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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황 준 연 

(서울대 교수) 

일반척으로 산조에서 ‘청’의 의미는 조율올 위한 혹청한 옴높이라기 보다는 선율의 

중심이 되는 ‘중심옴’을 지칭하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 때문에 산조의 ‘청’온 ‘궁’ 

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1) 

또한 산초에서의 청(중심음)은 선율에 따라서 부단히 옮겨진다. 선율이 한 단락에 

서 다옴 단락으로 들어갈 때 그 청이 혼히 이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의 이동은 산 

조옴악에서 요긴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산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청의 이동이 

없다면 산조라는 옴악이 얘초에 성립될 수 없었율 것이다. 

그런데 산조에서 청이 부단히 이동하지만 그 옴악온 그리 산만하지 않다. 때문에 산 

조옴악의 청의 사용이나 이동에는 어떤 원칙이 있올 것으로 추측된다. 원척이 없이 

여러개의 청이 사용되거나 이통한다면 그 옴악이 산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는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다양한 산조에서 부단허 용직이는 

1) 산조에 판한 여러 글에서 챙이란 용어가 혼란되게 쓰였다. 청이란 말은 선융 가운데에서 혹청 
한 용 하나만융 지칭하는 용어이지， 션율 구성융율 모조리 무슨챙 무슨청이라 하는 것은 이치 
에 맞지 않는다. 예컨대 청이란 육자배기토리에서 이혼바 명으로내는 소리톨 지청하는 용어이 
다(이보형， 시나위의 청한국옴악연구J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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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사용방법을 살펴서， 청의 이동과 판련한 모든 산조의 청의 기본적 구성에는 어 

떤 원칙이 존재하는지， 또는 산조라는 옴악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청들을 중심으로 짜 

여지는 것인지롤 살펴 보겠다. 

2. 가야금 산조의 기본청 

가야금 산조는 여러 악기률 위한 산조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가야금 산조는 그 길이도 비교적 길고， 또한 이른바 산조의 류파도 가장 많다. 

그렇지만 많은 가야금 산조들이(예외도 있으나) 대개 구조척으로 선율척으로 비슷 하 

므로， 논의의 편의률 위하여 많은 가야금 산조 중에서 성금련의 산조를 태하여 분석 

해 보겠다. 

가야금 산조는 대개 ‘우조’로 시작하고 ‘돌장’올 거쳐서 ‘명조’와 ‘계면조’로 이어진 

다. 이처럽 가야금 산조에 관습적으로 불여져 있는 악조명과 그 청이 무관하지는 않 

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우선 가야금 산조의 진양조 선율올 분석하여 그 

청의 이동 현상을 정리하면 대개 다옴과 같다.2) 

〈표 1> 성금련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3) 

조명 우조 (둘장) 형조 계면조 

각 1-8 9-17 18-19 20-21 22-26 27-29 30 31-34 35-80 
(장단수) (8) (9) (2) (5) (5) (3) (1) (4) (46) 

청 e ’ a d' e ’ a d ’ G d ’ g 

조명 우조 계면조 (비청) (본청) (변청) 

각 81-83 84-86 87-88 89-91 92-96 97-102 103-106 107 
(장단수) (3) (3) (2) (3) (5) (6) (4) (1) 

청 b g c ’ g G g d ’ g 

2) 웬명실， 빼椰훌훌k빼의 훌훌調， 서율대 석사논문 1994. 
3) 옵명온 높용융자리표(G Clef)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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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I (변챙본청) 
각 I 108-137 138-141 142-143 144-145 146-147 148-161 

(창단수) I (30) (4) (2) (2) (2) (14) 

청 d G g g' d g 

이상 정리된 가야금 산조의 진양조의 청의 이동 현상은 일견 대단히 복잡한듯 하지 

만 대체로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다. 즉 우조일 경우에는 청을 가야금의 제7현(a)을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완전5도 높은 옴(e’)올 섞어서 쓰며 평조나 계면조에서는 청을 

가야금의 제6현(g)올 기준으로 하여 역시 완전5도 높은 읍(d’)과 완전4도 낮은 음(d) 

들올 대체로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진양조에서 사용된 각각의 청파 

그에 해당하는 장단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가야금 산조에 쓰인 청과 장단수(총 161 장단) 

청 I G d g a c’ b d’ e ’ g ’ 

장단수 I 10 30 75 14 2 3 15 10 2 

가야금 산조에서의 청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빈번하게 그리고 일견 북잡하게 

이동하지만，<표 2>처럼 정리하면 먼저 주목되는 것은 전체 161각의 진양초 선율 가 

운데 75각에 달하는 많은 선율이 가야금의 제6현(g)율 청으로 한다는 사실이다(실제 

로 제6현 g의 옥타브 윗융 g’와 아래읍 G률 포함하면 모두 87각에 달한다). 따라서 

우선 가야금 산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온， 즉 ‘기본청’은， 제6현의 ‘g’읍엄올 알 

수 있겠다. 

기본청 (g)의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제4현의 음(d)인데， 모두 30각에서 이 옴이 

청으로 쓰였다(옥타브 윗음 d’를 포함하면 45각에 달한다). 이 청은 기본청과 완전4 

도(또는 완전5도) 판계에 있는 것이어서， 본래 기본청 외에 가장 많이 좌일 수 있는 

조건을 가쳤으므로 기본청의 엇청이라 할 수 있다. 이 엇청의 존재는 가야금 산조의 

기본청이 제6현(g)인 것을 분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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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청과 그 엇청올 빼고나면 〈표 2>에서 주목되는 것이 서로 완전5도 관계에 있 

는 a융(제7현)과 e’옴(제10현)이다. 이 두 청은 모두 우조 대목에서만 주로 쓰이는데， 

e'음온 내드름 부분의 청으로 쓰이고 a움은 뒤따르는 우조 대목에서 청으로 쓰인다. 

따라서 이 두 옴은 엇청과 본청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본청은 많이 쓰이 

는 a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평조나 계면조 대목에서도 완전5도 관 

계에 있는 두 음(d’와 g) 중에서 아래음(g)이 본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조 

대목에서는 많이 쓰이는 제7현의 a음이 바로 우조의 근간올 이루는 청이라 하겠다. 

우조에서 근간을 이루는 청 (a)은 명조 대목과 계면조 대목에서 혼히 쓰이는 기본청 

(g)보다 장2도 높은 음이 다.4) 따라서 이 청 (a)은 기본청과 여타의 여느 청들과도 성 

격이 확실히 구분되는 청이므로 기본청에 대한 ‘보조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금 산조의 우조 대목의 청(보조청)이 명조와 계면조 대목의 청(기본청)보다 장 

2도 높은 것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우조의 선법이 모두 계면조로 되었다는 사실과，5) 

더불어서 다옵의 추측을 낳게 한다. 즉 가야금 산조의 우조라는 악조명은 그것의 청 

(또는 옴역)이 평조와 계면조의 그것보다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조에서 쓰이는 높은 청을 ‘우조청’이라고 명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상대적으로 기본청은 낮은청이라는 의미에서 ‘평조청’이라 할 수 

있겠다).6) 

가야금 산조에는 우조와 형조 사이에 ‘돌장’이 따로 있는 것도 재미있다. 돌장의 의 

미훌륭 ‘변화되는(톨) 부분(장)’이라는 뭇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일단 우조가 평조로 

변하는 것올 의미한다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청이 제7현에서 제6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돌장은 제7현(a)으로 청올 삼아서 연 

주하다가 제6현(g)으로 청을 옮기는 과정에서，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선율 진행을 처 

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올 것이다. 

이상의 논의률 간추리면， 가야금 산조에는 원칙척으로 기본청과 보조청이 있는데， 

4) 아마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야금 산조외 “우조는 계면조보다 한 청 높게 떨어진다”라는 옛 
말이 생겨났율 것이다. 옛 산조의 명인둘온 아마도 우조의 청이 기본적으로 평조나 계면조의 
청보다 장2도가 높다는 것융 분명하게 인식하였번 것 같다. 

5) 김해숙 r산조연구J 23쪽. 

6) 이지영， 빼椰琴散調 중중모리찢章의 調합成， 서울대 석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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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청온 산조가야금의 체6현에서 소리내는 명조청 (g)이라 하겠고 보조청온 재7현에 

서 소리내는 우조청(a)이라 하겠다. 그리고 평조청의 완전4도 아래 (d)나 완전5도 위 

(d’)에 나타나는 청들은 명조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평조청의 엇청이며， 우조청의 

완전5도 위 (e’)에 나타나는 청은 우조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조청의 엇청이라 하 

겠다(그밖의 소수의 청인 b 와 c’는 논외이다). 

그러므로 가야금 산조는 기본적으로 제7현의 우조청(계면조)을 중심으로 하는 선율 

로 시작하고， 돌장에서 청이 장2도 하강한 다옴， 제6현의 평조청(명조와 계면조)을 중 

심으로 하는 선율로 이어지는 구도로 되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가야금 산조(진 

양조)는 곡의 서두에 보조청이 배치되고 그 보조청올 거쳐서 기본청으로 향하는 기본 

구도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야금 산조의 보조청은 도입부적인 역할 혹은 

서주척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기본청온 독의 핵심부가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가야금 

산조는 기본청 즉 평조청의 계면조에서 결국 흐드러지게 연주되는 것이다. 

한편， 가야금 산조가 보조청에서 시작하고 기본청으로 진행하는 기본구도로 된 

이유는 산조가야금의 조현법에서 찾을 수 었올 것이다. 이유는 가장 보편적인 산조 

가야금의 조현법은 제 1'4'9현이 옥타브 차이의 동일한 옴들로 되었고， 또한 체 

2'6'11현이 그러하고 제3'7'12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조현법올 간단히 표시하면 

〈표 3>파 같다. 

〈표 3> 일반적인 산조가야금의 조현법 

1 
현 4 5 

9 10 

D 
음고 d e 

d’ e ’ 

2 
6 

11 

G 

g 

g' 

3 

7 
12 

A 

a 
a' 

8 

b(c’) 

저용역 

중용역 

고옴역 

저옴역 

중융역 

고옴역 

표에서 보듯이 산조가야금의 조현법 특성은 제6현(g)을 기본청으로 삼았을 때에 계 

면조률 가장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기본청과 동일한 제2현파 제6현， 처1111현은 각 

각의 음역에서 완전4도 아래음과 장2도 윗옴올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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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기본청으로 삼아서 연주한다면 중옴역 외의 저옴역과 고옴역에서는 완천4도 아 

래옴이나 장2도 윗음의 개방현이 동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야금 산조의 기본청은 

조율 방법상으로도 제6현의 g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가야금 산초는 빈번하거l 청의 이동(전조)이 있고 많은 옴들이 그때그때의 

청으로 쓰이지만， 그 기본청은 제8현의 평조청 (g)이고 기본청 외에 장2도 높은 보조 

청이 있는데 그것온 제7현의 우조맹 (a)이다. 그리고 가야금 산조는 보조청으로 시작 

하여 기본청으로 향하는 구도로 되댔다. 끝으로 가야금 산조의 기본 구도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가야금 산조(진양조)으| 기본구도 

조 명 

청 

현 

버 고 

우조 

a 

7( 땅) 

돌 장 

a • g 

7 • 6 

명 조 

g 

6(징) 

우조청(보조청) • 명조청(기본청) 

3. 거문고 산조의 기본청 

계면조 

g 

6 

거문고 산조에는 한갑득， 신쾌동， 김윤덕의 산조들이 있는데 그 음악은 대동소이하 

다. 따라서 이 가운데 편의상 김윤덕 산조롤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거문고 산조의 진양조는 가야금 산조의 경우와 비슷하게 우조로 시작하고 평조률 

거쳐서 계면조로 이어진다. 그런데 거문고 산조의 도입부에서 우선 눈에 떡는 것은 

유현 체4패의 지법으로 옴악이 시작된다는 정이다. 유현 제4패는 뒤에 많이 나오는 

유현 제5패의 지법보다 그 지법에 있어서 장2도 낮은 것이다. 따라서 거문고 산조가 

얼핏 그 지법으로 보아서는 가야금 산조와 달리 오히려 ‘한 청(장2도) 낮게’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법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겠다. 

먼저 거문고 산조(진양조)의 챙의 이동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 

7) 청대석 r거문고散調셰바탕』 악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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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김윤덕 거문고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 

조명 우조 평조 

각 1 2 3-4 5-6 7-8 9 10-11 12-15 16-18 19-26 27 

(장단수) (1) (1) (2) (2) (2) (1) (2) (4) (3) (8) (1) 

청 c ’ c c ’ g ’ c’ c Bb bb f ’ bb Bb 

조명 계면조 

각 28-33 34-36 37 38-46 47-64 65-66 67-68 69-71 72-76 
(장단수) (6) (3) (1) (9) (18) (2) (2) (2) (5) 

청 c ’ g g ’ c c’ c" c’ g ’ c" 

조명 

각 77-82 83-90 91-97 98 99-100 101-115 116-117 118-144 
(장단수) (6) (8) (7) (1) (2) (5) (2) (27) 

청 c" c ’ f Bb bb c ’ c" c ’ 

<표 5>에 의하면， 김윤덕 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옥타브 이동엄올 알 수 있다. 그보다도 정작 주목되는 것은， 

거문고 산조의 우조 대목의 청은 대개 뒤에 오는 계면조 이하의 그것처럼 c'음으로 

되었고， 또한 평조대목의 청은 우조대목의 그것보다 장2도 낮게 bb옴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따라서 거문고 산조는 비록 제4패 지법으로 내드륨이 시작되지만(4패와 8패 

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4패지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기본척으로 우 

조에서 평조로 향하는 그 악곡 구도가 가야금 산조에서와 비슷하여 ‘c"에서 ‘bb’으로 

향하는 장2도 하행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장2도 하행 구조률 바꾸어 말하면， 우조청 

(c’)에서 명조청 (bb)으로 향하는 구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8) 

그러나 한편 거문고 산조에서는 명조에서 계면조로 바뀔 때에 가야금 산조의 경우 

와 달리 청이 장2도 다시 상행하여 처음의 청 (c’)으로 되돌아 간다. 그리고 이때에는 

지법도 제4패에서 제5패로 바뀐다. 따라서 거문고 산조에서는 가야금 산조와 달리 결 

8) 신쾌동 산조의 진양조에서도 처옴에 우조청(A)으로 시작하여 명조청(G)으로 갔다가 우조챙(A) 

으로 다시 되돌아온다(Song Bang-Song, πle Sanjo Tradition o! Korean Komungo Musí，ι 

p. 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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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척으로 우조 대목과 계면조 대목의 청이 통일하게 되었다. 이률 확인하기 위하여 

거문고 산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청과 그에 해당하는 장단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거 문고 산조에 Aλ 인 청 과 장단수(총 144장단) 

청 Bb c f g bb c' f ’ g' c" 

우 조 2 2 5 2 ( 11) 
명 조 1 12 3 ( 16) 

장단수 l 계면조 1 9 7 3 2 81 4 10 (117) 

합 계 4 11 7 3 14 86 3 6 10 (144) 

〈표 6>에 의하여 거문고 산조의 경우에는 진양조의 우조 대목 11장단에서 주로 

사용되는(5장단) 청 (c')과 계면조 대목 117장단에서 주로 사용되는(81장단) 청 (c’)이 

동얼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명조 대목에서 주로 사용되는02장단) 청 (bb)은 우 

조나 계면조의 청보다 장2도가 낮은 것임올 알 수 있다(단 g’와 f’는 각각 c’와 bb의 

엇청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이유에서 거문고 산조의 명조에서는 ‘스르릉’ 수법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이다. 

거문고 산조의 청의 이동방법이 가야금 산조의 그것과 다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청이 장2도 칸격 (c가 총 107장단 Bb이 총 28장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비슷 

하다. 그러므로 거문고 산조의 청의 구성도 기본적으로 우조청과 명조청으로 되었다 

고 하꼈는데(기본적으로 거문고 산조의 패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5패지법+8패지법과 

낮은 4패지법+7패지법으로 구성된다)， 다만 거문고 산조의 경우에는 핵심부인 계면조 

가 우조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야금 산조의 경우와는 반대로 우조청이 기본청이고 

평조청은 보조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면조가 우조청으로 된 이유는 산조거문고의 조현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산조거문고의 조현법의 특징은 주지하듯이 다음처럼 개방현 네개가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개방현의 소리는 옥타브 차이를 가진 통일음(c) 세개와 그보 

다 완전4도 아래옴(G)으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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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고 

비 고 

개방현 

제5패 

제7꽤 

그리고 또한 산조거문고의 소리내기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문현의 전타음파 빈번한 

청현의 장식음(스르롱:drone)이라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개방현으로 고정된 음높 

이만을 소리내는 문현과 청현들의 소리에 화합될 수 있는 것이 우조청이므로 평조에 

뒤따르는 계면조는 다시 우조청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거문고 산조의 기본구도는 다음과 같은데 가야금 산조와는 달리 우조청이 

기본청이고 명조청이 보조청인데 기본청으로 시작하여 보조청으로 갔다가 다시 기본 

청으로 향하는 구도로 되었다. 

〈표 8> 거문고 산조(진양조)의 기본구도 

:3‘E:. 명 우초 (툴장) 평조 계면조 

음 고 c ’ c ’• bb bb c ’ 
기본지법 4(5)'8패 5'8 • 4'7패 4'7패 5'8꽤 

비 고 우조청(기본청) • 형조청(보조청) • 우조청(기본청) 

4. 해금 산조의 기본청 

해금 산조에는 지영회의 산조와 한범수의 산조가 었고 근년에는 김영재둥의 산조도 

생겼났다. 이 가운데 전숭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한범수의 산조와 지명회의 산조훌 중 

심으로 살펴 보겠다. 

먼저 한범수의 해금산조를 조사하면 진양조는 청의 이동이 다음처럼 되었다.9) 

9) 최태현 r해금산조연구」 악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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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범수 해금산조(진양초)의 청의 이동 

조명 우조 명조 계면조 

각 1-4 5-8 9-15 16-19 20-36 37-41 42-52 53-55 56-61 
(장단수) (4) (4) (7) (4) (17) (5) (1) (3) (6) 

청 g bb bb , bb bb eb, bb bb , bb 

한범수의 해금 산조는 청의 이동이 일견 복잡한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대개 

청의 이동이 단순하고 단조로운 편이다. 한범수의 산조에서 쓰이는 청은 네개의 음인 

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해금 산조(한범수)에 쓰인 청과 장단수 

청 g 

장단수 4 

b b 

42 

b’ e 

5 

b, b 

10 (61) 

총 61장단의 진양조 선율 가운데 도입부(g)와 중간의 엇청 대목(eb’)을 제외한 거 

의 대부분이 bb(bb’)음만올 청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범수의 산조 우조 

의 청과 평조 및 계면조 대목의 청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겠다. 

한편 지영희 산조는 한범수의 산조와 사뭇 달라서 주목된다. 우조로 시작하고 경기 

대풍류제와 경드름올 거쳐서 계면조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된 지영회 산조의 청의 이 

동은 다음과 같다.10) 

〈표 11> 지영회 해금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 

조명 우조 경기대풍류(경드륨) 계면조 

각 1-12 13-16 17-28 29-49 50-54 55-60 
(장단수) (2) (4) (12) (21) (5) (6) 

청 bb g bb c ’ c" c ’ 

지영회 산조는 청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한범수와 다르다. 즉 내드름의 우조(중간에 

10) 위와 같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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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의 변화가 있으나)와 경기대풍류제와 경드륨이 거의 bb옴으로 되었지만， 이어 

지는 계면조는 모두 청이 장2도 높게 c’(c")음으로 되었다. 따라서 일단 지영회의 해 

금 산조는 그 청의 이동방법이 낮은 청 즉 명조청 (bb)에서 높은 청 즉 우조청 (c’)으 

로 진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영회의 해금산조가 명조청에서 시작하여 우조청으로 이어지는 구도라면， 그것은 

가야금 산조의 구도와 정반대인 셈이다. 즉 도업부에서 우조청 대신에 평조청올 쓰고 

해심부인 계면조 대목에서는 평조청 대신에 우조청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는 또한 산조의 핵심부분이 계면조라는 점에서 우조청이 기본청이고 평조청이 보조청 

이라고 할 수 있다(비록 지영회 산조에서는 보조청(평조청)과 기본청(우조청)의 장단 

길이가 다음처럽 비슷하지만). 

〈표 12> 지영회 산조에 쓰인 청과 장단수 

청 

장단수 

g 

4 

bb 

24 

c ’ c" 

27 5 (60) 

지영회의 해금산조에서는 콕의 머리에 나오는 우조대목이 평조청으로 되었고 계면 

조 대목이 우조청으로 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가야금 산조 및 거문고 산조와 마찬 

가지로 해금 산조도 장2도 간격의 두 개의 청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처럼 지영회의 해금산조의 청의 이동이 평조청에서 우조 

청으로 향하는 기본 구도는， 우조청으로 곡이 시작하여 명조청으로 이통하였다가 다 

시 우조청으로 이동하는 거문고 산조의 기본구도에서 머리의 우조청 부분이 탈락한 

형태로 보인다. 

요컨대 지영회의 해금산조는， 가야금 산조와도 다르고 거문고 산조와도 달리， 보조 

청인 명조청으로 시작하여 기본청인 우조청으로 이어지는 기본구도로 되었다(지명회 

의 산조에서 계면조 대목으로 들어갈 때는 한손가락 굵기의 폭으로 내려 잡는것이 기 

본지법이라고 한다11)). 

11) 최태현， 위의 책， 29쪽 각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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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해금 산조(지명회)의 기본 구도 

조 명 

청 

우조 

bb 
떻
 
-냉

 -협
람
 
-
암
 

래
에
 
-

키
사
 
-

쳐
g
 -

• 계면조 

-.. c' 

비 고 명초청(보조청) • 우조청(기본청) 

5. 대금 산조의 기본청 

대금 산조에는 한주환， 한범수， 박종기， 강백천 동의 산조가 있고， 근년에는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 동의 산조도 생겨났다. 

먼저 한주환의 대금산조 진양조의 청의 이동은 분석한 글에 따르면12) <표 14>과 같다. 

〈표 14> 한주환 대 금산조(진 앙조)의 청 의 이 동(76장단) 

조 명 우 조 계면조 변청계면 계면조 변챙우조 계면조 

각 1-21 22-23 34-49 50-53 54-55 56-76 
장단수) (21) (12) (16) (4) (2) (11) 

챙 bb c' f' c ’ eb, c ’ 

비 고 평조청(보조챙) • 우조청(기본청) 

〈표 14>에 의하면 한주환 산조는 우조에서 계면조보다 장2도 낮게 bb의 청으로 

시작하고 계면조로 들어갈 때 청이 장2도 높아져서 c’로 바뀐다. 그러므로 계면조의 

챙이 기본청이라는 관점에서 불 때， 한주환 대금 산조의 기본구도는 평조청， 즉 보조 

청에서 기본청， 즉 우조청으로 향하는 것이라 하겠다(계면조에서는 두번의 청의 이동 

이 었으나 그 기본청은 c’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처 럼 기본청(우조청)이 보조청(평조 

청)보다 높은 것온 해금산조의 경우와 같다. 

한편 강백천의 대금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13) 

12) 임재원， 대금산조의 용조칙과 청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훈 1988. 
13) 김동표 r강빽천휴대금산조』 악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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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강백천 대급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48장단) 

조 명 우 조 (계변조) 

각 1-8 9-10 11-20 21-22 23-32 33-34 35-48 
(장단수) (8) (2) (0) (2) (0) (2) (14) 

청 bb f ’ c ’ c" c ’ c" c ’ 

비 고 명조청(보조청) • 우조청(기본청) 

〈표 15>의 분석에 따르면 강백천의 대금산조의 기본 구성도 한주환의 그것과 대 

동소이하다. 따라서 강백천의 산조도 보조청인 평조청으로 시작하여 기본청인 우조청 

으로 이동하는 구도로 되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대금 산조의 기본 구도는 여러 산조 가운데 해금산조(지영희)의 구도와 

비슷하여， 보조청인 명조청으로 시작하고 기본청인 우조청으로 향하는 구도로 되었다. 

6. 피리 산조의 기본청 

여러 악기의 산조 가운데 피리 산조가 가장 근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리 산조 

는 오랜 전수과정에서 자연척으로 형성되는 옴악의 셰련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의를 위하여 살펴 보겠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피리산조에는 정재국과 서용석과 박범훈의 세 가지 산조가 있 

다. 이 가운데 스스로 피리산조률 분석한 글에 따르면14) 피리산조의 청의 이동현상온 

다음과 같다. 

〈표 16> 피리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 

조 명 6판우조 5관계면 3판경드륨 5판계면 6관형우조 5관우조 

각 1-8 9-20 21-24 25-3214
) 33-38 39-40 41-44 

(창단수) (8) (12) (4) (8) (6) (2) (4) 

청 f g Bb g f ’ f g 

14) 박범훈 r피 리산조연구」 악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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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따르면 피리산조의 경우는 청의 명청도 다양하고 그 이동도 복잡한듯 하나， 

실제의 구도는 우조에서 f음으로 시작하여 계면에서 g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다읍처럽 전 44장단 가운데 대부분의 장단(34)이 이 두 음올 청으 

로 하기 때문이다. 

〈표 17> 피리 산조에 쓰인 청과 장단수 

청 

장단수 

Bb 

4 

f 

10 

g f ’ 

24 6 (44) 

그러므로 피리 산조는 보조청인 평조청(f)으로 시작하여 기본청인 우조청 (g)으로 

향하는 구도로 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해금산조(지영회) 및 대금산 

조의 구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 하겠다. 

7. 아쟁 산조의 기본청 

혼히 연주되는 아쟁 산조에는 김일구， 박종선， 윤윤석 동의 산조가 있다. 이 가운데 

먼저 김 얼구의 산조률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16) 

〈표 18> 김일구 아쟁산초(진양조)으| 청의 이동(71 장단) 

조 명 

각 1-8 9-26 27-29 30 31-35 36-41 42-47 48-57 58-59 60-71 
(장단수) (8) (18) (3) (1) (5) (6) (6) (10) (2) (12) 

청 A 8 d D A d g d ’ d D d 

김일구의 아쟁 산조의 청의 이동은 다음처럽 장단수별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청 (d)과 기본청의 엇챙만 었고 보조청은 없는 구도라고 하겠다. 

15) 박법훈은 제29-32각을 따로 6판계면조라 하고， 그 챙올 d로 보았으나(57쪽)， 이 대목도 포괄 

적으로 챙이 g인 것으로 해석된다. 

16) 김혜숙 채보 r뿌리깊은나무 산조전집」 악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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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김일구 아쟁산조에 쓰인 청과 장단수 

청 D A d g d ’ 

장단수 5 9 35 6 6 (71) 

한편 박종선의 아쟁 산조의 청의 이동은 다음처럼 정리될 수 있다)7) 

〈표 20> 박종선 아쟁산조(진양조)의 청의 이동(59장단) 

9-20 21-30 31-38 39-48 49-55 56-57 58-59 
(12) (10) (8) (10) (7) (2) (2) 

d a d’ d a g a 

박종션 아쟁산조의 청의 이동도 김일구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장단벌로 정 

리해 보면 기본청 (ð)과 그 엇청 (a)을 쓰는 빈도수가 비슷한 점이 다르다. 

아쟁 산조의 기본구도는 이상과 같이 명조청파 우조청의 구분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본청과 보조청의 구분도 없다고 하겠으며， 다만 기본청과 그 엇청만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아쟁 산조에 보조청이 없는 것은 아마도 3음음계로 된 산조아쟁의 조율법과 

관계가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8. 맺음말 

산조는 부단히 청을 바꾸는 전조률 다양하게 구사하며 곡올 길게 짜 나가는 옴악이 

다. 그러므로 만약 청의 이동이 없이 단 하나의 청으로만 시종일관 연주한다면 긴 곡 

올 구성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무음이나 청으로 삼아 마구 청올 이동(전조)시 

킨다면， 악곡의 부분과 부분의 연결이 산만하고 짜임새가 없어서 안된다. 

17) 위와 같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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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에서， 산조에는 기본적으로 전곡을 통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기 

본청이 있으며， 그 기본청을 보조하는 장2도 간격의 보조청이 있다. 그리고 또한 기 

본청과 보조청의 각각의 엇청들도 있다. 그러므로 산조는 이러한 여러 청들을 중심으 

로 선율이 짜여진다. 

기본청과 보조청의 구성 방법은 각 악기의 산조가 일정치 않은데， 가야금의 경우에 

는 기본청이 명조청이고 보조청이 우조청인데， 여타의 많은 악기들 즉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의 경우에는 가야금과 반대로 기본청이 우조청이고 보조청이 평조청이다. 

그리고 아쟁의 경우에는 기본청만 있고 보조청은 없다. 이러한 현상들은 각 악기의 

구조와 산조의 발생 시기 및 한 악기에서 여타 악기로의 선율의 전이과정 둥에 의하 

여 결정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산조는 기본청이 아닌 보조청으로 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 

럽 보조청으로 곡을 시작하여 기본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산조의 악곡구성의 

륙성이라 하겠다. 

산조는 전통융악 중에서도 그 선율의 아롭다옴과 연주기교의 화려합， 표출성 둥에 

서 쁜만 아니라，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그 청의 기본구성과 구도에 있어셔도 치밀한 

옵악이라 하겠다. 

追 記

위의 글을 발표한 후에 나는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의 개념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모든 산조의 기본청을(기본청이 계변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점에 비추어) 

새로 계면청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위의 글은 다소 혼란스렵다. 산조의 기본청을 악기에 따라서 혹온 명 

조청으로 혹은 우조청으로 표시하였고 또한 같은 용어들이 상대적으로 보조청을 지 

칭하는 것으로도 쓰였다. 위의 글처럼 평조청과 우조청이란 두가지의 용어만으로 접 

근하면 각 악기의 개별 산조의 청의 구조를 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종합척으로 모 

든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을 논의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혼동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러한 혼동을 피하려면 기본청과 보조청의 용어들을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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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산조에서의 기본청을 계면청으로 지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 

올 뒤늦게 깨달았다. 

산조의 기본청올 계면청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계면청을 산조의 기본청이라고 

한다면， 우조청과 평조청은 모두 보조청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또한 산조에 

따라서 각각은 계면청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높은청(우조청)과 낮은청(평조청)이라는 

것올 적시할 수가 있다. 예컨대 가야금산조의 기본청， 즉 계면청보다 장2도가 높용 

것이 보조청 즉 우조청이며， 거문고산조의 기본청 즉 계면청보다 장2도 낮은 것이 보 

조청， 즉 평조청이라는 사실퉁이 쉽게 셜명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산조의 기본청올 공히 계면챙이라고 하는 것온 모든 악기의 

산조에서 쓰이는 기본청의 실제 음고가 대체로 c인 점(예컨대 이재숙채보의 가야금산 

조 악보에서 가온음)과도 부합된다. 즉 산조의 기본청은 절대옴고(c)률 가졌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의 판계률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산조의 기본청(계면청)과 보조청의 개념도〉 

* 가야금 산조(C Clef 악보기준) 

보조청의 엇청 a ‘” 

기본청의 엇청 g 

보조청(우조청) d 

기본청(계면청) c 

엇청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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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문고·대금·해금산조 

g 기본청의 엇청 

- f 보조청의 엇청 

c 기본청(계면청) 

Bb 보조청(명조청) 

G 엇청 

F 엇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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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tal Ch' ong and Auxiliary Ch' ong in Sanjo 

Hwang Jun-yon 

Sanjo would be long and tedious unless its ch' oog, the central tone, varies in 
the course of music. The change of ch'oog reflects a tightly organized pattern: a 
piece consists of a kibon ch' oog[fundamental tone], usually middle c, and its 
modulations{relative ch'oog) that occur based on the central tone to fifth above 

and fourth below, forming the tonic and dominant relationship. Then pojo 

ch'oog[auxiliary tone] appear a major second above and below those fundamental 
ch'oog depending upon instruments. As shown in the following diagram, two 
different patterns are found in sanjo. In kayagum sanjo, the fundamental ch'oog, c, 
and its relative ch'oog, g, and G, are approached by an interval of major second 
above auxiliary ch'ong{d, a, and A). In komungo sanjo, on the other hand, the 

fundamental and its relative ch'oog are decorated by a major second below 
auxiliary ch'6ng(B flat, f, and F). While the use of ch'6ng varies according to 
instruments, Sanjo usually starts with an auxiliary ch'6ng and then precedes to 
the fundamental ch' 6ng. Such changes in ch' 6ng makes Sanjo not only one of the 

most beautiful traditional genre with its rich melodic lines that can show off 
performers' virtuosity, but also a very carefully planned music. 

Kayagum Sanjo 

relative of 
auxiliary ch'6ng 
relative of 

a 

fundamental ch' ong g 

auxiliary ch' ong d -----I 

fundamental ch'ong c ----+-----

relative of G -----+-----
fundamental ch' 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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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ungo Sanjo 

relative of 
g fundamental ch' 6ng 

c 

Bb 

G 

F 

relative of 
auxiliary ch' 6ng 

fundamental ch'6ng 

auxiliary ch' oog 

relative of 
fundamental ch' 6ng 
relative of 
fundamental ch' o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