에 분포하고 있는 강산제의 음원을 채보하여, 음조직, 시김새, 선

율진행, 리듬 등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산제의 음조직과 시김새는 평조의 음조직에 평조(또는 경드름)와 계

면조의 중간 형태의 시김새를 사용하거나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

김새를 사용하는 등 복합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는 특히 중모리와 중중

모리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평조 및 계면조와

구별되는 시김새의 사용이 줄어든 반면 중심음이 기본청(g′)에서 높은음

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자진모리에서는 우조청(a′)으로, 단

모리에서는 엇청(d″)으로 중심음이 높아졌는데, 이는 자진모리와 단모리

의 강산제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이다.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선율이 진행하는 방향과 패턴에 따라 다섯 가지

의 유형이 나타나며, 그 외에 특정한 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율형

이 나타났다.

다섯 가지 선율진행은 특히 중모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서 도약진행과 고음진행이 가장 두드러지게 출현하였다. 그 외에 동음진

행, 하행진행, 반복진행은 평조(또는 경드름) 및 계면조와 구별되는 형태

를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 선율형이 출현하였

다. 중중모리 강산제에는 모든 유파에서 e″-c″-d″선율형이 사용되었으

며, 이는 평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율형이다. 자진모리 강산제에는

g′-e′-d′-a′-e′-d′선율형이 나타나며, 이는 모든 유파의 평조 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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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 사이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과구이다. 또한, a′

-c″-e″-c″-a′선율형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에서 나타나며, 이는 모든

유파의 우조청 계면조의 시작에서 반드시 출현한다.

강산제의 특징적인 리듬은 연튕김 주법을 활용하여 동음을 반복하며

형성된다. 이는 중모리와 중중모리에서 , , 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중모리의 경우 강산제에만 특징적으로 출현한다.

이와 같은 리듬형은 악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진모리와 단모리에

서는 , , 의 형태로 쓰인다.

요컨대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전 악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두

드러지는 음악적 특징은 ‘높은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높은음’은 중모리

와 중중모리에서 선율이 제3옥타브인 고음역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

나며, 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중심음이 기본청보다 높은음으로 이동하

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악장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강산제에서

‘높은음’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악장별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중모리와 중중모리에서는 음

조직과 시김새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강산제의 복합적인 악조를 형

성하였다. 자진모리에서는 우조청 계면조의 전반부에 공통적으로 전형적

인 선율형이 나타났다. 리듬의 경우 강산제의 전 악장에서 연튕김 주법

을 활용하여 동음을 반복하는 리듬형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강산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가야금산조, 강산제, 악조,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행, 리듬형

학 번: 2014-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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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란 기악 독주곡의 하나로서 남도소리의 시나위와 판소리의 가락에

서 발전되어온 음악이다.1) 함화진의 조선음악통론에 의하면 산조는 김

창조가 심방곡을 본떠 만든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김창조와 같은 시

대의 한숙구, 심창래, 박팔괘 등이 비슷한 가락을 연주했다는 설도 있다.

그 후 산조는 여러 명연주가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유파로 발전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강태홍류, 김병호류, 김윤덕류, 김종기류, 김죽파류,

성금연류, 심상건류, 최옥삼류 등이 전해지고 있다.2)

가야금산조는 그 유래로 보아 다른 악기의 산조에 비하여 가장 오래된

것이고 비교적 넓은 음역과 다채로운 조를 가지고 있다.3) 가야금산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유래와 전승 및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만큼이

나 중요한 것은 산조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야금산조의 연구는 선율, 음조직, 리듬, 형식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

면에서 진행되어왔다.4)

가야금산조에는 다양한 악조명5)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계면조·평

조·우조가 있으며 이외에 강산제·경드름·덜렁제·봉황조·석화제 등이 있

다.6) 이 중 강산제는 계면조와 더불어 가야금산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1)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p.182.
2) 이성천 외 3인, 알기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남, 2004, p.149.
3) 장사훈·한만영, 위의 책, p.183.
4) 가야금산조 연구 분야는 크게 음악요소별 연구, 변천 과정 연구, 교육 연구, 비교 연
구가 이루어졌는데, 음악요소별 연구가 전체 가야금산조 연구의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고운, “가야금산조 연구 현황 분석: 2005년 이후 연구 결과를 중
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19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8.

5) “판소리와 산조에서는 악조(선법)와 조(調, key)를 별다르게 구분하지 않고 ‘조’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조’는 선법이나 음계 구조와 같이 음조직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서름조’, ‘호걸조’, ‘애원성’처럼 분위기나 느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p.53.

6) 이성천 외 3인, 위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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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며, 여러 유파의 다양한 악장에서 나타난다.7)

강산제라는 용어는 본래 판소리에서 온 것으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8)에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다. 하나는 모흥갑9)의 강산제로 춘향가의

이별가 중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오’하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박유

전10)으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그가 거주하던 전남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岡山里)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중에서 가야금산조의 강산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흥갑의 강산제

로 알려져 있다.11) 모흥갑의 강산제는 박유전의 강산제와 구분하기 위하

여 동강산제라고도 불리 운다.12) 동강산제는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으로 계면조로 부르지 않고 경드름으로 부르는 것

이 특징적이다. 여기서의 경드름은 선율이 고음역에서 이루어지고 4도

7)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장과 비중은 다음과 같다.

악장 유파별 비중(%)
중모리 김병호(29.0), 김죽파(21.8), 강태홍(29.1)
중중모리 김병호(100.0), 김죽파(100.0), 강태홍(100.0), 정남희(18.2)
자진모리 김병호(17.3), 김죽파(30.0), 강태홍(34.7), 김윤덕(50.0), 성금연(29.3), 서공철(15.1), 신관용(17.0)
단모리 김죽파(24.3), 신관용(41.9)

8) 정노식, 조선창극사(복각본), 동문선, 1994.
9) “모흥갑牟興甲은 경기도 진위군 출생으로(혹은 죽산군 출생, 혹은 전주군 출생) 순純·
헌憲·철哲 3대를 역과한 인물이다. 송흥록宋興祿·염계달廉季達과 병세幷世하여 일세
를 진감振撼한 거장이다. 평양 연광정練光亭에서 판소리를 할 때에 덜미소리를 질러
내어 10리 밖까지 들리게 하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적벽가에 특장하여서 당시
적벽가에 있어서는 타인은 그 앞에서 감히 개구開口치 못하였다고 한다.” 정노식, 위
의 책, p.54.

10) “박유전朴裕全은 전라북도 순창군 출생으로 후에 보성군 강산리에 이거移居하였다.
헌憲·철哲·고高 3대간 인물이니 목청이 절등하게 고와서 당시 비주比儔가 없었다 한
다. …서편조西便調의 분류가 박유전으로부터 시작이다. 그의 특조特調는 그의 거지居
地를 표준하여 강산조岡山調라고 지칭하였다고 한다. …적벽가에 장하였고, 춘향가 중
이별가는 출중하게 잘하였다고 한다.” 정노식, 위의 책, p.68.

11) “강산제는 모흥갑 소리제로 춘향가 중에서 ‘날 다려가오’하는 대목에서 보이는 선율
형으로 동강산제로 불리기도 하는 소리제이다. 이 판소리 강산제는 가야금산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강태홍, 김병호, 김윤덕, 김죽파, 최옥산의 가야금산조에서 보인
다.” 이진원, “경기판소리와 민속음악”, 경기전통예술연구 시리즈Ⅰ-경기판소리, 경
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2005, p.205.; “강산제란 원래 판소리의 유파를 가리키기도 하
고, 또는 스타일 즉 모흥갑 소리제(춘향가 중 이별가, 날 다려가오)를 가리키기도 하
는데, 산조의 강산제란 후자에 가깝다.” 장사훈·한만영, 앞의 책, p.186.

12) “박동진씨는 이것을 박유전 강산제와 구별해서 동강산제라고 했다.”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 서낭당, 한국민속극연구소, 198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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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음에서 상행하여 종지음에 이르러 다른 경드름과 구별된다.13)

동강산제가 중모리 악장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가야금산조의 강산제

는 중모리를 비롯하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등의 악장에

나타난다. 또한, 동강산제는 모흥갑제 이별가를 특정하는 것이지만 가야

금산조의 강산제는 여러 유파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연구는 주로 특정 악장이나 특

정 유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강산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음조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는 가야금산조 강산제를 종합적이며,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야금산조 강산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강

산제가 등장하는 전 유파 전 악장을 대상으로 하여 강산제의 음조직, 시

김새, 선율진행, 리듬 등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

악함으로써 가야금산조 강산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가야금산조의 강산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는 판소리 동강산제와의 비교연구로, 이를 통하여 가야금산

조 강산제에 판소리의 어떠한 음악적 특징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본 연구

13) 이보형은 그의 연구에서 동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la′, do″, re″의 고음역에서 이루
어지는 선율과 4도 下音(sol)에서 상행하여 종지음인 do′에 이르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보형, 앞의 책.; 박승률은 동강산제는 경드름으로 부르며, B♭에서 G까지 13도
음역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음역은 서양음악 성악인들이 사용하는 테너의 음
역으로 G를 통성으로 질러내는 것이 특징임을 언급하였다. 박승률, “송만갑의 판소리
음악어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왕서은은 동강산제는 do로 종지하는 5음
음계이며, 방울목, 짧게 끊는목, 끌어올리는목, 순간적으로 흐느끼는목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왕서은, “송만갑과 박봉술 춘향가 선율 비교연구: 자진사랑가, 이별가, 십장가
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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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두 번째는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악조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여기서 악조란 선법적인 개념과 음계, 음조직의 개념, 악상의 개념이 포

함된다.

먼저, 가야금산조 강산제와 판소리 동강산제를 비교한 연구는 백혜숙

의 논문이 있다.14) 백혜숙은 가야금산조가 그 발전 과정에서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도입한 것에서 착안하여 판소리의 강산제와 산조의 강산

제가 어떠한 관계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백혜숙은 가야금산조에서 김죽

파류, 김병호류, 강태홍류의 중모리와 판소리의 강산제 중 송만갑, 이화

중선, 김초향·김소향의 음원을 가지고 출현음, 구성음, 종지음, 종지형,

각 음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야금산조의 강산제와 판소리의

강산제는 구성음, 종지음, 종지형 등이 같다고 결론지었다. 백혜숙의 연

구는 처음으로 가야금산조의 강산제를 주제로 다룬 연구로서 판소리의

강산제와 연관성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야금산

조의 중모리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특징을 가야금산조 전반에

나타나는 강산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야금산조 강산제를 악조로 분석한 연구로는 장희선, 권도희, 한소영,

정해임의 연구가 있다. 장희선은 가야금산조의 강산제가 평조나 계면조

처럼 악조명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가야금산조에 나타나는

강산제를 분석하였다.15) 그 결과 강산제는 제3의 악조가 아니며 평조청,

우조청, 평조엇청 등으로 다양하게 출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야금산조

의 강산제는 특정 하행 선율윤곽을 많이 포함하는데, 이는 上五-上三-上

一-宮으로 대표되며 上一에서의 농현수법이 잔잔하게 흔들어주거나 그

대로 들어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밝혔다. 장희선의 연구는 백혜숙의 연

구보다 다양한 장단에 나타나는 강산제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점이 강산제를 악조로 볼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정남희류, 서공철류, 신관용류의 강산제를 다루지 않은 점에

서 아쉬움이 있다.

14) 백혜숙, “가야금산조와 판소리의 비교연구: 강산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5) 장희선, “가야금산조의 강산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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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희는 가야금산조의 평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경드름, 구전평조,

강산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16) 권도희는 강산제 중에서 계면조의 음조

직을 가지고 있는 대목과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목을

제외하고 평조의 음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목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권도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강산제는 경드름과 구전평조, 그밖에 계면

조의 어법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전평조

보다 음역이 조금 확대되었고 上一의 시김새가 계면조와 구전평조의 중

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권도희는 평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강산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강산제가 다른 악조와 구별되는 음악

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한소영은 가야금산조 중에서 중중모리 전체가 강산제로 구성된 김죽파

류, 김윤덕류, 강태홍류, 김병호류를 연구하였다.17) 한소영은 네 유파 가

야금산조 중중모리의 출현음과 구성음 및 빈도수, 종지형을 연구한 결과

강산제는 대부분 평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분적으로 계면조가 나타난

다고 밝혔다. 또한, 네 유파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에 나타나는 동일·유

사선율을 살펴보았는데, 김윤덕류와 강태홍류가 동일·유사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유파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소영의 연구는 가야금산조에 나타나는 강산제 중

에서 중중모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현음과 구성음의 빈도수 및

종지형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전반적인 음악적 특

징을 밝히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해임은 신관용류 가야금산조의 강산제를 분석하여, 강산제의 구성음

은 g, a, c′, d′, f′18)이며, 종지음은 c′임을 밝혔다.19) 정해임은 강산제

의 꾸밈음과 농현이 경쾌한 느낌을 주며, 평조와 계면조의 특징을 고루

16) 권도희, “가야금산조의 평조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7) 한소영,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의 강산제 연구: 김죽파, 김윤덕, 강태홍, 김병호류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 정해임이 밝힌 구성음의 영문표기는 계명을 뜻하는 것으로, 실음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기보음과 완전5도 관계에 있음을 밝힌다.

19) 정해임,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2012 민속음악학술자료집 제5집-전북의 허튼가락,
산조, 국립민속국악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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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해임은 강산제의 구성음 각각의 선율

진행과 종지음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강산제는 계면조, 평조,

경조가 혼합된 조임을 밝혔다. 정해임의 연구는 강산제의 구성음이 각각

의 선율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음으로 진행하는지 그 관계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관용류 강산제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강산제를 악조의 측면에서만 규정지으려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

이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강산제

의 악조 분석을 다루었기 때문에 악조 이외의 다른 음악적 특징을 밝히

는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강산제가 특정 유파 혹은

특정 악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강산제 전반의 음악적 특징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유파의 전 악장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강

산제를 특정 악조로 규정하기보다 강산제가 가지는 여러 음악적 특징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는 강태홍류, 김병호류, 김윤덕류, 김죽파류, 서

공철류, 성금연류, 신관용류, 정남희류에서 나타나며, 진양조를 제외한 중

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악장에서 쓰인다. 가야금산조에 나타나

는 강산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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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20)

(세산조시21))

강태홍류 ○ ○ ○

김병호류 ○ ○ ○

김윤덕류 ○

김죽파류 ○ ○ ○ ○

서공철류 ○

성금연류 ○

신관용류 ○ ○

정남희류 ○ ○

<표 1> 가야금산조의 강산제

<표 1>에서 나타나는 여덟 유파 가야금산조의 강산제는 구전으로 전

해지다가 그들의 제자들에 의하여 악보로 기록되었다. 악보에는 다양한

조명과 표현 및 시김새가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가락과 그 음악적 특징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가야금산조의 강산제는 현재 출간된 악

보에서 강산제로 표기된 모든 선율을 포함하는데, 같은 유파의 여러 악

보에서 강산제를 지칭하는 범위가 다를 때에는 공통으로 강산제라 지칭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강산제를 지칭하는 범위 안에 종지

선율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선율 단락이 있는 경우, 종지 선율까지

를 강산제로 보았다.

강산제의 연구범위를 정한 다음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강산제를

채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채보의 대상이 된 강산제 음원은 해당

20) 단모리와 세산조시는 그 명칭이 상이하나, 빠른 4박 장단으로 그 내용이 같으므로
같은 장단으로 취급한다.

21) “호남 우도 농악에 쓰이는 장단의 하나. 경기 이채굿 가락이나 단모리와 같으며 매
우 빠른 4박 장단이다. 가야금산조와 같은 기악곡에서 쓰이기도 한다.” 변미혜 외, 
국악용어사전, 민속원, 2012,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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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의 명인 본인이 연주한 것으로 하였으며, 명인 본인이 연주한 음원

이 여럿일 경우에는 악보에 기록되어 있는 강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그 결과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성금연류, 김윤

덕류, 정남희류의 음원은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22)의 부록

CD인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 이를 채

택하였으며 서공철류는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23)의 음원

을, 신관용류는 <국악음반박물관 명인명창(6) 박홍남 판소리·강순영 가

야금공연>24)의 음원을 채택하였다. 한편, 신관용류 가야금산조의 경우

본인이 연주한 단모리 강산제의 음원이 없어 그 아래 세대 명인인 강순

영25)의 연주를 채택하였다. 유파별로 강산제의 연구범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김병호26)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7종27)이다.

7종의 악보에서 공통으로 강산제라 지칭한 선율을 바탕으로 강산제의 연

구범위를 선정한 결과는 중모리 제19∼27장단28)의 9장단과 중중모리 처

22)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은하출판사, 2008.
23)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 신나라, 1994.
24) <국악음반박물관 명인명창(6) 박홍남 판소리·강순영 가야금공연>, 지구레코드, 2010.
25) 강순영은 1927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15세 무렵부터 3년간 신관용 문하에서 가
야금을 학습하였다. 또한, 19세부터 5년 동안 스승인 신관용과 함께 호남창극단에 소
속되어 공연 활동을 했으며 창극단에 몸담고 있던 22∼24세 때 신관용 문하에서 가야
금을 재학습했다. 강순영은 27세 때부터 5년간 남원국악원에서, 39세 때부터 12년 동
안 진주국악원에서, 51세 때부터는 진주에서 후학들에게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를 전수
하였으며, 2002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노재명, <국악음반박
물관 명인명창(6) 박홍남 판소리·강순영 가야금공연> 해설서, 지구레코드, 2010.

26) 김병호(金炳昊/김금암(金錦岩), 1910년∼1968)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 명인. 본관
은 김해. 전남 영암 출생. 김창조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한 뒤, 1937년부터 1939년까
지 조선창극단 단원,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임방울창극단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부산
봉래권번의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임춘앵국악단의 악사로도 활동하였다. 송방
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p.126.

27) 이재숙, 가야금산조, 한국국악학회, 1971; 김남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부산대학
교출판부, 1995;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은하출판사, 2008; 김남순, 금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곡집, 부산대학교출판부, 2011; 김인제·선영숙,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은하출판사, 2014; 김남순, 금암 김병호 산조 원가락 프로젝트, 부산대학교출
판문화원, 2020; 양연섭,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2020.

28) 김병호류 중모리의 강산제는 제19∼29장단까지의 11장단이나 김병호 연주의 음원에
는 두 장단이 없는 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범위를 제19∼27장단의 9장단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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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끝까지의 18장단, 자진모리 제1∼17장단의 17장단29)이다. 이는

양연섭의 악보 김병호류 가야금산조(2020)30)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해당 악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채보의 대상이 된 음원은 이재숙의 <가야

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수록된 것으로 196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

학에서 김병호가 연주한 것이다.

김죽파31)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5종32)이다.

5종의 악보에서 공통으로 강산제라 지칭한 선율을 바탕으로 강산제의 연

구범위를 선정한 결과는 중모리 제17∼30장단의 14장단과 중중모리 처음

부터 끝까지의 43장단, 자진모리 제45∼71장단의 27장단, 세산조시의 제

135∼177장단의 43장단이다. 이는 성심온의 악보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2013)33)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해당 악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채보의

대상이 된 음원은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수록된

것으로 1981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김죽파가 연주한 것이다.

강태홍34)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7종35)이다.

29) 김병호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제1∼14장단까지의 14장단이나 이는 단락의 종지 선
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지 선율인 제17장단까지의 17장단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30) 양연섭, 앞의 악보.
31) 김죽파(金竹坡/김난초(金蘭草)·김운선(金雲仙), 1911∼1989) 가야금 연주가. 무형문화
재 예능보유자. 가야금산조의 명인. 김창조의 손녀. 본관은 김해. 전남 영암군 영부면
출생. 태어난 지 열 달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할아버지 김창조와 할머니 아래 성장하
며 할아버지에게 풍류 한바탕을 배웠다. 1919년 할아버지 사후 13세까지 한성기의 문
하에서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 등을 배웠다. 16세 때 상경하여 조선권번에 기적을
두고 김운선이라는 예명으로 최고의 가야금 연주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떨쳤다. 송방
송, 앞의 책, p.226.

32) 이재숙, 가야금산조, 한국국악학회, 1971; 이재숙, 가야금산조 김죽파류, 수문당,
1986; 문재숙, 김죽파 가야금곡집, 세광음악출판사, 1989;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
바탕전집, 은하출판사, 2008; 성심온,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33) 성심온, 위의 악보.
34) 강태홍(姜太弘, 1893∼1957)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 명인. 김창조의 문하생. 전라
남도 무안군 외읍면 교촌리 출생. 조선성악연구회 교육부 이사. 세습무가 출신인 강용
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00년 부친의 사후 고향을 떠나 1911년 대구를 거쳐
경주로 가서 경주권번에서 최금란·이소향 등과 같은 제자를 양성했다. 1932년 발족한
조선악협회의 요곡부의 일원으로 조학진·이동백·오태석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송방
송, 앞의 책, p.42.

35) 이재숙, 가야금산조, 한국국악학회, 1971; 최문진,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영남대학
교출판부, 1988; 백혜숙,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민속원, 1993; 정해임, 강태홍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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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의 악보에서 공통으로 강산제라 지칭한 선율을 바탕으로 강산제의 연

구범위를 선정한 결과는 중모리 제1∼6장단, 제36∼45장단36)의 16장단과

중중모리 제1∼33장단의 33장단, 자진모리 제1∼84장단의 84장단이다.37)

이는 이재숙의 악보 가야금산조(1971)38)의 중모리와 임재심의 악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2019)39)의 중중모리 및 자진모리와 일치하므로,

해당 악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채보의 대상이 된 음원은 이재숙의 <가야

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수록된 것으로 1952년 김동민의 집에서

강태홍이 연주한 것이다.

서공철40)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1종41)이며,

그 범위는 자진모리 제35∼58장단의 24장단42)이다. 채보의 대상이 된 음

원은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에 수록된 것으로 서공철이

연주한 것이다.

신관용43)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1종44)이며,

그 범위는 자진모리 제84∼100장단의 17장단45)과 단모리 제61∼110장단,

야금산조,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은하출판사,
2008; 임재심,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민속원, 2019; 고연정,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우주먼지, 2020.

36) 악보에 전하는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범위는 제39∼48장단이나, 강태홍이 연주
한 음원에 따르면 이는 제36∼45장단에 해당하므로 본문에서는 제36∼45장단으로 표
기한다.

37)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휘모리 제58∼62장단의 5장단은 일부 악보에서 강산제로 지칭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성과 짜임새가 독립적인 강산제라기보다는 단모리로 넘어
가는 경과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8) 이재숙, 위의 악보, 1971.
39) 임재심, 위의 악보.
40) 서공철(徐公哲, 1907∼?)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의 명인. 경기도 여주 출생. 한숙
구의 제자인 외삼촌 정남옥에게 한숙구제 풍류와 가야금산조를 배워 정남옥의 가야금
산조를 전승하였다. 송방송, 앞의 책, p.421.

41) 송명숙,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2001.
42) 송명숙의 악보에 전하는 서공철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제32∼58장단의 27장단이나,
서공철의 연주로 전하는 것은 앞의 3장단을 제외한 24장단이다.

43) 신관용(申寬龍, 1912∼1961) 호적명은 신관영으로 1912년 전북 김제군 성덕면 성덕리
고현마을에서 아버지 신갑종과 무속인 출신의 어머니 윤순길 사이의 5남 1녀 중 4남
으로 태어났다. 15살 때 이영채를 만나 가야금산조를 배웠고, 이 외에 거문고, 피리,
대금, 양금, 장구 등 많은 국악기에 능하여 1936년∼1961년까지 김제, 전주, 진주, 남
원, 정읍 등에서 순회공연을 하며 명성을 날리게 된다. 서은영, <서은영 가야금산조
신관용류> 해설서, 프로덕션 고금, 2019.

44) 정해임,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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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156장단의 75장단46)이다. 연구에 사용된 음원은 <국악음반박물

관 명인명창(6) 박홍남 판소리·강순영 가야금공연>에 수록된 것으로

2001년 국악음반박물관에서 강순영이 연주한 실황녹음이다.

성금연47)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3종48)이

다.49) 3종의 악보에서 공통으로 강산제라 지칭한 선율은 자진모리 제84

∼143장단의 60장단50)이다. 이는 황병주의 악보 가야금교본(1984)51)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해당 악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채보의 대상이 된 음

원은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수록된 것으로 1984

년 김명환의 집에서 성금연이 연주한 것이다.

김윤덕52)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1종53)이며,

그 범위는 자진모리 제1∼36장단54), 제91∼108장단55)의 54장단이다. 연

45) 정해임의 악보에 전하는 신관용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제84∼99장단으로 16장단이
나, 실제 강순영의 연주와 리듬의 차이가 있어 17장단으로 채보하였다.

46) 정해임의 악보에 전하는 신관용류 단모리의 강산제는 제132∼154장단으로 73장단이
나, 종지선율을 기준으로 두 마디를 추가하여 75장단을 채보하였다.

47) 성금연(成錦蓮 또는 成錦鳶, 1923∼1983)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 명인. 전남 담양
또는 광주 출생. 호는 춘소. 본명은 성육남(成六男). 17세 때 최옥삼에게 가야금과 소
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1935년 조명수에게 풍류가야금과 양금을 공부했으며, 1936년
안기옥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웠다. 송방송, 앞의 책, p.438.

48) 이재숙, 가야금산조, 한국국악학회, 1971; 황병주, 가야금교본, 은하출판사, 1984;
박재희, 가야금교본, 삼호출판사, 1986.

49) 이재숙의 악보에는 성금연류가 아닌 박상근류로 표기되어있으며, 이 가락을 성금연
에게 배워서 전수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박상근의 산조는 성금연에게 이어져 발전되
었으며 현재 많이 연주되고 있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모체가 된다. 박상근류 자진
모리의 강산제는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가락이 같으며, 다만 황병주와 박재
희의 성금연류 악보에서 가락이 더 확장되어 있다.

50) 황병주와 박재희의 악보에 전하는 성금연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제84∼142장단으로
59장단이나, 성금연의 연주에서 한 장단이 더 첨가되어 있어 60장단을 채보하였다. 다
른 성금연의 연주에서도 이 부분의 길이가 한두 장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흥
적으로 가락을 첨가하거나 뺀 것으로 보인다.

51) 황병주, 위의 악보.
52) 김윤덕(金允德, 1918∼1978) 거문고·가야금 연주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가야금산
조·거문고산조명인. 본관은 광산. 호는 녹야(鹿野). 전북 정읍 출생. 1933년 정자선에
게 양금풍류를, 1934년 김광석에게 가야금정악을, 김용근에게 거문고정악을, 1947년에
는 정남희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웠고, 1948년에는 한갑득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받았
다. 국립국악원 국악사로 활동했으며, 1961년 이후 서울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송방송, 앞의 책, p.200.

53) 이재숙, 위의 악보, 1971.
54) 이재숙의 악보에 따르면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제5∼36장단에 해당하나, 제1
∼4장단의 선율이 g(g′)로만 이루어진 내드름에 해당하므로 연구범위를 제1∼3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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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사용된 음원은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수록

된 것으로 1965년 국립국악원에서 김윤덕이 연주한 것이다.

정남희56)류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가 나타나는 악보는 총 1종57)이며,

그 범위는 중중모리 제1∼12장단의 12장단58)과 자진모리 제91∼109장단

의 19장단이다. 현재 정남희가 연주한 강산제의 음원은 중중모리만 전하

며 자진모리는 전하지 않는다. 또한, 정남희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김윤

덕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91∼109장단과 그 선율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정남희류 강산제의 채보의 대상이 된 음원은 이

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음원>에 수록된 것으로 1934년에 정

남희가 연주한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범위와

채보의 대상이 된 음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으로 하였다.
55) 악보에 기록된 김윤덕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제91∼109장단의 총 19장단이나 김윤
덕의 연주가 18장단으로 되어있어 제91∼108장단의 18장단을 연구범위로 한다.

56) 정남희(丁南希, 1905∼1984)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산조·가야금병창 명인. 전라남도
나주 출생. 조선성악연구회 영업부이사·회계이사·흥행부이사. 1913년 한만덕에게 가야
금을 배웠고 1921년 상경해 협률사에서 활동하였으며 임준용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운
후 다시 1924년 안기옥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하였다. 6.25 전쟁 이후 북으로 월북하
여 1952년 공훈배우가 됐고, 1959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송방송, 앞의 책, p.792
∼794.

57) 이재숙, 앞의 악보, 2008.
58) 이재숙의 악보에서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제1∼10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남희의 연주에서 두 장단이 첨가되어 있어 제1∼12장단을 연구범위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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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연구범위

음원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세산조시)

김병호 제19∼27장단 제1∼18장단 제1∼17장단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김죽파 제17∼30장단 제1∼43장단 제45∼71장단 제135∼177장단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강태홍
제1∼6장단

제1∼33장단 제1∼84장단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제36∼45장단

서공철 제35∼58장단

한국의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

신관용 제84∼100장단
제61∼110장단 국악음반박물관

명인명창(6)제132∼156장단

성금연 제84∼143장단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김윤덕
제1∼36장단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제91∼108장단

정남희 제1∼12장단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표 2> 연구범위와 연구자료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산조 강산제를 악장별로 살펴보겠다. 각 악장의

강산제를 분석하는 데는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행, 리듬의 요소를 가지

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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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음조직 분석은 단락 단위로 출현하는 모든 음을 파악한 다음, 각

음에 사용되는 시김새를 확인하여 강산제의 음조직을 파악한다. 강산제

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산제의 음조직은 우조, 평조, 계면조, 엇

청59) 계면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60)

본 연구에서는 음조직을 크게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d' e' g' a' b' c"

<악보 1> 가야금산조 평조의 음조직

평조의 음조직은 <악보 1>에서 보듯이 제6현인 g′를 중심음으로 하

여 d′, e′, g′, a′, c″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음의 4도 위에 해당하는 c″

는 유동적으로 b′가 되기도 한다.61)

d' g' a' b♭' c"

<악보 2> 가야금산조 계면조의 음조직

계면조의 음조직은 <악보 2>에서 보듯이 제6현인 g′를 중심음으로

하여 d′, g′,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음의 4도 아래의 d′에

59) 가야금산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 즉 ‘기본청’은 제6현의 ‘g′’음이다. 기본청(g′)
의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제4현의 음(d′)인데, 이는 기본청과 완전4도(또는 완전
5도)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4현의 ‘d′’는 기본청의 엇청이라 할 수 있다. 황준
연, 한국 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p.148.

60) 장희선, 앞의 논문; 정해임, 앞의 논문; 한소영, 앞의 논문.
61) 가야금산조에는 ‘경드름’이라는 구전 조명이 사용된다. 권도희의 연구에 따르면, 경드
름은 평조와 음조직이 같으나 평조와 구별되는 음악적 특징을 가진다. 이는 g′-e′-
d′의 하행 선율진행과 上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시김새, d′로 종지한 후에 g′로 종
지하는 이중종지이다. 권도희, 앞의 논문, 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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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하며, 단3도 위의 b♭′은퇴성한다.

또한, 계면조의 음조직은 중심음의 위치에 따라서 우조청 계면조62)와

엇청 계면조로 나눌 수 있다.

e' g' a' b' c" d"

<악보 3> 가야금산조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은 <악보 3>에서 보듯이 e′, (g′), a′, b′, c″,

d″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을 장2도 위로 이조한 것과

같다.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은 제7현인 a′를 중심음으로 하며 4도 아

래의 e′에 농현, 단3도 위의 c″에 퇴성한다.

a' d" e" f" g"

<악보 4> 가야금산조 엇청 계면조의 음조직

엇청 계면조는 <악보 4>에서 보듯이 제9현인 d″를 중심음으로 하여

a′, d″, e″, f″, g″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을 완전5도

62) 가야금산조 우조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조는 제7현인 a′를 중심음으로 하는
계면조임이 밝혀진 바 있다. 김해숙은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우조는 a′와 e″를
중심음으로 하는 두 계면조 음계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김해숙, 산조연구, 세광
음악출판사, 1987.; 황준연은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의 악조는 평조와 계면조로 되
어있으며, 우조는 중심음이 높다는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가야금산
조의 우조에서(청은 한 줄 높은) 계면조에서 보이는 유사선율형이 발견되기 때문이
다. 황준연, 앞의 책.; 김영운은 그의 책에서 가야금산조의 우조를 제7현인 a′를 청으
로 삼는 계면조로 설명하였다.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야금산조의 우조를 우조청 계면조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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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이조한 것과 같다. 엇청 계면조의 음조직은 제9현인 d″를중심음으

로 하며, 4도 아래의 a′에 농현하고 단3도 위의 f″에 퇴성한다.

둘째, 시김새63) 분석은 크게 음조직에 나타나는 시김새와 그 밖의 시

김새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강산제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시김새를 파

악하겠다.

음조직에서 사용되는 시김새는 농현, 추성, 퇴성, 꺾기 등이 있다. 농현

은 왼손으로 줄을 흔들어 음을 출렁이게 하는 기법으로, 출렁이는 깊이

에 따라 가는 농현, 약간 굵은 농현, 굵은 농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

조 음조직에서는 가는 농현이 사용되며, 계면조 음조직에서는 굵은 농현

이 사용된다. 추성은 음을 낸 후 높은음으로 밀어올리는 기법으로, 평조

음조직에서 특히 약 장2도∼단3도의 간격으로 느리게 상행하는 추성이

사용된다. 퇴성은 음을 낸 후 낮은음으로 흘러내리는 기법으로, 계면조

음조직에서 특히 중심음의 단3도 위의 음에서 나타난다. 꺾기는 약 반음

간격의 높은음에서 꺾는 듯이 내리는 기법으로, 계면조 음조직에서 특히

중심음의 장2도 위의 음에서 나타난다.

이외에도 음조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음의 장식이나 음악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시김새는 전성, 다루치기, 구른 후 떨기 등이 있다. 전성

은 줄을 세게 굴려서 음에 변화를 주는 기법이다. 다루치기는 순간적으

로 줄을 밀어 올렸다가 내리는 기법으로, 음의 시가에 따라서 2회 또는

3회로 나타난다. 구른 후 떨기는 음의 시작을 가볍게 구른 후 농현하는

기법이다.

이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 시김새의 연주법과 표기방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63) “시김새란 선율을 꾸미는 장식을 뜻하는데, 이는 선율의 첫머리를 꾸미는 것과 끝을
장식하는 것, 선율의 중간을 꾸미는 것으로 구분된다.”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
(상), 보고사, 2012, p.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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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 연주법 기호 뜻 비고

농현

줄을 왼손으로
밀었다 풀었다 하여
출렁출렁하게 하는
연주기법64)

가늘게 농현하는 표

약간 굵게 농현하는 표

굵게 농현하는 표

추성
줄을 밀어 올려
높은 소리를 내는
연주기법65)

본음을 낸 후 높은음으로
천천히 밀어올리는 표

시가가있는
경우는음표로
표기

퇴성
소리를 낸 음을
끌어내리는
연주기법66)

본음을 낸 후 낮은음으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표

시가가있는
경우는음표로
표기

전성
줄을 세게 굴려서
내는 연주기법67) w 줄을 순간적으로 눌렀다

놓는 표

다루치기

순간적으로 소리를
밀어 올렸다가 곧
다시 내리는
연주기법68)

약 단3도 간격으로 높게
2회 구른 후 끊는 표

약 단3도 간격으로 높게
3회 구른 후 끊는 표

구른 후
떨기

음의 시작을 가볍게
구른 후 떠는
연주기법69)

왼손으로 줄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발현한 후,

빠르게 놓으며 농현하는 표

꺾기
가락 중심음의 장2도
높은음을 곧 미끄러
내리는 연주기법70)

k
본음의 약 반음 간격
높은음에서 꺾는 듯이

내리는 표

<표 3> 가야금산조 시김새의 연주법과 기호

64)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상), 보고사, 2012, p.472.
65)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하), 보고사, 2012, p.1862.
66)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하), 보고사, 2012, p.1921.
67)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하), 보고사, 2012, p.1597.
68) “다루치기란 마치 머루 다래 열매가 다발다발 열리듯 한 여러 개의 음을 긴장감 있
게 쥐어짜며 둥그려 내는 소리. 다루목은 보통 일자 다음식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음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파도가 솟구치듯 순간적으로 소리를 밀어 올렸다가 곧
다시 내리는 수법이다.” 유인숙, “동초제 판소리 시김새 변화에 관한 연구: 심청가 중
‘심봉사 망사대 찾아가는 대목’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30.

69) 문재숙, 앞의 책, p.10.
70)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상), 보고사, 2012,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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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율진행은 각각의 선율이 진행하는 방향과 패턴을 파악하여 진

행유형에 따라 분석하거나, 특정 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선율형을 이루

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선율의 진행유형에 따른 분석은 동음진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하행진

행, 반복진행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먼저 동음진행은 선율이 같은 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옥

타브 간격의 음이 첨가되는 것을 포함한다.71) 다음으로 도약진행은 선율

에서 음이 다음 음으로 진행할 때 일정 간격 이상으로 도약하는 것을 뜻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옥타브를 초과한 간격을 지칭한다.72) 고음진

행은 선율이 가야금산조의 제3옥타브인 c″∼c‴에서 진행하는 것을 지칭

한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한 옥타브 이상 하행하는 진행을 뜻하며, 이는

음들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것과 상행음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하며

하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반복진행은 특정 선율진행이

반복되는 것을 뜻하며, 이때 음높이와 리듬이 모두 일치하여 반복하는

것과 음높이와 리듬에 변화를 가지며 반복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선율형은 특정 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을 이루는 것으

로, 선율형 분석은 같은 악장 내에서 강산제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리듬의 분석은 각 악장별 여느박73)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리듬형

을 살펴본다.

여느박의 리듬구성은 소박과 소소박으로 이루어진다. 소박은 소안(小

眼拍)의 준말로서 대강박(大綱拍), 즉 대박의 상대개념이다.74) 소박은 다

71) 가야금은 악기의 구조상 발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선율
의 진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옥타브 간격의 음으로 동음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72) 가야금산조에서 음이 다음 음으로 옥타브 간격의 도약진행을 보이는 것은 산조 전반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야금산조의 강산제에는 옥타브 간격을 넘어서는
도약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도약진행을 옥타브
간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73) “여늬 한배 즉 보통 빠르기로 느끼는 박을 본문에서는 ‘여느박’이라 이르기로 한다”
이보형, “전통기보론에서 박의 집합론과 분할론의 합리성과 효용성”, 동양음악 제17
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5, p.19.

74) “대강박이란 대강이 단위가 되는 박이니 대강박이라 하고 이것을 줄여서 대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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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더 작은 단위인 소소박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느박이 소

박과 소소박 층위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장단의 리듬 층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장단 여느박 소박 소소박

중모리(12박)

중중모리(4박)

자진모리(4박)

단모리(4박)

<표 4> 가야금산조 장단의 각 층위 리듬형

분석에 사용하는 악보는 모두 연구대상의 음원을 채보하여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악보가 채보자에 따라 다른 표기방식으로 되어있어 통일성

을 갖추기 어려우며, 채보자의 주관에 따라 악보화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악보의 기보방식은 다음과 같다. 보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G

Clef를 사용하였으며 실음은 약 완전5도 아래의 음이다. 알파벳 표기법

은 영국식을 따라 소문자에 아포스트로프(Apostroghe)를 붙여서 옥타브

관계를 구분하겠다.75)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악보 5>와 같으며, 이는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여덟 유파 중에서 김죽파류를 제외한 김병호류, 강

태홍류, 김윤덕류, 서공철류, 신관용류, 성금연류, 정남희류에 해당한다.

하고 우리말로 ‘큰박’이라 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다. 소안에서 안은 대강에서 강, 즉
‘그물 벼리’에 대한 상대개념, 즉 ‘그물눈’, ‘그물코’를 뜻한다.” 이보형, “韓國民俗音樂
長短의 大綱拍(大拍), 拍, 分拍(小拍)에 대한 傳統記譜論的考察”, 국립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1992, p.33.

75) “높이가 다른 같은 음은 많이 있으므로 문자의 크기 또는 글자체의 모양, 문자에 아
포스트로프나 숫자 등을 덧붙여 이를 구분한다.” 이성천, 음악통론과 그 실습, 음악
예술사, 197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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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음

g(흥)d(청) a(둥) d'(당) e'(동) g'(징) a'(땅) b'(지) d"(찡) e"(칭) g"(쫑) a"(쨍)

실음

제2현제1현 제3현 제4현 제5현 제6현 제7현 제8현 제9현 제10현 제11현 제12현

<악보 5> 가야금산조의 기보법

한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경우 제1현을 G로 맞춰놓기 때문에 제2

현부터 d, g, a, d′, e′, g′, a′, b′, d″, e″, g″의 순서가 된다.76) 이를 악

보로 나타내면 다음의 <악보 6>과 같다.

d(청)G(청) g(흥) a(둥) d'(당) e'(동) g'(징) a'(땅) b'(지) d"(찡) e"(칭) g"(쫑)

제2현제1현 제3현 제4현 제5현 제6현 제7현 제8현 제9현 제10현 제11현 제12현

<악보 6>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기보법

76) “죽파가 사용하는 가장 아랫줄인 ‘청’줄은 1986년도까지도 ‘둥’음보다 1옥타브 아래음
이었지만, 1986년 이후부터는 ‘흥’음보다 1옥타브 아래음으로 조현하여 연주하였다.
‘둥’음보다 1옥타브 아래로 조현하는 겹청은 유일하게 심상건만이 사용했던 조현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최근 ‘흥’음보다 1옥타브 아래로 조현하는 것은 죽파의 개성이
나타난 조현법이다.” 문재숙,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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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가야금산조의 여러 유파 중에서 중모리 악장에 강산제가 나타나는 유

파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세 가지이며, 이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유파 강산제 범위

김병호류 제19장단∼제27장단

김죽파류 제17장단∼제30장단

강태홍류
제1강산제 제1장단∼제6장단

제2강산제 제36장단∼제45장단

<표 5>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강산제

1.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는 계면조-경드름-강산제-계면조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9∼27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31장단

중에서 9장단에 해당하며, 중모리의 29.0%를 차지한다.77)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77) 비율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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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13장단,

제28장단∼제31장단
17 54.9

경드름 제14장단∼제18장단 5 16.1

강산제 제19장단∼제27장단 9 29.0

<표 6>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구성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는 내드름78)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9∼21장단의 3장단, 제

22∼24장단의 3장단, 제25∼27장단의 3장단으로 3단락 9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9장단∼제21장단

제2단락 제22장단∼제24장단

제3단락 제25장단∼제27장단

<표 7>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을 단위로 하여 출현음과 단

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

한다.

78) “산조에서 가락의 시작 부분을 내드름이라고 부른다. 내드름은 산조 이외에도 판소
리와 풍물에서도 사용되며, 시작선율 그 자체를 의미하고, 시작될 음악의 성격을 제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김우진, “거문고산조의 내드름 연구”, 산조연구: 제2회 산조
축제 및 학술회의 자료집, 가야금산조현창사업추진위원회, 2002,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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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9∼21장단

위의 <악보 7>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9∼21장단

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e′, g′,

a′, b′, e″, g″이며, d′와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

음은 e′이며, e′와 b′, c″에서 퇴성, g′(g″)와 d′(d″)에서 추성, e′(e″)와

a′, b′에서 농현한다.

<악보 8>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22∼24장단

위의 <악보 8>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22∼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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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d″,

e″, g″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지음은 d″이며,

e″에서 하행 시 퇴성, a′에서 전성과 가는 농현 및 구른 후 떨기, d″에

서 농현한다.

<악보 9>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25∼27장단

위의 <악보 9>는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25∼27장단

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e′,

g′, a′, c″, d″, e″이며, g″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락의 종지음

은 g′이며, e′와 a′에서 상행 시 추성, a′에서 구른 후 떨기, d″에서 농

현한다.

지금까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는 d′, e′, g′, a′, c″(b′)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종지음에 해당한다. e′는 d′로 하행진행 시에 퇴

성하며, a′는 전성과 가는 농현 및 구른 후 떨기 등의 시김새를 동반한

다. b′와 c″는 대체로 경과음으로 사용하며, 하행진행 시에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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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g' a' b' c"

<악보 10>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과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세

히 살펴보겠다.

(1) 추성과 퇴성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추성과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악보 11>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추성과 퇴성

위의 <악보 11>을 살펴보면, 추성은 제22장단과 제23장단에 나타나며,

퇴성은 제22장단에 나타난다. 추성은 밀어올리는 음정 간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지 밀어올리며 ㉡은 e″

를 약 단3도 높은 g″까지 밀어올린다. ㉠과 ㉡은 모두 추성한 후에 농현

하는 공통점이 있다.



- 26 -

퇴성도 흘러내리는 음정 간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은 g″를

약 단3도 낮은 e″까지 흘러내리며 ㉣은 b′를 약 장2도 낮은 a′까지 흘

러내린다. 이는 추성과 마찬가지로 농현을 동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추성79)과 퇴성80)의 형태는 김병호류 중모리의 경드름에서

도 나타난다.

㉠ ㉠
㉡

㉢
㉢ ㉣

<악보 12> 김병호류 중모리 경드름의 추성과 퇴성

위의 <악보 12>를 살펴보면, 추성은 밀어올리는 음정의 간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은 a′를 약 단3도 높은 c″까지 밀어올리며 ㉡과

㉢은 g′에서 약 장2도 높은 a′로, d′에서 약 장2도 높은 e′로 밀어올린

다. 퇴성은 약 장2도 흘러내리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에 해당하며

e′에서 d′까지 하행한다.

이처럼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약 장2도∼단3도 음정

간격의 추성과 퇴성은 김병호류 중모리 경드름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2) 농현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79) 김현채는 그의 논문에서 이와 같은 장2도와 단3도의 추성이 우조에도 나타나는데,
그 리듬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우조에서의 추성은 아래음을 비교적 짧게
연주하고 추성의 윗음을 길게 끄는 반면, 평조에서의 추성은 아래음과 윗음의 길이가
같거나 추성의 아래음이 더 길고 윗음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남을 밝혔다. 김현채,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악양식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81∼
83.

80) 김현채는 그의 논문에서 이와 같은 장2도의 퇴성이 우조의 마지막 단락의 제한된 음
에서만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평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나타남을 밝혔다.
김현채, 위의 논문, 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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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악보 13>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13>은 김병호류 중모리의 제22∼24장단에 해당하는 선율

이다. <악보 13>을 살펴보면,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태와

폭이 넓은 형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폭이 좁은 형태인 가는 농현은

a′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제22장단의 ㉠처럼 처음부터 가늘게 농현하는

형태와 제22장단의 ㉡처럼 구른 후 떨기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형태가 있

다. 또한, 폭이 좁은 농현은 제22장단의 제8박에서와 같이 e″⌒g″81)의

상행진행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폭이 넓은 농현인 ㉢은 <악보 13>의 선율에서 d″에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김병호류 중모리의 다른 악조인

경드름과 계면조에서도 농현을 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경드름에

서의 농현은 폭이 좁으며 가볍게 줄을 흔드는 반면, 계면조에서는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든다.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경드름의 굵은 농현보

다 깊지만, 계면조의 굵은 농현만큼 깊지는 않다.

이처럼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굵은 농현은 경드름과

계면조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81) 본 연구에서는 음과 음 사이의 진행에 대한 표기를 구분하였는데, 타점을 가지는 진
행은 ‘-’을 사용하여 연결하였으며, 타점을 가지지 않고 여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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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른 후 떨기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4>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14>는 김병호류 중모리 제27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14>

를 살펴보면 제27장단의 선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

a″)는 계면조에서는 꺾는 음이기도 한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82) ‘구른

후 떨기’에 동반되는 농현은 계면조에서 ‘꺾기’ 다음에 동반되는 농현보

다 더 작은 음폭으로 잘게 떨어준다. 반면, ‘꺾기’는 약 반음의 음정 간격

을 가지며,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은 후 연결되는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지 않으며,

음폭 또한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구른 후 떨기’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중 강산제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83)

3) 선율진행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동음진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하행진행, 반복진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82) 권도희는 그의 논문에서 이와 같은 구른 후 떨기 시김새를 ‘엑센트 농현’이라고 표현
하였다. 권도희, 앞의 논문, p.19.

83)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 외에 경드름의 마지막 선율인 제18장단에서 출현한다. 이는
경드름의 시김새가 아니라 이어지는 강산제의 시김새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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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음진행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중 동음진행은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9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5>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동음진행

<악보 15>의 제19장단을 살펴보면,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e″로 도약

한 후 이를 지속한다. 이와 같은 동음진행은 가야금산조에서 악장의 시

작인 제1장단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9장단은

악장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악장의 시작인 제1장단처럼 동음진행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김병호류 중모리에서 다른 악조의 내드름은 강산제의 내드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16>과 같다.

경드름

계면조

계면조

<악보 16> 김병호류 중모리 악조별 내드름

위의 <악보 16>은 중모리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과 경드름의 내드

름인 제14장단, 계면조의 내드름인 제28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1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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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중모리 악장 전체의 내드름에 해당하는 제1장단은 d′를 중심

으로 동음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악보 15>의 강산제 내드름

과 동일한 형태의 진행이다. 반면, 제14장단과 제28장단은 하행 혹은 상

행진행을 보이는데 이것은 동음진행하는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9장단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강산제의 내드름은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과 그 형태가 유사

하며, 동음진행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약진행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19장단과 제22장단에 나타나

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7>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19장단

<악보 18>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22장단

<악보 17∼18>을 살펴보면, 제19장단과 제22장단의 선율은 모두 제1

박인 g에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로 도약한다. g는 가야금에서 제2현에

해당하는 음이며, e″는 제10현에 해당하는 음으로 한 옥타브 장6도 도약

이다. 이처럼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 상행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중 계

면조에서 2회 출현하며, 이는 다음의 <악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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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도약진행: 제11∼12장단

<악보 19>를 살펴보면, 김병호류 중모리의 계면조인 제11장단과 제12

장단은 제1박인 g에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로 도약한다. g는 가야금

에서 제2현에 해당하는 음이며, g″는 제11현에 해당하는 음으로 두 옥타

브 도약이다.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도약진행은 강산제의 도약진행

과 마찬가지로 제1박과 제2박 사이에서 나타나며, 한 옥타브를 넘는 간

격으로 상행하는 점이 같다. 그러나 <악보 17>과 <악보 18>의 강산제

선율은 도약진행 후에 e″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음역에서의 선율진행을

보이지만, <악보 19>의 계면조 선율은 g′로 하행하는 선율진행을 보이

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 상행 이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유지

하는 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

다.

(3) 고음진행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중 고음진행은 제19장단과 제22∼23장단, 제

25∼26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20>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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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2∼23장단

<악보 22>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5∼26장단

위의 <악보 20∼22>에서 알 수 있듯이, 제19장단과 제22∼23장단, 제

25∼26장단의 선율은 대체로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

는 c″∼g″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고음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전

체의 55.6%에 해당하며, 김병호류 중모리에서 강산제에만 특징적으로 나

타난다.84)

(4) 하행진행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20장단과 제21장단에 나타나

며, 이는 다음과 같다.

84)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에서 선율의 고음진행은 경드름과 계면조에서는 나타나
지 않고,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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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2-1

<악보 23>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23>을 살펴보면, 제20장단과 제21장단의 선율은 각각 한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e″-d″-b′-a′-g′-e′까

지 한 옥타브 이상의 음정을 순차하행 하는데, 이때 2-1과 2-2 주법으로

선율진행의 반대 방향, 즉 상행음을 연주하여 선율을 장식한다.

이처럼 한 옥타브 이상을 하행하는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중 계

면조에서 2회 출현한다.

<악보 24>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24>를 살펴보면, 김병호류 중모리 계면조인 제11～12장단

의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g′까지 하행한다. 이때 선율은 전반부인 제1

∼6박과 후반부인 제7∼12박으로 나뉘며, 전반부에서는 g″와 d″를 중심

으로 진행하며 후반부에서는 a′와 g′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는 <악보

23>에서 강산제의 선율이 2-1과 2-2 주법을 활용하여 상행음으로 선율

을 장식하며 순차하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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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율이 한 장단에 걸쳐 2-1과 2-2 주법을 활용한 상행음으로

선율을 장식하며 한 옥타브 이상의 음정을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것은 김

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선율형이다.

(5) 반복진행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20∼21장단, 제23장단과 제

25∼26장단에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음높이와 리듬이 모두 일치하는 동

일반복형과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주는 변화반복형으로 나뉜다.

음높이와 리듬이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일반복형은 김병호류 중모

리 강산제에서 제23장단에 나타난다.

a a

<악보 25>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동일반복형 선율

위의 <악보 25>를 살펴보면, 제23장단의 선율은 반 장단(a)이 동일하

게 두 번 반복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반 장단의 선율은 d″에서 농현한

후에 e″에서 시작하여 d″를 거쳐 a′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며, 이때

e″에는 퇴성하며 a′에는 전성한다.

한편, 선율에서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주어 반복하는 변화반복형

은 제20∼21장단과 제25∼26장단에 나타난다.

a

a′

<악보 26>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20∼2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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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6>을 살펴보면 제20장단의 선율은 제21장단에서 반복되

는데, 이때 선율의 전반부에서 변화를 둔다. 제20장단의 전반부 선율은

e″-g″-e″-d″-b′의 진행을 보이는데, 제21장단의 전반부에서 g″-e″-b′

-e″로 변화하지만, 선율의 후반부를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통일감을 주

었다.

b b′

b″ b‴

<악보 27>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25∼26장단

위의 <악보 27>을 살펴보면, 제25∼26장단의 선율은 반 장단을 단위

로 하여 반복진행한다. 반복하는 선율(b)은 e″-c″-d″로 진행하며, 이를

반복하며 발전하는 형태를 띤다. ‘b’는 ‘b′’로 반복진행하며 e″-c″-d″를

두 번 진행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b″’에서는 동음을 반복하여 음을 첨

가했다. 마지막으로 ‘b‴’에서는 동음 반복의 2연속 소박의 형태로 발전한

다.

이처럼 선율이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가지며 반복하며 발전하는

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4) 리듬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형으로 2연속

소소박과 4연속 소소박 리듬형이 있으며, 이는 제20∼21장단과 제25∼26

장단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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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20∼21장단

위의 <악보 28>의 제20∼2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단위의 소소박

리듬형이 사용되는데, ㉠후2연속 소소박( )85), ㉡전2연속 소소박

( )86), ㉢4연속 소소박( )87)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2연속 및 4연속 소소박의 리듬형에서는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

이며, 이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2 8 0 2 8 0 2 8 0

2 8 0

㉡ ㉡ ㉡

㉡

<악보 29>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25∼26장단

<악보 29>의 제25∼2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소소박 리듬형 중에서

㉡전2연속 소소박( )이 쓰였으며, 이는 <악보 28>의 제20∼21장단과

같이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동음을 반복할 때는 마찬가지로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을 동반한다.

이처럼 여느박이 2연속 또는 4연속 소소박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

85) 2연속의 소소박이 뒤의 소박에 나타나는 리듬형을 뜻한다.
86) 2연속의 소소박이 앞의 소박에 나타나는 리듬형을 뜻한다.
87) 연속한 4개의 소소박을 가지는 리듬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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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때 동음을 연튕김 주법으로 연타하는 것은 김병호류 중모리의 다

른 악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강산제만의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강산제는 총 3단락 9장단으로 d′, e′, g′,

a′, c″(b′)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데 그중 굵

은 농현과 구른 후 떨기가 특징적이다.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경드름보

다 깊고 계면조만큼 깊지 않아 차이가 있다. 또한, 구른 후 떨기는 중모

리 중 강산제에만 나타난다. 이외에도 추성과 퇴성은 장2도∼단3도 간격

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며 김병호류 중모리의 경드름과 그 형태가 같다.

선율진행은 동음진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하행진행, 반복진행에 특징

이 나타났다. 동음진행은 강산제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중모리의 내드

름과 같이 한 음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띤다.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으로 도약한 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한

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행

하는 것으로 강산제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하행진행은 2-1과 2-2

주법을 활용하여 상행음으로 선율을 장식하며 한 옥타브 이상의 음정을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반복진행은 주제가 되는 한 장단 혹은

반 장단의 선율을 변주하는 형태를 띤다.

리듬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2연속 소소박( , )과 4연속

소소박( )으로,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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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비중 29.0%

위치 계면조-경드름-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9장단∼제21장단

제2단락 제22장단∼제24장단

제3단락 제25장단∼제27장단

음조직 평조 d′, e′, g′, a′, c″(b′)

시김새

추성·퇴성
장2도∼단3도 간격,

경드름과 동일

농현 경드름과 계면조의 중간 형태

구른 후 떨기 강산제에서만 특징적으로 출현

선율진행

동음진행 내드름 선율

도약진행
선율의 제1박과 제2박의 사이,

높은 음역에서 선율진행

고음진행

c″∼g″사이의 고음역 선율진행,

강산제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강산제의 55.6%에 해당

하행진행
상행음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하며

순차적으로 하행

반복진행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가지며,

주제선율을 변주하는 형태

리듬
2연속 소소박 및 4연속 소소박,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

<표 8>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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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는 경드름-평조-강산제-우조-계면조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7∼30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64장단

중에서 14장단에 해당하며, 중모리의 21.8%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 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개

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7∼19장단의 3장단, 제20

∼24장단의 5장단, 제25∼30장단의 6장단으로 3단락 14장단이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7장단∼제19장단

제2단락 제20장단∼제24장단

제3단락 제25장단∼제30장단

<표 10>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경드름 제1장단∼제10장단 10 15.6

평조 제11장단∼제16장단 6 9.4

강산제 제17장단∼제30장단 14 21.8

우조 제31장단∼제52장단 22 34.4

계면조 제53장단∼제64장단 12 18.8

<표 9>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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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30>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7∼19장단

위의 <악보 30>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7∼19장단

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g′,

a′, d″, g″이며, b♭′과 e″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a′에서 구른 후 떨기, d″에서 전성과 농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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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20∼24장단

위의 <악보 31>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20∼24장단

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g′, a′, d″, g″, a″, c‴이며, b♭″이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a′(a″)에서 구른 후 떨기, b♭″에서 하행 시 퇴성, d″에서

추성, 농현하며 하행 시 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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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25∼30장단

위의 <악보 32>는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25∼30장단

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g′, a′, b♭′, d″, g″, a″, b♭″이며, b′와 f″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

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b′에서 전성, d′(d″)에서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 c‴와 b♭″에서 하행 시 퇴성한다.

지금까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는 d′, g′, a′, b♭′, c″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각 단락 및 중모리 강산제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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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구른 후 떨기를 하며, b♭′은 하행 시 퇴성한다. c″는 b♭′으로 진행

시 퇴성한다.

d' g' a' b♭' c"

<악보 33>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현과 구른 후 떨기를 자세히 살펴보겠

다.

(1) 농현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

<악보 34>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34>는 김죽파류 중모리의 제17∼18장단에 해당하는 선율

이다. <악보 34>를 살펴보면,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

은 형태와 폭이 넓은 형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폭이 좁은 형태인 가

는 농현은 g″와 a′에서 나타나며, 처음부터 가늘게 농현하는 형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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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른 후 떨기 시김새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형태인 ㉡이 있다.

반면, 굵은 농현인 ㉢은 <악보 34>의 선율에서 d″에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김죽파류 중모리의 다른 악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한다.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김죽

파류 중모리 평조의 농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악보 35> 김죽파류 중모리 평조의 농현

위의 <악보 35>를 살펴보면, 김죽파류 중모리 평조의 농현은 <악보

34>의 강산제 농현과 마찬가지로 가는 농현과 굵은 농현 두 가지로 나

뉜다. 가는 농현인 ㉠은 강산제와 마찬가지로 구른 후 떨기 시김새에 동

반하여 나타난다. 반면, 굵은 농현인 ㉡은 d′(d″)에 나타나며, 강산제와

마찬가지로 계면조의 굵은 농현보다 얕고 가볍게 흔드는 형태를 띤다.

이처럼 계면조의 음조직인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김죽파류

중모리 평조의 농현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2)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36>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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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36>은 김죽파류 중모리 제20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36>

을 살펴보면, 제20장단의 선율에서 a′(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한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

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

다. ‘구른 후 떨기’에 동반되는 농현은 계면조에서 ‘꺾기’ 다음에 동반되

는 농현보다 더 작은 음폭으로 떨어준다. 반면, ‘꺾기’는 약 반음의 음정

간격을 가지며,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

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모리 중 평조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37> 김죽파류 중모리 평조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37>을 살펴보면, 제5장단의 선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

를 한다. 이는 <악보 36>에서 나타나는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와 그

위치가 같다. 또한, 평조에서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와 마찬가지로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은 후 잘게 농현한다.

이처럼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모리

평조의 ‘구른 후 떨기’와 그 위치와 형태가 같다. 앞의 음조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는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조의 시김새를 사용하는 것88)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88) 김죽파는 그의 인터뷰에서 강산제를 ‘화사하고, 사람 마음을 흥교롭게 하며, 활발하
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김죽파는 강산제의 이러한 음악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하여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
집 음원>, 은하출판사, 2008, 1번 트랙 수록 인터뷰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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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진행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동음진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동음진행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중 동음진행은 내드름인 제17장단에 나타나

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38>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동음진행: 제17장단

위의 <악보 38>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7장단의 선

율이다. 제17장단을 살펴보면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g″로 도약한 후 동

음진행하다가 제8박에서 d″로 하행한 후 다시 g″로 상행한다. 제17장단

의 선율은 g″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제1박∼제6박의 동음진행은 이어지

는 제18장단과 제19장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39>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동음진행: 제18∼19장단

위의 <악보 39>는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18

∼19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39>를 살펴보면, 김죽파류 중모리의 제18∼

19장단의 선율은 제1박∼제6박에서 g″를 동음진행한다. 이와 같은 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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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은 김죽파류 중모리의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동음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의 동음진행과 마찬가지로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과 유사하다. 반면

다른 악조의 내드름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조

우조

계면조

경드름

<악보 40> 김죽파류 중모리 악조별 내드름

위의 <악보 40>은 김죽파류 중모리 경드름의 내드름인 제1장단과 평

조의 내드름인 제11장단, 우조의 내드름인 제31장단, 계면조의 내드름인

제53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40>을 살펴보면, 중모리 악장 전체의 내드

름에 해당하는 제1장단의 선율은 g′를 중심으로 동음진행하며 제9박에

서 d′로 하행한 후 다시 g′로 상행한다. 이는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7장단의 선율과 한 옥타브 간격의 차이를 가질 뿐, 구성음

과 선율형태가 동일하다. 반면, 평조의 내드름인 제11장단과 우조의 내드

름인 제31장단, 계면조의 내드름인 제53장단의 선율은 하행 혹은 상행하

는 진행을 보이며, 이는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7장단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강산제의 내드름은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과 그 형태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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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음진행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약진행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17∼22장단과 제25장단에 나

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41>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17∼22장단

<악보 42>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2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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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41∼42>는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7∼22장단과 제

25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41∼42>를 살펴보면, 제17∼22장단과 제25장

단의 선율은 모두 g에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 a″, b♭″으로 도약한다.

이는 한 옥타브 완전5도 이상의 간격을 가지는 도약으로, 이러한 한 옥

타브를 넘는 도약진행은 김죽파류 중모리에서 강산제에 집중적으로 나타

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89)

(3) 고음진행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중 고음진행은 제17장단과 제22∼23장단, 제

26∼28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43>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7장단

<악보 44>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2∼23장단

89)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 상행진행은 김죽파류 중모리에서 평조와 우조의 내드름인 제
11장단과 제31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단락의 시작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강산제의
도약진행은 집약적으로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평조 및 우조의 도약진행과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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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6∼28장단

위의 <악보 43∼45>에서 알 수 있듯이, 제17장단과 제22∼23장단, 제

26∼28장단의 선율은 대체로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

는 c″∼b♭″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고음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전

체의 42.9%에 해당하며, 강산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이

다.90)

(4) 하행진행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18∼21장단과 제24장단에 나

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90)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에서 선율의 고음진행은 각각 평조의 18.8%, 우조의
22.7%, 계면조의 8.3%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강산제에서는 42.9%로 출현하므로, 이
는 강산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진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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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제18∼21장단

<악보 47>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제24장단

위의 <악보 46>을 살펴보면, 김죽파류 중모리의 제18장단과 제19장단

의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d″와 a′를 거쳐 g′로 하행한다. 제20장단과

제21장단의 선율은 제18장단과 제19장단과 마찬가지로 한 장단에 걸쳐서

하행하는데, 최고음인 c″를 시작으로 한 옥타브 이상 하행한다. <악보

47>의 제24장단은 a″에서 시작하여 d′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는데,

이때 g″(g′)에서 b♭″(b♭′)으로 상행음을 첨가하거나 음을 추성하여 선율

을 장식한다.

이처럼 한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을 순차적으로 하행하거나, 상

행음 또는 추성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하는 것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

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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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복진행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18∼19장단과 제20∼21장단,

제22장단, 제23장단, 제25장단, 제26∼27장단에서 나타난다. 김죽파류 중

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반복진행은 모두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주는 변화반복형이며, 이는 한 장단을 단위로 하거나 반 장단을 단위로

한다.

a

a′

b

b′

<악보 48>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18∼21장단

위의 <악보 48>은 김죽파류 중모리의 제18∼19장단과 제20∼21장단의

선율이다. 제18장단의 선율인 ‘a’는 제19장단에서 반복되는데, 이때 박을

분할하여 음을 첨가하며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제20장단의 선율인 ‘b’는

제21장단에서 반복되는데, 이때 박을 분할하여 음을 첨가하며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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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악보 49>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22∼23장단

b

a

c

a′

b′

c′

<악보 50>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25∼27장단

한편, 위의 <악보 49>를 살펴보면 제22장단의 전반부 선율은 제22장

단의 후반부와, 제23장단의 전반부 및 후반부로 반복진행한다. 반복하는

선율은 a″-g″-d″로 진행하며, 이를 중심으로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주며 반복한다. 또한, <악보 50>에서 제25장단의 전반부 선율은 제25장

단의 후반부로 반복진행하는데, 이때 선율의 음역을 한 옥타브 낮추고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둔다. 마찬가지로 제26장단의 전반부 선율은 제

26장단의 후반부에, 제27장단의 전반부는 제27장단의 후반부에 반복진행

하며,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둔다.

이처럼 선율이 변주 형태로 발전하며,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가지

며 반복하는 진행은 강산제의 64.3%를 차지하며,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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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91)

4) 리듬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으로 2연속 소

소박의 리듬형이 있으며, 이는 제26장단에 나타난다.

2 8 0 2 8 0

<악보 51>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위의 <악보 51>을 살펴보면 제26장단의 제1박과 제7박에서 전2연속

소소박 리듬형( )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전2연속 소소박의 리듬형

에서는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이며, 이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

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여느박이 2연속 소소박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동

음을 연튕김 주법으로 연타하는 것은 김죽파류 중모리의 다른 악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강산제만의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강산제는 총 3단락 14장단으로 d′, g′,

a′, b♭′,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

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데, 그중 굵

은 농현과 구른 후 떨기가 평조와 그 형태와 위치가 같다.

선율진행은 동음진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하행진행, 반복진행에 특징

91) 김죽파류 중모리에서 반복진행은 제3장단과 제31장단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단과 제
31장단은 한 장단 안에서 선율의 전반부를 후반부에 반복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여
러 장단에 걸쳐 주제선율에 변화를 가지는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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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 동음진행은 강산제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중모리의 내드

름과 같이 한 음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띤다.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으로 도약하며, 이는 강산제의 50.0%를 차지

한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

행하는 것으로 강산제의 42.9%를 차지한다. 하행진행은 한 옥타브 이상

의 음정을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진행으로, 선율진행의 반대 방향인 상행

음 또는 추성을 활용하여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반복진행은

주제가 되는 한 장단 혹은 반 장단의 선율을 변주하는 형태를 띤다.

리듬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2연속 소소박( )으로,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하며, 이는 강산제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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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

비중 21.8%

위치 경드름-평조-강산제-우조-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7장단∼제19장단

제2단락 제20장단∼제24장단

제3단락 제25장단∼제30장단

음조직 계면조 d′, g′, a′, b♭′, c″

시김새
농현

계면조보다 얕은 농현,

평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평조와 동일

선율진행

동음진행 내드름 선율

도약진행
제1박과 제2박의 사이,

강산제의 50.0%를 차지

고음진행
c″∼b♭″사이의 고음역 선율진행,

강산제의 42.9%에 해당

하행진행 한 옥타브 이상의 순차적 하행진행

반복진행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가지며,

주제선율을 변주하는 형태

리듬
전2연속 소소박,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

<표 11>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 57 -

3.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는 강산제-경드름-평조-강산제-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6장단과 제36∼45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55장단 중에서 16장단에 해당하며, 중모리의 29.1%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강태홍류 중모리의 강산제는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중모리

악장의 시작인 제1∼6장단이며, 다른 하나는 중모리 악장의 중간 부분인

제36∼45장단이다. 이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개의 단

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6장단의 6장단, 제36∼40장

단의 5장단, 제41∼45장단의 5장단으로 3단락 16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구분 단락 범위

제1강산제 제1단락 제1장단∼제6장단

제2강산제
제2단락 제36장단∼제40장단

제3단락 제41장단∼제45장단

<표 13>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제1강산제 제1장단∼제6장단
16 29.1

제2강산제 제36장단∼제45장단

경드름 제7장단∼제12장단 6 10.9

평조 제13장단∼제18장단 6 10.9

계면조
제19장단∼제35장단

제46장단∼제55장단
27 49.1

<표 12>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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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산제

(1) 음조직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52>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6장단

위의 <악보 52>는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6장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d′, e′,

g′, a′, b′, d″, e″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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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g′이며, g(g′)와 a(a′)에서 동음 반복 시 추성을, a(a′)에서 구른 후

떨기, 전성, 퇴성을, d′에서 전성과 농현을 한다.

지금까지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강태홍

류 중모리 제1강산제는 d′, e′, g′, a′, b′(c″)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시작과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대체로 구

른 후 떨기를 하며, b′는 a′에 동반하여 쓰인다. c″는 경과음으로 쓰인

다.

d' e' g' a' b' c"

<악보 53>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

에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

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과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① 추성과 퇴성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서 추성과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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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악보 54>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추성과 퇴성

위의 <악보 54>를 살펴보면 추성은 밀어올리는 음정 간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의 추성은 g′(g)를 약 장2도 높은 a′(a)까지 밀어 올리

거나 a를 약 장2도 높은 b까지 밀어올린다. ㉡의 추성은 a를 약 완전4도

높은 d′까지 밀어올린다.

한편, 퇴성인 ㉢은 모두 약 장2도 간격으로 흘러내리며 이는 a′(a)⌒

g′(g), e′⌒d′, b⌒a의 형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추성과 퇴성의 형태는 강태홍류 중모리의 경드름에도 나타

난다.

㉠ ㉡

㉡

㉢

㉢

<악보 55> 강태홍류 중모리 경드름의 추성과 퇴성

위의 <악보 55>를 살펴보면 추성은 밀어올리는 음정 간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지 밀어올리며 ㉡은 b′

를 약 단3도 높은 d″로 밀어올린다. 퇴성은 약 장2도 낮은음으로 흘러내

리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에 해당하며, e′⌒d′와 a′⌒g′의 진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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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서 나타나는 장2도∼완전4도 음정

간격의 추성과 퇴성은 강태홍류 중모리 경드름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② 농현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

<악보 56>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56>은 강태홍류 중모리의 제3∼4장단에 해당하는 선율이

다. <악보 56>을 살펴보면,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태와

폭이 넓은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폭이 좁은 형태인 ㉠은 a′에서 나

타나는데, 구른 후 떨기 시김새에 동반하여 나타난다.

반면, 폭이 넓은 농현인 ㉡은 d′에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

도 아래음으로 강태홍류 중모리의 다른 악조인 경드름 및 평조와 계면조

에서도 농현을 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경드름과 평조에서의 농

현은 폭이 좁으며 가볍게 줄을 흔드는 반면, 계면조에서는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든다.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경드름과 평조의 굵은 농현보

다 깊지만, 계면조의 굵은 농현만큼 깊지 않다.

이처럼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서 나타나는 굵은 농현은 경드름

및 평조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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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른 후 떨기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악보 57>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57>은 강태홍류 중모리 제5∼6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5

7>을 살펴보면,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 a″)는 계면조에서

는 꺾는 음이기도 한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

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

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구른 후 떨기’에 동반되

는 농현은 계면조에서 ‘꺾기’ 다음에 동반되는 농현보다 더 작은 음폭으

로 잘게 떨어준다. 반면, ‘꺾기’는 약 단2도의 음정으로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구른 후 떨기’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중 제1강산제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3) 선율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동음진행과 하행진행으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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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음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 중 동음진행은 강산제의 내드름인 제1장단

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58>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동음진행

<악보 58>의 제1장단을 살펴보면 선율은 g와 g′로 이루어져 있으며,

g′를 중심으로 동음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음진행은 가

야금산조에서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에서 나타난다. 제1강산제의 내드

름은 김병호류와 김죽파류의 강산제 내드름과 달리 악장의 내드름인 제1

장단에 해당한다. 악장의 중간에 위치하는 김병호류와 김죽파류의 강산

제 내드름은 g에서 시작하여 e″와 g″로 도약하여 이를 지속하는 선율진

행을 보이는데, 강태홍류 제1강산제는 g에서 g′로 다소 좁은 폭으로 도

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같이 강태홍류 제1강산제가 다른 유파 강산제의 동음진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중모리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② 하행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는 선율의 하행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며, 이는 제2장단에 해당한다.

<악보 59>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하행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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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59>를 살펴보면, 강태홍류 중모리 제2장단의 선율은 g′에

서 g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선율은 g′-e′-d′-a-g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데, 이때 음을 장2도 높게 추성함으로써 상행음을 첨가하여 선

율을 장식한다.

이처럼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에서는 선율이 한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의 음정을 순차적으로 하행할 때, 추성을 사용하여 상행음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제1강산제의 음악적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는 총 1단락 6장단으로 d′, e′, g′, a′, b′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데 그중 굵

은 농현과 구른 후 떨기가 특징적이다. 제1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경드름

및 평조보다 깊지만, 계면조만큼 깊지 않아 차이가 있다. 또한, 구른 후

떨기는 중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나타난다. 이외에도 추성과 퇴성은 장2

도∼단3도 간격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며 강태홍류 중모리의 경드름과 그

형태가 같다.

선율진행은 동음진행과 하행진행에 특징이 나타났다. 동음진행은 제1

강산제의 내드름이자 중모리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에서 나타나며 한

음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띤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한 옥타브 이상의 음

정을 순차적으로 하행하면서 추성을 활용한 상행음으로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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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

비중 10.9%

위치 제1강산제-경드름-평조-제2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16장단

음조직 평조 d′, e′, g′, a′, b′(c″)

시김새

추성·퇴성
장2도∼단3도 간격,

경드름과 동일

농현 경드름 및 평조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

구른 후 떨기 강산제에서만 특징적으로 출현

선율진행

동음진행 내드름 선율

하행진행
추성으로 상행음을 첨가하여

순차적으로 하행

<표 14>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2) 제2강산제

(1) 음조직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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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36∼40장단

위의 <악보 60>은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36∼40장단

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g′, a′, b♭′, c″, d″, f＃″, g″이며, g′로 종지한다. 제1단락에서는 a′

에 꺾기, b♭′(b♭)에 퇴성, c″에 추성, d′(d″)에 농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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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41∼45장단

위의 <악보 61>은 강태홍류 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41∼45장단

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g′, a′, b♭′, c″, d″, g″이며, f＃″이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a′에서 구른 후 떨기, b♭′과 c″에서 퇴성, d″에서 농현

한다.

지금까지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강태홍

류 중모리 제2강산제는 d′, g′, a′, b♭′, c″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각 단락의 시작과 종지에 해당한다. a′는

꺾기를 하며 g′로 진행한다. b♭′은 대체로 퇴성을 동반한다. c″는 경과

음으로 사용되며,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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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 a' b♭' c"

<악보 62>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

에는 추성, 퇴성, 농현, 꺾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현과 꺾기에 대해 자세히 살

펴보겠다.

① 농현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63>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63>을 살펴보면,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농현은

d′(d″)에서 나타난다. d′(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강태홍류 중모

리의 다른 악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을 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평조에서의 농현은 폭이 좁으며 가볍게 줄을 흔드는 반면, 계면조

에서는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든다. 강태홍류 제2강산제의 농현은 넓

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들며, 이는 제2강산제의 앞과 뒤에 위치하는 계

면조의 농현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② 꺾기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에서 꺾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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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꺾기

위의 <악보 64>를 살펴보면, 제37장단의 선율에서 a′에 꺾기한다. 제2

강산제의 꺾기는 약 반음 높은음인 b♭′에서 퇴성하여 a′로 진행하는 형

태를 띠며, 이는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꺾기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

다.

(3) 선율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

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① 도약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39∼41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65>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도약진행

위의 <악보 65>를 살펴보면, 제39∼41장단의 선율은 d, 혹은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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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제2박에서 f＃″과 g″로 도약한다. 이는 한 옥타브 완전5도 이상

의 간격을 가지는 도약으로, 이러한 도약진행은 강태홍류 중모리에서 제

2강산제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

② 고음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 중 고음진행은 제36장단과 제39∼41장단

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66>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고음진행: 제36장단

<악보 67>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고음진행: 제39∼41장단

위의 <악보 66∼67>에서 알 수 있듯이, 제36장단과 제39∼41장단의

선율은 대체로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는 c″∼b♭″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고음진행은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40.0%에 해당하

며, 강산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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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복진행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38장단과 제39∼40장단,

제43∼44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a a′

<악보 68>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38장단

위의 <악보 68>을 살펴보면 제38장단 선율의 전반부는 b♭′-d″-b♭′-

d″의 진행을 보이는데, 이는 제38장단의 후반부에서 한 옥타브 아래의 b♭

-d′-b♭-d′로 반복된다.

a

a′

<악보 69>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39∼40장단

위의 <악보 69>를 살펴보면 제39장단의 선율은 제40장단에서 반복된

다. 이때 선율은 제4∼12박에서 리듬과 음높이에서 변화를 둔다.

92)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에서 선율의 고음진행은 평조에서 나타나며, 평조의
25.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제2강산제에서는 40.0%로 출현하므로, 이는 강산제의
특징적인 선율진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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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악보 70>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43∼44장단

위의 <악보 70>을 살펴보면 제43장단 선율의 전반부는 b♭′-d′-g′-

c″-d′-g′의 진행을 보이며, 이는 이어지는 제43장단의 후반부와 제44장

단의 전반부 및 후반부에 반복된다. 이때, 주제가 되는 b♭′-d′-g′-c″-

d′-g′의 선율은 음을 빼거나 리듬에서 변화를 가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한편, 강태홍류 중모리의 다른 악조에서는 선율의 반복진행이 제2강산

제와 구별되는 형태를 띤다. 이는 반 장단이 단위가 되며 특히 계면조에

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a a′

b b′

c c′

<악보 71>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의 동일반복형 선율

위의 <악보 71>을 살펴보면 강태홍류 중모리 계면조인 제27∼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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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은 반 장단을 단위로 하여 전반부가 후반부에 반복되며, 이때 선

율형과 리듬은 같다. 다만, 음고가 한 옥타브 아래로 이동하여 진행한다.

요컨대 선율이 변주 형태로 발전하며,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가지

며 반복하는 진행은 제2강산제의 50.0%를 차지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

(4) 리듬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형으로 2연

속 소소박 리듬형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2 8 0

2 8 0

2 8 0 2 8 02 8 0

<악보 72>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위의 <악보 72>를 살펴보면 제39장단과 제40장단의 제2박과 제41장단

의 제2∼4박에서 전2연속 소소박 리듬형( )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전2연속 소소박 리듬형에서는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이며, 이때 오

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유사한 2연속

소소박 리듬형은 평조에서 1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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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0
2 8 0 2 8 0 2 8 0

<악보 73> 강태홍류 중모리 평조의 소소박 리듬형

위의 <악보 73>을 살펴보면 강태홍류 중모리의 평조인 제14장단에서

제7∼10박에 후2연속 소소박 리듬형( )이 나타난다. 평조의 후2연속

소소박 리듬형에서는 제2강산제와 마찬가지로 동음을 반복하며, 이때 오

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이 쓰인다. 그러나 평조의 소소박 리듬형은 모

두 후2연속 소소박 리듬형으로, 전2연속 소소박 리듬형을 사용하는 제2

강산제와 그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2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은

3장단에 걸쳐 연속해서 나타난다.

요컨대 여러 장단에 걸쳐 선율에서 전2연속 소소박 리듬형을 사용하

며, 연튕김 주법으로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는 제2강산제의 특징적인 리

듬형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제2강산제의 음악적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모리 제2강산제는 총 2단락 10장단으로 d′,

g′, a′, b♭′,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농현, 꺾기가 나타나는데, 그중 농현과 꺾기의 위

치와 형태가 계면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에 특징이 나타났다. 도약진

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으로 도약하는 진행으로

강태홍류 중모리에서 제2강산제에만 나타난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2강산제의

40.0%를 차지한다. 반복진행은 주제가 되는 한 장단 혹은 반 장단의 선

율을 변주하는 형태를 띠며, 제2강산제의 50.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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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2연속 소소박( )으로,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한다.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

비중 18.2%

위치 제1강산제-경드름-평조-제2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2단락 제36장단∼제40장단

제3단락 제41장단∼제45장단

음조직 계면조 d′, g′, a′, b♭′, c″

시김새
농현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계면조와 동일

선율진행

도약진행
선율의 제1박과 제2박의 사이,

높은 음역에서 선율진행

고음진행
c″∼b♭″사이의 고음역 선율진행,

강산제의 40.0%에 해당

반복진행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가지며,

주제선율을 변주하는 형태

강산제의 50.0%에 해당

리듬
전2연속 소소박,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

<표 15>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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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야금산조 중모리 강산제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의 세 유파

에 나타난다. 중모리에서 강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김병호류 29.0%, 김

죽파류 21.8%, 강태홍류 29.1%이다.

김병호류와 김죽파류의 강산제 및 강태홍류의 제1강산제⋅제2강산제를

대상으로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행, 리듬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조직과 시김새의 경우 평조의 음조직에 강산제만의 시김새 또

는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 등의 복합적인 조합을 통하여 강산

제의 특징적인 악조를 표현하였다.

평조의 음조직에 강산제만의 시김새를 활용한 경우는 김병호류 강산제

와 강태홍류 제1강산제이다. 평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김병호류와 강태

홍류 제1강산제의 농현은 경드름 및 평조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를 띠며,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추성 및 퇴

성은 중모리의 경드름 또는 평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한 경우는 김죽파류이다. 계

면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김죽파류에서는 농현과 구른 후 떨기가 나타

나는데, 이는 모두 평조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김죽파는 강산제를 ‘화사하고, 사람 마음을 흥교롭게 하며, 활발하게 하

는 것’이라 여겼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현과 구른 후 떨기 외의 시김새는 중

모리 전 악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태홍류 제2강산제의 음조직과 시김새는 계면조와 동일하다.

둘째, 선율진행의 경우 동음진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하행진행, 반복

진행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도약진행과 고음진행이며, 하행진행이



- 77 -

특징적이다.

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서 한 옥타브를 초과하

여 상행하는 진행이며, 고음진행은 가야금산조의 제3옥타브 내에서의

선율진행으로 강산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행진행은 한 옥타브 이상의 음정 간격으로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

행할 때 상행음 또는 추성으로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하행진행은 강산제 중에서도 평조 음조직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계면조 음조직의 경우 순차적으로 지속 하행한다.

이 외에도 동음진행은 강산제의 시작선율에서 나타나며, 한 음을 지

속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을 제외한 다른 악

조의 시작선율이 상행 및 하행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반복진행은

주제가 되는 한 장단 혹은 반 장단의 선율이 두 번 이상 반복하는 형

태를 띠며, 이는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주며 발전한다. 이는 다른

악조에서의 반복진행이 문답형식으로 대구를 이루는 것과 차이가 있

다.

강태홍류의 경우 평조 음조직인 제1강산제에는 동음과 하행진행, 계

면조 음조직인 제2강산제에는 도약, 고음, 반복진행이 나타났다.

셋째, 리듬의 경우 연튕김 주법을 활용한 2연속 소소박과 4연속 소

소박을 통하여 강산제의 특징적인 리듬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소소

박 리듬형에서는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이며, 이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세 유파 중에서 김병호류에는 전2연속 소소박( ), 후2연속 소소

박( ), 4연속 소소박( )이 모두 나타나며, 김죽파류와 강태홍

류 제2강산제에서는 전2연속 소소박( )이 나타난다.

요컨대, 가야금산조 중모리 강산제의 특징은 음조직과 시김새의 복

합적인 조합, 내드름에서 한 음으로 지속하는 진행, 한 옥타브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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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약하는 진행, 고음역인 제3옥타브에서의 선율진행, 상행음을

첨가하거나 추성하여 선율을 장식하며 하행하는 진행, 주제선율의 리

듬과 음높이를 변주하며 반복하는 진행과 연튕김 주법을 사용한 소소

박의 리듬사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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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가야금산조의 여러 유파 중에서 중중모리 악장에 강산제가 나타나는

유파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정남희류의 네 가지이며, 이는 다

음의 <표 16>과 같다.

유파 강산제 범위

김병호류 제1장단∼제18장단

김죽파류 제1장단∼제43장단

강태홍류 제1장단∼제33장단

정남희류 제1장단∼제12장단

<표 16>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의 강산제

1.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는 총 18장단이며, 이는 모두 강산제

로 구성되어 있다.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앞에 오는 단락은 중모

리의 계면조이며, 이어지는 단락은 엇모리의 계면조이다.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내드름93)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5장단의 5장단,

제6∼10장단의 5장단, 제11∼18장단의 8장단으로 3단락 18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93) “산조에서 가락의 시작 부분을 내드름이라고 부른다. 내드름은 산조 이외에도 판소
리와 풍물에서도 사용되며, 시작선율 그 자체를 의미하고, 시작될 음악의 성격을 제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김우진, 앞의 논문,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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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범위

제1단락 제1장단∼제5장단

제2단락 제6장단∼제10장단

제3단락 제11장단∼제18장단

<표 17>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74>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5장단

위의 <악보 74>는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5장단

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e′, g′, a′, d″이며, 단락의 종지음은 g′이다. 제1단락에서는 d′에서 농

현하며, 동음 반복 시 추성한다. c″에서는 다루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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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6∼10장단

위의 <악보 75>는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6∼10장

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g′,

a′, c″, d″, e″, g″, a″이며, e′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d′(d″)에서 농현, a′(a″)에서 구른 후 떨기, c″에서 하행

시 퇴성한다.

<악보 76>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11∼1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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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76>은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11∼18장

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g′, a′, b♭′94), c″, d″, e″이며, f′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락

의 종지음은 g′이며, d′에서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 d″에서 다루치

기, c″에서 하행 시 퇴성한다.

지금까지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김병호

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d′, e′, g′, a′, c″(b′)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평으로 낸다. g′는 각 단락의 종지음에 해

당하며, a′는 구른 후 떨기와 다루치기를 한다. b′는 경과음으로 사용되

며, c″는 하행진행 시 퇴성한다.

d' e' g' a' b' c"

<악보 77>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세

히 살펴보겠다.

(1) 추성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94)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7장단에 출현하는 b♭′은 강산제의 주요음이 아니라,
이어지는 단락인 계면조의 음조직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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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악보 78>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78>의 제1∼4장단을 살펴보면, 추성은 모두 장2도 높은음

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추성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지

밀어올린다. 추성 ㉡은 g′를 약 장2도 높은 a′까지 밀어올린다. 추성 ㉢

은 c″를 약 장2도 높은 d″까지 밀어올린다.

이처럼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약 장2도 간격의 추성

은 김병호류 중모리의 경드름 및 강산제와 그 형태가 같다.

(2) 농현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악보 79>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1∼4장단

㉡ ㉡
㉢

<악보 80>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7∼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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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79∼80>은 김병호류 중중모리의 제1∼4장단과 제7∼8장단

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79∼80>을 살펴보면,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태와 폭이 넓은 형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폭이

좁은 형태인 가는 농현은 ㉠에 나타나는데, 이는 d′⌒e′와 g′⌒a′와 같

이 장2도 높은음으로 추성할 때 나타난다. 또한, 가는 농현은 구른 후 떨

기 시김새에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악보 80>의 제8장단

㉡에 해당하며 모두 a′에서 나타난다.

반면, 폭이 넓은 농현은 <악보 79∼80>에서 ㉢에 해당하며 모두 d′에

서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평조와 계면조에서

도 농현을 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평조에서의 농현은 폭이 좁으

며 가볍게 줄을 흔드는 반면, 계면조에서는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든

다. 김병호류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굵은 농현보다 깊지만, 계면

조의 굵은 농현만큼 깊지 않다.

이처럼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와 계면조의 중

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과 그 형태

가 같다.

(3) 구른 후 떨기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악보 81>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81>은 김병호류 중중모리 제9∼10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81>을 살펴보면 제9장단의 a″와 제10장단의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

난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

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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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

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

정도의 간격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병호류 중

모리의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3) 선율진행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도약진행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6장단과 제11장단에서 나

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82>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6장단

<악보 83>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11장단

위의 <악보 82∼83>을 살펴보면, 제6장단과 제11장단의 선율은 모두

g에서 시작하여 e″로 도약한다. g는 가야금에서 제2현에 해당하는 음이

며, e″는 제10현에 해당하는 음으로 한 옥타브 장6도 도약이다.

이와 같은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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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음진행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고음진행은 제6장단과 제9장단에서 나타

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84>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6장단

<악보 85>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9장단

위의 <악보 84∼85>에서 알 수 있듯이, 제6장단과 제9장단의 선율은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는 c″∼a″를 중심으로 진행

한다.

이와 같은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의 고음진행은 중모리의 55.6%를 차지하나, 중중모리에서는 11.1%로 비

중이 작아졌다.

(3) 반복진행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11∼12장단에서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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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악보 86>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위의 <악보 86>을 살펴보면, 제11장단의 선율은 e″-c″-d″-a′-c″-g′

의 진행을 보이며, 이는 제12장단에서 동일하게 진행한다. 그러나 제11장

단의 제1∼6박은 제12장단의 제1∼6박에서 리듬에 변화를 주어 반복하

며, 이어지는 제7∼12박에서는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안정감을 가진다.

이처럼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리듬에 변화를 주며 반복하는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중모리의 반복진행이 선율의 동일반복형, 리듬과 음높이의 변화반

복형, 주제선율을 변주하여 발전하는 반복형 등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과

는 달리 중중모리의 반복진행은 단순한 형태를 띠며, 그 빈도수가 낮아

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기타 선율형: e″-c″-d″선율형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는 e″-c″-d″로 진행하는 선율형이 나타

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87>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e″-c″-d″선율형

위의 <악보 87>을 살펴보면, 제6장단의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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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후 c″-d″의 진행을 보이며 이는 후반부에 한 번 더 반복된다. 이와

같은 e″-c″-d″선율형은 가야금산조의 평조에서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

하다.95)

4) 리듬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형으로 2연속

소소박96) 리듬형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2 8 0

<악보 88>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5∼6장단

2 8 0 2 8 0
2 8 0

2 8 0

2 8 0

<악보 89>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11∼14장단

위의 <악보 88∼89>는 김병호류 중중모리 제5∼6장단과 제11∼14장단

의 선율이다. <악보 88>을 살펴보면 제6장단의 첫 번째 여느박에서 제3

소박은 두 개의 소소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음을 반복하는 형

태를 띤다. 이와 같은 2연속 소소박 리듬형은 제11∼13장단의 선율에서

95) 이혜구와 임미선의 연구에 따르면 e″-c″-d″는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평조에 나타나
는 유형으로, 이는 강산제 음형의 특징이다. 이혜구·임미선, 한국음악이론, 민속원,
2005, p.194.; 권도희는 그의 연구에서 e″-c″-d″의 진행이 구전평조 시작 부분에 나오
는 선율패턴임을 밝혔다. 권도희, 앞의 논문, p.17.

96) 연속한 2개의 소소박을 가지는 리듬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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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88

∼89>에서 나타나는 2연속 소소박 리듬형은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

이며, 이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여느박이 2연속 소소박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동

음을 연튕김 주법으로 연타하는 것은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

적으로 나타나는 2연속 및 4연속 소소박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는 총 3단락 18장단으로 d′, e′,

g′, a′, c″(b′)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

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그중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

던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경드름 및 평조보다 깊으나 계

면조만큼 깊지 않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추성은 장2도 간격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e″-c″-d″의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

으로 도약한 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

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반복진행은 한 장단

의 선율을 리듬에 변화를 주어 반복하는 형태를 띤다.

리듬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2연속 소소박으로, 연튕김 주법을 사

용하여 동음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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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

비중 100.0%

위치 계면조(중모리) / 강산제 / 계면조(엇모리)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5장단

제2단락 제6장단∼제10장단

제3단락 제11장단∼제18장단

음조직 평조 d′, e′, g′, a′, c″(b′)

시김새

추성
장2도 간격,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농현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도약진행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도약진행

고음진행 제3옥타브 음역에서의 선율진행

반복진행 리듬에서 변화를 주며 반복진행

기타 선율형 e″-c″-d″

리듬
2연속 소소박,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

<표 18> 김병호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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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는 총 43장단이며, 이는 모두 강산제

로 구성되어 있다.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앞에 오는 단락은 중모

리의 계면조이며, 이어지는 단락은 자진모리의 계면조이다.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여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8장단의 8장단, 제9

∼14장단의 6장단, 제15∼21장단의 7장단, 제22∼27장단의 6장단, 제28∼

35장단의 8장단, 제36∼43장단의 8장단으로 6단락 43장단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1) 음조직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장단∼제8장단

제2단락 제9장단∼제14장단

제3단락 제15장단∼제21장단

제4단락 제22장단∼제27장단

제5단락 제28장단∼제35장단

제6단락 제36장단∼제43장단

<표 19>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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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0>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8장단

위의 <악보 90>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8장단

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b♭, d′, g′, a′, d″이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서 농현,

d″에서 전성, b♭에서 퇴성, a(a′)에서 구른 후 떤다.

<악보 91>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9∼1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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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91>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9∼14장

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e′,

g′, a′, b′, d″, e″, g″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d′에서 농현과 동음 반복 시 추성하며, e′에서 하행 시

퇴성, a′에서 구른 후 떤다.

<악보 92>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15∼21장단

위의 <악보 92>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15∼21장

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g′, a′, c″, d″, e″, g″, a″이다. 제3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

(d″)에서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 c″와 e″에서 퇴성한다.



- 94 -

<악보 93>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 제22∼27장단

위의 <악보 93>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인 제22∼27장

단의 선율이다. 제4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g′, a′, c″, d″, e″, g″, a″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4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서 농현, a′(a″)에서 구른 후 떨기, c″에서 다

루치기한다.

<악보 94>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 제28∼3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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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94>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인 제28∼35장

단의 선율이다. 제5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g′, a′, c″, d″, e″, g″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5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서 농현, d″에서 전성, a′에서 구른 후 떨기와

다루치기, e′에서 하행 시 퇴성한다.

<악보 95>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6단락: 제36∼43장단

위의 <악보 95>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6단락인 제36∼43장

단의 선율이다. 제6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a′, c″, d″, g″이며, b′, e″, b♭″이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6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 농현, a′에 구른 후 떨기, a′와 e″, g″, b♭″에

서 하행 시 퇴성한다.

지금까지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g′, a′, b♭′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으로, 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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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제1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

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제1단락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대체로

구른 후 떨기하며, b♭′은 a′로 진행한다.

d' g' a' b♭'

<악보 96>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 제1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d′, e′, g′, a′, c″(b′)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6단락으

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2∼6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각 단락 및 강산제 전체의 종지

음에 해당한다. e′는 d′로 하행 시에 퇴성하며, a′는 대체로 구른 후 떨

기한다. c″는 평으로 내거나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d' e' g' a' b' c"

<악보 97>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 제2∼6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전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

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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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성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악보 98>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98>의 제9∼10장단을 살펴보면, 추성은 모두 장2도 높은

음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추성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

지 밀어올린다. 추성 ㉡은 g′를 약 장2도 높은 a′까지 밀어올린다. 이와

같은 추성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제2∼6단락인 평조 음조직에서 나타난

다.

이처럼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약 장2도 간격의 추성

은 김죽파류 중모리의 경드름 및 평조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다.

(2) 농현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악보 99>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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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99>는 김죽파류 중중모리의 제11∼14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99>를 살펴보면,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태와 폭

이 넓은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악보 99>에서 가는 농현인 ㉠은 모

두 a′에서 나타나며 구른 후 떨기 시김새에 동반되어 나타난다.

반면, 굵은 농현인 ㉡은 모두 d′(d″)에서 나타난다. d′(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다른 악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한다. 단, 강산제

의 농현인 ㉡은 계면조의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농현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이처럼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평조의 농현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며, 이는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의 농현과 같다. 특히 김

죽파류 중중모리의 제1단락은 계면, 제2∼6단락은 평조 음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같은 형태의 농현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3)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

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00>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100>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제7∼8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100>을 살펴보면 ‘구른 후 떨기’는 a′에서 나타난다. a′(a, a″)는 계면조

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한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

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

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

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 정도의 간격으로 명확하

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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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

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3) 선율진행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

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도약진행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12장단과 제15장단, 제24

장단, 제28장단, 제30장단, 제33장단, 제36장단, 제38장단에 나타나며, 이

는 다음과 같다.

<악보 101>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12장단

<악보 102>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15장단

<악보 103>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2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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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4>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28장단

<악보 105>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30장단

<악보 106>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33장단

<악보 107>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36장단

<악보 108>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38장단

위의 <악보 101∼108>을 살펴보면, 제12, 15, 24, 28, 30, 33, 36, 38장

단의 선율은 d나 g에서 시작하여 제10현인 e″이상의 음으로 도약 상행

한다.

이러한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진행은 김

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도약진행과 그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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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2) 고음진행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고음진행은 제12장단과 제15장단, 제16

장단, 제22장단, 제24장단, 제28장단, 제30장단, 제33장단, 제36장단, 제38

장단, 제40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09>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2장단

<악보 110>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5장단

<악보 111>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6장단

<악보 112>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2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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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3>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4장단

<악보 114>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8장단

<악보 115>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30장단

<악보 116>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33장단

<악보 117>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36장단

<악보 118>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3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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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9>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40장단

위의 <악보 109∼119>에서 알 수 있듯이, 제12, 15, 16, 22, 24, 28, 30,

33, 36, 38, 40장단의 선율은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

는 c″∼b♭″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고음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3) 반복진행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15장단과 제28∼32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음높이와 리듬이 같은 동일반복형과 음높이와 리듬에서

변화를 가지는 변화반복형으로 나뉜다.

a a

<악보 120>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동일반복형 선율

위의 <악보 120>을 살펴보면, 김죽파류 제15장단의 선율은 반 장단을

단위로 하여 같은 선율이 두 번 반복된다. 이때 선율은 e″-c″-d″의 진

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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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악보 121>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위의 <악보 121>을 살펴보면, 제28∼29장단의 선율인 ‘a’는 제30∼31

장단에서 반복된다. 이때 ‘a’의 전반부인 제28장단은 제30장단에 동일하

게 반복되지만, 후반부인 제29장단은 제31장단에서 변화를 가진다. 제29

장단의 선율은 g′-a′-c″-a′-g′의 진행을 보이는 데 반해, 제31장단의

선율은 d′-e′-g′-e′-d′를 골격으로 하여, 제32장단으로 확대된다. 단,

제32장단에서 선율은 제29장단과 마찬가지로 a′-g′로 종지한다.

(4) 기타 선율형: e″-c″-d″선율형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는 e″-c″-d″로 진행하는 선율형이 나타

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22>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e″-c″-d″선율형

위의 <악보 122>를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e″

로 도약 후 c″-d″로 연결되는 진행을 보이며 이는 후반부에 한 번 더

반복된다. 이와 같은 e″-c″-d″선율형은 가야금산조의 평조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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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행과 유사하다.

4) 리듬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으로 2연속

소소박의 리듬형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2 8 02 8 0
2 8 0

<악보 123>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15∼16장단

2 8 0

2 8 0

<악보 124>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36∼39장단

위의 <악보 123∼124>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제15∼16장단과 제36∼39

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123>을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제2박, 제8박과 제

16장단의 제2∼3박은 연속한 두 개의 소소박으로 구성되며, 이는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2연속 소소박의 리듬은 제36장단

과 제38장단에서도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 <악보 123∼124>에서 나타나는 2연속 소소박 리듬형은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이며, 이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이 쓰이는 것이 특

징적이다.

이처럼 여느박이 2연속 소소박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동

음을 연튕김 주법으로 연타하는 것은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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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2연속 소소박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는 총 6단락 43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단락에 해당하는 d′, g′, a′, b♭′

으로,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6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c″(b′)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그중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으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

반한다. 이외에 추성은 장2도 간격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e″-c″-d″의 선율

형이 나타났다.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으

로 도약한 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반복진행은 한 장단의

선율을 리듬에 변화를 주어 반복하는 형태를 띤다.

리듬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2연속 소소박으로, 연튕김 주법을 사

용하여 동음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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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

비중 100.0%

위치 계면조(중모리) / 강산제 / 계면조(자진모리)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8장단

제2단락 제9장단∼제14장단

제3단락 제15장단∼제21장단

제4단락 제22장단∼제27장단

제5단락 제28장단∼제35장단

제6단락 제36장단∼제43장단

음조직
계면조 제1단락 d′, g′, a′, b♭′

평조 제2∼6단락 d′, e′, g′, a′, c″(b′)

시김새

추성
장2도 간격,

제2∼6단락(평조 음조직)에서 출현

농현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도약진행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도약진행

고음진행 제3옥타브 음역에서의 선율진행

반복진행 리듬과 음높이에서 변화를 주며 반복진행

기타 선율형 e″-c″-d″

리듬
2연속 소소박,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

<표 20>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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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는 총 33장단이며, 이는 모두 강산제로

구성되어 있다.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앞에 오는 단락은 중모리의

계면조이며, 이어지는 단락은 자진모리의 강산제이다.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5장단의 5장단, 제6

∼11장단의 6장단, 제12∼17장단의 6장단, 제18∼23장단의 6장단, 제24∼

33장단의 10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장단∼제5장단

제2단락 제6장단∼제11장단

제3단락 제12장단∼제17장단

제4단락 제18장단∼제23장단

제5단락 제24장단∼제33장단

<표 21>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 109 -

<악보 125>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5장단

위의 <악보 125>는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5장

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g′이며, a와 a′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g′이

며, a에서 전성, d′에서 농현과 동음 반복 시 추성, g′에서 동음 반복 시

추성, a′에서 구른 후 떨기를 한다.

<악보 126>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6∼11장단

위의 <악보 126>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6∼11장

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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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e″이며, b′와 g″가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지음

은 g′이며, d′(d″)에서 농현, c″에서 전성과 다루치기, 상행 시 퇴성하며,

a′에서 구른 후 떤다.

<악보 127>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12∼17장단

위의 <악보 127>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12∼17

장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g′, a′, c″, d″, e″, g″, a″이다. 제3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에서

농현, e″에서 동음 반복 시 추성, c″에서 다루치기, a′에서 구른 후 떤

다.

<악보 128>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 제18∼2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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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128>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인 제18∼23

장단의 선율이다. 제4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e′, g′, a′, c″, d″, e″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4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d′에서 농현, c″에서 다루치기, a′에서 구른 후 떨기를

한다.

<악보 129>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 제24∼33장단

위의 <악보 129>는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인 제24∼33

장단의 선율이다. 제5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g′, a′, c″, d″, e″이다. 제5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에서 농현,

c″에서 상행 시 추성, d″에서 전성, a′에서 구른 후 떤다.

지금까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강태홍

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d′, e′, g′, a′, c″(b′)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 112 -

있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평으로 내거나 동음 반복 시 추성한다. g′

는 각 단락 및 강산제 전체의 종지음에 해당하며, a′는 대체로 구른 후

떨기한다. c″는 다루치기하며, b′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 e' g' a' b' c"

<악보 130>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전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

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

<악보 131>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131>을 살펴보면, 제2장단의 선율에서 추성은 모두 장2도

높은음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추성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지 밀어올리며, 추성 ㉡은 g′를 약 장2도 높은 a′까지 밀어올린다.

이처럼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약 장2도 간격의 추성

은 강태홍류 중모리의 경드름 및 평조, 제1강산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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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현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악보 132>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132>는 강태홍류 중중모리의 제28∼31장단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132>를 살펴보면,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태와 폭이 넓은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가는 농현은 모두 a′에서

나타나며, 이는 처음부터 가늘게 농현하는 ㉠과 구른 후 떨기 시김새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으로 나뉜다.

반면, 굵은 농현인 ㉢은 모두 d′에서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을 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평조에서의 농현은 폭이 좁으며 가볍게 줄을 흔드는 반면, 계면조

에서는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든다. 강태홍류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굵은 농현보다 깊지만, 계면조의 굵은 농현만큼 깊지 않다.

이처럼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와 계면조의 중

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의 농현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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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른 후 떨기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악보 133>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133>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제28∼29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133>을 살펴보면, ‘구른 후 떨기’는 a′에서 나타난다. a′(a, a″)는 계

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한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

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 정도의 간격으로 명확하

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

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강태홍류 중

모리의 제1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3) 선율진행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

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도약진행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14장단에서 나타나며, 이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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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4>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위의 <악보 134>를 살펴보면, 제14장단의 선율은 g에서 도약하여 a″

로 진행하는데 이는 제11현에서 발현한다. 이는 제2현에서 제11현으로의

도약이며 두 옥타브 장2도의 음정 간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진행은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도약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강

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의 도약진행은 중모리의 30.0%를 차지하나, 중

중모리에서는 3.0%로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2) 고음진행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고음진행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

다.

<악보 135>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6장단

<악보 136>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8장단

<악보 137>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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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8>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2장단

<악보 139>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4장단

<악보 140>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24∼27장단

위의 <악보 135∼140>에서 알 수 있듯이 제6장단과 제8장단, 제10장

단, 제12장단, 제14장단, 제24∼27장단의 선율은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는 c″∼a″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은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고음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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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진행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6∼11장단과 제18∼19장

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a

a′

a″

<악보 141>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6∼11장단

위의 <악보 141>을 살펴보면, 제6∼7장단의 선율은 제8∼9장단과 제

10∼11장단에 반복된다. 이때, 제6장단과 제8장단, 제10장단은 모두 e″-

c″-d″의 진행을 보이며, 이어지는 선율인 제7장단과 제9장단, 제11장단

에서 a′를 거쳐 g′로 종지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선율은 음진행이 같지

만, 리듬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변화반복형이다.

a′a

<악보 142>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변화반복형 선율: 제18∼19장단

위의 <악보 142>를 살펴보면, 제18장단의 선율은 제19장단에서 반복

된다. 이때, 제18장단의 전반부 선율인 d′-g′-c″-a′는 제19장단의 전반

부에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후반부에서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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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선율형: e″-c″-d″선율형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는 e″-c″-d″로 진행하는 선율형이 나타

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43>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e″-c″-d″선율형: 제6∼11장단

<악보 144>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e″-c″-d″선율형: 제24∼25장단

위의 <악보 143∼144>를 살펴보면, 제6장단과 제8장단, 제10장단, 제

24∼25장단의 선율은 e′에서 시작하여 e″로 도약 후 c″-d″의 진행을 보

인다. 특히 제6장단과 제8장단, 제10장단의 선율은 e″-c″-d″를 두 번 연

속하여 반복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와 같은 e″-c″-d″ 선율형은 가야금

산조의 평조에서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4) 리듬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형으로 2연속

소소박 리듬형이 있으며, 이는 제10장단과 제24장단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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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0
2 8 0

<악보 145>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10장단

2 8 0

<악보 146>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소소박 리듬형: 제24장단

위의 <악보 145∼146>은 강태홍류 중중모리 제10장단과 제24장단의

선율이다. 제10장단과 제24장단의 선율은 모두 e″-c″-d″의 유사한 진행

을 보인다. 이때 전반부의 선율에서 소박은 두 개의 소소박으로 구성되

며, 이는 동음을 반복하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2연속 소소박 리듬형

은 동음을 반복할 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

이다.

이처럼 여느박이 2연속 소소박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동

음을 연튕김 주법으로 연타하는 것은 강태홍류 중모리 제2강산제에서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2연속 소소박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는 총 5단락 33장단으로 d′, e′,

g′, a′, c″(b′)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

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그중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와 그 형태와 유사하

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평조보다 깊으나 계면조만큼 깊지 않으며,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이외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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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장2도 간격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선율진행은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e″-c″-d″의 선율

형이 나타났다.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으

로 도약한 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반복진행은 한 장단의

선율을 리듬에 변화를 주어 반복하는 형태를 띤다.

리듬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2연속 소소박으로, 연튕김 주법을 사

용하여 동음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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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

비중 100.0%

위치 계면조(중모리) / 강산제 / 강산제(자진모리)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5장단

제2단락 제6장단∼제11장단

제3단락 제12장단∼제17장단

제4단락 제18장단∼제23장단

제5단락 제24장단∼제33장단

음조직 평조 d′, e′, g′, a′, c″(b′)

시김새

추성
장2도 간격,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와 동일

농현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도약진행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도약진행

고음진행 제3옥타브 음역에서의 선율진행

반복진행 리듬과 음높이에서 변화를 주며 반복진행

기타 선율형 e″-c″-d″

리듬
2연속 소소박,

연튕김 주법을 사용하여 동음을 반복

<표 22> 강태홍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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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남희류 가야금산조

정남희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는 강산제-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12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66장단 중에서 12장단

에 해당하며, 중중모리의 18.2%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강산제 제1장단∼제12장단 12 18.2

계면조 제13장단∼제66장단 54 81.8

<표 23> 정남희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의 구성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4장단의 4장단, 제5

∼12장단의 8장단으로 2단락 12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4>와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장단∼제4장단

제2단락 제5장단∼제12장단

<표 24>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 123 -

<악보 147>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4장단

위의 <악보 147>은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4장

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g′, a′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g

이며, d′에서 농현, c′에서 다루치기, a(a′)에서 구른 후 떤다.

<악보 148>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5∼12장단

위의 <악보 148>은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5∼12장

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 124 -

d′, e′, g′, a′, b′, d″, e″, g″, a″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

2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서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 c″에

서 다루치기, e′, c″, e″에서 하행 시 퇴성한다.

지금까지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g′, a′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으로, 이는 가야금

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제1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제1단락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구른 후 떨

기를 한다.

d' g' a'

<악보 149>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 제1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d′, e′, g′, a′, c″(b′)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2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

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강산제 전체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e′는

하행 시 퇴성하며, a′는 구른 후 떤다. b′는 대체로 경과음으로 사용되

며, c″에서 다루치기한다.

d' e' g' a' b' c"

<악보 150>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 제2단락 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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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과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

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과 퇴성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추성과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악보 151>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추성과 퇴성

위의 <악보 151>을 살펴보면 추성은 제6장단에서 나타나며, 퇴성은

제5장단에서 나타난다. 추성은 모두 약 장2도의 음정 간격으로 상행하는

데,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지 밀어올리며 ㉡은 g′를 약 장2도 높

은 a′까지 밀어올린다. 퇴성은 추성과 같은 음정 간격을 가지며, e′를

약 장2도 낮은 d′까지 흘러내린다. 이는 <악보 151>의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남희류 중중모리의 장2도 간격의 추성 및 퇴성은 평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와 강태홍류 중모리 제1강산

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2) 농현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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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악보 152>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152>는 정남희류 중중모리의 제3∼4장단에 해당하는 선율

이다. <악보 152>를 살펴보면,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

태와 폭이 넓은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악보 152>에서 가는 농현은

모두 a에서 나타나며, 이는 처음부터 가늘게 농현하는 ㉠과 구른 후 떨

기 시김새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으로 나뉜다.

반면, 굵은 농현인 ㉢은 모두 d에서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

도 아래음으로 다른 악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한다. 강산제의 농

현인 ㉢은 계면조의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농현처럼 가볍게 흔들어

주는 형태를 띤다.

이처럼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평조의 농현과 그 위치와

형태가 같으며, 이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농현과 동일하다. 또

한, 정남희류 중중모리의 제1단락은 계면 음조직, 제2단락은 평조 음조직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같은 형태의 농현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

이다.

(3) 구른 후 떨기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악보 153>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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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153>은 정남희류 중중모리 제9∼10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153>을 살펴보면 ‘구른 후 떨기’는 a′에서 나타난다. a′(a, a″)는 계

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한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

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의 음정 간격으로 명확하

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

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병호류, 김

죽파류, 강태홍류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 형태가 유사

하다.

3) 선율진행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도약진행과 고음진행,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도약진행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도약진행은 제8장단과 제11장단에 나타

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54>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8장단

<악보 155>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 제1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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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154∼155>를 살펴보면, 제8장단의 선율은 g에서 도약하여

e″로 진행하는데, 이는 제2현에서 제10현으로의 한 옥타브 장6도 도약이

다. 또한, 제11장단의 선율은 g에서 도약하여 g″로 진행하는데, 이는 제2

현에서 제11현으로의 두 옥타브 도약이다.

이같이 한 옥타브를 초과하여 상행하는 도약진행은 정남희류 중중모리

에서 강산제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2) 고음진행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 중 고음진행은 제8장단과 제11장단에 나타

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56>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8장단

<악보 157>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1장단

위의 <악보 156∼157>에서 알 수 있듯이, 제8장단과 제11장단의 선율

은 대체로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는 c″∼a″를 중심

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고음진행은 김병호류, 김죽파

류, 강태홍류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고음진행과 그 형태가 유

사하며,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16.7%를 차지한다.

(3) 기타 선율형: e″-a′-b′-d″선율형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에서는 e″-a′-b′-d″로 진행하는 선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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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58>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e″-a′-b′-d″선율형

위의 <악보 158>을 살펴보면, 제8장단의 선율은 g에서 시작하여 e″로

도약 후 a′-b′-d″의 진행을 보이며 이는 후반부에 e″-b′-d″로 한 번

더 반복된다. 이와 같은 e″-a′-b′-d″선율형은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

태홍류의 중중모리 강산제에 나타나는 e″-c″-d″선율형의 변화형태로,

가야금산조의 평조에서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남희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남희류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는 총 2단락 12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단락에 해당하는 d′, g′, a′로, 이

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c″(b′)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그중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

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고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

반한다. 이외에 추성은 장2도 간격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선율진행은 도약진행과 고음진행, 그 외에 e″-a′-b′-d″의 선율형이

나타났다.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음정으로 도

약한 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고음

역대인 제3옥타브 내에서 선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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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

비중 18.2%

위치 계면조(중모리) / 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4장단

제2단락 제5장단∼제12장단

음조직
계면조 제1단락 d′, g′, a′

평조 제2단락 d′, e′, g′, a′, b′(c″)

시김새

추성·퇴성
장2도 간격,

김병호류·김죽파류(제2∼6단락)·강태홍류와 동일

농현 김병호류·김죽파류(제2∼6단락)·강태홍류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병호류·김죽파류(제2∼6단락)·강태홍류와 동일

선율진행

도약진행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도약진행

고음진행 제3옥타브 음역에서의 선율진행

기타 선율형 e″-a′-b′-d″

<표 25> 정남희류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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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정남희

류의 네 유파에 나타난다. 중중모리에서 강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김병

호류 100.0%, 김죽파류 100.0%, 강태홍류 100.0%, 정남희류 18.2%이다.

네 유파를 대상으로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행, 리듬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조직과 시김새의 경우 평조의 음조직에 강산제만의 시김새 또

는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 등의 복합적인 조합을 통하여 강산

제의 특징적인 악조를 표현하였다.

평조의 음조직에 강산제만의 시김새를 활용한 경우는 김병호류와 강태

홍류이다. 평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김병호류와 강태홍류의 농현은 경

드름 및 평조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를 띠며,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에서

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및 강태홍류 중

모리 제1강산제와 그 형태가 같다.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한 경우는 김죽파류와 정남희

류이다.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김죽파류 제1단락과 정남희류 제1

단락에서는 농현과 구른 후 떨기, 추성 및 퇴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평조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 위치와 형태가 같다.

김죽파류의 제2∼6단락과 정남희류의 제2단락은 평조의 음조직에 평조

의 시김새를 사용한 경우로, 중중모리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선율진행의 경우 도약진행, 고음진행, 반복진행, 기타 선율형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도약진행과 고음진행이다.

중중모리 강산제의 도약진행은 장단의 시작에서 한 옥타브를 초과하여

상행하는 진행이며, 고음진행은 가야금산조의 고음역대인 제3옥타브 내

에서의 선율진행으로 강산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반복진행은 주제가 되는 한 장단 혹은 반 장단의 선율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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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주며 발전

하는 형태를 띤다. 또한, 네 유파에서는 e″-c″-d″(e″-a′-b′-d″) 선율형

이 나타나는데, 이는 평조의 전형적인 선율형이다.

셋째, 리듬의 경우 연튕김 주법을 활용한 2연속 소소박을 통하여 강산

제의 특징적인 리듬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소소박 리듬형은 모두 2연

속으로 동음을 반복하는 진행을 보이며, 이때 오른손 주법인 연튕김 주

법이 쓰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모리의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

타났던 소소박 리듬형과 그 형태가 같다.

요컨대,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강산제의 특징은 음조직과 시김새의 복

합적인 조합, 한 옥타브를 초과하여 도약하는 진행, 고음역인 제3옥타브

에서의 선율진행, 리듬과 음높이에 변화를 주며 반복하는 진행과 연튕김

주법을 사용한 소소박의 리듬사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징적

인 선율진행과 리듬은 중모리 강산제보다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또한,

평조 음조직과 시김새 활용, 평조의 전형적인 선율형의 사용 등 중모리

강산제보다 평조의 음악적 성격이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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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가야금산조의 여러 유파 중에서 자진모리 악장에 강산제가 나타나는

유파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김윤덕류, 성금연류, 서공철류, 신

관용류의 일곱 가지이며, 이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유파 강산제 범위

김병호류 제1장단∼제17장단

김죽파류 제45장단∼제71장단

강태홍류 제1장단∼제84장단

김윤덕류
제1강산제 제1장단∼제36장단

제2강산제 제91장단∼제108장단

성금연류 제84장단∼제143장단

서공철류 제35장단∼제58장단

신관용류 제84장단∼제100장단

<표 26>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강산제

1.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강산제-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17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98장단 중에서 17장단

으로, 자진모리의 17.3%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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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강산제 제1장단∼제17장단 17 17.3

계면조 제18장단∼제98장단 81 82.7

<표 27>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내드름97)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8장단의 8장단,

제9∼17장단의 9장단으로 2단락 17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1) 음조직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97) “산조에서 가락의 시작 부분을 내드름이라고 부른다. 내드름은 산조 이외에도 판소
리와 풍물에서도 사용되며, 시작선율 그 자체를 의미하고, 시작될 음악의 성격을 제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김우진, 앞의 논문, p.81.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장단∼제8장단

제2단락 제9장단∼제17장단

<표 28>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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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9>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8장단

위의 <악보 159>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8장

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d′, e′, g′, a′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은 a′로 종지

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1

단락에서 d′는 농현하며, e′는 퇴성과 추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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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0>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9∼17장단

위의 <악보 160>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9∼17장

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e′, g′, a′, c″, d″, e″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

은 g′로 종지하여 다음 단락의 음조직을 암시한다. 제2단락에서는 e′와

d′에 농현, c″에 하행 시 퇴성, a에 퇴성, a′에 농현과 구른 후 떨기를

한다.

지금까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

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하행 시 퇴성한다. g′는 제1단락의 내드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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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음이며, 강산제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평으로 내거나 구

른 후 떨기하며, c″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 e' g' a' c'

<악보 161>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e′, (g′), a′, b′,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으로, 이

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2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제2단락

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이다. b′는 대체로 a′로 진행하며, c″는 b′

로 퇴성한다.

e' g' a' b' c"

<악보 162>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

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

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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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3>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3∼4장단

위의 <악보 163>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163>을 살펴보면 제3장단과 제4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추

성이 사용되며, 이는 모두 d′를 약 장2도 높은 e′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단락에서 나

타나며, 이는 김병호류 중모리와 중중모리 강산제에 나타나는 추성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악보 164>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11∼14장단

위의 <악보 164>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164>를 살펴보면 제11장단과 제13장단에서 추성이 사용

되며, 이는 모두 d″를 약 장2도 높은 e″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d″

에서의 추성은 e″⌒d″⌒e″의 형태를 띠며, 이때 e″⌒d″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e″로 추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98)

98) 손정화는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우조의 ‘e″⌒d″⌒e″’음형이 추성의 역할을 하며,
이는 판소리 우조에서 나타나는 장2도 간격의 추성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손정화, “가
야금산조 우조의 개념과 음악적 특징: 판소리 우조와 비교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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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성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65>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165>를 살펴보면, 제9장단의 선율에서 a′가 e″로 상행할

때와 e″에서 a′로 하행할 때 경과음인 c″에서 퇴성이 사용된다. c″에서

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까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은 제2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99)

(3) 농현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66>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3∼4장단

위의 <악보 166>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166>을 살펴보면, 제3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

사학위논문, 2017, p.143.; 김현채는 그의 논문에서 우조 대목에서의 추성은 아래음을
비교적 짧게 연주하고 추성의 윗음을 길게 끄는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현채, 앞
의 논문, p.81.

99) 손정화는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우조에서 c″는 하행하는 선율의 중간에 나타나
본청으로 연결될 때 퇴성하는데, 이는 계면조의 특성임을 밝혔다. 손정화, 앞의 논문,
p.106.; 김현채는 그의 논문에서 약 단2도 정도의 반음 간격으로 흘려주는 퇴성은 우
조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우조의 대표적인 시김새라 밝혔다. 김현채, 앞의 논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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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다른 악조에서도 농현이 나타나지

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경드름 및 평조의

굵은 농현보다 깊지만, 계면조의 굵은 농현만큼 깊지 않다.

이와 같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김병호류 중모리 및 중중모리 강산제

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악보 167>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9∼12장단

위의 <악보 167>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167>을 살펴보면, 제9장단의 e″와 제10장단, 제12장단

의 e′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e′와 e″는 제2단락의 중심음인 a′의 4도

아래 및 5도 위의 음으로 이는 다른 악조에서 농현하는 위치와 같다.

<악보 167>에서 나타나는 e′(e″)의 농현은 기본청 계면조의 d′(d″)에서

나타나는 농현과 같은 음폭으로 깊게 농현한다.

이와 같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우조청 계면조 음

조직인 제2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계면조 굵

은 농현과 유사하다.

(4) 구른 후 떨기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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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8>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168>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제17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168>을 살펴보면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 a″)는 계면조에

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

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

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

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 정도의 간격으로 명확하

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

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병호류 중

모리 및 중중모리의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자진모

리의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에서 1회만 출현하여 그 빈도수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3) 선율진행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하행진행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13∼15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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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9>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169>를 살펴보면, 선율은 제13장단의 e″에서 시작하여 제

15장단의 g까지 하행한다. 이는 한 옥타브 장6도 아래음까지 세 장단에

걸친 진행이다.

이처럼 선율이 세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하행진행하는 것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강산제 제2단락에서 나타나

며, 김병호류 자진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2) 반복진행: g′-e′-d′-a′-e′-d′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3∼8장단에 나타나며, 이

는 다음과 같다.

a b

c c′

c″

a′ b′

<악보 170>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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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170>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악보 170>을 살펴보면 제3장단의 선율진행은 g′-e′-d′이며,

이는 제4장단에서 a′-e′-d′의 형태로 반복된다. 또한, 제3∼4장단에 해

당하는 두 장단의 선율은 제5장단에서 한 장단으로 축소되어 g′-e′-a′

-e′의 선율형을 이룬다. g′-e′-a′-e′의 선율형은 제6장단과 제7장단에

서 변주의 형태로 변화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1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8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

다.

(3) 기타 선율형: a′-c″-e″-c″-a′선율형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는 a′-c″-e″-c″-a′로 진행하는 선율형

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71>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a′-c″-e″-c″-a′선율형

위의 <악보 171>을 살펴보면 제9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약 후

c″-e″-c″-a′로 진행한다.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9장단의

선율 중에서 e″-c″-a′의 선율진행과 c″에서의 퇴성은 가야금산조에서

우조에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100)

이러한 a′-c″-e″-c″-a′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의 내드름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100) 손정화는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우조 제1단락에서 e″-c″-a′와 같은
하행진행이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고 밝혔다. 손정화, 앞의 논문, p.103.; 오용
록은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진양조 1장의 제1단락 음군이 e″-c″-a′임을 밝혔다.
오용록, 한국음악형성론, 민속원, 2012,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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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총 2단락 17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c″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단락에 해당하는 e′,

(g′), a′, b′, c″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

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병호류 중모리와

중중모리 강산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

의 농현은 경드름 또는 평조보다 깊으나 계면조보다 깊지 않으며,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추성은 장

2도 간격으로 느리게 밀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평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조 우조의 형태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e″⌒d″⌒e″의 형

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

으로 떨어준다.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a′-c″-e″-c″-a′의 선율형

이 나타났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세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을 진행

하며, 이는 강산제에서만 1회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g′-e′-d′-a′-e′-

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로

넘어가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c″-e″-c″-a′의 선율진행

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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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

비중 17.3%

위치 계면조(엇모리) / 강산제 / 계면조(자진모리)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8장단

제2단락 제9장단∼제17장단

음조직

평조 제1단락 d′, e′, g′, a′, c″

우조청

계면조
제2단락 e′, (g′), a′, b′, c″

시김새

추성

평조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김병호류 중모리·중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김병호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병호류 중모리·중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3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c″-e″-c″-a′

<표 29>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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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계면조-강산제-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45∼71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90장단 중에서

27장단에 해당하며, 자진모리의 30.0%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의 <표 30>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44장단,

제72장단∼제90장단
63 70.0

강산제 제45장단∼제71장단 27 30.0

<표 30>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45∼50장단의 6장단, 제

51∼63장단의 13장단, 제64∼71장단의 8장단으로 3단락 27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45장단∼제50장단

제2단락 제51장단∼제63장단

제3단락 제64장단∼제71장단

<표 31>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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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2>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45∼50장단

위의 <악보 172>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45∼50

장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g′, a′이다. 제1단락은 a′로 종지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1단락에서 d′와 a′는 농현, e′는

하행 시 퇴성한다.



- 148 -

<악보 173>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51∼63장단

위의 <악보 173>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51∼63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c, e,

a, b, c′, e′, g′, a′, b′, c″, e″이며, d와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지음은 a′이며, e(e′, e″)에서 굵은 농현, a′에서 가는 농현,

g′와 d″에서 추성, c″에서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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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4>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64∼71장단

위의 <악보 174>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64∼71

장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d′, g′, a′, b′, d″, e″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a′와 d′에 농현, a(a′)에 퇴성과 전성, 다루치기, 구른

후 떨기를 한다.

지금까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 b′(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과 제3

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 3단락 각 음의 특

징을 정리하면, d′는대체로 농현하며, e′는 하행 시 퇴성한다. g′는제3

단락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구른 후 떨기, 전성, 다루치기, 퇴성 등

의 시김새를 사용한다. b′는 평으로 내며, c″는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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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g' a' b' c"

<악보 175>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 3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e′, (g′), a′, b′,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으로, 이

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2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평으로 낸다. a′는 제2단락의 종

지음이며 가장 많이 출현한다. b′는 대체로 a′로 진행하며, c″는 퇴성하

여 b′로 진행한다.

e' g' a' b' c"

<악보 176>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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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7>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177>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177>을 살펴보면 제53장단과 제55장단에서 추성이 사용

되며, 이는 모두 d″를 약 장2도 높은 e″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d″

에서의 추성은 e″⌒d″⌒e″의 형태를 띠며, 이때 e″⌒d″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e″로 추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2) 퇴성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78>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178>을 살펴보면, 제51장단의 선율에서 a′가 e″로 상행할

때와 e″에서 a′로 하행할 때 경과음인 c″에서 퇴성이 사용된다. c″에서

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까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은 제2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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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현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79>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45∼46장단

위의 <악보 179>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179>를 살펴보면, 제45장단과 제46장단의 마지막 박에

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다른 악

조에서도 농현이 나타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처럼 가볍

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김죽파류 중모리 및 중중모리 강산제

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악보 180>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61∼62장단

위의 <악보 180>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180>을 살펴보면, 제61장단의 e와 제62장단의 e′에 굵

은 농현이 사용된다. e(e′)는 제2단락의 중심음인 a(a′)의 4도 아래음으

로 이는 다른 악조에서 농현하는 위치와 같다. <악보 180>에서 나타나

는 e(e′)의 농현은 기본청 계면조의 d(d′)에서 나타나는 농현과 같은 음

폭으로 깊게 농현한다.



- 153 -

이와 같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우조청 계면조 음

조직인 제2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계면조 굵

은 농현과 유사하다.

(4)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자진모리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

음과 같다.

<악보 181>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181>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제69∼70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181>을 살펴보면 제70장단의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

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

다. 반면, ‘꺾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 정도의 간격

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

모리 및 중중모리의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자진모

리의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에서 1회만 출현하여 그 빈도수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3) 선율진행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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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행진행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55∼57장단에서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182>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182>를 살펴보면, 선율은 제55장단의 e″에서 시작하여 제

57장단의 a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는 한 옥타브 완전5도 아래

음까지의 진행이며, 세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세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하행진행하는 것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2단락에서 나타나며, 김죽

파류 자진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

제의 하행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2) 반복진행: g′-e′-d′-a′-e′-d′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45∼50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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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b

c c′
a′ b′

<악보 183>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

위의 <악보 183>은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악보 183>을 살펴보면 제45장단의 선율진행은 g′-e′-d′이

며, 이는 제46장단에서 a′-e′-d′의 형태로 반복된다. 또한, 제45∼46장

단에 해당하는 두 장단의 선율은 제47장단에서 한 장단으로 축소되어

g′-e′-a′-e′의 선율형을 이룬다. g′-e′-a′-e′의 선율형은 제48장단과

제49장단에서 변주의 형태로 변화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1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50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

사하다.

(3) 기타 선율형: a′-c″-e″-c″-a′선율형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는 a′-c″-e″-c″-a′로 진행하는 선율형

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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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4>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a′-c″-e″-c″-a′선율형

위의 <악보 184>를 살펴보면 제51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약 후

c″-e″-c″-a′로 진행한다.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51장단의

선율 중에서 e″-c″-a′의 선율진행과 c″에서의 퇴성은 가야금산조에서

우조에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a′-c″-e″-c″-a′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의 내드름에 위치하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총 3단락 27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 3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b′(c″)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단락에 해당

하는 e′, (g′), a′, b′, c″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중모리와

중중모리 강산제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으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

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조 우조의 형태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e″⌒d″⌒e″의 형

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

으로 떨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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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a′-c″-e″-c″-a′의 선율형

이 나타났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세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을 진행

하며, 이는 강산제에서만 1회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g′-e′-d′-a′-e′-

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로

넘어가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c″-e″-c″-a′의 선율진행

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 이

와 같은 세 가지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

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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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

비중 30.0%

위치 계면조-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45장단∼제50장단

제2단락 제51장단∼제63장단

제3단락 제64장단∼제71장단

음조직

평조
제1단락,

제3단락
d′, e′, g′, a′, b′(c″)

우조청

계면조
제2단락 e′, (g′), a′, b′, c″

시김새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김죽파류 중모리·중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김죽파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중모리·중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3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c″-e″-c″-a′

<표 32>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 159 -

3.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강산제-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84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242장단 중에서 84장단

에 해당하며, 자진모리의 34.7%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강산제 제1장단∼제84장단 84 34.7

계면조 제85장단∼제242장단 158 65.3

<표 33>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여덟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13장단의 13장단, 제

14∼29장단의 16장단, 제30∼38장단의 9장단, 제39∼45장단의 7장단, 제

46∼58장단의 13장단, 제59∼70장단의 12장단, 제71∼77장단의 7장단, 제

78∼84장단의 7장단으로 8단락 84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장단∼제13장단

제2단락 제14장단∼제29장단

제3단락 제30장단∼제38장단

제4단락 제39장단∼제45장단

제5단락 제46장단∼제58장단

제6단락 제59장단∼제70장단

제7단락 제71장단∼제77장단

제8단락 제78장단∼제84장단

<표 34>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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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조직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185>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13장단

위의 <악보 185>는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13장

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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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e′, g′, a′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d′이며, d′에서 농현과 전성, g′와 a에서 동음 반복 시 추성, e′에서 퇴

성한다.

<악보 186>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14∼29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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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186>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14∼29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d′, e′, g′, a′, b′, d″, e″, g″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

락은 a′로 종지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2단락에서 d′(d″)는 농현과 동음 반복 시 추성하며, a′는 전

성과 구른 후 떨기, e′는 퇴성한다.

<악보 187>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30∼38장단

위의 <악보 187>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30∼38

장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d′, e′, g′, b′, c″, e″이며,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101), e(e′)에 전성과 농현, c′(c″)와 g′에 퇴성한다.

101) 김해숙은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우조는 본청이 a′, e″, e′, a′로 바뀌
는 계면조 선법으로 짜여있으며, 종지음은 대게 본청음보다 장2도 낮은 ‘산조 본청
(g′)’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해숙, 앞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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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8>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 제39∼45장단

위의 <악보 188>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인 제39∼45

장단의 선율이다. 제4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e′, a′, b′, e″, g″, b″이다. 제4단락의 종지음은 a′이며, e′와 b′에서 농

현, g″에서 퇴성, b″와 e′에서 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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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9>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 제46∼58장단

위의 <악보 189>는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인 제46∼58

장단의 선율이다. 제5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e′, g′, a′, c″, d″, g″이다. 제5단락의 종지음은 a′이며, e′에서 굵은 농

현, g″에서 퇴성, c″에서 추성 및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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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0>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6단락: 제59∼70장단

위의 <악보 190>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6단락인 제59∼70

장단의 선율이다. 제6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e′, g′, a′, b′, c″, d″, e″, g″이며,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6단락

의 종지음은 g′이며, e′에서 굵은 농현, a′에서 전성, c″에서 추성 및 퇴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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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1>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7단락: 제71∼77장단

위의 <악보 191>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7단락인 제71∼77

장단의 선율이다. 제7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g′, a′이다. 제7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에서 농현, g′에서 전성

과 동음 반복 시 추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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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2>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8단락: 제78∼84장단

위의 <악보 192>는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8단락인 제78∼84

장단의 선율이다. 제8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g′, a′이며, e′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8단락의 종지음은 g′이

며, d′에서 굵은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를 한다.

지금까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크

게 두 가지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 b′(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2단락과

제7∼8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2단락과 제

7∼8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퇴성한

다. g′는 동음 반복 시 추성하며, 강산제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구

른 후 떨기하며, b′와 c″는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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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g' a' b' c"

<악보 193>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2, 7∼8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e′, (g′), a′, b′, c″, d″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3∼6단락으

로, 이는 가야금산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3∼6단락 각 음의 특징

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경과음으로 사용되며 퇴성한

다. a′는 제3단락, 제4단락, 제6단락의 시작음이며, 출현빈도가 가장 높

다. b′는 대체로 a′로 진행하며, c″는 퇴성하여 b′로 진행한다. d″는 대

체로 평으로 낸다.

e' g' a' b' c" d"

<악보 194>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3∼6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

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

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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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5>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11∼12장단

위의 <악보 195>는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195>를 살펴보면, 제11∼12장단에서 추성이 사용되며 이

는 모두 a를 약 장2도 높은 b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단락에서 나

타나며, 이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1강산제 및 중중모리 강

산제에 나타나는 추성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악보 196>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37∼38장단

위의 <악보 196>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3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196>을 살펴보면 제37장단과 제38장단에서 추성이 사용

되며, 이는 모두 d″를 약 장2도 높은 e″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d″

에서의 추성은 e″⌒d″⌒e″의 형태를 띠며, 이때 e″⌒d″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e″로 추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3∼

6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2) 퇴성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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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7>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197>을 살펴보면, 제30장단의 선율에서 a′가 e″로 상행할

때와 e″에서 a′로 하행할 때 경과음인 c″에서 퇴성이 사용된다. c″에서

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까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은 제3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

(3) 농현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98>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24∼25장단

위의 <악보 198>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나타나는

농현이다. <악보 198>을 살펴보면, 제24∼25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다른 악조에서도 농현이 나타

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경드름 또는

평조의 굵은 농현보다 깊지만, 계면조의 굵은 농현만큼 깊지 않다.

이와 같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2단락과 제7∼8단락에 나타나며, 이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중모

리 제1강산제와 중중모리 강산제에 나타나는 농현과 그 형태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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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9>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34∼35장단

위의 <악보 199>는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에 나타나는

농현이다. <악보 199>를 살펴보면, 제34장단의 e와 제35장단의 e′에 굵

은 농현이 사용된다. e(e′)는 제2단락의 중심음인 a(a′)의 4도 아래음으

로 이는 다른 악조에서 농현하는 위치와 같다. <악보 199>에서 나타나

는 e(e′)의 농현은 기본청 계면조의 d(d′)에서 나타나는 농현과 같은 음

폭으로 깊게 농현한다.

이와 같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우조청 계면조 음

조직인 제3∼6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강태홍류 자진모리 계면조

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악보 200>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80∼81장단

위의 <악보 200>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마지막 단락인 제8단

락에서 나타나는 농현이다. <악보 200>을 살펴보면 제80∼81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나타나며, 이는 계면조의 농현과 같이 깊은 음폭을 가

진다. 제80∼81장단의 굵은 농현은 강산제의 마지막 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계면조의 음조직 및 시김새를 암시한다.

(4) 구른 후 떨기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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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1>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201>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제81∼84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201>을 살펴보면 제82장단과 제83장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

타난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

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

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

음 정도의 간격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

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강태홍류 중

모리 제1강산제 및 중중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

하다. 다만, 자진모리의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에서 3회만 출현하여 그

빈도수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3) 선율진행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하행진행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30∼34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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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2>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202>를 살펴보면, 선율은 제30장단의 a에서 시작하여 a′

를 거쳐 e″로 상행한다. 이후 선율은 e″에서 시작하여 제34장단의 a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는 한 옥타브 완전5도 아래음까지의 진행이

며, 네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네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하행진행하는 것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3단락에서 나타나며, 강태

홍류 자진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

제의 하행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2) 반복진행: g′-e′-d′-a′-e′-d′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22∼29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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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3>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

위의 <악보 203>은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악보 203>을 살펴보면 제22장단의 선율진행은 g′-e′-d′이

며, 이는 제23장단에서 a′-e′-d′의 형태로 반복된다. 제22∼23장단의 선

율은 제24∼25장단에서 반복되는데, 이때 리듬에 변화를 둔다. 또한, 제

22∼23장단과 제24∼25장단에 해당하는 두 장단의 선율은 제26장단에서

한 장단으로 축소되어 g′-e′-d′-a′-e′-d′의 선율형을 이룬다. g′-e′-

d′-a′-e′-d′의 선율형은 제27장단과 제28장단에서 변주의 형태로 변화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2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29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

사하다.

(3) 기타 선율형: a′-c″-e″-c″-a′선율형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는 a′-c″-e″-c″-a′로 진행하는 선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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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204>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a′-c″-e″-c″-a′선율형

위의 <악보 204>를 살펴보면 제30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약 후

c″-e″-c″-a′로 진행한다.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30장단의

선율 중에서 e″-c″-a′의 선율진행과 c″에서의 퇴성은 가야금산조에서

우조에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a′-c″-e″-c″-a′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3단

락의 내드름에 위치하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총 8단락 84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2단락과 제7∼8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b′(c″)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3

∼6단락에 해당하는 e′, (g′), a′, b′, c″, d″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

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

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강태홍류 중모리 제1

강산제 및 중중모리 강산제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경드름 또는 평조보다 깊으나 계면조만큼 깊지 않으며,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추성은 장2도 간격으

로 느리게 밀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평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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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우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e″⌒d″⌒e″의

형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

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a′-c″-e″-c″-a′의 선율형

이 나타났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네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을

진행하며, 이는 강산제에서만 1회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g′-e′-d′-a′-

e′-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

로 넘어가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c″-e″-c″-a′의 선율

진행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

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

와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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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

비중 34.7%

위치 계면조-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13장단

제2단락 제14장단∼제29장단

제3단락 제30장단∼제38장단

제4단락 제39장단∼제45장단

제5단락 제46장단∼제58장단

제6단락 제59장단∼제70장단

제7단락 제71장단∼제77장단

제8단락 제78장단∼제84장단

음조직
평조

제1∼2단락,

제7∼8단락
d′, e′, g′, a′, b′(c″)

우조 제3∼6단락 e′, (g′), a′, b′, c″, d″

시김새

추성

평조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강태홍류 중모리·중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강태홍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강태홍류 중모리·중중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4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c″-e″-c″-a′

<표 35> 강태홍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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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강산제-평조-계면조-강산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1∼36장단과 제91∼108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108장단 중에서 54장단에 해당하며, 자진모리의 50.0%를 차지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제1강산제 제1장단∼제36장단
54 50.0

제2강산제 제91장단∼제108장단

평조 제37장단∼제51장단 15 13.9

계면조 제52장단∼제90장단 39 36.1

<표 36>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김윤덕류 자진모리의 강산제는 자진모리 악장의 시작과 끝에 각각 위

치하며, 이는 제1∼36장단과 제91∼108장단에 해당한다. 김윤덕류 자진모

리 강산제의 선율은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다섯 개의 단락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10장단의 10장단, 제11∼19장

단의 9장단, 제20∼30장단의 11장단, 제31∼36장단의 6장단, 제91∼108장

단의 18장단으로 5단락 54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구분 단락 범위

제1강산제

제1단락 제1장단∼제10장단

제2단락 제11장단∼제19장단

제3단락 제20장단∼제30장단

제4단락 제31장단∼제36장단

제2강산제 제5단락 제91장단∼제108장단

<표 37>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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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산제

(1) 음조직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종지

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205>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10장단

위의 <악보 205>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10장

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g′, a′이다. 제1단락은 a′로 종지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

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1단락에서 d′는 농현하며, e′는 농현

과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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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6>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11∼19장단

위의 <악보 206>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11∼19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e′, g′, a′, b′, c″, d″, e″, g″이며,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

의 종지음은 a′이며, e′(e″)에서 농현, g′과 d′에서 추성, g″와 c″에서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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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7>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20∼30장단

위의 <악보 207>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20∼30

장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e, a,

c′, e′, a′, b′, c″, d″, e″, g″이며, g′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

락의 종지음은 a이며, e(e′)에서 굵은 농현, a′와 g″에서 전성, c″(c′)에

서 추성과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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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8>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 제31∼36장단

위의 <악보 208>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인 제31∼36

장단의 선율이다. 제4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e′, g′, a′, c″이다. 제4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서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 e′에서 하행 시 퇴성, c″에서 다루치기한다.

지금까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 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과 제4단락

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 4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하행 시 퇴성한다. g′는 강산제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구른 후 떨기, 전성, 다루치기, 퇴성 등의 시김

새를 사용한다. c″는 다루치기하며, 경과음으로도 사용된다.

d' e' g' a' c"

<악보 209> 김윤덕류자진모리제1강산제제1, 4단락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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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e′, (g′), a′, b′, c″, d″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과 제

3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2∼3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경과음으로 사용

된다. a′는 제2단락의 시작음이며 가장 많이 출현한다. b′는 대체로 a′

로 진행하며, c″는 퇴성하여 b′로 진행한다. d″는 대체로 평으로 낸다.

e' g' a' b' c" d"

<악보 210>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제2∼3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

제에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다루치기,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

된다. 이 중에서 제1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

른 후 떨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① 추성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

다.

<악보 211>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211>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당하

는 선율이다. <악보 211>을 살펴보면, 제12장단에서 추성이 사용되며 이

는 g′를 약 장2도 높은 a′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g′에서의 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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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의 형태를 띠며, 이때 a′⌒g′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a′로

추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102)

② 퇴성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

다.

<악보 212>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212>를 살펴보면, 제26장단의 선율에서 c″가 b′로 진행할

때 퇴성이 사용된다. c″에서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까지 흘러내린

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퇴성은 제3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

③ 농현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

다.

102) 김해숙은 그의 연구에서 가야금산조 우조의 청이 a′, e″, e′, a′로 바뀌는 계면조
선법으로 짜여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우조 제1단락에서
나타나는 e″⌒d″⌒e″음형은 청의 이동과 함께 a′⌒g′⌒a′음형으로 나타난다. 김해
숙, 앞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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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3>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농현: 제35∼36장단

위의 <악보 213>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

는 선율이다. <악보 213>을 살펴보면, 제35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김윤덕류 자진모리의 다른 악

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

제의 굵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

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

인 제1단락과 제4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평조

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악보 214>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농현: 제28∼29장단

위의 <악보 214>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제3단락에서 나타

나는 농현이다. <악보 214>를 살펴보면, 제28장단의 e′와 제29장단의 e

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e(e′)는 제3단락의 중심음인 a(a′)의 4도 아래

음으로 이는 다른 악조에서 농현하는 위치와 같다. <악보 214>에서 나

타나는 e(e′)의 농현은 기본청 계면조의 d(d′)에서 나타나는 농현과 같

은 음폭으로 깊게 농현한다.

이와 같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2∼3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계면

조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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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른 후 떨기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

음과 같다.

<악보 215>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215>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33∼34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215>를 살펴보면 제33장단의 선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

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

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

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약 반음의 음정 간격을 가지며,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

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며, 제33장단에서만

2회 출현한다.

(3) 선율진행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기

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① 하행진행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32∼34장단에 나타나

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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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6>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216>을 살펴보면, 선율은 제32장단의 c″에서 시작하여 제

34장단의 g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는 한 옥타브 완전4도 아래

음까지의 진행이며, 세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세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하행진행하는 것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② 반복진행: g′-e′-d′-a′-e′-d′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5∼10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c″

a b

c c
a′ b′

<악보 217>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반복진행

위의 <악보 217>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제1단락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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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율이다. <악보 217>을 살펴보면 제5장단의 선율진행은 g′-e′-d′

이며, 이는 제6장단에서 a′-e′-d′의 형태로 반복된다. 또한, 제5∼6장단

에 해당하는 두 장단의 선율은 제7장단에서 한 장단으로 축소되어 g′-

e′-d′-a′-e′-d′의 선율형을 이룬다. g′-e′-d′-a′-e′-d′의 선율형은

제8장단과 제9장단에서 변주의 형태로 변화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1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10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

사하다.

③ 기타 선율형: a′-c″-e″-c″-a′선율형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에서는 a′-c″-e″-c″-a′로 진행하는 선율

형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218>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a′-c″-e″-c″-a′선율형

위의 <악보 218>을 살펴보면, 제11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약 후

c″-e″-c″-a′로 진행한다.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11장단의

선율 중에서 e″-c″-a′의 선율진행과 c″에서의 퇴성은 가야금산조에서

우조에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a′-c″-e″-c″-a′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의 내드름에 위치하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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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제1강산제는 총 4단락 36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 4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c″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3단락에 해

당하는 e′, (g′), a′, b′, c″, d″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윤덕류의 자진모리

평조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으

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

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조 우조의 형태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a′⌒g′⌒a′의 형

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

으로 떨어준다.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a′-c″-e″-c″-a′의 선율형

이 나타났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세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을 진행

하며, 이는 강산제에서만 1회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g′-e′-d′-a′-e′-

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로

넘어가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c″-e″-c″-a′의 선율진행

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 반

복진행과 a′-c″-e″-c″-a′의 선율형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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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

비중 33.3%

위치 계면조(중중모리) / 제1강산제-평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장단∼제10장단

제2단락 제11장단∼제19장단

제3단락 제20장단∼제30장단

제4단락 제31장단∼제36장단

음조직
평조 제1, 4단락 d′, e′, g′, a′, c″

우조 제2∼3단락 e′, (g′), a′, b′, c″, d″

시김새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김윤덕류 자진모리 평조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김윤덕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3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c″-e″-c″-a′

<표 38>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1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2) 제2강산제

(1) 음조직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락의 출

현음과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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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9>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 제91∼108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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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19>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인 제91∼108

장단의 선율이다. 제5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e′, g′, a′, b♭′, c″, d″, f″, g″, b♭″, c‴이다. 제5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c″와 b♭′에서 퇴성, e′와 a′에서 꺾기, d(d′)에서 농현과 전성한

다.

지금까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김윤

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는 d′, g′, a′, b♭′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강산제의 종지음이다. a′는 꺾기하며, b♭′은

퇴성하여 a′로 진행한다.

d' g' a' b♭'

<악보 220>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

제에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꺾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제

2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현과 꺾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① 농현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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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1>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221>을 살펴보면,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농현은

d(d′)에서 나타난다. d(d′,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김윤덕류 자

진모리의 다른 악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을 하지만 그 음폭에 차

이가 있다. 평조에서의 농현은 폭이 좁으며 가볍게 줄을 흔드는 반면, 계

면조에서는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든다.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

제의 굵은 농현은 넓은 폭으로 깊게 줄을 흔들며, 이는 제2강산제의 앞

과 뒤에 위치하는 계면조의 농현과 그 위치와 형태가 같다.

② 꺾기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에서 꺾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

다.

<악보 222>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꺾기

위의 <악보 222>를 살펴보면, 제101∼102장단의 선율에서 a′에 꺾기

를 한다. 제2강산제의 꺾기는 b♭′에서 약 반음의 음정을 퇴성하여 a′로

진행하는 형태를 띠며, 이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꺾

기와 그 위치와 형태가 같다.

(3) 선율진행: 고음진행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에서는 선율의 고음진행이 나타나며, 이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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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3>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고음진행

위의 <악보 223>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에 해당하는 제91∼

98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223>에서 알 수 있듯이, 제91∼98장단의 선율

은 대체로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는 c″∼c‴를 중심

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고음역에서의 선율진행은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제2강산제의 44.4%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제2강산제는 총 1단락 18장단으로 d′,

g′, a′, b♭′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

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꺾기가 나타나며, 그중 농현과 꺾기

는 김윤덕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제2강산제의 농

현은 계면조처럼 깊게 줄을 흔들어주며, 꺾기는 중심음의 단3도 위에서

반음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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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진행은 고음진행에서 특징이 나타났다. 제2강산제의 고음진행은

가야금산조의 제3옥타브인 c″∼c‴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제2강산제

의 44.4%를 차지한다.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

비중 16.7%

위치 계면조-제2강산제 / 계면조(휘모리)

선율 단락 제91장단∼제108장단

음조직 계면조 d′, g′, a′, b♭′

시김새
꺾기 김윤덕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농현 김윤덕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선율진행 고음진행
c″∼c‴사이의 고음역 선율진행,

강산제의 44.4%에 해당함

<표 39> 김윤덕류 자진모리 제2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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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계면조-강산제-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84∼143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205장단 중에

서 60장단에 해당하며, 자진모리의 29.3%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의 <표 40>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83장단,

제144장단∼제205장단
145 70.7

강산제 제84장단∼제143장단 60 29.3

<표 40>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84∼94장단의 11장단,

제95∼106장단의 12장단, 제107∼120장단의 14장단, 제121∼132장단의

12장단, 제133∼143장단의 11장단으로 5단락 60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84장단∼제94장단

제2단락 제95장단∼제106장단

제3단락 제107장단∼제120장단

제4단락 제121장단∼제132장단

제5단락 제133장단∼제143장단

<표 41>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 197 -

1) 음조직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224>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84∼94장단

위의 <악보 224>는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84∼94

장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d′, e′, g′, a′, d″, e″, g″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에서 굵은 농현, a와 e′에서 퇴성, c″에서 다루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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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5>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95∼106장단

위의 <악보 225>는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95∼106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g′, a′, b′, d″, e″, g″이며, c″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

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 농현, a′에 다루치기와 구른 후 떨기, d″에

전성, c″에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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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6>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107∼120장단

위의 <악보 226>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107∼

120장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d′, e′, g′, a′, b′, d″, e″, g″, a″이다. 제3단락은 a′로 종지하는

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3단락

에서는 d′와 a′에 농현하며, b′에서 동음 반복 시 추성, c″에서 다루치

기, e′에서 하행 시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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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7>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 제121∼132장단

위의 <악보 227>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인 제121∼

132장단의 선율이다. 제4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a, b, c′, e′, g′, a′, b′, c″, e″, g″, b″이며,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

었다. 제4단락의 종지음은 a′이며, b′와 e′에 굵은 농현, c′(c″)와 g′

(g″)에 퇴성, b″에 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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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8>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 제133∼143장단

위의 <악보 228>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인 제133∼

143장단의 선율이다. 제5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e′, a′, c″, d″, e″, a″이며, g′와 g″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5단락

의 종지음은 a′이며, e′에서 굵은 농현, e″와 c″에서 퇴성한다.

지금까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 b′(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3단락으

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3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제1∼2단락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는 구른 후 떨기, 전성, 다루치기 등의 시김새를 사용한다. b′와 c″는



- 202 -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d' e' g' a' b' c"

<악보 229>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3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e′, (g′), a′, b′, c″, d″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4∼5단락으

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4∼5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a′

는 제4∼5단락의 시작음이자 종지음이며 가장 많이 출현한다. b′는 대체

로 a′로 진행하며, c″는 퇴성하여 b′로 진행한다. d″는 대체로 평으로

낸다.

e' g' a' b' c" d"

<악보 230>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4∼5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전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

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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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악보 231>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95∼96장단

㉡ ㉡

㉢

<악보 232>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111∼114장단

위의 <악보 231∼232>를 살펴보면, 추성은 제95장단과 제111장단, 제

113장단에 나타난다. 추성은 밀어올리는 음정 간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

뉘는데, ㉠은 a를 약 단3도 높은 c′까지 밀어올리며 ㉡은 b′를 약 단3도

높은 d″까지 밀어올린다. 한편, ㉢은 a′를 약 장2도 높은 b′까지 밀어올

린다.

이와 같은 약 장2도와 단3도 간격의 느린 추성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2

단락과 제3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평조에 나타나는 추성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악보 233>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제123∼124장단

위의 <악보 233>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4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233>을 살펴보면 제123장단에서 추성이 사용되며, 이는

d″를 약 장2도 높은 e″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d″에서의 추성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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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의 형태를 띠며, 이때 e″⌒d″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e″로 추

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3단

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2) 퇴성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34>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234>를 살펴보면, 제121장단의 선율에서 e″에서 e′로 하

행할 때 경과음인 c″에 퇴성한다. c″에서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까

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은 제4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

(3) 농현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35>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113∼11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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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35>는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35>를 살펴보면, 제113∼116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

이 사용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성금연류 자진모리의 다른

악조인 계면조에서도 농현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3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

과 유사하다.

<악보 236>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133∼136장단

위의 <악보 236>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36>을 살펴보면, 제133∼136장단에서 e′에 굵은 농현

이 사용된다. e′는 제5단락의 중심음인 a′의 4도 아래음으로 이는 다른

악조에서 농현하는 위치와 같다. <악보 236>에서 나타나는 e′의 농현은

기본청 계면조의 d′에서 나타나는 농현과 같은 음폭으로 깊게 농현한다.

이와 같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우조청 계면조 음

조직인 제4∼5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성금연류 자진모리 계면조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4) 구른 후 떨기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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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7>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237>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제103∼106장단의 선율이다.

<악보 237>을 살펴보면 제103장단과 제106장단의 선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

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

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

의 차이가 약 반음의 음정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

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

다.

이와 같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

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며, 자진모리 악장에

서 강산제에만 3회 나타난다.

3) 선율진행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하행진행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91∼94장단과 제127∼130

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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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8>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제91∼94장단

위의 <악보 238>을 살펴보면, 선율은 제91장단의 e″에서 시작하여 제

94장단의 g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는 한 옥타브 장6도 아래음

까지의 진행이며, 네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악보 239>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제127∼130장단

마찬가지로 <악보 239>의 선율은 제127장단의 g″에서 시작하여 제

130장단의 a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는 한 옥타브 단7도 아래음

까지의 진행이며, 네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네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하행진행하는 것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특히,

<악보 239>의 하행진행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4단락에서 나타나

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

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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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진행: g′-e′-d′-a′-e′-d′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115∼120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c′

a b

c
a′ b′

<악보 240>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

위의 <악보 240>은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악보 240>을 살펴보면 제115장단의 선율진행은 g′-e′-d′이

며, 이는 제116장단에서 a′-e′-d′의 형태로 반복된다. 또한, 제115∼116

장단에 해당하는 두 장단의 선율은 제117∼118장단으로 발전하며, 이는

제119장단에서 g′-d′-e′와 a′-d′-e′의 결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의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

3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120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3) 기타 선율형: a′-e″-c″-e′선율형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는 a′-e″-c″-e′로 진행하는 선율형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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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1>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a′-e″-c″-e′선율형

위의 <악보 241>을 살펴보면 제121∼122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약 후 e″-c″-e′로 진행한다.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121

∼122장단의 선율 중에서 e″-c″-e′의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김윤덕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나타나는 e″-c″-a′의 선율형에

서 a′가 생략된 후 e′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e″-c″-e′의 선율진행은 e″

-c″-a′와 마찬가지로 c″에서 퇴성하며, 이는 가야금산조에서 우조에 나

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a′-e″-c″-e′의 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4단락

의 내드름에 위치하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

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총 5단락 60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3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b′(c″)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4∼5단락에 해

당하는 e′, (g′), a′, b′, c″, d″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다루치기,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의 강산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으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추성은 장2도 간격으로 느리게

밀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평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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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우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e″⌒d″⌒e″

의 형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a′-e″-c″-e′의 선율형이

나타났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네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을 진행하

며, 이는 강산제에서만 2회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g′-e′-d′-a′-e′-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로 넘어가

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e″-c″-e′의 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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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

비중 29.3%

위치 계면조-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84장단∼제94장단

제2단락 제95장단∼제106장단

제3단락 제107장단∼제120장단

제4단락 제121장단∼제132장단

제5단락 제133장단∼제143장단

음조직
평조 제1∼3단락 d′, e′, g′, a′, b′(c″)

우조 제4∼5단락 e′, (g′), a′, b′, c″, d″

시김새

추성

평조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성금연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4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e″-c″-e′

<표 42> 성금연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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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계면조-강산제-평조-계면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35∼58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159장단

중에서 24장단에 해당하며, 자진모리의 15.1%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34장단,

제78장단∼제159장단
116 73.0

강산제 제35장단∼제58장단 24 15.1

평조 제59장단∼제77장단 19 11.9

<표 43>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35∼40장단의 8장단, 제

41∼45장단의 5장단, 제46∼58장단의 13장단으로 3단락 24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35장단∼제40장단

제2단락 제41장단∼제45장단

제3단락 제46장단∼제58장단

<표 44>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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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242>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35∼40장단

위의 <악보 242>는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35∼40

장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g′, a′, c″이다. 제1단락은 a′로 종지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

의 중심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1단락에서는 d′와 e′에 농현

하며, e′에 퇴성한다.

<악보 243>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41∼4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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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43>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41∼45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e′, g′, a′, b′, c″, d″, e″이며, d′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음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

다. 제2단락에서는 e′에 굵은 농현, c″에 퇴성한다.

<악보 244>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46∼58장단

위의 <악보 244>는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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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b, d′, e′, g′, a′, b′, d″, e″, g″이다. 제3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 농현과 전성, b′에 전성과 동음 반복 시 추성, a′에 구른 후

떨기를 한다.

지금까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 b′(c″)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과 제3

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 3단락 각 음의 특

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퇴성한다. g′는 강산제의 시

작과 종지음이다. a′는 구른 후 떨기하며, b′와 c″는 경과음으로 사용된

다.

d' e' g' a' b' c"

<악보 245>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 3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e′, (g′), a′, b′, c″, d″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2단락 각 음의 특징

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a′는 제

2단락의 시작음으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b′는 대체로 a′로 진행하며,

c″는 퇴성하여 b′로 진행한다. d″는 e″에서 b′로 하행 시 경과음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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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 a' b' c" d"

<악보 246>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

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

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47>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247>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247>을 살펴보면 제42장단에서 추성이 사용되며, 이는

g′를 약 장2도 높은 a′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g′에서의 추성은 a′

⌒g′⌒a′의 형태를 띠며, 이때 a′⌒g′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a′로 추

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2) 퇴성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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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8>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248>을 살펴보면, 제41장단의 선율에서 e″에서 a′로 하행

할 때 경과음인 c″에 퇴성한다. c″에서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까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은 제2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

(3) 농현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49>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35∼36장단

위의 <악보 249>는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49>를 살펴보면, 제35∼36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서공철류 자진모리의 다른 악

조인 평조와 계면조에서도 농현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

제의 굵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

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단락과 제3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서공철류 자진모리 평조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 218 -

<악보 250>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41∼42장단

위의 <악보 250>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50>을 살펴보면, 제42장단에서 e′에 굵은 농현이 사용

된다. e′는 제2단락의 중심음인 a′의 4도 아래음으로 이는 다른 악조에

서 농현하는 위치와 같다. <악보 250>에서 나타나는 e′의 농현은 기본

청 계면조의 d′에서 나타나는 농현과 같은 음폭으로 깊게 농현한다.

이와 같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우조청 계면조 음

조직인 제2단락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서공철류 자진모리 계면조 굵

은 농현과 유사하다.

(4) 구른 후 떨기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악보 251>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251>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제57∼58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251>을 살펴보면 제57장단의 선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

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

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

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약 반음의

음정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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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서공철류 자

진모리 평조에 나타나는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며, 강산제에

서 1회 나타난다.

3) 선율진행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하행진행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하행진행은 제46∼49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252>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252>를 살펴보면, 선율은 제46장단의 g″에서 시작하여 제

49장단의 d까지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는 두 옥타브 완전4도 아래

음까지의 진행이며, 네 장단에 걸쳐 하행한다.

이처럼 선율이 네 장단 이상에 걸쳐 두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하행진행하는 것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중 강산제에서만 출현한다.

(2) 반복진행: g′-e′-d′-a′-e′-d′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35∼40장단에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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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과 같다.

c″

a b

c c′
a′ b′

<악보 253>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

위의 <악보 253>은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악보 253>을 살펴보면, 제35장단의 선율진행은 g′-e′-d′이

며, 이는 제36장단에서 a′-e′-d′의 형태로 반복된다. 또한, 제35∼36장

단에 해당하는 두 장단의 선율은 제36장단에서 한 장단으로 축소되어

g′-e′-a′-e′의 선율형을 이룬다. g′-e′-a′-e′의 선율형은 제38장단과

제39장단에서 변주의 형태로 변화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1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40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

사하다.

(3) 기타 선율형: a′-c″-e″-c″-a′선율형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는 a′-c″-e″-c″-a′로 진행하는 선율형

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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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4>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a′-c″-e″-c″-a′선율형

위의 <악보 254>를 살펴보면 제41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약 후

c″-e″-c″-a′의 진행을 보이며,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41

장단의 선율 중에서 e″-c″-a′의 선율진행과 c″에서의 퇴성은 가야금산

조에서 우조에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a′-c″-e″-c″-a′의 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2단

락의 내드름에 위치하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총 3단락 24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 3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 b′(c″)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단락에 해당

하는 e′, (g′), a′, b′, c″, d″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

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서공철류 자진모리

평조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으

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화

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조의 우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a′⌒g′⌒a′

의 형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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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진행은 하행진행, 반복진행과 그 외에 a′-c″-e″-c″-a′의 선율형

이 나타났다. 하행진행은 선율이 네 장단에 걸쳐 두 옥타브 이상을 진행

하며, 이는 강산제에서만 1회 나타난다. 반복진행은 g′-e′-d′-a′-e′-

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로

넘어가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e″-c″-e′의 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 반복

진행과 a′-c″-e″-c″-a′의 선율형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

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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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

비중 15.1%

위치 계면조-강산제-평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35장단∼제40장단

제2단락 제41장단∼제45장단

제3단락 제46장단∼제58장단

음조직
평조 제1, 3단락 d′, e′, g′, a′, b′(c″)

우조 제2단락 e′, (g′), a′, b′, c″, d″

시김새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서공철류 자진모리 평조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서공철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서공철류 자진모리 평조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4장단에 걸쳐 두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c″-e″-c″-a′

<표 45> 서공철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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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는 계면조-강산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84∼100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100장단 중에서 17장

단에 해당하며, 자진모리의 17.0%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83장단 83 83.0

강산제 제84장단∼제100장단 17 17.0

<표 46>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구성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는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84∼91장단의 8장단, 제

92∼100장단의 9장단으로 2단락 17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7>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84장단∼제91장단

제2단락 제92장단∼제100장단

<표 47>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 225 -

<악보 255>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84∼91장단

위의 <악보 255>는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84∼91

장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e′, g′, a′이다. 제1단락은 a′로 종지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단락의

중심음으로서 청의 변화를 암시한다. 제1단락에서는 d′에 굵은 농현, e′

에 구른 후 떨기와 퇴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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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6>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92∼100장단

위의 <악보 256>은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92∼100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d′, e′, g′, a′, b♭′, d″, e″, g″이며, g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

락의 종지음은 g′이며103), d″에서 굵은 농현, a′에서 구른 후 떨기, c″에

서 퇴성한다.

지금까지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e′, g′, a′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으로, 이는 가

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1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퇴성한다. g′는 강산제의 시작에 해당하는 음이

103) 신관용류 자진모리 마지막 선율인 제100장단은 b♭′으로 종지하는데, 이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경과음으로 쓰인 것이므로 강산제의 종지음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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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는 가는 농현을 하며 g′로 진행한다.

d' e' g' a'

<악보 257>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1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e′, (g′), a′, b′, c″, d″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우조청 계면조와 같다. 제2단락 각 음의 특징

을 정리하면, e′는 대체로 평으로 내며, g′는 강산제의 종지음에 해당한

다. a′는 제2단락의 시작음으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b′와 c″는 경과음

으로 사용되며, 특히 c″에서 퇴성하여 b′로 진행한다. d″는 평으로 내거

나 농현을 동반한다.

e' g' a' b' c" d"

<악보 258>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에

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강산

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를 자세히 살

펴보겠다.

(1) 추성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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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9>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259>는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259>를 살펴보면, 제95장단에서 추성이 사용되며, 이는

g′를 약 장2도 높은 a′로 밀어올리는 형태를 띤다. g′에서의 추성은 g′

⌒a′⌒g′⌒a′의 형태를 띠며, 이때 g′⌒a′⌒g′를 짧게 연주하고 연이어

a′로 추성한다.

이와 같은 장2도 간격의 빠른 추성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

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2) 퇴성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퇴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60>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퇴성

위의 <악보 260>을 살펴보면, 제93∼94장단의 선율 중 e″에서 b′로

하행할 때 경과음인 c″에 퇴성한다. c″에서의 퇴성은 약 단2도 낮은 b′

까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단2도 간격의 퇴성은 제2단락의 중심음인 a′의 단3도 위의

c″에서 출현하며, 이는 가야금산조 우조의 퇴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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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현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61>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

위의 <악보 261>은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61>을 살펴보면, 제84∼87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신관용류 자진모리의 다른 악

조인 계면조에서도 농현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즉, 강산제의 굵

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처럼 가

볍게 흔들어주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1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과

유사하다.

(4) 구른 후 떨기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과 같다.

<악보 262>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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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62>는 신관용류 자진모리 제96∼97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262>를 살펴보면 제97장단의 선율에서 a′에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

다. a′(a, a″)는 계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

렀다가 빠르게 놓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

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약 반음의 음정 간격을 가지며,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

산제의 ‘구른 후 떨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

진모리 강산제에 나타나는 ‘구른 후 떨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3) 선율진행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선율진행은 반복진행과 기타 선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반복진행: g′-e′-d′-a′-e′-d′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 중 반복진행은 제84∼91장단에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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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c c′
a′ a′ b′ a′

b′
c″

<악보 263>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

위의 <악보 263>은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악보 263>을 살펴보면, 제84장단의 선율진행은 g′-e′-d′이

며, 이는 제85장단에 반복된다. g′-e′-d′의 선율형은 제86장단에서 a′-

e′-d′로 발전하며, 이는 제87장단에 반복된다. 제84∼85장단과 제86∼87

장단의 네 장단 선율은 제88∼89장단의 두 장단으로 축소되어 g′-e′-

a′-e′의 선율형을 이룬다.

이러한 반복진행은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평

조의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제1

단락의 마지막 장단인 제91장단에서는 청이 a′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반복진행과 그 위치와 형태가 유

사하다.

(2) 기타 선율형: a′-e″-c″-a′선율형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에서는 a′-e″-c″-a′로 진행하는 선율형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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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4>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a′-e″-c″-a′선율형

위의 <악보 264>를 살펴보면 제93∼94장단의 선율은 a에서 a′로 도

약 후 e″-c″-a′의 진행을 보이며, 이때 c″는 b′로 약 반음 퇴성한다. 제

93∼94장단의 선율 중에서 e″-c″-a′의 선율진행과 c″에서의 퇴성은 가

야금산조에서 우조에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a′-e″-c″-a′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인 제2단락의

내드름에 위치하며, 이는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총 2단락 17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단락에 해당하는 d′, e′, g′, a′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단락에 해당하는 e′, (g′),

a′, b′, c″, d″로, 이는 우조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며, 이는 음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진모리의

강산제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

으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

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다음으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추성, 퇴성은 가야금산

조의 우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추성은 장2도 간격인 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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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를 띠며 아래음을 빠르게 낸 후 밀어올린다. 퇴성은 c″에서 약

단2도 간격으로 흘러내린다. 농현은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선율진행은 반복진행과 그 외에 a′-e″-c″-a′의 선율형이 나타났다.

반복진행은 g′-e′-d′-a′-e′-d′의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평조 단락에

서 우조청 계면조 단락으로 넘어가는 경과구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a′-e″-c″-e′의 선율진행은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내드름에서 나타나며,

이때 c″를 퇴성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선율진행은 김병호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그 위치와 형태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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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

비중 17.0%

위치 계면조-강산제 / 계면조(단모리)

선율 단락
제1단락 제84장단∼제91장단

제2단락 제92장단∼제100장단

음조직
평조 제1단락 d′, e′, g′, a′

우조 제2단락 e′, (g′), a′, b′, c″, d″

시김새

추성
우조청

계면조
장2도 가격의 빠른 추성

퇴성
우조청

계면조
단2도 간격의 느린 퇴성

농현

평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우조청

계면조

신관용류 자진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선율진행
반복진행 g′-e′-d′-a′-e′-d′

기타 선율형 a′-e″-c″-a′

<표 48> 신관용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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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결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김윤덕

류, 성금연류, 서공철류, 신관용류의 일곱 유파에 나타난다. 자진모리에서

강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김병호류 17.3%, 김죽파류 30.0%, 강태홍류

34.7%, 김윤덕류 50.0%, 성금연류 29.3%, 서공철류 15.1%, 신관용류

17.0%이다.

일곱 유파를 대상으로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행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조직과 시김새의 경우 같은 시김새라 할지라도 음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평조의 음조직에서는 시김새의 활용양상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세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조 음조직에 강산제만의 시김새를 활용한 경우

로, 이는 김병호류와 강태홍류 강산제이다. 평조 음조직으로 구성된 김병

호류 강산제 제1단락과 강태홍류 강산제 제1∼2, 7∼8단락의 농현은 경

드름 또는 평조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를 띠며, 구른 후 떨기는 강산제에

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병호류 중모리 강산제 및 강태홍류 중

모리 제1강산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두 번째는 평조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한 경우로 김죽파류, 김윤덕류, 성금연류, 서공철류, 신관용

류의 강산제가 이에 해당한다.

계면조의 음조직에서는 계면조와 유사한 형태의 굵은 농현과 퇴성을

사용한다.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인 김병호류 제2단락, 김죽파류 제2단락,

강태홍류 제5∼6단락, 김윤덕류 제2∼3단락, 성금연류 제4∼5단락, 서공

철류 제2단락, 신관용류 제2단락은 중심음의 4도 아래인 e′(e, e″)에서

굵은 농현을 하고, 단3도 위의 c″에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한다. 기본청

계면조 음조직인 김윤덕류 제2강산제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인 d′(d, d″)

에서 굵은 농현을 하며, 단3도 위의 b♭′에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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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율진행의 경우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 단락에서 일정한 형태의

선율구성이 나타났다.

먼저, 평조 음조직의 단락에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의 단락으로 넘어

가는 경과구에서 g′-e′-d′-a′-e′-d′의 선율진행이 일곱 유파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다. 이는 g′-e′-d′와 a′-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여

섯 장단 이상에 걸쳐 반복진행하며 중심음을 제6현인 g′에서 제7현인

a′로 이동시킨다. g′-e′-d′-a′-e′-d′의 선율진행이 나타난 후에는 공

통적으로 a′로 종지하여, 중심음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 단락의 내드름에서 a′-c″-e″-c″-a′의

선율진행이 일곱 유파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a′-c″-e″-c″-a′의 진행

에서 c″는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는 형태를 띤다.

마지막으로 세 장단 이상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하는 선율진

행이 일곱 유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우조청 계면조 음

조직 단락의 중간에 위치하며, 자진모리 악장 중 강산제에서만 나타났다.

요컨대,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강산제는 음조직과 시김새에서 다른 악

조와 구별되는 특징이 약화된 반면, 일곱 유파의 우조청 계면조 단락의

전반부에서 동일한 구조로 선율을 진행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복진행은 평조 음조직에서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으로 넘어가

는 경과구에서 나타나며, 우조청 계면조의 내드름에서는 a′-c″-e″-c″-

a′의 선율진행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조청 계면조의 중간에는 선율이

여러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일곱 유파에서는 모두 우조청 계면조를 사용함으로써 중심음이 기본청

보다 장2도 높은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우조청 계면조 단

락의 전반부에서 유사한 선율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우조청 계면

조의 사용과 특정 선율진행형이 나타나는 구조가 자진모리 악장에서 강

산제를 규정짓는 중요한 성격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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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단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가야금산조의 여러 유파 중에서 단모리 악장에 강산제가 나타나는 유

파는 김죽파류와 신관용류 두 가지이며, 이는 다음의 <표 49>와 같

다.104)

유파 강산제 범위

김죽파류 제135장단∼제177장단

신관용류
제1강산제 제61장단∼제110장단

제2강산제 제132장단∼제156장단

<표 49> 가야금산조 단모리의 강산제

1.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단모리는 계면조-강산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강산제는 제135∼177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177장단 중에서 43장

단에 해당하며, 단모리의 24.3%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0>과 같다.

104) 김죽파류의 악장은 ‘세산조시’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빠른 4박의 장단으로 구성된
단모리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본 편에서 김죽파류의 ‘세산조시’를 ‘단모리’로 통일하
여 살펴보도록 한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134장단 134 75.7

강산제 제135장단∼제177장단 43 24.3

<표 50>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단모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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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는 내드름105)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135∼160장단의 26장단,

제161∼177장단의 17장단으로 2단락 43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단락 범위

제1단락 제135장단∼제160장단

제2단락 제161장단∼제177장단

<표 51>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1) 음조직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

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105) “산조에서 가락의 시작 부분을 내드름이라고 부른다. 내드름은 산조 이외에도 판소
리와 풍물에서도 사용되며, 시작선율 그 자체를 의미하고, 시작될 음악의 성격을 제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김우진, 앞의 논문, p.81.

<악보 265>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135∼16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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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265>는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135∼160

장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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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a′, d″, e″, f″, g″이며, g(g′)와 a″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

1단락은 d′로 종지하며, a(a′)에 농현, f′와 g″에 퇴성, e′(e″)에 꺾기한

다.

<악보 266>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161∼177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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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266>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161∼177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A, d, g, a, d′, e′, g′, a′, b′, d″, e″이다. 제2단락은 g′로 종지하며,

d(d′)에 농현 및 추성과 전성, e(e′)에 하행 시 퇴성, a(a′)에 하행 시 퇴

성 및 구른 후 떨기와 다루치기한다.

지금까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 d″, e″, f″, g″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으로,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엇청 계면조와 같다. 제1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

하면, a′는 대체로 농현하고, d″는 제1단락의 종지음이며, 가장 많이 출

현한다. e″는 꺾으며, f″는 e″로 퇴성한다. g″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a' d" e" f" g"

<악보 267>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 제1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d′, e′, g′, a′, b′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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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산조 악조 중 평조와 같다. 제2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

는 대체로 농현하며, e′는 하행 시 퇴성한다. g′는 제2단락의 종지음이

며, a′는 퇴성, 구른 후 떨기, 다루치기 등의 시김새를 사용한다. b′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 e' g' a' b'

<악보 268>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 제2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에는

추성, 퇴성, 전성, 다루치기, 농현, 꺾기, 구른 후 떨기의 시김새가 사용된

다. 이 중에서 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성, 퇴성, 농현, 구른 후

떨기, 꺾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추성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에서 추성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

㉡

<악보 269>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추성

위의 <악보 269>는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율

이다. <악보 269>를 살펴보면 제175장단과 제177장단에서 추성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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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모두 약 장2도 음정 간격으로 상행한다. 추성 ㉠은 g′를 약

장2도 높은 a′까지 밀어올리며, 추성 ㉡은 d′를 약 장2도 높은 e′까지

밀어올린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은 평조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중중모리 강산

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2) 농현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70>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149∼152장단

위의 <악보 270>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270>을 살펴보면, 굵은 농현은 a(a′)에서 동반되며, 이는

a에서 특히 굵은 농현으로 나타난다. a(a′)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다른 악조인 계면조에서도 농현한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엇청 계면조의 음조

직인 제1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단모리 계면조의 농현과 마

찬가지로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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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악보 271>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농현: 제177장단

위의 <악보 271>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

율이다. <악보 271>을 살펴보면,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농현은 폭이

좁은 형태와 폭이 넓은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폭이 좁은 형태인 가

는 농현은 주로 a(a′)에서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가늘게 농현하는 형태

인 ㉠과 구른 후 떨기 시김새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형태인 ㉡이 있다.

반면, 굵은 농현인 ㉢은 <악보 271>에서 d(d′)에 나타난다. d(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김죽파류 단모리의 다른 악조인 계면조에서도

농현하지만 그 음폭에 차이가 있다.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계면조의 굵

은 농현처럼 깊지 않고, 평조의 굵은 농현처럼 가볍게 흔들어주는 형태

를 띤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평조의 음조직인 제

2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의 농현과 그 형태

가 유사하다.

(3) 꺾기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에서 꺾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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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2>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꺾기

위의 <악보 272>를 살펴보면, 제137∼140장단의 선율에서 e′에 꺾기

를 한다. e′는 중심음인 d′의 장2도 위의 음으로, 꺾을 때 약 반음 위의

f′에서 퇴성하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꺾기는 엇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

1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단모리 계면조의 꺾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4)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73>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

위의 <악보 273>은 김죽파류 단모리 제167∼168장단의 선율이다. <악

보 273>을 살펴보면 a′에서 ‘구른 후 떨기’가 나타난다. a′(a, a″)는 계

면조에서 ‘꺾기’를 동반하는 음이기도 하는데, ‘꺾기’와 ‘구른 후 떨기’는

그 음형에 차이가 있다. ‘구른 후 떨기’는 줄을 살짝 눌렀다가 빠르게 놓

는 시김새로,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반면,

‘꺾기’는 약 반음의 음정 간격을 가지며, 꺾기 전과 후의 음높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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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꺾고 나서의 농현이 강산제의 ‘구른 후 떨

기’처럼 빠르고 좁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진

모리 강산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단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단모리 강산제는 총 2단락 43장단으로 두 개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단락에 해당하는 a′, d″, e″, f″,

g″로, 이는 엇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단락에 해당

하는 d′, e′, g′, a′, b′로, 이는 평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다루치기, 농현, 꺾기, 구른 후 떨기가 나타

나며, 이는 음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먼저 평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구른 후 떨기는 김죽파류 자진모리의

강산제와 그 형태와 유사하다. 즉, 강산제의 농현은 계면조처럼 깊지 않

으며 평조와 같이 줄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구른 후 떨기는 음높이의 변

화를 주지 않고 가는 농현을 동반한다. 추성은 장2도 간격으로 느리게

밀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평조의 추성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엇청 계면조 음조직일 때의 농현과 꺾기는 가야금산조의 계

면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농현은 중심음의 4도 아래에서 깊은 폭

으로 떨어주며, 꺾기는 중심음의 단3도 위에서 약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

는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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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

비중 24.3%

위치 계면조-강산제

선율 단락
제1단락 제135장단∼제160장단

제2단락 제161장단∼제177장단

음조직
엇청 계면조 제1단락 a′, d″, e″, f″, g″

평조 제2단락 d′, e′, g′, a′, b′

시김새

추성 평조 장2도 간격의 느린 추성

농현

평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엇청

계면조

김죽파류 단모리 계면조와

동일

꺾기
엇청

계면조

김죽파류 단모리 계면조와

동일

구른 후 떨기 김죽파류 자진모리 강산제와 동일

<표 52>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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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는 계면조-강산제-계면조-강산제-계면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산제는 제61∼110장단과 제132∼156장단에

해당한다. 이는 총 179장단 중에서 75장단에 해당하며, 단모리의 41.9%

를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구성 범위 장단 수 비율(%)

계면조

제1장단∼제60장단,

제111장단∼제131장단,

제157장단∼제179장단

104 58.1

제1강산제 제61장단∼제110장단
75 41.9

제2강산제 제132장단∼제156장단

<표 53>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의 구성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선율은 내드름과 종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의 구성은 제61∼74장단의 14

장단, 제75∼96장단의 22장단, 제97∼110장단의 14장단, 제132∼145장단

의 14장단, 제146∼156장단의 11장단 등 5단락 75장단이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구분 단락 범위

제1강산제

제1단락 제61장단∼제74장단

제2단락 제75장단∼제96장단

제3단락 제97장단∼제110장단

제2강산제
제4단락 제132장단∼제145장단

제5단락 제146장단∼제156장단

<표 54>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단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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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산제

(1) 음조직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음조직은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악보 274>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 제61∼74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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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74>는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1단락인 제61∼74장

단의 선율이다. 제1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e′, g′, a′이다. 제1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 농현, e′에

꺾기와 동음 반복 시 추성, a(a′)에 꺾기를 한다.

<악보 275>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 제75∼96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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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275>는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제2단락인 제75∼96

장단의 선율이다. 제2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d, g,

a, d′, e′, f′, a′, d″이며, g′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2단락의 종지

는 d′이며, a에서 농현하고 e′에서 꺾는다.

<악보 276>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 제97∼110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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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276>은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3단락인 제97∼110장

단의 선율이다. 제3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a, d,

g, d′, e′, g′, a′, d″, e″, a″이다. 제3단락의 종지음은 d′이며, a(a′, a″)

에 농현과 전성, e′에 꺾기를 한다.

지금까지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는

두 가지 음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 g′, a′, b♭′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1단락으로, 이는 가

야금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제1단락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

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 제1단락의 종지음에 해당한다. a′에서는 꺾기

를 한다.

d' g' a' b♭'

<악보 277>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 제1단락 음조직

두 번째는 a′, d″, e″, f″, g″의 음조직으로 구성된 제2∼3단락으로, 이

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엇청 계면조와 같다. 제2∼3단락 각 음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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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a′는 대체로 농현하며, d″는 제2∼3단락의 종지음으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e″에서는 꺾기하며, f″는 e″로 퇴성한다. g″는 경과음으

로 나타난다.

a' d" e" f" g"

<악보 278>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 제2∼3단락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

에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꺾기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신관용

류 단모리 제1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현과 꺾기를 자세히 살펴

보겠다.

① 농현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79>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농현: 제67∼70장단

위의 <악보 279>는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79>를 살펴보면, 제67∼70장단에서 d(d′)에 굵은 농현

이 사용된다. d(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신관용류 단모리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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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조인 계면조에서도 농현한다. 제1강산제에서의 농현은 계면조의 농현

과 마찬가지로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악보 280>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농현: 제97∼98장단

위의 <악보 280>은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제3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80>을 살펴보면, 제97∼98장단에서 a′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a′는 제3단락의 중심음인 d″의 4도 아래음으로 신관용류 단모

리 계면조의 농현과 마찬가지로 깊게 떨어준다.

이와 같은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굵은 농현은 엇청 계면조 음

조직인 제2∼3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의 굵은

농현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② 꺾기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에서 꺾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81>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꺾기: 제65∼68장단

위의 <악보 281>은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제1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81>을 살펴보면, 제66∼67장단의 선율에서 a에 꺾기가

사용된다. a는 제1단락의 중심음인 g의 장2도 위의 음에 해당하며,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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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여 a로 진행한다.

이처럼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제1단락에 나타나는 꺾기는 신관

용류 단모리 계면조의 꺾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악보 282>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꺾기: 제77∼80장단

위의 <악보 282>는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악보 282>를 살펴보면, 제78∼79장단의 선율에서 e′에 꺾기

가 사용된다. e′는 제2단락의 중심음인 d′의 장2도 위의 음에 해당하며,

f′에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여 e′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꺾기는 엇청 계면조 음조직인

제2∼3단락에서 나타나며, 이는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의 꺾기와 그 형

태가 유사하다.

(3) 선율진행: 하행진행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에서는 선율의 하행진행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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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3>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하행진행

위의 <악보 283>을 살펴보면, 선율은 제77장단에서 d′에서 d″로 도약

한 후 제80장단의 a까지 하행한다. 이는 한 옥타브 완전4도 간격의 하행

이며, 네 장단에 걸쳐 진행한다. 또한, 선율은 하행하는 과정에서 선율진

행의 반대 방향, 즉 상행음을 연주하여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를 띤다.

이같이 선율이 여러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하며, 상행

음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는 신관용류 단모리 중 강산제에서

만 출현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 제1강산제의 음악적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 제1강산제는 총 3단락 50장단으로 두 개

의 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1단락에 해당하는 d′, g′, a′, b
♭′으로,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제2∼3단락에 해당하

는 a′, d″, e″, f″, g″로, 이는 엇청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추성, 퇴성, 전성, 농현, 꺾기가 나타나며, 이 중에서 농현과

꺾기는 신관용류 단모리의 계면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제1강산제

의 농현은 계면조의 농현처럼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꺾기는 중심음의

단3도 위에서 약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는 형태를 띤다.

선율진행은 하행진행에서 특징이 나타났다. 즉, 하행진행의 선율은 네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나타나며, 상행음을 첨가하

여 선율을 장식하는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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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

비중 27.9%

위치 계면조-제1강산제-계면조

선율 단락

제1단락 제61장단∼제74장단

제2단락 제75장단∼제96장단

제3단락 제97장단∼제110장단

음조직
계면조 제1단락 d′, g′, a′, b♭′

엇청 계면조 제2∼3단락 a′, d″, e″, f″, g″

시김새
농현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와 동일

꺾기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와 동일

선율진행 하행진행 4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상으로 하행

<표 55>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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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강산제

(1) 음조직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락 단위로

출현음과 단락의 종지음, 각 음에 사용된 시김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악보 284>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 제132∼145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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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84>는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4단락인 제132∼145

장단의 선율이다. 제4단락의 출현음은 낮은음부터 높은음의 순으로 g,

d′, g′, a′, c#″, d″, f″이며, b′가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다. 제4단락의 종

지음은 g′이며, c#″에서 농현106)과 퇴성, a′에서 전성과 꺾기를 한다.

<악보 285>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 제146∼156장단

위의 <악보 285>는 신관용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5단락인 제146∼156

장단의 선율이다. 제5단락의 출현음은 g, d′, g′, a′, b♭′, d″, f″, g″, a″,

b♭″이다. 제5단락의 종지음은 g′이며, d′(d″)에 농현, a′(a″)에 꺾기, b

106) <악보 284>에서 c＃″에 농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8현인 b′를 눌러서 표현하는 것
으로, d″에 가까운 음높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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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에 퇴성한다.

지금까지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음조직을 살펴본 결과, 신관용

류 단모리 제2강산제는 d′, g′, a′, b♭′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가야금산조 악조 중 계면조와 같다. 각 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d′는 대체로 농현하며, g′는제2강산제의 종지음이다. a′는 꺾기하며, b
♭′은 퇴성하여 a′로 진행한다.

d' g' a' b♭'

<악보 286>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 음조직

(2) 시김새

앞의 음조직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

에는 퇴성, 농현, 꺾기의 시김새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현과 꺾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① 농현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에서 농현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87>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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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287>을 살펴보면, 제147∼149장단에서 d″에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d″(d, d′)는 중심음의 4도 아래음으로 신관용류 단모리의 다른

악조인 계면조에서도 농현한다. 제2강산제에서의 농현은 계면조의 농현

과 마찬가지로 깊게 떨어준다.

② 꺾기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에서 꺾기가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288>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꺾기

위의 <악보 288>을 살펴보면, 제152∼153장단의 선율에서 a′에 꺾기

가 사용된다. a′는 제2강산제의 중심음인 g′의 장2도 위의 음에 해당하

며, b♭′에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여 a′로 진행한다.

이처럼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꺾기는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

의 꺾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3) 선율진행: 고음진행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에서는 선율의 고음진행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악보 289>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42∼143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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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0>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고음진행: 제146∼151장단

위의 <악보 289∼290>을 살펴보면, 제142∼143장단과 제146∼151장단

의 선율은 대체로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3옥타브에 해당하는 c″∼b
♭″을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고음진행은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32.0%에 해당하

며, 제2강산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107)

지금까지 살펴본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 제2강산제의 음악적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 제2강산제는 총 2단락 25장단으로 d′,

g′, a′, 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면조의 음조직과 같다.

시김새는 퇴성, 농현, 꺾기가 나타나며, 이 중에서 농현과 꺾기는 신관

용류 단모리의 계면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즉, 제2강산제의 농현은 계

면조의 농현처럼 깊은 폭으로 떨어준다. 꺾기는 중심음의 단3도 위에서

약 반음 간격으로 퇴성하는 형태를 띤다.

선율진행은 고음진행에서 특징이 나타났다. 즉,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

의 제3옥타브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제2강산제의 32.0%를 차지한다.

107)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단모리에서 선율의 고음진행은 계면조의 16.3%, 제1강산제의
10.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제2강산제에서는 32.0%로 출현하므로, 이는 제2강산제
의 특징적인 선율진행으로 볼 수 있다.



- 263 -

3. 소결

가야금산조 단모리 강산제는 김죽파류와 신관용류에 나타나며, 이는

각각 단모리 악장의 24.3%와 41.9%를 차지한다.

두 유파를 대상으로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행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조직과 시김새의 경우 크게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된다.

평조의 음조직에서는 평조와 유사한 형태의 가벼운 농현과 장2도 간격

의 느린 추성이 나타나며, 이는 김죽파류 단모리 강산제의 제2단락에 해

당한다.

계면조의 음조직에서는 계면조와 유사한 형태의 굵은 농현과 퇴성을

사용한다. 엇청 계면조 음조직인 김죽파류 제1단락과 신관용류 제2∼3단

락은 중심음의 4도 아래인 a′(a)에서 굵은 농현을 하고, 단3도 위의 f″

(f′)에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한다. 기본청 계면조 음조직인 신관용류 제1

단락과 제4∼5단락은 중심음의 4도 아래인 d′(d, d″)에서 굵은 농현을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

비중 14.0%

위치 계면조-제2강산제

선율 단락
제4단락 제132장단∼제145장단

제5단락 제146장단∼제156장단

음조직 계면조 d′, g′, a′, b♭′

시김새
농현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와 동일

꺾기 신관용류 단모리 계면조와 동일

선율진행 고음진행
c″∼b♭″사이의 고음역 선율진행,

강산제의 32.0%에 해당함

<표 56>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의 음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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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단3도 위의 b♭′에서 반음 간격으로 퇴성한다.

둘째, 선율진행의 경우 신관용류에서 강산제만의 특징적인 형태가 나

타났다.

신관용류 단모리 제1강산제에는 선율이 네 장단에 걸쳐 한 옥타브 이

상으로 하행하는 진행이 나타나며, 이때 상행음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

한다. 이는 신관용류 단모리 악장에서 제1강산제에만 나타나며, 이는 김

병호류 중모리 강산제의 하행진행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제에는 선율이 가야금산조의 고음역대인 제3

옥타브 내에서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는 신관용류 단모리 제2강산

제의 32.0%를 차지한다.

요컨대, 가야금산조 단모리 강산제는 음조직과 시김새에서 다른 악조

와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유파에서 모두 엇청 계

면조를 사용함으로써 중심음이 완전5도 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엇청 계면조를 통해 중심음을 높이는 것이 단모리 악장에서 강산제를 규

정짓는 중요한 성격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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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가야금산조에서 강산제는 김병호류, 김죽파류, 강태홍류, 김윤덕류, 서

공철류, 성금연류, 신관용류, 정남희류의 여덟 유파에 나타나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의 악장에서 쓰인다. 본 연구는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강산제의 음조직, 시김새, 선율진

행, 리듬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강산제의 음조직과 시김새는 평조의 음조직에 평조(또는 경드름)

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의 시김새를 사용하거나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

의 시김새를 사용하는 등 복합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는 특히 중모리와

중중모리에서 잘 나타난다.

중모리와 중중모리 강산제의 음조직은 크게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되는

데, 이때 평조의 음조직에 평조(또는 경드름)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의 시

김새를 활용하거나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평조의 음조직에 평조(또는 경드름)와 계면조의 중간 형태의 시

김새를 활용하는 경우는 김병호류와 강태홍류의 강산제이다. 김병호류와

강태홍류의 강산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조합을 통하여 강산제의 특징

적인 악조를 표현하였다. 한편,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

하는 경우는 김죽파류 중모리의 강산제이다. 김죽파는 강산제를 ‘화사하

고, 사람 마음을 흥교롭게 하며,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계면조의 음조직에 평조의 시김새를 활용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평조 및 계면조와 구별되는 시김새의

사용이 줄어든 반면 중심음이 기본청(g′)에서 높은음으로 이동하는 양상

이 나타났다. 즉, 자진모리에서는 우조청(a′)으로, 단모리에서는 엇청(d″)

으로 중심음이 높아졌는데, 이는 자진모리와 단모리의 강산제에만 나타

나는 유일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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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산제에서 다른 악조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선율진행은 동음진

행, 도약진행, 고음진행, 하행진행, 반복진행으로, 이는 중모리 악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동음진행은 강산제의 시작선율에 해당하며, 한 음을 지속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악장의 내드름인 제1장단을 제외한 다른 악조의 시작선율이

상행 및 하행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도약진행은 한 옥타브를 초과

하는 넓은 음정 간격의 도약이며, 고음진행은 산조가야금의 제3옥타브

(c″∼c‴)에서의 진행이다. 이와 같은 도약 및 고음진행은 중모리 악장

중 강산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하행진행은 한 장단 이상에 걸쳐

선율이 하행하며, 이때 상행음 및 상행진행을 첨가하여 선율을 장식한다.

이는 평조와 계면조 등 다른 악조에서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것과

구별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반복진행은 주제가 되는 선율을 여러 장

단에 걸쳐 변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악조에서의 반복진행이 문

답형식으로 대구를 이루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반면,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 선율형이 출현하였

다. 중중모리 강산제에는 모든 유파에서 e″-c″-d″선율형이 사용되었으

며, 이는 평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율형이다. 자진모리 강산제에는

g′-e′-d′-a′-e′-d′선율형이 나타나며, 이는 모든 유파의 평조 음조직

과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 사이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과구이다. 또한, a′

-c″-e″-c″-a′선율형은 우조청 계면조 음조직에서 나타나며, 이는 모든

유파의 우조청 계면조의 시작에서 반드시 출현한다.

셋째, 강산제의 특징적인 리듬은 연튕김 주법을 활용하여 동음을 반복

하며 형성된다. 이는 중모리와 중중모리에서 , , 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중모리의 경우 강산제에만 특징적으로 출현

한다. 중모리 강산제 중 김병호류에서는 , , 의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며, 김죽파류와 강태홍류에서는 의 한 가지 형

태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리듬형은 악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

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 , 의 형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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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전 악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두

드러지는 음악적 특징은 ‘높은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높은음’은 중모리

와 중중모리에서 선율이 제3옥타브인 고음역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

나며, 자진모리와 단모리에서는 중심음이 기본청보다 높은음으로 이동하

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악장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강산제에서

‘높은음’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악장별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중모리와 중중모리에서는 음

조직과 시김새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강산제의 복합적인 악조를 형

성하였다. 자진모리에서는 우조청 계면조의 전반부에 공통적으로 g′-e′

-d′-a′-e′-d′ 선율형과 a′-c″-e″-c″-a′선율형을 사용하여 전형적인

선율구조를 만들었다. 리듬의 경우 강산제의 전 악장에서는 연튕김 주법

을 활용하여 동음을 반복하는 리듬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가야금산조 강산제의 음악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강산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가야금산조의 강산제에 국한된 연구로서

판소리에서 지칭하는 강산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힐 수 없다는 한

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판소리 강산제와의 비교분석

및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야금산조를 넘어 한국 음악 전반에

서의 강산제가 갖는 음악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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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연주법

얇게 농현하는 표

약간 굵게 농현하는 표

굵게 농현하는 표

w 줄을 순간적으로 눌렀다 놓는 표

k 본음의 약 반음 간격 높은음에서 꺾는 듯이 내리는 표

왼손으로 줄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발현한 후,
빠르게 놓으며 농현하는 표

본음보다 낮은음에서 빠르게 밀어올리는 표

본음보다 높은음에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표

본음을 낸 후 낮은음으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표

본음을 낸 후 높은음으로 천천히 밀어올리는 표

약 단3도 간격으로 높게 2회 구른 후 끊는 표

약 단3도 간격으로 높게 3회 구른 후 끊는 표

음을 발현한 후 여음으로 연주하는 표

= 본음을 한 줄 아래에서 눌러내는 표

+ 본음을 두 줄 아래에서 눌러내는 표

- 본음을 본래 줄에서 내는 표

농현하면서 하행하는 표

농현을 하지 않는 표

부 호 설 명

※ 악보에 표기된 마디 번호는 해당 악장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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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Gangsanje

in Gayageum Sanjo

Lee Jieun

Major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gayageum sanjo, gangsanje appears in the eight schools–Kim

Byeongho, Kim Jukpa, Kang Taehong, Kim Yoondeok, Seo Gongcheol,

Seong Geumyeon, Shin Gwanyong, and Jeong Namhui–and is used

in the following movements: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and

danmori.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musical characteristics of

gangsanje by transcribing gangsanje recordings of the above

mentioned gayageum sanjo and analyzing its musical elements,

including tonal structure, sigimsae, melodic contour, and rhythm. The

results are following.

Gangsanje's tonal structure and sigimsae are multifaceted. For

example, it uses sigimsae whose pattern is in-between pyeongjo (or

gyeongdeureum) and gyemyeonjo on pyeongjo’s tonal structure. Or it

uses pyeongjo's sigimsae on gyemyeonjo tonal struc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often found in jungmori and jungjung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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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on the other hand, in jajinmori and danmori, the use of

sigimsae, which distinguishes gangsanje from pyeongjo and

gyemyeonjo, decreases. Instead, the tonic shifts from giboncheong

(g′) to higher notes. In other words, the tonic shifts to ujocheong

(a′) in jajinmori and to eotcheong (d″) in danmori, and this is the

unique feature that only appears in jajinmori and danmori of

gangsanje.

There are five types of melodic contour in gangsanje based on its

direction and patterns. In addition, there are melodic patterns that are

comprised of particular notes.

In particular, the five types of melodic contour appear in jungmori.

Among them, leap movements and movements in a higher pitch

range appear most frequently. The rest of the movement types–

staying the same, descending, and repeating–are distinguished from

pyeongjo (or gyeongdeureum) and gyemyeonjo.

In jungjungmori and jajinmori, certain melodic patterns are used in

common. In jungjungmori gangsanje, the e″-c″-d″ melodic pattern,

which is the characteristic melodic pattern of pyeongjo, is used in all

schools. In jajinmori gangsanje, the g′-e′-d′-a′-e′-d′ melodic

pattern is used which can always be found in-between the tonal

structures of pyeongjo and ujocheong gyemyeonjo. Moreover, the a′

-c″-e″-c″-a′ melodic pattern is used in ujocheong gyemyeonjo, and

it always appears at the beginning of ujocheong gyemyeonjo of all

schools.

The characteristic rhythms of gangsanje are shaped via playing the

same note repeatedly using a double strik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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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twinggim). The three types of patterns– , , and

–are used in jungmori and jungjungmori. In particular, in jungmori

these patterns only appear in gangsanje. As music gets faster in

jajinmori and danmori, these patterns become , , and .

The most salient musical feature that appears in all movements of

gayageum sanjo’s gangsanje is “higher notes.” These “higher notes”

appear when a melody develops in the highest pitch range (octave 3)

and when the tonic shifts to the higher note. In short, although

patterns may differ in each movement, “higher no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gangsanje.

To discuss mu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movement, in jungmori

and jungjungmori, a combination of tonal structures and sigimsae

creates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of gangsanje. In jajinmori, a

particular melodic pattern is used at the beginning of ujocheong

gyemyeonjo. As for rhythm, rhythmic patterns repeating the same

note using the double striking technique are frequently used

throughout all movements.

By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gayageum sanjo’s gangsanje,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for deeper understanding of gangsanje.

Keywords: gayageum sanjo, gangsanje, mode, tonal structure,

sigimsae, melodic contour, rhythmic pattern

Student Number: 2014-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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