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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윤이상은 20세기의 표 인 작곡가로,유럽 음악계에서 서양악

기를 통해 동양 음향을 구 함으로써 독창 인 음악세계를 추구하 다.

그는 한국이라는 음악 배경 에 일본· 랑스·독일 등지에서의 경험을

토 로 그의 가치 과 사상 미학 틀을 구성하 고,이것을 그의 작

품에 고유한 음악 언어로 나타냈다.특히 동아시아 음향 과 미학을

유럽의 아방가르드 음악언어로 표 함으로써 동서양의 음악을 융합시키

기 한 창작에 심 을 기울 다.

그는 한국 통악기의 주법을 서양악기를 통해 구 하고 이를 통해 새

로운 음향을 얻고자 하 다.그 폭넓은 음역과 다이나믹,다양한 음향

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루트라는 악기는 자신의 음악에 빛을 더해주기에

더할 나 없이 합한 악기라고 언 하면서,우리의 표 통악기

하나인 과 견주었다.윤이상은 이러한 두 악기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루트 곡에서 의 기법이나 음향을 즐겨 구 하 다.

이와 같이 윤이상은 한국 통악기의 주법이나 음향 특징을 작곡요

소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통음악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루트

주법의 확장에도 기여하 다.

이에 본고는 윤이상의 루트 작품들 < 루트와 피아노를 한

가락,‘Garak’fürFlöteundKlavier>(1963),< 루트 독주를 한 연습

곡,EtudefürFlöteSolo>(1974),< 루트와 소편성 오 스트라를 한

주곡,KonzertfürFlöteundkleinesOrchester<(1977),< 루트 4 주,

QuartettfürFlöten>(1986),< 루트 독주를 한 소리,‘Sori’fürFlöte

Solo>(1987)라는 상이한 편성의 다섯 곡을 선정하여 고찰하 다.이 다

섯 곡을 선정한 이유는 루트가 주축이 되는 독주곡과 이 주, 주곡,

그리고 루트 사 주곡으로서 루트 특수주법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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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윤이상의 작품에 나타난 루트의 특수주법들을 고찰하

으며,아울러 작곡가의 의도에 합한 연주법과 표 방법들을 연주자의

입장에서 제시하 다.

주요어:윤이상, 루트,특수주법, ,한국 통음악요소,작곡요소

학번 :2004-3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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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목

20세기 이후 루트 작품들은 음악사조에 향을 받으면서 이

보다 훨씬 다양하고 실험 인 시도를 통해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루트

는 마우스피스에 입술을 직 고 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의 구

이 가능한 악기로,뵘 식 루트 개량1)이후 더욱 테크니컬한 표 이 가

능해졌다.음향 다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는 작곡

가들의 작업에 있어,이러한 루트의 표 가능성은 여러 방법으로 탐구

되어왔다.작곡가들은 각 작품을 통해 새로운 작곡 소재를 활용하고,이

에는 볼 수 없었던 실험 인 루트 연주기법들과 색다른 음색을 보여주

고 있다.2)

그 작곡가 윤이상은 동양인으로서 서양 음악계에서 활동하며

서양식 악기를 통해 한국의 통 소재와 음향을 사용했다.이는 당시

유럽에서 성행하던 음악 소재인 자연의 소리에 한 모방,총렬주의

음악3), 자 음향과 자음악,우연성 음악4)등과는 달리,낯선 동양의

1)테오발드 뵘(TeobaldBoehm,1794-1881)은 19세기 루티스트이자 작곡가, 은세공업

자이다.그는 이 의 루트가 가지고 있던 빈약한 음량과 불안한 음정을 해결하기

해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지공을 재배열하 으며,동시에 수월한 연주를 해 지공

의 개폐를 조 하는 시스템인 키 작동 장치법(Keymechanism)을 개발하 다.이후 정

확한 음정,풍부한 음량,편리한 운지법 등의 이 에 의해 난해한 연주기교나 다양하고

폭넓은 악상표 이 가능해졌으며,독주와 악 연주에서 보다 다양하게 쓰임으로써

루트의 역할 확 에 큰 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Theobald_Boehm>(검색일:2015.4.10.)

2) 루트의 실험 이고 다양한 기법들을 다루는 표 곡들로는 베리오(Angelo

LucianoBerio,1925∼2003)의 〈 루트 독주를 한 세퀜자(Sequenzaforflutesolo,

1925)〉,펜데 츠키(KrzysztofPenderecki,1933∼ )의 〈 루트 주곡(fluteconcerto,

1933)〉,바 즈(EdgarVarese,1883∼1965)의 〈 도 21.5(Density21.5,1936)〉,불

즈(Pierre Boulez,1925∼)의〈소나티네(Sonatine,1946)〉,메시앙(OlivierMessiaen,

1908∼1992)의 〈검은 티티새(LeMerlenoir,1951)〉,타 미츠(ToruTakemitsu,1930

∼1996)의 〈보이스(Voice,1971)〉,그리고 윤이상(Isangyun,1917∼1995)의 〈연습곡

(Etude,1974)〉등을 들 수 있다.

3)총렬주의 음악(totalserialism): 음렬주의 음악이라고도 하며,이 에 있었던 쇤베르

크의 ‘12음 기법’에 다른 요소들을 확 하여 용시킨 것을 뜻한다.12음 기법을 총렬

주의로 발 시킨 작곡가는 메시앙이었으며,이후 슈톡하우젠,불 즈,노노,베리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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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다고 할 수 있다. 한 그는 한국 통음악 요소를 서양음악의 표

양식에 융화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철학 내용을 음악에 목시키기

도 하 다.윤이상과 동시 에 활동했던 타 미츠5)라는 일본 출신의 작곡

가 한 기존의 서구음악과는 다른 동양 감성을 표 하려 했던 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6).두 작곡가 모두 동서양의 음악을 융합하려 한

은 일치하나,타 미츠는 일본 통악기로 서양 음악 양식의 곡을 썼던

반면,윤이상은 서양악기를 통해 한국 통음악을 표 하려 했다는데 차이

가 있다.7)

슈 러(Walter-Wolfgang Sparrer,1953∼)8)를 비롯한 음악학자들은

윤이상의 음악을 가리켜 "동양의 사상과 음악 기법을 서양음악 어법과 결

은 세 의 작곡가들이 심을 갖고 참여하 고,이들을 통해 더욱 발 하게 되었다.

<http://www.jisikworld.co.kr/report/view.html?dno=893540(검색일:2015.6.20)

4)우연성음악 (changemusic):음악의 화성과 리듬,음향 등 소재와 양식만을 바꾸기 보

다는 음악의 기본 구조에 한 발상과 개념의 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존 이지에 의해 선보인 음악이다. 부분의 음악 요소들이 동 이나 주사

를 던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연주되도록 하여 불확정성의 음악(indeterminacymusic),

혹은 주사 의 음악(aleatorymusic)으로 불리기도 한다. 표작인 존 이지의 <4분

33 >라는 곡은 연주자가 아무 음도 연주하지 않고 공연장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작품의 재료로 삼아 연주되었으며, 연 당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http://classroom.re.kr/uploadfile/content/content09/second04/data04/Western/II-2-sa/ii-2

-sa.htm(검색일:2015.6.21)

5)타 미츠 토오루(武満 徹,1930-1996): 일본의 작곡가,미학자,음악이론가이다.재즈,

음악,아방가르드,일본 통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의 향을 받았고,드뷔시와 메

시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성 언어를 사용하 다.1957년 작품 퀴엠을 통해 국

제 으로 주목을 받았으며,가장 요한 20세기 일본인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 10여편의 화음악을 쓰기도 하 다.

6)타 미츠는 종종 ‘LentoComposer’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한 niente(극단 으로 사라

지는 디미 엔도 음향)로부터 발생하고 다시 정 으로 사라지는 소리들은,그의 느린

음악와 함께 감상자에게 동양 이고 일본 인 이미지를 선사하 다.

P.Burt.『The Music ofToru Takemitsu』,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1.29-30쪽.

7)타 미츠는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하 기 때문에 통 인 일본 작곡계의 습 인 어

법의 틀을 벗어나 서구의 여러 실험 어법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었다.그리고 원래

그는 일본악기가 군국주의 일본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일본악기로 곡을 쓰기 싫어했는

데,나 에는 오히려 일본음악의 정체성을 찾기 해 서양음악의 형식을 빌어 사쿠하

치와 비와라는 일본 통악기와 악단을 한 작품을 남기기도 하 다.이에 비해

윤이상은 서양작곡기법의 틀과 한국 통음악 요소( 통악기의 주법인 시김새,농

등)를 서양악기로 표 한 작품을 남겼다.

8)슈 러는 독일인 음악학자이며,윤이상 음악의 표 이론가로서, 재 국제 윤이상

회장을 맡고 있다.그의 서로는 『윤이상의 작품세계(ZurMusikvonIsangyu

n)』,『이 시 의 작곡가들(KomponistenderGegenwart)』등이 있다.



- 3 -

합시켜 완벽하게 표 한 최 의 작곡가"’9)라고 평하기도 했다.윤이상은

다양한 음악 상 속에서 독창 인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추구하려 했던

술가 다.그는 작품을 통해 세계에 한국 통음악을 알렸던 음악가로서

특히 동아시아 음향 과 미학을 유럽의 아방가르드 음악언어로 표

하며 동양의 통을 그의 음악에 융합시키기 한 창작에 일생을 바쳤다

고 할 수 있다.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음악 배경 에 일본, 랑

스,독일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배우고 익혔던 음악 경험을 토 로 그의

가치 과 사상 배경,미학 틀을 구성하 고,이것은 그의 작품에서 윤

이상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를 통해 나타났다.

본 논문은 윤이상의 루트 곡을 심으로 특수한 연주기법들의 특징

을 연구함과 동시에,작곡가가 루트를 통하여 한국 통음악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 하고자 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윤이상은 창

작기에 걸쳐 많은 루트 곡을 작곡10)하 을 뿐 아니라, 루트라는 악기

가 자신의 음악에 빛을 더해주기에 더할 나 없이 합한 악기라고 언

한 바 있다.11)폭넓은 음역과 다이나믹,다양한 음향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루트는 우리의 표 통악기 하나인 과 견 수 있으며12),

그는 이러한 두 악기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루트 곡에서 의 기법이

나 음향을 즐겨 구 한다. 를 들면 그의 < 루트 연습곡>을 포함한 다

수의 루트 작품에서 바람소리를 섞어 연주하라고 지시하는 부분이 나오

는데,이는 루트 소리에 바람소리를 의도 으로 섞음으로써 의 음

향을 재 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지속음의 앞뒤에서 음고를

나 아래로 미세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통음악의 추성,퇴성과 같

은 효과를 주기도 하 고,비 라토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통악기인

의 요성과 흡사하게 연주되도록 지시하기도 하 다.

 즉 윤이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와 같은 표 들은,다양한 음색과

9)윤신향.『윤이상,경계선상의 음악』. 주:한길사,2005.

10)그의 루트 작품은 략 15개로 루트 독주곡 5개, 루트 주곡 1개,그리고 루

트를 포함한 실내악곡 10개 이외에도 루트를 포함한 곡 큰 편성의 곡들도 많이 남겼

으며,이는 창작기에 걸쳐 작곡한 100여개의 작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1)홍은미,『윤이상 작품의 해설』.서울:들꽃 컴퍼니,1995.

12) 루트와 은 주법상으로 연주 인 부분이 흡사하다.두 악기 모두 가로로 부는

악기이며 취구에 바람을 직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취구가 열려 있기 때

문에 미묘한 음정변화,다양한 비 라토와 음색 표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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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주법의 자유로운 구사가 가능한 루트에서 의 음향 특징을

구 함으로써 한국 정서와 음향을 표 하고자 했던 시도들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작품 속에서 서양악기를 통해 한국 통음악의 요소(음향,

기법 등)를 구 하려 했던 윤이상의 새로운 시도들은 한 20세기 루트

기법의 진일보에 기여하 으며 한국의 이라는 통악기에 한 호기

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그의 루트 작품에서 나타난 루트 특수

주법과,한국 통음악 요소를 구 하기 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주법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본고는 윤이상의 루트 곡을 하거나 연주하

는데 있어 실제 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2.연구 상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윤이상의 작품들 , 루트 곡들을 주로 하여 작품

속에서 주법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다섯 곡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윤이상은 루트 작품을 많이 남긴 작곡가로서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

도 특수주법이 종종 나타나지만,다른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법들의 경우

본고의 연구를 통해 재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연구 상으로

선정한 다섯 곡은 < 루트와 피아노를 한 가락,‘Garak’fürFlöteund

Klavier>(1963), < 루트 독주를 한 연습곡, Etude für Flöte

Solo>(1974),< 루트와 소편성 오 스트라를 한 주곡,Konzertfür

Flöte und kleines Orchester>(1977),< 루트 사 주,Quartett für

Flöten>(1986),< 루트 독주를 한 소리,‘Sori’fürFlöteSolo>(1987)

이며,다섯 개의 작품이 윤이상의 3개 창작시기13)에 각각 해당되기 때문

13)독일의 음악학자인 발터-볼 강 슈 러(Walter-WolfgangSparrer)는 윤이상의 창작

경향을 크게 세 시기로 나 고 있다.첫 번째 창작기(1958-1974)는 유럽에서 유학시

1960년 의 기작품들과 한국 통에 근간을 둔 1970년 반의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가락(1963)>,<바라(1960)>같은 동아시아 표제를 곡목에 즐겨 사용했고,‘음

색작곡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아방가르드 음악의 일반 인 발 동향에 동화를 시도하

고 있다.두 번째 창작기((1975-1981)는 화음 구성을 갖는 기악 주곡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첼로와 악을 한 주곡(1975)>,오보에,하 를 한 이 주곡<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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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음악 변화에 한 고찰을 가능 할 것이

다.특히 독주, 주,2 주,4 주라는 각각 다른 편성의 곡을 선정함으로

써, 루트라는 악기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한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 루트와 피아노를 한 ‘가락’>(이하 가락)이란 작품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한 ‘가사’와 같은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다.이는 윤이상의 첫

번째 창작시기에 해당하며,당시 동아시아 색채를 드러내기 해 지은

제목을 즐겨 사용하 다.그는 국악 음향을 얻기 해 정악을 반

복해서 듣고 연구했다고 한다.특히 가락에서는 피아노가 한국 통음악

장단을 이용하여 리듬을 형성하며, 루트는 한국음악 정악에서 사용

되는 특정한 패턴의 다이나믹, 의 시김새, 악기의 연음 등에서 차용

한 표 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독주곡 ‘청성곡’14)을 연상 하는 그의 작품〈 루트 독주를

한 연습곡>(이하 루트 연습곡)은 각각 피콜로(이하 PiccoloFlöte), 루

트(이하 GrosseFlöte),알토 루트(이하 AltFlöte)그리고 베이스 루

트(이하BassFlöte)이 게 4 의 악기를 한 다섯 개의 독주곡으로 이

루어져 있다.특히 루트를 한 연습곡 다섯 번째 곡인 Allegretto에서

는 여러 특수주법이 사용되고 있는데,그 그의 실험 인 시도를 잘 보

여주는 기법으로 더블 트 몰로(Doppel-Tremolo)15)를 들 수 있다.이는

윤이상이 여러 가지 특수주법을 결합하여 고안해 낸 루트 기법으로

의 청에서 나는 시원하고 강렬한 음향을 표 해낸다.

와 직녀 이야기(1977)>등이 있다.세 번째 창작기((1982-1995)는 연곡의 성격을 띠고

잇달아서 작곡된 5개의 교향곡을 시발로 하고 있다.교향곡 1번(1983)은 지구 종말론

성격을 띠며 핵의 에 한 경고와 호소를 주제로 삼고 있는 한편,1984년 이후로

그의 실내악 작품에서는 서정 인 가곡풍의 <첼로와 하 를 한 이 주(1984)>가 있

다.

14)청성곡은 '청성자진한잎'이라고도 하며 가곡 이수 엽을 변조한 '태평가'를 의 특

징 인 음색이나 주법에 맞게 2도 높인 다음 다시 옥타 를 올려 시김새(복잡한 장식

음)를 첨가하거나 는 특정음을 길게 늘여서 만든 곡이다.특히 의 청성곡은 힘이

있고 선이 굵으며,청의 울림이 있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특히 쭉 뻗은 선율의 아

름다움과 이어지는 잔가락의 시김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정악 독주곡의 백미라

일컫어진다.

15)더블 트 몰로는 옥타 음향을 갖는 멀티포닉스 주법(여러 진동수의 배음들을 바람

으로 조 하여 음들을 동시에 울리게 하는 연주법)에 특수한 트릴 운지법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주법으로 작곡가와 연주자가 업하여 새로운 운지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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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와 소편성 오 스트라를 한 주곡>(이하 루트 주곡)

은 서양의 주곡 양식을 통해 불교 색채를 그려낸 곡이라 할 수 있다.

오 스트라 트에서는 템 블록과 공을 사용해 목탁소리와 의 종소리

를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타악기의 음향을 선보 고,깊은 울림을 가진

느린 알토 루트의 선율을 통해 명상 이며 동아시아 인 색채를 표 하

다.

〈 루트 사 주>는 PiccoloFlöte,GrosseFlöte,AltFlöte,Bass

Flöte이 4개의 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내면서 각각 특유의 음색을 조시

킨다.비슷하면서도 다른 음색과 음역을 가진 4 의 악기가 흡사 우리의

, ,소 16)을 연상시키기도 한다.우리의 통악기와 유사한 악기

특성과 음향 특징을 가진 4 의 루트족을 사용하여 미묘한 음향

덩어리를 만들어낸다.주요음의 선형에서는 트릴과 트 몰로를 자주 사용

하여 한국 통음악의 요성을 재 한다.

< 루트 독주를 한 ‘소리’>(이하 소리)는 단일악장의 루트 독주

곡으로서 다양한 루트 주법들을 보여 다. 리산도 주법을 통해 통

음악의 성,추성,퇴성 등과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시김새와

요성에서 빌려온 것으로 추측되는 많은 꾸 음과 트릴들이 나타난다.

본고는 그의 음악에 한 철학 사상과 가치 등을 검토하고, 루

트가 심이 된 다양한 편성의 작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한다.이러한

작곡가의 다양한 음악 어법과 음향 세계를 고찰하면서,그의 루트 작품

속에서 표 된 특수주법들을 심으로 연구해 볼 것이다.구체 으로 서

양악기인 루트의 연주기법과 그와 련된 통악기인 의 연주기법

을 알아보고,한국 통음악 요소와 루트 특수주법이 작품에서 어떻게

구 되었으며, 한 작품에서 보다 효과 인 연주 표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6) , .소 은 신라 삼죽(新羅三竹)으로 통하며 가로로 부는 악기인 ‘가로 (橫

笛)’로서 우리 고유의 표 인 목 악기이다. 은 속칭 ‘젓 ’로 통하며 취공(吹孔)

이 1개 있고 지공(指孔)은 6개 있으며,음정조 을 해 악기의 맨 끝 쪽에 뚫어놓은

칠성공(七星孔)이 있고,그 사이에는 갈 청으로 만든 청공이 있어 연주시 이것이 떨리

면서 아주 장쾌하고 독특한 소리가 난다. 은 청공이 없고 보다 음색의 변화는

으나 맑고 고운 소리가 난다.소 은 보다 작으며 체 으로 한 옥타 높은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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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윤이상의 음악 세계

1.1.윤이상의 생애와 작품

윤이상은 1917년 경상남도 산청군 덕산면 선비출신 윤기 과 농민출

신 김순달의 2남 1녀 장남으로 태어나,세 살 때 통 의 본가로 와서

어린 시 을 보내게 된다.통 은 윤이상이 “나의 모든 술 ,철학 ,

미학 통은 조국에서 생겼다.”고 했던 그의 술 본향이기도 하다.17)

통 은 원래 조선 수군의 통제 이 있었던 곳이자 해상교통의 심지

로서 군 문화와 성리학,서민문화가 다채롭게 발달한 곳으로,군 음악이

나 가곡시조는 물론 오 18),통 사 놀이19),두 풍물20)등을 쉽게 볼

수 있었다.이와 함께 개항 이래 근 식 학교와 기독교가 일 부터 들어

오고 일부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하는 등 신문화에 빨리 응했던 지역

이기도 하다.즉,그가 어린 시 살았던 통 은 유교문화와 서민문화,

통문화와 신문화,그리고 민족문화와 외래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이 주어

진 곳이었다.어린 시 부터 윤이상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

는데,서당에서는 유학과 노장사상을 배우고,통 에서 자주 할 수 있는

소리와 통 오 ,남도소리,유랑극단,무당굿 등을 체험하 으며,보

통학교와 배당에서 오르간이나 성가를 통한 서양음악의 만남,일본 유

학을 다녀온 바이올린을 하는 청년에게 직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음악

다양성을 키우게 된다.

그는 보통학교 시 부터 언변과 음악 재능이 뛰어났다.보통학교

17)노동은.『한국에서의 윤이상의 삶과 술』, 민족음악연구소 제17호,1999.

18)오 :경상남도 일 에 분포된 한국가면무도극으로서 장터의 패들에 의해 시작

되어 각지로 퍼져갔다.통 오 ,고성오 ,진주오 ,마산오 만이 해진다.

19)통 사 놀이:당시 사 들의 시정하는 내용을 극화시켜 의 무사안일주의를 비

하고 계몽하는 내용으로 연극하는 민속놀이로서 조역은 들이 맡는 것이 특징이다.

20)두 풍물:쇠,징,장구,북으로 이루어진 타악기의 풍물놀이를 뜻한다.옛 농업사회의

고된 노동과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굿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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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부모님의 뜻에 따라 통 성상업강습소(상업학교)에 진학하지만

2년 수료 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음악을 배우기 해 서울로 상경한

다.윤이상은 란츠 에 르트(FranzEckert:1852-1916)의 제자21)에게 화

성법과 총보독법에 해 교육 받고 국립도서 을 드나들며 서양의 고

낭만음악, 음악을 익힌다.1935년 고향으로 돌아간 윤이상은 마침내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배운다는 조건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오사카 음악원에서 작곡,음악이론,첼로 등을 배우다가 어머니의 갑작스

런 부고소식에 2년도 채 못 되는 일본 유학시 을 정리하고 히 귀국하

다.이후 공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937년에는 첫 동요집을 발간한다.그

리고 이듬해에는 화양학원(지 의 화양 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서의 생

활을 시작한다.

1939년,그는 공부에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일본의 동경으

로 건 가 이 노우치 도모히로22)에게 작곡을 배우면서 일본의 <매일신

문 음악콩쿨>에 응모할 <첼로 주곡>을 작곡하지만,1941년 일본이 일

으킨 태평양 쟁에 항하기 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징용된다.1944년

윤이상은 우리말로 작곡한 가곡집이 발견되어 두 달간 옥고를 치르게 되

고,출감이후 체포령이 내려 서울로 도피하여 조그만 출 사에서 일하

으며,당시 쇠약해 있던 몸에 결핵을 얻어 입원해 있던 와 에 조국의 해

방을 맞게 된다.해방 후 그는 통 으로 내려가 시인 유치환이 이끄는 ‘통

문학 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단편소설 <탈출>을 부산 ‘국제신보’에

연재하 으며,당시 부모 잃은 쟁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 다.이후 통

여고(1848-1949)와 부산사범학교(1949-1952)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해방직후부터 통 여고시 까지 교가 지어주기 운동에 극 으로 참여하

며 다수의 학교 교가를 작곡하기도 했다.부산사범학교시 같은 학교 국

어교사인 이수자(1950)와 결혼하여 첫딸 윤정을 낳는다.그리고 1950년 그

동안 작곡한 가곡 <편지>(1941),<그네>(1947),<고풍의상>(1948),<달

무리>(1948),<나그네>(1948)등을 모아 가곡집<달무리>를 출 하 다.

6.25 쟁 시에는 김동진,윤용하,이홍렬,나운 등과 함께 지 의 ‘한국

21)윤이상은 그의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지만 그의 아내인 이수자의 <내 남편 윤이상 상

권>에서 그 음악인을 “바이올린도 연주하고,작곡가로도 이름이 있는”인물로 묘사하여,

추정컨 군악 원 최호 을 지목한다.

22)일본인 최 로 랑스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한 음악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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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회’의 신인 ‘시작곡가 회’를 조직하 으며, 쟁 에 다시

사범학교 교사로 복직하여 부산 학에서 서양음악사 강의를 맡기도 했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최 의 음악,연극,무용의 종합공연물인

<처용의 노래>의 음악을 작곡하여 국립극장에서 연하 다. 쟁이 끝

난 1953년에는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 학교 술학부와 덕성여 등에 출

강하면서 <첼로 소나타 1번>(1953)을 작곡, 연하 다.1954년에는 <악

계구상의 제문제>23)라는 을 발표하여 당시 우리의 악단이 처한 문제

을 지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으며,1956년에는 < 악 4 주 1번>과

<피아노 3 주>라는 작품을 통해 작곡가로서는 처음 서울시 문화상을 수

상하게 된다.그러나 그는 불혹의 나이에도 자신의 작곡기술의 부족함을

자각함과 동시에 요셉 루퍼의 <12음 기법>이라는 일본어 번역본을 한

것이 자극이 되어,1956년 유럽으로 건 가 공부를 하고자 유학을 결심하

게 된다.

윤이상은 랑스에 있는 지인을 통해 유학을 떠나고, 리국립음악원

에서 토니 오뱅(TonyAubin,1907-1981)24)에게 작곡을,뒤카스의 제자인

피에르 르벨(PierreRevel,1901-1984)에게 음악이론을 배웠다.유럽에서

아방가르드한 작곡기법을 배울 수 있길 기 했던 그는 리의 보수 인

음악 통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다시 독일의 베를린음 로 진학하게

된다.이후 보리스 블라허(BorisBlacher,1903-1975)25)에게 작곡을,리하

르트 슈발츠 쉴링(RichardSchwarzSchilling,1904-1985)26)에게 법과

23)이 은 민족 통음악의 바탕 에 우리음악을 세계음악으로 발 시키고자 하는 윤이

상의 사고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윤이상을 조망하는데 있어 귀 한 자료로 평가 되고

있다.김용환.『윤이상 연구』.서울:시공사,2001.

24)토니 오뱅(TonyLouisAlexandreAubin,1924–1990): 랑스 작곡가로서 리 음악

원에서 SamuelRousseau (music theory),NoelGallon (counterpoint),Philippe

Gaubert(orchestrationandcomposition),andPaulDukas(composition)에게 배웠다.

그는 라벨과 뒤카스의 색채주의에 향을 받아 많은 화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후

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으며,라디오 랑스 오 스트라의 지휘자로도 활동하 다.

25)보리스 블라허(BorisBlacher,1903-1975):러시아인 부모를 두고 국에서 태어나 자

라났다.그는 베를린으로 건 와 건축과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2년 후 작곡 공부

를 FriedrichKoch에게 가르침 받는다.그는 공산정권으로 인해 불안해진 상황으로 드

스덴에서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이후 베를린 음 의 학장이 되었으며,이후에도 많

은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낸다.특히 그가 어린 시 했던 국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통해 윤이상의 베를린 유학시 동안 그의 동아시아 사고를 사유하며

고유한 작곡어법으로 작곡하도록 많은 향을 끼친 스승 에 하나이다.

26)리하르트 슈발츠 쉴링(RichardSchwarzSchilling,1904-1985):독일 작곡가로 뮌헨에

서 처음 음악공부를 시작하여 작곡,피아노,오르간을 공부했다.그는 Hei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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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가를,쇤베르크의 제자인 요셉 루퍼(JosepRufer,1893-1985)27)에게 12

음기법 등을 배운다.그는 베를린 음 재학시 에도 기성 작곡가로서 인

정을 받기도 하 는데,1958년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카톨릭의

날’행사에서 연주된 그의 < 악 사 주 1번>이 베를린 심포니 단원 4명

의 연주로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윤이상은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개최된 음악하기강습

회 참가를 계기로 슈톡하우젠(KarlheinzStockhauzen,1928-2007)28),노노

(LuigiNono,1924—1992)29),불 즈(PierreBoulez,1925- )30), 이지

(JohnCage:1912-1992),백남 (1932-2006)31)등과의 친분을 쌓는다.당시

이지의 <미리 조작된 피아노>라는 작품에 경애와 회의를 동시에 느

으며,‘슈톡하우젠이나 불 즈처럼 교묘한 식 고층건물과 같은 작품을

쓸 생각이 없다’고 언 하 고32),노자의 철학과 같은 동아시아 인 통

Kaminski에게 작곡을 배웠으며,후에는 베를린 음악 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바흐

의 향을 받아 칸타타나 합창음악 같은 종교 인 곡을 많이 작곡하 다.

27)요셉루퍼(JosefRufer:1893-1985):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로 라하에서 Zemanek에

세 이론을,Zemlinsky에게 작곡을 배운다.제 1차 세계 에 종군한 후,쇤베르그의

제자로서 12음기법과 음렬주의를 직 배우며 후에 쇤베르그의 이론 서를 번역하고

집필하 다.

28)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Stockhausen,1928-2007):독일의 작곡가이며

작곡가로서 자음악의 발 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유명하다. 리에서 음악공부

를 하 으며,1953년 쾰른 방송국에서 자 음악을 담당하 고,이후 자 음악의 최고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컨덕트>를 발표하여 자 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 다.

랑스의 피에르 불 즈,이탈리아의 루이지 노노와 함께 유럽 음악의 3 작곡가

로 불린다.2001년 폴리음악상을 수상하 다.

29)루이지 노노(LuigiNono,1924-1990):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생으로,처음에는 법학을

공하 으나, 루노 마데르나(BrunoMaderna)로부터 작곡을 권유 받았고 그의 스승

인 헤르만 셰르헨과 알게 되어,그로부터 음악 조언과 가르침을 받게 된다.1958년,

피에르 불 즈, 루노 마데르나,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 등에 의해 작곡된 1950년

작품을 일컫는“다름슈타트 학 (DarmstadtSchool)”를 창안하기도 하 다.

30)피에르 불 즈(PierreBoulez,1925-): 랑스의 작곡가,지휘자,음악 이론가이다.

학교에서 수학을 공하다가 음악 꿈을 안고 리 음악원에 입학한 후에,올리버 메

시앙에게 개인 인 작곡공부를 가르침 받으면서,당시 그에게서 뛰어난 음악분석가라

는 평을 받는다.이후 여러 오페라 극단의 음악감독과 작곡가,지휘가로 활동하 으며,

우연성 음악과 음렬주의 작곡가로도 명성을 얻는다.

31)백남 (Nam JunePaik,1932-2006):한국 태생의 미술가,작곡가, 술가이다.독

일에서 서양의 건축,음악사,철학 등을 공부하 으며,다름슈타트강습회에서 존 이

지의 자유로운 음악 실험에 감을 받아 여러 인 음악 퍼포먼스를 보여주었

다.슈톡하우젠이 심이 된 쾰른의 WDR 자음악 스튜디오에서 홀로 TV실험에 착

수하 고,이후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서 리 알려졌다.

32)이수자.『내 남편 윤이상』상권.서울:창작과 비평사,1998.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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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작품을 쓸 구상을 하게 된다.1959년 7월에 베를린 학을 졸업

한 그는 9월에 <피아노를 한 5개의 소품(5stückefürKlavier)>은 가

우데아무스 음악제에서, <일곱악기를 한 음악(Musik für 7

Instrumente)>이 다름슈타트 음악제(SocietyofcontemporaryMusic)

에서,< 악 4 주 3번>이 국제 음악제(ISCM)에서 연주되었으며,동

양 사상,한국의 통음악 요소와 서양음악의 최신기법을 결부

시키는데 성공하 다는 평을 받았다.그 후 베를린 방송국의 정식 작품

의뢰를 비롯해 독일의 여러 방송국에서 국과 한국음악에 한 강연활동

을 하기도 했다.이후 베를린 방송국의 작품 <바라>(1960),함부르

크 방송국의 작품 편성 악을 한 <교향악 정경>(1960),헤

센방송국의 작품 악 오 스트라를 한 <교착 음향>(1961)등을

작곡하 다.1961년에는 그의 부인이 독일로 이주해 왔고 라이부르크에

거주하면서 많은 작품을 쏟아냈다.당시 그는 동아시아 제목의 작품을

많이 작곡했는데,실내악 앙상블을 한 <낙양>(1962),바이올린과 피아

노를 한<가사>(1963), 루트와 피아노를 한 <가락>(1963)등이 있

다.1965년에는 불교 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 <오 연꽃속의 진주

여>(1964)와,오페라<류퉁의 꿈>(1965)을 잇달아 선보 고,1966년 여름

에는 두 달 간의 일정으로 강연 차 도미하여 탱 우드,아스펜,샌 란시

스코,로스앤젤 스,시카고 뉴욕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같은 해 10

월 독일 도나우싱엔(Donaueschingen)에서 < 악(Reak)>이 연되었고

일약 국제 명성을 얻게 된다,이 무렵 1964년 포드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어느 정도 경제 인 안정을 리면서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서베를린에 정착하여 더욱 작곡 활동에 념하 다.

1963년 4월에는 그의 일생일 요한 환 이 된 사건이 발생한다.

윤이상은 오랜 친구인 최상학을 만나기 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이후 한민족의 이상을 동물 형상으로 표 한 ‘사신도’를 통해 술 인

감을 얻기 해 재차 방북하 다.하지만 당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의 친북 행 을 포착하면서 내사에 들어가고,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앙정보부에 의해 납치 체포되

어 서울로 소환되었다.그는 유럽으로 건 간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간첩

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갇혔다.이른바 ‘동백림사건’

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윤이상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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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재 결과 그의 부인은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 로 석방된다.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윤이상은 음악작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희

곡 오페라 <나비의 꿈>(1968)을 쓰게 된다.완성된 작품은 집행유 로 먼

풀려난 부인을 통해 독일에 달되어 1969년 2월 13일 뉘른베르크에서

<나비의 미망인>이라는 제목으로 연되는데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오랜 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이후 병상에서도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한 <율

(Riul)>(1968)과 루트와 오보에를 한 < 상(Image)>(1968)을 작곡하

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었다.동백림사건으로 인해 윤이상은 1967년 12월

1차 공 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재심,삼심에서 감형을 받아

1969년 2월 25일 마침내 통령 특사로 석방되었다.세계 음악가들의 격

한 항으로 마침내 풀려났고,이후 서독으로 국 을 옮긴 뒤로는 다시

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으며, 한민국 정부는 그의 음악을 국내에서

연주하는 것을 지하 다.

그는 이후 1969년부터 1970년까지 하노버 음악 학,1977년부터 십여

년간 베를린 음악 학에서 교수로 재직하 다.이 기간 동안에도 그는 왕

성한 작곡 활동을 계속하여 나갔다.오페라 <유령의 사랑(Geisterliebe)>

(1970),오페라 <심청(1972)>을 비롯하여,1981년 주 민주화운동을 소재

로 한 교향시 < 주여 원히>가 연되었다.1982년 제 7회 한민국

음악제에서 이틀간 “윤이상 작곡의 밤”이 공연되기도 하 으며,1984년 5

월 베를린필하모닉 창단100주년 기념으로 윤이상의 <교향곡 제1번>이 라

인하르트 페터스(ReinhardtPeters)의 지휘로 연되었으며 1987년 베를린

7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받은 <교향곡 5번>(1987)이 바리톤 디

트리히 피셔디스카우(DietrichFischerDiskau)의 독창과 한스 젠더(Hasn

Zender)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 스트라의 연주로 윤이상의 70세 생일

인 9월 17일에 연주되었다.칸타타<나의 땅,나의 조국(MeinLand,Mein

Volk)>이 1987년 평양에서 북한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연되기도 했다.

그는 1988년 일본의 한 인터뷰에서 ‘남북합동음악회’를 열 것을 남북

정부에 건의하 는데,이후 1990년 10월 분단이후 최 로 서울 통음악연

주단 17명이 평양으로 청받아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열어 통일을 염원하

는 남북한 교류의 첫 장을 열었다.1991년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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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악단의 남북한 상호교환 연주회가 추진되기도 하 다.윤이상은 1988년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을 독일 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RichardvonWeizacker)로부터 수여받았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다.한편 늘 고국을 그리워했던 그는 1994년 9월 서울, 주,부산에서 개

최된 ‘윤이상 음악제’와 ‘한국창작오페라축제’에 참가하기 해 고국을 방

문하려 했으나 정부와의 갈등으로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그는 지병인 당

뇨병,기 지 천식,신부 증이 악화되어 결국 그리던 고향땅을 밟지 못한

채 1995년 11월 3일 베를린의 발트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면에 들었으며

베를린시 가토우 지역 특별묘지에 안장되었다.그 후 2007년 9월 그의 미

망인 이수자 여사가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축 에 참가하기 해 40년

만에 한민국에 입국하 다.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40세에 유럽으로 옮겨간 유학시 이후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 다.그러므로 그의 작품 경향을 시기 으로 분류

해 볼 때 한국에서의 음악활동시기와 유럽에서의 활동기로 나눠 볼 수 있

다.유럽으로 가기 ,한국에서도 음악 활동을 하 으나 비교 민족

색채가 강한 작품을 다수 창작하 고,작곡가 윤이상이 스스로 유학

작품은 계보에 올리지 않겠다는 언 을 하기도 하 다.

독일 음악학자 발터 볼 강 슈 러(Walter-WolfgangSparrer)는 윤

이상의 작품경향에 따른 분류를 유럽 유학시 이후의 작품을 심으로

세 개의 창작시기로 구분하 다.33)

첫 번째 창작시기(1958-1974)는 유럽에서 유학한 1960년 의 기작

품들과 한국 통에 근간을 둔 1970년 반의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라(BarafürOrchester,1960)>,<가락(GarakfürFlöteundKlavier,

1963)>과 같은 동아시아 표제를 곡목에 즐겨 사용했고,실내앙상블을

한 <낙양(洛陽:Loyang,1962/1964)>, 악을 한 < 악(禮樂:

Reak,1966)> 등 기 작품들은 ‘음색작곡법(Klangfarbenkompositionen)’

을 사용하여 그 당시의 아방가르드(Arantgarde)음악의 일반 동향에 동

참하고 있다. 한 이 무렵에는 그의 주요 성악 작품들이 창작되었다.독

창,합창 악을 한 오라토리오 <오,연꽃 속의 진주여!(Om mani

33)윤이상・발터-슈 러.『나의길,나의 이상,나의 음악』.(정교철,양인정 역).도서출

HICE,1994,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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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amehum,1964)>,오페라 <류퉁의 꿈(DerTraum desLiu-Tung,

1965)>,1972년 뮌헨올림픽의 축 오페라로 창작된 <심청(Sim Tjong,

1971/1972)>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창작시기(1975-1981)는 비교 화 음향을 갖는 기악 주

곡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첼로와 악을 한 주곡(Konzertfür

VioloncelloundOrchester,1975/1976)>에서 윤이상은 한국에서의 수감시

악몽을 묘사했고,오보에,하 , 악을 한 이 주곡 <견우와 직

녀 이야기(Doppelkonzert,1977)>는 설을 소재로 하여 분단된 조국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칸타타 <사선에서(Ander

Schwelle,1975)>는 제2차 세계 때 나치에 의하여 처형된 시인 하우

스 호퍼의 시를 테마로 하여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작곡가의 입장을

변하고 있다.이처럼 윤이상의 정치 입장은 교향시 < 주여 원

히!(Exemplum,inmemoriam Kwangju,1981)>에서 구체화되는데,이것

은 1980년 주에서 있었던 민 항쟁의 유 진압에 항의하여 쓴 것이다.

 세 번째 창작기는 연곡의 성격을 띠고 잇달아서 작곡된 다섯 개의 교

향곡을 시발 으로 하고 있다.교향곡 1번(1982/1983)은 지구 종말론 묵시

록 성격을 띠며 핵의 에 한 경고와 호소를 주제로 삼고 있는 한

편, 악과 바리톤 독창을 한 <교향곡 5번>(1987)에서는 1940년 베

를린에서 스웨덴으로 망명해야만 했던 넬리 자흐스(NellySachs)34)의 11

편의 시를 도입하여 ‘과거의 극복-애도-평화’로 이끄는 극 인 분 기를

음악 으로 묘사하고 있다.1984년 이후로 그의 실내악 작품에서는 화

음정과 서정 인 가곡풍의 선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첼로와 하

를 한 이 주(DuofürVioloncelloundHarfe,1984)>,<클라리넷과

악사 주를 한 오 주(Quintettfür Klarinette und Streichquartett,

1984)>등이 그러한 가 되고 있다.

34)넬리 자흐스(Nellysachs,1891-1970):독일의 유 계 여류시인으로 세계 2차 의

경험으로 유 민족의 실을 구약성서의 유 인의 운명과 비교해서 언자 ·묵시록

인 시를 많이 썼다.주요 서로 《죽음의 집에서》(1974)가 있다.유 인의 입장에

서 나치의 만행과 폭력을 용감하게 작품인 시극《엘리》(1962)라는 작품으로 196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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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상 배경

윤이상 음악의 사상 배경에는 도교 철학이 련되어 있다.윤이

상은 이러한 사상을 토 로 음악 구상이나 선율의 움직임,음의 조직

음향처리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유럽의 당시 음악과는 차별성을 두고자

하 다.도교라는 사상과 철학 개념들 속에서 그는 ‘정 동(靜中動)’과

‘음양(陰陽)사상’에 큰 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가사상은 노자(老子,BC 570-470년경)가 창시하고 장자(壯 ,BC

370-280년경)가 꽃피운 철학사상으로 인간의 실 타락과 무지의 근거

를 찾아 척결하고,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 지혜를 통하여 삶을 추구하

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도가는 ‘부분 속에 체가 있고 체 속에 부분

이 있다.’는 철학 사상을 통해 자연의 실상을 깨닫고 무 (無爲)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친다.이런 도가의 사상에 향을 받은 윤이상은,그의

음악 표 에 있어 유럽 사고에 매몰되기보다 동양 으로 음악을 사고

하고 표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윤이상은 동양의 음에 해 ‘음향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가 듣던 듣지 못하던 음은 항상 흐르면서 존재한다.’는

표 을 썼으며,‘특히 동양의 음악이란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음을 공간으

로부터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받아들여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하나의 음이 부분이 되고, 체가 될 수 있고,이러한 한음의

순간 매력은 그 시간을 잊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설명하며 동양

의 사상과 음악에 한 강한 애정을 보 다.그는 “동양철학과 미학에

한 책과 문헌을 많은 읽은 탓에,나의 음악은 이러한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35)

정 동(靜中動)은 도교철학의 개념으로서 ‘움직이지 않음 속에 움직임

이 있음’을 뜻한다. 를 들면,별이 하늘에서 돌면서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내재 으로는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움직임이 없는 것과 같다는 개념이다.근본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항상 존재하나,모든 것은 회귀하기 때문에 결국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즉 통일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를 지향

35)윤이상・발터-슈 러.『나의길,나의 이상,나의 음악』.(정교철,양인정 역).도서출

HICE,1994,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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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뜻도 내포한다.이런 개념으로서 동양의 음악에서는 하나의 고정

된 음이 무수히 많은 움직임을 갖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단(長短),

고 (高低),강약(强弱)등을 통해 자유롭게 움직임을 갖고 표 되기도 한

다는 것이다.윤이상의 음악 속에서는 이런 살아있는 음들이 정(靜) 인

부분과 동(動) 인 부분으로 나뉘어 나타나는데,정 인 것은 동 인 것을

향해 움직이고,동 인 것은 다시 정 인 것을 향해 움직여서 처음 출발

으로 되돌아오게 된다.1965년 포드재단 주최 윤이상과의 담에서,그

는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을 비교하면서 서양음악의 선을 연필로 는 경직

된 선에 비유한다면,한국음악의 선은 굵은 붓으로 그은 유동 인 선으로

설명하기도 하 다.36)

음양사상(陰陽思想)은 도교철학사상의 하나로 음향오행사상이라고도

하며,음과 양은 양극의 힘으로 양(陽)은 남성 이고 생산 이며 움직이려

는 힘이고,음(陰)은 여성 이고 정 이며 머무르려는 기운이라고 한다.

음과 양은 립 계이나 자연의 생성과 조화에 있어서 필수 인 상호물로

서 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37)이는 하나의 본질을 양면화하여 상

인 특징을 표 하는 이원론 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윤이상의 음악에

서도 음양의 원리가 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조용히 정지해 있

는 요소로서의 각 음의 심음은 음(陰)에 해당하고 ,율동 요소로서의

음의 장식 운동은 양(陽)에 해당한다.이러한 특징은 그의 음악에서 장

식음과 지속음,고음과 음,강약,비 라토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타난다.그의 음악에서 핵심 요소인 주요음이 연주되기 시작해 사라

질 때까지의 과정을 이 음양의 근본원리를 통해 서로 립하기도 하고 상

호 보충하며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사상 배경을 통해 윤이상의 음악에서 정 동과 음양사

상에 해 계 지어본다면,주요음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음(陰)인 정

(靜)으로,주요음을 심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음군들은 양(陽)인 동(動)

이라 할 수 있다. 한 긴 음으로 표 된 주요음은 정(靜)이라 할 때 장식

우회를 하고 있는 멜리스마 인 음들은 동(動)으로 구분할 수 있다.마

지막으로 첫 주요음에서 지속 으로 끌어주는 긴 음을 정(靜) 인 음으로

볼 수 있고,그 안에서는 비 라토와 같은 주법으로 끊임없는 움직임을

36)김철화.『윤이상의 음악과 동양사상;도교의 음악사상』,시와 인 술론 2회,2002.

37)최성만・홍은미 편역.『윤이상의 음악세계』.주:한길사.1991,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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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즉 움직이지 않은 정(靜)가운데 동(動)이 있는 것이다.이 정

인 음은 끊임없이 내 인 변화를 보이다가 다른 형태인 멜리스마 인 음

들로 변화되어진다.변화된 장식 우회들은 주요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즉 양(陽)은 음(陰)을 향해 움직여간다고 볼 수 있다.38)

1.3.작곡기법

윤이상의 특징 인 작곡기법은 주요음(Hauptton)과 주요음향기법

(Hauptklang)이라고 할 수 있다.윤이상의 주요음 기법39)에서 내포하는

주요음이란 어느 한 음이 심음이 되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그 심음

은 많은 장식 우회하는 음들과 멜리스마 인 음형들을 동반하여 음고의

변화를 갖는 하나의 선 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주요음향기

법은 주요음이 하나의 심음에서 출발한 것처럼 하나의 소리의 심이

되는 다성음,복합음 는 하나의 음향이 심을 이루어 장식 인 우회의

음들,음향 혹은 소리를 동반하여 음향의 굵은 띠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즉 주요음기법에서는 펜으로 움직이는 선을 그린다면 주요음향기법

은 아주 굵은 붓으로 농담을 넣어 하나의 굵은 선을 그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주요음향기법은 주로 오 스트라 편성의 곡에서 사용되며,곡의

음향 구조로서 기능한다.40)

윤이상은 자신의 음향작곡법에 해 이 게 언 한다.

“아마 의 ‘음향작곡물’들은 이 시기에 여진 리게티와 펜데 츠키의 작

품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41)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작품들은

38)김철화.『윤이상의 음악과 동양사상;도교의 음악사상』,시와 인 술론 2회,2002.

39)윤이상의 작곡기법으로서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고 이론 용어를 달리한다.페터

버스(PeterReves)는 홀론(Holon)으로 슈미트(christianMartin Schmidt)는 음통일체

(Ton-einheit)혹은 음복합체(Tonkomplex)라고 표 했다.

40)최성만․홍은미 편역.『윤이상의 음악세계』. 주:한길사.1991,p.296.

41)리게티와 펜데 츠키의 음색작곡법:1960년 리게티와 펜데 츠키가 종래의 음렬원

칙에 응하는 음색작곡법이라는 새로운 작곡방식을 개발해냈다.그들은 임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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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것과는 다른데,그것은 제 음향기법이 동아시아 음향 에 바탕

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동아시아 음향 에서는 음 하나하나가 요

시되며,바로 이 개별 인 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선 이면서도 유

동하는 진행 속에서 개별음은 상 으로 미끄러지는 음, 리산도,트릴,

음색과 음량의 농담효과 등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42)

한 윤이상은 유럽의 통 장식음의 역할과 그의 장식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럽에서의 장식은 어떤 순간 맥동(脈動)에 의해 강화되는 음을 가리

킨다.이는 내 음악의 경우에는 반 마디,혹은 두세 마디 이상에 걸쳐 이

루어지는데 이를 나는 ‘장식 우회’라고 부른다.이 장식 우회는 다음

에 올 음을 생동화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옛 한국음악에는 화성이나

법,구조 시각 따 는 없었고 단지 개별음만이 있었다.이 개별음은

계속 살아 움직이기 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

은 필연 인 이치이고 이러한 형상화 수단을 지극히 세분화해서 다룬다.

나의 음악은 하나의 단원 흐름이기 때문에 화살처럼 한 목표에 집착하

여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43)

그는 한국음악의 독특한 연주기법인 농(弄)을 자신의 음악에 도입하

기도 했다.농(농 ,농음,요성)은 음 자체를 떨고 흔드는 것으로,음 자

체를 풍부하게 하여 표 을 극 화하는데 쓰일 뿐 아니라 기보음이나 주

요음에서 어떻게 요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법을 결정하기도 하며,음

악장르가 달라지기도 하고,특히 연주자의 기량과 개성을 표 할 수 있는

한국 통음악의 요한 요소이다.농은 연주기법에 따라 요성,추성, 성,

퇴성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윤이상은 하나의 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해 서양악기로 비 라토, 리산도,트 몰로,장식음 등의 여러 특수주법

을 이용해 음을 움직임으로써 한국의 통 음악 요소를 다양하게 표

하 다.

된 음의 요성에 반 하여 개별음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한다.

리게티에게는 개별음이 직조(짜임)안에서 악되었고,펜데 츠키에게는 그것이 잡음에

가까운 음괴(Cluster)형성의 구성인자로 작용한다.

42)최성만․홍은미 편역.『드뷔시와 나:윤이상의 음악세계』. 주:한길사,1991,p.67.

43) 의 책,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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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이상의 루트 작품 개

윤이상 작품 에서 루트 독주곡과 주곡,그리고 루트가 사용

된 실내악곡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그는 루트라는 악기가 자신의

음악을 표 하는데 있어 더할 나 없이 합한 악기라고 언 하 는데,

그만큼 루트라는 악기에 한 표 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서양 목 악기 음폭이 넓고 아주 작은 소리로부터 강하고도 거

친 소리에 이르기까지,유연하게 음향을 구사해낼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

에 이러한 악기의 특성을 이용해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작품에서 한국 통악기인 이나 피리의 음향을 루트의 여

러 특수 주법을 통해 자주 묘사한 바 있다. 를 들면 그의 작품에서 서

양악기인 루트로 한국 통악기의 주법을 표 할 경우 한국 통음악주법

인 추성과 퇴성은 리산도로,요성은 루트의 다양한 비 라토 표 과

트릴,트 몰로 주법으로,시김새는 여러 형태의 꾸 음 등으로 표 된다.

이와 같이 한국 통악기 주법을 묘사하기 해 루트의 다양한 특수주

법들을 사용하여 자유롭고 유연하게 표 할 수 있었고,작곡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양악기를 통해 많은 그의 음악 어법을 표 하려고 했을 것

이다.그는 작품에서 이러한 한국 통음악 인 요소와 음향 특징뿐만

아니라 도교 철학 사상,그가 경험한 20세기 작곡기법 등을 토 로 독

창 인 그의 작곡어법을 담아내기 해 노력했다.44)

그의 작품 에서 루트가 포함된 곡은 모두 15곡 정도가 있으며,

루트가 포함된 실내악곡은 10곡,독주곡은 4곡, 주곡은 1곡이 있다.

다음<표 1>은 연도순으로 나열한 윤이상의 루트 작품 목록이다.

44)그의 체 작품 목록은 많은 그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생략하 다.간략한

그의 작품수로는 그가 한국에서 작곡한 동요 교가 40곡과 가곡 4곡이며,유럽 생활

작곡한 작품은 총 72곡으로 실내악곡 22곡, 악곡 18곡,오페라 성악곡 12곡,

독주곡 13곡, 주곡 6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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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일곱 악기를 한 음악(Fl.,Ob.,Cl.,Bn.,Hn.,Vl.,Vc.)

(MusikfürsiebenInstrumente)

1963
루트와 피아노를 한 ‘가락’

(GarakfürFlöteundKlavier)

1968
루트,오보에,바이올린,첼로를 한 ‘상’

(TriofürFlöte,OboeViolinundVioloncello)

1972/73
루트,오보에,바이올린을 한 삼 주

(TriofürFlöte,OboeundVioline)

1974
루트 독주를 한 연습곡

(EtüdenfürFlötensolo)

1977
루트와 소편성 악을 한 주곡

(KonzertfürFlötenundkleinesOrchester)

1977/78
알토 루트를 한 ‘솔로몬’

(SalomofürAltoflöte)

1980
루트와 하 를 한 ‘노벨 테’

(NovellettefürFlöte(Altflöte)undHarfe)

1986
루트 사 주

(QuartetfürFlöten)

1986
루트와 악4 주를 한 오 주

(QuintetfürFlöteundStreichquartett)

1988
두 의 루트를 한 ‘인벤션’

(InventionenfürzweiFlöte)

1988
루트,바이올린을 한 ‘환상 단편’

(PezzoFantasiosofürFlöteundViolin)

1988
루트,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 한 사 주

(QuartettfürFlöte,Violine,VioloncelloundKlavier

1988
루트 독주를 한 ‘소리’

(SorifürFlötesolo)

1993
루트( 는 리코더)독주를 한 ‘국의 그림

(ChinesischeBilderfür(Block-)Flötesolo

<표 1> 윤이상의 루트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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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가락>(GarakfürFlöteundKlavier,1963)

1963년에 작곡된 <가락>(GarakfürFlöteundKlavier,1963)은 1964

년 9월 11일 베를린에서 카를-베른 하르트 제본45)과 호르스트 괴벨46)의

연주로 연되었다.윤이상의 <가락>은 <가사>(Gasa fürViolin und

Klavier,1963),<가곡>(Gagok für Gitarre,Schlagzeug und Stimme,

1972)과 함께 3부작의 하나로 작곡되었다.이 곡들을 쓸 당시 1960년에서

1970년 반에 걸쳐 그는 동아시아의 정취를 표 하는 곡을 많이 썼는

데,이 외에도 악곡인 <바라>(OrchesterstückBara,1960),실내 앙상

블을 한 <낙양>(LoyangfürKammerensemble,1962),혼성합창과 타악

기를 한 <나비의 미망인>(Ein Schmetterlingstaum fürgemischten

ChorundSchlagzeug,1968)등이 그것이다.

윤이상은 당시 1960년경 라이부르그에 거주하면서 국과 한국의

궁 음악에 해 여러 라디오 방송국에서 강연을 부탁받았으며,이것을

계기로 동아시아 사상과 음악에 해 많은 심을 갖고 서 과 음악을 통

해 많은 연구를 했다.그는 <가사>와 <가락>을 이 시기에 작곡하 으며,

이러한 곡들의 일부는 국의 비 의례 인 궁 음악에서, 는 사원의 종

교음악에서 감을 받아 만든 음악이다.두 작품 모두 장엄하고 화려하기

까지 한 인상을 주는데,이것은 긴 지속음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이런 형식은 사원의 찬미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47)

이 곡은 단일악장의 작품으로 연주 시간은 약 13분 정도이며,작곡가

에 의해 제시된 템포에 따라 세 부분의 구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마디

1-72는 지속음을 심으로 조 씩 변화가 나타나는 느리고 정 인 부분

45)카를-베른하르트 제본 (Karl-BernhardSebon,1935-1994):독일의 루티스트로서 뒤

셀도르 음악학교와 쾰른 국립음 에서 루트를 공부하 고.1957년 DeutschenOper

Berlin의 수석주자를 역임하 다.그는 루트를 한 다수의 곡을 작곡하 고,삼 음

향 트 몰로 주법을 한 "Sebon-Triller“라는 루트 연주법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http://de.wikipedia.org/wiki/Karl-Bernhard_Sebon>(검색일:2015.4.27.)

46)호르스트 괴벨 (HorstGöbel,1920-2002):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하 시코드 연주자

로서 베를린음 에서 Hans-ErichRiebensah와 공부하 고,이후 앙상블 연주자로서

활동하 으며,BerlinerPhilharmoniker에서 HerbertvonKarajan과 하 시코드 주자

로서 연주해왔다.1973년부터는 BerlinerPhilharmoniker의 Karajan-Akademy에서

은 연주자들의 앙상블 연주를 가르쳐 왔다.

<http://www.bach-cantatas.com/Bio/Gobel-Horst.htm>(검색일:2015.4.27.)

47)이수자.『내 남편 윤이상-상권』.서울:창작과 비평사,1998.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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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과 마디 73-121부분의 빠르게 움직이며 역동감을 보여주는 <악

보 2>의 동 인 부분의 비로 이루어진다.다시 마디 122부터는 세 번째

부분으로서 <악보3>의 도입부에서 처음으로 회귀하는 듯한 템포와 유동

인 움직임을 갖다가 마지막 부분의 끝없이 연결되는 지속음을 통해 사

라지듯 끝을 맺는다.

<악보 1>가락,첫 번째 도입부 마디 1-9

<악보 2>가락,두 번째 도입부 마디 73-74

<악보 3>가락,세 번째 도입부와 종결부 마디 122-124,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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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은 특히 동 인 간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선율 리듬 형식

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가락’이라는 말은 엄 히 말하면 장단이라는

리듬형에 기반하여 변형 가능한 다양한 선율을 통 하는 개념이다.윤이

상은 자신의 <가락>악보 서문에서 “가락은 특정한 표 성을 수반하는 선

율의 흐름”이라고 말했으며,바로 이 선율은 한국 통음악의 리듬과 특정

한 연 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윤이상 연구학자 슈 러는 설명

했다.48)

이러한 유동 인 끝맺음과 변화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이상의

사상 배경인 ‘정 동‘(靜中動)의 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그리고

형식 구성에 있어서 3부 형식을 선호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

향과 형식 개방성을 지향하는 등은 드뷔시의 향이라고도 볼 수 있

다.49)

한 작곡기법 인 면에서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윤이상은 쇤베르크의

12음렬주의 향을 받아 각 작품에 음렬표를 만들고 다양한 변용으로 배

열하여 사용하 다.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에 불과했을 뿐이고,그것

을 이따 씩 이용하 다고 하 으며,그에게 음향 환타지가 아주 강렬

하게 떠오를 경우,그것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 으며 이러한 음렬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피아노와 독주악기에 사용하 다고 한다.”50)

한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음을 심으로 곡을 개시키는 주요음 기법

을 실험 으로 쓰고 있었다.그런 에서 <가락>은 그의 과도기 작품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

48)볼 강 슈 러.『윤이상과 한국의 통』<http://koreartsong.com/?p=280> (검색일:

2015.4.10.)

49)최성만・홍은미 역.『윤이상의 음악세계』.서울:한길사.1991.p.68.

50)윤이상․루이제 린 .『상처받은 용』.윤이상 평화재단 편역.서울:랜덤 하우스,

2005,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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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루트 연습곡>(EtudefürFlöteSolo,1974)

< 루트 독주를 한 연습곡>은 1974년 귄터 로이덴베르크와 우

라 로이덴베르크 부부51)에게 헌정된 곡으로,부분 인 작품의 연52)은

1974년 7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김창국53)에 의해 이루어졌으며,작품 체

의 연주는 같은 해 11월 3일 베아테 가 리엘라 슈미트54)에 의해 독일

베를린에서 이루어졌다.55)윤이상은 이 작품을 만들 때 루티스트인 슈

미트와 연주기법에 한 문제를 상세히 의논하면서 많은 기법과 운지법들

을 새롭게 개발하 으며,이는 루트의 기법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새로운 기법을 통해 루트 주법뿐만 아니라 한국

통음악 요소와 통악기인 의 음향을 루트로 표 함으로써 윤이

상은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에게 많은 향을 미쳤다.

이 작품은 5개의 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체 5곡의 연주시간은 약 23

51)귄터 로이덴베르크(GünterFreudenberg,1923-2000):독일 Osnabrucke 학의 철학

교수이자 문화정책가로서 그의 부인인 우 라(Ursula Freudenberg)와 함께

<PhilosophiealspolitischePraxis.ErinnerteZeitgeschichte:정치 실행으로서의 철

학.기억되어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면담 형식의 책을 펴냈다.이 책에서 윤이상 편

을 다루었고,이를 통해 윤이상과의 개인 친분을 갖게 되었다.<Philosophie als

politischePraxis–ErinnerteZeitgeschichte–Interview mitGünterFreudenbergund

UrsulaFreudenberg,Weimar1997,HerausgegebenvonJuttaHeld>

<https://www.asienhaus.de/public/archiv/koreasoli.htm>(검색일:2015.4.26.)

52)윤이상이 하노버 교수로 재직하던 시 하노버 오페라 오 스트라 루트 수석으로

활동하던 재일교포 김창국과의 친분으로 연주를 부탁하 고,당시 일본에서 열렸던 연

주에서 4 의 루트를 다 가져가지 못했던 상황으로 3개의 곡만 그에 의해 연되었

다고 한다.

53)김창국(1942-):일본 오사카 출생.제일교포로 도쿄 술 학 졸업하고 가와구치 가

쓰지로,가와사키 야사시,요시다 미야오,앙드 조네,H.P슈미츠,마르셀 모이즈에게

사사받았다.1967년 일본 음악 콩쿠르 1 ,1969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2 를 수

상하 으며,1970-1980년까지 하노버 오페라극장 악단 루트 주자로 활동하 다.

1981년 일본으로 이주하여 1990년부터 도쿄 술 학 교수로 재직하 으며 '도쿄 앙상

블'의 리더이다.<http://www.playdb.co.kr/artistdb/detail.asp?ManNo=18228>

(검색일:2015.4.1.)

54)베아테 가 리엘라 슈미트(BeateGabrielaSchmidt,1949-):독일 베를린 출생 루

티스트이자 음악사회학을 공하 으며,실험 음악에 심이 많아 음악 연과

음반 작업을 세계 각지에서 하 으며,1982년부터 베를린 학 컴퓨터 자 음악 스튜

디오에서 루트와 컴퓨터 음악을 융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https://files.nyu.edu/ddg1/public/schmitt.html>

(검색일:2015.4.1.)

55)김용환.『윤이상연구』.(한국 술연구서 총서).서울:시공사,2000,p.53.



- 25 -

분가량 된다.이곡은 연주회용 연습곡으로써 매우 고난이도의 테크닉과

다양한 루트 특수주법들이 등장하며,음향학 으로 한국 통음악의 재

을 서양악기로 이 낸 미학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각각의 곡은 4개의 각각 다른 루트족을 해 구성되어 있다.<악보

4>는 첫 번째 곡 Moderato의 도입부로서 GrosseFlöte로 연주된다.주요

음 기법이 잘 드러나는 곡이며, 제된 꾸 음과 지속음이 긴장감 있게

유지되며 마무리하는 음향 형태가 마치 의 시김새를 연상시킨다.

<악보 4> 루트 연습곡–1.Moderato,도입부 마디 1-4

<악보 5>의 두 번째 곡 Adagio는 이 작품 가장 느린 곡으로서

Alt-flöte의 낮고 어두운 음색의 지속음으로 고요하게 시작되어 거친 바람

소리를 섞은 루트 특수주법을 통해 끊임없는 음색의 변화를 시도한다.

<악보 5> 루트 연습곡 -2.Andante,도입부 마디 1-7

<악보 6>의 세 번째 곡 Allegro에서는 Piccolo-Flöte로 연주되는 고

음역의 화려한 음색을 강조하며 길게 늘어진 음과 멜리스마 인 음형들이

반복되면서 생동감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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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루트 연습곡 -3.Allegro,도입부 마디 1-2

<악보 7>의 네 번째 곡 Andante에서는 가장 낮은 음역을 가진

Bassflöte로 연주되며, 음역 악기 특유의 음색에 라터 텅잉 주법을 사

용하여 거칠고 텅 비어있는 듯한 음향이 더욱 강조된다.

<악보 7> 루트 연습곡 -4.Andante,도입부 마디 1-4

<악보 8>의 5곡 Allegretto는 넓게 퍼진 빠른 음과 멜리스마 인 마

지막 음형이 연결되면서 주요음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더블 트 몰로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특수 주법들을 제시하며 다

양한 형태의 음통일체56)를 형성하고 있다.

<악보 8>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도입부 마디 1-3

56)음통일체란 어떤 심음이 여러 장식음을 생시키면서 길게 흐를 때 부차 인 장식

음들이 심음으로 모두 통일되는 음 상들을 말한다.음통일체는 한국과 동아시아

음악의 일반 인 특징이다.서양음악에서는 하나의 음이 다른 음과 함께 존재하는 데

비해(화성 음진행),한국 통음악은 모든 생음을 가지면서 한 음으로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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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각 곡에서는 1곡 GrosseFlöte,2곡 AltFlöte,3곡 Piccolo

Flöte,4곡 BassFlöte,5곡 GrosseFlöte를 한 곡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곡의 연주를 해서는 4가지 루트족 악기들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연주 능력을 갖춰야 하며,고난이도의 테크닉,다양한 주법의

표 ,그리고 3옥타 의 음역을 넘나드는 암부셔57)의 유연성, 악기의

순환호흡58)테크닉을 이용한 긴 음의 지속성 등을 요한다.

5개의 루트 작품 특수주법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곡으로 음향

으로 흡사 산조를 연상 하는 < 루트 연습곡>을 통해서 작곡가

의 표 의도와 효과 인 연주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7)암부셔(Embouchure): 악기 주자가 연주시에 취하는 입술모양을 뜻하며,입술 주

의 근육을 움직여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바른 암부셔는 악기주자들에

게 매우 요하다.

58)순환호흡 (CircularBreathing): 악기 연주자들에게 긴 숨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호흡

방법으로 조 의 공기를 볼이나 목 뒤에 장해놓았다가 코로 빠른 시간 안에 숨을 들

이쉬고 동시에 볼에 있는 바람을 내보내면서 소리를 끊이지 않게 연주하기 한 호흡

방식이다.리드악기인 오보에나 클라리넷처럼 마우스피스를 물고 연주하는 경우 와

같은 방식이 용이하나, 루트의 경우 취구가 열린 상태로 이 호흡을 실행하는 것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한다.고 그리스나 국의 악기 연주자로부터 유래하 으며.

루티스트로는 AntoninMach라는 체코연주자가 바하 르티타 연주에서 처음 사용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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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루트 주곡>(Konzert für Flöte und kleines

Orchester,1977)

이 작품은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32회 히차커 음악제(Musicktage

Hitzacker)의 을 받은 작품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주자 던 루

티스트 칼 하인츠 죌러59)에 의해 연되었다.이미 당시부터 지휘자

까지 섭외되어 있던 상황으로,독주자와 지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

히 작곡한 곡이기도 하다.특히 지휘자의 경우는 피셔 디스카우를 해

오랫동안 반주를 담당해 온 피아니스트로 지휘자가 본업이 아니었기에,

독주 부분은 보다 화려하고 기교 인 반면 소 악은 비교 단순하게

작곡한 것이다.

윤이상은 1975-1976년에 작곡된 첼로 주곡 이후 1992년 3편의 바

이올린 주곡까지 총 13편에 이르는 기악 주곡을 작곡한다.1960년

에는 한국 요소가 담긴 제목의 작품들을 작곡하 고,1970년 후반부

터는 주곡,교향곡,서곡과 같은 서양음악 인 제목과 형태를 가지고 유

럽 통음악장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특히 1970년 후반부터

그는 변화된 세계 과 음악 에 바탕하여 인간 인 모습을 작품에 담아내

는데,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음악 감상자를 일반 인 이해력을 가진 ‘

’으로 확 설정한 것으로도 보인다.작곡의 소재와 동기는 실 이며

세계평화와 인류에 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음악 구조와 언어

는 3도 음정이나 화 음정을 빈번히 사용하 다.60)그리고 윤이상만의

고유한 음악 어법이었던 주요음 기법61)을 이제는 자신의 음악을 쉽게

이해하기 한 직 인 표 의 도구로 사용하 다. 한 그는 동백림 사

건62)의 경험을 계기로 이런 장르의 형태를 선호하게 되는데,특히 주곡

59)칼 하이츠 죌러(KarlHeinzZöller;1928-2005):독일 출신 루트 연주자로 1960-1993

까지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주자로 활동하며 베를린 음 교수로 재직하 다.

<http://en.wikipedia.org/wiki/Karlheinz_Z%C3%B6ller>(검색일:2015.4.5.)

60)윤이상・발터-슈 러 지음.『나 길, 나  상, 나  악』.(정교철,양인정 편역). 

도 출판 HICE, 1994. p.65.

61)주요음 기법은 그가 서양 음악과는 다른 동양음악의 음 개념에 착안하여 유럽의

작곡기법으로 형상화해 개발시킨 윤이상 고유의 작곡기법으로 그의 음악언어의

토 가 된다.음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음군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심부

가 존재하며 그것이 장식 인 주변의 음들로 인해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62)동백림 사건:윤이상은 1963년 4월 오랜 친우인 최상학을 만나기 해 방북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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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장르를 통해 상호 립 이며 결합 인 두 악기군을 연악기와

오 스트라로 배치하여,개인과 집단의 화,개인과 주 환경과의 화,

화해하지 못하는 두 집단의 반목을 의미심장하게 주곡의 형태로 형상화

하 다.63)그는 “70년 반이후에 나는 일련의 기악 주곡을 옮기고자

결심하 다.이를 해서 나는 인간성을 가진 음악언어가 필요했다.”64)고

말하면서 설이나 동화 등을 소재로 하는 이러한 주곡을 통해서 그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자신의 인생역정을 묘사하고 분단된 조국의 아

픔을 그리면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고 개인의 운명과 갈등을 표 하고

있다.

특히 이 곡은 한국문학과도 깊은 계가 있는데,윤이상이 해방 후

은 시 읽었던 신석 의 ‘청산아 말하여라‘65)의 거리에서 감을 얻

어 만든 곡이라고 한다.그는 이 시의 여러 장면을 떠올렸다고 하는데,

에서 자란 은 여승이 성장하면서 겪는 이성에 한 욕정으로 기야 달

밤에 마당으로 뛰쳐나와 춤을 추고,달빛에 비친 부처상이 마치 미소년과

같아 포옹을 하는데 실은 차가운 돌덩어리 다는 다소 몽환 인 내용이

다.66)그는 이 곡에 해 이 게 해설하고 있다.

“음악은 무에서 시작하여 무로 돌아간다.무에서 시작하여 이야기 거리

가 생성되고 아름다운 사찰을 둘러싼 자연 속에서 정열과 명상,의무와 인

간성에 끼인 한 사람의 피와 살이 갈등하고 자문자답한다.그동안 악

은 신비스러운 밤의 자연풍경을 펼쳐나간다.독주는 정에 도달하 을 때

당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의 친북행 을 포착하고 내사

에 들어간다.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앙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송환되었고,그는 유럽으로 건 간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간첩으로 몰려 사형

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1967년 12월 13일 1차 공 에서 윤이상은 무

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삼심에서 감형 받았고,1969년 2월 25일 통령 특사로 석

방되었다.세계 음악가들의 구명 운동으로 그는 석방될 수 있었고,이후 서독으로 국

을 바꿨다.그 뒤 그는 죽을 때까지 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고 한민국 정부는 그

가 작곡한 음악의 연주를 지하기도 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C%A4%EC%9D%B4%EC%83%81>

(검색일:2015.4.5)

63)김용환.『윤이상 연구Ⅱ-기악 주곡의 수용-』. 울: 한국 술종합학교 한국 술연구

소.1997,p.87.

64)민족음악학회.윤이상 제 76회 생신기념 논문집,세종출 사,서울,1992.

65)이 작품은 1500년경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개작한 것으로 불교 내용의 장시이다.

66)이수자,『내 남편 윤이상-하』.창작과 비평사,1998,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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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덴차로 ‘폭발’한다.이 루트의 카덴차는 자아를 해탈하여 란의 도취

경에 이른다.이윽고 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처럼 알토 루트로

바 며 음악은 다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명상을 통해 무로 돌아간다.“67)

그의 작품 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주악기

는 사람으로 비유되며,오 스트라는 주 환경이나 운명 혹은 자연을

변하는데,상호 갈등을 표 하기 해 두 악기군의 립 진행을 통해

두 립체를 구성하며 반 되어 나가는 부분을 만들어 낸다.

이 작품은 연주시간 22분 정도의 단일악장 주곡으로,템포의 변화

에 따른 느림-빠름-느림으로 이루어진 세 부분으로 구분 지울 수 있다.

<악보 9>의 도입부로 등장하는 첫 부분은 8분음표로 반복되는 느린 4/4

춤곡 리듬의 오 스트라 부분이 특징 인 부분(마디 1-103)으로서 알토

루트로 시작하여 마디 83부터는 루트로 바 어 연주된다.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악보 10>으로 시작되는 명상 인 부분(마디104-143),그리

고 투명하게 연주되는 오 스트라 트와 루트의 독백이 이어지는 부분

(마디 144-171)으로 나눠진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악보 11>의

마디 172-302이며 여기에서는 화려한 춤곡이 이어지는데 마디 246의

루트 카덴차 부분에서 정을 이룬다.계속 상행 진행되는 루트 독주

부분에 이어 많은 앞꾸 음,빠른 선율선 등의 격렬한 진행을 하다가 마

지막에는 조용하게 끝맺는다.

<악보 9> 루트 주곡,첫 번째 도입부 마디 1-4

67)최성만․홍은미 편역.『윤이상의 음악세계』.주:한길사,1991,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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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루트 주곡,두 번째 도입부 마디 104-108

<악보 11> 루트 주곡,세 번째 도입부 마디 172-175와 Kadenz

체 으로 4/4박자의 단순한 템포로 지시되어 있고,빈번한 화음

정의 사용으로 화성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는 그의 작곡기법상의 변화가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이 곡에서 구사되고 있는 음향은 특유의 앞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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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트릴,다양한 리산도 멜리스마 인 개별음들이 다양한 표 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동아시아 인 시성이 지니는 단순한 춤곡 리듬68)을

포함한다.69)

이 주곡에서는 GrosseFlöte와 AltFlöte라는 두 의 악기 사용을

번갈아 하는데,이는 음색에 변화를 주어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의식 상태

를 표 하기 한 음악 언어로 사용된다.그는 특히 이 주곡에서 아

름다운 루트 소리를 손상시키지 않기 하여 조심스럽게 작곡하 다

고70)말하기도 했다.이와 같이 곡에서 루트는 굉장히 섬세하게 표 되

었으며,오 스트라는 여러 가지 타악기의 효과71)까지 더해져 곡의 배경

이 되면서 화려하게 색채화된 음향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그의 루트 주곡에 나타나는 악기 편성이다.특히 이곡에

서 다양하고 동아시아 인 음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타악기들의 특

징을 살펴 볼 수 있다.72)

<Flutekonzert>악기 편성

*Solo-Flöte(GrosseundAltflote)

*1Flöte,2Oboen,2Clarinetten,2Fagotte,2Hörner

*Streicher(1.Vl,2.Vl,Va,Vc,Kb)

*5Tempelblocks73)

*5Tomtoms74)

68)그의 < 루트 주곡>에 등장하는 반복 인 악기의 8분음표 리듬이 춤곡의 리듬

요소로 보여진다.그가 언 했던 여승의 춤사 에 한 내용과 이러한 리듬 요소를

추측하여 많은 논고에서 다룬 것으로 보인다.

69)윤이상,발터-슈 러.『나의길,나의 이상,나의 음악』,(정교철,양인정 역),도서출

HICE,1994,p.83.

70)김용환.『윤이상연구』. (한국 술연구서 총서).시공사,2000.p.305.

71)이 곡에서 타악기의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템펠블럭(Tempelblock),공(Gong)은 불사를

연상시키는 듯한 음향을 내며, 탐탐(Tomtom),썰매방울(Schlittenschellen),효시기

(Hyoshigi:나무 방망이),채 (Peitsche)등의 다양한 소리가 더해져 이국 이고 동양

인 감성을 드러내며 인상주의 느낌을 연출한다.

72)이승철.「윤이상의 루트와 소편성 악을 한 주곡에 한 연구」.경원 학교.

2006,석사논문.

73)템펠블록(Tempelblocks):우드블록과 같은 재질의 조개모양으로 되어 있으며,속을 비

워 공명이 잘 되도록 하 다.소리의 여운이 거의 없고 강하고 건조한 느낌을 다.선

명한 리듬 표 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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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ongs75)

*KleineTrommelohneSchnarrsaite76)

*Vibraphon77)

*Glockenspiel78)

*3Becken79)

*2Triangel

*2Schlittenschellen80)

*Hyoshigi

*Peitshe(채 )

*Guiro81)

*Claves82)

74)탐탐(Tomtoms):북 종류에 속하는 악기로,명칭은 그 음색에서 비롯되었다. 국의

북에서 생되었다고 하며,여기서 윤이상은 탐탐을 통해 음악 축의 역할을 신한다.

75)공(Gongs):청동이나 놋쇠로 만든 원반형의 타악기.잔향이 강한 놋쇠로 된 형악기

로 근 음악에서도 많이 쓰인다.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을 징이라고 부른다.윤이

상은 격정 인 부분에서 이 악기를 썼다.

76)작은북(KleineTommelohneSchnarrsaite/SnareDrum): ,아래의 두 개의 북면을

쪽은 채로 치고,아래쪽은 스네어 장치가 되어 있다.북 아랫면을 가로질러 곧게 매

어 놓아 버(lever)장치에 의해 이것이 가죽 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되어 있다.

치는 북면에서 달된 진동에 의하여 촬촬거리며 떨리는 음향을 내는 것이다.이 작품

에서는 떨리는 음향을 없애고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77)비 라폰(Vibraphon):20c 미국에서 개발된 타악기로 제1차 세계 후에 고안되

었으며,주로 경음악에서 쓰이는데,음향이 특수하기 때문에 마림바와 같은 독주악기로

는 쓰이지 않고 음향효과를 낼 때 주로 사용된다.

78) 로 슈필(Glockenspiel):교회의 카리용(교회의 종탑)의 음색과 효과를 노린 것으

로, 악에서도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이 악기는 음향의 제약 때문에 3옥타

정도가 한도이고 고음과 음에 난 이 있다.3옥타 정도의 철편을 울림통인 음

에 나열해서 2개의 채를 사용하여 연주한다.

79)벡 (Becken))/Zimbal(침발)/Zimbel(침벨)/Zymbal(침발):모두 '심벌즈'를 의미한다.

80)썰매방울(Schlittenschellen/SleighBell):나무 막 에 작은 방울이 여러 개 달려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81)귀로(Guiro): 남미에서 쓰이는 원시 인 타악기로서 조롱박과 같은 열매의 속을 잘

라내어 낸 뒤 건조시킨 후 한쪽 면에 일정한 스크 치를 내어 나무 막 기로 으며

연주하는 악기로서, 쪽에는 홀을 만들어 소리가 빠질 수 있도록 하고.뒤쪽으로는 구

멍을 뚫어 손으로 잡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82)클라베스(Claves):손가락 끝에 한 짝을 쥐고 한 짝을 부딪치면 리한 울림이 난

다.원래 아 로-쿠바 민속음악에서 사용되었으며,라틴아메리카 스 밴드에서 다양한

고정 리듬 패턴을 맡고 있다.이들은 리듬 스틱(리듬밴드용 타악기)의 근 인 것

에서도 가장 오래된 악기에 속한다.고 이후 많은 문화에서 음악 리듬을 치기

한 것뿐만 아니라 제의와 노동에, 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한 목 에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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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루트 사 주>(QuartettfürFlöten,1986)

1986년에 작곡된 < 루트 사 주>는 4 의 루트를 한 작품으로

연주시간은 약 14분정도의 곡이다. 연은 1986년 베를린 음악악기 박물

에서 36회 베를린 축제기간에 다그마르 베커(DagmarBecker), 나테

그라이스-아민(RenateGreiss-Armin),가비 리에트- 스(Gaby van

Riet-Pas),로즈비타 슈테게(RoswithaStäge)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작품은 우리의 시 에 해 경고하기 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가 정치,사회 문제에 심을 갖고 작곡하던 제 3창작시기의 작품이

다.1975년 이후 그의 곡들은 정치 이거나 인간 인 주제들이 작곡 요

소에 첨가되기 시작한다. 한 이 작품은 주요음 기법의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 시기의 작품으로,주요음 기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 으

로 표 하 다.83)

이 작품의 첫 부분에는 이 곡의 특징 인 작곡기법을 잘 나타내는 연

주 설명 지시사항이 있는데,‘Innerhalb der Phrasierungen soll

möglichstnichtgeatmetwerden’( 이즈 안에서는 가능한 숨 쉬지 말

것),그리고 ‘Allelang-anhaltendenTönemöglichstintensivhalten’(모든

길고 지속되는 음은 가능한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도록)이라고 있다.

이는 주요음이 그의 작품 안에서 음악 핵심으로,아주 세심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런 지시사항 이외에도 ‘가토 안에 옥타 를

넘나드는 음들은 각 음에 액센트를 주어야 한다.’,‘각각의 악기들에 설명

된 연주 지시사항들은 체음악과 각 성부의 계를 고려한다.’‘연주 시

악기배열에 있어 서로간의 거리를 유지하여 각각의 울림의 공간을 확보하

도록 서서 연주하는 것을 권한다.’등의 자세한 연주방법에 한 설명도

포함한다.

한 이 작품에서는 루트의 음색과 주법을 최 한 이용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미묘하게 다른 음색을 가진 PiccoloFlöte,GrosseFlöte,

AltFlöte,BassFlöte4 의 루트를 사용하며,각 부분마다 짝을 바꾸

어 연주하면서 다채로운 음향을 보여 으로써 끊임없는 음색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 한 리산도,트릴,꾸 음,트 몰로 등의 연주 기법 등을

83)최성만․홍은미 역.『윤이상의 음악세계』.서울:한길사,1991.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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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 인 음의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그의 음악 배경이 되는 도교사

상과 한국 통음악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그의 다른 루트 작품보

다는 기법이 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트릴과 트 몰로의 과장된

표 , 리산도나 라터 텅잉 주법을 통해 계속 인 음색 변화를 추구한

다고 볼 수 있다.

이 곡의 구성은 악기의 편성과 음색,움직임의 성격,박자 변화를 통

해 네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 번째 부분은 <악보 12>로 시작하

는 마디 1-44로 AltFlöte2 와 BassFlöte2 를 사용하여 느리고 어두

운 어조로 연주된다.두 번째 부분은 마디 45-104로서,<악보 13>의 도입

부로 시작되며 앞부분과 조되어 밝게 표 된다.세 번째 부분은 <악보

14>로 시작되는 마디 105-156부분으로 GrosseFlöte2 와 PiccoloFlöte

2 로 연주되는데,격렬하고 외치는 듯한 표 으로 좌 을 딛고 일어서려

는 항의 순간을 상징하고 있다.네 번째 부분은 <악보 15>로 시작되는

마디 157-192부분으로 PiccoloFlöte,GrosseFlöte,AltFlöte,BassFlöte

의 4가지 악기들이 모두 사용되며,천재지변 이후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

다.84)

<악보12> 루트 사 주,첫 번째 도입부 마디 1-3

84)최성만․홍은미 편역.『윤이상의 음악세계 』.서울:한길사,1991,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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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루트 사 주,두 번째 도입부 마디 45

<악보 14> 루트 사 주,세 번째 도입부 마디 105-106

<악보15> 루트 사 주,네 번째 도입부 마디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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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 체에서 루트 연주 기법으로 표 된 한국 통음악 연주법

들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지속음들의 진행을 리산도주법을 통해 추

성과 퇴성을 표 하며,트릴과 넓은 음정의 트 몰로는 한국 통음악의

요성을 연상시키고 있다.이러한 특수 주법들의 사용은 한국 통음악

에서도 주로 양반 계층의 여가를 한 음악이었던 정악85) 가곡 반주에

서 쓰이는 정악 과 시나 86),산조87)와 같은 민속음악에서 쓰인

산조의 선율어법88)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85)정악:궁 에서 연주되던 모든 음악을 통칭하며,일부 민간 상류사회에서 즐기던 풍류

음악을 말한다. 재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악의 개념은 통 인 향악을 가리

키는데,가락의 변화가 고 템포가 빠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정악의 표 인 악곡

들에는 산회상과 수제천,여민락,보허자,가곡,가사,시조 등이 있다.

86)시나 :주로 라도와 충청도의 무당 굿 에서 여러 악기로 합주되는 음악의 총칭으

로 사용되었다.여기에 굿의 연행형태가 빠지고 순수 기악곡으로 연주되면서 이를 시

나 라고 일컫어진다.그리고 합주의 형태가 아닌 독주의 형태를 띠면서 하나의 독립

된 기악독주곡으로 발 한 것이 산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87)산조:기악 독주곡 형식을 갖춘 음악으로 장고나 북의 장단반주와 함께 연주된다.

1890년경 소리의 음악 향으로 산조가 가야 에 제일 처음 형성된 뒤,20세기에

들어서 거문고. .해 .아쟁.피리 등의 악기를 사용하는 기악 독주곡으로 정착 되

었다.

88)민속음악은 정악에 칭되는 말로,민요와 소리,잡가,산조,시나 .불교의 종교 음

악인 범패도 포함된다.민속음악의 특징은 구 되어온 가락의 변형으로 인해 각 지방

의 특색 있고 다양한 선율을 꼽는다.특히 민요나 가락연주에서 요성을 많이 넣어 화

려하고 돋보이는 선율을 강조하기도 하 는데,< 루트 사 주>에서 나타난 많은 트

릴과 트 몰로의 표 들이 이러한 요성을 연상시키면서 산조에서 볼 수 있는 민속

인 선율의 특징을 나타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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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소리>(SorifürFlöteSolo,1987)

1968년에 작곡된 <소리>는 루트 독주를 한 단일악장의 곡으로

1988년 9원 9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로베르토 리치아니89)의 연주로

연되었다.이곡은 그의 창작 3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이 의 루트 작

품이었던 < 루트 연습곡>나 <가락>에 비해 다양한 주법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리산도주법과 잦은 앞꾸 음,장식 우회90)를 사용하면

서 한국 통음악 특징을 그의 음악 속에 담아냈다.

이 곡의 연주시간은 략 12분 정도로 템포의 변화에 따라 세 부분으

로 나뉘며,즉흥 인 선율과 갑작스런 액센트 등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움

직임을 여러 주법 등을 통해 표 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음 <악보 16>에서 볼 수 있듯이 움직임이 많고 빠

른 마디 1-15부분이며,두 번째 부분은 <악보 17>로 시작되는 움직임이

고 느리지만 셈여림의 잦은 변화와 미분음 리산도의 주법의 표 으로

다양한 표 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디 16-72이다.그리고 세 번째 부

분은 마디 73으로 시작하는 <악보 18>로서 더욱 느려진 템포에 의해 명

상 분 기를 연출한다.이 부분은 끊임없는 리산도로 변화되는 음을

표 하며 체를 마무리한다.

89)로베르토 리치아니 RobertoFabbriziani(1949-):이탈리아 루티스트이자 작곡

가이며 음악의 주법을 해 Luciano Berio,Pierre Boulez,John Cage,Elliot

Carter,LuigiNono,KarlheinzStockhausen,ToruTakemitsu,IsangYun와 같은

작곡가들과의 업을 통해 그들의 수많은 곡들을 연하 으며, 루트 연주법의

확장에 기여했다,수년간 루이지 노노와 독일 라이 부르크의 SWFStudio에서 실험

곡들을 시도하며 작업을 같이 해왔다.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음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http://it.wikipedia.org/wiki/Roberto_Fabbriciani>(검색일자:2015.4.5.)

90)윤이상은 주요음을 강조하거나 음을 생동화시키기 해 장식 기법으로 끊임없는 변

화를 시도하 는데,한국음악의 개별음이 생명력을 갖기 해 계속 살아 움직이며 끊

임없이 변화하는 주법을 만들어내듯이 그의 음악에서 음이 반마디나 두,세마디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식어법들을 장식 우회라고 한다.이것은 다음에 올 음을 생동화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최성만․홍은미 편역.『윤이상의 음악세계』.서울:한길사,

1991.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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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소리,첫 번째 도입부 마디 1-2

<악보 17>소리,두 번째 도입부 마디 16-18

<악보 18>소리,세 번째 도입부 마디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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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이상 루트 작품에 나타난 의 주법

한국 통음악 요소

19세기 이후 서구 문물에 의한 근 화가 이루어지면서 부분의 국악

기들은 서양악기의 향을 받으며 차 개량되었다. 은 그 연주법과

악기 구조가 서양의 루트와 유사하 기 때문에, 루트의 주법을 받아

들여 개발하기도 하 다.새로운 운지법을 연구하거나 심지어 키를 다는

등 12음 반음을 모두 내려고 노력하 으며, 라터 텅잉,하모닉스,트럼

펫 사운드,멀티포닉스 주법 등 기존의 루트 특수주법까지 빌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91)이와 반 로 윤이상은 의 음향을 루트를 통해

구 하고자 한 경우로, 루트의 다양한 연주법 특수주법을 사용하여

의 거친 음색과 통음악에서 볼 수 있는 유연한 음의 움직임 등을

표 하려고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를 들면,요성은 다양한 비 라토와

트릴,그리고 트 몰로 등으로 표 되고,추성과 퇴성은 상행과 하행 리

산도로,나니 나 떠이어는 앞꾸 음 등으로 재 되어 표 될 수 있을 것

이다.

기본 으로 한국 통음악은 음의 움직임을 제로 한다.특히 우리나

라 통 음악의 3요소는 장단,선율,시김새로 나눠 볼 수 있는데,특히

선율 심의 한국 통음악에 있어 다양한 울림을 만들어 내는 시김새는

즉흥 인 방식을 통해 가락을 변주하고 장식하면서 서양음악의 화성처럼

다양한 음악 역할을 한다.이러한 시김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꾸 음,뒷꾸 음과 같이 기본음을 장식하거나,추성,퇴성,요성, 성

등 음정에 변화를 주는 등 즉흥 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주

된다.어떤 음을 떨고,꺾고,장식하고,평으로 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

한 여러 가지 시김새들은 긴장과 이완을 조 함으로써 음악 흐름을 만

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음의 움직임과 그에 한 주법들은 부

분의 국악기에서 공유되며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한국 통음악의 요소와 주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루트로 표

가능한 연주기법의 를 들어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91)김정승.「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서울: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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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요성(농 /농음)

음을 떤다는 의미로 악기에서는 농 , 악기에서는 농음이라고 부

른다.요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법은 음폭과 연주기법에 따라 서양음악

의 비 라토와 비교될 수 있다.장3도까지 큰 폭으로 떨기도 하며 정악에

서보다는 산조,시나 등의 민속음악에서 요성의 진동 폭이 더 크다.

<악보 19>는 일반 인 요성의 형태를 나타내며,<악보 20>은 산조

에서 요성의 를 오선보로 옮겨놓은 것이다.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연

주법으로는 음을 소리 내자마자 바로 떠는 형태,음을 길게 낸 후 굵게

떨다가 끝으로 가면서 잘게 흔드는 형태 등 다양한 연주 방식이 있다.서

양악기인 루트에서는 이를 비 라토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거나 빠르

고 음폭이 큰 경우 트릴과 트 몰로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표 할 수 있

다.

<악보 19>요성 표 의

<악보 20> 산조에서 요성 표 의 -자진모리 92)

92)악보:원장 류 < 산조>, 국악원,도서출 무송,2002.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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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들은 요성을 루트로 재 한 주법들이다.윤이상의 루트

연습곡 <악보 21>에서는 트 몰로의 템포를 조 하여 빠르게 연

주하도록 함으로써,굵게 시작하여 가늘게 떠는 요성의 효과를 루

트로 재 하여 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윤이상의 ‘Images’für

Flöte,oboe,ViolineundVioloncello란 곡에서는 <악보 22>에서 볼 수

있듯이 비 라토의 템포를 조 하여 다양한 요성을 여러 형태로 재 한

부분이다.이 부분에서는 nonvibrato(비 라토 없이),pocovibrato(조

의 비 라토로),vibrato(보통의 비 라토로),moltovibrato(비 라토를 많

이 넣어서),vibratopocoapococrescente(비 라토를 빠르게 넣어

서)등의 표기법을 통해 앞의 에서 나타난 요성의 다양한 표 방법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비 라토의 형태를 보여 다.

<악보 21>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54-56

<악보 22>Isangyun-‘Images’마디 1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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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추성과 퇴성

추성은 음을 끌어 올리는 연주법으로 일반 으로 음에서 고음으로

진행할 때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표 법이다.본음에서 2-3도까지

끌어 올리거나,앞의 음에서 어 올려 본음을 내며 연주하기도 한다.퇴

성은 추성과는 반 로 고음에서 음 진행시 음을 떨어뜨려 음으로 이

동하는 연주법이다.이 주법들은 <악보 23>처럼 연주되며,<악보 24>는

피리산조에서 이 주법의 를 오선으로 옮겨놓은 악보이다.

<악보 23>추성과 퇴성의

<악보 24>박범훈 피리산조 증 추성과 퇴성의 93)

윤이상의 루트 연습곡의 <악보 25>에서 볼 수 있듯이 추성은 서양

음악의 상행 리산도로,퇴성은 하행 리산도와 비교될 수 있다.

<악보 25>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69-70

93)김해숙・백 웅・최태 공 .『 통음악개론』,서울:도서풀 어울림,1995,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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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굴리기 주법(나니 )과 떠이어 주법( 성)

나니 는 원래의 음과 상행하는 음( 는 하행하는 음)그리고 다시

본음의 3개음을 구르듯이 빠르게 연주하는 것으로,<악보 26>처럼 연주

된다.

<악보 26>나니 주법의

이 외에도 많은 장식법이 있으며 개별 구음을 가지고 있으나,잔 앞

꾸 음들을 나니 로 통칭하기도 한다.이 떠이어는 어떤 음의 아래와

윗음을 앞장식음으로 하고 제 음을 소리 내는 것으로,일반 으로 <악보

27>처럼 B♭4이상의 고음역에서 강한 다이나믹과 청소리를 수반하여 연

주되는 경우를 칭한다.이는 서양 악기에서도 강한 액센트와 고음의 어

턕(Attack)94)을 수반하는 앞꾸 음으로 표 될 수 있다.

<악보 27>‘청성자진한잎’ 나니 와 떠이어 주법의

94)어택(Attck): 악기의 첫 음 연주 시에 음의 시작을 알리고 명확성을 주기 해 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열어주며 소리내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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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에서는 루트로 연주되는 앞꾸 음이 나타난다.이 부분

은 독주곡인 <악보 27>에서 볼 수 있는 ‘청성자진한잎’의 떠이어 주

법을 연상시키며,꾸 음 형태나 음고의 표 에 있어서 B♭4이상의 고음

을 수반하는 표 방법에 있어 거의 흡사함을 볼 수 있다.

<악보 28> 루트 연습곡 – 5.Allegretto,마디 85

다음 <악보 29>에서는 성(떠이어)주법을 응용하여 이러한 멜리스

마 인 음형의 앞 꾸 음으로 다음 음을 장식하고 있다.이러한 장식

음형의 빠른 음형의 앞꾸 음은 윤이상의 작품에서 첫 음을 장식하거나

주요음을 강조하고자 할 때 자주 나타난다.

<악보 29> 루트 연습곡 – 5.Allegretto,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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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정악 다이나믹

지속음을 내는 악기인 이나 피리가 정악,즉 궁 음악이나 풍

류음악을 연주할 때 흔히 쓰이는 용 다이나믹의 표 이다.<악보

30>에서는 정간보 악보에서 의례 으로 쓰는 다이나믹 표 을 표기해 놓

은 것이다.이것을 서양음악의 오선보로 표기했을 때 <악보 31>에서 볼

수 있듯이 mf<><f로 연주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악보 32>는 윤이상

작품에서 연상되어지는 정악 다이나믹의 이다.

<악보 30>정악 다이나믹의 정간보

<악보 31>정악 다이나믹의 오선보

<악보 32>가락,마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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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윤이상 루트 작품에 나타난 특수 주법의 고찰

작품별 분석

기존의 통 인 루트 주법의 경우 곡을 표 하기 해 텅잉

(tonguing)이나 가토(legato)처럼 가장 기본 인 주법의 표 이 있었으

며,19세기의 뵘식 악기개량 이후 속 루트의 사용,그리고 키 메커니

즘과 수학 수치에 따른 키 운지법들이 정립되면서 다양한 음향의 표

이 가능해졌으며,새로운 연주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특히 루트는

고 음악의 오 스트라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독주

악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 으며,악기개량과 함께 빠르고 다양

한 음형들을 표 하면서 화려한 기교를 선보 다.20c이 의 연주기법으

로는 가토 주법95)과 텅잉주법,비 라토,트릴,트 몰로 주법 등이 있

다. 텅잉주법에는 싱 텅잉(single tongueing), 더블 텅잉(double

tonguing),트리 텅잉(tripletonguing)이 있으며,곡의 분 기를 살리며

생동감을 주기 한 비 라토(vibrato)주법,화려한 패시지를 강조할 때

쓰는 트릴(trill),트 몰로(tremolo)주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19세기에는 악기개량을 통해 루트 연주법에 최 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심을 가졌다면,20세기 이후 아방가르드 시 에 어들면서

더욱 새로운 표 법을 찾기 해 작곡가나 연주가들이 여러 가지 주법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 의 평균율 기법에서 탈피한 다양한 음고의 연주

법,다 음향 표 ,포르타멘토(Portamento)96),특수한 음색 등을 만들어

내기 해 노력해왔다.이러한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 내기 해 많은 작

곡가와 연주가들은 단순한 음악 시도에 그치지 않고 표기법을 표 화시

켰으며,특수 연주기법을 해 고안된 운지법과 암부셔에 해 많은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많은 루트 연주 기법 에서 본고는 윤

이상 루트 곡에서 쓰인 특수 주법을 심으로 알아보고,5개의 윤이상

루트 작품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표 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

다.

95) 가토(Legato):이탈리아어의 ‘연결한다’는 뜻으로 슬러로 연결된 부분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해서 연주하는 방법이다.

96)포르타멘토(Portamento): 리산도(glissando)와 같은 표 으로 음과 음 사이를 매끄

럽게 연결하며 표 하는 연주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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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룰 특수주법은 본고의 연구 상인 <가락>,< 루트 연습곡>,

< 루트 주곡>,< 루트 사 주>,<소리> 이상의 5곡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순서 로 설명하고자 한다.주법들은 리산도(Glissando)주법,

라터 잉(Flatterzunge/Flutter-tonguing)주법, 드톤(Luftgeräusch/

wind tone)주법,키클릭(Klappengeräusch/key Click)주법,하모닉스

(Flageolettöne/harmonics)주법,멀티포닉스(Mehrklänge/multiphonics)주

법, 비 라토(Vibrato/vibrato) 주법, 연주하며 노래하기(Singen und

Spielen/singing and playing) 주법,더블 트 몰로(DoppelTremolo/

doubletremolo)주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윤이상의 루트 곡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주법들이 단일하게

쓰이기도 하지만,두 가지 이상의 주법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한 가지

주법만을 사용할 때보다 더욱 강한 사운드를 표 내거나 새로운 형태의

음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이러한 주법의 표 들이 특수 주법의 특징과

함께 각 작품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루트 주법을 통

해 표 된 작곡가의 사상과 의도,그리고 한국 통음악 요소들과의 연

성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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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리산도(Glissando/glissando)

4.1.1. 리산도 주법

리산도는 피치 벤딩(pitchbending)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미분음97)

이 확 된 연주법으로 미끄러지듯이 음고를 올리거나 내리는 주법이다.

이 주법을 자주 사용하는 표 인 악기로 악기인 트롬본을 들 수가

있는데,‘슬라이드’라는 을 당기고 어냄으로써 미끄러지듯이 움직여

음을 연주하므로 자연스런 리산도가 가능하다.하지만 루트의 경우에

는 3도 이상의 넓은 음역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산도가 효과 이지

않기 때문에 음을 반음계나 온음계 으로 운지하여 음이 굴러가듯이 연주

되는 리산도로 표 한다. 신 좁은 음역은 운지법이나 입술의 움직임

을 통해 온음이나 반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리산도에는 입술을 조 해서 연주하는 립

리산도(lip glissando)와 악기의 키를 사용하는 키 리산도(key

glissando)가 있다.키 리산도는 키의 링부분을 조 씩 닫거나 떼면서

연주하는 방법으로 키의 링부분이 뚫려있는 오 홀 키에서만 연주가 가능

하다.립 리산도의 연주 방법은 아래 입술부분을 내 거나 집어넣어서

연주하거나 악기의 취구부분을 열거나 닫아 음정을 조 하며 연주한다.

이 주법의 원리는 악기에 불어내는 바람의 각도가 낮아지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서 음정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반 로 바람의 각도를 높이면 악기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흐름

이 빨라져 음정이 높아지게 된다.하지만 입술을 이용한 바람의 각도 조

에는 한계가 있어 넓은 음고 변화는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좁은 음

정 안의 음고 변화에서만 자연스런 리산도를 표 할 수 있다.이 두 가

지 연주법은 음고 변화에 제한 인 부분이 있어 두 가지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 좀 더 넓은 음정간의 효과 인 음고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그러

므로 곡에서 원하는 음고 변화와 뉘앙스에 따라 연주자가 하게 주법

97)미분음:19c 까지 서양음악에서는 연주되지 않았던 반음보다 좁은 범 의 음정으로

서 20c이후 로버트 딕에 의해 다양한 운지법을 갖게 되었다.미세한 음정의 변화로 얻

어지는 음색의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음고의 표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방가르드한

작곡가들의 곡에 차 확 되어 쓰이게 되었다.



- 50 -

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기방법은 <악보 33>과 같이 연주하고자하는 음과 음 사이를 직선

으로 그어 사이에 gliss.라고 표기하고 선의 방향이 로 향하면 상행

리산도,아래로 향하면 하행 리산도로 연주한다.<악보 33>의 첫 번째

리산도의 경우 반음정도의 음정간격은 루트에서 쉽게 립 리산도로

표 할 수 있지만,두 번째 리산도처럼 5도 음정의 리산도의 경우

반음계 스 일의 부드럽게 이어지는 키 운지와 함께 립 리산도를

히 사용하여 이 주법을 연주할 경우 좀 더 효과 인 표 이 가능하다.

<악보 33> 리산도 표기법의

다음 <악보 34>의 로믹98)의 <Sonnet2> forunacompaniedflute라

는 곡에서 쓰인 주법은 일반 인 리산도의 형태이다. F음에서 E♭음

으로 다시 F음으로 돌아오는 상행과 하행이 혼합된 주법으로 윤이상의

리산도주법에서 많이 쓰인 방법이다.윤이상은 음의 신축성을 갖는 음

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해 반음의 1/4정도 음고 안에서 주로 사용하 는

데,이 작품에서는 이보다는 약간 넓은 음정 간격을 표 하기 해 립

리산도과 키 리산도를 혼용하여 사용하여야만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

다.

<악보 34>로믹 -‘Sonnet2’forflutesolo,마디 30-31

98)제임스 로믹(JamesRomig)은 1971년 출생하여 UniversityofIowa그리고 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학 를 취득하고,WesternillinoisUniversity에서 음악이론과

작곡가 교수로 재직하 다.2010년 아론 코 란드 상을 받았으며,그의 작품은 Navona

Records에서 음반으로 나와 있으며 PerspectivesofNew Music을 통해 그의 악보가

출간되고 있다.<http://www.jamesromig.com/BIO.html>(검색일: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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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호흐99)의 <Cassandra’sdream song>forflutesolo라는 곡에서

는 <악보 35>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분음으로 된 트릴을 구사하면서 반음

과 온음사이를 립 리산도로 연주하도록 표 한다.미분음의 특수한 트

릴 운지와 립 리산도를 동시에 연주해야하며 연주 시 입술의 압력조

까지 지시하고 있다.이 작품에서는 윤이상의 루트 곡에서처럼 여러 가

지 주법이 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새로운 주법과 음향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35>퍼니호흐 -‘Cassandra’ssong’,sheet.1no.2

마지막으로 <악보 36>은 빌라-로보스100)의 <Assobitoajáto> for

fluteandcello101)라는 곡의 한 부분으로 제트휘슬(Jetwhistle)이라는 주

99) 라이언 퍼니호흐(BrianFerneyhough,1943-): 국 작곡가로서 Birmingham School

ofMusic과 theRoyalAcademyofMusic에서 공부하 다.그의 작품은 매우 복잡한

표기법을 가지며,불규칙한 첩 리듬이 특징 이다.그는 Thenew complexity운동

(작곡기법에 있어 음악 재료들을 갖고 복잡하고 발 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동시

에 추구하는 작곡가들의 움직임)의 심 멤버이기도 하다.그는 StanfordUniversity에

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Cassandra'sDream Song은 TheRoyalFestival에서 1974

에 연되었으며,그의 기 작품 하나이다.

<http://en.wikipedia.org/wiki/Brian_Ferneyhough>(검색일:2015.4.10.)

100)에이토르 빌라 로보스(HeitorVilla-Lobos;1887~1959): 라질 태생의 20세기 작곡

가로서 라질의 토속 선율 리듬을 바흐부터 푸치니에 이르는 서양 고 음악과 결

합시켰다. 은 시 첼로 연주자 으나,1905년부터 라질의 유행음악과 민속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그는 라질 통 음악을 한 음악원(1942)과 라질 음악 아카데

미(1945)를 설립했다.이후 지휘자로도 활동하 으며,바흐 랑스 작곡가들,바그

의 양식에 입각하여 여러 편의 오페라,발 곡,교향곡, 주곡,교향 모음곡,독주곡들

을 작곡했다.<http://en.wikipedia.org/wiki/Heitor_Villa-Lobos>(검색일:2015.4.10.)

101)<Assobitoajáto(TheJetWhistle)>(1950)는 그가 자주 연주하 던 첼로와 선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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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함께 키 운지를 이용한 리산도를 표 하고 있다.작곡가는 제트휘

슬 주법을 통해 루트 연주자들이 차가워진 악기를 워 업 할 때처럼 암

부셔로 취구를 덮고 바람을 세게 불어내도록 지시한다.이 부분에서는

상승하는 느낌으로 연주되면서,동시에 제트휘슬 주법을 사용하여 마

치 제트기가 발사되는 것과 같은 음향효과를 다.그는 라질 통음악

을 연구하여 서양고 음악과 결합한 작곡가로서,제트휘슬과 리산도 주

법을 이용하여 그의 음악 언어를 녹여내었다.윤이상이 그의 고유한 음

악 언어를 표 하기 해 특수 주법을 음악 소재로 사용했던 과 공

통 을 찾아볼 수 있다.

<악보 36>빌라-로보스 -‘Assobitoajáto’-3thmov,마디 221-223

이와 같이 리산도 주법은 미묘한 음정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이 서

양음악의 평균율 음률에 익숙한 소리와는 다른 새로운 표 을 만들어냈

다.음고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서 소리 내는 이 주법을 통해 표

의 자유로움을 가져왔고 작품 내에서 유연한 음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한 효과 인 방법으로 쓰 다.윤이상의 작품에서도 한국 통음악의 표

에 이 주법을 사용하여 끊임없는 움직임과 선율 방향성을 주기도 하

면서 그의 음악 배경이 된 정 동 사상을 나타내는데 음악 요소로도

사용되었다.이러한 주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 하기 한 연주자의 유

연한 주법의 표 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인 루트를 한 3악장의 듀엣곡으로 뉴욕에서 작곡되고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연

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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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윤이상 루트 곡의 리산도 주법

윤이상 루트 작품에서 리산도 주법은 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나

타난다.지속음에 수반되는 짧은 음가의 끝부분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

으로 상행과 하행 리산도를 표 하는데,이것은 한국 통음악의 추성과

퇴성을 연상시킨다.이 주법의 방식은 그의 루트 작품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며,크 센도 다이나믹을 동시에 사용하여 주법의 효과를 두드러지

게 표 한다. 한 이러한 음의 움직임은 선율선을 변화시켜 선율의 방향

을 강조하며, 체 으로 정 인 지속음 안에서 동 인 변화를 만들어 낸

다.이처럼 끝 음만 변화시키는 리산도 주법을 연속 으로 사용하 을

경우 더욱 유연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그의 루트 작품에서는 같은

형태의 리산도를 2번 이상 반복하거나,상행과 하행 리산도를 연결하

여 교 로 사용하기도 한다.이것은 상행과 하행 리산도가 연속 으로

사용됨으로써 느린 비 라토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나,굴리기 주법(나

니 )과 같은 음고 변화를 일으켜 장식 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주법의 표 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 되는데,단순히 음고의 변화

를 통해 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과 선율선의 방향을 리산도로 연

결해주는 두 가지 역할로 나눠 볼 수 있다.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법

표 으로는 <가락>의 <악보 37>,<악보 38>,<악보39>와 < 루트 연

습곡>의 <악보 40>,<악보 46>,<악보 47>,<악보 48>,<악보 49>,

<악보 50>,<악보 51>,<악보 52>,그리고 <소리>의 <악보 54>,<악보

55>를 들 수 있다.그리고 선율선을 연결하는 주법의 경우에는 < 루트

연습곡>의 <악보 41>,<악보 42>,<악보 43>,<악보 44>,<악보 45>,

<소리>의 <악보 53>을 들 수 있다.

특징 인 리산도 주법의 다른 표 방법으로는 넓은 음역의 두

음정을 트 몰로하면서 리산도를 동시에 연주하는 방식이다.< 루트

연습곡>의 <악보 51>에 나타난 주법 표 으로서 음고의 변화를 느리게

연주하기 시작하여 빨라지는 트 몰로로 연주하도록 지시한다.이는

마치 한국 통악기인 가야 의 농 이나 피리의 농음을 연상시키면서 넓

은 폭을 가진 요성을 루트로 재 한 듯하다.이것은 트 몰로라는 동

인 음의 움직임과 리산도라는 미묘한 음고의 변화를 더하여 수직 이며

면서 동시에 수평 인 음의 변화를 더욱 강조하고,움직임이 한층 더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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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음향덩어리를 이룬다.이것은 단순한 선율선에 빠른 트 몰로를

사용하여 다 인 음향의 효과를 주기도 한다.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

하는 트 몰로는 요성을 재 해 표 한 것으로서 비 라토 주법을 신하

여 루트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 연주법 하나이다.

한 < 루트 사 주>의 리산도 주법은 루트 독주곡에서 쓰 던

리산도의 표 방법이 4개의 다른 루트 트에서 연결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음은 리산도 주법을 통해 한 트내의 선율선을 연결하고,각

트는 서로를 경쟁하듯 교 로 이 주법을 나타낸다.이 부분은 주법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으로서,4 의 악기가 교 로 이

어나가는 주법의 표 이 생동감과 입체감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윤이상의 루트 작품에서 리산도 주법은 음의 움직임

을 표 하면서 동양 인 선율선을 연상시키는 요한 주법이다.그의

루트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법이며,특히 음의 움직임에 긴장감과

생동감을 수 있다.특히 각 부분에서 작곡가가 나타내고자 한 음향

차이를 알고 주법을 표 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서 리산도를 효과 으로

나타내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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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락>의 리산도 주법

다음 <악보 37>,<악보 38>,<악보 39>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반복

되는 음형의 끝 부분을 리산도 하는 형태로서 리산도 주법을 2번 이

상 연속해서 표 한다.윤이상의 루트 곡에서 리산도 주법은 음고의

변화를 통해 음의 변형을 보여 수 있는 특수주법으로서 한국 통음악의

표 인 주법인 추성이나 퇴성과 공통 을 갖고 있다.이 부분의 리산

도 연주 시 음고의 변화를 가능한 뒤로 붙여서 최 한 짧은 시간 안에 음

의 변화를 주도록 하며,다이나믹 표 도 최 한 작게 시작하여 음고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지막 순간에 크게 표 하는 것이 효과 이다.<악보

37>과 <악보 38>의 경우는 키 클리산도를 통해 표 할 수 있으며,<악

보 38>의 경우는 립 리산도만으로 표 할 수 있다.이처럼 루트의 특

성상 운지법에 따라 키 클리산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이 주법을 립

리산도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 인 리산도 표 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마디 131의 넷째 박에서 연결되어 반복 으로 나타나는 <악보 37>은

A#음과 B음 사이를 미끄러지듯 표 하며 마지막 리듬에 상행하는 리산

도 주법을 표 한다.

<악보 37>가락,마디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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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악보38>은 E-F음을,<악보 39>는 C-C#음을 상행 리

산도로 변화시키며,마지막 부분의 짧은 음가에서 크 센도로 강조한다.

<악보 38>가락,마디 159-161

<악보 39>가락,마디 166-168

2)< 루트 연습곡>의 리산도 주법

다음 <악보 40>에서는 음의 끝부분을 하행 리산도하면서 한국 통

음악에서의 퇴성주법을 재 하듯이 나타난 부분이다.마디 44의 강한 액

센트를 가진 F#음을 시작으로 작아지는 다이나믹과 함께 마지막 16분음

표 음가에서 1/4음고로 낮아지도록 리산도하는 주법으로서 두 번에 걸

쳐 강조하듯이 표 된다.이 부분의 연주시 지속음의 최 한 마지막 음가

부분에서 끌어내리듯이 음고 변화를 이루어지게 하며,다이나믹의 표 도

최 한 크게 시작하여 음고를 변화시키는 시 에서 최 한 마지막 박자에

서 디미 엔도하며 연주해야 효과 이다.특히 이 부분은 음역으로서

립 리산도를 했을 때 음고의 변화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마우스피스

를 최 한 열어 놓은 상태에서 높은 음고로 시작해야만 낮아지는 리산

도 음고를 제 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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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44-46

다음 <악보 41>,<악보 42>,<악보 43>에서는 Gisssando주법이 선

율의 변화와 음악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며 나타난 부분들이다.

<악보 41>은 리산도 주법과 계속 인 다이나믹의 변화를 통해 주

법의 효과가 강조되어 나타난 < 루트 연습곡>의 한 부분으로,한국 통

음악의 추성과 퇴성을 연상시키는 주법의 표 이 다이나믹의 효과와 동시

에 나타난다.반음 리산도하며 미끄러지듯 상행하면서 크 센도를 표

하며,반 로 디미 엔도로 하행 리산도하면서 미묘한 음고 변화와 강

약 조 을 통해 끊임없는 음의 동 인 움직임을 나타낸다.마디 38-44에

서는 상향하는 리산도 주법을 통해 옥타 의 같은 음고로 상승하는

분 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반 로 마디 44에서도 하행하는 옥타

아래 음정으로의 변화를 하행 리산도 주법을 통해 표 하고 있다.

그리고 <악보 41>의 마디 40-41에서는 리산도하며 음의 마지막 부분

을 크 센도 한 후 스타카토로 강하게 처리하는 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텅스탑(TongueStop)102)주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리산

도 주법의 상행 진행과 크 센도의 효과를 극 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 연주법에서 같은 음의 강조를 해 ‘치기’나 ‘손가락치기’

등을 사용하여 강한 음향을 표 하거나,변화된 음향 효과를 갖기 해

사용하는 통 주법이 있는데 루트 주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재 해

낼 수 있다.이 부분의 리산도 주법에서는 다이나믹의 효과까지 더해져

한국 통음악의 추성이나 퇴성과 비슷한 효과를 뿐만 아니라 지속음의

선율 변화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 다.

102)텅스탑(tonguestop): 로 윗니와 잇몸사이를 세게 쳐서 강한 바람으로 짧게 끊어서

내는 연주 기법이다. 악기의 피치카토와 비슷하여 텅 피치카토(tonguePizzicato)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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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루트 연습곡 –3.Allegro,마디 38-44

다음의 <악보 42>에서는 같은 음의 옥타 음정 로 상행 진행하는

부분에 이 주법을 사용한다.옥타 주변의 음정으로서 폭넓게 도약하면

서 음의 지속 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이 부분에 리산도 주법을 가미

함으로써 선율선의 강조와 정 동의 움직임을 지속 으로 만들어내고 있

다.지속음의 마지막에 짧은 음가로 쓰이는 상행 리산도 주법은 한국

통음악의 추성을 연상시키기도 하면서 큰 폭의 도약 시 음고 변화를 유도

하는 일종의 연결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악보 42>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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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악보 43>에서는 F#,G#음의 마지막 16분음표 음가에서 상행진

행 리산도와 하행 진행 리산도를 표 한다.크 센도하는 다이나믹과

주법의 변화를 통해 고음으로의 선율 방향성을 갖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악보 43>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69-70

다음 <악보 44>,<악보 45>는 리산도 주법을 통해 반음계 진행

을 선율 으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갖는다.<악보 44>의 마디 9에서 유지

되고 있는 F#음으로부터,F♮,E,C#음으로 이어지는 반음계 진행을

리산도 주법을 통해 효과 으로 연결시킨다.계속해서 작아지는 다이나믹

의 표 이 더해져 리산도 주법은 단선율 진행의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

게 연결한다. 체 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마디 9-14부분은 첫 번째 단락

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주법을 통해 사라지는 음향을 효과 으로 표

한다.

<악보 44>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9-14

다음 <악보 45>에서도 E♭과 D음을 연결하기 한 리산도 주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하행하는 진행을 만들고 마지막 음가에 이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통음악의 퇴성과 같은 표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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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6-8

다음 <악보 46>,<악보 47>부분에서는 하나의 음고 안에서 상행과

하행 리산도를 교 로 연결하여 표 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주법의

형태는 지속되는 긴 음가를 유지하다가 짧은 음가에서 잠시 하행이나 상

행 리산도하여 제 음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음고의 변화를 표 하는데,

지속음에서 이 주법을 표 함으로써 선율의 유연성을 보여 다.

<악보 46>에서는 마디 17과 마디 21에서 지속음을 유지하다가 짧은

16분음표 음가를 하행 리산도하여 내렸다 다시 제 음으로 올리는 주법

을 사용한다. 리산도 주법을 통해 짧은 음가 부분을 내렸다 올리는 부

분은 빠른 뒤꾸 음처럼 들리기도 하는데,한국 통음악에서 원래의 음과

하행하는 음 다시 본음을 구르듯이 빠르게 연주하는 나니 주법을 연상

시키기도 한다.그리고 마디 19에서는 음의 마지막 부분인 16분음표 음가

부분을 상행 리산도 함으로써 E♭음으로의 상행진행을 극 화시킨다.

<악보 46>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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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47>에서 마디 28의 지속음 마지막 부분을 하행 리산함

으로써 통주법의 퇴성처럼 표 하고 있고,마디 28-35에서 보여지는 상

행과 하행 리산도의 반복 연결을 통해 C,C#,D,E,F으로의 선율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면서,음의 움직임을 갖는 한국 통음악 선율의

특징을 반 으로 연상시키고 있다.

<악보 47>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26-35

다음 <악보 48>과 <악보 49>는 지속음에 상행과 하행 리산도를

두 번 이상 연속으로 나타내면서 폭이 넓은 비 라토와 같은 효과가 나타

난다. 리산도 되는 음고의 변화가 마지막 16분음표 음가에서 짧게 변화

되며 연주되기 때문에 루트의 자연스러운 비 라토의 표 과는 엄연히

다르지만,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음고의 변화로 인해 유연한 선율선을 만

들어낸다.이러한 주법의 형태는 지속음인 C음의 계속되는 다이나믹 변

화와 음고의 변화로 표 된 한국 통악기의 요성을 연상시킨다.

<악보 48>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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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에서도 D#음에 비슷한 주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를 통해 정 인 지속음의 표 에 동 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한국 통음악의 연주법이 리산도 주법으로 재 되면서 효과 인 선율선

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악보 49>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20-23

<악보 50>에서는 지속되는 긴 음고에 미세한 리산도의 음고 변화

와 함께 다이나믹의 변화를 함께 표 한 부분이다.F#음이 네 마디에 걸

쳐 지속되는데 마디 38에서 짧은 16분음표 음가를 심으로 상.하행 리

산도 주법과 크 센도와 디미 엔도 다이나믹의 표 을 동시에 변화시키

고,다음 마디 39에서는 같은 주법을 다시 한 번 넓은 음가의 리산도로

표 하며 재 된다.지속되는 한 음정을 여러 가지 방법의 주법표 을 통

해 변화시킴으로써,한국 통음악의 배경이 된 그의 사상 배경이며 동

양음악의 배경인 ‘움직이지 않음 속에 움직임이 있음’을 추구했던 정 동

(靜中動)의 도교사상이 음악 으로 구 되었다.이러한 긴 지속음가의 표

에서 호흡의 유지가 요하므로,정확한 음가의 연주에 집 하기보다

다이나믹과 리산도의 효과를 주로 표 하는 것이 효율 인 연주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50>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36-39



- 63 -

다음 <악보 51>에서의 리산도 주법은 넓은 음역의 트 몰로와 함

께 쓰인 부분들이다.마디 55에 나타나는 표 은 느리게 시작하여 빨라지

는 트 몰로 음형에 상행 리산도 주법을 동시에 연주하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극 화시키는 부분이다. 한 마디 55,58,63에서는 상행 리산도,

마디 67은 하행 리산도와 트 몰로를 함께 표 하여 동 인 움직임에 미

묘한 음고 변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특히 윤이상의 루트 곡에서

등장하는 3도 이상의 트 몰로는 한국 통악기인 피리나 가야 의 폭넓은

요성을 연상시키는데,마디 55와 58에서 나타난 트 몰로 부분은 두 박자

부터 시작하는 느린 템포의 움직임으로부터 트 몰로 구간에 이르기까

지 자연스럽게 빨라지도록 표 한다.그리고 리산도의 음고 변화

와 크 센도되는 다이나믹의 강도를 최 한으로 끌어올리도록 연주하여야

빨라지면서 상승하는 주법 표 을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성의 특징을 더욱 살리기 해서 한국 통악기인 이나 피

리,가야 의 연주를 듣고 유사한 주법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 한 주

법의 효과 인 표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악보 51>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55-6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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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에서는 긴 지속음의 상행 리산도 주법을 통해 고음의 상

승하는 표 을 극 화시키는 부분이다.일반 으로 루트의 고음을 연주

할 때는 음역보다 더욱 쉽게 음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그리고 리산

도 주법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약간의 립 리산도와 오 홀 악기인

경우 키의 링부분을 열거나 닫음으로써 키 리산도 주법을 동시에 사용

하여 더욱 확장된 음고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악보 52>에서 마디 78-79의 E음을,그리고

마디 84-85의 F음을 2마디 지속시키다가 마지막 박자의 끝맺음을 최고조

로 표 하기 해 상행 리산도와 크 센도를 최 한 과장하여 표 한

다. 한 이 지속음의 마지막 부분은 크 센도 되어진 fff의 다이나믹을

최 한으로 상승시키면서 마지막 음을 끊어 치듯이 처리하는데,이처럼

최고조로 흥분된 느낌을 살리기 해 상행 리산도,강한 다이나믹,텅스

탑(T.S)같은 루트의 주법들을 하게 사용해야 한다.이 부분의 표

은 과장된 다이나믹과 상행하는 고음의 음고 변화를 통해 곡의 클라이

맥스를 이끌어내는 동시에,한국 통음악의 추성이나 문묘제례악103)의 음

향을 연상시키기 해 이러한 루트의 특수주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52>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77-85

103)문묘제례악은 국의 고 음악인 아악에 속하며,원래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에 쓰이

는 음악으로,오직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 해진다.이 음악의 가장 큰 연주

특징은 주음으로 시작하여 주음으로 끝나며,한음 한음의 끝을 로 어 올린 다음

끝을 맺으며 선율선을 단 하는 것이다. 한 농음(농 )이나 시김새(장식음)가

없이 연주한다.



- 65 -

3)<소리>의 리산도 주법

다음 <악보 53>에서는 미세한 리산도를 통해서 선율의 움직임을

강조한다.마디 17에서는 옥타 의 C음을 향해 진행하는 선율선에 상

행 리산도를 사용했다.그리고 마디 21-23에서는 C,D,E음으로 연결되

는 선율에 상행과 하행 리산도를 연속 으로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고,

마디 24-25의 C,C#,D음으로 향하는 선율선에 이 주법을 사용하여 선율

방향을 이끌어내었다.이것은 서양음악의 화성진행이 갖는 방향성과는

다른 방식으로,주법의 변화를 통해 음들의 진행에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그의 고유한 음악어법으로서 한국 통음악 연주방식에서 향을 받았다

고 볼 수 있다.

<악보 53>소리,마디 17-25 발췌

<악보 54>에서는 느린 악장에서 사용된 리산도의 로서 미세한

음정 변화와 다이나믹 변화가 어우러지며 체 으로 상승하는 선율선을

보이는 부분이다.특히 느린 부분의 긴 음가에서 사용된 미분음의 리산

도 주법은 연주자에게 표 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동시에,끊임없이 움직

이는 음고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유지 시킨다.

마디 73의 D#음을 시작으로 마디 79의 E음,마디 82의 F음,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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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의 G#과 A음,그리고 마디 90의 B음까지 상승하는 주요음들에 상행

과 하행 리산도 주법,크 센도와 디미 엔도를 반복하는 다이나믹을

표 하며 끊임없는 음의 변화를 나타낸다.이 곡에서 쉼 없이 움직이는

리산도 주법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지속되는 음의 움직임에 있어서

동 인 표 을 극 화하기 해 사용된 것으로 한국 통음악의 특징을 재

해석하여 새로운 음악 표 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작곡가의 노력의 결실

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54>소리,마디 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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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55>는 리산도 주법을 통해 지속음에 연속 인 음고의

변화를 표 하며 끊임없는 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마디 108의 E음

과 마디 111-112의 B음에서 ppp로 디미 엔도되는 다이나믹과 함께 리

산도주법을 표 한다.마디 108의 E음에서는 짧게 꺽어 주듯이 음고를 내

렸다 올리는 리산도 주법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의 음고 변화는 한국

통음악의 굴리기 주법(나니 )을 연상시킨다. 한 마디 111-112부분은

지속음의 끝맺음을 리산도 주법으로 하행하여 연주하는데 이것은 한국

통음악의 퇴성을 연상시킨다.이러한 여러 가지 리산도의 음고 변화

는 한국 통음악 인 효과를 끌어내는 효과 인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악보 55>소리,마디 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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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트 사 주>의 리산도 주법

다음 <악보 56>의 루트 사 주에서는 각 트의 서로 다른 음정을

리산도 주법을 통해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미묘한 음향 효과를 보여

다.이 주법은 마디 29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트에서 교 로 연결하여

나오는데,다른 음색을 가진 2 의 AltFlöte와 2 의 BassFlöte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통해 루트 독주곡에서 나타났던 리산도 주법의 단선율

음고 변화와는 다르게 더욱 두드러지는 음향층을 형성한다.

한 리산도 주법을 통한 음고의 확장을 유도하게 되는데,1stAlt

Flöte에서는 마디30에서 시작되어 연결되는 A,B♭,C음으로, 2nd Alt

Flöte부분은 마디29-33까지 이어지며,C#,D,E♭,F,F#음 연결시키고,

3rdBassFlöte은 마디 29에서부터 시작되는 F#음 G,A,B으로.4thBass

Flöte는 마디 30에서 시작하는 C,C#,D#음으로 이어지는 음고의 움직임

에 리산도 주법의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면서 선율선을 강조하며 움직

임을 확장시킨다.

이 부분의 리산도 연주 시에는 로 표기된 부분에서 상행과

하행 리산도를 하되 악보 아래 부분에 지시된 바와 같이 1/4음고 안에

서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그리고 마디 29의 3rd BassFlöte의 다섯

번 째 박자의 마지막 음은 가능한 강한 크 센도 다이나믹 처리를 하여

더욱 두드러지는 음고 변화를 표 하도록 하며,마디 32의 2ndAltFlöte

에서 5번째 박자의 마지막 음 처리 한 과장된 크 센도와 함께 텅스탑

으로 마무리되도록 연주하여 강하고 두드러진 끝맺음을 유도한다.이러한

상행 리산도와 짧게 처리하는 강한 끝맺음은 한국 통음악의 선율선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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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루트 사 주,마디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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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트 주곡>의 리산도 주법

다음 <악보 57>에서는 옥타 의 동일음으로 상승하는 연결선에서

리산도 주법을 통해 미세한 음고 변화를 보여 다.마디 33-38에서 연

결되는 선율선에 반복 인 다이나믹 상승(p<mp<mfp<fp<f<ff<fff)을 더하

여 리산도 주법이 쓰이면서 음가가 높아지는 선율선에서 상승효과

가 더욱 극 화된다.특히 마디 33에서 나타나는 상승하는 빠른 음형에

더해진 크 센도는 동 인 움직임을 더욱 상승시키고,지속되는 2분음표

의 음에서도 상행 리산도와 크 센도를 더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움직이는 빠른 음형과 정지되어 있는 지속음의 리산도 주법은 끊

임없는 음의 동 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며 동양의 정 동 사상과 한국

통음악 선율의 특징인 추성과 퇴성을 연상시키고 극 으로 재 해 내고

있다.

<악보 57> 루트 주곡,마디 33-38

다음 <악보 58>은 루트 주곡 루트 독주로 연주되는 카덴차

(Kadenz/cadenza)의 도입 부분이다.크 센도와 함께 리산도 주법을 사

용하여 음을 끌어 올리는 부분으로,F#음에서 G음으로 3번에 걸친 상행

리산도를 통해서 마지막 A#음으로 상승하며 변화하는 비과정을 거친

다.동시에 표 되는 크 센도 다이나믹과 상행 리산도는 윤이상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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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 인데,이 부분은 음고의 변화 뿐 아니라

주법의 계속 인 반복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정 인 지속음을 강조하면서

동 인 변화를 일으킨다.이 부분은 한국 통음악의 추성을 연상시키면

서 유사한 효과를 보여 다.이 게 한 음을 여러 가지 주법과 다양한 다

이나믹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주법은 극 인 표 을 자아내고 곡의

표 에서 여승이 달밤에 무아지경에 이르며 춤을 추는 장면을 연상시키기

도 한다.이러한 루트 특수주법은 여러 가지 한국 통음악 요소를 나

타내고 음악으로 극 인 장면을 묘사하려 했던 작곡가의 고유한 어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악보 58> 루트 주곡 (Kadenz),마디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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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라터 텅잉(Flatterzunge/flutter-tonguing)

4.2.1. 라터 텅잉 주법

라터 텅잉은 나 목젖을 떨어서 소리 내는 방법으로 루트

작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주법 하나이다.<악보 59>는 작품에서 이

주법이 처음 쓰인 로 슈트라우스104)의 돈키호테(Don Quixote,

1896-1897)란 작품의 한 부분이다.그는 풍차가 돌아가는 소음을 묘사하

기 해 이 주법을 사용하 는데,1904년 그의 악기연주 이론서인 ‘ 악

연주이론’에서 “그 효과는 하늘을 빙빙 도는 길게 늘어선 새들 소리와 비

슷하고,마음이 들뜬 어린소녀의 멀리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와도 비슷

하다.”라고 묘사하 다.105)이 주법은 매우 화려하고 극 인 효과를 주면

서, 통 인 텅잉의 소리와는 다른 특수한 음색을 낼 수 있는 주법

으로서 음악 작품에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악보 59>슈트라우스–‘DonQuixote’,No.57,마디 5106)

104)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Strauss,1864-1949):독일 뮌헨에서 출생한 작곡가로

서 뮌헨 궁정 악단의 호른주자인 아버지의 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음악교육을 받

았다.11-16세까지 뮌헨궁정악장 마이어에게 배우며,1882-1883년 뮌헨 학에서 미학

과 철학을 공부하 다.그는 1885년 마이닝겐 극장의 지휘자로 시작하여,이후 작곡가

로서 돈쥬앙(DonJuan,1888), 웅의 생애(EinHeldenleben,1899),장미의 기사(Der

Rosenkavalier,1925)등 표제가 있는 교향시를 작곡하며 명성을 얻기도 했다.

<http://en.wikipedia.org/wiki/Richard_Strauss>(검색일자:2015.4.15)

105)M.Gümbel.『NeueSpieltechnikeninderQuerflöten-Musiknach1950』. Kassel:

Bärenreiter,p.84.

106)Kunits,Hans『DieInstrumentation-Flute』,(이만방 역),Artsource,1989,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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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곡가 졸리베107)는 오 스트라 음악과 루트 독주 음악에서

루트의 역할을 증 시켰는데,<악보 60>의 <CinqIncantations:5개의

주문>(1936)forflutesolo(1936)에서 음역의 루트 멜로디와 라터

텅잉 주법으로 연주되는 고음역의 확연한 조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악기

인 듯한 효과를 보여주면서 루트 음색의 다양함을 선보인다.108)이 주

법은 고유한 루트의 음색과 조되는 확실한 음색변화를 나타낼 수 있

기 때문에,거친 음향을 표 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음형에 사용하 을

때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윤이상의 루트 작품에서도 이러한 거친 음

향효과를 해 자주 사용하 다.

<악보 60>졸리베 -‘CinqIncantations’1stmov,마디 4-12

<악보61>은 윤이상과 동시 작곡가로서 활동한 메시앙109)의 1951년

107)앙드 졸리베(AndréJolivet,1905-1974)는 랑스 리 출생 작곡가로서.처음에는

문학 ·연극 ·그림을 지망하 으나 22세 때 음악으로 향하여 작곡가 에드가르

바 즈에게 사사하며 새로운 음소재와 리듬의 새로운 의미 등에 향을 받았다.작풍

은 종교 신비성,원시성에의 복귀를 바탕으로 하여 토속 요소,색채,리듬의 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주요작품으로는 8개의 주곡,4개의 교향곡,발 음악 등

이 있다. 루트곡 <5개의 주문(呪文)>에서는 자연 배음렬의 음을 혼용하여 거기에 우

주 인 신비스런 음향의 도가 높은 공간을 만들었다.

<http://en.wikipedia.org/wiki/Andr%C3%A9_Jolivet>(검색일:2015.4.15.)

108)NanciToff.『TheFluteBooK,New York』,OxfordUniversityPress,1996,p.275.

109)올리비에 메시앙(OlivierMessian,1908-1992)은 랑스의 작곡가로서 리음악원에

서 마르셀 뒤 ,폴 뒤카스에게 사사하고,1936년 ‘은 랑스’를 결성하여 당시 신

고 주의 경향에 반 하여 음악을 인간과의 깊은 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음악

사상을 갖고 작곡활동을 하 다.1942년 모교의 교수가 되고,1944년에는 자신의 작곡

법을 종합하여 <나의 음악어법>이란 책을 펴내 작곡계에 큰 향을 주었다.메시앙의

음악은 정교한 리듬기법과,12음 기법을 한 단계 더 세분화시켜 50년 음렬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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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LeMerleNoir>(검은 새)의 한 부분으로서,새의 울음소리를 모방

하기 하여 즉흥 느낌의 카덴자 부분에서 이 주법을 사용하 다.당시

고유한 음악소재에 한 여러 가지 시도로서 메시앙은 ‘새’에 한 연구를

시작하 는데,그는 새소리를 채보하여 작품에 사용하게 되고,이것은 음

악 언어로 재탄생되어 많은 ‘새‘음향 시리즈의 여러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윤이상이 음악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며 동아시아 소재를 그의

음악에 즐겨 사용했던 것110)과 비교해본다면,주법을 음악 소재로 활용

했다는 에서 메시앙과 공통 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라터 텅잉의 연주방법은 끝을 사용하여 입천장 쪽에

다음 ‘Hrrr’와 같이 발음하여 를 굴려 소리 낼 경우 거칠고 강한 음

색을 가질 수 있으며,목을 사용하여 이 주법을 연주하는 경우 가 을 하

듯 ‘’arrr’로 발음하며 떨어서 소리 내는데,목을 사용할 때 이 주법은 주

로 낮은 음역에서나 부드럽고 여린 음색에서 사용할 때 효과 이다.

<악보 61>메시앙 -‘LeMerleNoir’(Cadenza)p.2

라터 텅잉 주법은 거칠고 떨리는 음색을 통해 다른 음색을 표

하거나 자연의 소리를 흉내 내기 해 쓰이는 등 여러 가지 음색표 을

해 사용되었다.윤이상의 작품에서는 한국 통악기인 의 음색을 연

상시키기 한 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악곡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곡의 다양한 표 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향을 미친 총렬주의(totalserialism)와 새소리와 같은 자연 음향의 사용 등이 특징이

다.그는 <새의 뜸(1953)><이국의 새(1956)><새들의 카탈로그(1959)>같은 곡들을

통해 새들의 노랫소리를 채보해 작품 속에 결합하 는데,그의 새소리를 통한 시리즈

작품 루트와 피아노를 한 작품 <검은새:LeMerleNoir>(1951)도 이에 포함된

다.<http://en.wikipedia.org/wiki/Olivier_Messiaen>(검색일:2015.4.15.)

110)윤이상,발터-슈 러.『나의길,나의 이상,나의 음악』,(정교철,양인정 역).도서출

HICE,1994,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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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윤이상 루트 곡의 라터 텅잉 주법

윤이상 작품에서 라터 텅잉 주법은 다른 작곡가와 마찬가지로 음색

변화의 역할로 많이 쓰 다.하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여러 음향 표 을

해 여러 가지 표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표 방법은 지속음에 이 주법을 사용하는 경우,정상음과

라터 텅잉 주법을 번갈아 사용하여 지속음에서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방식

이다.특히 그의 작품에서는 곡이나 악장을 끝맺는 부분에 많이 사용하

는데,<가락>의 <악보 62>,< 루트 연습곡>의 <악보 64>,< 루트

주곡>의 <악보68>,<악보 69>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표 방법은 빠른 멜리스마 인 음형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주법을 사용하 다.정 인 움직임 가운데 빠른 음형이 등장할 경우

라터 텅잉 주법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주로 빠른 음형

의 경우 지속음의 시작이나 끝에 치하여 꾸 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통음악의 시김새와 같은 표 을 연상시키며 강조된다.이러한 주법의

표 을 f로 연주할 경우 순간 으로 더욱 강하게 표 할 수 있고,변화

되는 움직임을 더욱 거칠게 표 할 수 있다. 루트 연습곡의 <악보 64>,

<악보 65>,<악보 66>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 표 방법은 지속음의 강한 시작 부분에 fp<f와 함께 이 주

법을 사용함으로써 음의 지속성에 긴장감을 더하는 표 방법이다.강한

어택으로 첫 음을 연주하여 주 를 집 시키고,다시 한 번 다이나믹의

변화로 선율선을 연결시키는 형태이다.이러한 주법의 표 방법에서는 첫

부분을 fp로 시작하여 크 센도로 연결되는 다이나믹을 나타냄으로써 마

지막 음으로의 방향을 갖도록 하 다.이것은 한국 통음악요소 정악

다이나믹(mf<><f)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호흡을 사용하는 한국 통

악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 표 으로서 긴 음의 지속성과 긴장감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한 주법의 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루트 연

습곡의 <악보 66>,<악보67>에서 그 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라터 텅잉 주법은 그의 작품에서 한국 통음악 인 요소의

재 뿐만 아니라,다이나믹의 변화를 강조하며 변화시킴으로써 곡에 긴

장감과 생동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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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락>의 라터 텅잉주법

다음 <악보 62>는 <가락>의 마지막 엔딩으로서 라터 텅잉과 리

산도의 특수주법을 사용하여 지속되는 C음의 미묘한 음색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그의 루트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미 엔도하며 사라져

가는 음향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경우에 따라 음색변화를 해

루트의 특수 주법인 드톤(Luftgeräusch),하모닉스(Flageolettöne),키

클릭(Klappengeräusch)주법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하기도 한다.이처럼 사

라져가는 정 인 끝맺음 속에서 변화 있는 음색을 통해 정 동(靜中動)사

상을 표 했다.특히 그의 작품 마지막 부분의 소멸되어가는 부분은 pppp

의 극단 인 다이나믹 처리를 통해 연주되도록 요구되어지는데,<악보

63>에서 볼 수 있는 한국 통음악의 독주곡 <청성자진한잎>111)마

지막 부분을 연상시킨다.이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통음악의 마지

막 부분은 사라져 가는 음향효과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가락>에서의

끝부분은 이를 루트의 주법을 통해 극 화했다고 볼 수 있다.112)

이 부분의 라터 텅잉 주법은 루트의 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고

사라져가는 음향을 해서 를 사용하기보다는 목을 사용하여 이 주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악보 62>가락,마지막 부분 마디 167-168

111)청성자진한잎은 정악에 속하는 곡으로 조선시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노래하던 가곡

태평가를 기악화한 곡으로, 재는 ,단소 독주곡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다.

112)박장원「윤이상의 <Garak>과 한국 통음악기법의 비교연구- 륫과 가락을

심으로-」. 용인 학교 석사학 논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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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청성자진한잎(김기수 가락)5장 마지막 부분

2)< 루트 연습곡>의 라터 텅잉주법

다음< 루트 연습곡>의 <악보 64>에서는 빠른 음형에 라터 텅잉

주법을 사용하여 거친 음향을 표 하고 있다.마디 49에서는 지속음의 앞

에서 그리고 마디 51과 53에서는 긴 지속음의 마무리를 빠른 음형을 통해

디미 엔도하면서 이 주법을 표 하고 있는데,지속음의 앞과 뒤에 나타

나는 꾸 음처럼 보이는 빠른 음형들은 한국 통음악의 시김새를 연상시

키는 부분으로서,이 부분에 라터 텅잉주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두드

러지는 음색변화를 나타낸다.

<악보 64>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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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악보 65>의 마디 63,66,69,73에서도 앞의 와 비슷하

게 나타나는 라터 텅잉 주법의 형태를 볼 수 있다.이 부분들은 음의

앞이나 뒤에 붙는 빠른 음형의 앞꾸 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이것은 한

국 통음악의 시김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는 주요음을 꾸며주

기도 하고 음의 마지막에 연결되면서 연결되는 장식 음형에 거친 음향

을 주어 강조하기 해 이 주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65>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60-73 발췌

다음 <악보 66>에서는 4번째 악장인 Andante의 첫 부분으로 음

역의 어두운 분 기에 거친 음색의 변화를 나타낸 라터 텅잉 주법을 볼

수 있다.특히 이 주법은 fp<f의 다이나믹과 함께 표 되는데 한국 통

악기의 연주법 특징인 정악 다이나믹의 변형을 보여 다.이는 긴 지

속음을 긴장감 있게 유지하기 한 효과 인 요소로 작용하며 마디 1-2

에서 나타난다.

마디 13-14의 C음에서 다시 한 번 라터 텅잉 주법을 사용하여 사

라지듯이 마무리한다.마디 1-8에서 유지되었던 F#음의 라터 텅잉 주법

과 다이나믹의 변화 여러 가지 특수주법의 사용을 통해 붓으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서도운필(書道運筆)113)의 다양한 음의 확장을 볼 수 있다.

113)서도운필(書道運筆):연필처럼 가늘고 경직된 선이 아닌,내 인 생명력과 힘을 지닌

붓선의 다양한 확장을 말한다.<윤이상,루이제 린 .『상처입은 용』,윤이상 평화

재단 역,서울:랜덤하우스,2005,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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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향 효과를 해 마디 1-2에서처럼 크 센도하며 라터 텅

잉 주법을 연주할 경우 를 사용하여 연주할 경우 거친 음향을 더욱 과

장되게 표 할 수 있으며,마디 5-6에서 디미 엔도 하며 이 주법을 연주

하는 경우는 목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조

하는 것이 효과 인 연주법이라 할 수 있다.

<악보 66>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1-14

다음 <악보 67>에서는 E음을 fp의 다이나믹으로 강조한 뒤 크 센도

하면서 라터 텅잉 주법을 사용하여 정악 다이나믹의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부분 으로 마디 54에서는 이 주법을 지속음에 사용하고

있으며,연이어 나타나는 마디 55에서는 앞꾸 음을 포함한 지속음에 이

주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마디 54에서는 거친 음향효과를 나타내는 이

주법과 연결하여 마지막 음의 강한 텅잉으로 끝맺음을 함으로써 지속음의

변화된 음색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주법의 확장을 통해 음색변화의 효

과를 얻음과 동시에 한국 통음악 요소를 더욱 부각하여 표 할 수 있

는 작곡가의 주법 시도로 보인다.

<악보 67>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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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트 주곡>의 라터 텅잉 주법

다음 <악보 68>은 루트 주곡의 마지막 엔딩 부분으로서 알토

루트를 사용하여 디미 엔도 되는 다이나믹과 라터 텅잉 주법을 동시에

표 한다.마디 300의 지속되는 G음에서 정상음과 라터 텅잉 주법이 교

로 연주되는데, 체 으로 사라지는 음향 속에서 계속된 음색변화를

시도한다.p의 다이나믹으로 유지된 정상음과 더욱 작아지는 pp>ppp로

연결되는 지속음에 이 주법이 쓰임으로써 음색변화와 함께 은 비 라토

와 같은 효과를 주면서 한국 통음악의 음폭이 넓은 요성과 비슷한 효과

를 낸다.정 인 움직임 속에 동 인 음색변화를 보여주는 윤이상 루트

곡의 형 인 끝맺음을 보여주는 로서,정 동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

국 통음악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쓰인 AltFlöte의 경우 음역에서 이 주법을 연

주하면 일반 루트보다 취구가 크고 바람을 많이 써서 연주하게 되므로

더욱 거칠게 표 되기도 하고 때로는 텅 비어있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AltFlöte의 최 음 G음에서 이 주법을 사용할 때 이러한 음향상의 특징

을 고려하면서,사라지는 표 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다이나믹 조 과 주

법의 음색조 에 신경써야한다.

<악보 68> 루트 주곡,마디 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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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69>의 마디 59와 65의 라터 텅잉 주법은 디미 엔도

되며 사라지는 음향의 음색변화를 해 사용되었다.이 부분은 AltFlöte

특유의 넓은 음색과 라터 텅잉 주법의 게 떨리는 음향이 더해져 디미

엔도 되는 이즈의 마무리를 효과 으로 표 한다.특히 지속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러한 주법의 사용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은 음색변화를

한 특수주법의 효과 인 방법이다.

사실 루트 연주 시 작은 다이나믹에서 라터 텅잉 주법을 사용하

지 않고 정상음으로 연주하여 디미 엔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 이지만

주법 특성상 바람을 많이 사용하며 거친 음향이 수반되는 이 주법을

pp부분에서 효과 으로 표 하려면 연주자의 조 능력이 반드시 필요

하다.따라서 이 부분은 목으로 주법처리를 하여 음색의 변화를 나타내며

거칠지만 비어있는 듯한 음색으로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동시

에 나타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연주자는 같은 주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주법의 의도와 다양성을 악하여 효과 인 곡의 표 능력을 살리는

것이 요하다.

<악보 69> 루트 주곡,마디 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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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드톤(Luftgeräusch/windtone)

4.3.1. 드톤 주법

루트는 다른 악기들과 다르게 취구가 열려있기 때문에 바람의 양

을 임의로 조 할 수 있다.알맞게 모아진 입술구멍을 통해 나오는 선명

한 소리가 아닌 입술구멍을 열어 바람의 압력을 이고 흩어지는 듯한 바

람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주법으로,입술의 긴장감을 풀고 마우스피스와

입술부분의 각도를 최 한 바깥쪽으로 젖 서 연주할 경우 선명하고 깨끗

한 소리보다는 거친 바람 소리가 나게 된다.한국 통악기인 의 경우

취구가 커서 원래의 음색에 바람소리가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윤이상

의 루트 작품에서 의 음색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해 다양한 방법

의 드톤 주법을 자주 사용하 다.

다음의 <악보 70>은 퍼니호흐의 <Cassandra’sdream song>(1971)

forflutesolo란 곡으로 ‘Gaspingtone’(숨이 차오르는 듯한 음색)을 사용

하여 움직이는 빠른 패시지에서 소음이 많이 섞인 바람소리로 연주하도록

지시한 부분이다.작곡가는 구체 인 연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텅잉

없이 암부셔에 최 한 힘을 빼고 취구를 넓게 하여 바람이 폐에서 직

분출되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연주하라고 지시한다.같은 드톤이라도

이처럼 주법에 한 작곡가와 연주자와의 의견조합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

를 만들어낼 수 있다.이처럼 연주자가 연주법에 한 자세한 특징들을

작곡가와 공유함으로써 작품에서 원하는 음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

던 것은 음악의 가장 큰 표 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70>퍼니호흐-‘Cassandra’sdream song’p.1,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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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에서는 일본 작곡가 타 미츠의 <Voice> for flute

solo(1971)라는 작품으로 ‘Nohflute‘이라는 일본 악기의 음향을 표 하며

강한 액센트를 가진 바람소리처럼 연주하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일반

으로 음악에서는 각국의 통 악기들의 소리를 연상시키기 해 뱀

부 톤114)과 같은 특수주법을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음향소재의 표 방법

하나 다.윤이상 음악에서 의 음향 인 사운드를 해 루트의

드톤 주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가로로 부는 형태의 악기의 특징 이며

공통 연주기법으로서 타 미츠의 루트 작품에서도 사용되었다.

<악보 71>타 미츠 -‘Voice’,p.1,staff.5

마지막으로 <악보 72>에서는 미국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테

일러115)의 <VoicesintheNight>forfluteandpiano(2005)라는 작품으로

음 에 ‘H.T’라고 지시하고 있는 부분을 할로우 톤(hollow tone)116)처리

114)뱀부 톤(bambootone): 나무로 만든 악기에서 나오는 공통 인 음색으로서,시원

하고 비어있는 듯한 바람소리를 연상시키며 루트 툭수 주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115)에드워드 테일러(EdwardTaylor): UniversityofRutgers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으

로 박사학 를 받고,TheN.Y.U.New MusicEnsemble,Helix의 멤버이며,William

PatersonUniversityandWestminsterConservatory,Bayorschoolofmusic의 강사

로 재직하고 있다.게다가 그는 활발한 재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서 그의 사 주

'GrooveApparatus'와 함께 연주와 녹음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edwardtaylor.com/frame2.htm>(검색일:2015.5.10.)

116)할로우 톤(hollow tone)은 음색변화를 해 사용하는 주법으로서 특수한 운지법

을 통해 공명이 어든 음의 상태를 말한다.이것은 루트의 음부에서 표 될 수

있으며,원시악기의 소리와 유사한 음색을 갖는다.지속음에서 부드럽고 비어있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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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루트의 비어 있는 듯한 드톤 음색을 표 하고자 하 다.이

부분에서 톤의 음색 변화는 본 연구자가 악보에 제시한 특정한 운지법을

갖고 연주됨으로써 효과 인 표 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음색

변화를 이용한 주법의 표 은 암부셔를 이용한 연주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의 운지법을 연주자가 제시함으로써 작품에서 더욱 다양한 시도

를 할 수 있다.윤이상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톤 주법 부

분에 특수한 운지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악보 72>테일러 -‘VoicesintheNight’,VIII:5-6117)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루트는 한국 통악기인 과 주법 으로 유

사한 이 많다.다양한 음색을 표 하기 해 아방가르드한 서양의 작곡

가들이 아시아 통 악기의 음색을 차용하여 드톤 주법을 사용하기도

하 으나,윤이상의 루트 곡에서는 그 쓰인 형태나 음향에서 의 음

향 부분을 자세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으므로 작곡가가 의도하는 음향

시도를 이해하고 표 할 수 있는 연주자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음색을 원할 게 할 때 사용한다.

117)<http://johnmcmurter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1:

hollow-tones&catid=4:alternate-sonorities&Itemid=8>(검색일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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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윤이상 루트 곡의 드톤 주법

그의 루트 작품에서 드톤 주법은 한국 통음악요소로서 의

소리를 연상시키는 특수주법으로 꼽을 수 있다.우선 그가 묘사하려 했던

의 음향자체가 연주법상으로나 악기의 특성상 취구가 커서 바람소리

가 섞여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거친 음색을 표 하고자 라터

텅잉 주법을 쓰기도 하지만, 고유의 음색을 내기 한 방법으로는

드톤 주법을 사용하 다고 본다. 는 이후 혼합 주법에서 다룰 두 가

지 주법의 혼합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이 두 주법을 섞어 사용함

으로서 더욱 소음 형태의 음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주법을 단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표 방법으로 나

눠볼 수 있다.첫 번째는 지속음에서 음색변화를 사용한 경우이다.이러한

지속음의 음색변화는 작은 다이나믹과 큰 다이나믹에서 두 가지 다른 방

법으로 제시된다.먼 작은 음향에서 미묘한 음색 변화만을 나타내는 경

우가 있다. 루트 연습곡의 <악보 73>,<악보 75>,<악보 76>이 그

이다. 는 강한 다이나믹에서 쓰이는 경우 바람을 많이 써서 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연주하도록 지시한 루트 연습곡의 <악보 74>부분

과,음이 들리면서 거칠고 흩어지는 듯한 바람소리를 내도록 지시한 루

트 연습곡의 <악보 74>와 루트 주곡의 <악보 78>로 나눠볼 수 있

다.그리고 두 번째로는 움직이는 빠른 음형에 이 주법을 사용한 경우로,

라터 텅잉 주법과 마찬가지로 빠른 음형의 두드러지는 효과를 강조하기

해 사용하 다. 루트 주곡의 <악보 77>이 그 이다.

작곡가는 작품 속에서 드톤 주법의 표 을 조 씩 다르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연주자는 이러한 지시사항을 토 로 같은 주법의 여러 가지

표 방법을 구별하여 연주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주법의 특징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본고에서 운지법을 통한 음색변화방법을 제시하기

도 하 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이 주법은 음향 특성상 의 소리를

염두에 두고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그러므로 연주자로서 윤

이상이 작품 속에서 의도한 음색변화의 차이를 구체 으로 이해하고 연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주법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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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트 연습곡>의 드톤 주법

< 루트 연습곡>의 두 번째 곡인 Adagio는 AltFlöte를 한 곡으로

서 음색 면에서 의 소리와 매우 유사한 음향을 갖고 있는 악기이다.

이 곡의 도입부인 <악보 73>에서는 느린 템포의 긴 지속음을 마디 1-13

까지에 걸쳐 연주하도록 지시하 는데,부분 으로 마디 1-3에서는 매우

작게 시작하여 유지하다가 4번째 마디에서 음색의 변화를 주기 해 Mit

vielLuft(바람을 많이 사용하여)라는 지시사항 로 평상시의 루트 소리

를 낼 때보다 취구를 열거나 입술 구멍을 크게 하여 흩어지는 듯한 바람

을 많이 섞어냄으로써 루트 고유의 깨끗한 음색이 아닌 의 거친 음

색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표 하고자 했다.

<악보 73> 루트 연습곡 – 2.Adagio,마디 1-5

<악보 74>에서는 루트 연습곡의 네 번째 악장으로 베이스 루트

를 한 Andante의 한 부분이다.악보의 50마디 *표기법에서 볼 수 있듯

이,거친 바람소리(SehrGeräuschhaft,mehrLuftalsTon:매우 거칠게,

음색을 덮을 만큼 바람을 많이 넣어서)로 연주하라는 지시가 나온다.50

마디의 경우 3옥타 고음에 속하는 A음을 fff의 다이나믹으로 연주하되

음색을 덮을 만큼 거친 음향으로 연주해야 하는데,앞서 마디 43,47에서

나온 같은 드톤 주법의 표 보다 훨씬 거친 바람소리를 표 해야 하므

로,같은 주법이라도 바람의 강도 조 이나 암부셔를 조 하여 주법의 표

이 더욱 극 화되도록 연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 <악보 74>의 마디 43,47,52에서 나타나는 기보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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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많이 넣되,음정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로 지시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연주 시 음정이 들리도록 조

하면서 바람소리를 연주해야 하며,마디 50-51의 A음의 경우 이 보다

더욱 거친 음향을 강조하여 표 해야 하는 작곡가의 지시사항을 포함하므

로 연주법 자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이 부분은 A음의 확장된 표 으로

서 리산도와 같은 미묘한 음색의 변화보다는 마디 43과 47에서 나왔던

같은 A음과는 다른 더욱 과장된 음색변화를 요구한다. 한 최고조의 다

이나믹과 제시된 주법의 표 상 곡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동시에 주법

으로 한국 통악기인 소리의 거친 표 을 재 하면서 좀 더 확장된

특수주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같은 주법에서도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 인 표 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연주해야 한다.

<악보 74> 루트 연습곡–4.Andante,마디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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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에서는 연습곡 네 번째 악장인 Andante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NurmitLuft,ohneAnsatz:모아진 암부셔 없이 바람소리만)라

고 지시되어 부분인데,이곳의 드톤 주법에서는 거친 바람소리라기보다

는 할로우 톤(hollow tone)이나 뱀부 톤(bambootones)118)을 연상시킨다.

한 타악기 인 주법으로서 스핏 톤(spittone)119)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

으나 이 부분의 경우 최 음에서의 연주 시 강한 바람소리를 내기에는 다

이나믹 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드톤 주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

겠다.

우리 통악기의 경우 악기의 부분이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지

기 때문에 음향 으로 속으로 이루어진 루트와는 음색의 차이가

있다.하지만 베이스 루트의 경우에는 이 넓고 길며 취구가 큰 이유

로 특히 최 음에서는 이러한 텅 비어있는 음색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 작곡가의 의도 로 나무에 의한 뱀부톤을 연상시킬 수 있으며,이것

은 한국 통악기인 의 소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악보 75> 루트 연습곡 – 4.Andante,마디 72-77

118)할로우 톤(hollow tone)은 ‘속이 텅 빈’,‘공허한 소리‘를 뜻하며, 작곡가들이 규

격화되고 동일한 된 루트 소리 즉,일반 으로 추구하는 알차고 아름다운 소리를 탈

피하여 무엇인가 비어있고 공허한 소리를 찾아 만든 루트 주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Bambootone은 나무로 만든 악기들에서 공통 으로 나는 소리의 특징이다.여러 나

라의 민속악기들이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지기에 공통 으로 비슷한 음색을 갖기도

한다.우리나라에는 , ,소 ,단소와 같은 악기가 이에 속하며,일본의 사쿠하

치,인도의 반수리, 국의 디지와 샤오,몽골의 림베 등이 있다.

<http://www.forthecontemporaryflutist.com/etude/etude-04.html#>(검색일.2015.5.15.)

119)스핏 톤(Spittone);키 클릭 주법처럼 타악기 인 음향의 주법의 하나로 주로 음

에서 연주되며, 로 취구 쪽을 거칠게 치듯이 ‘투’하며 생기는 약간의 바람과 어택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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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습곡 마지막 곡인 다섯 번째 Allegretto의 끝부분인

<악보 76>으로 굉장히 작고 사라지듯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이 부

분의 112-116마디에서는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는 C음에 다양한 앞꾸

음을 사용하여 강조하다가 다시 드톤 주법과 하모닉스 주법을 번갈아

사용하며 변화된 음색을 표 하면서 사라지듯이 끝을 맺는다.이 부분의

7마디에 걸친 긴 음을 연주하는 동안 다양한 앞꾸 음과 다양한 주법을

통한 음색 변화를 통해 지속음의 끊임없는 동 움직임을 보여 다.공통

으로 동아시아의 정 동 사상과 한국 통음악 요소에서 나타나는 특

징의 음악 구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76> 루트 연습곡 – 5.Allegretto,마디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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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루트 주곡>의 드톤 주법

다음 <악보 77>은 빠른 음형 진행 에 geräuschhaft(소음처럼)라고

지시하며 거친 음향을 드톤 주법으로 표 하고 있다.마디 55마디의 오

스트라 부분에서 3개의 타악기(vibraphone,tempelblock,gong)의 신비

한 음향을 배경으로 마디 57의 넷째 박자에 등장하는 AltFlöte의 드톤

주법은 타악기의 배경 음향 에 루트의 강하고 거친 음향을 들리게 함

으로써 독주악기의 음향 효과를 두드러지게 한다.이와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패시지의 움직임은 한국 통음악의 시김새 주법을 연상시키고

있다.

<악보 77> 루트 주곡,마디 55-58

다음 <악보 78>은 윤이상 루트 주곡 마디 274-281부분으로

지속음 간에 ‘beliebigerspaltklangum denTon’(음 안에서 임의로 흩

어진 소리를 내면서)이라는 지시를 갖고 드톤 주법을 표 한다.이 부

분의 연주 시 크 센도되어진 fff의 강한 다이나믹 표 으로 이어지도록

음색과 강약 조 을 효과 으로 연주해야 하며,주법의 표 시 음고는 들

리되 바람이 흩어지는 듯한 음색을 더욱 강조하여야 하므로 암부셔나 취

구 쪽을 열어서 최 한 거친 음향효과를 내도록 한다. 다른 주법 표

의 방법으로는 이 부분의 특성상 지속되는 긴음과 연결하여 음색을 바꾸

었다가 다시 정상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지법을

통한 자연스러운 음색 변형을 해 그림 1과 2의 운지법 에 연주자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운지법을 찾아 연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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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루트 주곡 (AltflöteinG),마디 274-281

<그림 1> 루트 주곡,마디 275,D음과 Ab음의 거친음향으로 음색변

화가 가능한 운지법 120)

이러한 다양한 드톤 주법은 기본 으로 거친 바람소리를 내도록 지

시되어 있지만,때로는 음역 에 따라 다른 음색을 표 하는 경우,음정이

들리면서 주법의 효과만 주는 경우, 는 음정 없이 거친 음향만을 강조

하는 경우,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법을 혼합하여 더욱 새로운 음색 변화

를 시도하는 경우 등에 따라,작곡가는 같은 주법이라도 다양하게 세분화

해서 주법 표 을 달리한다.그러므로 연주자는 이러한 음향 의도를

충분히 악하고 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루트 특수 주법의 다양한 표 을 통해 한국 통음악의

주법 특징을 재 하려는 작곡가의 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120)Robertdick 『Theotherflute』,New york:multiplebreathmusiccompany,

1989,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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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키 클릭(Klappengeräusch/keyclick)

4.4.1.키 클릭 주법

키클릭 주법은 루트를 통해 타악기 인 효과를 얻는 연주법으로

1936년 바 즈121)가 백 루트를 한 <Density21.5>(1938)forflute

solo에서 처음 사용하 다.이 주법은 리듬 인 효과를 해 자주 쓰이는

20세기 주법의 하나로서,이후 여러 가지 기호로 표기하기 시작하 는데,

아래 <그림 2>에 정리해보았다.

<그림 2>키 클릭의 기보법

이와 같이 키클릭 주법에는 음이 있는 키클릭 주법과 음이 없는 키클

릭 주법, 는 악기의 마우스피스를 닫거나 열고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연주법과 표기법들이 등장한다.

<악보 79>에서의 이 주법은 처음으로 키클릭 주법을 사용하여

121)에드가르 바 즈(EdgardVictorAchilleCharlesVarèse,1883-1965)는 랑스 태생

의 작곡가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 다.그는 '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실험

작곡가로서,1915년부터는 뉴욕에 활동하며 20세기에 있어서 담한 작곡기법과 창

의 작품으로 신 인 작곡가가 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Edgard_Var%C3%A8se>(검색일:2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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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법으로 사용하 던 Edgard Varèse의 <Density 21.5> forflute

solo의 악보 이다. 이곡에서는 +표시가 되어있는 음정에서 타악기 인

음향을 갖고 루트의 키를 강하게 치면서 날카로운 아티큘 이션을 요구

한다.윤이상의 <악보 83>에서 음이 있고 날카롭게 연주되는 키클릭 주

법과 비슷한 음향을 요구한다.이처럼 키클릭 주법은 종류에 따라 작곡가

의 원하는 음향을 하여 표기법뿐만 아니라 구체 이고 자세한 지시사항

을 요구하기도 한다.

<악보 79> 바 즈 -‘Density21.5’,마디 24-27

한 키클릭 주법은 루트 본래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소음에

가까운 음향효과를 원하는 작곡가들의 특수한 주법으로 사용되었다.<악

보 80>에서 보여지는 LucianoBerio<Sequenza>(1958)122)forflutesolo

는 루트 주법인 멀티포닉스 주법을 곡에서 처음 사용했을 뿐 아니

라,음정이 없는 키클릭 주법을 사용하 다.이 작품에서 소음에 가까운

키의 두드림을 통해 루트 소리가 아닌 타악기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122)루치아노 베리오(LucianoBerio:1925-2003): 랑스 국경 근처의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생하 다.어릴 피아노 교육을 받고,제2차 세계 이후 라노 음악원에 들어

갔으나 손 부상으로 작곡으로 을 돌렸다.그는 음렬주의부터 시작하여 1950년 에는

자 음악을 탐구하 고,음성을 기반으로 만든 자 음악 장르의 명작 《얼굴》을 작

곡하 다.1960년 에 그는 미국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1972년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사망 직 까지 주로 연극 인 각양각색의 작품을 내놓았다.특히 베리오가 창작

활동을 쉴 때마다 만든 14곡 구성의 <Sequenza>는 각각 특정한 음악인을 해 작곡

되었으며 한 명의 연주가가 한계에 달하는 다양한 기교를 보여 때 생성되는 극 효

과를 담고 있다.이 곡들은 범 하고 다양한 분 기를 나타낸다.그 에는 그록

에게 감을 얻어 만들어진 해학 트롬본<Sequenza>부터,소 라노의 실공포 인

얼거림을 거쳐, 라멩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기타 <Sequenza>가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uciano_Berio>(검색일: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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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연주시 3-4 간격으로 키 두드리는 세기를 변화시켜가며 이 주법을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윤이상도 이러한 타악기 요소를 활용하여

그의 작품 < 루트 연습곡>에서 활용하기도 하 다.

작곡가 베리오는 특히 존 이지의 향을 받아 음의 움직임에 있어

마디나 정확한 박자의 개념보다는 시간에 비례하는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하 다. 를 들면 박자가 아닌 몇 간 유지하도록 하는 표기를 사용하

으며, 라터 텅잉 주법과 키클릭 주법 등으로 음색의 변화를 끊임없이

표 하며 다양한 음악의 특수주법을 수용하 다.

<악보 80>베리오 -‘Sequenza’p.4.staff1

이 주법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음이 없이 타악기 인 효과만 갖는

키클릭 주법과 음을 갖고 연주되는 키클릭 주법으로 나눠 볼 수 있다.일

반 으로 특정한 운지를 사용하여 키를 치면 음정과 두드리는 소리가 약

간씩 들리지만,강한 다이나믹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키 클릭 시 입김을

불어넣듯이 약간의 바람을 사용하여 이 주법을 연주할 경우 음정이 있는

키클릭의 사운드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그리고 음이 없는 키클릭의 경우

에 입술과 로 마우스피스의 홀을 닫고 키클릭을 연주 할 경우 7도 가량

의 낮은 소리가 나기도 한다.123)

123)C.Levine,C.Mitropoulos-Bott 『작곡가와 연주자를 한 루트 기법』.(성

세인,장 지 편역).서울:수문당,2009,p.29.



- 95 -

4.4.2.윤이상 루트 곡의 키클릭 주법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키클릭 주법은 루트 주법 에서 타악기

인 효과와 음색변화를 해 쓰인 특수주법이다.윤이상 역시 20세기

작곡가로서 다양한 주법을 사용하여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음향

시도를 하려했다.

우선 그의 루트 작품에서 쓰인 표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한 타악

기 인 효과를 비롯해 두 가지 주법 표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빠른 음형에서 소리를 배제한 키클릭 소리만으로

연주하는 경우로서 음은 들리지 않고 치는 듯한 동작의 동 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루트 연습곡의 <악보 81>에서 볼 수 있는 이다.

다음으로는 악기의 피치카토와 같은 음향으로 을 뜯는 듯한 키클

릭 주법을 루트 사 주의 <악보 85>에서 표 한다.

이 두 가지 표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자는 음이 들리지 않고

치는 듯한 타악기 인 효과이며,후자는 음이 들리도록 선율 부분을 강

조하는 효과로서 나타난다.

루트로 키클릭 주법을 표 하는 경우 다른 악기에 비해 타악기

인 음향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장 124)을 갖기 때문에 빠른 패시

지에서도 효과 인 표 이 가능하다.때로는 취구에 살짝 입김을 불어넣

듯이 연주하게 되면 음이 들리면서 키 두드리는 효과까지 증진시키기도

한다.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작품의 연주를 효과 으로 할 수 있

도록 표 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4)키를 쳐서 소리가 나는 부분인 키패드 부분의 면 이 다른 악기들에 비해 넓고 평

평해서 키를 두드렸을 때 타악기 인 효과가 좀 더 나타난다.하지만 가볍게 ‘탁탁’하

는 소리로 나타날 뿐,타악기 인 큰 소리를 기 하기는 어렵다.20세기 주법으

로서 새로운 음향 요소를 해 만들어졌고,두드려서 소리가 난다는 의미의 타악기

인 요소로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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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트 연습곡>의 키클릭 주법

다음<악보 81>에서는 루트 연습곡의 첫번째 곡인 Moderato의 마

지막 부분으로 NurnochmitKlappengeräusch(키 두드리는 소리만 남기

기)라는 지시와 함께 키클릭 주법이 쓰이고 있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빠른 음형이 루트의 정상음으로 연주되다가,마

디 78의 두 번째 박자부터 immergeräuschvoller(거친 바람소리를 유지하

면서)로 지시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Nur noch mit

Klappengeräusch(키 두드리는 소리만 남기기)라고 지시하면서, 차 으

로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음향을 구축하기 해 세 하게 주법 인 부분의

표 을 요구하고 있다.마지막 부분의 다이나믹을 극도로 작아지게 함으

로써 한 악장의 마무리를 극 화시키고 있는데,작곡가는 소리의 사라짐

을 음향 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타악기 인 특수주법인 키를 두드리는

동작을 통한 동 인 요소로서 나타낸다.

한국 통악기인 연주에서는 지공을 강하게 닫거나 떼면서 ‘손가

락 치기’라는 주법이 사용되는데,같은 음의 반복을 피하거나 는 강조

하기 한 이 연주법이 루트의 키클릭과 주법이 유사하다는 에

서 한국 통악기인 과 서양악기인 루트가 갖는 주법 공통 을 공

유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연주시 다이나믹 으로 루트의 연주 소리와 함께 사라지

듯이 연주되어야 하지만,키클릭의 연주법상 키를 두드리는 움직임 자체

가 작아지면 음향상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그러므로 마지막 디

미 엔도의 키클릭 부분에서는 루트 소리가 나는 첫 부분의 연주시보다

키클릭의 연주시 좀 더 세게 치듯이 두드려야 효과 인 음향이 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악보 81> 루트 연습곡 –1.Moderato,마디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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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부분은 라터 텅잉으로 표 되는 거친 소리와 키클릭으로

표 되는 강한 스포르잔도(sf)의 연주법이 나타난다.마치 피치카토처럼

연주되는 각 개별음의 강한 표 을 해 키를 치는 행 는 더욱 강화된

다.이것은 한국의 통악기인 ‘박’을 치는 소리의 묘사처럼 들리기도 하

는데,‘박’은 그의 작품 < 악>에서 유일하게 한국 통악기를 직 서양

의 오 스트라에 사용한 로서 한국 통음악 인 음향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이처럼 의식 ( 式的)인 음향효과125)를 유도하기

해 사용했던 ‘박’과 같은 효과를 떠올릴 수 있으며,새로운 형식 단락

을 보여주는 라고도 볼 수 있다.126)박의 주된 역할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사용되어지는데,마디 49,52,67에서 보이는 액센트를 가진

개별음들에서 볼 수 있듯이 쉼표 후에 이즈의 시작부분에서 강한 키

클릭 주법을 등장시킴으로써 이러한 박의 타악기 인 효과를 연상시키고

있다.

<악보 82>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47-68

125)박(拍)은 나무조각 6개를 엮어서 만든 한국 통 타악기로서 음악의 연주보다는 음악

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궁 음악에서 시작할 때 한 번,끝날 때 세 번 쳐

서 시작과 끝을 알린다.박을 잡은 사람은 서양 음악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126)김용환.『윤이상연구』(한국 술연구서 총서).시공사 ,2000,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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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악보 83>에서 볼 수 있는 키클릭 주법은 다양한 다이나믹과

자유로운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타악기 인 기능을 부여한다.마디

69-73부분에서는 음정을 가진 키클릭 주법이 연속 으로 나타나는데,빠

르게 이 주법을 연타로 연주할 경우 음정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키 클릭 동작과 동시에 souffle(살짝 입김을 불어넣기)로 미세

한 바람을 불어넣어 키 두드리는 소리와 음정이 하게 잘 들릴 수 있

도록 효과 인 음향을 한 연주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악보 83>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69-73

다음 <악보 84>는 작은 다이나믹으로 출발해 디미 엔도하면서 마지

막 부분은 키클릭 주법으로 마무리를 한다.이곳은 마지막 부분의 사라지

는 음향을 나타내기 해 장식음처럼 빠른 음형을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루트 연습곡의 첫 번째 악장인 <Moderato> 마지막 부

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이는 주요음의 선형이 다이나믹의 조 과

특수주법의 사용을 통해 두드러지게 함으로써,음통일체의 동 인 형태만

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 다.

<악보 84> 루트 연습곡 – 5.Allegretto,마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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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트 사 주>의 키클릭 주법

다음 <악보 85>는 루트 사 주의 마디 179-181부분으로, 라터

텅잉과 함께 quasiPizz.mitgleichzeitigem Klappenschlag( 악기의 피치

카토처럼 키를 치면서)라고 지시되어 있다.피치카토란 흔히 악기에서

을 뜯는 주법인데 작곡가는 악기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한국 통악기인 가야 의 주된 연주법인 을 뜯어서 연주

하는 소리를 연상시킬 수 있다.

마디 180-181에서 4thBassflöte의 키클릭 주법이 나타난 부분은 다른

트의 여린 부분과는 조 으로 나타나고 있고,이 주법을 f<ff의 강한

다이나믹으로 강조하고 있다.특히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 키클릭 주법은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80에서 마지막 음의 끝부분을 정상 인 루트 소

리와 키클릭으로 연주하며,두 번째 나타나는 마디 181에서는 같은 형태

의 모티 를 좀 더 거친 라터 텅잉 주법과 연결된 강한 키클릭으로 마

무리한다.이는 같은 음형에 다른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거칠고 두드

러지게 강조하려는 표 의도로 볼 수 있다.

<악보 85> 루트 사 주,마디 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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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하모닉스(Flageolettöne/harmonics)

4.5.1.하모닉스 주법

일반 으로 실음이 아닌 배음이 들리게 하는 주법으로서 악기에서

는 바람의 세기를 달리하여 배음 계127)의 많은 음들을 연주 할 수 있다.

<악보 86>에서 볼 수 있듯이 악보의 가장 음에 해당하는 음정의 운지

를 통해서,그 에 치한 4개의 각 음정들을 한 음씩 오버 블로잉128)하

여 연주할 수 있다.이 주법은 주로 음의 운지를 갖고 바람의 세기를

조 하여 3-7개가량의 배음 계에 있는 배음들을 더 얻을 수 있다.이러

한 하모닉스의 주법 특징은 악기 루트에서 가장 효과 으로 나

타난다.이 주법은 여리고 신비한 음색을 내는 효과가 있지만 음정이 부

정확하여,경우에 따라 음정 조 이 필요하다.

<악보 86> 루트에서 얻어지는 배음렬

국의 루트 연주자 던 니콜슨129)은 개량된 뵘식 루트가 일반화

127)기음 의 배음들은 이나 공기 기둥의 부분이 진동함으로써 생기며,부분음

(partials)혹은 하모닉스(harmonics)라 부르기도 한다.배음은 균등하게 분할된 부분들

이 진동할 때 생기는 일련의 부분음들로,진동하는 부분이 작아질수록 배음의 음높이

는 높아지고 배음들 사이의 음정차도 좁아진다. 배음의 진동수는 기음의 진동수

에 해 간단한 정수비( 를 들어 2：1,3：1,4：1)를 형성한다.어떤 악기에서 잘 발

생하는 특정한 배음은 음색에 향을 미친다.

128)오버 블로잉(Overblowing): 악기에서 배음에 속한 높은 음을 내기 해 바람의

압력을 세게 가하여 내는 주법이다.

129)찰스 니콜슨(CharlesNicholson:1795–1837):19c 국의 루티스트이자 작곡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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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을 당시에,이 루트를 사용하면서도 빠른 패시지의 유연한

테크닉과 입술의 유연성을 얻기 해 하모닉스 주법을 사용했다고 해진

다.130) 이후 뵘 루트를 통한 하모닉스 사용법을 존 클린턴(John

Clinton)131)이 책으로 출 하 고,이후 새로운 음색의 표 과 고음의 어

려운 운지법을 보완하기 한 주법으로 하모닉스는 자주 쓰여지기 시작했

다.이 주법은 작은 다이나믹에서 효과 인 음색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윤이상과 같은 20세기 작곡가들에게는 아주 보편 인 특수주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악보 87>에서 보여지는 루티스트이자 작곡가인 도 러132)에 의해

<HungarianPastoralFantasie>(1865)란 곡에서 처음으로 하모닉스가 사

용되었다.이 부분은 고음의 단조로운 선율에 하모닉스를 사용함으로써

곡의 흐름에 변화를 다.이러한 고음의 신비한 음색변화는 루트에서

만 낼 수 있는 이 주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후에 루티스트이자

작곡가인 딕133)은 하모닉스 운지법에 기 한 연습곡<Contemporary

ConcertEtudes>(1975)을 제시하기도 했다.

RoyalPhilharmonicSociety오 스트라의 수석을 역임했고,연주자로서 힘있는 소리와

고음의 용이한 운지법을 해 리산도와 비 라토를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하 다.

한 악기의 개조에 심을 갖고 루트의 헤드조인트 부분을 속으로 바꾸거나 암부셔

홀을 넓히기도 했으며,다양한 리산도와 비 라토의 주법을 사용하며 루트의 연주

법에 기여했다.<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Nicholson>(검색일:2015.5.15)

130)NanciToff.『The Flute BooK』.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996,

p.137.

131)존 클린턴(JohnClinton:1810-1864):찰스 니콜슨의 제자로서 RoyalAcademy에서

공부하 으며,1841년 뵘의 루트 시스템 용이라는 책을 발간하 으며,후에 모교에

서 루트를 가르치고, 국왕립극장오 스트라에서 수석을 역임하 다.1845년 뵘의

시스템을 장착한 루트를 국에서 만들기 시작하여 1911년까지 클린턴 모델 루트

를 생산하기도 했다.(검색일:2015.5.15.)

<http://www.dwsolo.com/flutehistory/italianoperaflutes/John%20Clinton.htm>

132)알베르트 도 러 (AlbertFranzDoppler:1821-1833):폴란드출생.어려서부터 오보에

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13세 때 빈에서 데뷔하 다.그 후 184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페라극장의 수석 루트 연주자,1858년 빈 궁정오페라극장의 수석 루

트 연주자 발 지휘자로 활약하며 작곡도 하 다.1865년부터 빈 음악원의 루트

교수로 지냈으며,작품으로는 <헝가리 원환상곡>과 독일 오페라 <Udith>(1870)를

비롯한 몇 곡의 오페라와 발 음악,오 스트라 작품, 루트 주곡 등이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Franz_Doppler>(검색일:2015.5.15.)

133)로버트 딕(Robertdick,1950-):미국 루티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실험 루트 작

품을 많이 작곡하 으며,다수의 루트 특수기법에 한 서를 남겼다.Yale

University에서 루트와 작곡을 공부하 으며, 재 Newyorkuniversity에 재직 이

다.<http://en.wikipedia.org/wiki/Robert_Dick>(검색일:20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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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도 러-FantaisiePastoraleHongroise마디 44-47

<악보 88>은 베리오의 <Sequenza> forflutesolo(1958)의 한 부분

으로서 긴 지속음이 정상음으로 연주되다가 작아지면서 음색변화를 해

하모닉스 주법으로 바 다.이후에도 C와 D의 트 몰로 부분에서 앞서

나온 부분의 메아리처럼 표 되는 극단 인 pppp셈여림의 음향 표

을 해 이 주법이 사용되었다.이처럼 작은 다이나믹이나 극단 인 디미

엔도를 표 할 때 아주 효과 으로 쓰이기도 한다.윤이상도 작품의 마

지막 부분에 작아지면서 멀리서 들리는 듯한 효과를 해 이러한 하모닉

스 주법을 자주 사용하 다.

<악보 88>베리오 -‘Sequenza’,p.3& p.4

이 주법은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매우 작게 사라지거나 멀리서

들리는 듯한 부분의 표 에 사용되는데,윤이상의 작품에서도 고음의 신

비한 음색변화나 끝맺음의 사라지는 음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연주자는

이러한 곡의 변화와 흐름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작곡가의 주법

시도를 악하며 연주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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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윤이상 루트 곡의 하모닉스 주법

하모닉스는 주법의 특성상 배음이 배제된 고음으로 소리내기 때문에

일반 으로 부드럽고 고운 음색을 갖는다.134)크고 강한 음색의 연주도

가능하지만 부분의 경우 작은 다이나믹에서 효과 인 표 을 나타난다.

그의 작품에서는 두 가지 표 방법의 차이로 나타난다.정상음과는

다른 고음의 신비한 음색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루트 연습곡의

<악보 89>에서 나타난다.다른 방법으로는 끝맺음에서 사라지는 음향을

효과 으로 내고자 할 때 같은 루트 연습곡의<악보 91>에서처럼 나타

난다.

숙련된 연주자들의 경우 어려운 고음 처리를 해 작곡가의 의도와

상 없이 편의상 이 주법을 사용하기도 한다.135) 를 들면 숙련된 루

티스트들에게 있어 고음의 빠르고 어려운 운지법을 쉬운 음역 운지법을

통해 해결하거나,극단 으로 작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에서 효과 으로

쓰인다.윤이상의 작품 빠른 악장인 루트 에튀드 No.5부분에서 고

음의 빠른 패시지나 정상음의 운지가 어려운 빠른 트릴이나 트 몰로 부

분을 하모닉스 운지법을 통해 어려운 운지 테크닉을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의 음악 표 에 있어 하모닉스 주법은 음색의 변화

를 원하는 경우와 작은 다이나믹의 효과 인 고음을 연주하기 한 경우

가 부분이다.이와 같이 쓰임새의 경우에 따라 하모닉스의 운지법을 알

아두고 효과 으로 표 하는 것이 연주자의 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

다.

134)하모닉스로 표 되는 음은 부분 2옥타 이상의 음역 에서 연주된다.보통의 고

음들은 음 계의 배음들을 포함한 여러 겹의 주 수를 포함한다.하지만 음에서

오버블로잉된 하모닉스의 경우 배음이 배제된 상태의 고음 주 수만을 갖기 때문에 순

수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띠게 된다.

http://www.flutetunes.com/articles/flute-harmonics/(검색일:2015.06.25.)

135) 음 운지법을 이용한 고음의 하모닉스 주법를 연주할 경우 은 주 수를 갖기 떄

문에 호흡이나 힘을 덜 들이고 고음을 낼 수 있다.그러나 이 주법은 운지법마다 음정

이나 음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각 음의 특성을 알고 바람조 을 하여 음색표 을

히 조 해야 한다.<Dick,Robert.『Theotherflute』.New York:multiplebreath

musiccompany,1989>의 하모닉스 운지법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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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트 연습곡>의 하모닉스 주법

하모닉스는 루트 주법에서 주로 작은 셈여림으로 신비한 음색을 내

고자 할 때 많이 쓰인다.옥타 아래나 배음 계의 기본음인 음역 음

정의 운지법을 통해 연주 할 수 있으며 p-ppp의 고음에서 음색 변화를

해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악보 89>에서는 마디 68의 디미 엔

도 되는 ppp의 마지막 음정을 하모닉스 주법으로 표 하고 있으며,마디

69와 70에서는 하모닉스 주법이 리산도 주법과 연결되어 쓰이고 있다.

이 주법으로 표 되는 마디 68의 G음,마디 69의 A음,마디 70의 B음이

선율 으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각각의 운지법은 <악보 90>에서 보이

는 여러 가지 운지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

다. 음의 여러 가지 운지법을 사용하여 배음 계의 고음을 연주할 수

있는데,각각의 운지법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며,다이나믹의 강도 조 이

나 음고 조 방법도 다르다. 한 경우에 따라 최고음에 해당하는 3옥타

A음 이상의 고음에서는 작게 연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여러 가

지 운지법을 시도해보고 연주자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악보 89>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68-70

<악보 90> 루트 연습곡–5.Allegretto,마디 68-70의 하모닉스 운지법136)

136)Robertdick.『Theotherflute』.New York:multiplebreathmusiccompany,198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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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91>은 루트 연습곡 다섯 번째 곡 Allegretto의 마지막

부분이다.그의 루트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 인 끝맺음 형식

으로서 pppp의 극단 인 음향으로 작아지는 과정에서 여러 주법이 교

로 등장한다.마지막 음은 하모닉스 주법의 음향효과를 통해 마지막 부분

의 여운을 최 한 남기려는 의도로 보여진다.특히 마디 112와 113에서

쓰인 드톤 주법의 변화된 음색과 마지막 마디의 하모닉스 주법은 지속

음을 연결하여 음색변화를 시도하기 한 다양한 주법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이는 작고 미묘한 음색 변화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하모닉스

주법의 고유한 특징을 잘 살려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91> 루트 연습곡 –5.Allegretto,마디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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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멀티포닉스(Multiklänge/multiphonics)

4.6.1.멀티포닉스 주법

멀티포닉스는 단선율 악기인 악기에서 동시에 여러 음을 연주하는

주법으로써,불어내는 하나의 공기 기둥으로 진동수의 폭을 늘려가면서

여러 음을 얻는 기법이다. 통 인 루트 음색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

에는 소음에 지나지 않았지만,좀 더 새로운 음색과 다양한 음향을 추구

했던 20세기에 새로운 연주법들이 탄생하면서 하나의 주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주법을 작품에서 처음 사용한 작곡가로는 베리오로서 그의 시리즈

작품 하나인 <Sequenza> forfluteSolo(1958)에 등장한다.이 곡의

<악보 92>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표기법에서 더블 하모닉스137)로 보여지

기도 하지만,2개의 음이 동시에 울린다는 에서 최 로 쓰인 멀티포닉

스 주법으로 볼 수 있겠다.이 작품은 당시 키클릭, 라터 텅잉 주법 등

을 이 작품 곳곳에서 시도함으로써 20세기 루트 작품의 다양한 특수기

법에 큰 향을 미쳤다.138)

<악보 92>베리오-‘Sequenza’,p.4,staff3

137)더블 하모닉스는 한 개의 기본음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배음을 동시에 울리

는 주법으로서 multiphonics주법으로 볼 수도 있으며,표기에서 조 씩 달라진다.

138)NanciToff.『TheFluteBooK,New York』.New York,OxfordUniversityPress,

1996,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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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법은 특별히 고안된 운지법을 통해 음높이를 조 하며 동시에 2

음에서 5음까지 동시에 연주가 가능하다. 루트 연주 시 가진 기본음과

그 에 많은 배음들이 공존하면서 속의 공기는 항상 진동하고 있는 상

태이다.이때 한꺼번에 공존하는 배음들을 특수한 운지법과 바람의 조

을 통해 그것들을 동시에 진동시켜 여러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다.

<악보 93>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는 일반 인 하모닉스로 음의 운

지법을 사용한 고음역의 더블 하모닉스의 이며,다른 하나는 새로운 운

지법의 고안을 통한 음역의 멀티포닉스 이다.이처럼 원래의 운지법

에서는 음 운지법을 통한 고음역 의 하모닉스 연주만 가능하지만,새

로운 운지법의 고안을 통해서 멀티포닉스 연주를 할 경우 여러 음역 의

다양한 다 음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악보 93>딕-TheotherFlute-multiphonicsound139)

<악보 94>에서 볼 수 있는 타 미츠의 <Voice> forflutesolo에서

는 새로운 운지법을 통한 다 음향의 를 들 수 있는데 멀티포닉스 주법

과 트릴을 교 로 연주하는데 있어 정해진 운지법을 따르되 고정된 다

음향과 동 인 움직임을 가진 멀티포닉스 트릴로서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다.이처럼 멀티포닉스 주법은 연주하며 노래하기, 라터 텅잉,

트릴 등의 다른 주법과 결합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139)Robertdick.『Theotherflute』.New York:multiplebreathmusiccompany,198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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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타 미츠 -‘Voice’,p.2staff.5

멀티포닉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법이 같이 쓰이는 로 윤이상의

< 루트 연습곡> No. 5에서 더블 트 몰로(Double Tremolo/

Doppel-Tremolo)라는 주법이 나타나는데,다 음향과 트릴을 같이 연주

함으로써 새로운 음향 시도를 한다.이것은 다 음향에 떨리는 듯한

음향효과를 더함으로써 주법의 확장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윤이상

의 작품에서 음향 효과를 해 이 주법을 다른 주법과 혼합하여 사용하

고 확장시킨 특징 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더블 트 몰로 주법은 이

후 개별 주법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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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윤이상 루트 곡의 멀티포닉스 주법

그의 작품에서 멀티포닉스 주법은 20세기 루트 특수 주법 하나

로서 그의 다양한 주법의 시도를 보여 다.다 음향을 통해 단선율 악기

의 단조로운 표 을 벗어나 화성 인 음향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며 새

로운 음향 시도를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이 주법은 반드시 특수

한 운지법을 필요로 하며,불어 내는 바람 조 을 통해 동시에 소리 나는

음의 개수를 조 할 수 있다.연주자의 세 한 연주능력을 필요로 하며

유연하게 표 할 수 있는 주법의 습득을 우선 필요로 한다.

1)< 루트 연습곡>의 멀티포닉스 주법

다음 <악보 95>에서 각각의 다 음향은 작곡가가 요구하는 <그림

3>과 같은 운지법을 통해 마디 75-79에서 보이는 멀티포닉스 주법을 연

주 할 수 있다.이 주법의 연주 시 불어내는 바람의 각도나 압력을 바꿔

가며 여러 음을 동시에 내는 조 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리고 주법의 특

성상 큰소리로 이 주법을 연주하는 것은 제한 이기 때문에 작은 다이나

믹에서 크 센도되어 다른 다 음향으로 바 어 갈 때 다이나믹 조 부

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이 부분은 < 루트 연습곡>의 2악장 Adagio

맨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주요음들이 마디 75부터 다시 한 번 멀티포닉스

주법을 통해 음색변화를 시도한다.이는 주요음 선율 그 로의 재 이 아

닌 멀티포닉스 주법을 통한 다 음향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구성 인

면에서 루트 특수주법을 통해 다른 음색과 새로운 음향으로 선율을 재

하는 형태의 윤이상의 새로운 시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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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75-80

<그림 3> 루트 연습곡 -2.Adagio,마디 75-80의 멀티포닉스 운지법

다음의 <악보 96>은 세 부분에서 <그림 4>와 같이 고안된 운지로

멀티포닉스 주법이 연주되는데,각 음이 크 센도되며 상승하는 효

과를 표 한다.이 부분은 각각의 음에서 페르마타를 통해 충분히 소리를

유지시키면서 다이나믹 인 변화를 확실히 보여 수 있도록 연주하는

것이 이 부분의 멀티포닉스 주법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악보 96> 루트 연습곡 – 4.Andante,마디 56-58

<그림 4> 루트 연습곡–4.Andante,마디 56-58의 멀티포닉스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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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비 라토(Vibrato/vibrato)

4.7.1.비 라토 주법

음악에서 비 라토 주법은 이 의 비 라토와는 다른 시도를 통

해 확 되고 발 되어왔다.서양음악에서 음악 이 의 낭만시 까지

는 시 분 기와 악기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비 라토를 추구

하거나,곡의 분 기와 연주자의 스타일에 맞추어 임의로 연주하 다.

음악 이 의 비 라토는 곡에 표기되거나 정해진 비 라토가 아닌 연주

자의 미학 표 에 을 두고 표 하 지만, 음악사조와 더불어

작곡가가 곡에서 명확하게 원하는 비 라토의 빠르기나 진동의 폭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표기함으로써 작곡가의 음악 표 에 연주자가 더욱

극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비 라토의 표기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기본 으로 비 라토를

넣지 않는 논 비 라토(non vibrato)와 비 라토를 가능한 많이 넣는

moltovibrato등이 있으며, 는 한 가지 방법의 비 라토만 쓰지 않고

비 라토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템포의 비 라토를 표기함으로써 곡의 표

에 구체 인 작곡가의 의도를 담아낼 수 있다.<표 2>는 그림으로 표

하는 비 라토의 표기 형태를 로 든 것이며,<표 3>은 어 약자로

만 표기하는 비 라토의 표 방법이다.곡에 따라 <표 2>와 <표 3>의

표기가 따로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표 2>그림으로 나타낸 비 라토의 종류와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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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기호로 나타낸 비 라토의 종류와 표기법

<악보 97>은 오퍼만140)의 <Honami> forflutesolo(1994)란 곡에서

쓰인 다양한 비 라토의 표 방법이다.새로운 운지법으로 음색변화를 시

도하면서 표 력 있는 moltovibrato와 정 인 nonvibrato를 사용하여

조시킨 부분이다.윤이상의 작품 ‘Images’fürFlöte,oboe,Violine,und

Violoncello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표기법을 통한 비 라토의 사용을

<악보 2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악보 97>오퍼만 -‘Honami’,p.4staff1&5

140) 오퍼만(Willoffermans:1957-):네덜란드 루티스트이자 작곡가로서 Brabants

Conservatory에서 수학하 으며,클래식 뿐만 아니라 음악,재즈 공연 뿐만 아니라

루트의 음악 확장주법에 많은 기여를 하 으며,그는 7개월에 걸친 세계 일주

루트 연주여행을 실행하여 세계 각국의 악기에 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책

도 발간하 다.그는 네델란드 루 회에서 주는 2002Kuiperprize를 수상하 으며

루트와 악기를 한 수많은 곡을 작곡하기도 하 다.

<http://www.wiloffermans.com/en/index.html>(검색일 2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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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8>은 퍼니호흐의 <Cassandra’sdream song>이란 작품으로

비 라토 표기를 그림과 기호로 동시에 설명하면서 나타낸다.비 라토의

템포 조 ,립 리산도,smaorzato(양 입술의 압력을 조 해 비 라토의

효과를 내는 주법)을 동시에 연주하는 복잡한 주법의 사용을 요한다.윤

이상을 비롯한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때로는 복잡한 표기법과 어려운

연주방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지 않은데,이것은 작곡가와 연주자를

연결하는 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주법이라도 다른 표 을

해 구체 인 표기를 갖는 경우,작곡가가 의도한 주법의 특징을 이해하기

해 연주자의 극 인 해석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악보 98>퍼니호흐 -‘Cassandra’sdream song‘,sheet.2-D

비 라토 주법은 작곡가의 표기방법도 요하지만 본래 연주자 고유

의 비 라토 표 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연주자에 따라 비

라토의 폭과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이다.그러나 작곡가들은 의

도된 음향을 해 표기를 통한 비 라토의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하 고,

연주자들은 곡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비 라토를 표 해냈다.그러나 윤

이상의 작품에서는 ‘거의 비 라토 없이’,‘부드러운 느낌의 비 라토’와

같은 표 들을 통해 연주자의 자유로운 주법 해석에 을 두기도 하

다.이와 같이 특수주법으로 쓰인 비 라토 주법은 연주자의 연주방식에

따라 무한한 표 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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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윤이상 루트 곡의 비 라토 주법

비 라토 주법은 모든 서양 악기의 표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하

고 아주 기본 인 주법이라 할 수 있다.특히 윤이상의 작품에서 비 라

토는 그의 음악 인 표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특히 한국 통

음악 요소 요성을 표 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요성은 그의 음악에

서 트릴,트 몰로,비 라토 등으로 재 되는데,본고에서 다룬 윤이상의

작품 속 비 라토 주법의 경우 자세하고 구체 인 표 보다는 작곡가가

의도한 부분 분 기에 맞춰 연주자가 자유롭게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

다.작품에 나타난 표 으로는 루트 연습곡의 <악보 99>에 나타나는

‘immerintensive,mitnomalem Vibrato(보통의 비 라토로 긴장감을 유

지해서)’그리고 가락의 <악보 100>에 나타난 ‘fastmitVibrato(거의 비

라토 없이)와 ‘dolcissimo,mitVibrato(비 라토를 갖고 매우 부드럽게)’

등이 있다.이처럼 비 라토 주법은 곡의 분 기에 맞는 비 라토를 연주

자에게 자유롭게 요구하며 이 주법의 다양한 변화를 유도한다.그러므로

연주자에게는 작곡가가 원하는 음향 느낌과 분 기를 이해하고 표 하

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루트 연습곡>의 비 라토 주법

다음 <악보 99>부분에서는 보통의 비 라토로 연주하되 세 번째 마

디의 크 센도로 연결되는 강한 음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부분은 비 라토의 템포나 구체 인 표 방법의 지시보다도 연주자의 비

라토의 표 능력에 을 두고 있다.첫 마디의 긴 음가의 지시된 보

통의 비 라토는 보통 템포의 일정한 비 라토를 나타내는데,ff다이나믹

에서 유지되는 긴장감 있는 사운드로 추가 인 표 을 한 노력이 필요

하다.구체 인 표 방법을 제시하자면,음폭을 넓게 하고 볼륨을 최 한

유지하면서 긴장감 있는 소리를 내도록 하며,꾸 음을 통해 연결되는 마



- 115 -

지막 음으로의 방향성을 갖도록 표 할 수 있을 것이다.즉 비 라토 주

법을 통해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을 해석하고 표 할 수 있는 연주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이 부분은 청성곡의 도입부를 연상시키기도 하며,지

시된 비 라토의 특색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해 청성곡을 참고하여 곡

의 특징 표 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악보 99> 루트 연습곡 -1.Moderato,마디 1-3과 청성곡 도입

부



- 116 -

2)<가락>의 비 라토 주법

다음 <악보 100>의 마디 122에서는 Espressivo.fastohneVibrato

(표 력있게.가능한 비 라토 없이 연주하도록)로 지시하고 있는데,이후

마디 128에서는 dolcissimomitVibrato(비 라토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로 연주하도록 지시한다.마디 122마디부터는 다양한 다이나믹의 변화만

으로 느린 템포의 음의 움직임에 표 력을 더하고 있고,마디 128부터는

고음역의 지속음에 비 라토를 더하여 고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부드

럽게 표 되고 있다.구성 으로 느린 마지막 단락의 도입부에서 나타난

이 표 들은 비 라토 없는 음들의 정 인 움직임과 비 라토를 가진 동

인 지속음이 연결되면서 긴장감 있는 도입부를 유도하고 있다.이 두

부분의 비 라토 표 은 직 인 주법의 표 이라기보다 작곡가의 음향

의도를 악하고 분 기를 연출하는 연주자의 표 력에 비 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악보100>가락,마디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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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연주하며 노래하기(Singen und Spielen/singing and

playing

4.8.1.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은 루트로 음정을 연주함과 동시에 목소리

로 허 (Humming)하듯 노래하면서 두 가지 다른 음을 동시에 내는 연주

법이다.이 연주법에 한 기록은 세계 여러 나라 통음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인도, 푸아 뉴기니,라오스,솔로몬 제도 등지의 통

루트 연주 시에 노래나 시가(詩歌)의 낭독과 함께 이 주법이 사용되었다

는 기록141)이 남아있으며, 에서는 재즈 루트 연주에서 자주 쓰이기

도 한다.142)이 주법은 악기음과 허 하는 음성이 같이 연주되므로 다른

음색의 두 가지 음정이 이 주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단조로운 선율에서

입체 인 음향 효과를 수 있다.

<악보 101>는 벤 아못의 <AvisUrbanus> foramplifiedflute143)

(1990)란 곡으로, 루트로 D음을 지속하여 연주하면서,동시에 B음을 노

래로 리산도 하듯이 내리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이것은 ‘결합음

(resultanttones)’144)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듣는 이에게는 음향 으로

루트의 음색과 목소리가 부딪 공명하면서 새로운 음향이 나타나게 되

는데,이로써 두 개의 동시에 일어나는 상행-하행 리산도가 들리게 된

다.즉 루트 음을 제외한 2개의 음가인 노래하는 하행 리산도와 결합

음이라 불리는 상행 리산도의 공명 음향이 나타나는 것이다.이 주법은

다 음향의 새로운 시도로써 음향학 인 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141)http://www.forthecontemporaryflutist.com/etude/etude-07.html(검색일:2015.7.17.)

142)Willoffermans.『Forthecontemporaryflutist』.(최기창 역).세종출 사,1999,p.

51.

143)OferBen-amots(1955-):이스라엘 출생 작곡가.일 피아노를 공부하 고,이후 독

일과 스 스에서 작곡공부를 하 으며,미국 펜실베니아 학에서 박사학 를 받았다.

재 콜로라도 학의 작곡 이론 교수이다.그는'AvisUrbanus’foramplified

flute'란 곡으로 1991년 일본 고베 루트 국제콩쿨의 공모 에서 1등을 수상하 고,

1993년 같은 콩쿨에서 곡을 재 받았다.

144)Resultanttones(결합음):Combinationtone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귀로 진동수가 서

로 다른 두 음을 동시에 들을 때 다른 음(두음의 진동수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음)을

듣게 되는 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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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1>벤 아못 -‘AvisUrbanus’,p.2staff3145)

다음 <악보 102>에서는 악기음과 목소리 그리고 불어로 된 텍스트를

같이 연주함으로써 연극 인 요소를 나타내기도 한다.각국의 통악기연

주에서 악기음과 주문을 외우는 듯한 시가를 목소리로 같이 연주하 던

처럼 음악의 특수 주법들이 통음악의 향을 받아 새로운 음악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102>타 미츠 -‘Voice’,p.2staff.2

<악보103>에서는 크럼146)의 <Voice ofthe Whale> forelectric

145)악보출처

<http://www.johnmcmurter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sing

ing-while-playing-ex-2&catid=2:polyphonic-techniques&Itemid=8>(검색일:20154.10)

146)조지 크럼(GeogeCrumb)은 1929년 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출생하 으며,일리노이

학교와 미시간 학교를 졸업한 후 버크셔뮤직센터에서 공부했으며,1955년부터 2년

간 독일 작곡가 보리스 블라허로부터 배웠다.1959년-1964년 콜로라도 학교에서 작곡

을 가르쳤으며,1965년 이후에는 펜실베니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곡의 특정

부분에 차는 소리,고함 소리 등의 음성 효과를 표 하며 신 인 기법을 사용하

는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George_Crumb>(검색일:20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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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e,celloandpiano(1971)란 곡으로 가면을 쓴 3명의 연주자들이 각각

의 악기 연주에 자음향을 덧입 연주하게 된다.맨 첫 부분에서 루

트 소리와 목소리의 음을 유니즌으로 연주하다가 목소리는 유지한 채 다

시 악기소리를 다른 음으로 바꾸어 연주하는 등의 다양하게 변형된 음향

을 표 한다.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마치 고래의 울음소리와 같은 음향을

표 하기 해 자 음향과 루트 특수 주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작곡가가 원하는 새로운 음향을 해 자 음향이나 특수주법의

사용은 더욱 더 확 되고 있다.

<악보 103>크럼 -‘voiceofthewhale’,p.1.

이 게 다양한 주법 표 이 가능한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은 개개인

목소리의 다양한 표 차이,목소리와 악기음의 음정 계에 따른 무한한

음향조합에 의해서 풍부한 변화와 다양한 음향 연출이 가능하다.이러한

주법의 확장은 루트 작품의 다양한 표 과 극 인 요소를 낳았다.특히

윤이상의 곡에서는 혼합 주법으로 사용되었으며,다 음향과 소음 인 형

태의 표 으로 쓰이게 된다.연주자는 이러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주법을

작곡가의 의도와 음향 특징에 맞게 표 함으로써 루트의 기존 음색에

많은 변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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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윤이상 루트 곡의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

이 주법은 동시에 두음을 내는 다 음향 주법으로서 루트 주법으로

는 단선율 악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수한 주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는 멀티포닉스 주법과 달리 다이나믹의

강약 조 이 가능하고,좀 더 확장된 표 도 가능하다.확장된 표 의

를 들면,이 주법의 노래부분은 다양하게 음정조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음의 표 에 음고의 변화가 더해져 좀 더 입체 인 표 이 가능하다.

즉,음의 수직 인 움직임( 리산도)과 수평 음형(다 음향)을 동시에

주어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단일주법이 아닌 리산도 주법과 같이 사용되었다.

루트의 음은 트릴을 연주하며,노래하는 음고는 리산도함으로써 두

성부의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더욱 입체 인 효과를 주고 있다.

루트의 특성상 넓은 음역의 리산도는 자연스러운 효과가 덜하지만,

노래로 연주하는 경우 음정에 상 없이 자유롭게 리산도 표 이 가능하

다. 루트 연습곡의 <악보 104>에서는 루트를 신해 노래부분을 3도

이상의 음폭으로 확장시켜 리산도하여 효과 인 음향효과를 이루어냈

다.

1)< 루트 연습곡>의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

다음 <악보 104>부분의 마디 59-62에 나타난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

법은 윗 성부의 트릴로 연주하는 루트 음과 아랫성부의 Stimme(목소

리)라고 쓰인 음을 노래로 리산도 하는 형태로서 루트와 목소리 음향

이 동시에 나타난다.멀티포닉스 주법과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은 루

트 주법 에서도 여러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는 다 음향주법으로서

단선율 악기에서는 특수한 효과를 수 있는 주법들이다.특히 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의 경우에는 노래하는 음량과 목소리 톤에 따라 다양한 음

색을 연출할 수 있다.이러한 특수주법의 다양한 시도는 확장된 음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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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함께 끊임없는 음의 움직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인 철학을 내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연주 시 루트의 트릴부분은 상행 진행하거나 음이 유지

되는데 반해 목소리로 허 하는 부분은 하행 진행하는데,이러한 두 성부

의 반진행되는 음고가 더욱 더 입체 인 느낌을 주게 된다.이것은 디미

엔도되는 다이나믹과 하행 리산도하는 노래부분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더욱 사라지는 듯한 음향 효과를 보여 다.작곡가는 이처럼 여러 주법을

조합하여 의도한 음향을 더욱 효과 으로 표 하려 했으며,주법 가능

성 역시 크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악보 104>FluteEtude– 4.Andante,마디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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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더블 트 몰로(DoppelTremolo/DoubleTremolo)

4.9.1.더블 트 몰로 주법

특수기법은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나타내

기도 한다. 한 같은 주법일지라도 쓰이는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표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더블 트 몰로의 연주법은 멀티포닉 트

릴(multiphonictrill)의 경우와 유사하며, 한 운지법과 함께 고안된 트

릴을 연주하는 주법이다.이 주법은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을 표 하기

해 고안된 특수 연주법으로서 지시된 운지법을 갖고 옥타 음향으로 이

루어진 두 개의 다 음향과 트릴을 동시에 연주해야 한다.

E.Koch-Raphael,<forC,Composition>No.58forflutesolo(2002)

에서 나타나는 <악보 105>의 주법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운지법을 통해

다 음향을 트 몰로 주법으로 연주한다.앞서 < 루트 연습곡>의 개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이러한 부분의 새로운 연주 테크닉을 해결하기

해서 작곡가는 연주자와의 긴 한 상호 력이 필요하다.윤이상은 루

트 에튀드를 연했던 루티스트 슈미트와의 긴 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운지법을 만들게 되었다.이와 같이 더블 트 몰로 주법은 새로운 음향

창출이라는 에서 20세기 자유로운 작곡 기법 사고의 확장을 잘 보여

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악보 105>라 엘,‘forC,Composition’,No.58,147)

147)악보출처 Carin Levine.Christina mitropoulos-Bott.『The Techniques of Flute

Playing』,Bärenreiter. 2002.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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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윤이상 루트 곡의 더블 트 몰로 주법

그의 루트 작품에 쓰인 특수 주법들은 주로 음향 인 변화나 곡의

특징 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해 쓰인 경우가 부분이다.당시 작곡가

들도 특수주법을 사용하여 비슷한 시도들을 하 고,곡의 다양한 표 을

해 여러 주법들을 활용하 다.윤이상은 본인의 작품에서 원하는 음향

을 얻기 하여 연주자가 표 하기 어려운 주법들을 사용하기도 하 는

데,148) 루트의 더블 트 몰로라는 주법 한 숙련된 연주자도 많은 연

습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시도하 다.이 주법은 작곡가가 원하는 음향을

하여 연자 던 루티스트 슈미트가 제안한 운지법을 통해 다양한 주

법 시도가 이루어졌다.이러한 음향을 구 하기 해 연주자는 주법에

한 음향 의도와 연주 방법에 한 고도의 집 력을 요한다.

1)< 루트 연습곡>의 더블 트 몰로 주법

다음 <악보 106>에서는 루트 연습곡의 마디 31-35에 걸쳐 더블 트

몰로 주법이 등장하는 부분이다.작곡가가 지시한 운지법을 통해서 각

각의 운지로 트릴을 연주하며 옥타 음향을 다 음향으로 표 한다.그

리고 상행과 하행 리산도 표 까지 해야 하므로 연주자의 미세한 바람

조 능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다 음향에 리산도 주법과 다이나믹의 변화를 동시에 표

함으로써 음향 변화의 새로운 시도를 이끌어내고 있다.이 에 있어

윤이상은 루트 특수 주법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의도한 음향을 하여

여러 주법을 섞어냄으로써 그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를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주법의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도 있지만,한국 통음악의

148)윤이상은 원하는 음향을 얻기 해 유럽 기 시 작품의 경우 어려운 주법을 시도

하곤 했는데,그의 작품 <콜로노이드 소노르>연습 도 에는 오 스트라 트의 첼리

스트가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윤이상 본인이 직 연주를 하여 설득하기

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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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라는 그의 음악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한국 통음악에서

고음을 연주할 때 강한 음악 표 을 해 얇은 갈 청을 떨어냈던

특유의 거칠고 강렬한 청소리를 연상시켜 봤을 때,이 부분의 입체 인

다 음향과 리산도의 표 으로 이루어진 더블 트 몰로 주법은 특수주

법의 새로운 시도이자 한국 통음악의 음향 구 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악보 106> 루트 연습곡 – 5.Allegretto,마디 31-35와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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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다양한 주법들의 혼합 형태

4.10.1.더블 트 몰로,연주하며 노래하기, 리산도의

혼합 주법

앞서 설명한 더블 트 몰로 주법의 특징과 함께,연주하며 노래하기

주법과 리산도주법을 동시에 연주해야 한다.다 음향의 트릴,음성의

조합,그리고 음고의 움직임을 통해 음색 표 에 한 많은 주법의 활용

을 볼 수 있으며,음의 표 에 있어 긴장감을 주어 선율의 다양성을 확보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연주 시에 많은 주법의 연주로 인해 다소 소음

인 음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법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동시에 3가지

주법들을 연주함에 있어 어떠한 주법이 조 더 강조되고 표 되어야 할

지 연주자의 집 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1)< 루트 연습곡>의 혼합 주법

< 루트 연습곡>의 다섯 번째 곡인 Allegretto마디 71-74에서는 더

블 트 몰로,연주하며 노래하기, 리산도 주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복합 인 음향이 나타난다.이 주법은 악보 아래 지시하는 운지법을 갖고

연주할 수 있으며,앞서 다뤘던 <악보 106>의 더블 트 몰로 주법보다

조 더 소음 인 음향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의 주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정상 인 루

트 고유의 소리보다는 많은 음향이 강하게 뒤섞여 들릴 수 있지만,작곡

가가 원하는 작은 다이나믹 안에서 각각의 고유한 주법들의 표 이 골고

루 달 되도록 음향효과에 신경 써야 해야 한다.

그리고 다 음향이나 목소리 주법의 경우, 루트라는 악기에서만 낼

수 있는 고유한 음향 특징을 가진 주법으로 간주 될 수 있겠지만,한편

으로 끊임없는 음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지닌 음을 추구해온 동양음악

사상과도 연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새로운 음악 시도를 지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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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로서 서양의 주법을 통한 동양철학과 한국 통음악의 재해석이

라는 의미로 이러한 주법의 사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악보 107> 루트 연습곡 – 5.Allegretto,마디 71-74와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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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라터 텅잉과 리산도의 혼합 주법

고정되어 있는 음에서 음색변화의 효과를 갖는 라터 텅잉 주법과

음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리산도 주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한국

통음악 인 음향의 재 을 보여 다.이것은 거칠게 나타나는 의 거

친 음색과 음의 끝을 하행 리산도하여 퇴성을 재 하며 한국 통음악

주법 표 양식을 시도한 듯 보인다.

1)< 루트 사 주>의 혼합 주법

다음 악보의 < 루트 4 주>의 <악보 108>에서 나타나는 마디

160-166부분은 2nd AltFlöte와 4th BassFlöte의 음 트에서 라터

텅잉 주법이 서로 교 로 연주되어지는데,음색 인 면에서 루트의

음역이 pp의 라터 텅잉 주법으로 연주 될 경우,텅 비어있는 바람소리

처럼 들려지기도 한다. 부분의 루트에서 라터 텅잉 주법을 사용할

경우에 일반 으로 거칠고 강한 음색이 나타나는데,AltFlöte나 Bass

Flöte의 경우 GrosseFlöte에 비해 취구가 더 넓고 바람을 많이 쓰는 주

법의 특성상 음색 차이가 나타난다.이러한 주법의 표 에 있어서 거칠

면서 텅 비어 있는 듯한 루트의 다른 음색들을 표 해 내기 해 여

러 악기의 음향 특성을 고려한 작곡가의 시도로 보여진다.

마디 160-161에 나타난 4th BassFlöte의 지속되는 E음의 메아리를

마디 161의 마지막 박자의 2ndAltFlöte가 표 한다. 한 마디 162에서

도 2nd AltoFlöte에서 4th BassFlöte으로 서로 이어지듯 서로의 트가

교 로 나타난다.이 때 2ndAltFlöte로 라터 텅잉과 리산도로 이루

어진 혼합주법이 하행 리산도로 곧바로 연결되면서 4thBassFlöte의

라터 텅잉 주법으로 지속성을 확보한다.

한 마디 162-163의 2ndAltFlöte에서 나타나는 지속음의 마지막 부

분에서 라터 텅잉 주법과 하행하는 리산도 주법이 나타나는데.정상

인 음과 연결되어 표 되는 거친 소리는 라터 텅잉으로,하행 리산

도는 퇴성을 연상시키며 한국 통음악의 특징을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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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루트 사 주,마디 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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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라터 텅잉과 드톤의 혼합 주법

두 가지 주법 모두 루트의 정상음보다는 소음 인 음향을 갖는다.

주로 라터 텅잉 주법은 를 떨어 소리를 변화시키고, 드톤 주법은

불어내는 바람의 변화를 일으켜 바람소리를 의도 으로 섞어내는 음색변

화의 효과가 있다.이 두 가지 주법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각의 단일주

법의 표 보다 더욱 소음 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마치 의 바람소

리를 더욱 거칠게 표 할 수 있는 혼합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의 작

품에서 이 혼합 주법은 (Fltzg )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1)< 루트 연습곡>의 혼합 주법

다음<악보 109>과 <악보 110>에서는 라터 텅잉과 드톤 주법이

동시에 쓰인 부분이다.이 혼합주법에서 공통 으로 쓰인 기호는

음고가 들리게 하면서 거친 바람소리를 내라는 지시이다.이 부분에 라

터 텅잉주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빠른 음형의 선율선을 두드러지게 표

하며,단일 주법의 사용보다는 더욱 강한 소음효과를 내어 두 가지 주

법의 혼합 사용으로 강한 시 지 효과를 얻는다.정 인 지속음에서 시김

새 역할을 하는 빠른 음형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악보 109>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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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0>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20-23

<악보 111>의 마디 36-39부분은 음고 변화를 통한 리산도와 다이

나믹의 표 을 드톤 주법과 함께 표 하고,마디 39부분은 사라지는 음

향에서 라터 텅잉 주법과 드톤 주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거칠고 비어

있는 듯한 음색을 음역에서 표 하고 있다.이 부분의 혼합주법의 사용

은 단일주법보다 조 더 거칠고 소음 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의 거

친 바람소리를 연상시키는 곡의 분 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악보 111> 루트 연습곡 -4.Andante,마디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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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윤이상 루트 작품에 나타난 특수 주법의 양상

윤이상의 다섯 개 루트 곡에서 나타난 특수 주법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여러 가지 특수 주법들이 루트 선율에 나타날 때

주로 음색의 변화나 빠른 음형의 움직임을 강조하고,주법의 특수한 음향

을 통해 한국 통음악의 표 요소로도 쓰이고 있다. 리산도 주법은

자유로운 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한국 통음악의 추성과 퇴성주법을

재 하 고, 라터 텅잉과 드톤 주법은 거친 음향을 표 하면서

의 음색을 연상시키는 주법으로서 사용되었으며,반 로 하모닉스 주법은

고음의 표 에 사용하여 여리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듯한 음색변화의 효과

를 주었다. 한 키클릭 주법은 키를 두드리는 행 를 통해 동 인 움직

임을 통한 극 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고,멀티포닉스와 연주하며 노래

하기 주법은 단선율 악기에서 다 음향을 통해 새로운 음향 시도를 하

고 있다.그리고 더블 트 몰로 주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혼합 형태의

주법을 사용하여 각 주법들의 음향이 서로 상승효과를 이루면서,부분

표 이 강조되고 때로는 소음 효과를 냄으로써 단일주법의 표 보다 더욱

입체 인 음향 효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에서 쓰인 빈도수로는 리산도, 라

터 텅잉, 드톤 세 가지 주법이 단연 우선순 를 차지한다.이 주법들이

많이 사용된 이유 하나는,이러한 주법들이 한국 통음악,특히 이

라는 악기의 음향을 묘사하는 데 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과 루트는 악기 구조나 연주법상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윤이상은

두 악기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음향 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즉

한국 통음악의 추성과 퇴성은 리산도 주법으로, 의 음색은 라터

텅잉과 드톤으로 표 함으로써 작곡가의 고유한 음악 소재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이외에도 키클릭,멀티포닉스,연주하며 노래하기,더블 트

몰로 등의 특수주법들이 그의 루트 작품에서 나타난다.이는 음

색 변화나 단선율 악기에서의 다 음향 는 타악기 효과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작곡가는 이를 통해 보다 새로운 음향세계를 탐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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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것이다.

추가 으로,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다양한 비 라토 주법의 경우에는

한국 통음악의 요성을 재 했다고 볼 수 있다.한국 통음악에서는 연주

자가 요성이나 시김새 등을 표 할 때 개인의 성향이나 곡의 성격에 따

라,지역과 유 에 따라 같은 곡일지라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이

는 특히 구 으로 해졌던 민속음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이러한 통

음악 요소의 다양한 표 을 재 하려 했던 그의 작품 속에서 비 라토

주법은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본고에서 다룬 5개의 작품

속 비 라토 주법의 경우 빈도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루트 주법

으로 요성을 재 한 경우 비 라토 주법을 신하여 빠른 트릴이나 큰 음

정 폭을 가진 트 몰로 주법으로 신하여 표 된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특수주법을 심으로 다룬 본고의 특성상, 루트의 트릴과 트 몰로 주

법은 루트 연주자들에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일반 인 테크닉이라고 생

각되어 작품 연구 범 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윤이상의 루트 곡에서 나타나는 특수 주법의 경우,곡의 분 기나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같은 주법이라도 조 씩 표 이 달라지기도 하며,

다양한 표 방법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주법 특징들이 그의 곡을 다양

하고 입체 으로 들리게 하며,그의 작품에 나타난 고유의 음악 언어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더불어 그의 루트 작품에서 나타난 특수 주

법은 한국 통음악 요소인 자유로운 음의 움직임과 의 음색을 재

하며 나타난 다양한 음향 표 으로서 음악을 개해 나갔다.마지막으

로 이러한 주법의 표 을 통해 그의 고유한 어법을 작곡요소로써 활용했

을 뿐만 아니라,주법의 결합 확장을 통해 음향 효과를 극 화하

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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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된 루트 종류) 단일 주법(빈도수) 혼합 주법(빈도수)

<가락>(GrosseFlöte)

리산도(6)

라터 텅잉(7),

비 라토(2)

<연습곡>

1.Moderato

(GrosseFlöte)

키클릭(1),

비 라토(1)

2.Adagio

(Alt-Flöte)

리산도(2),

라터 텅잉(13)

드톤(13),

키클릭(15),

멀티포닉스(10)

3.Allegro

(Piccolo-Flöte)
리산도(11)

4.Andante

(Bass-Flöte)

리산도(15), 라터 텅잉 +

드톤(3),라터 텅잉(7),

리산도 +트릴 +

연주하며 노래하기(4)

드톤(12),

멀티포닉스(3),

연주하며 노래하기(3)

5.Allegretto

(GrosseFlöte)

리산도(20),
리산도+트 몰로(6),

리산도 +

더블 트 몰로(5),
하모닉스(5),

리산도 +

더블 트 몰로 +

연주하며 노래하기(2)
키클릭(1)

< 루트 주곡>

(Alt-Flöte,GrosseFlöte)

리산도(6),

라터 텅잉(9)

드톤(4)

< 루트 사 주>

(GrosseFlöte,

Alt-Flöte,

Piccolo-Flöte,

Bass-Flöte)

리산도(29),

리산도 +

라터 텅잉(4)

라터 텅잉(19),

키클릭(2),

<소리>(GrosseFlöte)
리산도(32), 리산도 +

라터 텅잉(1)라터 텅잉(4)

<표 4>작품별 특수주법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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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동양의 사상과 음악을 서양 음악에 융화시킨 20세기 작곡가 윤이상

은 새로운 음향과 자기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를 통해 서양 음악계에 등장

했다.새로운 음향 창출에 한 시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당시,동아

시아 사상과 한국 통음악을 소재로 한 그의 음악어법은 서구의 작곡가

들과는 다른 신선한 음악 시도로 여겨졌다.그리고 그의 사상 배경이

된 도교철학의 정 동 사상은 다양한 장식음,비 라토, 리산도,과장된

다이나믹 처리 등을 통해 표 되었고,이처럼 머물러 있는 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동하는 음향은 새로운 음악소재를 갈구하던 서양음악계에 큰

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이 신선한 음향의 발원지로 그가 한

국에서 자주 했던 소리나 불교음악,한국 통악기의 선율 등 한국음

악에 한 애착을 꼽을 수 있다.그의 이러한 음악 경험과 한국 통음

악에 한 깊은 이해와 심은 작품의 고유한 음악 소재로 사용되었고,

특수 주법으로 구 되거나 나아가 새로운 역의 주법을 개척하기도

하면서 신선한 음향을 만들어내었다.특히 한국의 통 악기인 의

주법과 음향 으로 유사한 면이 많았던 루트를 통해 많은 시도가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루트의 특수주법의 양상을 연구한 논문으로서 작품 상을

루트 독주곡인 < 루트 연습곡>과 <소리>,피아노와 루트를 한

<가락>,< 루트 사 주> 그리고 < 루트 주곡> 등 주로 루트 주

법의 다양한 표 이 활발히 이루어진 곡들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이어

의 호환 가능한 주법들을 연구하면서,그의 작품에 나타난 루트의

특수주법들이 의 주법에서 많은 부분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곡의 루트 작품에 나타난 특수 주법의 사용 빈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주법이 주를 이룬다.한국 통음악의 추성,퇴성을 재

한 리산도 주법, 의 거칠고 공허한 음색을 재 한 라터 텅잉과

드톤 주법이 작품 표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그리고 작품 속 다른

특수 주법들(키클릭,멀티포닉스,연주하며 노래하기,더블 트 몰로)의 경

우에도 단일주법으로 쓰이거나 여러 가지 특수 주법들이 동시에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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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 내거나 특징 인 부분을 강조하

고 변화시키기 한 표 수단으로 사용된다.이러한 주법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연주자는 각 주법의 표 에 미묘한 차이를 이해

하고 표 해야 한다.때로는 작곡가가 원하는 음향을 악보에 지시된 그

로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는 작곡가가 의도하고 있는 음향 특징들을 고

려하여 연주자가 주법에 담긴 의미와 연주법 등을 해석해야 하는 유연성

이 필요하다.

20세기 루트 특수주법들은 연주자가 작품과정에 직 참여하게 되

면서 더욱 발 하고 다양해졌다.윤이상 한 여러 가지 주법들을 다양하

게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작품에서 원하는 음향을 만들어내기 해 연주자

의 의견을 극 수용하고 연주 주법 인 부분에 해 의논하면서 새로운

연주법들을 개발하여 루트 주법의 확장에 기여하기도 했다.특히 그는

고유한 음악 의도를 담기 해 같은 주법을 다양하게 표 하 고,구체

인 지시를 악보에 기도 하 다.이는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을 나타내

기 한 열정과 노력의 증거라 할 수 있으며,표 의 극 화를 이끌어 내

려는 작곡가와 연주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곡의 표 에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어법과 음향을 담아내

려했던 작곡가의 노력은,연주자의 곡에 한 높은 이해와 끊임없는 연구

에 의해서 더욱 완성될 수 있다.한국 통음악과 동양사상을 서양 음악

어법으로 옮긴 작곡가의 고유한 음악 어법을 연주자가 효과 으로 표

하고 연주하기 해서는,그의 다른 루트 작품에 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본 연구자가 다루었던 다섯 개의 작품 이외에도

다른 루트 독주곡이나 실내악 곡에서 특수주법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데,이것을 종합해서 다루지 못한 을 아쉽게 생각한다.본 연구자는 이

번 연구를 통해 연주자로서 주법과 표 에 한 다양한 근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그의 루트 작품을 다루게 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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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xtendedTechnique

ofIsangYun’sFluteWorks

Jae-LyoungLa

DepartmentofMusic

GraduateSchoolofMusic

SeoulNationalUniversity

IsangYunisarepresentativecomposerof20th centuryandhe

pursuedhisownoriginalwayinEuropeancontemporarymusicalworld

byunfoldingEasternmusicwithWesterninstruments.Influencedby

Koreantraditionalmusic,healsostudiedandexperiencedmanyother

countries’musics such as Japanese,French,and Germany.These

experiences established his musical sense of values,ideas,and

aestheticalframewhich wecan feelfrom hisworkswith peculiar

musicallanguage.Especially,heputhisheartandsoulintomerging

EastAsianmusicandWesternmusictogetherbycomposingEuropean

avant-gardemusicwithEastAsianstylesandaesthetics.

Hetried togetfresh andnew soundby performing Western

instrument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playing

technique.AmongmanyWesterninstruments,fluteattractedhim the

mostbecauseitssoundhaswiderangeanditcanflexiblyexpress

variousdynamicsounds.Hesaidthatfluteisthebestinstrumentfor

hismusicalworksandheoftencomparedittoDaeguem whichisa

Koreantraditionalinstrument.So,itwasnaturalforhim tocompose

lots offlute works affected by Daeguem’s playing techniqu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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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His attempts to harmoniously combine Eastern and Western

musiccontributednotonlytoletKoreantraditionalmusicbefamous

butalsotoenlargethecontemporaryflutetechnique’sdomain.

ThisthesiscarefullyselectedandstudiedIsangYun’sfiveworks

<‘Garak’fürFlöteundKlavier>(1963),<EtudefürFlöteSolo>(1974),

<Konzert für Flöte und kleines Orchester<(1977),<Quartett für

Flöten>(1986),<‘Sori’fürFlöteSolo>(1987).Thereasonforchoosing

thesefiveworksisthatallofthem usefluteasaprimaryinstrument

and Ithink they show flute’sExtended Techniquevery welleven

thoughtheyhavedifferentmusicalconfigurationssuchassolo,duo,

concertoandquartet.

This thesis focused on considering which are best playing

technique as a flutistto conform with composer’s intention and

expression.

Keywords:Isangyun,Flute,ExtendedTechnique,Daeguem, Element

ofKoreanTraditionalMusic,ElementofComposition

StudentNumber:2004-3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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