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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申 大 澈

(江健大學校)

훌훌術音樂으로서 散調가 우리음악에서 점하고 있는 位置와 그 톨{直는 아무리 團調해 

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器樂에서 散調가 차지하고 있는 比重과 앓劃옴 훌樂에서 

판소리가 擔當하고 있는 그것과 같다고 하겠다. 특히 觸奏音樂이 귀한 우리의 音樂的

事情에서 散調의 重要性올 彈調합온 當然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周知하듯이 fJm椰琴으로부터 出發한 散調는 오늘에 이르러서 雅樂器률 제외한 거의 

모든 우리의 雄律樂器훌 위한 獨奏홈樂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여러 樂器훌 위한 散

調의 演奏會가 곳곳에서 보다 자주 열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事情이다. 이러한 演

奏熱과 함께 散調音樂에 판한 世A의 關心 또한 高懶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를이라 

고하겠다. 

散調에 판한 關心은 散調鼎究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진 散調

짧究는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짧究의 여러 結果에 의해 이록된 散調에 관한 知

識과 情報， 짧究方法과 技術의 훌積도 이제는 적지 않은 量이 되었다. 따라서 보다 나 

은 앞으로의 散調짧究롤 위해 지금까지의 諸新究 結果롤 點檢하여 이롤 整理·反省해 

봄도 無意味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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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調는 結樂器나 管樂器에 의해서 演奏된다. 鉉樂器률 위한 散調는 빼椰琴·거문고· 

쫓琴·牙筆에 의해서 演奏된다. 그리고 管樂器롤 위한 散調는 주로 大혹과 피리에 의 

해 演奏되고 있다. 한 때 短蕭와 太平蕭에 의해서도 散調가 演奏되었다고 하나 이제 

는 이 둘에 의한 散調는 쉬 접할 수가 없게 되었다. 

鉉樂器인 쫓琴과 牙筆은 傳統的으로 우리음악에서 管樂器로 取됐되었다. 그래서 本

考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未來의 管樂散調 흉타究를 위한 작은 鍵石 하나를 마련해 보고 

자하는 바랍에서 쫓琴散調와 牙筆散調를 위한 짧究까지률 包含하여 지금까지 행해진 

管樂散調에 판한 많存 鼎究結果의 內容과 그 成果 혹은 意議롤 간단히 살펴보고 앞 

으로도 繼續될 管樂散調 11f究에서 유의해야 할 事項올 點檢해 보려고 한다.1) 

II. 大쏠散謂에 빼한 冊究

管樂散調에 관한 新究에서 가장 많은 양의 맑究가 이루어진 分野는 大혹散調이다. 

다른 管樂散調 짧究는 한 맑究者에 의해 一回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大答散

調 맑究에서는 後續흉R究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짧究結果률 맑究가 행해진 順序에 따 

라 살펴보려고 한다.2) 

r大쌓澈뼈 진양조의 뼈와 旅律比較」

韓$훌洙流의 大答散調 진양조 提律을 많存의 韓周煥과 徐龍錫流의 大쪽散調 樂錯를 

비교하는 方法으로 大혹散調에 보이는 ‘各 調의 特徵과 構成音의 相표 關聯性 및 가 

락의 類似性올 밝혀 보려함이 이 鼎究의 目的이다.3) 그리고 이 짧究의 結果는 다음과 

1) 但， 本考에서는 管樂散調에 관한 많存의 여러 없究物 中에서 管樂散調에 直接的으로 關係된 것 
만융 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管聚散調에 관한 報告훌， 뺨樂散調의 훌賞융 위한 解說과 같은 
文件은 이곳에서 取板하지 않았다. 이외에 採錯된 여러 管찢훌k調 찢@ð홈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경주된 맑究의 한 훌빼이기는 하지만 맑究的 性格융 지닌 陳述없이 버版된 樂體는 역시 이곳 
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 本考에서 ‘管樂散調’의 용어는 ‘管樂器톨 위한 散調’률 의미한다. 다만 
편의상 이륨 줄여서 ‘뺨樂散調’로 本考에서 사용되었을 뿔이다. 

2) 但， 本考에서 後.m究라 합용 同 流派의 散調m究가 아니라도 同一A에 의한 同一 樂器의 散
調흙究가 後빼的으로 행해졌융 때률 意味하는 말로 쓰였다. 그리고 同-A에 의한 後빼없究 結
果는 全빠的인 大혹散짧 m究의 順과 빼係없이 該훌 m究者의 最初 m究結果 檢討얘 연이어서 
차혜로 계속 檢討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原則은 뒤에서도 適用된다. 

3) 金順玉大혹散調 진양초의 調와 旅律比較J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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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韓範洙 大쪽散調의 진양조 졌調 12장단의 構成音은 g[ ’ ]'b b ['}c["}d["}f["]용이 

고 中心音은 g[’]이며 b b [’]음파 f["]음은 退聲하여 a[’]음이나 e[’]옴까지 내려가고 

d[’]는 經過音으로 많이 나타난다. 맺는 音은 g[’]음이거나 5도 아래 c[’]옴이다.4) 

平調 12장단의 버現音은 f['}g[']'b b [’].c[' '}d[' ']音이며， 中心音은 b b [’]홉이다. 

f[']音과 b b [']音은 退聲하지 않고 音進行은 2도와 3도가 대부분으로 順次進行올 한 

다. 맺는 音은 f[’]音이고 c[’]音에서 f[’]音으로 上行終止한다.5) 

界面調 44장단의 出現音은 f[ ’}g[']'a[ ’ ]'b b [’}c["}d["]音이 고， 中心홉온 c["]音이 

다. f[’]音은 e[ ’]Y- e b [’]音까지 退聲하고， b b [’]音은 g[’]音에서 끌어올려 거의 c["] 

음까지 推聲한다. g[']音은 떠는 音으로 굵고 깊게 弄音하고 d["]좁은 꺾는 音이다.6) 

률界面 20장단의 出現音은 f[ ’}g[ ’}a[ ’}b b [’].c[' '}d[' '}e b [' '}e["]音이고， 主要

構成音은 g[’}c["]'d["}e b ["]音이다. 中心音은 c["]音이고， g[’]音은 격렬히 떠는 

音이다. d["]音은 꺾는 音으로 길게 지속하다 끝 부분만 獨特하게 흘러내린다.7) 

變界面 8장단의 出現음은 g[ ’}a['}b b [’].c[' '}d[' '}e b ["]音이 고， 主要 構成音은 

b b [’}c["}e b ["]'g["]音이 다. e b ["]音은 中心춤이 고， g[’]음은 꺾 는 音이 다. b b ['] 

音은 떠는 훌이고， c["]音은 b b [’]훔의 投홈j을 보완하며 깊은 弄音의 떠는 音 구실올 

한다. 맺는 音은 中心音 e b ["]음이다.8) 

韓範洙流의 大혹散調 진양조에서 그의 더늠 36장단을 제외하면 韓周煥流의 大혹散 

調 진양조 旅律과 겼調 7長短·平調 6長短·界面調와 흉흉界面 34長短 合 47長短의 避律

이 類似하다. 徐龍錫流의 同 族律과는 겼調 7長短·平調 1長短·界面調 5長短 合 13長短

의 旅律이 類似하다. 따라서 韓範洙의 大答散調는 朴鍾基의 系講라 할 수 있다.9) 

이 맑究는 管樂散調 짧究의 本格的인 出發線이 된 짧究이다. 이 흉타究에서 얻을 수 

1984), 2-3쪽. 
4) 金順玉， 위 의 글， 4-9쪽. 

5) 金順玉， 위의 글， 9-12쪽. 
6) 金順玉， 위 의 글， 13-17쪽. 

7) 金順玉， 위의 글， 18-22쪽. 

8) 金順玉， 위 의 글， 23-26쪽. 
9) 金順玉， 위의 글， 3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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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所得은 韓範洙流 大쪽散調의 진양조의 旅律이 겼調·平調·界面調·를界面·흉界面의 

構造로 되어있다는 事톰과 이 各 調의 各 홉成音과 그 各 音이 갖고 있는 擬能이 本

格的으로 調議된 일이다. 그리고 徐龍編流의 大혹散調 同 부분과의 比較률 통해 韓範

洙流 大答散調 진양조의 旅律은 韓周煥流의 $휠律올 많이 借用한 것으로 보아 朴鍾基

의 散調 系讀라는 意見의 陳述과 이 陳述에서 보인 韓範洙流 大答散調의 源流롤 밝히 

려는 努力이다. 

2. r大~없뼈의 시김새에 빼한 맑究」와 그 後빼隔究 

(1) r大答散調의 시김새에 關한 冊究」

위 「大혹散調의 시김새에 關한 짧究」는 韓範洙 大쪽散調 진양조의 시김새가 어떠한 

規則에 의해 쓰여졌고， 시김새의 特徵은 무엇이며， 시김새는 調의 흉化와 곡의 速度와 

는 어떠한 關係를 갖는지를 살펴보려는 目的의 짧究이다. 이 目的올 위해 태한 方法

은 많存의 大쪽散調護와 짧究者에 의해 採諸된 韓範洙 大쪽散調짧의 分析이었고，10) 

冊究結果는 아래와 같다. 

韓範洙 大쪽散調 진양조 시김새의 種類에는 크게 보아 앞 꾸멈 시김새와 뒤 꾸멈 

시김새 2종이 었다. 앞 꾸멈 시김새의 種類는 6종의 ‘原흡보다 낮은 音으로 시작하여 

꾸미는 시김새’와 2종의 ‘原흡보다 높은 音으로 시작하여 꾸미는 시김새’， 그리고 各

各 2종의 ‘鳳音보다 낮은 音에서 높은 音을 거쳐 꾸미는 시김새’와 ‘原音파 같은 音으 

로 시작하여 꾸미는 시김새’가 있다. 위와 같은 앞올 꾸며주는 시김새는 rt와 南·、째· 

太·林과 橫·件파 微·無[높은]-林[낮은]과 黃 站의 }I圓으로 많이 出現한다.11) 

뒤 꾸멈 시낌새의 種類는 3종으로 ‘原훔보다 낮은 音으로 시작하여 꾸미는 시김새’ 

에 3총， ‘原音보다 높은 音으로 進行하는 시김새’에 1종， ‘原音과 同音으로 꾸며주는 

뒤 꾸멈 시검새’에 1종이 있다. 이 뒤 꾸멈 시김새는 件·林·林[낮은]과 橫·南파 찮·太· 

빼의 順으로 많이 출현한다.12) 

10) 申龍文大혹散빼의 시낌새에 관한 없究J (셔율:빼園大뽑校 數育大뿔院 碩士뿔位빼文， 1985), 
5쪽. 

11) 申龍文， 위 의 글， 6-28쭉 

12) 申龍文， 위의 글， 2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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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原音올 반음이나 온옴 옳려주는 시김새와 原音올 반옴이나 온융 내려주는 

시김새， 그리고 退폴과 搖聲 시김새도 있다. 그리고 시김새는 界面調·률界面·平調·겼 

調·變界面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며， 速度가 빠른 長短일수록 시김새의 種類와 出現

回數가 줄어든다.13) 

위 맑究가 우리에게 준 大쌓散調에 관한 知識은 大혹散調 시김새의 현상을 具體的

으로 可視化한 內容이다. 즉 大혹散調에 보이는 시검새를 그 位置와 쓰임에 따라 -

目顆然하게 種類別로 나누고 每 音과 各 調에 따른 시김새 用、途의 體制률 具體化하여 

區別한 일이다. 이는 大쪽散調에서의 시김새 역할과 意味률 충분히 提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 짧究의 意옳를 찾을 수 있게 된다. 

(2) 11'韓範洙流 大쪽散調』 

同一A에 의해 위 韓範洙의 大答散調 짧究는 『韓範洙流 大혹散調Jl14)에서 fIti單히 

계속되었다. 이에 의하면 韓範洙의 大혹散調는 쩌調(f’ "g ’·뇨~"c""d")"平調(꼈調와 같 

온 構成音)"界面調(g ’ "b D ’"c"d""e D ""f")"變界面(b D ’ "c""d""을뇨~.g""a D ")훌륭界面 

(d""e D ""C"a""b D ")과 .zp:調性 경드름(輕[京]調)으로 되어었다. 진양조는 깅경調·平 

調·界面調·륨界面·變界面·界面調로 되어있고， 중모리는 겼調·平調·界面調·變界面·界面調 

로 되어있다. 그리고 중중모리는 깅겨調·界面調·平調·界面調로 되어있고， 자진모리는 꼈 

調·平調·睡調(경드름).界面調·輕調(경 드릅).界面調로 되 어 있다.15) 

이곳에서 우리가 알게 된 事實은 韓範洙 大혹散調 各 長短의 완전한 調 構成의 률 

이다. 以前의 大쪽散調 맑究에서 취급된 大答散調 調 構成의 툴은 진양조에 局限되었 

으나 이 곳에서는 모든 韓範洙 大쪽散調의 장단으로 調 構成의 툴이 훌大되어 陳述되 

었다. 그래서 韓範洙 大쪽散調 全長短의 調 構成 툴율 한 눈으로 把握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글의 成果라고 하겠다. 

13) 申龍文， 위의 글， 39-47쪽. 

14) 申龍文 r障範洙流 大答散調J (서율:은하출판사， 1991), 16-18쪽. 
15) 申龍文， 위의 책， 16-18쪽. 但， 밀출 部分온 本淸(中心音)율 의미. 以下 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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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大혹없뼈의 훌組훌과 홉에 판한 맑究」와 그 後빼맑뿔 

(1) r大혹散調의 音組織과 淸에 관한 흙究」 

위 맑究는 ‘한주환 산조에 쓰인 옴조직， 한주환 산조의 청변화 방법， 다른 류 대금 

산조의 청변화， 대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청변화의 가능성’올 알아보기 위한 

짧究이다. 그리고 진양조에 局限된 이 짧究를 위해 동원된 짧究方法은 採讀된 樂짧와 

l1f究者의 試廳演奏를 통해서 ‘각 구성음의 기능올 파악하는 분석적 방법’이다.16) 

위와 같은 目的과 方法으로 된 이 짧究에서 論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즉 韓周煥

大쪽散調 진양조에 쓰인 調는 f’ .g ’·뇨L.c".d"音으로 된 꼈調와 g ’ .bb ’ ·ζ~.d".e b ".f" 

좁으로 구성된 界面調이다. 그리고 이 두 調는 본청우조·본청계면조·변청계면조·본청 

계변조·본청우조·본청계면조의 )1圓序로 韓周煥의 大쪽散調 진양조에 나타난다)7) 

韓周煥의 大혹散調 진양조에서 본청계면조와 변청계면조는 서로률 완전 4도 위나 

아래의 調로 훌훌調한 淸바꿈한 關係이다. 그러나 韓範洙와 徐龍錫流의 大혹散調 진양 

조의 위 關係는 各各 장 3도와 완전 5도 上下 關係이다.18) 

本淸겼調에셔 本淸界面調로의 조변화는 g’음의 機能이 界面調에 맞는 떠는 청으로 

바뀌고 本濟겼調에 없었던 eb ’→d'의 꺾는 청이 동장하면서 調가 변화된다. 本濟 界

面調에서 變濟 경경調로의 변화는 本濟이 c"• e b "로 上行하면서 調가 바뀐다. 훌演 

쩌調에서 本淸 界面調로의 변화는 前者의 本濟언 e b' ’을 꺾어서 後者에서 d"를 바 

로 내면 이루어진다.19) 理論的으로는 大答散調의 界面調에서 13종， 껴꺼調에서 12총의 

調로 演奏가 가능하냐 짧究者의 試驗 演奏에 의하면 實際로 演奏가 可能한 調는 各各

8총이 된다.20) 

이 l1f究에서 알게 된 事.온 韓周煥 大答散調 진양조의 調性과 그 變化， 各 調의 

훌化過程에서 R훌훌정된 各 調間의 關係， 調 흉化에 따른 各 調의 各 音이 갖는 륙별한 

16) 林宰玩大혹散뼈의 音組澈과 빼에 관한 흙究J (서율:漢빼大學홉 大學院 碩士學位輪文， 1988), 
4-6족. 

17) 林宰洗， 위 의 글， 8-28쪽. 

18) 林宰洗， 위 의 글， 42-48쪽. 

19) 林宰洗， 위 의 글， 49-56쪽. 

20) 林宰玩， 위 의 글， 58-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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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能의 轉換， 그리고 大혹散調에 使用 可能한 各 調의 理論的이거나 톨際的인 種類의 

確認이다. 이 글에서 이와 같이 言及된 여러 事톨온 前의 陽究에서는 없었던 內容이 

다. 그래서 비록 韓周煥 大혹散調 진양조의 한 장단에 해당된 陳述이지만 散調에서 

보이는 위의 여러 音樂的 現象올 보다 包括的으로 把握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隔究가 

거둘 수 있는 成果라고 하겠다. 

(2) r韓周煥流 大쪽散調」 

韓周煥流 大쪽散調를 採讀한 樂諸集인 이 곳에서 짧究者는 아래 (3) Ii"元長賢流 大

혹散調』와 같은 方法으로 韓周煥 大혹散調를 分析하였다. 이 『韓周煥流 大쪽散調』는 

위 (1) r大答散調의 音組織과 淸에 관한 짧究」를 잊는 後續 昭究가 된다. 즉 (1)에서 

는 韓周煥 大쪽散調의 진양조만을 다루었으나 이 곳에서는 韓周煥의 大答散調 全部률 

다루었다. 따라서 그의 진양조에 관한 內容올 제외하면 이 곳에서 言及된 內容은 다 

음과같다. 

중모리는 %調(b b ’의 本淸).界面調(c"의 本演)로 구성되었다. 중중모리는 쩌調(b b ' 

의 本淸).호걸제(다'e b ’ 'f’ 'g"b b ’).호걸제 (f" 'g'" 뇨호~'c"'d' ’)로 構成되었다. 자진모 

라는 계면조(g"b b ’ ·ι~'d" e b "'f")'호걸제(ι~'e b "'f"'g"'b b ").계면조·변청 계면조· 

본청계면조·우조로 되어었다. 韓周煥 大혹散調의 융조직과 선윷륙징은 옴계 및 장단 

의 구조적 형식이 현행의 툴에 많이 척용이 되고 있다. 전조기법을 사용한 청 변화 

선율이 대금산조에 최초 둥장， 즉흥성이 매우 강조， 전체적 시김새에 역첩을 두어 옴 

하나하나롤 야무지계 연주하는 매력(성옴)을 갖고 있다. 자진모리의 리듬 변화가 다 

양， 새 소리의 의성어가 최초로 보이고， 韓周煥옹 大혹散調 중시조라 할 수 있다.20 

이 글은 위 (1)의 liff究의 直接的 後續맑究이 다. 그래서 이 글로 인해 韓周煥의 大

쪽散調 한바탕 全體 構造의 把握이 可能해졌다. 그러니까 위 (1)의 內容온 이 (2)로 

인해 連續性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意義률 찾을 수 있다. 

(3) Ii"元長賢流 大答散調」

이 文歡은 흙究者에 의해 채보된 元長賢流 大혹散調의 樂훌홉훌이다.껑) 그러나 昭究

21) 임재원 r障周煥流 大확散뼈J (서울:도서출판 어율립. 1994) 2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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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는 元훌Jf流외 大혹散調률 위 (1) r大쪽敵調의 홉組織과 濟에 판한 뽑究」에서 채용 

될 것파 類似한 方法으로 分析하여 위 散調는 본청우조(b b ’옴이 본청).변청우조(e b" 

옴이 본청).본챙계면조(c"옴이 본챙).제1변챙 계면조(f"음이 본청).제2변청 계면조 

(b b ’옴이 본청).제3변청 계면조(g"읍이 본청).호걸제(본청은 우조와 같으나 선윷형이 

다름， 혹은 c'옴의 계면조이나 꺾는 목올 쓰지 않음)로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 

한 다양한 調로 된 元長賢流 大쪽散調는 음계 변화가 다채로우며 곡의 느낌은 화려하 

며， 전 음역에 선율이 고루 분포되어있고， 계면조 사이의 짧온 우조 선율로 인해 콕의 

분위기가 변화된다23)고 뽑究者는 說明하고 있다. 

이 글에서 거두게 될 成果는 위 (1), (2)와 類似하다. 위 (1) 짧究의 對象은 韓周煥

大혹散調 진양조 한 長短이었고， (2)로 인해 韓周煥의 大혹散調 全鏡가 드러났었다. 

그러나 元長賢流 大혹散調의 全 長短 모두의 音樂的 構造가 이 글에서 取投된 점이 

앞과는 다르다. 따라서 元長賢의 全 大쪽散調 調性 構造가 이 곳에서 把握된 점이 이 

(3)이 지닌 意義라고 본다. 

(4) r박종기류 대금산조의 옴조직과 선율구성」 

1930년대 中盤의 SP옴반에 수록된 최초의 大혹散調 연주자로 알려진 박종기의 大

혹散調 진양조훌 採讀·分析하는 方法으로 그의 散調에 쓰인 음조직·선율의 구성방법 

및 륙정율 밝히려 함이 위 짧究의 目的이었다.찌) 

그리고 위 昭究에 의하면 朴鍾基 大答散調 진양조는 겼調(f’ 'g" 뇨L'c"'d")와 界面

調(g ’ 'b b ’ 'L'd"e b !!'f")로 #훌成되었고， 中心音으로 終止한 後 다시 4도아래로 웅 

답하는 선율형이 3회 반복하는 종지형태가 꼈調 旅律의 단락 구분 근거가 된다. ‘界

面調외 떠는 청， 꺾는 청， 본챙올 한 각 안에셔 구사하여 안청된 종지감을 주는 곳’이 

단락이 된다. 提律은 겼調에서 3부분， 界面調에서 5부분으로 나누어지고， "Æ술律 構成의 

特數은 다옴과 갈다. ‘타 산조에 비해 우조 션율이 많다. 위에서 본 선율의 단락을 구 

22) 林宰玩 r元長賢流 大혹散짧J (서율:도서훌판 한소리， 1990. 
23) 林宰玩， 휘외 빽， 11-26쭉. 
24) 임재원박종기류 대금산조의 옴조칙과 선율구성」， r훌훌園音짧學~ (서율짧園古音盤맑究會， 

1991), 창간호， 155-57쪽. 

-162-



분하는 선율 형태가 보인다. 앞 각의 마지막 옴온 뒤 각의 예시옴이 된다. 2분박과 

변박이 보인다. 계면조 종지선율온 4도 아래의 대비(문답) 선율율 갖는다. 청의 변화 

가 거의 없다. 중옴의 역활이 두드러진다.6박의 반복 리듬으로 되어었다. 진양조의 

장단 길이가 일정치 않고， 한배가 지금보다 빠르다.’25) 

짧究者는 이 昭究에서 위에서 태한 많存의 l1f究方法올 택하여 朴鍾基의 大쪽散調 

진양조를 分析하여 朴鍾基 大쪽散調의 調性과 旅律 構成， 그리고 이 散調의 特徵을 

알게 하였다. 특히 族律의 段落26) 構成올 區分 可能하게 한 方法의 發見은 後의 짧究 

에 한 示浚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여러 점에 이 흉타究의 意義

가 있다고 하겠다. 

(5) r박종기류 대금산조의 옴조직과 선율구성( II) J 

이 新究는 위 (4)의 後續 짧究이 다. 이 흉R究는 朴鍾基 大쪽散調 중모리와 국[굿]거 

리를 중심으로 하여 위 (4)와 同-한 짧究텀的과 짧究方法으로 행해졌다.킹) 그려고 

다음의 여러 內容이 論議되었다. 

중모리는 내드롬조(d ’ .f"g느b l> ’ 'c").겼調(f’ 'g ’·뇨L'C"'d")'界面調(g ’ 'b Þ ’ ·ζ~'d"e 
Þ ".f")로 構成되었다. 선율의 률이 현행 대금산조에 많이 적용되고， 아홉째 박에서 

단락이 종지훌 해 규칙적 장단올 피한다. 우조에서 계면조로 바뀔 때 연결구(경파선 

율)를 사용， 떠는 청으로 종지， 2/ J.박의 리듬과 16박의 호홉자랑 부분의 동장， c" 본 

청 계면길 사이의 bÞ' 본청 우조 길로 인해 선율의 분위기 변화， 반복과 짧은 선율 

단위로 인해 단조·산만한 느낌， 진양조와 같은 4도 관계의 대비(문답) 선율 전개는 그 

의 독특한 선율작법 (style) 중의 하나이 다. 

중중모리 장단은 없고， 자진모리(굿거리)는 내드름조·평조길 호걸제(C’ 'd ’ 'f:g ’ 'bb ’). 

우조길 호걸제 (f"g" 뇨L'c"'d")'판소리 호걸제(~'e b ".f"'g"'b b "'c''''e b "’).계면 

조(g"b b ’ '~'d' ’e b "'f")로 구성되었다. 내드륨조로 시작， 선율의 대비 자주 퉁장， 

25) 임 재원， 위의 글， 173-89쪽. 
26) 이 률의 內容에 의 한다면 段짧보다는 樂句(phrase)의 用語가 더 遺홉하겠다. 

'2:1) 임재원박총기류 대금산조의 옴조직과 션율구성(IT)J ， r활園音盤學J (서울:빨園古홉盤맑究會， 
1994), 제4호，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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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화가 없으며 반복 선율이 많다. 변박과 엇박의 다양한 리듬， 호걸제와 계면조의 

종반부 선율은 현행 산조에 전송， 약 70%의 선옳이 호걸제(但， 3종의 호걸제)， 호탕 

하고 활달한 분위기의 산조이다_28) 

이 짧究는 前의 (4) 짧究률 잇는 後樓짧究로서 朴鍾基 大쪽散調의 全 長短올 分析

하여 잊혀져 간 옛 名/\의 散調音樂에 대한 關心올 提高시킨 데 意義가 있다. 그리고 

前의 짧究에 이어서 한 名A의 大쪽散調 全 長短올 體系的으로 다루어 그 全鏡률 把

握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또 다른 意義률 찾올 수 있다. 

4_ r金東鋼 大혹散調의 시김새에 관한 考흉」 

행규究者는 金東鎭의 散調가 활발히 演奏되고 있지 않아 이률 採講·分析함으로써 이 

散調가 활발히 演奏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散調와 比較·檢討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게 하기 위함에 이 隔究의 目的올 두었다. 위의 目的올 위해 짧究者는 金東鎭

大쪽散調 진양조 시김새에 使用된 規則， 旅律進行과 調에 따른 시김새의 變化， 시김새 

와 速度와의 關係를 앞 꾸멈 시김새와 뒤 꾸멈 시김새로 나누어 分析的 方法올 통하 

여 金東鎭의 녹음자료와 맑究者에 의해 채보된 樂讀를 통해 살펴보았고，쟁) 그 結果는 

아래와 같다. 

金東鎭의 大혹散調 진양조는 꼈調(제4-8장단의 雄律은 同一)-平調(제5-9장단 旅律은 

겼調의 제9장단과 同 제7-11장단 族律은 同 제2.6.10장단 族律은 同一)-界面調

(제6.18장단 X숱律은 同一， 제7-8장단 旅律은 제19-20장단과 同一， 제22장단 旅律은 제 

10장단의 變形)-륨界面調(제8장단 族律은 界面調의 제7창단과 同一， 제10-11장단 族律

은 各各 界面調의 제212.17장단 과 同-)로 되 어 있다_30) 

앞 꾸멈 시김새는 本좁보다 낮은 音으로 시작하는 시김새 (3종)， 本音보다 높은 音

으로 꾸며주는 시김새(4종)가 었다. 뒤 꾸멈 시김새에는 本音보다 낮은 音， 本音보다 

높은 音， 本音보다 한음 위나 아래 音， 本音보다 한 音 위 흠이나 本音올 내는 4종이 

28) 임 재원， 위 의 글， 29-48쪽. 
29) 柳京祚金東빼 大확훌k調의 시김새에 판한 考흉J (서율:漢陽大學校 大뿔院 碩土뿔位짧文， 

1988), 2-3쪽. 
30) 柳京祚， 위 의 글，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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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1) 

위와 갈은 시김새는 旅律이 上行進行時에 36회， 下行進行時에 45회， 同홉進行時에 

47, 合 128회 出現한다. 그리고 꼈調에서는 34회， 平調에서는 31회， 界面調에서는 36 

회， 賣界面調에서는 27회 出現한다. 앞 꾸멈새가 뒤 꾸멈새보다 많이 버現하며 後者

는 겼調와 平調에만 버現한다. 앞 꾸멈 시김새와 다루치는 시김새는 界面調와 률界面 

調에서 많이 出現하고，32) 진양조에서 16회·중모리에서 17회·중중모리에서 8회·자진모 

리에서 7회 出現하여 速度가 빠를수록 적게 出現한다.33)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갈 

수록 시김새의 출현이 적어진다.34) 

이 짧究는 金東鎭 大쪽散調 진양조의 調性 構造와 시김새의 種類， 各 調와 廳律에 

서의 시김새 쓰엄， 그리고 各 長短에서의 시김새의 出現 程度롤 알게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結論은 짧究의 對象은 달랐지만 앞 나항 (1)의 r大쪽散調의 시김새에 

關한 昭究」에서 整理된 結論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大혹散調의 진양조에 쓰 

인 시검새의 여러 用法은 韓範洙나 金東鎭流의 散調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의 確認이 이 짧究의 所得이 되고 있다. 

5. r大혹澈햄의 리돔에 관한 맑究」 

徐龍錫流 大혹散調의 ‘중중모리의 각 리톰율 이루는 기본단위(Beat)의 분할방법과 

그 분할된 리듬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리듬 꼴)률 고찰하고 중충모리의 리듬구조 

롤 알아보고자 하는데’35)에 이 짧究의 目的이 있다. 많存 2종의 樂훌훌와 흙究者에 의 

해 再採讀된 樂훌훌훌 分析하는 方法으로36) 이루어진 이 맑究에서 論議된 事項은 다옴 

파같다. 

徐龍錫流 大答散調 중중모리 71장단의 기본단위 리듬형태는 36종에 이르고， J. 1. 

Þ J .JJ.þ Þ.m. J þ 의 리듬이 많이 나타난다. 리듬형은 3분박 리듬(34회 출현， 48%)， 

31) 柳흙祚， 위 의 글， 8-17쪽. 

32) 柳京祚， 위의 글， 17-18쪽. 
33) 柳흉祚， 위의 글， 19-20쪽. 
34) 柳京祚， 위의 글， 22쪽. 

35) 崔相和大쪽散調의 리틈에 관한 맑究J (서울: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土뿔뾰 빼文， 1989), 2쪽. 
36) 崔相和， 위 의 글，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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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박 리 듬(13회 출현， 18%), 위 둘의 혼합 리 틈(24회 출현， 34%)으로 되 어 었다. 위 

3종의 리둠형온 各各 17종(1.'þ J • J .þ .m의 리틈이 가장 많옴)， 6종(J'JJ.þ 'þ 의 리 

듬이 많옴)， 17종((J. 'þ J ， !'þ 'þ 'JJ껴의 리듬이 많옴)이다.37) 

이 짧究는 採諸된 徐龍錫流 大쪽散調의 리듬을 本格的으로 다룬 핍究라는데 意훌훌가 

있다고 하겠다. 중중모리의 리듬을 分析해서 개진한 위의 여러 事實은 大쪽散調의 리 

듬을 理解하는데 어느 정도 도옴이 될 수 있으려라고 보며 이 맑究의 成果도 여기서 

찾올 수 있올 것으로 본다. 

6. r徐빼빼 大쌓It뼈의 h톨律分析에 판한 맑究」 

이 昭究는 徐龍錫流의 긴 大혹散調 진양조에 基하여 닮究者가 採讀한 樂護률 分析

하는 方法으로 徐龍錫流외 大혹散調는 韓周煥의 大答散調와 어떤 關係를 맺으며， 徐

龍鋼流 大쪽散調의 調 構成파 族律進行의 方法， 그리고 그 훌調와 轉調의 方法율 把

握하기 위한38) 흙究이다. 

위의 짧究에서 論議된 事項은 韓周煥과 徐龍錫 大혹散調는 本濟겼調(b b ’음이 本

淸).變濟겼調(e b "음이 本淸).本淸界面調(c"음이 本淸).흉演界面調(韓周煥流는 f'음이 

本淸， 徐龍錫流는 e b "'g" 'f' , 음이 本淸인 3부분으로 構成)로 構成되었다. 徐龍錫의 

大쌓散調는 韓周煥의 大혹散調 旅律올 리듬의 변화와 분할， 선율의 삽입·쟁략·축소·확 

대， 그리고 전위·역행·대조·이도[조]-환옴39)의 方法으로 變形시켜서 이룩된 音樂이다. 

즉 서용석의 [대금]산조는 한주환의 [대금산조] 선율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그 雄律

율 變化시켰고， 또 類似雄律올 만들었고， 여기에 徐龍錫 자신의 獨立族律을 追加하여 

構成된 散調이다. 그리고 진양조의 선율구성은 항상 새로운 선율의 짜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비슷한 旅律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었다，40) 

徐龍훌훌 大혹散調 진양조의 ‘훌淸겼調는 本淸꼈調률 완전4도 위[의 調]로 轉調한 것’이 

37) 崔相和， 위 의 글， 45-46쪽. 

38) 훌圭日徐龍뿔 大혹散뼈의 $놀律分析에 판한 맑究J (서율:延世大뿔훌 敎育大뿔院 碩士훨位짧 
文， 1989), 1-2쪽. 

39) 훌圭日， 위외 글， 6-27쪽. 

40) 흩圭日， 위의 글，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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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變淸界面調의 제1부분은 C[c"]本淸界面調률 단3도 위[의 짧]로 聊調시켜 本淸이 E 

b [e b "]으로 變한 界面調’이다. ‘變濟界面調 第二部分은 C[c"]本淸界面調률 완전5도 

위[의 調]로 轉調시켜 本淸이 G(g"]로 흉한 界面調’이고， ‘흉濟界面調 第3部分은 C[c"] 

本淸界面調를 완전5도 위[의 調]로 轉調시켜 本淸이 F[f"]로 흉한 界面調’41)이다. 

以外에 뽑究者는 위의 各 調의 各 音은 위의 여러 흉R究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특별 

한 機能올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調가 바뀔 때에 各 音은 바뀔 調에서 要

求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 音樂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變調(겼調→界面調， 界面調→겼調와 같은 旅法의 燮化)와 轉調(本淸界面調→흉淸界面 

調， 變淸界面調→本淸界面調와 같은 同一 旅法內에서 淸의 變化)의 關係를 다옴의 順

으로 分析하였다. 흉調는 本淸껴꺼調→本淸界面調， 本淸界面調→흉淸겼調， 흉윌濟경껴調→J! 

演界面調로 이루어진다. 轉調는 變淸界面調 第-部分→本淸界面調， 本濟界面調→흉淸 

界面調 第=部分→本淸界面調， 本淸界面調→變淸界面調 第三部分， 覆淸界面調 第三部

分→本淸界面調로 이루어진다，42) 

비록 對象은 다르지만 他 流派 大혹散調의 調 構成과 族律進行의 方法， 調의 흉化 

方法과 이에 階伴된 諸般事項올 論한 맑究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렷 있었다. 그래 

서 이 곳에서의 이에 대한 言及은 전혀 새로운 內容은 아니라 할 수 었다. 그러나 이 

짧究의 結果가 徐龍錫流의 大쪽散調 진양조에 관한 이러한 諸般事項올 把握하게 하는 

데 有用한 知識과 情報를 주게 될 것임은 분명하리라고 본다. 

이 짧究에서 論議된 事項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의 徐龍錫 大혹散調 진양조의 리듬 

과 族律은 韓周煥의 大혹散調 진양조 리듬과 $힐律을 各各 흉흉化·分훨/， 省略·縮小·據大·

轉位·道行·對照·移調한 것이 되며 여기에 그의 獨創的 旅律을 揮入하였다는 陳述은 싹 

味될 만하다. 이는 前代의 大혹散調 音樂과 後代의 그것과의 關係률 以前의 어느 흙 

究보다 자세히 다룬 陳述이기 때문이고 이롤 통해서 大혹散調 形成의 理論化가 어느 

정도는 可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점이 갖는 意훌와 成果는 여기서 찾 

을 수 있겠다. 

41) 훌圭日， 위의 글， 39-65'67'72쪽. 
42) 훌圭 日 , 위 의 글， 74-84쪽. 

-167-



7. r대금산조 본청(TONIC)변화에 관한 연구」와 後빼 맑究 

(1) r대금산조 본청(TONIC)변화에 판한 연구」 

이 맑究는 많存의 여러 大쪽散調 樂짧와 맑究者에 의해 採讀된 김동식 대금산조 악 

보를 中心으로 하여 비교·분석의 방법·으로 한범수·김동식·원장현·서용석·이생강류의 대 

금산조 진양조에 보이는 우조→계면조 진행의 본청 변화 계면조→우조 진행의 본청 

변화， 계면조→계면조 진행의 본청변화률43) 살펴보기 위한 짧究이다. 

짧究者는 위 昭究에서 위 5인의 大혹散調에 모두 보이는 본청변화를 ‘공통적 본청 

변화’로， 특별히 한 流派에만 보이는 본청변화롤 ‘특정적 본청변화’로 부르면서44) 대 

금산조에 보이는 위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즉 공통적 본청변화 

에는 우조→계면조(B 1> [b 1> ’]본청우조→C[c"]본청계면조로의 장2도 위[의 조]로 전 

조)와 계면조→계면조(C[c"]본청 계면조→F[f"]본청 계면조로 완전4도 위와 아래[의 

조]로 전조하는 2종)로의 2종 변화가 있다. 

특징적 본청변화에는 원장현류에서 우조→계면조(F[f"]본청우조→G[g"]본청계면조 

로 장2도 위[의 조]로 전조)와 제연조→우조(C[c' ']본청계연조→F[f"]본청우조로 완전 

4도 아래[의 조]로 전조)의 2종이 보이고， 원장현과 서용석류 대금산조에는 G[g"]본 

청계면조→C[c"]본챙계면조로 완전5도 아래[의 조]로 전조가 보인다. 그리고 또 서 

용석류에는 C[C"]본청계면조→G[g"]본청계면조로 완전5도 아래[의 조]로 전조하는 

형이 있다.45) 

各 調에 따라 갖고 있는 各 音의 특별한 기능은 이와 같은 공통적 본청변화와 특정 

척 본청변화에서도 淸이 변하면서 調가 변할 때 그 機能도 淸과 調의 變化에 따라 변 

하고 었다. 

大쪽散調의 濟 훌化률 共通的 變化와 特徵的 變化로 나눈 점이 이 맑究의 特徵이라 

고 하겠다. 이 두 가지 共通的 變化와 特徵的 變化 現象은 散調에 보이는 -般的인 

43) 이화동대금산조 본청(TONIC)변화에 관한 연구J (서율: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2-4쪽. 

44) 이화동， 위의 글.30쪽. 
45) 이화동， 위의 글，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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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狀으로 整理될 必要가 었다. 그래서 진양조만을 對象으로 하지 않고 모든 창단으로 

이률 握大하고， 또 他流의 大혹散調와 他 樂器률 위한 散調에서의 이와 같은 現훌까 

지 輪合的으로 整理된다면 散調의 調 흉化 法則에 관한 理論化도 可能하다고 본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짧究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2) r 김동진류 대금산조의 선율구조와 조 변화에 관한 연구」 

租究者에 의해 採讀된 김동진류의 대금산조 중 진양조에 基해서 선율분석의 방법으 

로 진행된 이 많究에서의 주안점은 ‘김동진류 대금산조의 선율구조와 음계 변화(변조) 

및 본청 변화(전조) 방법올 알아보고자’얘)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김동진류의 대금산조는 우조(B b [b b ’]이 본청)와 남도계면조 (c[’]옴이 본청인 것 

과 f[’]음이 본청인 2종)， 그리고 덜렁제(g[’]읍이 본청 )47)의 3종의 調로 되어있다. 위 

各 調의 各 構成音은 그 기능이 調에 따라 다르고 또 旅律 進行의 方法도 다르다. 음 

계 변화(변조) 방법에는 B b [b b ’]본청 우조→c["]본청 남도 계면조， c["]본청 남도 

계면조→g[’]본청 덜렁제， g[’]본청 덜령제→c["]본청 남도 계면조의 3종이 있다. 본 

청 변화(전조)방법에는 계면조→계면조의 1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c[’]본청 남도 

계면조→f[’]본청 남도 계면조 f[']본청 남도 계면조→c[’]본청 남도 계면조의 방법이 

포함된다.생) 이러한 變調와 轉調는 各 調에 보이는 특정한 音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핍究에서는 많存의 여러 짧究와 마찬가지로 特定한 流의 大혹散調 雄律 構造와 

調 變化률 살폈다. 그래서 이에 관계된 金東鎭流 大쪽散調 진양조의 여러 점이 紹介

된 것에서 이 짧究가 지닌 意‘議가 있다고 하겠다. 

8. r대금산조의 유파벌 선율비교j 

위 짧究는 많存 樂讀롤 比較하는 方法올 통해 한주환의 대금산조와 한범수·서용석·이 

46) 이화동김동진류 대금산조의 션융구조와 조 변화에 관한 연구」， r民族홈樂學J (전주:韓園民族 
홉樂뿔會， 1994), 여륨호， 106-07쪽. 

47) 이화동， 위의 글， 127-28쪽. 
48) 이화동， 위의 글， 1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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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원장혐의 대금산조 진양조 선율의 同異 程度률 살피려는 目的으로 出發하였다.49) 

그리고 이 比較에 의한 結果는 다용과 같이 論훌되었다. 

위 여러 大혹散調 진양조의 선율에서 @ 우조의 선율은 한범수의 산조에서 한주환 

산조 우조 선율과 58.33%만 같거나 유사할 뽑 나머지 서용석·이생강·원장현의 산조 

선율은 한주환의 산조 우조 선율과 100% 같거나 유사하다.@ 평조의 선율에서는 이 

생강·훤장현의 것에서는 各各 75%가 한주환의 평조 선윷과 같거나 유사하고， 서용석 

의 것에서는 20%가 같거나 유사하다.@ 진양 선율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계면 

조의 선율은 이생강류에서 13.21%, 한범수류에서 9.375%, 서용석류에서 9.3%. 원장 

현류에서 7.5%의 적은 양만이 한주환의 계면조 선율과 같거나 유사하다.@ 변청우조 

의 선율은 한범수·이생강류에는 없고 원장현류의 2장단 중 1장단이 한주환류의 변청 

우조 선율과 유사하고 서용석류에서는 8장단 중 한 장단도 같거나 유사한 것은 없다. 

@ 변청계면조의 선율은 한주환류의 同 提律과 이생강류에서는 46.66%, 원장현류에 

서는 5.25%, 서용석류에서는 4.16%의 선율이 같거나 유사하다. 그러나 한범수의 변청 

계면조 선율에는 한주환류의 同 雄律파 같거나 유사한 선율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러한 結果에 의하면 한범수·서용석·이생강·원장현의 대금산조 진양조 선율은 한주환의 

진양조 선율을 인용·변화시킨 음악에 자신들의 독창적 선율을 삽입시켜 만들은 새로 

운 산조라고 할 수 있다.50) 

이 짧究에서 論議된 事項은 韓周煥의 大혹散調와 韓範洙·徐龍錫·李生剛·元長賢의 大

쪽散調 진양조 旅律의 同異 程度였다. 즉 先代의 大쪽散調 音樂이 後代에서 어떻게 

남아있고， 또 어떻게 변하였나활 밝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結果는 위에 要約된 바 

와 같았다. 그래서 後代의 위 4인의 各 大쪽散調에 남은 韓周煥의 흉避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이 짧究가 던져주는 意味라 하겠다. 

9. r大홉散뼈 시김새에 관한 맑究」 

이 맑究는 徐龍錫流 大혹散調의 진양조에 사용되는 시김새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49) 변제남대금산조의 유파별 선율비교J (서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3쪽. 

50) 변채남， 위의 글，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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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 빈도수와 기놓을 붐석·고찰하며， 또 대금청악과 대금산조의 시김새 구조 판계 

률 알아보기 위한 昭究이다. 뽑究者에 의해 採讀된 徐龍錫流 大혹散調 긴 산조의 진양 

조에서 본용의 앞과 뒤에 출현하는 시김새만을 택해 이률 比較·分析의 方法으로51) 探

究한 이 글에서 論議된 정은 다음과 같다. 

徐龍錫流 大答散調 진양조에 쓰인 시김새의 유형은 20종이다. 이 중 앞 장식 시김 

새는 14종이며， 뒤 장식 시김새는 6종이다. C[c"]본청 계면조에는 94회， E b [e b "]변 

청 계면조에는 32회， B b [b b ']본청 우조에는 29회， F[f’']변청 계면조에는 24회， Eb 

[e b "]변청 우조에는 9회， G[g']변청 계면조에는 3회 시검새가 출현한다.많) 그리고 

대금정악과 대금산조에 쓰이는 시검새는 구조가 동일하다.않) 

大혹散調의 시김새에 관한 뽑究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종이 있었다. 따라서 비 

록 짧究의 對象이 다르지만 이 곳에셔 陳述된 여러 內容은 새로운 것온 아니다. 徐龍

錫流 大혹散調의 진양조에서 發見되는 여러 시김새 用途 確認이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所得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大혹正樂과 大쪽散調의 시김새 構造가 結局은 

같다는 比較 結果 역시 이 글에서 얻올 수 있는 또 다른 所得이라고 하겠다. 

10. r훌白川 대금산조의 施律柳造에 판한 맑究」 

이 맑究는 시나위 더늠의 훌白川 大答散調 진양조롤 채보하여 선율붐석과 옴진행 

및 옴의 기능 분석의 방법올 통하여 그 구조률 알아보기 위한54) 흙究이다. 그 結果

이 맑究에서 짧議된 事項용 다옴과 같다. 

姜白川의 大혹散調 진양조는 꼈調와 界面調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변화가 없다. 그 

리고 끼끼調는 세 단락으로 되어있고， Bb[bb ’]옵이 中心音이다. 界面調는 8단락으로 

되어있고， C[c"]옴이 中心音이다. 이 2종의 調에 속한 各 音온 各各이 $숱律進行에 필 

요한 機能的 特徵을 갖고 있다.55) 

51) 金興植大쪽散調의 시김새에 關한 짧究J (서옳:훌陽大學校 大훨院 碩土學位꿇文. 1992), 1-2쪽. 
52) 金興植， 위 의 글， 57-58쪽， 

53) 金興植， 위 의 글， 43-55쪽. 
54) 安聖雨姜白川 대금산조의 族律構造에 뼈한 맑究J (서율:홈陽大學홉 大뿔院 碩土뿔뾰엎文， 

1993), i-3쪽. 
55) 安聖雨， 위의 글， 44-51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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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jf究와 類似한 짧究는 이미 前에 여렷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맑究에서 論훌훌된 

것에서 새로운 事實이라 할만한 內容도 륙별히 發見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姜白川

의 大확散調에 판해 름及한 글은 이 글이 처옴이다. 따라서 이 정에 이 맑究의 意義

가 있다고 하겠다. 

11. 大혹散調 흙究의 짧훌훌 

以t 살펴본 大혹散調에 관한 16편의 흉R究物올 性格別로 分類해보면 碩土學位論文

이 10편이고， 一般論文56)은 3편이다. 그리고 나머지 3편은 大쪽散調 樂讀集에 該當

散調의 理解를 容易하게 위해 該當 散調를 分析的으로 다룬 글이다. 이 結果에 의하 

면 지금까지 우리 音樂界에서 이루어진 大쪽散調 짧究는 주로 碩士學位를 위한 짧究 

였다. 따라서 大쪽散調의 짧究가 아직은 本짧階에 이르지 못한 初步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많은 關心이 要求된다. 

위 16편의 굉큐究物에서 樂寶集에 해당하는 3편올 제외한 13편의 흉타究物의 짧究對象 

을 살펴보면 徐龍錫流의 散調가 3편의 흉R究에서 主 짧究對象이 되었고， 韓範洙·韓周

煥·朴鍾基·金東鎭流의 것은 各各 2편의 핍究에서 김동식·姜白川의 것은 各各 1편의 

짧究에서 主맑究 對象이 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各 流派의 大쪽散調가 골고루 짧究對 

象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大쪽散調 맑究가 特定 流派의 散調에 集中되지 않았고 이렇 

게 各 流派의 散調활 골고루 그 짧究對象으로 하였음은 바랍직한 現象이다. 이러한 

昭究結果는 散調에 대한 結合的언 知聽과 理論의 形成올 可能하게 하고， 여러 流派의 

散調가 골고루 애호되어 搬散되는 좋g機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여러 뽑究 中 不過 4편의 핍규究에서 比較의 對象으로 쓰인 副 맑究對象 

온 韓範洙·徐龍훌훌流의 散調(各各 4회)， 元長賢·李生剛流의 散調(各各 2회)， 韓周煥의 

散調(1회)였다. 이렇게 불과 4편의 짧究에서 f也 流派의 散調가 比較의 對象으로 쓰였 

옴온 大혹散調 :(jf究가 該當 짧究對象만올 單純히 分析·說明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즉 

이러한 짧究結果는 잘못하면 大쪽散調 :(jf究라기보다는 짧究對象 散調의 作品解說의 

水準에 머물 염려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水準의 짧究가 없지 않았음도 事實

56) 本考에서 -般꿇文이라 합은 碩士學位 取得後 쓰여져 發表된 論文율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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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 점은 충분허 反省되고， 또 後鷹 新究者가 신중히 考慮해야 할 훌項 

충 하나가 된다. 

3편의 樂훌홈集 외에 위의 13편의 흉타究物에서 취급된 長短용 다옴과 같다. 진양조는 

10편의 륭타究에서 취급되었으며 중중모리가 1편의 짧究에서， 중모리와 자진모리가 함 

께 1편의 짧究에서 취급되었다. 그리고 全 長短은 불과 1편의 꿈뚜究에서 取投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大쪽散調 짧究는 진양조를 위주로 수행되어 왔음올 알 수 있다. 

물론 이 점도 後의 뿜究者가 염두에 두어야 할 事項 중 하나이다. 大혹散調가 진양조 

하나로만 구성된 音樂이 아니기 때문에 진양조의 音樂的 把握과 理解만으로는 부족하 

기 때문이다. 

實際的 짧究內容으로는 大答散調의 시김새에 관한 것이 3편의 iff究에서， 리듬에 관 

한 것이 1편의 짧究에서， 各 流派의 大혹散調 t휠律에 보이는 類似性 程度가 I편의 iff 

究에서 다루어졌다. 나머지 11편의 짧究에서는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大答散調의 調

性， 各 調의 構成音과 그 機能， 旅律의 構成法과 特徵， 調의 흉化에 판한 內容이 다루 

어졌다. 그리고 이 중 2편의 짧究에서는 他流의 大혹散調 族律과의 關係가 부차적으 

로 다루어졌다. 즉 대부분이 後者에 중점을 둔 닮究였다. 따라서 척지 않은 뽑究에서 

內容이 중복되어 陳述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척되어야 할 점은 後行의 여러 흙究가 

先行 짧究를 충분히 參考하고 있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그래서 同一하거나 類似한 論

議가 계속되어 先行의 맑究가 後行의 흉R究에 연결고리가 되지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다. 꺼論 이와 같이 連續性이 缺如된 맑究였기 때문에 勞力에 비해 새로운 所得이 

척은 경우가 있었고， 포 大혹散調 全體의 理論化 作業에 큰 도움올 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大쪽散調 陽究가 위에서 보듯이 單發的 짧究로 끝나고 있옴도 되 

돌아보아야 할 事項이 된다. 위의 짧究結果에 의하면 2회의 맑究를 행한 짧究者가 2 

인， 5회의 iff究롤 행한 짧究者는 단 1인이다. 위 총 10인의 大쪽散調 鼎究者 중에서 

불과 3인만이 繼續的으로 大혹散調 연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의 連빼的 

昭究參與가 절실히 要求된다. 

위의 여러 짧究에서 주로 採用된 細究方法온 맑究對훌 大혹散調률 比較없이 採뽑· 

分析하는 方法과 採讀된 樂讀의 比較·分析의 方法이었다. 이외에 陽究者에 의해 試훌훌 

-173-



演奏의 方法이 부차척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지척될 事項은 짧究의 對象

이 된 該當 大혹散調롤 複훌로 採讀한 樂뽑롤 使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周知하듯이 

散調는 郞興性이 강하기 때문에 同- 演奏者의 音樂이라고 해도 演奏된 時點에 따라 

다률 수 있다. 그렇다면 同- 演奏者의 複數 演奏률 돼해 이률 採讀·짧究하여 위의 

여러 흡樂的 內容이 演奏 時點이 달라도 同-한가 檢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온 鼎究方法을 택한 짧究物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 바로 이 점온 後의 흉R究에서 止

錫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훌論되어야 할 事項은 大答散調 짧究에서 흩%論된 理論의 受容願度와 適

切한 用語의 使用， 그리고 合當한 論理의 展開에 의한 理論의 導出이다. 先行 理論의 

쫓容에는 該當 理論에 대한 檢證作業온 반드시 거쳐야 할 過程의 하나가 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의 거의 모든 昭究에서는 이 過程이 省略된 채 先行 理論이 

採用되었다. 用語 또한 不適切하게 쓰인 경우가 많았다. 音階흉化와 흉調， 本淸흉化와 

훌훌調， 샘훌變化， 音組織과 調의 構成音， 調 構成의 툴 둥둥이 그 흩例 중 -部이다. 그리 

고 隔究者의 見解는 可能한 客觀性이 保陣되는 論理의 바탕 위에 개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論理的 展開가 미홉한 경우가 위의 여러 땀究에서 간혹 눈에 띄어 主

홉的인 主騙에 가까운 맑究結果롤 보이기도 했다. 

III. 피리散調메 빼한 뻐究 

피리 散調에 관한 論著에는 單行本으로 『피리散調맑究.057)가 있고 r徐龍錫 피리散 

調의 構造에 관한 짧究J58)와 r피 리산조의 주법 에 관한 연구J59)의 2편 論文이 었다. 

그러나 이 3종 중 처융의 『피리散調鼎究』는 짧究홉는 아니다. 이는 著者가 머리말에 

서 밝힌 ‘ ... (전략)… 피리산조 한 툴올 짜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 

산조롤 작곡한다는 말 ... (중략)… 나름대로 엮 어본 산조이 기에 …(중략)… 졸작의 피 

리산조가 ... (후략) ... ’60)의 引用에서 確認되고 있다. 그래서 本考에서는 이률 제외한 

57) 朴範훌 r피리散調맑究JI (셔율:世光홈樂出版社， 1985). 
58) 李慶훨 r像8U훌 피리散빼외 빼造에 판한 흉R究J (셔융:웰花女子大뿔홉 大뭘院 碩士뿔位論文， 

1앉}3). 

59) 박언범피리산조의 주법에 판한 연구J (서율:충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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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둘만을 살펴보았다. 

1. r徐빼뿔 피리없뼈의 *톨造에 관한 맑究」 

이 新究는 徐龍훌훌의 피리散調에서 진양만올 맑究對象으로 하여 鍵音資料와 採讀된 

樂諸를 分析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었다. 그리고 이 맑究는 진양에 출현하는 각 옴의 

진행방법과 기능의 고찰 族律의 변화방법을 통해 진양의 구성을 분석61}하기 위한 짧 

究이다. 

위 散調의 진양은 차례대로 (j) 變淸겼調 @ 흉흉淸界面調 @ 本濟界面調 @ 흉演界面 

調 @ 本淸界面調 @ 本淸꼈調 @ 本濟界面調의 7부분으로 旅律이 #훌成되어 있고， 위 

률 구성하는 旅律憐造[調의 音階]의 4종용 다옴과 같다. 

1) 흉淸겼調는 eD ’옴을 主音으로 하여 c’ 'e D’ 'f’ 'g' a b'의 옴으로 되어었다. 2) 變

淸界面調는 c’옴율 주옴으로 하여 c ’ 'f’ 'g ’ 'a D "b D ’의 옴으로 되어 었다. 3) 本淸界面

調는 c"옴을 주옴으로 하여 g"c"'d"'e D "'f"의 옴으로 되어 있다. 4) 本淸겼調는 c’ 

음을 主춤으로 하여 c’ 'd ’ 'e ’ 'g ’ 'a’의 옴으로 되어있다. 

이들 各 調에 出現하는 옴온 各各 特別한 機能율 지니고있다. 즉 各 音은 經過音으 

로 使用되거나， 떠는 音이나 持훌音 둥으로 使用되고 있다. 各 音온 위에 제시된 各

調에 따라 그 다옴의 音으로 進行하는 方法이 다르다.없) 위 φ -r:tJ의 各 調는 φ→ 

(2).(2)→@.@→(2).@→φ.@→@으로 5회 t옮律 變化[조 바꿈]가 되고 있으며， 이 때 그 

覆化方法에는 各各의 過程에 따라 音의 機能이 변하고， 또 바뀐 새 調에 必要한 音이 

出現한다.잃) 즉 ‘終止音온 흉化되는 雄律의 주옴으로 終止되고， 변화한 雄律에서는 終

止된 음이 지속 연결되면서 提律이 변한다. 範律이 바뀌면 앞 提律과 새 雄律의 공통 

옵들의 기능이 바뀌면서 시김새가 변화하므로 提律이 변화합율 알 수 있다. 새 旅律

에서는 새 雄律의 주용을 긴 시가로 출현하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64) 

60) 朴備졌， 위의 책， 머리말. 

61) 李展짧， 위의 글， 2-3쪽. 
62) 李훌銀， 의의 책， 7-31쪽. 

63) 李底銀， 위 의 글， 32-36쪽. 

64) 李톨훌銀， 위 의 글. 3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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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뽑究에서 論議된 專項은 앞의 여러 大혹散調 짧究에서 흩%옮움홉홉된 여러 內容과 그 

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록 한 長短이지만 피리散調의 調性과 그 構造， 調의 變化

方法올 다룬 첫 피리散調 짧究라는 데에서 이 맑究의 意義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률 통해서 피리散調의 音樂的 構造 一部가 밝혀진 것이 이 짧究가 거둘 수 

있는 成果가 될 것으로 본다. 

2. r피리산조의 주법에 관한 연구」 

이 짧究는 朴範훌의 『피리散調맑究』의 樂體률 중심으로 『뿌리깊은 나무 산조전집』 

의 음반에 수록된 곡과 鼎究者가 피리散調활 배우면서 녹옴한 홉料률 이용하여 採諸·

分析한 방법올 택한 昭究이다. 그리고 위 짧究方法에 의해 이 ~究는 朴範훌 피리散 

調의 6판'5관'3관'2관 각 주법에 보이는 각 調의 가락형태·옴계·구성읍의 기능에 중점 

을 두어 전통적인 피리주법의 특성올 밝혀 보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65) 이렇게 

出發한 이 짧究에서 陳述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6관 奏法에서 演奏되는 겼調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모두에 보이며， 본청 

(主音)은 f’이며， c’ .d ’ 'f’ 'g ’ 'a' 의 音으로 構成되었다. 界面調는 진양·중중모리·자진모리 

에 보이며 본청은 d' 이며， d"e"f’ 'g ’ 'a’의 音으로 構成되어 있다. 경드륨(경기시나위제) 

온 중중모리·자진모리에 보이며 본청온 d’이며， d’ .f’ 'g"a’ 'c" 의 音으로 되어있다.66) 

5관 奏法에서 界面調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모두에 보이며， g’음의 본청 

으로 되어있고， d’ 'f’ 'g ’ 'a' b Þ "c" 의 音으로 構成되었다.67) 경드름온 중중모리에 보이 

고， g'옴이 본청이며， g"b t> ’ 'c"'d"'f" 의 音으로 構成되었다. 메나리조는 중모리에 

보이고， g’음이 본청이다. 構成音은 d’ 'f’ 'g ’ 'b t> ’ 'c" 이다.68) 

3판 奏法에서 平꼈調는 중모리에 보이고， b t> ’옴이 본청이며， f ’ 'g ’ 'b t> ’ 'c"'d"음으 

로 構成되었다. 경드륨은 진양조·중중모리에 보이고， b t> ’음이 본청이며， f ’ 'g’ 'b t> ’· 

c"'d"옴으로 構成되었다.69) 

65) 박인범， 위의 글， 3-4쪽. 
66) 박인범， 위의 글， 5-14쪽. 
67) 진한 lta1ic體의 音은 꺾는 흡을 意味. 以下 同一.

68) 박인범， 위 의 글 15-24쪽. 
69) 박인범， 위의 글， 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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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 奏法에서 덜렁제는 중중모리·자진모리에 보이고， c" 음이 본청이며， g ’ 'a’ 'c'" 

d"'e" 의 음으로 구성되었다.70) 

그리고 위 各 奏法의 各 調에 보이는 構成音 하나 하나는 旅律 進行파 演奏時에 특 

별한 機能올 지니고있으며，71) 結局 이 各 音이 갖고 있는 목별한 기농에 의해 調가 

區別되기도 한다. 즉 ‘피리 주법의 변화는 선율의 변화 형태 및 구성옴의 기능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72) 

위의 『피리散調짧究』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리散調를 위한 作品이다. 그리 

고 이 『피리散調짧究』에는 이 r피리산조의 주법에 관한 연구」에서 言及된 대부분이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맑究는 r피리散調짧究』의 피리롤 위한 散調作品올 再照明

한 글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이 지닌 意훌훌률 찾는다면 바로 이 점이 될 것이다. 

3. 피 리 散調 뻐뿔의 흉훌톨훌 

피리散調에 관한 단 2편의 짧究論文은 碩土學位論文이다. 이 2편에서 다룬 피리散 

調는 徐龍錫과 朴範薰流의 散調이다. 이 두 곳에서 쓰인 比較 對象온 없으며 前者는 

진양조만올 다루었고， 後者는 全曲올 다루었다. 前者나 後者 모두 旅律과 調， 構成音에 

관한 內容올 主로 한 것에 船究의 共通點이 었다. 그러나 後者는 演奏法에 基훌훌하였 

고， 前者는 音樂分析에 基鍵하였다. 採짧된 樂짧률 利用한 짧究方法 또한 兩者가 같다. 

大혹散調 liff究와는 比較가 안될 정도의 빈약함을 보인 점은 反省의 짧地 限度훌 넘 

는다. 피리가 우리 音樂의 主雄律올 擔當하는 樂器이고， 피리散調가 以前보다 자주 演

奏되고 있는 現實을 빼案한다면 보다 많은 이의 同參으로 훌·質의 흉R究結果 出現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피리散調의 理解에는 꺼論， 피리散調률 포함한 모든 散

調의 據散과 理論化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피리散調 陽究의 反省點과 앞 

으로의 課題는 앞의 大쪽散調 짧究의 課題에서 言及된 여러 점과 다르지 않다. 

70) 박인범， 위의 글， 32-35쪽. 
71) 박인범， 위의 글， 7-35쪽. 

72) 박인범， 위의 글，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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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短篇散調에 빼한 맑究 

短蕭散調에 관한 맑究는 r단소 산조의 선율 구조」가 唯-하다.73) 이 짧究에서는 이 

短衛 散調에 쓰인 音과 音城이 提示되었고， 각 章에 쓰인 세 가지 音階[調]가 分析되 

어 다옴과 같이 提示되었다. 

音階[調] 1 :e[’}g[’}a[ ’ }b{'}c["}.d[' '}e[' ']랬'["}g{" ](但， a’가 본청인 界面調) 音

階[調] n : B[b}e[’]￦'{'}g{'}-a[ ’ }b[ ’ ].c#{"}d" (但 e’가 본청 인 界面調) 音階[調]

m : g['}a['}c["}d["}e["](但， c" 가 본청인 겼調) 

위 3종의 音階[調]는 전용선의 短備 散調 중모리 1에서는 1 .m. 1 .m. 1 의 順으로， 

중중모리에서는 1 .m. I.n 의 順으로 조바꿈되는 趣律로 構成되었다. 마지막으로 자 
진모리와 중모리 2는 各各 위 音階 n의 旅律로 되었다.껴) 

이와 같은 전용선의 短蕭 散調는 ‘본청이 다른 2종류의 계면조 음계와 우조 음계로 

선율이 짜여져 있다. a[']옴 본청의 계면조가 기조률 이루며 여기서 완전 4도 아래언 

e[’]옴 본청의 계면조로 바뀌거나 c["]옴 본청의 우조길로 변화된다. 옴계 운용의 특 

징척인 점으로는 각 계면조의 상청의 장2도， 단3도 위 옴을 제2의 반옴으로 사용함으 

로써 상청이 본청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임시척인 불완전한 조바꿈 현상이 얼어나는’ 

散調이다.75) 

톨명1L園樂院에 所藏된 전용선의 短蕭散調률 採훌훌하고， 또 이를 分析한 方法으로 행 

해진 위 짧究는 短蕭散調의 音組織파 調性올 밝히면서 I훌律율 分析한 唯-한 글이라 

는데 커다란 意養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위의 短衛散調에 판한 

諸般 知戰과 ↑홉報의 形成 이를 통해 잊혀진 短蕭散調 가락의 復元 可能性을 提示함 

이 위 鼎究가 거둘 수 있는 成果라고 하겠다. 

단 한편의 위 短蕭散調 짧究는 碩士學位 取得後에 행해진 짧究이고， φn椰琴 演奏者

73) 김혜숙단소 산조의 선융 구조J -전용선 단소 산조의 선율 구조 r가야금·아쟁·단소 산조연 
구J{서옳:세광융악출판사， 1잃8)， 147-54쪽. 

74) 김해숙， 위의 글， 152-53쪽. 
75) 김혜숙， 의의 책， 151-54쭉. 

-178-



에 의한 뽑究라는 特色울 지니고있다. 전용선의 短篇散調롤 대상으로 한 이 맑究에서 

比較의 對象온 없었고， 이 短蕭散調 全曲에 쓰인 音과 音城 調性올 맑究內容으로 하 

고 었다. 採짧된 樂體의 分析이 鼎究方法으로 쓰였다. 短蕭散調의 ~究에 따르는 시급 

한 課題의 하나는 短蕭散調의 復活， 혹은 再生이다. 音樂은 演奏없이 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短蕭散調의 復活은 散調의 짧域 擔大률 이룩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이외에 나머지 短蕭흉R究에서 反省할 점과 앞으로의 課題는 앞 피리散調 맑究 

의 課題에서 言及된 範圍률 넘지 않는다. 

V. 훌琴散調에 빼한 鼎究

쫓琴散調에 관한 짧究는 단행본으로 『해금散調짧究.176)가 있고， 이외에 「韓範洙 해 

금산조의 旅律 構成에 대한 닮究」η)와 r쫓琴散調의 調에 대한 짧究J 78).r韓範洙 쫓琴 

散調에 판한 鼎究J 79).r쫓쫓散調의 리듬에 관한 考察ßO)이 었다. 그리고 쫓훌散調와 

輸他의 散調률 比較한 r한범수 퉁애·대금·해금 산조의 버교 연구J8I)가 있다. 

1. r훌훌훌洙 해 금산조의 n톨律 *틀成에 대 한 맑렸」 

‘한범수의 해금산조의 선율과 그의 대금산조 그리고 지영회의 해금산조 선율과의 

비교’와 韓範洙 쫓琴散調 旅律 構成에 보이는 ‘다양한 변주 형태에 관해 살펴봄’잃)이 

짧究의 出發點이었다. 위와 같은 鼎究의 目的으로 많存의 樂護와 緣音寶料률 比較·分

析하는 方法으로 진행된 이 맑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旅律의 終結部·初入部·각 가락의 完全性에 根據하여 韓範洙의 쫓琴散調의 旅律울 

區分하면 진양은 48장단에 9가락으로 되어있다. 중모리는 29장단에 1Q7r락으로 되어 

76) 최태현 r해금散調맑究J (서율:世光音樂出版社， 1988). 
77) 宋홉훨합範洙 해금산조의 旅律 械成에 대한 隔究J (셔율:셔윷大뿔홉 大훨院 碩士뿔뾰빼文， 

1984). 
78) 周永偉쫓훌散調의 調에 대한 맑究J (서율:훌陽大學校 大뿔홉 碩土뿔位 짧文， 1988). 
79) 沈仁澤韓範ì* 쫓琴散調에 판한 鼎究J (서윷:서율 大學홉 大學院 碩士뿔位짧文， 1991). 
80) 金貞林쫓琴散調의 리듬에 관한 考察J (서율:짧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뿔位짧文， 1995). 
81) 안재숙한범수 퉁얘·대금·해금 산조의 비교 연구J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1). 
82) 宋홈準， 위 의 글，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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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충충모리는 56장단에 127}-락으로， 자진모리는 120장단에 147}-락으로 되어있다. 

진양얘서는 4장단이， 중모리에서는 2-3장단이， 중중모리에서는 4-5장단이， 자진모리에 

서는 8장단 이상이 한 가락융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빠른 장단의 옴악일수록 

한 가락올 구성하는 장단 수가 많았다.없) 

진양에서 韓範洙의 쫓琴散調의 X숱律은 韓範洙의 大쪽散調와 4가락(22장단)이 같다. 

중모리에서는 2장단이 서로 같고， 4장단이 類似하다. 중중모리에서는 세 가락이 서로 

類似하다. 자진모리에서는 8가락의 $솔律이 서로 類似하다. 그래서 모두 약 43%에 해 

당하는 韓範洙의 쫓琴散調 廳律이 同 大答散調의 族律과 類似하다. 그리고 類似 族律

은 진양과 자진모리에 편중되어 있고 쫓琴散調의 旅律은 大쪽散調의 族律보다 한 

옥타브나 장2도 낮게 나타난다. 쫓琴散調 旅律의 시김새와 리듬의 形態가 大쪽散調의 

그것보다 單純하다.없) 

池英熙의 쫓琴散調와 韓範洙의 쫓琴散調롤 비교하면 진양과 중모리에서는 8장단의 

雄律이 類似하다.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各各 14장단과 8장단이 서로 類似하다. 

이러한 類似한 旅律은 거의 大혹散調의 雄律에도 보이는 終止形 族律이다. 兩 쫓琴散 

調 族律의 類似 旅律은 韓範洙 쫓琴散調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즉 兩 쫓琴散調 

는 서로 다른 音樂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85) 

진양을 제외한 各 長短의 族律 變奏 關係를 살펴보면 중모리 선율을 변주한 중중 

모리의 t힐律은 6가락이다. 자진모리의 5가락은 중중모리에서 흉奏되었으며， 중모리에 

서 흉흉奏된 자진모리의 t힐律은 3가락이다. 雄律흉奏 方法은 중모리→중중모리에서는 

縮小·리듬의 흉흉形 2종이고， 중중모리→자진모리에서는 한배의 흉化·시김새의 單純化와 

리듬의 變形 2종이다. 韓範洙의 쫓琴散調는 20%가 다른 장단으로부터 흉奏된 旅律이 

다. 같은 창단 안에서도 리듬의 흉흉化와 숍ß分的인 音의 變化가 이루어져 變奏된다. 그 

리고 終止形의 避律에 많은 反復된 族律의 모습이 보인다. 즉 反復·흉奏는 쫓琴散調 

$훌律 構成에서 중요한 한 要所로 빠른 장단에 반복 흉律이 많다. 진양과 중모리의 終

止形 旅律은 모두 反復·變奏되며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의 이 反復의 과정에서는 리듬 

83) 宋홈輝， 위 의 글， 3-16쪽. 

84) 宋홈훌， 위 의 글， 17-26쪽. 
&5) 宋홈훌， 위 의 글. 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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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縮小되었고， 反復온 자진모리에셔 가장 많다. 雄律의 反復·훌奏는 主要 $톨律을 彈

調하고， 흉奏는 反復時의 진부함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反複·훌奏는 散調의 홉P興 

性과 관계가 있다，86) 

쫓琴散調 흉R究의 本格的인 出發온 이 뽑究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要約된 諸事흩온 쫓琴散調에 관한 本格的인 ~識과 情報의 -部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事實 때문에 이 쫓琴散調 新究가 갖는 成果와 意義는 작지 않다 하겠다. 이 

가운데 韓範洙의 쫓琴散調와 大答散調 그리고 韓範洙의 쫓琴散調와 池漢熙의 쫓琴散 

調를 비교하여 그 雄律의 類似性 與否(關聯 程度)와 진양조롤 제외한 各 長短 相互間

의 族律 變奏關係률 살펴본 結果는 쫓琴散調 構成에 관한 意味있는 指觸이었다. 

2. 11'해금澈調昭究』 

이 곳에 수록된 內容은 쫓琴散調讀에 사용된 符號와 音階·롭短 紹介， 쫓琴散調 樂

훌훌， 그리고 4편의 맑究論文으로 이 중 아래 3편의 글이 쫓琴散調에 판한 鼎究結果률 

담았다. 

(1) r해금 산조의 활용 옴계」 

짧究者에 의해 採讀왼 池英熙流와 韓範洙流의 散調률 分析하는 方法으로 출발한 이 

짧究는 ‘해금산조의 음계[調]는 몇 가지인지， 그 사용 음역은 얼마나 되는지[넓은지]， 

구성음의 변화와 선율 형태의 변화 유형은 어떠한지， 두 산조에 사용되는 옴역의 한 

계는 어떠한지’업)를 살펴보기 위한 짧究이다. 그리고 그 結果는 다옴과 같다. 

지영회류 해금산조의 구성음[調] 1은 B b [b b ’]읍이 본청인 겼調이다. 구성옵 2는 

B b [b b ']옴이 본청인 꼈調이다. 구성음 3은 C[c"]음이 본청인 계면조이다. 구성음 4 

는 본청이 C[c"]음인 계면조이나 경기 시나위체의 가락 유형도 보인다. 구성옴 5는 

본청이 E b '[e b "]옴인 경드름조로 구성되었다. 구성음 6은 Eb ’ [e b "]옴이 본청인 

경제(경드름)이다. 구성음 7은 계면조로 F[f" 움]이 본청이다.잃) 

86) 宋빼準， 위 의 글， 35-57쪽. 
87) 최태현 r해금 산조의 활용 옴계」， r해금散짧맑究~， 115-16쪽. 

88) 최태현， 위의 글， 117-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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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수류의 해금산조의 구성용 1은 B I>’ [b 1> "]옵이 본청인 우조이다. 구성옴 2는 

B I>’ [b 1> "]옴이 본청인 명조이다. 구성옴 3온 B I>’ [b 1>’]]용이 본청인 계면조이다. 구 

성옴 4는 계면조 옴계로 F[f’]읍이 본청이다.89) 

~究者는 위의 과정에서 위의 각 構成音과 쫓琴의 運指法을 비교 셜명하였고， 또 

各 쫓琴散調의 每 長短에서 위의 構成音으로 된 여러 旅律을 樂讀로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池奭熙와 韓範洙流의 쫓琴散調는 各各 일곱 개와 다섯 개의 構成音으로 

處分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各 構成音의 長短 數 分布훌 표로 제시하였고， 위 2인의 

쫓琴散調는 각각 68.3%와 93.2%의 界面調 提律로 되었다고 把握하였다.90) 

池英熙流 훌琴散調의 제l 활용 융계(B 1> 장조)는 위의 構成音 1과 2의 結合이며， 제 

2 활용음계(c단조)는 構成音 3과 4의 結合이다. 그리고 제3 활용 음계(EI>장조)는 構

成音 4와 構成音 5의 結合이며 제4 활용 음계(f단조)는 構成音 7에 해당된다. 韓範洙

流의 쫓琴散調 제1 활용 음계(B 1> 장조)는 構成音 1과 2의 結合이며， 제2 활용 옴계(b 

b 단조)는 構成홉 3에 해당된다. 제3 활용 읍계 (f단조)는 構成音 4에 해당되며 제4 

활용 옵계(e 1> 단조)는 構成音 5에 해당된다. 池奭熙流의 쫓琴散調는 c단조(제3[2] 활 

용 옴계)， 韓範洙流의 쫓琴散調는 b l> 단조(체3[2] 활용 음계)가 散調 전반 장단에 활 

용되고 있는 옴계이다. 물론 이 過程에서 짧究者는 위의 활용 옴계와 運指法과의 관 

계률 소개해 주고 있고 91) 해금 산조의 활용 음역이 兩A의 散調에 쓰이는 각 구성옴 

과 본청에 따라 다르다고 소개되면서 池奭熙流의 散調는 b l>• f" ’, 韓範洙流의 散調

는 b l>→d l>"’에 이른다고 하였다.92) 

이와 함께 結論에서는 본청의 음고는 변하지 않고 본청을 잡는(연주하는) 손가락 

이 바뀌면서 옴역이 확대되는 <고정본청 자리이동〉과 본청의 옴고가 바뀌면서 상하 

옵정 관계의 변함이 有無의 경우가 있는 <이동본청 자리이동>， 그리고 韓範洙流에 

서만 보이는 자리이동없이 본청 흡高를 위한 運指가 변하는 주법의 紹介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외에 池英熙流의 쫓琴散調는 경드름 가락과 京幾 시나위 가락이 적지 않 

89) 최 태현， 위의 글. 156-85쪽. 
90) 최태현， 위의 글. 185-86족. 
91) 최태현， 위의 글. 187-96쪽. 

92) 최태현， 위의 글. 196-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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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界面調의 比率이 적은 것이 韓範洙流， 혹은 나머지 散調와 느낌이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93) 

池漢熙와 韓範洙流의 쫓琴散調에 보이는 各各 7종과 4종의 構成音， 이 各 構成音과 

運指法의 比較， 이 各 構成音에 의 한 長短別 旅律의 提示， 위 2인 쫓琴散調외 構成音

別 區別， 위 2인 쫓琴散調에서 活用된 音階， 쫓琴散調의 音域，<고정본청 자리이동> 

과 <이동본청 자리이통〉의 運指法， 주로 界面調로 構成된 위 2인의 쫓琴散調， 京離

시나위에서 由來한 池奭熙의 것 둥이 이 맑究에서 論議된 主要 內容이다. 즉 이 닮究 

는 위 2인의 쫓琴散調에 관한 諸音樂的 事項올 網羅하고 었다. 그래서 이 鼎究는 위 

2인의 쫓琴散調의 구성요소에서 長短과 리듬， 雄律에 해당되는 問題률 제외한 모든 

것이 練合된 昭究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縣合的으로 위 2인의 쫓훌훌散調률 살 

펴서 이 2인의 쫓琴散調의 理解를 돕게 해 준 것에서 이 핍究의 成果와 意義가 發見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r해급 산조의 조의 변화」 

이 細究는 調의 흉化가 池英熙와 韓範洙 쫓琴散調의 各 長短에서 어떤 형으로 나타 

나며，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는가률 살펴보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昭究方法이 具體

的으로 言及되고 었지는 않으나 위의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짧究者에 의해 採讀된 樂

讀률 分析하여 가락(조)과 가락(조)의 연결부에서 ‘조의 변화’ 관계롤 살피려 하였다.94) 

그리고 이 곳에서 論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池英熙 散調의 진양조에서는 우조-경기대풍류제-경드름조-계면조의 순으로 조가 

변하고， 중모리에서는 계면조-경드름조-계면조로 변한다. 그리고 중충모리에서는 경 

기시나위제-계면조-경기시나위제-계면조-경기시나위제로， 굿거리에서는 경시시나위 

제-경드름조로， 자진모리에서는 계면조-경기시나위제-계면조-경기시나위제-계면조로 

바뀐다. 이러한 조의 변화는 어떤 [한] 조에서 다른 조로 바뀐 경우[척극적 조의 변 

화]와 조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락의 짜임새 즉 선율적 륙성(짜임새)이 달라진 

93) 최 태 현， 위의 글， 202-03쪽. 
94) 최태현해금 산조의 조의 변화J ， 위의 책， 208쪽. 

-183 -



경우[소극척 조의 변확]이다.95) 

韓範洙 散調의 진양조에서는 우조-경드롬조-껴|면조(본청=B Þ)-계면조(본청=E Þ)

계면조(본청=B Þ)의 순으로 조가 변하고， 중모리에서는 계면조(본청=F)-계면조(본청 

=B Þ)-계면조(본청=E Þ)-계면조(본청 =B Þ)로 조가 변한다.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 

는 계면조(본청=B Þ)-계면조(본청=E Þ)-계면조(본청=B Þ)로 조가 변한다.96) 

이 昭究에서 꿇훌훌된 위 2인의 쫓琴散調에 보이는 調의 變化에 관한 것은 이미 앞 

의 (1)에서 示浚된 內容이다. 이 곳에서의 이에 대한 言及운 보다 具體的으로 이 점 

을 훌훌움하여 위 2인 쫓琴散調의 調 變化 모습을 꿇調， 혹은 補完 내지는 再照明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理由로 앞에서 陳述된 內容의 일부가 이 新究에 의 

해서 彈調， 혹은 補完·再照明된 것에서 그 意義률 찾을 수 었으리라고 본다. 

(3) r혜금 산조의 꺾는 음에 관하여 J 

이 昭究는 池奭熙와 韓範洙 쫓琴散調 [계면조의] ‘꺾는 음은 해금 산조의 경우 어떻 

게 구성되며 다른 형의 꺾는 음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鼎究이다. 陽究方法온 ‘실 

제 연주률 통’인)한 觀察이었다. 그리고 이 짧究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해금 산조의 꺾는 옴은 ‘크게 단2도 음정으로 꺾는 옴과 장3도 옴청으로 꺾는 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꺾는] 형태에 따라 짧게 꺾는 옴， 길게 꺾는 옴， 깊게 꺾는 옴 

둥으로 구분하나 형태만 다를 뿔 ... (中略) ... 음전환이 순간적이고 단절척이라는 첨에 

셔 꺾는 음으로써의 기능은 동일하다.’98) 

훌훌훌훌k調 꺾는 용의 形願가 를際演奏률 통해서 確認·調훌된 이 흉R究의 結果는 쫓琴 

散調 演奏者에게 좋온 지첨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점이 이 닮究가 거둘 수 있는 成果

라고 하꼈다. 

95) 최태혐， 외외 물， 강O쭉. 단 []안의 척극척(소극적) 조의 변화는 맑究者가 序輪과 結훌훌에서 使
用한 用語이다.208쭉. 며， •• 洙의 쫓훌훌UII에는 소극척 조의 변화가 없다(231쪽). 

96) 획태혐， 위의 글， 강9쭉. 

ÇJ7) 최태현， 위의 글.237쭉. 
98) 최태혐， 의의 글， 242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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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쏠풍散뼈의 햄에 대 한 맑究」 

池奭熙 演奏의 쫓琴散調 녹옴자료와 흙究者에 의해 採짧된 樂짧의 分析을 맑究方法 

으로 택한 이 昭究는 池英熙의 쫓琴散調 중 진양조에 보이는 ‘構成音들의 特徵파 이 

에 따른 音進行， 界面調의 선율 여젊 각 중 후반의 네 각03째 각부터 16째 각까지) 

의 調性이 진 界面調에 속할 수 있는가’99)를 살펴보기 위한 짧究이다. 그리고 그 뽑 

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1969년 발행의 지영회 『해금교본』은 겼調와 平調 그리고 界面調로 되어있으며 이 

중 겼調의 構成音은 C[C’ ]'D(d ’ ]-F[f’ ]'G[g ’ ]-A[a']로 ‘旅律의 주축올 이루는 音은 

D[d ’ ]-F(f’ ]-G[g']로 나타나고 있다.’ 이 各 音은 자신만의 ‘機能的 特徵’올 갖고 있고， 

쩌調의 旅律은 ‘下行性’의 旅律 구성으로 되어있다，1(0) 

平調의 構成音은 겼調와 같으나. C[c’ ]-F[f’ ]-G[g ’]의 音이 ‘주촉을 이루는 音’이다. 

중심음은 f'음이다. 界面調로의 轉調時는 ‘中心音 f’옴올 밀어내[올]려 界面調의 중심 

음인 g'로 轉調시킨다.’ 平調의 各 音도 특별한 機能올 갖고 있다，100 

界面調 @에는 D[d’ ]-G[g ’ ]-A[a’ ]-B" [b" ’ ]-C[c"]의 읍이 出現하며 이 중 

D[d']'G[g ’ ]-A[a’]의 옴이 보다 많이 출현한다. 여기서도 各 音은 륙별한 繼能을 가지 

고있다，102) 界面調 @에는 D[d’}G[g’ ]'A[a’}B D[b" ’ }C[c"]의 음이 出現한다. 

D[d’ ]'G[g']-B " [b " ’ ]-C[c"]의 음이 보다 많이 출현한다. 이 界面調 @는 진 界面調

이다，103) 꺼論 이 곳의 各 音도 특별한 機能올 가지고있다. 

池漢熙 쫓琴散調 진양조 各 調 構成音의 特徵과 그 進行， 그리고 진 界面調의 確認

이 이 맑究에서 이루어졌다. 池英熙 쫓琴散調 진양조의 構造가 把握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맑究의 結果로 池漢熙 쫓琴散調 진양조에 대한 理解가 보다 容易하게 된 점이 이 

짧究의 頁敵이라고 하겠다. 

99) 周永偉， 위 의 글， 2쪽. 

1(0) 周永偉， 위의 글， 4-12쪽. 
101) 周永偉， 위 의 글， 12-22쪽. 

102) 周永偉， 위 의 글， 24-37쪽. 

103) 周永偉， 위 의 글， 3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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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훌範洙 훌훌散뼈에 관한 맑究」 

韓範洙의 쫓훌훌散調 진양조의 선법과 조성， 運指의 여러 形顧， 調性과 運指法의 관계 

파악이 이 짧究의 텀的이다. 그리고 이 짧究가 돼한 方法은 많存의 쫓琴散調 樂짧와 

1fF究者에 의해 採讀된 樂뽑， 그리고 녹음된 韓範洙 쫓琴散調의 分析이었다여) 그리고 

이 흉R究結果는 다옴과 같다. 

韓範洙의 쫓琴散調는 깅경調(中心音은 B IJ [b IJ), G[g’] 중심옴 계면성도 있음)-平調 

(中心音은 B IJ [b IJ))-界面調(中心音은 BIJ[bIJ)과 E IJ [eIJ ’])로 되 어 있다. 단락은 위 

各 調의 순으로 各各 4-1-8개로 총 13개로 되어있다. 조성과 운지법의 관계는 CD BIJ 

中心音 F 食指 겼調 (2) G 중심옴 F 食指 界面調 @ BIJ 中心音 F 食指 平調 @B 

b 중심음 BIJ 食指 界面調 (5) E IJ 중심음 BIJ 食指 界面調의 5종이 있다. 위 각 

조는 食指의 자리이동과 중심융의 이동에 따라 선법과 조성이 바뀌고， 8종의 活用 가 

놓한 옴계 중 옴역과 선율의 制限性으로 인해 5종만이 사용되고 있다.105) 

이 짧究에서 論議된 內容의 -部는 많存의 韓範洙 쫓琴散調 맑究에서 陳述된 內容

과 類似하다. 그래서 이 鼎究는 많述의 韓範i$ 쫓琴散調에 관한 많存 짧究률 再照明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훌、義도 이 再照明에서 찾올 수 있게 된다. 

5. r한범수 를애·대금·해금 산조의 비교 연구」 

이 맑究는 韓範洙의 쫓琴散調 族律이 同人의 ‘퉁애·대금산조의 선율과 어느 정도의 

판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에서 出發하였다. 그리고 맑究方法온 많存 韓

範洙의 쫓琴과 大쌓散調讀와 짧究者가 채보한 韓範洙 퉁애산조 樂讀의 比較였다. 그 

리고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각 장단올 단위로 한 比較로106) 짧究結果는 

다옴파 같다. 

진양조에는 韓範洙 퉁애산조의 9장단이 同 해금산조의 9장단에 보이고， 중모리에서 

는 퉁얘산조의 2장단이 해금산조에 5장단에 보이고， 중중모리에서는 퉁애산조의 2장 

104) ttt:훌， 위의 글， 1쪽. 
105) 沈仁훌， 위 의 글， 35쪽. 
106) 안채숙， 위의 글，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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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해금산조의 2장단에 보이고， 자진모리에서는 퉁애산조의 2장단이 해금산조의 6 

장단에 보인다. 즉 퉁애산조 15창단의 선율이 해금산조의 8.7%에 해당하는 22장단의 

선율에서 인용·변주되었다. 이률 퉁애산조의 입장에서 보면 18.3%의 선율이 해금산조 

에서 보이게 된 것이다. 퉁애산조의 선율은 해금산조에서 한 옥타브 낮거나， 장 2도 

낮아졌다. 그리고 해금산조의 가락은 퉁애산조의 선율에 장식음올 첨가시키거나 리듬 

올 변화시켜 된 가락이다. 해금산조의 선율은 악기의 특성과 연주법의 차이로 인해 

통애의 그것보다 시김새가 간단하다.107) 

韓範洙의 大쪽散調 진양조 96장단 중 12장단이 同 쫓琴散調 13장단에 보이고， 중모 

리에서는 大혹散調 75장단 중 9창단이 쫓琴散調 7장단에 보인다. 중중모리에서는 大

혹散調 82장단 중 6장단이 쫓琴散調 7장단에 보이고 자진모리에서는 大쪽散調 306장 

단 중 18장단이 쫓琴散調 24장단에 보인다. 그래서 大혹散調에서 ‘인용·변주된 선융은 

해금산조 전체 선율의 20.1%에 해당된다.’108) 즉 韓範洙의 大혹散調 立場에서 보면 

8.1%의 大쪽散調 旅律이 쫓琴散調에서 採用되었다. 

‘해금산조의 선율과 유사한 퉁애산조의 선율은 해금산조의 선율과 유사한 대금산조 

의 선율과 유사함으로 해금산조 전체 선율의 20.1%가 퉁애·대금산조에서 인용·변주되 

었다 할 수 있다 .... (中略)… 해금산조 전체 선율 중에서 ... (中略)… 79.9%의 션율 

은 다른 /악기의 산조[선율]와 관계가 있거나 한범수선생의 ... (中略) ... 독창적인 가 

락’이다.109) 

이 짧究에서의 主眼點온 現行의 韓월월洙 쫓琴散調 $울律이 同A의 통애와 大혹散調 

旅律에서의 借用 程度를 探究함이었다. 이 중 韓範洙의 大쌓과 쫓琴散調의 비교는 많 

諸되었던 內容이어서 이률 채외하면 韓廳洙의 통애와 쫓琴散調의 比較가 새로운 內容

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뽑究에서 韓範洙의 쫓琴과 퉁얘산조와의 판련 정도롤 새 

로이 알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이 흉타究가 거둘 수 있는 成果가 될 것이다. 

107) 안재숙， 위의 글， 3-10쪽. 

108) 안재숙， 위의 글， 11-24쪽. 
109) 안재숙， 위 의 글，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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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쏠톨F뼈調의 리듭에 판한 考훌」 

이 新究는 ‘한범수류와 지영희류외 散調률 중심으로 리듬올 분석하고[여]， 두 류의 

[산조 리듬에 보이는] 共通點파 差異點율 밝히고자’한 짧究이다. 뽑究方法으로는 진양 

조와 중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는 두 鼓動拍·중모리는 세 鼓動拍올 한 단위로 하면서 

두 散調롤 장단별로 比較한 方法올 태했다.110) 그리고 論議된 바는 다음과 같다. 

한 고동박으로 된 리듬의 출현 형태률 살펴보면 기본 고동박은 한범수류의 모든 장 

단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지영회류의 경우에는 진양·중모리·굿거리 장단에서， 그 다 

옴으로 자진모리에서 많이 쓰이며 중중모리에서는 단 1회 출현한다. 

45종의 두 鼓動拍으로 된 한범수류의 진양조 리듬 중 14종은 오직 한범수류에만 

보이고， 81종의 두 鼓動拍으로 된 지영희류의 진양조 리듬 중 22종은 오직 지영회류 

에만 보인다. 가장 많이 출현하는 세 가지[껴 J !,!!, ÞJ lJ의 리듬형올 합한 

비율(한범수류 40.97% 지영희류 26.67%)에 의하면 한범수류의 진양조에서는 주된 

리듬의 反復이 주가 되고 지영회류에서는 보다 다양한 리듬의 結合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중모리에서 세 鼓動拍이 結合된 리듬형은 한범수류에서는 42종， 지영회류에서는 91 

종이었다. 한 鼓動拍으로 區分 不可 리듬형은 한범수의 것에서는 25.16%, 지영회의 

경우는 33.487%이나 세 鼓動拍으로 區分 不可 리듬형은 各各 1.71%와 2.68%였다. 

중중모리에서 한 리듬형올 제외하면 두 散調에 보이는 공통의 두 鼓動拍 단위의 고 

통박 리듬은 없고， 한 鼓動拍으로 훌훌分 不可 리듬형은 各各 39.73%와 59.7%이며， 

두 훌훌動拍 이상으로만 구분되는 경우는 各各 15.18%와 8.33%로 중중모리의 리듬은 

불규칙한 분할 리둠의 톡정을 갖고 있다. 

굿거리에는 두 散調에 보이는 공통의 두 鼓動拍 단위의 고통박 리둠은 없고， 한 鼓

動拍 이상으로만 구분되는 경우는 24.01%이며 두 鼓動拍 이상으로만 구분되는 경우 

는 19.61%이다. 쫓琴散調에서 가장 많은 불규칙의 분할 리듬이 보이며， 엇박이 많이 

나타난다. 

자진모리에서 두 鼓動拍의 구성인 경우 한범수류의 주요 리듬인 J J J 은 지영회류 

110) 金貞林， 위 의 글，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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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단 2회만 보인다. 한 훌훌動拍으로 圖分 不可 리듭형은 各各 39.13%와 49.55% 

이며， 두 鼓動拍이상으로만 구분되는 경우는 各各 13.04%와 19.09%로 역시 불규칙 

리듬이 많이 보인다(특히 지영희류에서). 

즉 한 鼓動拍에서는 진양조가 가장 많은 리듬형올 갖고 있고， 불규칙 리듬은 중중 

모리에서 가장 다양하다. 두 鼓動拍 이상에서는 중중모리가 가장 많은 리듬형을 갖고， 

불규칙한 리듬형은 굿거리→자진모리→중중모리→중모리의 순으로 보인다. 지명회 산 

조에서 細分된 다양한 리듬이 많이 보여 繼細하고 女性的인 맛올 갖고 있으나， 한범 

수 산조에서는 기본 리듬에 가까운 主된 리듬이 反復되어 重摩한 멋을 주고 있다.111) 

이 맑究에서는 쫓琴散調의 兩大 흐름인 韓範洙와 池奭熙流의 리듬이 比較·分析되어 

各 長短에 쓰인 리듬의 類型이 提示되었다. 그래서 이 兩 散調에서 쓰인 同型과 不同

型의 리듬이 區別되었고， 이 과정에서 規則的이거나 不規則的인 리듬의 모슐이 分析

되어 各 長短別로 紹介되었다. 그리고 各 長短에 나타난 리듬의 特徵이 區別되었다. 

이 ~究에서 리듬적 구성 요소에 의해 池奭熙의 쫓琴散調는 多樣하게 細分된 리틈으 

로 짜여져있어 그 音樂的인 맛이 女性的인 빼t細함올 지닌 散調로 評홈되었고， 韓範洙

의 쫓琴散調는 주로 反復되는 基本 리듬형으로 짜여져있어 重훌함을 지닌 散調로 評

價되었다. 즉 兩 散調音樂의 性格이 散調의 툴 속에 짜여진 리듬의 모습에 의해 說明

되었다. 따라서 兩 쫓琴散調에 形成된 리듬 現象이 把握되었고， 리듬 現象올 흉한 音

樂의 性格 *4明의 한 先例가 되었다. 바로 이 점에 이 昭究의 意義가 었다고 본다. 

7. 쏠琴澈調 맑흙의 훌잊톨훌 

以上 살펴본 8편의 쫓琴散調에 관한 맑究物올 性格別로 나누어보면 5편이 碩土學

位論文이고， 3편은 一般論文이다. 이러한 論文數는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管樂散調

맑究에서 大答散調 맑究 論文數 다음을 차지하는 혔이다. 

이 8편의 論文에서 4편이 池英熙와 韓範洙流 兩大 쫓琴散調롤 主 짧究對훌으로 하 

였다. 그리고 3편은 韓範洙流의 쫓琴散調률， 나머지 1편은 池奭熙流의 쫓琴散調률 주 

111) 金貞林， 위의 글， 5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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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Je훨훌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兩大 쫓훌훌散調 모두톨 골고루 뭘규究對훌으로 한 것이 

다. 물론 이러한 맑究碩向온 바랍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외의 他流 훌훌훌散調 흉타究로 

의 置大는 하나의 課題가 될 것이다. 

위 8편의 짧究論文 중 2편은 比較의 對象올 태하였다. 즉 各各 韓範洙流 大答散調·

뼈英熙流 쫓琴散調， 韓範洙의 흉애와 大혹散調가 그것이다. 그 까닭은 韓範洙의 쫓琴 

散調가 이를 散調와 어떤 關係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짧究에서 

比較외 對象이 選定된다는 專톨은 陽究의 客觀性율 높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動魔되어 

야한다. 

쫓琴散調 맑究에서는 大答散調 짧究의 대부분이 진양조률 중심으로 행해진 것과 달 

리 5편의 i'f究論文에서 全曲이 다루어졌고 2편의 맑究論文에서 진양조 장단만이 다 

루어졌다. 나머지 1편에서는 界面調의 t휠律이 主對象이 되었다. 물론 全曲이 다루어 

진 현상온 바랍직한 현상이다. 

를際的 짧究內容으로는 쫓琴散調의 꺾는 음과 리듬， 그리고 同-λ‘에 의한 他 樂器

散調와의 旅律比較률 다룬 글이 各各 1편이었다. 나머지 5편은 역시 표현만 달랐지 

大혹散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쫓琴散調의 調性， 各 調의 構成音과 그 機能， 旅律의 

聊成法파 特徵， 調의 훌化에 관한 內容이 취급되었다. 그리고 이 중 2편의 짧文에서 

는 쫓훌훌의 運指法이 함께 다루어졌고， 1편의 論文에서는 他流의 쫓琴散調와 同-A.의 

他 樂器 散轉가 취급되었다. 그런데 이 여러 過程에서 先行의 wf究가 後行의 맑究에 

서 충분히 참고되지 않았옴으로 인해 야기된 反省點은 大쪽散調 짧究의 課題에서 지 

척한 바와 같다. 

이 곳에서는 오직 1인만이 쫓琴散調 짧究률 3회 繼續하였고， 나머지는 역시 大쪽散 

調 짧究에의 課題에서 지척한 바와 같이 단 1회의 單發的인 짧究로 그쳐 쫓琴散調 

맑究외 連續性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흉R究方法， 많論된 理論의 受容態

度， 適切한 用語의 使用112)， 合當한 論理의 廣開와 理輪의 導出에 판한 問題와 課題는 

大答散調 짧究의 과재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112) 확히 r해금散調없究」에서는 쫓쫓散調의 調性융 長調와 短調로 훌훌明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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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牙筆散調에 關한 if究

牙筆 散調에 관한 맑究에는 r산조의 전숭 과정과 유파의 형성J 113)과 「김일구류 아 

쟁산조 분석 J 1l4)이 있다. 이 2종의 新究에서 言及된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r산조의 전승 과정과 유파의 형성」 

이 짧究의 주안점은 ‘아쟁 산조는 어떠한 역사적 바탕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올까?’ 

115), ‘아쟁 산조에 관한 음악 構造的 分析’， 그리고 ‘유파의 형성파 관련한 산조의 전 

숭과정이란 관정올 중시하여 한일섭과 박종선의 음악을 비교·분석하는데 역점을’ 두 

는116)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점올 解決올 위해 鼎究者가 택한 방법은 ‘한일섭파 박 

종선의 연주 녹음올 채보하여 분석하는 작업’과 ‘연주자률 통한 현장 조사(fi려d 

work)’이 다.117) 

이 1JF究에서 論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위 2인의 散調는 共通旅律과 非共通族

律을 갖는데 한일섭의 가락에만 보이는 非共通旅律이 10각이 있고， 한일섭의 가락(33 

각)보다 26각이 긴 박종선의 가락(59각)에는 이 긴 가락만큼의 非共通 가락과 함께 

10각의 非共通 가락이 보인다. 그러므로 모두 23각의 가락은 共通의 旅律이고， 한일 

섭만의 가락은 10각이 되며 박총선만의 가락은 36각이 된다. 따라서 兩A의 共通된 

旅律에 의하면 한일섭의 가락이 박총선의 가락에 그대로， 혹은 약간 變形된 모습으로 

傳承되고 었다. 그리고 때로는 박종선의 가락이 한일섭의 가락에 傳承되는 境遇도 있 

었다.118) 

이 2인의 散調에서 쓰이고 있는 ‘옵조직[調]’은 d[’]옵이 본청[主音]인 a'd’ 'e 'f"g ’ 'a' 

의 界面調(1)와 역시 d[’]옴이 본청인 a'b'd' 'e' '(f#’)의 끽경調(11)， 그리고 g’음이 본청 

인 d"g"a'b b "c"'d"의 界面調(ID)의 3종이다. 이 3종의 調가 한일섭의 가락에서는 

113) 김해숙산조의 전숭 파청과 유파의 형성한일섭파 박총션의 아쟁 산조훌 중심으로 r가야 
금·아쟁·단소 산조의 연구J ， 127-45쪽. 

114) 김삼주김일구류 아쟁산조 분석 J (서율: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15) 김해숙산조의 전숭 과정과 유파의 형성J ， 위의 책. 129쪽. 
116) 김해숙， 위의 글. 131쪽. 
117) 김해숙， 위의 글. 131쪽. 
118) 김해숙， 위의 글， 13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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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의 順으로， 박총선의 가락에서는 !.n.!.!.m.!.m의 順으로 變化되면 

서 進行된다.119) 

한편 兩A의 非共適 旅律온 各멈의 觸特한 가락이 된다. 그러나 이 獨特한 가락， 톡 

히 박총선만의 가락 모두가 完全한 자신만의 가락은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한일섭의 가 

락올 必要에 따라 覆形시켜 만든 경우도 있다. 그래서 結果的으로 박총선 가락에는 

한일섭의 가락을 그대로 傳承한 가락과 이를 變形시킨 가락 그리고 독자적인 가락으 

로 구분된다.120) 

牙簽散調는 한일섭→박종선 정철호→서용석， 장월중선→김일구의 3종이 있는데 이 

들 散調는 傳承되면서 변모되고 또 새로운 가락이 追加된다. 그래서 박종선의 牙筆

散調는 어떻게 보면 한일섭과 박종선의 共同作이라 할 수 있다. 즉 박종션의 散調는 

한일섭의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덧불여서 된 音樂이고 이러한 점은 散調의 傳承過

程에 보이는 普遍的인 현상으로 많存의 旅律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音樂올 追求한 

다는 肯定的인 정과 獨創的인 創意力보다는 模做과 답습에 의거하는 ‘조각 이불’이 

되는 否定的인 면올 동시에 지닌다. 그리고 산조 유파 형성은 음악의 양식적인 차이 

보다는 가락의 다양함(다양한 표현 혹은 시김새의 변화)으로 축적되어 왔으므로 타 

인의 모방에 기초한 선율 구성만으로는 고유의 작곡자와 양식적인 차이가 인정될 수 

없다.120 

이 鼎究는 現行의 박총선 아쟁산조와 한일섭 아쟁산조와의 關係롤 규명하면서 前者

의 調性올 分析하여 그 音樂的 構造를 위와 같이 알게 해 주었다. 그리고 牙筆散調를 

포함한 모든 散調의 普遍的 鷹承過程은 肯定的이고도 否定的인 兩面性올 지닌다고 評

{It하고 었다. 現行 박총선 牙훌散調의 淵源과 함께 音樂的 構造， 그리고 傳承過程과 

이의 評價훌 同時에 이 맑究에서 다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牙

훌散調에 관한 몇 가지를 드러내주었다. 바로 이러한 몇 가지 점이 이 짧究가 보여준 

成果라고 하겠고， 本格的언 牙筆에 판한 陽究의 出發이라는 점에서 이 짧究의 意훌훌를 

119) 김해숙， 위의 글， 133-34'143-44쪽. 
120) 김혜숙， 위의 글. 136-39쪽. 
121) 김해숙， 위의 글， 142-45쪽. 

-192-



찾올 수 있겠다. 

2. r김일구류 아쟁산조 분석」 

위 짧究는 2종의 鍵音寶料와 鼎究者의 약간의 餘웹j이 가해진 많存의 採짧된 樂讀

를 통해 김일구류의 散調와 다른 散調와를 lt較·分析하여 김일구류 牙筆散調의 옴악 

적인 틀올 진양조를 중심으로 조명하여 김일구 牙筆散調 ‘선율의 구조， 선율의 구성 

원리， 선율의 구성 방법’올 살펴보기 위한 짧究이다 122) 

이 짧究에서 陳述된 主要 內容온 다음과 같다. 김일구 牙筆散調의 진양조는 차례대 

로 @ c[']음이 본청인 우조길[조]， 9 a[’]음이 본청언 계면조길，@ d[’]옴이 본청인 

계면조길， @ a[’]음이 본청인 계면조길， @ d[']용이 본청인 계면조길， 뺑 g[’]음이 

본청인 계면조길， @ d[']음이 본청인 계면조걸，@ g[’]음이 본청인 계면조킬， 탱 d[ ’] 

음이 본청 인 계면조길， 뺑 f[’]음이 본청 인 우조길 @ d[’]음이 본청 인 계면조 킬로 선 

율이 구성되었다. 즉 중간에 조가 여러 번 바뀐다. 위와 같은 여러 調로 된 廳律은 짧 

은 종지형 선율과 소단락의 선율이 모여 큰 단락올 이루는 긴 총지형의 선옳 2종으 

로 나누인다.123) 

김일구 아쟁산조 선율올 구성하는 원리로 척용되는 툴거리는 다옵과 같다. φ 계면 

조 음계의 바탕에 전조 및 우조로의 변조가 이루어진다.(2) 선율선온 중심부률 중심 

으로 저음에서 고음으로 고옴에서 저옴으로 다양하게 이통한다.@ 진양조는 최소한 

6박(I각)이 한 프레이즈가 되며 6박이 몇 개 모여 한 선율군이 형성되어 2-3각의 짧 

은 종지선율로 소단락을 짓고 또 2-3의 소단락이 모여 큰 단락이 되며 큰 단락올 이 

룬 선율들이 모여 한 부분올 이룬다. 김일구의 산조는 바로 이러한 하부구조의 요소 

들이 작용하여 구성되었다. 즉 6박의 기본 단위가 2 이상 모여 하나의 패턴올 형성하 

며， 2각-7각까지가 한 단위가 되어 단락을 이루며， 종지선율과 시작선율에 의해 김일 

구 散調의 構成 原理는 φ 부분 @ 큰 단락 @ 소단락 @ 소철(각)로 구분된다.124) 

김일구 散調외 적지않은 부분이 이생강(大쪽).최태현(쫓琴).원광호(거문고).김영재 

122) 김삼주， 위의 글， 1-2쪽. 
123) 김 삼주， 위 의 글， 12-14쪽. 
124) 김 삼주， 위 의 글， 29.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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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散調와 類似하다. 大혹과 쫓琴의 散調에서 유사한 族律옹 더욱 많다. 특히 

김일구의 牙筆散調에서 박종선의 牙짧散調와 같은 선율은 22각이 되며 兩 散調의 顧

律은 d[’]옴의 본청 계면조길이 중심 雄律이었다. 김일구의 獨創的인 가락온 주로 始

終의 旅律이었다. 김일구 散調는 여러 유파의 기존선율에서 많은 영향올 받고 거기에 

그의 독창척인 선율이 추가되어 한 툴의 산조가 되었다，125) 

이 짧究는 現行 3종의 牙筆散調 중 하나인 김일구 牙筆散調의 調性， 1ì힐律올 構成하 

는 툴과 方法， 그리고 김일구 牙筆散調와 他 散調와의 關聯 程度 및 形成過程을 다루 

었다. 즉 박종선의 것올 對象으로 한 前의 牙筆散調 짧究와 이 맑究는 區別되고 있다. 

그래서 前의 박총선의 音樂올 對象으로 한 닮究와 結果는 類似하나， 김일구의 牙筆散

調롤 集中 照明한 것에서 이 핍究의 意훌훌가 있다고 하겠다. 

3. 牙후홈U，II if究의 훌훌題 

牙훌散調에 관한 맑究論文 2편온 各各 一般論文과 碩士學位論文이다. 이 中 前者는 

短備散調 짧究論文의 著者에 의한 글이고， 한일섭과 박총선의 牙筆散調롤 짧究對象으 

로 하였다. 後者는 김일구의 것을 짧究對象으로 하였고， 前者와는 달리 이생강·최태 

현·원광호·김영재의 他 樂器 散調률 比較對象으로 하였다. 全曲을 대상으로 한 前者나 

진양조만옳 대상으로 한 後者에서나 주된 內容은 서로 달리 표현되었지만 결국은 散

調의 形成過程， 族律의 構造·原理·構成方法이어서 서로 類似하다. 그리고 이 곳에서 

反省되어야 할 內容과 앞으로의 課題는 피리散調 짧究의 課題에서 지척한 여러 事項

파같다. 

VII. 맺는 말 

여러 管樂散調의 調性， 各調의 構成音과 이의 特別한 機能， 族律의 構成法과 特徵，

調의 흉化， 몇 種의 散調間에 보이는 廳律의 類似性과 相互 影響 關係， 散調의 傳承이 

나 形成過程， 大答散調의 시김새와 리듬， 쫓琴散調 運指法의 音樂的 特徵파 리듬 둥퉁 

125) 김삼주， 위 의 글， 35-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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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諸知識과 情報가 위에서 살펴본 없存의 管樂散調 맑究에서 홉옴훌훌되었다. 그리 

고 이 管樂散調에 관한 諸知識과 情報는 該當 散調와 몇몇 散調間에 形成된 音樂的

關係의 把握율 容易하게 해주고 었다. 이와 같은 管樂散調에 관한 諸짧究의 結果로 

不可視的 口傳의 여러 管樂散調의 音樂이 이제는 可視的 存在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立場으로 위의 管樂散調 諸짧究률 바라볼 때 筆者는 지금까지의 

管樂散調 鼎究에서 論議된 위의 諸事項이 該當 散調의 理解와 理論化에 肯定的인 作

用을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많存의 위 管樂散調 陽究에서 이룩된 여러 知識과 情報

의 形成이 이률 짧究가 이룩할 無視될 수 없는 成果라고 본다. 그러나 다옴의 몇 가 

지 事項얘 유의한다면 보다 나온 未來의 管樂散調 짧究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管樂散調에 관한 짧究의 諸般 事項에 의하면 管樂散調는 톨的으로 

大혹散調(16편 중 13편이 1jf究論文)→쫓琴散調(8편의 짧究論文)→피리·牙筆散調(各各 

2편의 흉타究論文)→短蕭散調(1편의 1jf究諸文)의 순으로 짧究되었다. 總 26편의 융타究論 

文에서 大혹散調에서 10편， 쫓琴散調에서 5편， 피리散調에서 2편， 牙筆散調에서 1편 

合 19편이 碩土學位論文이고 나머지 7편온 一般論文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管樂散

調에 관한 짧究는 주로 -般論文보다는 碩士學位論文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初步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管樂散調 昭究活動이 特定 樂器 中心으로 행 

해진 偏向性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管樂散調 맑究의 初步性과 偏向性은 시급히 克服

되어야 할 課題가 되어야 한다. 

위의 피리·牙簽·短蕭 散調롤 포함하여 大혹散調와 쫓琴散調률 中心으로 행해진 管

樂散調 짧究에서 大혹散調 各 流派의 散調와 兩大 流派의 쫓琴散調는 비교척 협等하 

게 취급되었옴은 바랍직한 現象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特定 流派의 散調￥R究에 

偏重되지 않은 散調맑究는 앞으로도 繼續的으로 堅持해 나가야 할 管樂散調 흉R究의 

願度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散調흉타究에서 보인 빈약함은 散調의 훌散과 

理論化의 測面 모두률 위해서 反省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 分野에서의 흙究에 보다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까지의 위와 같온 大혹과 쫓琴散調의 

짧究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해도 또 다른 流派의 散調로 짧究의 눈올 돌려야 합은 

까論이다. 측 現存 全 流派의 모든 管樂散調 맑究가 이후어져 散調에 판한 바른 理解

률 위한 理論化의 作業이 속히 完逢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껏 소흩하였던 

-195-



同一 樂器의 他流 散調와 他 業器 散調와의 比較짧究와 現뿔짧究가 앞으로의 管樂散

調 if究에서 보다 더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부분이 진양조에 머물고 있는 現在

의 昭究도 止鋼되어 全長短으로의 훌大鼎究도 當옳로 受容되어야 한다. 이렇게 散調

의 緣橫이 探究된 보다 總合的인 짧究結果의 出現올 期待함온 筆者만의 心情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管樂散調 짧究는 先行 짧究結果를 충분히 검토해 不必要한 重複新究롤 피 

하고 連홈性이 保障된 맑究가 되어야한다. 즉 先行 짧究와 連結되지 않는 個體的인 

管樂散調 鼎究률 止錫하고 諸散調의 維橫이 아우러진 짧究가 되어야 한다. 單發性의 

陽究에 대한 훌械와 함께 多樣한 짧究方法의 愚用과 새로운 陽究方法의 模索도 강구 

되어야 한다. 까論 이 과정에서 많論된 理論에 대한 올바른 受容과 論理性의 確保 또 

한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맑究의 結果는 應用되고 活用되어야 한다. 管樂散調의 짧究結果 또한 그러해 

야 한다. 應用과 活用이 없는 맑究結果라면 그 짧究의 存在價f直는 無意味한 것이 되 

고 만다. 따라서 모든 맑究는 初期부터 應用과 活用이 設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管樂散調 짧究에서 이 점온 考慮되지 않온 듯하다. 즉 管樂散調에서 이루 

어진 맑究結果는 散調理論과 散調演奏 모두에서 應用·活用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事情

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事톨은 現存의 모든 管樂散調 맑究에서 論議된 

結果가 比較·整理되어 管樂散調의 理論으로 提示되어 있지 않은 事實에 의해서 證明

이 되고， 또 管樂散調 演奏에 應用·活用되고 있지 않는 現象으로도 알 수 있다. 

륙히 管樂散調는 演奏로서 存在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管樂散調

의 흉R究에서 論훌훌된 事를 가운데 相當數는 이 存在의 目的에 걸 맞는 쓰임으로 나타 

나야 한다. 즉 特定 管樂散調의 音 機能이 밝혀졌으면 그 機能에 걸 맞는 演奏에서의 

表現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많存의 演奏法에 보이는 特徵만 소 

개할 뿔 if究結果률 應用·活用한 새롭고도 多樣한 演奏法파 表現法의 試圖나 開發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後의 짧究에서 마땅히 深思熟考의 考慮對훌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재미있는 점 하나는 많存의 管樂散調 흙究는 모두가 演奏흥에 의한 鼎究였 

다는 事實이다. 그것도 2편의 φn椰琴 演奏家에 의한 牙寧과 短蕭散調 昭究롤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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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두가 該當 樂器의 演奏家에 의해서 행해진 昭究였다. 散調演奏에 理論흥에 의한 

管樂散調 흉R究는 없었다. 音樂現象에서 演奏와 理論은 必然의 相互 補完的 特珠 關係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演奏家에 의해서 이루어진 管樂散調 昭究는 바랍 

직한 現象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理論家에 의한 管樂散調 핍究의 同參 또한 있어야만 

한다. 演奏家와는 다른 視훨과 觀點의 管樂散調 짧究의 結果가 이에 의해서 導出될 

수 있기 때둔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바람이 寶現된다면 管樂散調의 뺀解와 理論化

作業은 한결 수월해 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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