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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散調는 우리 전통음악 가운데 가장 많이 연주되는 부문의 하나이고 또 예술성이 높 

게 형가되고 있는 만큼 이의 연구에 대한 열성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의 연구는 산조 

의 계보 음악구조에 치중되어 있는 감이 있고 이률 산조에 한정되어 다루어지기 때문 

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리라고 본다. 륙히 산조는 판소리와 발생론척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만큼 산조의 음악구조는 판소리와 연계하여 풀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산조의 장단과 리듬에 관한 다옴파 같은 문제률 판소리와 판련시격 간단히 

살펴고자 한다. 

산조에 &이는 장단이 거의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엇모 

리창단과 같은 장단으로 구성된 훤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펼자가 최근에 내놓은 

일련의 논문1)에서 규명한 한국옴악 창단의 ‘여느리틈형’외 형태는 산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중하고 일부 판소리 명창과 명고수들이 판소리 진양장단의 이론으로 내 

1) 이보형， “리듬型의 構造와 그 構成에 의한 長短分類 연구" r한국옴악연구」 채23집 (셔울 : 한국 
국악학회， 1995). 
이보행， “장단의 여느리틈型에 나타난 .. 뭘홉찢외 拍子構造Iif!fe" -厭形娘 훌훌曲율 中心으로 
r국악원논문집』 체8집 (서울 : 국립국악원， 1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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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起景結解輪2) 을 산조에 적용하였올 때 필자가 규명한 장단의 여느리듬형으로 

풀 경우에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인데 이것이 판소리 장단의 리 

듬형과 비교하여 산조창단의 원류를 규명하고 싶은 것이다. 

산조가 지금과 같은 장단틀로 구성된 요인올 규명하는 것은 산조가 시나위를 모태 

로 하여 판소리 음악으로 변신하였다는 발생론에서 찾아야 한다. 산조의 장단에 나타 

난 리틈형의 다양성은 판소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뒤에 기악곡으로서 산조의 독자성이 

형성된 것이라 할 때 산조가 이런 장단 툴에 매이게 된 것， 그리고 산조가 다양한 리 

듬형을 지니게 된 것은 먼저 판소리에서 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규명한 장단의 ‘여느리듬형’이라는 말은 ‘보면적인 장단이 지니는 보편적 

리듬형이라’는 돗인데 이것은 童諸나 據女諸와 같이 장단 단위로 한 가지 리듬형이 

반복되는 鳳形態 음악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산조 리듬형의 다양성은 판소리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음악인들에 의하여 치밀한 예술음악으로 발전되면서 변 

화된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라고 봐서 먼저 판소리와 산조의 장단에 나타나는 원 

형태롤 지니는 리듬형태률 추려내고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산조창단의 원류는 밝 

혀질 수 있올 것이다. 

II. 산조형장단의 유래 

오늘날 연주되는 산조에 쓰이는 장단을 모두 추려 보면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 

진모리， 휘모리， 단모리(세산조시)， 엇모리， 굿거리가 있다. 여기에서 휘모리와 단모리 

에 한해서는 판소리와 산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김축파 가야금 

산조와 갈은 산초에서는 3小拍 좀 빠른 4拍子(12/8)를 휘모리라 이르지만 판소리에서 

는 이런 장단을 자진모리(실은 자진자진모리)라 이른다. 또 산조에서는 2소박 빠른 4 

박자률 단모리 또는 세산조시라 하나 판소리에서는 이런 장단올 휘모리라 하는데 명 

고수 김명환과 관련이 있는 합동정월 가야금산조는 이런 장단을 단모리라 이르지 않 

고 휘모리라 하였다. 판소리에서는 긴자진모리와 자진자진모리를 구별하는 명칭이 정 

2) 이보형， “판소리 고법 1 , IT , m", [문화재 제9-11호J， 서율 : 문화재판리국 1976-1978, PP. 
P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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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있지 못하다. 

성금연 가야금산조의 경우와 갈이 산조에 굿거리라 표기된 장단이 보이는 마디가 

있는데 이는 좀 빠흔 중중모리 즉 자진중중모리률 가리키는 것이며 경기민요 장단의 

굿거리롤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경기민요 굿거리와 판소리 자진중중모리와는 리듬형 

이 다른데 박상근 가야금산조의 굿거리는 그 리듭형이 서울 굿거리 리듬형이 아니고 

중중모리 리틈형이므로 리듬형으로 봐서는 산조의 굿거리률 자진중중모리로 부르는 

것이 옳올 것이다. 남도에서는 자진중중모리를 굿거리라 이르는 예가 있다. 

판소리에서 옛날에는 混小拍 4박자 엇모리(10/8)와 2소박 6박자 엇충모리 (6/4)훌 

명창에 따라 서로 혼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혼소박 4박자는 엇모리로， 2소박 

6박자는 엿중모리로 굳어졌다. 마찬가지로 산조의 경우에도 이런 혼란은 있었다. 그 

리고 옛날 산조률 취입한 유성기 융반에 보면 엇긴모리， 원머리， 당학 풍 오늘날 산조 

에서 쓰이지 않는 장단 용어들올 쓰고 있어 혼란스렵다. 그 옵악을 들어 보면 오늘날 

쓰이는 장단올 다른 이룸으로 척은 것이다. 긴중중모리와 자진중충모리(굿거리)롤 중 

중모리로， 긴자진모리와 자진자진모리(휘모리)톨 자진모리로 묶어 보면 산조에 쓰이 

는 장단온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엇모리로 칸추릴 수 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을 추려 보면 진양， 세마치(자진진양)， 충모리， 단중모리(차진 

중모리)， 중중모리， 휘중모리(자진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단모리)， 엇모리， 엇중모 

리가 있다. 세마치훌 진양에， 단중모리률 중모리에， 휘중모리훌 충중모리에 포함시키 

면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온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충모 

리로 간추려진다. 산조와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율 이렇게 간추려 보면 판소리에 엇중 

모리가 더 쓰이는 것이 다를뿔 산조와 판소리의 장단의 종류는 일치한다. 따라서 산 

조와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 종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용악에서 가곡에는 초수대엽장단과 현장단이， 가사에는 도드리와 5박 장단 

이， 시조에는 5.8박 시조장단이， 영산회상에는 상영산장단과 세명산장단과 도드리와 

타령장단이， 농악에는 길군악， 삼채， 오채， 철채， 굿거리， 다드래기장단이， 무가에는 청 

보， 제마수，상얘짓기， 진양，살풀이， 빌립염불，훌렴， 염불，자진염불， 굿거리， 덩덕궁 

이， 시남장단이 쓰여 옴악부문마다 쓰이는 장단 총휴가 얼만큼씩 산조나 판소리와 다 

르다. 그러므로 학술용어로 산조나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 유형올 약칭하여 ‘판소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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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또는 ‘산조형 장단’이라 이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조의 발생론온 아직 깊이 연구된 바 없다. 지금까지 산조 발생론을 말할 때 威和

鎭이 朝蘇훌樂通輪3)에서 ‘金昌祖는 心方曲을 變作하여 散調롤 창작할세 꼈調와 界面

調로 分類하여 各種 樂器에 彈奏하기 시작하였고’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저 ‘산조가 시나위에서 나왔다’는 표면적인 해석만 되풀이하여 왔다. 

모든 산조가 김창조에게서 나왔다는 것온 의문이니 이는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산조 

발생론에 대한 합화진의 말은 다론 의미에서 일리가 있다. 이 글에서 깊이 새겨 둘 일 

온 ‘심방곡 즉 시나위를 변작하였다는 것’과 ‘우조 계면조를 탄주하였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에 펼자가 徐公哲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산조롤 옛날에는 『심방곡』 

이라 했다’ 한다. 서공철의 말온 산조가 시나위에서 나왔다는 것을 시사할 뿔 아니라 

산조라는 옴악부문에 ‘허튼 가락’이라는 돗인 散調라는 이롬올 굳이 쓰게 된 동기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온 누구나 시나위와 산조라는 옴악부문올 구별하고 있지만 셔공철이 젊었을 때 

만 해도 산조률 시나위와 같온 부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형올 지니고 있는 시나위와 함화진이 말하는 변작된 시나위률 구별하는 명 

칭이 따로 없었고 이것을 두루 ‘심방곡’ 또는 ‘허흔가락’이라는 뭇의 散調라는 말이 혼 

용되고 었었다는 것이 된다. 뒤에 이 두 가지 유형의 시나위가 서로 다른 음악척 특 

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이롤 구별하는 용어가 펼요했고 그래서 따로 변 

작된 시나위률 이훌 때 천홍 시나위(싱방폭)와 다른 시나위률 가리켜 산조라는 말을 
」

선택척으로 많이 쓰게 되면서 이것이 굳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산조는 보다 固定廳律的이고 시나위는 郞興趣律的이어서 허톤가락이라 하면 오히려 

시나위를 가리켜야 하나 固定旅律化되고 있는 시나위률 산조라 하였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불합리하다 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달리 선태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니 산조라는 

말의 어의률 고려하지 않고 상용한데셔 비롯된 것일 것이다. 또 변작된 시나위 즉 산 

조가 상류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4) 시나위라는 民洛用語보다 산조라는 

3) 威和홈朝4￥홉樂i훌훌ftJ (朝향文化홈훌 1948), p. 210. 
4) 이보행， ‘판소리 公홈文化의 훌動이 판소리에 끼친 影훌’한국학연구 7J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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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뭇으로 봐서는 산조라는 용어 

는 적쩔치 못하다는 말이 나옵직하다. 金允銀도 산조라는 말이 척절치 못하다는 말을 

하였다 한다，5) 

살풀아와 덩덕궁이장단에 육자백이토리 허튼가락올 얹어 연주하는 원형 시나위와 

오늘날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엿모리장단에 우조， 명조， 계변조， 

강산제， 경드름， 셜렁제 퉁 갖가지 조룰 얹어 불박이가락(고정선율)으로 연주하는 산 

조를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엄청난 차이가 었다. 함화진이 ‘산조는 시나위률 변작한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는 변작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는데 ‘우조 계면조로 

분류하여 탄주하였다’는 것도 이롤 두고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 

전통사회에서 옴악의 창작이라는 것이 기왕에 었던 옴악올 웅용하는 것이나 시나위 

훌 변작하여 산조률 창작할 당시에 산조음악인들이 용용한 옴악부문온 어떤 것이었융 

까? 이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전셜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론은 어렵지 않다. 륙 

산조 이전에 현행 산조와 갈온 長短과 調로 된 음악에 어떤 것이 있는가톨 살피면 협 

게 풀릴 것이다. 지금 전숭되고 있는 음악 가운데 산조와 음악척 구조가 같으며 동시 

에 산조 발생 이전부터 전숭되고 있었던 음악 부문은 판소리 밖에 없는 것이니 시나 

위가 변작될 때 판소리 옴악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는 것온 자명한 일이다. 

산조의 근원은 시나위에 있지만 발전과정에서 그 음악이 판소리 용악양식으로 변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살푸리， 덩덕궁이 장단에 어정제6) 육 

자빽이토리 허튼가락을 얹어 연주하던 시나위가 진양， 중모리， 중충모리， 자진모리창 

단에 꽤기제7) 우조， 평조， 계변조 불박이가락(고정선율)으로 변작되었는데 그 옴악적 

원천이 판소리에 었다는 것이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단과 초로 봤을 때 산조와 같온 음악구조률 갖는 것은 판소리 

밖에 없다. 산조의 옴악적 근원이 판소리에 있는 것이라면 산조의 장단 유형온 판소 

리의 장단 유형과 같다. 그런데 판소리의 장단은 시대에 따라 그 쓰이는 종류에 변화 

가 있었던 것 같다. 판소리는 短짧(靈山) 줄소리， 告祝소리， 선굿소리와 함께 띔優集 

5) 황병기의 말. 
6) 어정제란 무당의 소리쩨라는 속어이다. 
7) 왜기제란 광대소리제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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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의 廣大소리8)의 하나이다. 다론 광대소리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장단으로 되 

었다는 것으로 봐서 원초 판소리의 장단옹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되었던 것 

같다. 판소리史에 보면 진양은 金成玉9)이 창조하였고 宋興錄10)이 일반화시켰다고 한 

만큼 뒤에 삽입되었던 장단이다. 조선창극사에서 주는 심중은 단모리는 文錫俊이， 엇 

모리는 丁昌業이 삽입한 것 갈다.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온 본디 창우집단의 광대소리에 보편적으로 쓰던 

장단이니 판소리 본래척인 장단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3소박 4박자(12/8)나 3박 

4대박자(12/4)로 박자구조가 같다11). 그러니 이들 장단은 같온 근원에서 나온 것이 

뒤에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원형이고 어느 것이 분화된 장단일 

까? 이것율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렵다. 도드리(엇중모리) 장단 둘이 합하여 중모리장 

단이 되었다고 하며 중모리에 원형올 도드리에 두는 셜이 있으나12) 리듬형으로 봐서 

도드리(엇충모리)장단이 둘이 합하여 중모리 한장단이 되는 것이 아니니 중모리의 도 

드리 기원셜온 근거가 없다. 즉 도드리는 6박자에 여느리듬형을 내재하고 중모리는 

12박차(3박 4대박자)에 여느리듭형올 내재하고 있어 리듬형의 박차구조가 다르다. 

펼자는 한국의 가장 보면적인 장단이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과 같은 3소박 여느 빠 

른 4박자라는 것으로 봐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세 장단 가운데 중중모리가 훤 

형이고 자진모리는 중중모리가 좀 빨리 모는 형태이고， 중모리는 중중모리가 느려져 

셔 박자구조가 확대되어 대박장단이 된 것이라고 본 바 있다.13) 단모리는 농악의 세 

산조시에서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산조시라는 것이 삼채(자진모리)롤 매우 빨리 

8) 이보형， “창우집단의 팡대소리 연구 .. r韓國傳統音樂뚫究~ (서율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pp. 105. 
9) 조션 순조 때 판소리 명창으로 강경훌신으로 중고의 비조이고 판소리 5명창의 하나인 옮]昌 
龍의 조부， 진양율 처용 만들었다고 전한다. 

10) 순조 때 판소리 명창， 합얼 훌신으로 뒤에 운봉에 살았다. 통편제 비조이며 훈향가 욱중가의 

귀곡성으로 유명하다. 매부 김성욱이 내놓은 진양율 판소리에 용용하여 세상에 퍼뜨렸다. 판 
소리 8명창의 하나， 가왕의 칭호률 받옵. 

11) 이보형， 박의 집합론과 분할론의 합리성과 효용성 r민촉읍악학 제17집~ (서율 : 서옳대학교 옴 

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 1앉~)， “장단의 여느리듬행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 연구” 위와 
같옵， 

12) 도드리 두 장단이 중모리가 되었다는 설은 朴鐘商이 제시하였고 (“民洛樂長短합造에 關한 分
析맑究 .. rt훌훌영音樂맑究 第19輯 한국국악학회 199b pp. 41 -65) 白大雄이 이률 지지하였다. 
(“판소리 역사적 연구 .. r韓園홉樂史뿔報 쳐1111집 한국융악사학회 1994J. 

13) 이보형， “박의 집합론과 분할론의 합리성과 효용성” 위와 같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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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가면셔 3소박 빠론 4박자가 2소박 매우 빠른 4박자로 변이된 것이고 보면 판소 

리나 산조에셔 단모리는 자진모리가 물아져서 된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엇모리는 무가 신임장단에서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14) 정창업이 부른 판소리 중타 

령과 무가에 있는 시님장단(엇모리)으로 된 제석 중타령이 같은 사젤 같은 장단으로 

된 것으로 봐서 정창업이 재석 중타령올 심청가의 중타령으로 전용하면서 엇모리가 

판소리에 삽입된 것 같다 15) 

엇중모리는 도드리와 같은 구조률 갖는 것으로 봐서 그 근원은 도드리에 있는 것 

같다. 도드리에는 3소박 6박자와 2소박 6박자 2종이 있다. 정악에 쓰이는 도드리는 3 

소박 6박차이고 판소리에 쓰이는 엇중모리 2소박 5박자이다. 도드리 기원젤을 세영산 

또는 편장단에 보이는 5박자 기원껄울 대고 있으나16) 경상도 동요나 부녀요에 이런 

6박차에 여느리듬형이 담기는 옴악이 혼히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도드리 장단의 

원형인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에 쓰이는 도드리장단이 기원에 대하여 훌山(단가) 기훤셜과 十二歌詞 기원 

껄이 있다.17) 그러나 판소리 엇중모리 기원셜은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판소리에서 진양온 김성욱이 처옴 내었고 총흥록이 판소리에 일반화시켰다 하지만18) 

김성옥이 우리 옴악에 없었던 장단을 창조해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진양장단온 전남무가에 두루 쓰이고 있고 남도 민요 육자백이의 창단에 쓰이는 

장단이니 김성욱이 이것을 용용했다고 해야 맞다. 

판소리와 산조에서 근원적으로 봐셔 판소리와 산조의 장단에는 광대소리(패기소리) 

에서 나온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와 같온 중중모리형， 무당소리(어정소 

리)에서 나온 엇모리형， 진양형， 가사에서 나온 엇중모리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판소리와 산조에 쓰이는 장단의 근간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이며 

이것은 창우집단의 광대소리 장단에 근원을 둔다고 할 수 있고 판소리가 발전되면서 

14) 이보행，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 엇모리 가락 비교" r만당 이혜구 박사 회갑기념 국악학논 
총 1969J , PP. 

15) 이보형， 위와 같융. 
16) 이혜구， 정간보의 대강 및 정간 장단. 
17) 임진핵， “이야기와 판소리" r실천문학 제2권 ‘이 땅에 살기 위하여’J (살천분학사 1981), pp. 

329-365. 
18) 정로식， 조션창극사 (조션일보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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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 단모리， 엇모리， 엇중모리와 갈온 창단이 첨가 되어 형행 판소리 장단이 되었 

던 것을 시나위가 판소리옴악율 수용하면서 산조가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엇모리 장단으로 구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우집단의 광대소리는 근원척으로 

결국 무가와 같온 의식음악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것은 觸률 달리할 

생각이다. 

III. 여느리듬형과 고형 

1. 중중모리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고형은 서양음악 이론대 하면 6/8로 둘이며 우리 장단의 길이 

는 12/8인데 傳統記護論으로 따지면 여느박(井間)으로 3小拍 4拍子이다.19) 이것은 여 

느박올 한정간에 적는 다는 전통이론과 중중모리와 자진모리가 4박자라는 전통이론 

에 근거하여 만든 박자론이다. 大拍은 둘이다. 따라서 이것들온 원칙척으로 3소박정 

간 4에 적어야 하고 3정간대강올 둘 그려야 한다. 

중중모리창단의 리듬형에 관한 것은 필자가 이마 다룬 바 있다.20) 이것을 요약하면 

판소리에서 중중모리 여느리듬형의 원형태는 여느박으로 따져 3소박 4拍子로 되었고 

대박으로 따져 2박 2대박자인데 사셜이 흔히 2흡步가 불고 앞뒤 大拍에 각각 1옵보 

씩 나누어 블는다. 자진기생점고률 예로 들면 r朝雲훌雨끼陽臺仙이』 하는 2옴보 사껄 

이고 불는데 各拍에 「조 - 운」 「양 대 선」 또는 r이 J하고 1-3음의 사셜이 불 

어 리듬素률 이루고 이 리듬소 둘이 집합하여 대박에 r조 - 운/모 - 우」 또는 「양 

대 선/이 - - J 하고 흔히 1-2옴보 사셜이 불어 小리듬型을 이루고 아 소리듬형 둘이 

집합하여 장단 길이로 「조 - 운/모 - 우//양 대 선/이 - -J하고 혼히 2-3옴보 사껄 

이 불어 여느리듬형을 이룬다. 

중중모리의 여느리듬형은 뒷대박에 있는 소리듬형의 세가 어떻게 불는가 사설이 

어디로 기우는가에 따라 달고 맺는 기능을 갖는다. 뒷大拍(중중모리 제3'제4박)에서 

4字 1음보의 사셜이 [- - - / - - - //양’ - 대/선’ - 이]와 같이 各拍의 제 1소박에 

19) 주 13과 같옴. 
20) 주 1과 같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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勢(액슨트)가 있고 끝박(충중모리 제4박)에 사셜이 第1小拍부터 제3소박까지 사껄이 

채워져 [- - - / - - - φ’ - 0/0' - 0]와 같이 된 리듬형은 ‘다는(이어지는) 리듬형’ 

이라 하며 이때 반주 고형은 [덩 - 딱/궁 또드 락/궁 - 딱/궁 또드 락]하는 훌型(북 

장고 리듬형)으로 끝에 r더르르」를 쳐 선울의 다는 기능올 맞춘다. 

치고 [- - - / - - - //양’ 대 선Y이 - -]와 같이 사설의 세가 불어 앞박(중중모리 

제3박)의 제 1소박에 세가 있고 뒷박(제4박)의 제1소박의 세가 당기어 앞박 제3소박에 

세가 있고 뒷박에는 세가 없고 제2-제3소박에 사설이 붙지 않고 비어 [---/--

/0’ 00’'/0 - -]와 같이 된 리듬형올 ‘맺는 리듬형’이라 하며 고형은 [덩 - 딱/궁 또드 

락/궁 풍 척/궁 - 궁]와 같이 된 훌훌型으로 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보이는 

중중모리장단 鼓型은 맺는 리듬형으로 ‘쁜’올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이고 대개 뒷 대박에서 사설이 [0’ - 0/0’ - 이， [0’ - Q기o 0' -], 

m’ - 0’'/ - 0’ 0], [0’ - - 기0' 0 0]와 같이 붙어 세가 끝 박에 있고 말이 물박의 제2소 

박 제3소박에 채워지는 경우에는 다는 리듬형이다. 사설이 [0' 00끼o - -], [1α - 0'/0 -

-], [0’00’'/ - - -]와 같이 불어 앞박(중중모리 제3박)의 제1소박과 제2소박에 세가 있 

는 형은 맺는 리듬형인데 이것은 맺는 것이 강조된 극단적인 형이고 m’ - Q깨’ - -J 

[0’ --/0'--]와 같이 앞박 뒷박에서 각각 제1소박에 세가 있을지라도 윗박의 제2-

제3소박이 비어 었으면 약하지만 맺는 리듬형으로 보는 것이다. 

판소리 중중모리 여느리듬형과 산조의 중중모리 여느리듬형올 비교해 보연 간옴 륙 

성올 발견하게 된다. 판소리에서 사젤이 불는 리듬형을 산조에서 幹音 리듬형올 꼽아 

보면 서로 버교될 수 있게 된다. 김죽파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의 내드륨은 간음이 r청 

당당당/당청당당」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판소리 중중모리의 2음보 사껄 만큼 불었다고 

할 수 었다. 각박에 r청 - 당」하는 1-3간옵이 붙어 리듬소를 이루고 이 리듬소 둘이 

집합하여 대강에 r청 - 당/당 - 당」하고 려듬소률 이루고 이 리듬소 둘이 집합하여 

장단 길이로 「청 - 당/당 - 당//당 - 청/당 - 당」하고 여느리듬형올 이루는 것이다. 

산조는 판소리와 달라서 사설이 없이 기악적인 선율로 되었올 뽕 아니라 장단 끝박 

의 제2-제3소박을 마치 반주하듯 선율 공간을 옴으로 메꾸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달고 가는 리듬형과 구별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 한갑득 거문고 산조21)의 중중모리 

21) 金大錫， 거문고散調 셰바탕 (서율:은하출판사 199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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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3장단에서 [살’ - 장5/똘’ 정 플/정’ 툴 통/툴’ 당 동]할 때 제4박의 제2소박 

[당]과 제3소박 [통]으로 채워지는 것온 본디 션율을 구성하는 옴이므로 ‘다는 리듬형’ 

의 톡성을 나타내는 音型올 이루는 것이요， 제4장단에서 [당’ 플 - 도/징’ - 지 동/뜰’ 

동 플Y 당 - 당]할 때 묻박의 체3소박 [당]은 제1소박의 음이 길기 때문에 옴의 공간 

을 메꾸기 위하여 반복하는 음형이니 본디 선율에는 없었던 음이다. 따라서 두 장단 

이 모두 제4박의 제3소박에 음이 있을지라도 제3장단온 다는 리듬형이며 제4장단에 

서는 제3박의 제3소박에 勢가 있으니까 ‘맺는 리듬형’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죽파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내드롬의 여느리듬형은 「청 -

당/당 - 당//당 - 청/당 - 당」으로 되었다. 재4박 끝옴 r동」은 공간을 메꾸기 위한 

옴으로 본다면 r당 - 청/당 - - J 으로 보고 r청」어l 세가 있어 이때 세는 ro’ - 0'/0 

- - J 로 되어 맺는형으로 볼 수 있으며 제2장단 뒷대강에는 「퉁 - 홍/청흥 퉁 -J하여 

앞박(제3박) 제 1소박 r퉁」과 뒷박(제4박) 제1소박에 세가 있어 ro’ - 0/0 ’ o -J하고 

각박의 제1소박에 세가 있고 맨 끝 박의 제2소박에 「흥」하고 음이 채워져 있어 다는 

형으로 볼 수 있다. 제3창단에서는 제2장단과 같온 구조로 다는형이며 제4장단에서는 

제 1장단과 같온 구조로 맺는형이다. 

훨바가 이미 밝힌 바와 갈이 중중모리장단의 리듬형은 본디 ‘다는 리듬형’과 ‘맺는 

리듬형’ 두 가지 기능에 대한 理論이 먼저 생긴 것이고 판소리 명창 김연수가 말하는 

起景結解 측 내고(起)， 달고(承)， 맺고(結)， 푸는(해) 이론은 진양에서 나온 것이기 때 

문에 중중모리에 척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22) 

실제 기경결해 이론을 산조 중중모리장단의 선율에 나타난 리듬형에 척용하여 보고 

자 한다. 이 이론대로 리듬형이 구성되게 되면 처용 起 즉 ‘낸다’ 또는 ‘일다’(일어나 

다)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낸다는 것온 ‘내드름’과 같온 기능이라 할 수 

있으니 중중모리 내드롬은 혼히 ‘맺는 리듬형’으로 되었다.<예 : 김죽파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내드롬〉 굿거리와 달리 중중모리에서는 내드룸의 리듬형을 혼히 ‘맺는 리듬 

형’으로 내는 것이나.23) 내드륨을 [혹 운 벽/ - 차 고.//백 운 무/릅 쓰 고]하고 내는 

金昌煥제 홍보가 제버노정기와 같이 중충모리 내드륨율 다는 리틈형으로 내는 경우도 

22) 주 22와 같옴. 
23) 위와 같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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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있는데 이것은 중중모리의 보편적인 내드름 특성이 아니다. 중중모리 장단쁜이 

맺는 리듬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는 리듬형으로 내게 되면 고수가 장단을 

잘못 판단하여 이른바 ‘장단올 뻐기 쉽다’고 한다. 

한자 그대로 ‘起’를 ‘일다’ 측 얼어난다는 말로 쓰는 경우에는 기숭전결의 리듬악절 

올 시작하는 기능율 갖는 선율형이나 리듬형으로 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리듬형으로만 

보았올 때에는 중중모리에 일으키는 리듬형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갈이 중중모리의 내드름이 혼히 맺는 려듬형으로 낸다는 것이니 리듬형으로 봐 

서는 結， 즉 맺다의 기능과 구별이 어렵다. 내드륨이 아니고 이른바 기승전결 악절이 

다시 시작되는 장단의 리듬형은 맺는 리듬형으로 된 경우도 더러 있지만 오히려 다는 

리듬형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중모리에서는 承 즉 다는 기능으로 된 가락의 리듬형이 리듬형으로 되었다는 것 

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 문제가 없다. 

중중모리에서 結 즉 맺는 기능으로 된 가락의 리듬형이 맺는 리듬형으로 되었다는 

것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 문제가 없다. 

산조 중중모리에서 解 즉 푸는 가락으로 된 장단이 있는지가 의심이다. 왜냐하면 

실제 음악에서 맺는 리듬형 다옴에 다른 려듬형이 나오지 않고 단락올 지고 있기 때 

문이다. 산조에서 중충모리의 추는 리둠형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맺는 

리듬형이 나오고 맺었으니 푸는 리듬형이 나와야 한다는 기경결해라는 이론이 진양 

24박론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양과 다른 유형의 장단인 중중모리와 같이 빠른 장단에 

서는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진양형 장단 이론 

과 중중모리형 창단의 이론은 구별하여 전개해야 한 다는 문제가 생긴다. 

중중모리의 창단에 나타난 리틈형의 달고 맺는 이륨은 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와 

같은 중중모리형 장단의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중모리 장단의 경우 

에는 느련 장단이라 리듬형에 의한 맺는 부분이 아니고 ‘졸라 렌다’고 하여 션율형에 

따른 맺는 부분이 있다는 것올 말하고 싶은데 이것온 선율유형에 관한 것이니 리듬형 

올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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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모리 

앞에서 충모리는 중중모리장단의 확대장단이라 하였다. 즉 중중모리는 3소박 4박자 

인데 견주어 중모리는 3박 4대박이다. 중중모리는 2대박자인데 중모리는 2대대박자이 

다. 중중모리장단에서 여느리듬형의 리듬소가 여느박(정간박)에 이루어지는데 견주어 

중모리에서는 리듬소가 大拍(大網拍)에 이루어진다. 즉 여느박(정간)이 대박(대강)으 

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춘향가 쑥대머리 내드름올 예로 들면 원형태인 여느리듬형은 사설이 「쑥대머리/귀 

신형용」하고 2음보 사셜이 불는다. 각 대박에 r쑥 - /대 - /머 -J 또는 r리 - /- -

/ - -J하고 1-3옴이 붙어 리듬소를 이루고 이 리듬소 둘이 집합하여 大大拍에 r쑥 

- /대 - /머 - //리 -/--/--J하고 혼히 1-2옴보 사껄이 붙어 小리듬형율 이 

루고 이 소리듭형이 둘이 집합하여 장단 길이로 r쑥 - /대 - /머 - //리 - / - - / 

- - ///귀 - /신 - /형 - //용 -/--/--J하고 혼히 2-3음보 사설이 붙어 여느 

리듬형을 이룬다. 

중중모리의 경우와 같이 중모리 여느리듬형 또한 뒷 大大拍에 있는 소리듬형의 리 

듬형태에 따라서 달고 맺는 기능율 갖는다. 고형 또한 같다. 

이채숙 채보 검죽파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1장단 간음은 r흥징흥정/흥정징징」하고 

2옴보 사껄이 불는 수만큼 음이 불었고 각 대박에는 r지흥 - 지」 또는 r지흥 정 지」 

와 같이 1-3옴이 불어 리둠소률 이루고 이 리듬소 둘이 집합하여 대대박에 r지흥 -

정/지흥 - 정」하는 것과 같온 小리듬형올 이루고 이 소리듬형 둘이 집합하여 항장단 

에 「지흥 - 정/지흥 - 정//지흥 정 지/다징 정 -J하여 여느리듬형을 이루고 있다. 

이 산조 중모리 계면조 제3장단에서는 제2대대박에서 각 대박에 세가 있고 r둥 당/ 

퉁 당/당 당//두 우웅/둥 당/당 -J 하여 끝 대박의 제2-3박에 음이 채워져 있어 다는 

형을 이후고 있다. 이것은 중모리 계면조 체4-5장단까지 같다. 

제6장단에서는 제2대대박에서 앞 대박(제3대박)의 제1 제3박에 세가 있고 뒷대박 

(제4대박)에는 세가 없고 끝대박의 제2읍 정올 반복하는 옵으로 봐서 간옴에서 제외 

하면 제2 제3박이 옴이 비어 있어 맺는 리듬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봤올 때 판소리에서 그렇지만 산조에서도 중모리장단은 중중모리장단의 확 

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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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는 고형옹 중중모리나 자진모리 고형과 대체로 같다. 중모리가 대박장단인만 

큼 한배는 배가 되므로 장단 치는 법이 다른 점이 있다. 즉 중중모리나 자진모리에서 

원칙적으로 맺는 리듬형에만 온각자리(복통꼭대기)를 크게 치지만 중모리에서는 혼허 

다는 경우에도 제9박에 가만히 치고 맺는리듬형에서는 크게 친다. 제9박올 치는 경우 

가 많게 되므로 소리의 철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선율이 졸라떼는 경우에는 제9박에 

온각자리를 매우 세게 치게 된다. 이것은 리듬적인 특성과 선율척인 륙성이 맞물려 

이루어진다. 중모리에서 제9박에 맺는 것은 여느리듬형의 리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 

이지만 소리가 졸라렐 때 장단의 제9박에 크게 치는 것은 악절의 리듬적 선융적 특 

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모리의 이런 특성에세 진양 24박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단모리 

단모리는 여느박(정간박)으로 2소박 4박자이고 대박(대강박)으로 2박 2대박자이다. 

홍보가 r쌀푸는데」에서 볼 수 있듯이 단모리는 한장단에 r홍보가/좋아라고」하고 2옴 

보의 사셜이 불는데 每拍에 r홍 - J r보 가」하고 사껄 1-2자가 불어 리듬소률 이루 

고 이 리듬소 둘이 모여 大拍에 r흥 - /보 가」하고 1음보 사껄이 불어 小리륨型이 

이루어지고 이것 둘이 집합하여 r흥 - /보 가1/좋 아/라 고」하고 2옴보 사셜이 불어 

장단길이로 여느리듬형을 이루고 있는 점은 중중모리와 같은 3소박 4박자 여느장단 

의 경우와 같다. 

요즈음 가야금산조에서 단모리(일명 세산조시)의 내드롬은 혼히 2小장단(두 장단에 

걸쳐 여느리듬형이 이루어지는 장단:주1 참고)으로 변화되어 동살풀이 리돔형으로 

바뀐 것이 많지만 본디 단모리 내드륨은 원형태로 시작하여 판소리 단모리의 리륨형 

과 같은 것이었다. 현행 단모리에서도 중간에 가면 아래와 같이 판소리에서 보이는 

원형태 리듬형으로 복귀하여 여느장단(한장단에 여느리듬형이 이루어지는 장단:주1 

참고)이 된다. 

김죽파 가야금산조에서 세산조시 내드름의 여느리듬형은 판소리 단모리와 달리 대박 

장단으로 되었다 r내드릅」올 「청 - /다 다ν창 다/다 다」하고 한장단에 할 것을 시가 

률 배로 늘려 r청 - / - - ;.홍당 - /다 -J r 청 - /다 회/ 당 -/다 - /하고 두 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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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연주하기 때문에 한장단에 여느리듬형율 이루지 못하고 두장단올 주기로 2박4 

대박자가 되어 각 대박에 r청 - / - -J 또는 r호당 - /다 -J하고 1-3개의 간옴이 붙 

어 리듬소롤 이루고 이것이 풀이 집합하여 대대박에 「청 - / - - //흐당 - /다 -J하고 

1옴보 사설 양으로 간음이 불어 小리듬형을 이루고 이것 둘이 집합하여 단모리 두 

장단에 걸쳐 r청 - / - - //흥당 - /다 - ///청 - /다 흐J당 - /다 -J 하고 여느리듭 

형율 이룬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는 여느리듬형이 2복 4대박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죽파 가야금산조의 세산조시 내드륨 선율의 여느리듬형은 세산조시 두 장단에 걸 

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김동준과 같은 고수는 장고반주도 내드름 부분에서는 두장 

단 단위로 r기 덩 - / - - //기 덕 - / - - ///궁 - /척 - //궁 - /팍 - /하고 치 고 있 

다. 세산조시 제2장단의 제2박에 「척」하고 온각올 친 것올 보면 고형도 세산조시 두 

장단에 걸쳐 2박 4대박자로 대박장단올 친 것을 볼 수 었다. 

이 대목은 세산조시 여느길이장단이 아니고 두 장단이 한 장단올 이루는 대박장단 

으로 통살풀이 한배로 되었다. 실제 옴악올 들어 보면 세산조시 내드름 대목온 세산 

조시장단으로 툴리지 않고 동살풀이장단으로 들린다. 만일 김죽파 가야금산조 내드릅 

의 여느리듬형대로 치지 않고 세산조시 장단으로 치게 된다면 대박장단인 내드름 선 

율의 여느리듬형과 매우 빠른 2소박 4박자 세산조시 鼓型과는 맞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산조의 세산조시는 본디 판소리 단모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초 가야 

금산조의 세산조시 내드름은 세산조시 중간 부분과 같이 「청 - /다 다//다 흐/당 -J 

하고 세산조시 한장단 즉 2소박 매우 빠른 4박자에 여느리듬형이 이루어지는 선율로 

시작하였고 장고반주 鼓型도 세산조시 한장단 단위로 r덩 - /다 다/구 척/궁 -J하고 

쳤었다. 필자는 옛날에 사석에서 성금연이나 합동정월과 같은 산조 명인이 그런 원형 

태로 세산조시 내드홈을 연주하고 지갑성， 김명환과 같은 고수가 그렇게 반주하는 것 

을 직접 본 척이 었다. 

4. 진 양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양은 중중모리형과 근원도 다르고 박자구조도 다르다. 그 

래서 진양의 여느리듬형온 여느박으로 따져 3소박 6학자이며 대박으로 따져 2박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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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이다. 본디 민요와 같은 자연상태에서는 진양 6박에 r저건너/갈미봉에」하고 사얼 2 

音步가 불고 제1-4박에서는 각박에 r저 건 -J 또는 r너 - -J 1-3음의 사껄이 불어 

리듬소롤 이루고 리틈소 둘이 집합하여 대박에 r져 건 - /너 - -J하고 1옴보 사셜이 

불어 소리듬형올 이루고 소리듬형 물이 집합하여 4박에 r저 건 - /너 - - //갈 - 미/ 

봉 에 -J하고 2옴보 사셜이 여느리듬형을 이루고 제5.6박은 비어 었다. 

북 장고 반주는 소리의 달고 맺고는 변화와 관계없이 제3대박(진양 제5.6박)을 [또 -

드 락/딱 - 딱] 잔가락으로 메꾸는 것이 무가나 육자백이의 鼓型이다. 

현행 중중모리 중모리 장단에서 달고 맺는 리듬형에 따라 고형올 달리하는 고법이 

이미 나왔으니 판소리 진양에서는 매각올 소리와 판계없이 같이 철 수 없으나 6박마 

다 다르게 쳐야 한다는 24박론이 생기었다. 

진양 24박론에서 말하는 起景結解는 漢詩 起承轉結論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것을 

중모리 3대박 4박자 구조에서 제1대박에 일고 제2대박에 달고 제3대박에 맺고 제4대 

박에 푼다는 이론을 기승전결에 적용하여 기경결해로 수정하고 진양 4각올 주기로 

중모리 고형율 적용하여 진양 제3대박(제5박 6박)을 변주해가는 고형 이론이 생긴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진양의 기정결해는 리틈형만으로 풀 수 없고 선울형 

으로 풀어야 한다. 

산조 진양에서 기경결해에 나타난 각의 리뜸형율 보면 이롤 알 수 었다. 김죽파 가 

야금산조 진양에서 장고 리톱을 보면 제1각온 起이고 제2각은 景이고 제3각은 결이 

나 各刻의 제3대박의 리듬형은 갈다. 즉 진양에서 기경결해는 중중모리형처럽 리듬형 

으로 푸는 것보다 선율형으로 풀어야 하고 또 기경결해라는 의미가 중중모리형의 경 

우와 다르다 할 것이다. 

진양 24박론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었다. 

r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느리듬형이 對比되어 홍사구조률 이루어 대리틈형이 

되는 단위롤 하나의 장단이라 이르는 예률 민요에서는 불 수 없지만 농악에서는 암슷 

채 두 여느리듬형을 한장단이라 이르는 예를 볼 수 있다. 또 농악에셔는 두 대리듬형 

이 대비되어 통사구조률 이루어 대대리듬형이 되는 단위훌 한 장단이라 이르는 예가 

있는데 판소리에서도 “진양온 24박이 한장단이다”할 때의 장단이 대대장단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연상태의 민요나 무가에서 진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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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된 노래는 3소박 6박자에 여느리톰형율 이루는 것이니 ‘진양은 본디 6박 한장 

단이다’할 때의 창단은 여느장단이 되는데 ‘진양은 24박 한장단이다’할 때의 장단은 

여느리듬형으로 된 진양(6박진양)의 4개가 되는만큼 이 4개의 여느리듬형이 대장단올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2개의 여느리듬형이 連接되었 

다고 반드시 大長短올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2개의 대장단이 연접되었다고 대대장 

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만일 판소리 진양 24박에서 각 여느리듬행이 통사구조를 

이루지 못하여 대장단올 이루지 못하면 4겹장단에 그치는 것이며， 진양 24박에서 연 

접되어 있는 여느리듬형끼리 둘씩 서로 대비되어 통사구조를 이루게 되면 대장단이 

되지만 진양 24박에셔 두 개의 대장단에 내재된 대리듬형이 대비되어 통사구조률 이 

루지 못하면 대대장단이 되지 못하고 두겹대장단에 그치고 말것이다. 소장단에 2소장 

단 4소장단이라는 용어률 쓰듯이 대대장단올 2대장단이라 이르는 용어도 생각해 봄 

직하다. 진양 24박온 과연 大大長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올 살피기 앞셔 진양 24 

박론이 나오게 된 내력을 살펴야겠다. 진양이 본디 판소리에 없었고 민요나 무가에 

&였던 것을 조선 순조 때 명창 金成玉이 진양을 판소리에 처옴 썼고 당시 명창 宋興

輸이 이를 판소리에 펴 보편화하였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며24) 또 오늘날 고 

로 명창들이 “총홍록 당시 진양은 6박으로 쳤다”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판소리 명창들은 민요나 무가에서 진양의 장고장단올 6박 한장단으로 치는 것 

처럽 진양장단을 여느장단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판소리 

에서 대리듭형이라든가 대대리듬형과 같은 총위 리듬형을 장단이라 이르는 예가 없었 

던 것 같다. (비록 달고 맺는 리듬변화에 대한 리듬인식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런데 

근래에 “진양은 24박이 한장단이라”하여 진양을 여느장단 보다 큰 충위의 장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동인온 무엇인가? 

앞에서 살며 보아 알듯이 판소리나 산조와 같은 변형태의 옴악에서 중모리， 중중모 

리， 자진모리 퉁 모든 장단으로 된 대부분의 소리대목이 겹장단으로 되었으니 진양이 

겹장단이라는 것온 유별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판소리에서 대부분의 장단이 불규칙 

주기 겹장단인데도 유독 진양장단에서만 ‘24박 한창단’이라 하여 네장단 주기 겹장단 

24) 鄭훌港， 朝4￥唱빼史(京城:朝함日報社， 1940) p. 김성옥， 송흥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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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올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때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판소리 ‘진양 24박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잠잠해졌지만 판소리와 산조의 연주자들이 진양 24박론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 

올 벌이던 때가 금세기 중엽이고 보면 이 이론이 생긴지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朴奉述， 金命煥， 金東俊 퉁 판소리 명창 고수롤이 ‘송흥록 당시에는 진양올 6박으로 

쳤고 24박론이 나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중언올 하는 것을 펼자는 여러 

번 들어 알거니와 판소리명 고수 송영주에 의하면 판소리 24박론이 고종 말기 명인 

명창인 全道成， 全桂文 때부터 있었다고 하고， 판소리 명창 金演洙에 의하면 진양의 

24박을 ‘起景結解’라 이른 것은 고종말기 명고수 吳聖三에게서 나왔다고 한만큼25) 진 

양24박론이 일반화된 것은 五名唱 이후 일이라 할 수 있다. 朴春成에 의하면 그가 젊 

어서 대선배 명창들과 함께 協律社 수회 공연올 하였는데 밤에 여관에서 명창들이 진 

양 24박의 북치는 법을 두고 여러 가지로 토론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한다. 그 때 

진양 제2각을 궁손(북편)‘구궁’으로 푸느냐 북통 ‘또드락’으로 다느냐 하는 논의가 있 

었는데 그 때는 이상하게 오늘날과 달리 진양 제2각에 뒷손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 

이 우세하였다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올 주목하게 된다. 그 하나는 협율 

사 당시까지도 진양 24박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둘은 진양 제2 

각은 다는 기능뽑 아니라 푸는 기능이 있다고 명창들이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진양 

24박론이 나온 것은 5명창 시절이고 이것이 정립되어 절정기에 오른 것은 금세기 중 

엽이며 이를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 이가 명창 김연수라 할 것이다.J 

산조의 24박론은 판소리 진양 24박론에서 나온 것이다. 판소리 진양 24론이 리듬형 

의 달고 맺는 형과 관계 없이 4가 단위로 치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니 반드시 여느리 

듬형파 고형이 맞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양 24 이론은 중중모리 

장단에서 보이는 리듬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중모리 고형올 토대로 24박 고형을 

만들고 졸라 떼는 이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는 선율형 

과 관련지어서 풀어야 한다. 

25) 金홉洙 명창이 1970년대 초에 판소리보존회에서 충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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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말 

산초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엇모리와 같온 장단으로 구성된 

것은 산조가 시나위훌 모태로 하여 발생하여 판소리 옴악으로 변신한데서 비롯된 것 

이다. 그래서 각 장단에 내재되어 있는 장단의 여느리듬형의 특성 또한 판소리의 각 

장단에 내재되어 있는 여느리틈형과 같다. 

그리고 여느리틈형외 달고 맺는 기능에 따라 고형을 변화있게 치는 이론도 같다. 

진양 24박론도 판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산조에서도 

그대로 안고 었다. 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진양장단의 문제는 판소리에서 일으킨 

것이니 이는 판소리에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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