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줄 위에서 날다.
      우리의 가야금

전통이란 한 민족의 즐거운 추억 - J.F.C-

옛 것을 제대로 익히고 나서 새 것을 안다.(온고지신 溫故知
新)   -논어-

전통이 없는 예술은 목자없는 양떼이고, 혁명이 없는 예술은
생명을 잃게 된다.  -윈스터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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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伽倻琴) 

조각배 노 젓듯이 가얏고를를 앞에 
놓고
 
열두줄 고른 다음 벽에 기대 말이 없
다。

눈 스르르 감고 나니 흥이 먼저 앞서
노라
。
춤추는 열 손가락 제대로 맡길랏다
…。
 
             - 조지훈 - 

   

가야금(가얏고)

좁고 긴 장방형의 오동나무 공명판 
위에 명주실로 꼰 12개의 줄을 걸고, 
줄마다 그 줄을 받치면서 쉽게 이동
할 수 있는 작은 나무기둥을 세워놓
은 현악기. 연주자는 오른손으로 줄
을 뜯거나 퉁기고, 왼손으로 줄을 떨
거나 눌러서 소리를 조절한다. 음색
이 맑고 우아하며 연주기교가 다양하
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가야
금은 6세기에 가야국의 가실왕이당
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그러
나 4세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
라의 흙인형(土偶)에서 가야금이 발
견되고,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 
중 <위지 동이전>에 삼한시대에 이미 
고유의 현악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
다.가야금의 원래 가야국의 '가야
'와 현악기를 뜻하는 우리말 '고'가 
합해진 '가얏고'라고 불렸다.

가 야 금 의 명 인 
우 륵 于 勒 

가야금을 만든 사람으로 흔히 알려진 
우륵은 명 연주가이자 작곡가였다. 
551년(진흥왕12년), 가야가 멸망할 
무렵에 우륵은 제자 이문과 함께 신
라로 망명하였다. 진흥왕의도움으로 
그의 제자들은 우륵의 음악을 신라의 
정서에 맞게 다섯 곡으로 편곡하였는
데, 이것이 궁중의 대악으로 채택되
었고 이를 계기로 가야금이 널리 퍼
지게 되었다.

2006년 가야금 연주와  랩, 비보이 춤사위의 '퓨전화'로 
대림산업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 ’의 이미지 광고 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신윤복(申潤福)의 연당야유도(오른쪽)가야금타기(왼쪽)-

젊어지는 국악. 대중을 불러 모으다. 

‘띵, 땅, 뚱. ’ 무채색 화면 속 적막을 뚫고 가야금 선율이 울려 퍼진다. 블랙 드레스를 단아
하게 차려 입은 연주자 6명의 두 손이 25현 가야금 사이를 현란하게 오간다. 이번엔 리드미
컬한 디제잉(DJing) 연주가 가야금 음색 위에 올라탄다. 무대 위에서 몸을 풀던 비보이(B-
boy) 몇 명이 음악에 맞춰 격렬한 춤사위를 풀어놓는다. 어디선가 비트박스(beatbox) 소
리까지 입혀진다. 파헬벨의 작품으로 알려진 ‘캐논(Canon) ’의 변주곡이다. 연주가 끝난 
후 떠오른 자막은 ‘새로움에 새로움을 더하면 놀라움이 됩니다 ’

광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덩달아 음악을 맡았던 숙명 가야금연주단도 유명세를 탔다. 숙명여
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숙명 가야금연주단은 1999년 결성된 중견 가야
금 오케스트라. 광고 출연 후 대중의 호응에 힘을 얻어 지난 5월 데뷔 후 첫 베스트 음반 ‘포 
유(For You) ’를 출시했다. 현재 이 음반은불황이라는 음반계에서 드물게 수만 장이 팔리
는 이변을 기록 중이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 공식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smgo.co.kr/

숙명 가야금 연주단



1. 쇼소인 시라기고토를 재현한 가야금
신라시대 때 일본에 전해져 쇼소인에 보관중인 
가야금을 고흥곤이 복원한 작품. 

.
2. 25현 가야금
개량 가야금 중에서는 줄이 가장 많다. 서양식 화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음역도 세 옥타브나 된다

대한민국 대표 현악기 가야금(왼쪽)과 거문고(오른쪽)

정 악 가 야 금 과
 산 조 가 야 금

신라때부터 궁중음악이나 풍류에 
사용되는 것을 정악가야금이라 하
며, 민속악에 사용되는 것을 산조
가야금이라 하는데, 정악이 원형
이고 산조는 19세기말 조선후기
에 개량되어 널리 쓰이게 된 것이
다. 

가 야 금 산 조 

정악은 ‘고상하며 바르고 큰 음악 ’
이라는 말로, 궁중음악의 일부와 
민간 상류층 음악 즉 속악이 아닌 
음악을 가리킨다. 정악에는 가야
금, 거문고, 비파 등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관악기가 곁들여진다.  
느리고 우아한 합주곡인 정악에 
비해, ‘산조'는 판소리와 시나위 
같은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탄생
한 기악 독주곡이다. 산조라는 형
식을 처음 연 것이 가야금이며, 
거문고를 비롯하여 대금, 해금, 
피리 산조 등이 있고, 반주는 장
구가 맡는다. 산조는 느린 장단에
서 점점 빠른 장단으로 진행되며, 
정악에 비해 기교적이고 풍부한 
표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에 
알맞게 악기의 크기와 줄 간격을 
줄인 산조가야금의 출현은 필연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 금 의 가 야 금 
  - 여 전 히 실 험 중

1960년대 무렵부터는 가야금을 
위한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만들
어졌고 이에 따라 가야금의 소리
를 개선하려는 실험이 시작되었다. 
산조가야금부터 꼽자면 개량 가야
금의 역사는 백 년이 넘지만 이것
은 이미 정착된 것이기에 제외하
고, 줄 수를 늘린 다현多絃가야금
과 재료 및 구조를 바꾼 가야금을 
개량 가야금이라 부른다. 1967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성금연의 작곡 
발표회에서 다현 가야금인 15현 
가야금이 처음으로 연주된 이후,  
21현  가 야 금 , 17현  가 야 금 , 
18현  가 야 금 , 22현  가 야 금 , 
25현 가야금 등이 차례로 등장하
였다. 이밖에도 명주실 줄을 금속
줄로 바꾼 철가야금, 개량 산조가
야금등이 만들어졌으며, 북한에
서는 13현, 19현, 21현 가야금
이 개발되었다. 개량 가야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완성된 것으
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가야금
의 소리를 보완하기 위한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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