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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국악 창작음악의 대중화

3. 초기 가야금 창작음악

4. 개량가야금의 등장과 음계 구조의 변화

  4.1. 개량가야금의 등장

  4.2. 음계 구조의 변화

5. 가야금 창작음악의 대중화

6. 나가는 말

국악 창작음악은 발 과정에서 독주· 주· 악 장르의 음악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1980년  후반 이후 화음악이나 무용음악이 국악으로 만들어지

면서 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이 

창단되면서 국악가요 등으로 과 극 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만들어지

게 되었다. 국악의 화 움직임은 여러 실내악단이나 주단의 등장을 이

끌어냈으며, 국악기의 개량 한 활발하게 진시켰다. 악기 개량은 가야

에서 가장 폭 넓게 나타나 7음 음계 구조를 수용한 25  개량가야 이 만들

어졌다. 그리고 통 인 선율이나 장단, 음계를 활용한 곡보다는 서양 클래

식이나, 고  팝송, 외국 민요, 화음악 등의 선율을 편곡한 곡들이 의 

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5  개량가야 에 의한 가야  창작음악의 화 

작업이 연주자와 작곡가에 의해 극 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

해 가야  창작음악은 기 순수 창작음악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 

장르까지 수용하면서 퓨 , 크로스오버 등 이 향유할 수 있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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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가야금, 창작음악, 퓨전, 국악 창작음악, 악기 개량, 대중화

으로 나아가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이른바 창작국악은 서양음악의 향을 받아 1939년에 김기수가 창

작곡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독주· 주· 악 장르의 음악

이 다양하게 등장하다가 1980년  후반에 어들어 김 동 등에 의해 

화음악이나 무용음악이 국악으로 만들어지면서 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뒤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1)이 창단되어 국악

가요 등의 음악으로 과 조  더 리 소통하는 계기가 만들어졌

고, 화에 한 인식이 본격 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악의 

화 움직임에 따라 여러 실내악단이나 주단이 등장했고, 국악기의 

개량 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가야 은 개량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에 맞는 다양한 음악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가야  창

작음악의 화 한 빠르게 진척되었다.

가야  창작음악에서 화를 한 음악이 만들어진 것은 ‘서울새

울 가야  삼 주단’2)이 활동하면서부터이다. 서울새울 가야  삼

1)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은 1985년 창단되어 작곡가 김 동과 함께 국악가요 

장르를 개척해 국악의 화를 선도했다.

2)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은 1990년 11월 13일 국립국악원 소극장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박 숙‧김해숙‧김일륜이 참여했으며, 1992년 9월 23일 제2회 

연주회부터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 명칭으로 활동했다. 윤 강 외, 종이에 

스민 가야 , 민속원, 2008,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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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은 기존의 독주 심 순수 창작음악만이 연주되었던 상황에서 벗

어나 선율 심의 통악기 음역을 확 해 음부와 고음부를 보충하

고 화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  소재를 활용한 음악과 

일반 의 귀에 익숙한 < 헬벨의 캐논과 자바 민요>를 통해 

과 소통하는 음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게 시작된 가야  

창작음악의 화 움직임은 재 다양한 연주 형태로 활성화되었으

며, 퓨 과 크로스오버3)는 물론 재즈와 트로트 등의 장르음악을 수용

하게 되었다. 가야  창작음악의 발 과정에서 나타난 화 움직임

은 상업성과 실성에 한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라 

통  음악 어법을 유지해온 기존 음악은  미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가야  창작음악의 생명을 짧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음악  생명력을 확보하기 해서라

도 통  재료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 도 있다.

2. 국악 창작음악의 대중화 

1939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국악 창작음악은 1980년  반 이후 

새로운 발 을 해 성을 본격 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김 동은 화음악을 만들기 시작해 ‘한국일보 

연극 화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범훈4)은 무용음악을 통해 

3) 퓨 은 라틴어 ‘Fuse’에서 유래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으로 설명된다. 크로스오버는 보통 클래식과 팝의 만남이라든지, 국악과 

재즈의 만남 같은 두 장르의 넘나듦으로 설명된다. 김민수, ｢퓨  공연문화의 

사회문화  의미에 한 연구｣, 앙 학교 석사학 논문, 2003, 8쪽.

4) 박범훈(1948∼ )은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했다. 앙 학교 술 학 음악과(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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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창작음악을 활성화시켜 에게 그 존재를 알렸다. 이러한 움직

임으로 국악 창작음악은 순수음악과 음악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

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KBS국악 악단이 창단되어 다양한 공연 활동과 방

송을 통해 국악 창작음악의 성 확보에 기여하기도 했다.5)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통문화에 심을 갖는 

이 조 씩 늘기 시작했고, 국악계에서도 이때부터 국악의 화를 

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본격 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김 동은 연극이나 화 제작 참여를 통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즉 국악가요를 다수 발표해 국악의 화에 기여했다. 

김 동은  조 재 등과 함께 최 의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에 국악

가요 퍼토리를 제공해 의 감성에 맞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공연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실내악단 슬기둥의 음악은 선율 심 이라는 국악 창작음악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건반(신디사이 )을 사용했다. 이는 창작국악 역사

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이며, 선율 심의 음악이 화성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반은 이후 실내악이나 독주, 주, 

악에 자주 편성되어 연주되었는데, 화성으로 선율을 받쳐주었기 때문

에 단순한 느낌의 선율 심 음악을 부드럽고 화려한 음악으로 변모

공)와 일본 무사시노(武藏野)음악 학 작곡과  동 학원을 졸업했고, 동국

학교 학원에서 철학박사 학 를 받았다. 지휘, 작곡 등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

며, 교육행정가로서 앙 학교 총장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피리산조 연

구, 작편곡을 한 국악기 연구, 한국 불교음악사 연구, 소리연, 박범훈

의 추임새 등이 있으며, 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1974), 한민국 술인상

( 통령상 2003), 한민국 작곡 상(1988), 서울시문화상(2007) 등을 받았다. 박

범훈, 박범훈의 추임새, 경향신문사, 2008 참조.

5) 윤소희, 국악창작의 흐름과 분석, 국악춘추사, 2001,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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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서서히 의 심을 끌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성·자율성·다양성· 성을 시하는 포스트모더

니즘에 입각해  재 퓨 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슬기둥

에 의한 국악의 화는 퓨  개념의 수용보다는 통음악의 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동서양의 만남, 

통과 의 만남, 다양한 장르의 만남 등으로 국악계에서도 퓨 의 

의미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서양음악 형식을 수용해 다양한 장르에 

걸쳐 국악 창작음악의 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에는 퓨 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지 않았다. 국악 창작음악에서 퓨 이라는 개념과 

말의 사용은 1990년  후반 이후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타악그룹 ‘공

명’, 강은일의 ‘해  러스’, ‘그림’, ‘미지’, ‘들소리’ 같은 연주단에

서 선보인 화된 창작음악을 가리켰다. 이는 국악에서 퓨 의 확산

이 국악의 화, 혹은 국악의 음악화라는 개념과 히 연결되

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6) 창작음악이 자연스럽게 순수 창작음악

과 음악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초기 가야금 창작음악

가야  창작음악에서도 기에는 국악 창작음악의 발  과정과 같

이 서양음악 형식과 통  재료들이 만나 독주곡 심의 창작음악이 

만들어졌으며, 시  변화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순수 창작음악

과 음악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6) 이소 , 한국음악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민속원, 2005,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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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기에 가야 에서 시작된 통음악 산조가 연주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서양음악 작곡법에 의해 서양음악 형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가 1960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야  창작음악 역

사에서 최 의 연주곡은 1961년에 정회갑이 발표한 <가야고와 

악을 한 주제와 변주곡>이다.7) 이 작품은 한국 최 의 한‧양악 주

곡으로, 국립국악원의 에 의해 서양 오 스트라와 가야  솔로가 

연하는 양식의 연주로 발표되었다. 이때 황병기8)가 가야  연주를 

맡았는데, 그는 이후 연주 활동과 더불어 작곡자로서도 자신의 역을 

넓  가야  창작음악 장르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황병기의 첫 작품인 <숲>은 가야  창작음악 최 의 독주곡으로 

만들어졌다. 이 곡은 이재숙의 첫 독주회에서 정회갑의 <가야고 소

고>, 이성천9)의 <독주곡 제7번>과 함께 연주되었다.10) 황병기의 작품

7) 윤소희, 국악창작의 흐름과 분석, 12쪽. 

8) 황병기는 가야  연주자이자 작곡자로 학교 3학년 때인 1951년 부산 피난시

부터 가야 을 배우기 시작해 경기고등학교 재학 때 국립국악원에서 가야  

명인 김 윤, 김윤덕, 심상건에게서 사사했다. 이후 서울 학교 법학과 2학년 

때 KBS 주최 국국악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국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59년 학을 졸업한 후 1963년까지 서울 학교 음악 학 국악과에서 가야

을 가르쳤고, 2002년에는 단국 학교에서 명  음악박사 학 를 받았으며, 1974

년부터 2001년까지 이화여자 학교 음악 학 한국음악과 교수로 활동했다. 

재는 국립국악 악단 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숲>, <침향

무>, <비단길>, <미궁>, <춘설>, <달하노피곰>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깊은 

밤, 그 가야  소리 등이 있다. 황병기, 오동 천년, 탄  60년, 랜덤하우스, 

2009, 386~391쪽.

9) 이성천(1936~2003)은 가톨릭 학 의학부를 다니다 퇴한 뒤 서울 학교 음악

학 국악과에서 작곡을 공했고, 같은 학 학원에서 이론을 공했다. 서울

학교 음악 학 국악과 교수, 음악 학 학장과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했고, 

한국문화 상, 세종문화상, 보 문화훈장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가야  독

주곡 <놀이터>, <두음을 한 5 >, 악곡 <청소년을 한 국악 악입문> 

등이 있다. 이성천은 <국악 악 입문>이라는 작품을 통해, 민요인 <새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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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 기와 정경을 섬세하게 표 하는 표제음

악 성격을 갖고 있으며, 외 인 형식보다 내 으로 작품이 표 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안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서양음악 형식과 통  음

악어법의 맛과 개성 있는 형식이 각각 악장 부분 부분에서 독립된 멜

로디 진행으로 자연스럽게 곡 체를 연결시키는 일 성이 그의 작품

에서 나오는 맛과 멋이다.11) 

황병기와 더불어 1960년 의 작품에서 큰 활약을 한 작곡가는 이성

천이다. 이성천은 통 인 표 보다는 서양 ․  성향이 돋보

이며, ‘독주곡’ 시리즈 작품으로 가야  창작음악을 선보이기 시작했

다. 1966년에 만들어진 <놀이터>는 피아노 작품을 가야  연주에 옮

겨 놓은 것으로, 황병기의 작품과는 조 으로 복잡한 리듬 구성을 

양손으로 표 하는 주법과 불 화 인 효과음, 반음계  구조가 특징

이다. 이 작품은 1966년 10월 13일 서울  음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재숙 가야  독주회’에서 연되었으며,12) 가야  연주 테크닉 수

이 높은 작품이었기에 연주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기 해 자

랑새야> 멜로디를 시작으로 통장단에 변화를 주면서 악기별로 특색 있는 

멜로디의 환을 60여 종의 국악기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국악사, 국악개론 등 30여 권이 있다. 이성천, 한국 통음악형성

론, 민속원, 2004, 8∼13쪽; 계성원, ｢창작국악 악의 작곡기법 변천 연구｣, 

한국 술종합학교 석사학 논문, 2003, 40쪽.

10) 이재숙의 독주회는 국악계에서 서양음악 연주 형식을 도입한 최 의 독주회로, 

1964년 10월 28일 서울 학교 음악 학 국악연주실에서 열렸다. 국악에서 처

음 시도된 형식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공연으로 평가된다. 윤 강 

외, 종이에 스민 가야 , 25쪽; 지 , 근 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북코리아, 2005, 213쪽.

11) 심 희, ｢황병기 창작정신에 한 고찰｣,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2003 

참조. 

12) 윤 강 외, 종이에 스민 가야 ,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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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주했고, 이후 여러 연주단체에서 오디션 곡으로 활용되기도 했

다. 이성천은 표 인 작품 <숲속의 이야기>, <살고지 다리> 등에서 

나타나듯이 가야  연주에서 이 까지 보편 으로 사용되지 않은 서

구 음악  요소들인 반음계, 아르페지오, 하모닉스, 리산도, 화성 등

을 사용했다. 음악평론가들은 그의 음악이 무 서구 이고 통 인 

소재가 부족해서 조  아쉽다는 평을 하기도 했지만, 연주자들의 테크

닉 발 에는 많은 향을 주었으며, 그것이 지 까지 활용되고 있다.

가야  창작음악은 국악 창작이 시작된 1939년 이후 24년이 지난 

1962년에야 시작되었으므로 매우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그 지만 

황병기와 이성천 등의 개성 있는 다양한 작품과 연주자의 연주력을 

장르별로 보여주는 독주회 양식이 등장하면서, 작곡자와 연주자의 창

작음악 활동으로 더욱 빠르게 발 했다. 

4. 개량가야금의 등장과 음계 구조의 변화

4.1. 개량가야금의 등장

1990년 는 통음악에서 기존 연주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악기 개량이

라고 볼 수 있는데, 통  음악어법 유지를 고려한 17 ․18  개량

가야 과 서양음악 7음 음계 구조에 맞춘 25  개량가야 이 활성화 

되면서 가야  창작음악과 국악 창작음악에 많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

다. 특히 25  개량가야 에 의한 화 움직임은 음악뿐 아니라 연

주 양식에도 상당한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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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량가야 은 1986년부터 1990년에 걸쳐 가야  연주자 황병

주가 악기제작자인 박성기와 함께 만든 악기이며, 일명 일 이라고

도 한다.13) 황병주는 KBS국악 악단 가야  연주자 는데, 악

을 연주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새로운 악

기를 제작했다. 문제 이라는 것은 국악 악에서 음악 장르에 따라 

조율이 모두 다르다는 이다. 풍류(정악), 산조, 민요 등 종류에 따라 

음정을 맞추는 기본청(Key)이 각각 다른 것이다. 정악청의 조율 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괘법이고 두 번째는 5괘법이다. 

4괘법은 가야  제4 을 E♭에 맞추고 제3 은 B♭에 맞추며, 5괘법은 

제5 을 E♭에 맞추고 제4 은 B♭에 맞춘다. 과거에는 이 방법으로 기

존 12  통가야 을 조율해서 음악을 연주했으나, 지 은 악기가 

개량된 계로 이 조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산조청 조율

은 가야  제6 을 C에 맞추며, 민요는 제6 을 E♭에 맞춘다. 이와 

같이 조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주하는 곡마다 조율하기도 힘

들고, 조율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연주 순서가 매끄럽

지 못했다. 한 산조 악기는 의 장력 문제로 정악청, 민요청의 음역

을 좋은 소리로 연주하지 못하는 단 이 있었기 때문에, 황병주는 가

야  연주자 입장에서 연주의 편리와 활용성을 감안해 새로운 가야

을 연구했다. 17  개량가야 은 체 모양이 기존 가야 과 비슷하

지만, 조  크고 침 뒤편에 을 돌괘로 고정하지 않고 나사 모양으

로 을 고정해 조율하도록 했으며, 부들이 없어지고 부들 신 돌괘

에 을 고정시켰다. 한 기존 명주실의 장력으로는 연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선을 특수가공 처리한 개량 을 사용했

13) 황병주, ｢가야 의 개량에 한 연구｣, 국립국악원논문집 Ⅱ, 국립국악원, 

1990, 3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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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3년 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명주에 가까운 탄력을 갖도록 

했다. 연주할 때 손끝 느낌이 명주실과 비슷하게 만들었으므로, 통

가야 의 자연 인 멋을 최 한 유지하고자 한 악기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KBS국악 악단의 ‘17  가야 의 밤’14)이라는 특별연주회

를 통해 17  가야 을 활성화하기 한 작품 여섯 곡이 연되었다.

18  개량가야 은 1989년에 작곡가이며 재 국립국악원 원장인 

박일훈이 악기장 인간문화재 고흥곤에 의뢰해 만든 악기이다. 이 악기

는 가야 의 음색을 유지하면서 음역을 확 하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

문에, 통가야 의 명주실을 사용하고 통 5음계를 유지했다. 다만 

을 받치고 있는 안족이 연주할 때 많이 움직이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여, 아쟁과 같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가야 으로 연주되

었던 곡은 이해식의 < 풀이 제2번>과 박일훈의 < 빙>이다. 그러나 

통  음악어법의 특성을 표 하기 해 명주실을 계속 유지했기에 

의 장력 문제로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후 활성화되지

는 못했다.

17  개량가야 은 연주자가 고안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연주자

들에게 수용되었는데, 마지막  F음까지 있는 것이 연주하기에 불편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일훈의 18  개량가야 과 황병주의 17  

개량가야 이 충되어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18  개량가

야 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18  개량가야  등장 이후 17  개량가

14) 1991년 11월 8일 KBS홀에서 한국방송공사 주최로 ‘KBS국악 악단 특별연

주회－17  가야 의 밤’이 열렸으며, 백 웅의 <17  가야 을 한 짧은 산

조>, 김 재의 <17  가야 을 한 단모리>, 황병기의 <춘설>, 김 동의 <달이 

뜨거든>, 이상규의 <17  가야 을 한 주곡 1번>, 이강덕의 <가야  주곡 

9번(17  가야  독주와 악)>이 연되었다. 윤 강 외, 종이에 스민 가야

, 98~101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7(KST)



가야  창작음악의 화 양상 고찰_정길선  85

야 은 연주되지 않고 있다. 

17 이나 18  개량가야 의 특징에서 가장 요한 것은 통  

5음 음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에 의해 표 되는 음악 한 

통  소재나 연주기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많은 연주단에서 18  개량가야 을 수용했고, 기존 악과 실내악

을 연주하는 데 무리가 없어 25  개량가야 이 활성화되기 까지 

많이 활용되었다.15) 18  개량 이후 음량과 음색의 변화로 합주에서 

가야 이 도드라지게 되었고, 독주곡에서는 섬세하고 화려한 아름다

운 표 이 많아졌다. 그런데 송혜진의 분석16)에 의하면, 창작음악 부

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가 가야 이고, 극 인 악기 개량을 

통해 가야  창작음악이 다양한 장르로 발 해가기는 했지만, 연주자

들의 독주 활동에서는 개량가야  연주보다는 12  통가야  연주

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악기 개량이 처음부터 가야  창작음악의 

화 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가야  개량 과정에서 가장 큰 환 이 된 25  개량가야 은, 

1993년 박범훈에 의해 ‘韓·中·日 아시아오 스트라’가 창단되면서 국

제  음악 교류를 해 만들어졌다. 이미 국은 21 , 일본은 20 으

로 개량된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범훈은 기존 가야 보다 이 

많은 개량가야 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국립국악 악단을 통해 

15) 1995년 창단된 국립국악 악단에서는 박범훈 단장에 의해 처음부터 22  

개량가야 을 사용했다. 그러나 KBS국악 악단에서는 아직까지 18  개량

가야 을 고수하면서 연주곡목에 따라 25 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기도

립 국악단에서도 18 을 고수해오다 2009년부터 25  개량가야 으로 교체했

다. 하가 , ｢국악 악에서 가야 의 수용 양상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03, 54쪽. 

16) 송혜진, ｢93년도 국악공연내용 분석｣, 국악연감, 국립국악원, 1993, 7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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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야 을 만들었다. 22  개량가야 은 1995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민족 악단 연주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같은 해 국립국

악 악단 정기연주회 ‘韓·中·日 개량악기를 한 주곡의 밤’에서 

국 21  쟁을 한 주곡 <창해부(滄海賦)>와 일본 20  고토를 

한 주곡 4번 <소나무 주곡>, 그리고 박범훈의 <22  가야 을 

한 ‘새산조’>가 연주되었다. 박범훈은 22  개량가야 을 통해 아

시아 음악 교류를 이루어 서로의 작품을 교환해 연주할 수 있을 것이

라 했고, 가야  음량의 확 로 악 연주에 활용할 바가 많을 것으

로 보았다.17) 

이후 박범훈의 22  개량가야 은 가야  연주자 김일륜에 의해 

세 이 추가된 25  개량가야 으로 자리 잡았으며, 재 독주  

주, 실내악 등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1999년 6월 KBS FM

국악무 에서는 KBS 1FM 개국 20주년을 맞아 ‘25  가야  축

제’18)를 열어 민요를 주제로 한 25  개량가야  여섯 작품을 연했

다. 공연 의도는 개량악기의 보편 인 퍼토리를 확 하자는 것이었

으며, 통  소재인 민요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25  가야  개량 이후 음악 소재 변화에 한 우려를 덜어주는 역할

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통 5음 음계 구조에서 벗어나 평균율 7음 

음계 구조를 수용했기 때문에, 선율 심의 통  시김새 표 보다 

정확하고 세련된 화성  표 이 음악에 두드러졌고, 이는 국악과 서양

17) 윤 강 외, 종이에 스민 가야 , 82~85쪽, 117쪽.

18) 1999년 6월 12일 KBS홀에서 한국방송공사 주최로 KBS 1FM 개국 20주년 FM가

족음악회 ‘25  가야  축제’가 열렸다. 김희조의 < 의 찬가>, 이해식의 <바

람 터>, 류건주의 <어유와>, 이건용의 <한오백년>, 황의종의 <뱃노래 주제에 

의한 롯 25  가야  이 주>, 백 웅의 <다섯 악기를 한 몽 포타령> 등이 

연주되었다. 같은 책, 82~85쪽,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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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순수음악과 음악의 경계가 조 씩 엷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4.2. 음계 구조의 변화

음계는 시간  요소를 제외하고 음 소재로 쓰이는 음의 높낮이를 

말하는데, 고  서양음악에는 한국 통 음계 구조와 비슷한 ‘피타고

라스율’19)이 존재했다. 피타고라스율은 옥타  안에 소우주의 척도인 

5도 계가 존재하며, 한국 통음악처럼 선율  목 을 한 것이었

다.20) 이후 발 된 음계는 순정률로, 순정 5도와 순정 3도로 만들어졌

으며, 화성을 심으로 하는 음계이다. 그리고 순정률에서 더 나아가 

옥타 를 12개의 반음으로 만든 음계가 지 까지 사용되고 있는 평균

율21)이다. 

한국 통 음계는 앞서 말한 피타고라스율과 비슷한 ‘삼분손익법’22)

19) 기원  550년경 피타고라스는  길이의 비율이 2 : 3인 두 음이 이루는 완 5도

를 연속 으로 연결해 음계를 고안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율에서는 모든 음의 

주 수가 완 5도 계(2 : 3)에 의해 산출되며, 선율  목 을 해서는 완벽하

나, 음역을 넓  5도를 계속 확장해가면 문제 이 드러난다. 즉, 5도를 12번 

쌓으면 결국 반음계의 12음이 모두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12번째 음의 주 수

는 첫 음의 3분의 2가 12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일치하는 두 숫자의 

비율을 ‘피타고라스의 콤마(pythagorian comma)’라고 하며, 그 값을 음악  음

정으로 환산하면 23센트로 반음의 4분의 1에 거의 육박함을 알 수 있다.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4, 271~274쪽.

20) 같은 책, 272쪽.

20) 1700년 경 베르크마이스터(A. Werckmeister)가 옥타 를 12개의 등간격으로 

나 어 산출해낸 음계로 모든 반음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조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같은 책, 271~274쪽. 

22) 국악이나 국음악에서 음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삼분손일법(三分損一法)과 

삼분익일법(三分益一法)을 교 로 사용해 율 (律管)의 장(管長)을 산출하는 

법을 말한다. 삼분손일법은 율 의 길이를 3등분한 뒤, 그 3분의 1을 제거하고 

3분의 2의 장을 만들어 다음 음률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 의해 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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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음을 산출한 것으로, 5음을 기본으로 하며 음과 음 사이에 

반음이 없다. 이 음계는 국에서 먼  사용되었으며, 그 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지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 음계는 서양음악

의 평균율처럼 음의 간격이 같지 않고 음악에 따라 음의 간격이 달라

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음계 구조에서 농 23)으로 달되

는 음의 생명력은 긴장과 이완을 통해 생동감을 달해주며, 음악마다 

선율의 멋을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는 자연 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음악의 특징을 살려주는 통 음계 구조에서는 연주자에 

따라 각자 다른 음악  감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구조  차이가 나

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서양음악에서 시  흐름에 따라 음계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

듯이, 한국 통음악에서도 창작음악이 만들어지고 계속 활성화되면

서 음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 변화

의 형태는 서양악기와의 만남을 통한 연주나 25  개량가야 의 출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도 높은 음률을 얻게 된다. 삼분익일법은 3등분한 장의 3분의 1의 길이를 

본디 장에 보태어 3분의 4의 율 을 만들고 다음의 음률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 의해 완 4도 낮은 음률을 얻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산정법과 완 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동양음계의 5성·7성·12율 등은 

모두 이 산정법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를 들면 12율의 기 음인 황종(黃鐘)을 

삼분손일해 임종(林鐘)을 얻고, 임종을 삼분익일해 태주(太蔟)를 얻고, 태주를 

삼분 손일해 남려(南呂)를 얻고, 남려를 삼분익일해 고선(姑洗)을 얻고, 이런 

식으로 12율 모두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 게 삼분손익법으로 얻어진 음률은 

편종(編鐘)과 편경(編磬) 등이 편성되는 비교  오래 된 통음악에는 용되나 

최근의 음악에는 거의 용되지 않고 있다. 세 음악출 사 편찬 원회, 음악

사 , 세 음악출 사, 1992, 862쪽.

23) 가야  주법에서는 왼손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특히 통음악에서는 기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음정을 연주자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해 왼손으로 마다 기본  

잔 농 을 해주면서 안정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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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개량이 시작되어 17 과 18  가야 이 출 할 당시에는 

통 5음 음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통음악 소재 

창작음악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24) 그것은 기존 악이

나 독주곡, 주곡, 실내악곡 등의 음악이 통  음악어법을 바탕으

로 만들어졌으며, 독주뿐 아니라 합주에서도 선율 심의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야 이 25 으로 개량되어 7음 음계의 

쓰임이 자유로워지고 화성을 사용하게 되면서 통  음계 구조보다

는 서양음악의 평균율 음계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 

주법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가야  연주자들에 의해 왼손의 기교

가 시되면서, 담백함과 농음의 멋이 있는 통보다는 정확한 음고를 

통한 음악의 풍성함과 화려함이 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

화를 통해 통 인 음계 구조의 음 간격이 감각 으로 평균율화되고 

있다.

5. 가야금 창작음악의 대중화 

창작음악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온 가야 은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이 창단되면서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백 웅

이 편곡한 < 헬벨의 캐논과 자바 민요>가 연주되면서부터이다. 이로

부터 국악 창작음악에서 서양음악의 음악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은 

24) 이는 필자가 경기도립국악단에서 연주활동을 하면서 악한 것으로, 12  가야

으로 연주할 때와 17 , 18  개량가야 으로 연주할 때 음계 구조에 의한 

음악  문제 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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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뿐 아니라 민요 장단을 소재로 한 가야  삼 주 음악으로 

통  미감을 최 한 표 해내기도 했다.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의 활동 향으로 여러 악기별로 주

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실내악단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은 서울  출신의 ‘사계(four worlds)’25)이다. 이

들은 통음악의 복고  한계를 벗어나 시 와 공감할 수 있는 새로

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통에서 까지의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한 취지에서 사계는 음악계의 언더그

라운드 음악가로 잘 알려진 장 규와 서양 고 음악의 바흐, 그리고 

이성천의 작품 등을 연주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서양 고 음악이

나 민요, 팝을 소재로 해 만든 음악이 에게 많은 심을 받게 되면

서 가야  창작음악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계 주단보다 인 소재를 구체 으로 보여  가야  사

주단 ‘여울’26)은 시 의 감성을 변하는 친화  음악을 만들려

는 의도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었다. 여울은 재즈 스타일 퍼토리로 

인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을 표방했는데, 블라인드 페이스의 

<Do what You Like>, 사이먼 앤 가펑클의 <Scarborough Fair>, <Fly 

me to the moon>, <Happy Birthday> 등 다양한 음악을 가야 으로 

해석해, 원곡의 정취를 가야  선율의 아름다움으로 극 화하고 가야

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25) 서울  국악과 선후배로 이루어진 연주단체로, 각기 다른 네 사람의 세계가 

만나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로 ‘사계(four worlds)’라는 이름

을 썼고, 1999년 12월 2일 산아트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열었다. 윤 강 외, 

종이에 스민 가야 , 157쪽.

26) 이화여자 학교 출신 4명으로 구성되었고, 재즈 스타일을 주요 퍼토리로 

해 2004년 4월 호암아트홀에서 창단연주를 가졌다. 같은 책,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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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야  창작음악은 독주곡 심 작품으로 시작되어 이후 

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식의 구조로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다양

화된 형식에서 통 인 선율 심 음악은 화성 인 형태로 변화했다.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은 음악과 순수 창작음악의 장르를 모

두 수용해 가야  창작음악을 화하고자 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

진 주단들은 각각 서양 클래식이나 음악의 재료와 음악어법을 

수용한 작품을 가야 으로 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야  주형식의 음악은  다른 형식으로 발 해 가야  합주단

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최 의 가야  오 스트라 ‘숙명가야 연주

단’27)은 차이코 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비발디의 <사계>, 비틀스

의 <Let It Be>, <Hey Jude>, <OB-La-Di, OB-La-Da>, <I Want To 

Hold Your Hand>,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등 클래식, 팝, 민요를 

편곡한 작품들을 주요 퍼토리로 연주했다. 이러한 퍼토리는 그동

안 통  선율 심의 5음 음계 구조에서 표 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

에 주로 해 이나 소 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5  개량가

야 으로 7음 음계 구조가 갖추어져 음역 문제가 해결되고 화성 사용

이 용이해지면서 가야 으로도 연주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숙명가야 연주단의 연주는 음반28)으로도 만들어져 매량이 가

요와 비슷한 수 을 기록할 정도로 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

히 <캐논 변주곡>은 아 트 TV 고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는 

가야  창작음악의 역이 확 되면서 새로운 환기를 맞았음을 보

27) 숙명가야 연주단은 1999년 숙명여  통문화 술 학원 졸업생과 재학생을 

심으로 출범한 최 의 가야  오 스트라이다.

28) 숙명가야 연주단, ≪숙명가야 연주단≫ Ⅰ·Ⅱ·Ⅲ·Ⅳ·Ⅴ·≪숙명가야 연주

단 베스트 컬 션≫, 로엔엔터테인먼트, 2000~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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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례라 할 수 있다.

숙명가야 연주단의 성공에 힘입어 각 학마다 연주단이 등장하

게 되었고, ‘가야  교향악 학축제’29)에서는 황병기가 편곡한 교향

곡이 연주되기도 했다. 축제에는 한국 술종합학교를 비롯해 서울 , 

숙명여 , 이화여 , 앙 , 추계 , 한양  등 7개 학 국악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가야  합주단 200여 명이 참가해 

에게 친숙한 서양 오 스트라 음악 등 7개 곡을 연주했고, 25  개량

가야 의 서양음악 표 에 한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순수 창작음악 작품을 주로 만들어왔던 황병기에 의해 이러한 무 가 

구성되었다는 도 가야  창작음악의 화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이다. 

최근에는 숙명가야 연주단 창단에 큰 역할을 했던 가야  연주자 

김일륜에 의해 ‘ 앙가야스트라’30)가 창단되어 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무 를 선보이기도 했다. 앙가야스트라는 기존 연주 

형태에서 벗어나 연주와 노래를 함께 하기도 하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기도 하며, 춤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 연주 행에서 벗어난 

29) 2004년 3월 9일 국립국악원 악당에서 한국 술종합학교 주최로 열렸다. 베토

벤의 교향곡 5번 <운명>과 6번 < 원>, 하이든의 <시계>,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등 5개의 교향곡과 차이코 스키의 <호두

까기 인형>,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이 연주되었다. 윤 강, ｢가야 의 은 

다시 시작되는가｣, 2005 문 연감, 한국문화 술 원회, 2005; 한국문화

술 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참조. 

30) ‘ 앙가야스트라’는 앙 학교 교수 김일륜에 의해 앙 학교 출신 가야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2007년 12월에 앙가야  아카데미 ‘앙상블 코리아

나’로 창단해 활동하다가, 이후 2009년 10월 제2회 정기연주를 통해 앙가야

스트라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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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인 퍼포먼스에는 에게 음악과 함께 시각 으로도 즐거움

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울새울 가야  삼 주단과 숙명가야 연주단의 성공 인 활동 

이후 소규모 가야  주와 합주 연주단이 다수 결성되어 개량악기를 

한 창작음악 활동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 새로운 도 은 가야  창작음악 발 에 바탕이 되어왔다. 한편, 

통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퍼토리 개발보다 서양 클래식이나 팝, 

민요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음악 연주로 을 한 음악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개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주나 합주 

형식 외에 가야  솔로 연주자의 퓨 음악 활동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표 인 로, 가야  연주자 이슬기는 ≪In the Green Cafe≫,31) 

≪Blossom≫32) 등 음반을 내고, 기존의 순수음악 독주회 형식이 아닌 

콘서트 개념의 연주회를 열었다. 작품은 재즈 형식의 통  소재와 

음악  소재로 이 수용하기 쉽고 감상하기 편한 음악으로 구

성되었으며, 25  개량가야 으로만 연주했다. 필자 역시 ≪그녀의 사

랑이야기≫,33) ≪The Memory of the Past≫,34) ≪White Christmas≫35) 등 

음반을 발매하고, 콘서트 형식 연주회를 연 바 있다. 음악은 통  

정악과 민요를 토 로 창작된 재즈 형식을 택했고, 악기는 어쿠스틱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 통 12  산조가야 , 창작음악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 퓨 재즈 형식에 처음으로 사용된 통 풍류가야 , 

31) 이슬기, ≪In the Green Cafe≫, 신나라, 2006.

32) 이슬기, ≪Blossom≫, 스톰 뮤직, 2008.

33) 정길선, ≪그녀의 사랑이야기≫, 로엔엔터테인먼트, 2007.

34) 정길선, ≪The Memory of the Past≫, 당엔터테인먼트, 2009.

35) 정길선, ≪White Christmas≫, 로엔엔터테인먼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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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  개량가야 과 25  개량가야 을 두루 사용해 이 

통을 쉽게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2000년 에 들어

서는 새로운 음악 형식의 등장으로 가야  창작음악 장르의 폭이 넓

어지기 시작했다. 음악의 다양화에 의해 연주 형식이 개방되기 시작하

면서, 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 환경이 조성되었고 과

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다. 

6. 나가는 말

가야  창작음악의 발  과정을 보면, 최 의 가야  독주곡으로 

1962년에 만들어진 황병기의 <숲>을 시작으로 실험 인 작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가야  창작음악의 기틀을 다진 황병기와 이성천 등은 

다양한 통 소재와 서양음악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다른 통 악기

를 사용한 창작음악보다 음악  수 이 높은 가야  창작음악을 발

시켜 나아갔다. 이후 개량가야 이 등장하면서 음악에도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25  개량가야 이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변화

가 더욱 진되었다. 기에는 통  소재를 활용한 작품이 의도 으

로 만들어졌지만, 차츰 팝송이나 가요, 재즈 등을 연주하게 되면서 악

기 개량이 국악의 화에 차 효과가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개

량가야 의 음계 구사는 통  방식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한편

으로 독주나 실내악 는 악 등 다양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기

도 하지만, 양 으로 볼 때 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 통 인 선율이나 장단, 음계를 활용하기보다는 

서양 클래식이나, 고  팝송, 외국 민요, 화음악 등의 선율을 편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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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들이 에게 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5  개량가야 에 의한 

가야  창작음악 화 작업은 여러 연주자와 작곡가에 의해 극

으로 활성화되었다. 가야  창작음악은 순수 창작음악뿐 아니라 퓨

이나 크로스오버 등 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음악으로 분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 을 통해 미분음으로 선율을 만들어내는 통

 음악보다, 정확한 평균율 7음 음계 구조 속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테크닉을 발휘하는 25  개량가야  심의 음악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연주자들의 발 을 한 음악보다는 청 을 한, 청 에 

길들여지는 음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면이 있겠지만, 가야  창작음악의 정체성 확립을 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악기 개량 작업도 단지 개량악기로 통

을 잘 표 하기 해서라기보다는, 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미래

지향 인 음악을 가장 우리다운 음악으로 표 하기 한 과정으로 이

해해야 할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해보면, 가야  창작음악의 화를 한 작업은 기

존 음악을 가야 으로 연주하는, 즉 음악 소재가 주체가 되고 

있는 실에서 벗어나 연주자와 통  소재의 음악이 주체가 되는 

단계로 새로이 진입할 필요가 있다. 통  소재를 활용한 음악으로 

화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순수 창작음악이나 화

된 음악 모두가 다양한 음악문화의 일원으로 의 향유 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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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an Aspect of Popularization 

in New Compositions for Gayageum

Jung, Gil Seon(Gyeonggi Provincial Traditional Music Orchestra)

New compositions for Gugak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re diversified 

on the genre for solos, ensemble and orchestras in the process of develop-

ment and are popularized by themselves for films and dances in the late 

1980s. And new ensembles for those new compositions ― like Sulgidung

―have made their chances for people with new compositions. These 

popular trend for Gugak let the musicians make their ensembles and in 

the matter of sound, the improvement for music instruments is needed 

and processed actively. In improvement for Gayageum (12 stringed zither), 

25 stringed new Gayageum tuned in western mode has been made And 

popularization of new compositions for 25 stringed Gayageum is activated 

by musicians and composers while people prefer arranged items for classi-

cal music, old pop songs, foreign folk songs, films and animations to 

items in traditional styles. In rapid change of society, new compositions 

for Gayageum started from early standard tradition in 1960s and have 

developed into contemporary music. In these days, the new items for 

Gayageum are diversified into classic, fusion and cross-over with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se new compositions.

Keywords: Gayageum, new compositions, fusion, improvement for music 

instruments, popularization, new compositions fo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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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struments.

* 이 논문은 2011년 4월 2일에 투고되어 4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4월 3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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