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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의 차이점을 구명하여, 악조를 검토하는데 유효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시김새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악기 3명의 연주자를 

대상으로 시김새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악기와 연주자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김새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조 악곡에서 黃鍾은 농음하고 南呂로 하행할 때 추성한다. 林鍾은 계면조의 林鍾과는 달리 

 * 이 글은 정악합주를 위해 연주자들이 공유하여야 할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인 논문이다. 정악 

연주에 대한 분석적 또는 해석적 접근이 가능해지려면 연주에 필요한 음악적 요소들, 예를 들어 악조, 
악기의 조현법과 운지법, 선율 진행에 따른 시김새, 장단과 호흡주기, 악곡에서 요구되는 악기 간의 신

호, 악기의 구조에 기인한 독특한 표현법, 빠르기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음악적 요소들을 각 악기별, 장르별로 연구함으로써 정악 합주를 위해 필요한 담론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담론을 ‘정악합주론’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정악합주론’에 관한 연구

는 고를 달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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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呂로 진행할 때 퇴성이 아닌 평성(관악기)이나 추성(현악기)을 구사하며, 농음은 黃鍾에 비해 

절제하여 구사한다. 나머지 구성음에서는 음계의 한 음 아래로 진행할 때 퇴성하며 두 음 아래로 

진행할 때는 추성한다. 성악의 경우 평조 가곡의 黃鍾은 치켜 떨고, 林鍾은 仲呂로 진행할 때 

추성 또는 치켜 떤 다음 추성하게 된다.

계면조 악곡에서 黃鍾은 굵은 농음을 구사하고, 仲呂에서는 평성 또는 푸는 농음을 구사한다. 

林鍾은 평조와 달리 仲呂로 진행할 때 퇴성하며 관악기의 경우 음을 낮게 하여 농음한다. 仲呂는 

높게 연주하고 林鍾을 낮게 연주함으로써 평조와는 다른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계면 가곡의 성악

은 반주 음악과는 달리 黃鍾, 仲呂, 林鍾의 3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음의 시김새는 기악

과 동일하다.

시김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산회상의 세 가지 악조론, 즉 복합 계면조, 黃鍾宮 平調, 仲呂宮 

平調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세 악조론 모두 현행 음악의 시김새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 현행 현악영산회상의 연주가 레－미－솔－라－도의 음계에 계면조의 시김새를 더하여 

구현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평조, 계면조, 시김새, 악조, 선법, 영산회상, 정악합주

1. 머리말

전통음악 연주자들은 악곡 구성음의 시김새1)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음악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악기 간, 연주자 간에는 시김새를 표현하는 방

식에 다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악곡 구성음의 시김새 분

석은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인가? 시김새 분석의 연구방법 자체가 주관적일 수 

1) 송방송의 한겨레 음악 대사전에서는 시김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율을 멋지게 꾸미는 장식. 노래의 가락이나 악기의 선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시김새라고 하는데, 
대체로 시김새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래의 가락이나 기악 선율의 첫머리를 꾸미는 법이고, 둘째

는 가락이나 선율의 끝을 장식하는 법이며, 셋째는 가락이나 선율의 중간을 꾸미는 법이다. 넓은 뜻의 

시김새는 요성, 농음, 전성, 퇴성 등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시김새는 장식음을 가리킨다 ”
한편 이보형은 ｢한국음악의 시김새 연구 방법 시론｣에서 시김새의 어원을 장식음의 ‘식음’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시김새는 본래 “특이한 형태구조로 된 목과 

이를 구사하는 기교능력”을 뜻하는 정도의 용어로 쓰였으며 이후 거문고에 국한된 농현이라는 어휘를 

대체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혜구, 장사훈, 김기수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장식음

을 지칭한 선례가 생긴 후부터 장식음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시김새’는 넓은 의미의 시김새 중에서도 장식음의 의미를 제외한 농음, 퇴성, 추성, 
퇴이추 등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시김새를 음의 기능 또는 음의 장식법 등의 말로 달리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전자의 경우 주음, 중심음, 종지음 등을 뜻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고 후자 또한 장식음의 의미

와 유사한 용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승_ 정악의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 연구   31

있다는 이유로 정악곡의 악조를 연구할 때 시김새를 제외하고 구성음만을 분석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시김새가 전통악곡의 특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음악적 재료임을 생각할 때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비중을 두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김새

를 제외한 레－미－솔－라－도의 구성음만으로는 영산회상과 서도민요의 차이

점을 구별해낼 수 없으므로 두 악곡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김새를 비롯

한 구성음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불가피한 것이다.

시김새 분석은 정악합주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정한 선율진행에서 

각 악기 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시김새와 상이한 시김새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

석하는 일은 합리적인 연주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악곡에서 

구현되는 시김새는 각 악기와 연주자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 그것을 유형화하

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이러한 사실은 현행 정악곡의 시김새를 분석함에 있

어서 논리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김새 분석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한 악기의 시김새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가급적 한 악기가 아닌 

전체 악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연주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김새

일 경우에 비로소 악곡 분석과 연주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악기 간 또는 연주자 간의 시김새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주자들의 시김새를 대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담은 각 악기별 3명(성악 포함 18명)의 연주자와 이루어졌으며, 

정악 연주계의 원로 연주자 한 명과 중견 연주자들로서 정악을 꾸준히 연주하고 

있거나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담

에 응한 연주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피　리: 정재국, 이영, 박치완 

대　금: 조창훈, 김정수, 채조병

해　금: 이기설, 양경숙, 윤문숙

거문고: 정대석, 유영주, 윤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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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양연섭, 이지영, 이종길

성　악: 김호성, 김영기, 김병오

각 악곡의 다양한 선율 진행에 따른 시김새의 분석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각

주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를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음역이 바뀜에 따라 같은 음에서의 시김새가 달라지는 경우2)를 고려한다면 

전 음역에 걸쳐 구성음의 시김새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고의 목적은 특정 악기가 한 악곡에서 구사하는 모든 시김새를 정 하게 분석하

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 악기, 여러 주자로부터 나타나는 공통적 시김새를 

통해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의 차이점을 구명하고, 악조를 검토하는데 유효한 기

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구성음의 주요 시김새를 한 옥타브 안에서 도식적으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며, 음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시김

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대담을 위해 분석의 범위로 정해진 악곡은 평조와 계면조의 주요 향악곡으로 

인식되어온 영산회상과 가곡, 도드리, 여민락의 4가지 악곡이다. 대담에서는 평

조와 계면조 같은 선법명을 거론하지 않고 가급적 곡명만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악곡에 대한 기존의 악조론에 많은 이견들이 이미 제시

됨으로써 그 선법을 평조 또는 계면조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해졌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영산회상을 평조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영산회상을 계면조 

악곡으로 분류하여 시김새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담을 진행하면서 각 악곡

의 악조가 무엇이건 간에 시김새만을 고려했을 때 계면조 가곡과 영산회상의 시

김새가 대동소이 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연주자가 이견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2) 예를 들어 영산회상 상령산에 출현하는 林鍾의 경우 林(악기에 따라 음역의 표기가 다르나 편의상 각 

악기 높은 음역의 林鍾을 의미함)은 퇴성이, 亻林에는 농음이 주된 시김새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김새 분석의 결과로 악조를 검토할 때 이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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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인의 연주자 중 1명이 가곡의 경우 악곡에 따라 조금씩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연주자들은 모두 군악을 제외한 영산회상과 계

면조 가곡 구성음의 시김새를 큰 틀로 묶어 논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하

였다.  

평조 가곡의 경우 각 구성음이 차지하는 비중과 선율 진행 방식이 여타의 평

조 악곡(여민락, 도드리)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주자

들이 있었다. 

결국 본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즉 악곡에 대한 여러 종류의 악조론이 

존재하지만 연주자들이 정악곡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김새의 유형은 크게 평조

와 계면조 두 가지라는 점과,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시김

새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었음을 근거로 하여 분석대상 악곡을 평

조 시김새의 악곡(여민락, 도드리, 평조가곡)과 계면조 시김새의 악곡(영산회상, 

계면가곡)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3) 

본론의 둘째 항에서는 이 글을 통해 밝혀진 평조와 계면조 악곡의 시김새를 

적용하여 현행 영산회상에 관한 세 가지 악조론4)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평조 가곡의 경우 중심음에 대한 해석에 따라 레음계와 솔음계가 혼재하고 있다고 보는 등 기존의 상이

한 견해들이 있다. 평조 가곡에서 중심음 해석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구성음의 주된 시김새를 살펴보

면 여타의 평조 악곡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김새 분석에서 평조 가곡을 평조 악곡으

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4) 장사훈, ｢韓國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方法論｣, 韓國傳統音樂의 硏究(寶晉齋, 1975); 황준연, ｢현악

영산회상의 상령산과 중령산의 악조｣, 민족음악학 제17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5); 임병

옥, ｢平調와 界面調의 構成音에 對한 硏究－各音의 構造와 機能을 中心으로｣, 한국음악연구 제30집

(한국국악학회, 2001); 임병옥, ｢現行 靈山會相의 調－피리 旋律을 中心으로－｣(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

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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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악기와 연주자별 시김새 분석

1) 분석에 사용된 시김새의 부호 

(농음5)): 농음의 기능을 하는 음에서 한 박일 경우 처음부터, 두 박 이상일 

경우 마지막 박에서 구사되는 농음.  

(푸는 농음): 본래 농음의 기능을 하지 않는 음에서 평성으로 내다가 음을 

마무리하며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처음부터 농음하더라도 굵은 농음과 구분되어 조심

스럽게 연주되는 농음.

 (퇴성): 음을 흘려내림.

 (추성): 음을 어올림.

 (퇴이추): 퇴성 끝에 추성을 잇대어 연주함.

(평성): 시김새 없이 연주함.

* 율명은 음역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역과 상관없이 표기하며 편의

상 각 율명의 첫 글자만을 사용하여 ‘黃 太 仲 林 南 無’ 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다.

 5) ‘농음’이라는 용어는 전통 현악기와 관악기 및 성악에서 한 음을 흔들어 그 음고를 위아래로 변화시키는 

vibrato의 의미로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vibrato의 의미로 ‘농현’과 ‘요성’, ‘농음’ 
등이 혼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농현’과 ‘요성’의 경우 각각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농현’의 좁은 의미는 현악기의 vibrato이고 넓은 의미는 vibrato와 퇴성, 추성, 전성, 요성 등 전통

음악에서 음을 다루는 기법 전반을 포괄한다. ‘요성’ 또한 관악기의 vibrato라는 의미와 피리, 해금 등의 

악기에서 구사하는 홑요성 또는 겹요성 즉 음계 상 한음 위의 음으로 어 올리는 연주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병옥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vibrato의 의미로 ‘농현’이나 ‘요성’이라는 

용어 대신 ‘떠는 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혼선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에서

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vibrato를 통칭하는 의미로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농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자 한다. 그 이유는 ‘떠는 소리’ 역시 搖聲의 순 우리말이므로 엄 히 보아 요성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지 않고, 현악기, 관악기, 성악의 vibrato를 통칭하는 의미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를 거부하고 농현과 요성 등으로 분리하여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
주
자

A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二→太)

 (仲→黃)

 또는

 드물게

 (林→仲)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7)

 (無→林)
드물게 퇴성과 혼용

연
주
자

B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二→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드물게 퇴성과 혼용

연
주
자

C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二→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드물게 퇴성과 혼용

<표 1> 피리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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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리

6)

 6)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글에서는 선율 진행의 모든 경우를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표 1>
에 게재되지 않았으나 주목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 예를 들어 평조 太에서 黃으로 하행할 때는 퇴성이지

만 太에서 林으로 상행할 때는 평성이나 농음이 나타나고, 黃에서 한음 상행할 때에도 추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각 악기의 연주자 대부분이 상행 보다는 하행 진행에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진행이 훨씬 보편적이고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성음별로 주된 시김새만을 게재하기

로 한다. 그러한 분석 결과만으로도 본고의 연구목적, 즉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의 차이점 구명과 기존 

악조론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일반적인 농음에 비하여 음을 낮게 내려가며 농음하는 시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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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의 경우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세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이 거의 같다. 다만 

연주자 B와 C가 평조의 林에서 퇴성을 하지 않는 반면 연주자 A는 드물지만 

하행 시에 퇴성을 하는 점이 다르다. 

연주자 모두 평조 林에서 일반적으로 농음이 나타나며 黃보다 조금 절제된 

인상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악기에서

도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평조의 林 중에서도 上三(黃鍾宮일 경우) 보다

는 下二에서 농음이 자주 나타난다. 

평조 林-仲의 진행에서 계면조와는 달리 퇴성하지 않고 평성을 구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계면조의 黃에서는 농음 이외의 다른 시김새가 언급된 바는 없으나 선행연

구8)를 통해 볼 때 현악기에서 보이는 黃-無 진행에서의 추성이 피리에서는 일

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특히 평조 악곡에서 仲은 太로 진행할 때 퇴성을 하지만 仲二10)은 추성을 하

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합주를 위해 적절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표 1>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南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3) 仲: 太로 하행시 퇴성하는 것이 주된 시김새이나 仲二 에서는 추성한다. 

黃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8) 임병옥의 “平調와 界面調의 構成音에 對한 硏究”에서는 계면조 黃-無 진행에서 피리의 시김새를 퇴성

으로 분석하고 있다.
 9) 피리의 경우 현악영산회상 중령산 일부에서 추성을, 세령산 이후에서는 퇴성을 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

다. 반면 대금은 黃-無 진행에서 대부분 장식적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퇴성이나 추성을 하지 않고  농음

이나 평성을 구사하게 되며 해금의 경우도 추성보다는 퇴성이나 평성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
국 관악기 연주자들은 계면조 黃-無 진행의 시김새를 추성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 원래 3공에서 연주되는 仲을 2공에서 소리 내는 주법으로 仲 옆에 二자를 써서 ‘두이 仲’ 또는 ‘이공 

仲’(仲二)이라 한다.



연
주
자

A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연
주
자

B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표 2> 대금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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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林: 농음이 주로 나타나는데 黃보다 절제하여 표현한다.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지 않고 평성으로 연주한다.

5) 南: 林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계면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평조에 비해 굵게 농음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3) 仲: 평성으로 내거나 지속할 때 마지막에서 푸는 농음으로 마무리한다.

평조의 仲에 비해 높게 들어내어 林과의 간격이 좁게 나타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거나 음고가 낮아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내려떠는 

농음을 구사한다.

5) 無: 林으로 진행할 때 대부분 추성한다. 그러나 드물게 퇴성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3) 대금



연
주
자

C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③  (太→黃)

②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①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無→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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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연주자 3명의 시김새는 거의 일치하며 계면조의 無에서 연주자 A와 B는 

퇴성을 연주자 C는 퇴성과 추성을 섞어서 구사하는 점이 다르다.  

연주자 C의 경우 평조에서 구사되는 퇴성에 대해 ①－②－③의 순서로 비중

을 두어 연주한다고 하였다. 연달아 퇴성이 나오거나 담백한 연주를 위해 퇴성

을 덜어낼 때 ①을 가장 비중을 두어 퇴성하고 나머지를 순서에 의거해 처리 

한다고 답하였다. 

피리와 비교해 보면 계면조 無의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인다. 피리 연주자 모

두가 추성을 하는 반면 대금은 대부분 퇴성을 하고, 연주자 C만 퇴성과 추성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면조의 無는 다른 악기들도 유동적인 시김새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악기가 추성을 주된 시김새로 인식하는 반면 

대금은 퇴성으로 연주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평조 악곡을 연주할 때 대금에서는 黃－南의 진행이 거의 없고 黃－ㄴ南으로 

진행하는데 이 때 다른 악기와 같은 적극적 추성은 아니지만 추성이 구사된다. 

그러나 추성을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에 비해 표현이 제한적이어서 제대

로 추성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ㄴ(太)에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갈 

경우 다른 악기들의 흐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추성이 피리와 해금처럼 쉽게 표현되기 힘든 대금의 악기적 특성이라 하겠다. 

드물게 나오는 평조의 黃－南 진행에서는 추성 대신 퇴성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

이기도 하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연
주
자

A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표 3> 해금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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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南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3) 仲: 太로 하행시 퇴성하며 黃으로 하행할 때는 추성으로 연주한다.

4) 林: 농음이 주로 나타나는데 黃보다 조금 절제하여 표현한다.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지 않고 평성으로 연주한다.

5) 南: 林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계면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평조에 비해 굵게 농음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3) 仲: 평성으로 내거나 지속할 때 마지막에서 푸는 농음으로 마무리한다.

평조의 仲에 비해 높게 들어내어 林과의 간격이 좁게 나타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거나 음고가 낮아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내려떠는 

농음을 구사한다.

5) 無: 林으로 진행할 때 대부분 퇴성하지만 주자에 따라 추성을 하기도 한다.

 4) 해금



연
주
자

B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짧은박)

 (仲→太긴 박)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연
주
자

C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추성은 약하게)

 (仲→太)

 (仲→黃)

 또는

 (林→仲)
드물게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또는  (林→仲)

내려 떠는 농음 

 (無→林)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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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연주자들의 시김새는 평조 仲－太 진행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연주

자 B의 경우 仲이 太로 하행할 때 짧은 박에서는 추성을, 긴박에서는 끝부분에 

퇴이추로 연주하고 A와 B는 퇴성으로 연주한다. 仲－太 진행에서의 추성은 학

생들의 연주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도드리 6장과 같은 평조 악곡

의 仲－太 진행에서 대부분의 해금 전공 학생들이 시김새를 추성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피리, 대금 6명의 연주

자는 모두 평조의 仲－太 진행에서 퇴성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금에

서도 연주자 A와 C 역시 퇴성으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추성을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전체 악기의 분석 결과에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덧붙여 필자의 생각으로는 평조, 계면조 모두에서 仲을 일지로 운지할 때 구

사되는 농음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음 기능의 음이 아님에도 

仲을 일지로 운지할 때 악곡의 맥락과 맞지 않는 굵은 농음이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 주자들의 합리적 해석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주자 B는 다른 주자와 달리 평조와 계면조의 농음을 대부분 절제하여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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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연주자 B가 평조 仲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주자에 비해 세부적이었다면 연

주자 C는 평조의 太와 계면조의 無에서 퇴이추를 구사하기도 하는 점이 다른 

주자와 다르다. 

연주자 C의 경우 평조의 林에서 피리 연주자 A와 같이 드물지만 퇴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

<평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南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하는 것이 주된 시김새이지만 퇴이추하기도 한다. 

3) 仲: 太로 하행시 퇴성하는 것이 주된 시김새이며 주자에 따라 추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黃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4) 林: 농음이 주로 나타나는데 黃보다 조금 절제하여 표현한다.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지 않고 평성으로 연주한다.

주자에 따라 평조의 黃과 林, 계면조의 黃 등의 농음을 대부분 절제하여 굵지 

않게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5) 南: 林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계면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평조에 비해 굵게 농음한다. 주자에 따라 평조와 

계면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 또는 퇴이추한다.

3) 仲: 평성으로 내고, 지속할 경우 마지막에서 푸는 농음으로 마무리한다. 

음정은 평조의 仲에 비해 높게 들어내어 林과의 간격이 좁게 나타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거나 음고가 낮아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내려떠는 

농음을 구사한다.

5) 無: 林으로 진행할 때 추성 또는 퇴이추한다.



연
주
자

A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林鍾宮 界面調

선율의 흐름에서

 (太→黃)
( )

 또는 

(林→仲)
 , , 
(無→林)

연
주
자

B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 )
 또는 

(林→仲)
 (無→林)

연
주
자

C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 )
 또는 

(林→仲)
 (無→林)

<표 4> 거문고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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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문고

모든 관악기의 시김새에서 드러나듯 평조 林에서는 농음을 구사하며, 仲으로 

진행할 때 관악기들이 주로 평성으로 연주하는 것과는 달리 추성으로 연주한다. 

퇴성 혹은 퇴이추를 하는 계면조의 林과 구분하여 반대의 시김새로 연주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연주자 A는 계면조의 無－林 진행에서 여러 가지 시김새가 가능하다고 하였

고, 연주자 B는 ‘퇴이추’가, C의 경우 추성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관악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면조 악곡의 無는 그 시김새가 다른 음들에 비해 유동

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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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의 黃－無 진행에서는 추성을 구사하지만 주자에 따라 표현의 정도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선율의 흐름에 따라 추성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현의 僙－㣳 진행(주로 무를 전성하며 진행하는 경우

가 많음)에서는 黃을 추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악기가 퇴성을 

빈번히 하는 것과는 달리 거문고에서는 퇴성이 나타나지 않아 관, 현악기 간에 

상충되는 시김새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평조의 太－黃 진행에서 연주자 A는 퇴성을, 연주자 B와 C는 평성을 주된 

시김새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 관악기의 모든 연주자가 퇴성을 한다고 한 사

실과는 달리 두 명의 거문고 연주자가 평조 太의 시김새를 절제하여 연주한다고 

했다. 비슷한 예로 가곡의 성악 주자들 역시 평조 太의 시김새에 대한 질문에 

퇴성을 거론하지 않는다. 성악의 경우 평조 가곡에는 太－黃의 선율 진행 자체

가 없다. 성악과는 달리 기악에는 太－黃의 진행이 나타나는데 다수의 거문고 

주자들은 여타의 계면조 악곡과 구분하여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거문고가 평조 太－黃의 진행에서 퇴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장사훈의 

시김새 연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11) 

계면조의 太－黃 진행에서는 세 연주자 모두 퇴성을 하는데 연주자 A의 경우 

林鍾宮 界面調의 흐름에서만 퇴성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도 장사훈의 복합 계면

조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장사훈의 악조론을 검토하는 항에

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거문고 주자의 시김새를 분석하다 보면 관악기와 비교하여 매우 절제되고 엄

격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관, 현악기 간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계면조 

仲의 시김새이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거문고 연주자들은 仲의 시

김새를 엄격히 절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계면조의 仲에서 왼손을 쓰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이것은 소리를 지속시키는 관악기의 仲에서 농음이 분명하

게 들리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라 해석되므로 평성 위주로 표기하였다. 

11) <표 9> 장사훈의 정악 시김새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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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 악곡에서 한 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한 시김새가 없으면 (농음

의 기능을 주로 하는 음이 아니더라도) 그 음의 끝을 가만두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일종의 농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관악기에서는 더욱 자

유로운 흐름으로 나타남으로써 일부 연주자들은 영산회상의 仲을 농음 기능의 

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거문고의 경우 仲에 대한 인식이 관악기

와는 다르다. 영산회상에서 거문고는 4괘법과 7괘법을 혼용하는데, 먼저 4괘법

에서는 유현 4괘의 당(黃)을 정확히 농음하는 반면 유현 7괘의 징(仲)은 평성

으로 연주한다. 仲이 ‘당’이 되는 7괘법에서는 음역이 전반적으로 올라감에 따

라 악곡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선율 진행 방식의 변화

에서 비롯된 것일 뿐 각 구성음의 시김새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7괘법의 당(仲)에서 왼손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4괘법 당(黃)의 

굵은 농음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음의 기능을 하는 

黃은 유현 7괘를 당(仲)으로 하는 중령산과 같은 곡에서도 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당이 7괘로 옮겨져도 仲을 농음하지 않고 여전히 黃을 농음하며 다른 구성음

의 역할들도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사실은 악조론을 검토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평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南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평성을 유지하거나 주자에 따라 퇴성하기도 한다. 

3) 仲: 太로 하행시 퇴성한다. 黃으로 하행할 때는 추성한다.

4) 林: 농음한다. 하행시 퇴성하지 않으며 추성한다. 

5) 南: 林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계면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평조에 비해 굵게 농음한다. 無로 하행할 때 추성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다만 주자에 따라 林鍾宮 界面調의 흐름에서만 퇴성



연
주
자

A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 ) (林→仲) (無→林)

연
주
자

B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 ) (林→仲) (無→林)

연
주
자

C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또는

(林→仲)
퇴성안함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 ) (林→仲)  (無→林)

<표 5> 가야금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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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다.

3) 仲: 평성으로 내거나 절제된 푸는 농음으로 연주한다. 

음정은 평조의 仲에 비해 높게 들어내어 林과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는 관악

기를 고려하여 연주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 또는 퇴이추하고 음고는 관악기를 고려하여 연주한다.

5) 無: 林으로 진행할 때 추성 또는 퇴이추를 주로 하며 주자에 따라 퇴성하는 경우

도 있다.

6) 가야금

평조의 林은 거문고의 시김새와 동일하여 仲으로 하행시 퇴성하지 않고 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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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그 밖의 진행에서는 주로 농음을 함으로써 계면조의 林과 대조됨을 알 

수 있다.

평조의 仲과 계면의 無에서 시김새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주자 A와 C는 평조의 仲을 추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B의 경우 추성하는 

연주자가 다수임을 알지만 다른 악기들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퇴성으로 표현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서 평조 仲을 추성하는 경우는 해금 연주자 B의 경우

와 가야금 연주자 A와 C의 경우가 전부이다. 이 중 해금 연주자 B가 짧은 박에

서 추성하는 경우임을 고려한다면 가야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악기의 연주자들

이 평조의 仲－太 진행에서 퇴성으로 연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야금의 경우 

많은 연주자들이 평조 仲에서 추성을 하고 있으며 여민락과 송구여에서는 평성

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합리적인 합주를 위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계면조의 仲은 거문고와 마찬가지로 평성으로 연주하거나 매우 조심스러운 

농음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농음을 관악기의 농음과 구분하기 위

하여 평성 위주로 표기하였다. 

연주자 B와 C가 계면조의 無를 추성하는 반면 A의 경우 퇴성과 추성이 경우

에 따라 혼용된다고 설명하였는데 無가 가야금 조현에서 옥타브 위와 아래의 줄

이 없이 한 줄로만 이루어진 ‘홀아비 줄’이라 그 음의 시김새에 유동성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문고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야금에서도 계면조의 黃－無 진행에서 보이

는 추성을 관악기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  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南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3) 仲: 太로 하행시 대부분 추성하며 드물게 퇴성을 하는 주자도 있다.

黃으로 하행할 때는 추성으로 연주한다.



연
주
자

A 

평조

黃 太 仲 林 南

치켜 떠는 농음12)

(黃-南)

 (仲→太)
두음 하행시 추성 

(林→仲)
林 뒤에는 항상
ㄴ이 수반되며

추성 또는 치켜 떠는
농음 후 추성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林→仲) 또는

내려 떠는 농음

<표 6> 가곡 성악의 시김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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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林: 농음한다. 하행시 퇴성하지 않으며 추성한다. 

5) 南: 林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계면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평조에 비해 굵게 농음한다. 

2) 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3) 仲: 평성으로 내고, 지속할 경우 마지막에서 푸는 농음으로 마무리한다. 

음정은 평조의 仲에 비해 높게 들어내어 林과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는 관악

기를 고려하여 연주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 또는 퇴이추하고 음고는 관악기를 고려하여 연주한다.

5) 無: 林으로 하행할 때 추성을 주로 하지만 주자에 따라 퇴성하는 경우도 있다.

7) 성악

12) 일반적인 농음에 비하여 음을 높게 올려가며 농음하는 시김새.



연
주
자

B 

평조

黃 太 仲 林 南

치켜 떠는 농음

(黃-南)

黃으로 하행하는 
진행자체가 없어 
퇴성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음. 

두음 이상 하행할 때 
추성을 함(太→南)

 (仲→太)
－농음을 동반한
퇴성 가능
－두음 하행시 
추성 

(林→仲)
林 뒤에는 항상
ㄴ이 수반되며

추성 또는 치켜 떠는
농음 후 추성

 또는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林→仲) 또는

내려 떠는 농음

연
주
자

C 

평조

黃 太 仲  林 南

치켜 떠는 농음

(黃-南)

 (仲→太)
－농음을 동반한

퇴성 가능

(林→仲)
林 뒤에는 항상

ㄴ이 수반되며 추성 
또는 치켜 떠는
농음 후 추성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또는

내려 떠는 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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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의 경우는 모든 시김새가 일치한다. 특히 평조와 계면조 黃의 농음을 명

확히 구분하는 점이 기악에 비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평조의 黃은 위로 치켜 떨

며, 계면조의 黃은 치켜 떨지 않고 원래의 음고에서 정확하게 흔들어 줌으로써 

두 농음이 명확히 구분된다. 

평조의 경우 黃－太－仲－林－南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악과는 달리 太－黃

의 진행이 없으며 드물게 출현하는 太－南의 진행에서 추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

평조의 仲에서는 太로 하행시 퇴성 또는 농음을 동반한 퇴성을 한다. 

林은 항상 농음을 수반하며 농음 후 추성하여 仲으로 진행한다. 반대로 계면

조의 林은 퇴성한다. 林의 시김새는 성악과 기악 모두가 일치하여 평조와 계면

조 악곡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계면조 가곡의 경우 黃－仲－林의 3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자의 시김새

가 일치하며 黃을 농음하고 仲은 꿋꿋하게 평성으로 연주하고 林은 퇴성함을 알 

수 있다. 계면조의 仲은 현악기 연주자들이 仲을 평성으로 연주하거나 절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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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음을 구사하는 것과 같은 시김새이며, 이는 보편적인 계면조 악곡의 흐름이라 

생각된다. 

<평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치켜 떠는 농음을 구사한다.

2) 太: 기악과는 달리 太-黃의 진행이 없으므로 퇴성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오히려 

추성과 농음 등 다른 시김새가 나타난다. 

3) 仲: 太로 하행시 퇴성한다.

두음 이상 하행할 때는 추성으로 연주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농음 후 추성하는 경우가 잦으며 대부분 林의 끝에 ㄴ을 수반

한다.

기악과 마찬가지로 퇴성하지 않는다. 

5) 南: 林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주자에 따라 퇴이추하는 경우도 있다.

<계면조>

1) 黃: 농음을 주 시김새로 하며 평조처럼 치켜 떨지 않고 제자리에서 농음한다. 

2) 太: 기악과 달리 계면조에서는 太가 출현하지 않는다.

3) 仲: 평성으로 연주한다. 

4) 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5) 無: 계면조에서 無가 출현하지 않는다.

8) 소결론

(1) 각 악기의 연주자에게서 나타난 시김새 

기악과 성악의 평조, 계면조 악곡에서 나타난 각 구성음의 주요 시김새를 모

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평조

①黃 ②太(太→黃) ③仲
(仲→太)

④林(林→仲) ⑤南(南→林)
(仲→黃)

(黃→南)
 (太→黃)

가곡 성악에는 없음.

 (仲→太)

 (仲→太)

 (仲→黃)

 (현악기)
 (관악기)

 (2명의 

연주자가 드물게 
구사함)

 (南→林)

계면조

⑥黃 ⑦太(太→黃) ⑧仲 ⑨林(林→仲) ⑩無(無→林)

현악일부 (黃→無)
 (太→黃) ( )  또는 

, , 
(無→林)

<표 7> 기악과 성악에서 나타난 평조와 계면조 악곡의 주요 시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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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주자 18명이 모두 과 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전체 15명(가곡에는 太→黃 진행이 없음) 중 13명이 으로 동일하며 거

문고 주자 2명은 으로 나타났다.

③ 仲→太 진행의 경우 총 18명 중 15명이  으로 동일하며, 피리의 경우 

仲二 에서 추성을 하고 가야금 주자 2명이 , 해금 주자 1명이 짧은 박에서 

을 구사하였다. (짧은 박에서만 을 구사하는 해금을 제외하면 가야금 주자 2

명만이 구사)

仲→黃 진행은 로 전체 연주자가 동일하다.

④ 총 18명의 연주자에게서 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仲으로 하행시 

관악기는 평성, 현악기는 추성으로 연주한다.

⑤ 전체 18명의 연주자 모두 으로 일치한다.

⑥ 모두 로 일치한다. 

관악기 연주자는 黃-無 진행에서 추성을 의식하지 못하며, 피리의 경우 중령

산과 같은 느린 음악에서는 추성하고, 세령산 이후부터는 퇴성을 한다. 해금 역

시 퇴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야금과 거문고의 경우 퇴성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히려 추성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거문고 주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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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추성을 하거나 대현에서는 평성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가야금의 

경우 1명은 추성을, 1명은 추성 또는 평성을, 1명은 평성을 구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⑦ 太가 출현하지 않는 성악을 제외하고 기악 주자 15명이 모두 으로 일치

한다.

⑧  와 으로 나타난다. 현악기는 평성이 위주가 되며 으로 

연주하기도 하지만 관악기에 비해 현저히 절제된 농음을 구사한다.

⑨ 모든 주자가 으로 일치하며 관악기과 성악에서는 내려 떠는 농음도 자

주 출현한다. 

거문고에서는 퇴이추가 출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주요 시김새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옥타브 아래의 음에서는 흔

히 농음을 구사하기도 한다.

⑩ 추성8명, 퇴성2명, 퇴이추1명, 혼용4명(성악은 해당음이 출현하지 않아 제

외함)으로 가장 유동적인 시김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악기가 추성이

나 퇴이추를 주된 시김새로 인식하는데 비해 대금은 퇴성으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악 평조와 계면조 구성음의 시김새

<표 7>의 시김새 중 연주자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시김새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연주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시김새를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평조의 太와 평조의 仲에서 각각 두 명의 연주자가 다른 시김새를 구사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김새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

였다. 

계면조의 無는 대체적으로 추성으로 나타나며 대금에서만 퇴성 위주의 시김

새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연주자에 따라 다소의 유동성이 있으므로 공통적 

시김새에서 배제하였다.  



평조

黃 太 仲 林 南

(黃→南)  (太→黃)
 (仲→太)

 (仲→黃)

(아래 음역에서 주로 
나타남)

(林→仲)진행에서

 (관악기)

 (현악기)

 
(南→林)

계면조

黃 太 仲 林 無

 (太→黃)  (林→仲)

<표 8> 평조와 계면조 구성음의 시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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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악영산회상의 악조 검토

정악의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산회상에 관한 기존의 

세 악조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은 장사훈의 ‘韓國

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方法論’, 황준연의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과 중령산의 

악조’, 임병옥의 ‘現行 靈山會相의 調’이다. 

1) 장사훈, 韓國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方法論 

(1) 장사훈의 시김새 분석과 악조론 

<표 9>는 장사훈의 논문 ‘韓國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方法論’에 게재된 정

악 평조와 계면조의 음계 및 시김새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장사훈은 위의 논문을 쓰기 전에 이미 농현법13)과 전성법, 퇴성법14) 등의 시

김새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앞의 세 가지 시김새에 대하여 “이 세 가

지 기법 가운데서도 어떠한 음악의 음계와 그 특징을 가리는 데에 도움이 될 

13) 장사훈, ｢弄絃法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집(숙명여자대학교, 1964).
14) 장사훈, ｢傳統音樂의 技法硏究｣, 예술 서라벌 제3집(서라벌 문화예술제작소, 1967).



평조
黃 太 仲 林 南

언급 없음16)

계면조

黃 仲 ②林 無

①   
2도나 5도 하행시 , 

저음역에서 
중령산 이후 

4음 음계에서 출현

악조론

(영산회상)

상령산: 林－黃－太(變調) + 黃－仲－林(基音17))의 복합 계면조, 
중령산 이후 타령까지: 黃－仲－林－無(基音) + 林－黃－太－仲(變調)의 복합 계면조
군악: 太簇宮 平調 

*界面調에서는 基音을 상행시 요하고 基音의 5도 위의 음을 하행시 퇴성한다.
*仲과 林 사이의 음정이 좁아지며 이러한 연주 기법은 거의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표 9> 장사훈의 정악 시김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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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농현법과 퇴성법이라고 하겠다.15)”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성법을 제외한 평조, 계면조 구성음의 시김새 및 영산회상의 악조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基音의 仲과 變調의 黃에 나타나는 시김새

<표 9>에는 계면조 仲의 시김새에 관한 언급이 없다. 농현법과 퇴성법에서 

음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仲의 시김새를 게재하지 않은 

것은 농음이 아닌 평성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연구에서도 基音

의 仲은 평성 혹은 조심스럽게 연주되는 푸는 농음임을 앞의 항에서 언급한 바 

있다. 중언하자면, 거문고 유현 4괘의 黃(당)을 연주할 때 정확히 농음을 구사하

던 연주자가 유현 7괘의 仲(징)을 연주할 때는 매우 대조적인 시김새를 구사하

게 되는 것이다. 基音의 仲에 해당하는 變調 黃의 시김새는 굵은 농음(①)이므로 

두 음의 시김새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15) 장사훈, ｢韓國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方法｣, 韓國傳統音樂의 硏究(寶晉齋, 1975). 
16) 장사훈의 위 논문에 평조 太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장사훈은 평조의 太가 黃으로 하행할 때 평성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연주법은 조위민을 중심으로 다수의 거문고 주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임을 거문고 연주자 B와의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7) 연구자는 두 개의 음조직을 기음과 변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기음은 괄호 옆의 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며, 黃－仲－林의 세음이 원래의 조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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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은 악곡에서 흔들어지기도 하고 평성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구

성음의 시김새는 각 악곡의 선율 진행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령산에서 黃은 ①과 같이 굵게 농음하는 음으로 보아야 하며, 한 악곡 

안에서 굵은 농음과 평성 또는 굵은 농음과 푸는 농음이 동시에 구성음의 시김

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나의 구성음에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시김새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김새로 그 악곡의 특징을 규정하

기 어렵다는 의미에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악곡 내에서 두 가지 패

턴의 시김새가 공존한다면 각각의 시김새가 사용되어야 할 선율진행이 구분되

어, 일정한 진행에서 그것에 맞는 시김새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18) 

그러나 실제 연주에서 대다수의 연주자들은 그러한 두 가지의 선율진행 방식과 

그에 따른 각각의 시김새를 따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령산에서 농음과 평성(또는 푸는 농음)을 모두 變調 黃의 주된 시김

새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반대로 基音 仲의 시김새를 變調 黃의 굵은 농음

으로 보는 경우도 문제가 됨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요컨대 상령산 仲과 黃의 시김새를 동일시 한 해석은 실제 음악과 다름을 알 

수 있다.

 

(3) 基音의 林과 變調의 太에서 나타나는 음정 

②에 함께 표기된 퇴성( )과 농음( )은 옥타브 위와 아래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시김새이다. 

濁林鍾에 농음( )의 시김새가 존재함으로써 상령산에 (林 )－黃－太의 

조와 (黃 )－仲－林의 유사한 조가 공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계면조 太의 시김새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본고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 <표 4>의 거문고 연주자 A는 계면조 太의 시김새 설명에서, 林鍾宮 界面調 선율의 흐름일 때 퇴성 ( , 
太→黃)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악영산회상 안에 林鍾宮 界面調의 선율이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선율진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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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성이 주된 시김새이므로 이제 (林 )－黃－(太 )와 (黃 )－仲－(林 )으로 

비교되어 이러한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의 특기 사

항에 나와 있듯이 黃－仲－林의 조에서 林은 그 음정이 귀로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연주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관악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黃

－仲－林 조의 林에 해당하는 林－黃－太 조의 太의 음고는 영산회상 상령산에

서 결코 林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악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변조한 평조회상의 연주법에서 黃을 들어내고(음

정을 조금 높게 연주하고) 太의 음고를 낮추어 두 음의 사이가 좁아지는 현상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결국 한 악곡에 두 개의 

다른 시김새 유형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현악영산회상 상령산과 평조회상 상령산

의 연주법이 동시에 구사되어야 하지만 실제 연주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황준연,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과 중령산의 악조

(1) 상령산과 중령산에 대한 황준연의 악조론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과 중령산의 관계를 통시적, 공시적 연구를 통해 밝히

고자 한 논문이다. 시김새에 대한 분석은 따로 없다. 그러나 서론에 언급한 바

와 같이 시김새는 그 음악의 곡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음악의 악조론은 실제의 음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김새는 악곡의 실체를 결정짓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연구의 방법론과 무관하게 시김새의 분석 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연구의 핵심은 상령산의 궁이 중령산에서 4도 위의 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밝힌 영산회상 상령산과 중령산의 악조는 다음과 같다.



<표 10> 영산회상 상령산(黃鍾宮 平調)

<표 11> 영산회상 중령산(仲呂宮 平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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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黃鍾宮 平調로서의 상령산의 곡태

본고의 연구에서는 현악영산회상 상령산의 시김새를 계면조 악곡의 시김새로 

전제하였다.19) <표 7>을 참고하면 黃鍾宮 平調와 黃鍾宮 界面調(변질된 계면조)

로 알려진 악곡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를 비교해 볼 수 있다.  

黃鍾宮 平調에는 無(상령산 현악기의 선율에는 없지만 관악기 선율에는 출현

하는)가 속할 수 없으므로 無를 제외시키고 살펴보더라도 仲과 林에서 뚜렷한 

시김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林鍾이 계면조와 평조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음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명확한 계면조의 시김새가 나

타나는 악곡을 평조로 판단함으로써 악조와 실제 음악의 시김새가 다름을 알 수 

있다.

19) 상령산을 계면조의 시김새로 전제했다는 것이 黃鍾宮 界面調의 명명 방식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지하듯 현악영산회상 상령산은 黃鍾宮으로서 더 이상 중세의 계면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한 이유에서 가곡이나 영산회상 상령산과 같은 음악을 黃鍾宮 界面調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

한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상령산

④黃 ⑤太 ①仲  ②林 ③無

 또는

黃-無 진행에서

 (현악기)
, (관악기)

 (太→黃) ( ) 

 (林→仲)
또는 

(저음역)

(無→林)에서 
대부분의 악기가
추성 위주 또는 

퇴이추로 연주하고
대금의 경우만 퇴성 

위주로 나타남

중령산

(중려궁 평조)

①仲 ②林 ③無 ④黃 ⑤太

또는

 (仲→太)
 (林→仲)

 (無→林)

 (無→仲)

 (下二에서 
주로 나타남)

(黃→無)진행에서

 (관악기)

 (현악기)

 
(太→黃)

<표 12> 현행 상령산의 시김새와 仲呂宮 平調 중령산의 시김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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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령산의 시김새가 4도 위로 이동함에 따른 중령산(仲呂宮 平調)의 곡태

본고의 시김새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산회상 상령산부터 타령까지 

구성음의 시김새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음역이나 선율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20)가 생기기도 하지만 음의 성격 

자체가 서로 뒤 바뀌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표 10>과 <표 11>에서 보듯이 상령산의 궁(黃)이 중령산에서 4도 위의 仲으

로 이동했다는 것은 상령산 黃의 시김새를 중령산에서는 仲이 대신하게 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궁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다른 구성음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

이다. 

궁이 4도 위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다른 구성음들의 역할도 달라지는 경우를, 

본고의 시김새 분석 결과인 <표 7>에 근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예를 들어 거문고의 경우 유현 4괘의 당(僙)에서 하던 느린 농음(추성한 뒤 농음)이 옥타브 위의 黃(유
현 10괘)에서는 일치하지 않고 유현 7괘의 당(㑖)에서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상령산 당(僙)의 역할을 

중령산의 당(㑖)이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으나, 유현 4괘 당(僙)의 농음은 유현 7괘

의 당(㑖)이 아닌 대현 8괘의 둥(僙)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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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따른 중령산의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표 안의 같은 숫자끼리 비교).

①仲: 굵게 농음하고 太로 하행시 추성한다. －상령산 ①仲과 다름.

②林: 仲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상령산 ②林와 같음

③無: 林으로 하행시 퇴성하고, 仲으로 하행시 추성한다. －③無와 다름.

④黃: 下二에서 농음이 나타나고 無로 하행시 관악기는 평성, 현악기는 추성이 주로 

나타남. －상령산 ④黃이 굵은 농음 위주의 시김새를 구사하므로 그 성격이 

다름.

⑤太: 黃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상령산 ⑤太과 같음.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仲呂宮 平調의 구성음과 시김새를 현행 상령산(현행 

상령산과 중령산의 시김새는 대동소이함)의 시김새와 비교해 보면 ①仲, ③無, 

④黃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악기에서 나타나는 현행 중령산의 시김새는 상령산의 시김새에서 크게 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각 구성음의 시김새

가 4도 위로 옮겨진 변화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령산을 黃鍾宮 平調로 보는 견해와 중령산을 仲呂宮 平調로 보는 

견해는 현행 음악의 시김새와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임병옥, 現行 靈山會相의 調

(1) 임병옥의 시김새 분석과 악조론

연구자는 세 가지 영산회상의 악조를 논하는 과정에서, 평조와 계면조 구성음

의 특성에 관한 분석21)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 대상 악기는 피리이며 부분적으로 거문고의 선율을 함께 분석하였다. 각 

21) 임병옥, ｢平調와 界面調의 構成音에 對한 硏究 -各音의 構造와 機能을 中心으로｣, 한국음악연구 제

30집(한국국악학회, 2001).



<표 13> 임병옥 분석 평조와 계면조 구성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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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의 구체적인 선율 진행 방식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악곡의 실체를 파악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평조 악곡과 계면조 악곡을 나누는 방식은 본고와 마찬가지로 평조 악곡으로

는 평조 가곡(우조 초수대엽 이하 우편까지)과 여민락, 도드리를 포함시켰고, 계

면조 악곡으로는 계면조 가곡(계면조 초수대엽 이하 태평가까지)과 관악영산회

상,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정대업 등을 포함시켰다.

이상의 악곡에 대한 임병옥의 시김새 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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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따르면 현행 현악영산회상의 악조가 黃鍾宮 界面調 또는 黃鍾宮 平調

라는 기존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현행 음악의 구성음이 黃－太－仲

－林－無로 기존의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음으로 

가능한 조는 仲呂宮 平調이거나 林鍾宮 界面調인데, 각 구성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영산회상은 상령산부터 타령까지 모두 仲呂宮 平調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평조로 판단되는 영산회상 상령산을 계면조 시김새의 분석대상 악곡으로 정한 점

임병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악을 제외한 영산회상은 仲呂宮 平調이다. 시

김새 분석에서 영산회상 상령산을 계면조 악곡으로 분류한 사실을 상기해 보면 

연구자는 결국 평조 악곡에서 계면조의 시김새를 도출해낸 셈이 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평조 악곡인 영산회상이 계면조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그 악곡

으로부터 계면조의 시김새를 도출해 낸 다음, 선율 진행 방식에 따른 시김새를 

분석해 본 결과 계면조가 아닌 평조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김새 분석의 방법론 자체가 

논리적일 수 없어서 다양한 선율 진행 방식에 따른 시김새를 모두 언급하다 보

면 계면조로도 해석될 수 있고 평조(궁이 바뀐)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연주자가 평조와 계면조를 구분하여 연주하는 한 黃鍾宮 界

面調와 仲呂宮 平調 악곡 구성음 5개의 시김새와 성격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궁의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가 완벽하

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시김새 분석이 악조 연구의 방법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시김새 분석 결과의 객관성

피리 한 악기를 대상으로 한 임병옥의 시김새 분석은 기존의 분석에 비하여 

세 하지만 다른 악기들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를 두루 살피지 못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 된다.22) 

(가) 계면조의 無-林(上四-上三)의 시김새는 현악영산회상에서 각 악기에 따라 퇴



<표 14> 임병옥이 제시한 仲呂宮 平調 구성음의 시김새

김정승_ 정악의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 연구   61

성과 추성이 혼용되지만 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악기가 퇴성보다는 추성 위주

의 시김새를 구사한다. 또 관악영산회상에서도 해금과 대금, 피리의 시김새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여 주의를 요한다. 요컨대 계면조 無-林 진행의 시김새는 

악기와 연주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시김새로 나타남을 본고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계면조 黃-無(宮-下一)의 퇴성은 평성, 추성과 함께 혼용되고 있다.

(다) 평조 黃-太(宮-上一), 仲-林(上二-上三) 등의 진행에서 추성이 나타난다. 

(변화 없음이 아님)

  

(4) 仲呂宮 平調 구성음의 시김새 

임병옥의 연구에서 仲呂宮 平調의 시김새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표 6>의 설명과 <표 13> 참조.



仲 林 無 黃 太

①

 (仲-太)

 (仲-黃)

 (林-仲)

③  (無-林)

 (㒇-㑣)

 (無-仲)

②

(潢-無)

 (黃-㒇)

 (黃-林)

 (太-黃)

<표 15> <표 14>의 기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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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령산을 포함한 계면조 악곡의 시김새를 정리해 놓은 <표 13>과 상령산만

을 분석한 <표 14>를 비교해 보면 仲의 시김새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仲은 <표 13>에서 계면조 上二에 해당하고 <표 14>에서는 宮에 해당하는데 

<표 13>에 없는 떠는 소리(농음, )가 <표 14>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연하자면 계면조 악곡으로 분류된 상령산의 仲에는 떠는 소리가 나타나지 않

고 평조 악곡으로 분석된 상령산에서는 떠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4>의 ①에서 仲의 시김새를 농음으로 해석하였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령산의 仲에 나타나는 농음은 黃의 굵은 농음과 구분되어야 하며 그러한 연주

법은 현악기의 연주에서 더욱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仲의 시김새를 평성으로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향제 풍류의 관악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23) 따

라서 仲의 시김새는 푸는 농음 또는 평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렇게 될 경우 仲은 농음을 주된 시김새로 하는 仲呂宮 平調의 宮으로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또 <표 7> 중 평조의 上三인 林에서 나타나는 농음은 상령산에서 보이는 계면

조 黃의 굵은 농음(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無－林 진행(③)의 시김새가 퇴성으로 표기되었는데 본고의 연구

에서 계면조 無의 시김새는 악기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시김새로 해석되며, 대

부분의 악기가 오히려 추성 위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특히 피리의 

23) <구례향제줄풍류 백경 김무규선생 단소독주집(1979.9.18. 공간사랑 연주)>, TOP ARTS(음제1442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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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재국 저 피리正樂譜에 의하면 無-林의 진행이 자주 나타나는 중령산 

이하의 곡에서 대부분 퇴성이 아닌 추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14>에 제시된 仲呂宮 平調의 시김새는 현행 

현악영산회상 의 실제 연주와 차이가 있으며 다른 평조 악곡의 시김새와도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의 차이점을 구명하여, 악조를 검토하는데 유효한 기준

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악곡의 시김새는 각 악기와 연주자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객관적

인 분석 결과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김새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 악기 3명의 연주자를 대상으로 시김새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각 악기와 연주자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평조와 계면조의 시김

새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조 악곡에서 黃鍾은 농음을 주된 시김새로 하며 南呂로 하행할 때 추성한

다. 林鍾에서도 농음이 주된 시김새이며 대부분의 연주자는 黃鍾에 비해 절제된 

농음을 구사한다. 또 평조의 林鍾은 계면조의 林鍾과는 달리 仲呂로 진행할 때 

퇴성이 아닌 평성(관악기)이나 추성(현악기)을 구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

지 구성음에서는 음계 상 한 음 아래로 진행할 때 퇴성하며 두 음 아래로 진행하

는 경우 추성을 구사하게 된다. 성악의 경우 평조에서는 黃鍾을 치켜 떨고, 林鍾

은 仲呂로 진행할 때 추성 또는 치켜 떤 다음 추성하게 된다.

계면조 악곡에서는 黃鍾에서 굵은 농음을 구사하고, 仲呂에서는 평성 또는 푸

는 농음을 구사한다. 林鍾은 평조와 달리 仲呂로 진행할 때 퇴성하며 관악기의 

경우 음을 낮게 하여 농음한다. 仲呂는 높게 연주하고 林鍾을 낮게 연주함으로

써 평조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無射은 가장 유동적인 시김새

로 파악되었는데 대부분의 악기가 계면 악곡의 無射이 林鍾으로 진행할 때 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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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연주하는데 비해 대금은 퇴성 위주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

면 가곡의 성악은 반주 음악과는 달리 黃鍾, 仲呂, 林鍾의 3음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구성음의 시김새는 기악과 동일하다.

이상의 시김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산회상의 세 가지 악조론, 즉 복합 계면

조, 黃鍾宮 平調, 仲呂宮 平調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산회상을 복합 계면조로 해석한 장사훈의 “韓國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方

法論”에서는 林－黃－太(變調) + 黃－仲－林(基音)의 관계에서 기음의 林鍾과 

변조의 太簇가 그 음정과 시김새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본고의 시김새 분석을 통해 기음의 仲呂와 변조의 黃鍾의 시김새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복합 계면조의 시김새가 현행 음악의 시김새와 

다름을 알게 되었다.

황준연은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과 중령산의 악조”에서 상령산을 黃鍾宮 平

調로 중령산을 仲呂宮 平調로 규정하였는데, 상령산과 중령산은 여전히 계면조 

악곡의 전형적인 시김새를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黃鍾宮 平調로 해

석할 경우 현행 음악과 그 시김새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행 중령산의 

시김새는 상령산과 대동소이하며 따라서 중령산을 仲呂宮 平調로 해석했을 경

우의 시김새 역시 현행의 음악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임병옥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現行 靈山會相의 調－피리 旋律을 中心으로

－”에서 영산회상의 악조를 仲呂宮 平調로 규정하고 그 시김새를 제시하였는데, 

본고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黃鍾과 仲呂 그리고 無射에서 현행 연주와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영산회상의 악조를 복합 계면조, 黃鍾宮 平調, 仲呂宮 平

調 등으로 규정한 기존의 악조론이 현행 음악의 시김새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히

게 되었다.

결국 현행 영산회상의 연주는 레－미－솔－라－도의 음계(변화된 계면조의 

음계)에 계면조 시김새(계면조 악곡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를 더하여 구현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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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sigimsae of pyeongjo and 
gyemyeonjo in Jeongak

－Focused on the analysis about sigimsae of each instrument 
players and the review of 3 modal theories about 

Yeongsanhoesang－

Kim, Jeong-Se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main purpose for this article lies on what is different between pyeongjo 

and gyemyeonjo regarding its sigimsae(playing techniques of expressions), and to 

suggest valid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a proper mode. To guarantee 

objectivity about the result of the analysis, further interviews were made for the 

3 different instrument players, respectively. Through the interview about sigimsae, 

common factors were found among the interviewe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pyeongjo pieces, hwangjong pitch mostly employs vibrato and employs 

Chuseong(a gradual pitch raising technique) in sequential descending to namnyeo. 

Imjong, unlike in gyemyeonjo, employs pyeongseong(literally peaceful or flat 

meaning little changes on melody) for wind instruments or chuseong for string 

instruments with less vibrato than in hwangjong when it is led toward jungnyeo 

pitch. For another pitches in pentatonic components, toeseong is used when the 

melody progresses one tone lower, and chuseong for two tones lower. For vo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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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yeongjo, the hwangjong pitch employs its melody to be lifted up with vibrato, 

and employs chuseong or chuseong after a lift-up when imjong pitch progresses 

toward jungneyo.

In gyemyoenjo, wild vibrato is adopted for hwangjong pitch, and pyeongseong 

or light vibrato for jungnyeo pitch. Imjong, unlike pyeongjo, toeseong technique 

is used when the melody progresses toward jungnyeo, and it employs a vibrato 

at a lower pitch than usual for wind instruments. Players certainly can maintain 

different flow by playing slightly higher for jungnyeo pitch, and slightly lower 

for imjong pitch. Gyemyeonjo pieces of vocal music, unlike the accompaniment, 

only 3 pitches are used such as hwangjong, jungnyeo, and imjong. Of each 

sigimsae are same as that of instrumental music.

By examining the three theories about Yeongsanhoesang suite: complex 

Gyemyeonjo, Hwangjonggung pyeongjo, and Jungnyeogung pyeongjo. All of three 

theories show gaps between the sigimsae of present days. Plus,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esent Yeongsanhoesang suite is played on the pentatonic scale of 

“re-mi-sol-la-do”, and an addition of gyemyeonjo’s sigimsae.

【Keywords】pyeongjo, Gyemyeonjo, sigimsae, akjo, mode, Yeongsanhoesang, jeongak Ensem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