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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창작 국악은 죽헌 김기수를 시작으로 많은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이 여러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국악기의 연주영역을 확대하며 더욱 더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곡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중 서(Reed)를 이용하여 다른

악기보다 더욱 폭넓은 표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리와 태평소

의 창작곡은 다른 악기의 독주곡이나 협주곡보다 그 수가 극히 적다. 하

지만 현대에 작곡되는 많은 관현악곡과 협주곡에서 태평소의 비중이 나날

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악기의 정확한 운지법과 음정, 연주법을 정리할 필

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태평소의 음정과 운지법을 정리하여 연주법의 정리 및 개발

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통음악의 선법이나 장단을 바탕으로 현대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한 조원행 작곡 <연가>의 독주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태평소의 종류와 쓰임새를 정리하여 손 짚는 법의 사용법과 그에

따른 음역과 음정을 정리하였다. 태평소의 일반적인 운지법과 특수한 운

지법을 모두 정리하여 연주 가능한 음들을 저음역과 고음역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A♭관 태평소는 피리의 B♭민요관, 대금 및 소금 등의 관악기들과

실음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음계를 가지므로 합주는 가능하지만 악기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연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소화하기 위

해서 태평소는 악기의 구조로 인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곡들에서

는 가능하지 못했던 강약표현의 조절, 음색의 변화, 빠른 악장에서의 반음

계 연주기법, 동음다른지공 주법 등을 사용하여 연구했다.

셋째, <연가>는 전체 3악장의 곡으로써 장단 및 리듬의 변화와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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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및 발전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작곡가의 기법이 담겨있으며 각 악장

의 중간과 사이에 3번의 연결구와 2번의 카덴짜 부분이 쓰였다. 악장마다

다른 리듬과 장단으로 주제를 확대시키며 진행하였고, 조바꿈을 하거나

연주음역대의 확장, 템포의 변화로 독주악기의 선율을 다양한 형태로 발

전시켰다.

넷째, <연가>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음악어법이 조

화롭게 사용된 곡으로 리듬과 선율 모두에서 고른 조화를 보인다. 악기편

성은 전통악기로 구성이 되어있고 관현악과 독주악기의 조화 또는 대비로

곡의 화성적인 느낌이 풍부하게 살아있다. 또한 독주악기의 주법에 있어

서도 현대적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이 곡에서 연주되는 독주선율은 4/4박자, 3/4박자, 6/8박자, 12/8

박자, Free Tempo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곡가는 이 리듬 위에 전통음악의

선법을 대입하여 작곡하였다. 리듬의 변화에 있어서 <연가>라는 표제의

의미를 바탕으로 작곡가가 전통 음악적 느낌을 가지고 전개시켰다.

여섯째, 이 곡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메나리조, 남도 계면조 등의 음계

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선법 안에서 단음계 또한 사용하면서 선율진행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2악장의 중간에 조바꿈을 하면서 주제 선율의 변화를

주어 제1카덴짜와 제2카덴짜 간의 더욱 폭 넓은 진행과 스케일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태평소의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연주자들

이 경험적 지식으로만 연주하던 주법과 운지법을 피리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정리하고 시도해보았다. 정리된 연주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연구한

조원행 작곡 <연가>는 현대 음악적 어법과 전통음악의 선법의 조화, 리

듬의 변형과 반복, 반음계와 넓은 음역대 사용, 폭넓은 악상표현의 특징을

보여주는 곡으로 다양한 연주법이 요구되는 작품으로 해석했다. 작곡자

특유의 감성을 ‘반복과 확장’이라는 작곡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음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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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이고 본질적인 미학을 살릴 뿐만 아니라 특히 연주자와의 소통을 통

하여 태평소 본래의 악기의 특성을 살리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

였다.

-----------------------------------------------------------

주요어 : A♭관 태평소, 조원행, 선법, 반음계 연주기법, 연가,

동음다른지공 주법

학 번 : 2005 – 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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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생성과정이 한 명의 작

곡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

해 다듬어 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

음악을 역사적 지속성을 가진 오늘날의 음악으로 재탄생 시키는 창작활동

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39년 김기수1)에 의해 작곡된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2)을 시작으

로 창작국악의 시대를 열었고 1960년～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작곡

가들이 새로운 음악의 창작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전

통음악을 현대적인 음악형태로 재구성하는 시도들이 일어나는데 그 흐름

은 현대의 모든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피리와 태평소의 창작활동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 미

비한 수준이었는데 이강덕 작곡 ‘메나리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이상

규 작곡 ‘자진한잎’ 등 지금까지도 연주되고 있는 몇 곡들을 제외하면 그

수는 지극히 적다.

특히 태평소는 관현악이라는 형태에서 주제선율이나 짧은 악구 정도만을

연주할 뿐 황호준 작곡 ‘검은 평화’, 김영재 작곡 ‘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태평소 협주곡’ 등을 제외하면 독주악기로서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협주

곡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피리와 태평소는 높이가 달라도 그 음역대가 비슷하고, 서(Reed)를 만드

1) 죽헌(竹軒)김기수(1917～1986) :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71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예

능보유자가 되었다. 1973년에는 국립국악원장직을 맡았으며, 1977년에는 국립국악고등

학교장을 지냈다. - 한명희 外 “우리 국악 100년” <한국문화예술총서> 제4권 (서울현

암사, 2001)

2) 1939년 이왕직아악부에서 현상 공모한 신곡 모집에 당선된 곡으로 이 작품을 현대 국

악 창작의 효시라고 본다. - 한명희 外 “우리 국악 100년” <한국문화예술총서> 제4권

(서울현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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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료는 달라도 그 형태가 같은 겹서를 쓰는 악기로서 음량과 음색의

조절이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표현력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고 현대의 창

작곡에서 나날이 그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연주 주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태평소의 종류와 쓰임새를 정리하고 손 짚는 법과 음역대를

연구하여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음정과 주법을 바탕으로 연주법을 살펴보

았고 그것을 조원행 작곡 태평소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연가>의 악곡

구조와 선율 진행의 분석에 적용시켜 봄으로서 다양한 표현들과 연주법의

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고에서는 2006년에 작곡된 조원행의 태평소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연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격적인 작품분석 이전에 태평소의 역사와 쓰임새, 종류를 정리하고 손

짚는 법과 음역 · 음정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반음계의 연주 및 새로

운 주법을 창작곡에 실제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그 음악적 배경이나 성향을 살

펴보아 작품의 창작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전체적인 곡의 구조와

악기의 편성도 파악하였다.

태평소의 선율 분석과 리듬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작곡가가 직접 분류한

3개의 악장과 연결구, 카덴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리듬의 변화와 조바

꿈, 속도변화, 주제선율의 제시와 확장이 되는 구조를 태평소의 연주법과

관련시켜 분석하였고 관현악과의 화성적 대비, 리듬적 대비 또한 고찰하

였다.

이를 통해 태평소의 운지법, 주법, 표현력에 있어서 연주 시 더욱 더 폭

넓은 연주기법을 제시하였고 작곡가의 표현적 기법들에 대해서도 분석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원행 작곡 <연가>의 악보는 작곡가에게 직접 받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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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음반 자료는 충청북도 영동군의 난계국악단3)4) 제3

집 음반5)을 참고하였다.

3) 난계국악단 :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분이신 난계 박연의 업적과 예술적 혼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고장인 영동의 문화사절로서 영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음악을 전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창단하였다.(영동군청 홈페이지)

4) 난계 박연(朴堧) : 1378～1458 세종 때의 문신(文臣). 음률가(音律家). 자(字)는 단부. 호

(號)는 난계(蘭溪). 시호(諡號)는 문헌(文獻). 고려 우왕 4년(1378)2월 20일 영동(永同)

출생. 태종 5년(1405)에 생원, 태종 11년(1411)에 진사에 등과한 뒤, 집현전 교리, 세자

시강원 문학 봉상판관 겸 악학별좌, 대호군, 관습도감사, 공조참의, 첨지중추원사, 중추

원부사, 인순부윤을 거쳐 보문각제조를 역임했으며, 세조 즉위년(1455)에 향리로 돌아

가 세조 4년(1458) 3월 23일 영동에서 81세로 작고하였다. 세종 8년부터 편경을 비롯한

많은 아악기 제작을 완성하고, 특히 중국계 아악의 정리에 공이 크다. 세종 7년 이후로

중국계 아악의 제도, 아악기 제작 등에 관한 상소문(上疏文)만도 수십 편이 있다. - 장

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5) 난계국악단 제3집 음반 中 태평소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연가>, (연주:김경아,

KBS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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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본 론

1. 태평소의 일반적 주법 분석

가. 태평소의 개요

태평소(太平簫)는 팔음(八音)에 의한 분류6)로는 목부(木部), 음악 계통

에 의한 분류7)로는 당부(唐部)에 해당하는 악기로서 호적(胡笛) · 호적(號

笛) · 쇄납(瑣吶) · 소이나(蘇爾奈) · 쇄나(瑣㖠) · 철적(鐵笛) · 날나리 등

의 다른 이름이 있다. 관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여 원추형(圓錐形)으로

만들고 목관 끝에 동팔랑(銅八郞)을 잇대어 놓는다. 상단에는 동으로 만든

동구가 따로 있고, 그 끝에 갈대로 만든 작은 서(Reed)를 꽂아 사용하며

지공이 뒤에 1개, 앞에 7개로 되어 있다. 회족(回族)이 쓰던 악기로 고려

말에 서방(西方)에서 들어왔으며 군중(軍中)의 대취타(大吹打), 종묘제례

악(宗廟祭禮樂)인 정대업(定大業) 중 소무(昭武) · 분웅(奮雄) · 영관(永

觀)등에 쓰였으며 농악(農樂)과 사찰(寺刹)등의 음악에도 사용된다. 조선

의 제9대왕 성종 때에는 모든 음정이 향피리와 같았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재에 연주되는 악기는 전통태평소 한 종류 밖에 없으나 그 안에서 쓰

임새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취타와 농악에서 연주되는 ‘능계’ 가락이

나 ‘시나위’ 가락 등을 연주할 때 쓰이는 태평소는 모든 지공을 다 막고

연주했을 때 나는 음이 B♭인 B♭관 태평소이다. 하지만 기본 음정(본청)

이 F음정이 되므로 다른 악기와 합주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창작 관현

악에서 다른 악기와 같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본청이 E♭음이 되는

A♭관 태평소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개량된 태평소는 악기 제작자 남갑진이 만든 태평소Ⅱ8)나 ‘국악

6)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된 분류법

7)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나타난 분류법

8) 1983년경 작곡가 이상규가 악기 제작자 남갑진에게 의뢰하여 만든 것으로서, 태평소의

관(管)을 길게 하여 피리 서(reed)를 꽂아서 불도록 한 것이다. - 박범훈, “국악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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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량위원회’에서 만든 저음·중음·고음 태평소9)등이 있으나 기존 태평

소의 특징과 음색 등을 많이 갖추고 개량되지 않아 현재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나. 태평소의 음계 및 사용

1) 음역과 음정

가) 음역

(1) 저음역

저음역은 피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법 없이 입김만으로 연주되는 음

역대이다. 가장 낮은 A♭음은 7관 손 짚는 법에 의해 연주될 수 있는 음

이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연주된다. 하지만 필자의 주법과 경험으로 6관

손 짚는 법의 A음정을 내는 지공에서 입술을 풀어서 연주하는 기법으로

A♭음정도 낼 수 있으므로 저음역대의 최저음과 최고음을 구분해보면 A♭

음부터 한 옥타브 위의 A음까지라고 할 수 있다. 저음역의 구성음은 반음

계를 포함해 다음과 같다.

구성음 – A♭, A, B♭, B, C, D♭, D, E♭, E, F, G♭, G, A♭, A

(2) 고음역

태평소의 고음역은 단소와 마찬가지로 같은 운지법으로 입김을 세게 넣

어 한 옥타브 위의 음정을 내는 원리이다. 같은 지공에서 입김으로 조절

하여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연주 방법도 어렵고 반음계의 연주는 더욱 더

해”(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121

9) 1985 ～ 1989년 ‘국악기 개량위원회’에서 만든 태평소로서 <국악기 개량 종합보고서>

111쪽 “개량 태평소와 기존 태평소와의 스펙트럼 분석에 관한 연구”(안수길, 서울대 공

대교수)에 소개되어 있다. - 박범훈, “국악기 이해”(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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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고음역대의 구성음은 6관 손 짚는 법으로

연주할 때 A음부터 F음까지 낼 수 있다.

구성음 – A, B♭, B, C, D♭, D, E♭, E, F

나) 음정

음정은 가장 보편적인 운지법과 특수한 운지법까지 정리해 보았다. 보

편적인 운지법이라 함은 가장 밑의 지공부터 순차적으로 손가락을 떼는

방법과 입술의 조정으로 내는 방법이고 특수한 운지법은 지공을 순차적으

로 떼지 않고도 반음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고음역의 B♭음이나 C음

등을 낼 때 앞의 1공을 떼는 이유는 악기의 고유특성상 음이 한 옥타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음악에서도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방법이다.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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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C>

<D♭> <D>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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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G>

<A♭>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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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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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짚는 법에 따른 주법

태평소의 음역은 악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음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7관 손 짚는 법10)을 사용하여 8개의 지공을 모

두 막고 연주한 음이 A♭음이었을 경우에는 다음 <악보 1>11)과 같은 음

역이 연주될 수 있다.

<악보 1> 7관 손 짚는 법에 따른 태평소의 음역(A♭관)12)

태평소는 전통음악에서는 7관 손 짚는 법으로 연주하는 곡이 없어 연주

자들도 주법에 익숙해 있지 못하며, 주로 6관 또는 5관 손 짚는 법을 사

용하여 연주한다. 6관 손 짚는 법은 5관 손 짚는 법에서 밑의 한 지공을

더 막는 연주법이며 음역은 5관 운지법보다 반음을 더 낮게 낼 수 있다.

사용되는 곡은 대취타, 남도 시나위 등이 있으며 5관 손 짚는 법의 대표

적인 곡들은 농악의 능계 가락이나 민요, 사찰음악 등이 있다.

5관 운지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정은 <악보 2>와 같다.

10) 7관 손 짚는 법: 피리와 마찬가지로, 태평소 앞면의 지공 7개를 사용하여 연주함을 뜻

한다.-박범훈, “국악기 이해”(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107

11) <악보 2>의 음역 중 가장 높은 F음은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 연주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더 높은 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주에 활용할 수 있

는 음역은 무리한 주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음역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박범훈, “국악기 이해”(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4), P107

12) A♭관: 태평소 지공(앞7공, 뒤1공)을 모두 막고 연주했을 때 소리 나는 최저음을 기준

으로 관을 지정했다. (피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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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5관 손 짚는 법에 따른 태평소의 음정(A♭관)

<5관 손 짚는 법에 사용되는 운지>

<악보 3> 5관 손 짚는 법의 사용(능계 中 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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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5관 손 짚는 법의 사용(범패 中 천수바라)

<6관 손 짚는 법에 사용되는 운지>

<악보 5> 6관 손 짚는 법의 사용(대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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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음계의 연주와 동음다른지공 주법

태평소는 B♭, C, E♭, F, G의 5음이 가장 안정적으로 소리 나는 악기이

므로 창작음악에서 그 이외의 음들은 모두 정확히 연주하기가 어렵다. 특

히 반음계는 어떤 한 음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하고 A♭, A음

정 같은 경우는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운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음계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악기가 낼 수

있는 정확한 음정의 숙지와 반음계 연주의 가능성 여부, 연주가 어려울

경우 다른 운지법의 선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5관 손 짚는 법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음정은 다음과 같다.

<악보 6>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태평소의 반음(5관 운지법)

<악보 6>에서 순차진행하는 반음은 빠르지 않은 템포로 모두 연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음역대의 음들은 악기의 문제나 연주자의 주법 상 어

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음역의 D♮음정은 경과음 없이 단독으로 연

주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들은 순차진행하거나

보조음이나 경과음을 사용할 때 곡의 박자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다면 연

주가 가능하다. 반대로 템포가 너무 빠르면 쉽게 낼 수 있는 반음도 연주

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고음역과 저음역을 넘나들거나 반음으로만

연결이 되면 연주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

<The Children of Sanchez>13)에서 보면 조표가 플랫(♭)이 하나만 붙

13) 산체스의 아이들(The Children of Sanchez)은 1978년에 개봉된 앤소니 퀸(Anthony

Quinn)주연의 동명의 영화주제곡이다. KBS국악관현악단의 이준호 지휘자가 편곡

하였고 수석연주자 김경아의 태평소로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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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피리와 조가 같은 악기인 태평소로는 E♮음과 A♮음을 포

함한 여러 음들을 반음계로 연주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E♮음정은 E♭지

공에서 반음을 끌어올려 연주하는 방법과 F지공에서 반음을 끌어내려 연

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의 진행과 운지법상의 편리성을 고려해 연주해야

한다. 또한 A♮음정은 A♭지공에서 반음을 올려 저음역에서 연주하는 방

법과 고음역에서 6관 손 짚는 법으로 연주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앞뒤의

음진행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주할 때 나오는 실음은 높이가 같은 음정이

나 연주할 때 짚는 운지법이 달라지는 것을 ‘동음다른지공’14)주법으로 명

명하여 뒤의 연주법에서 실제 적용시켜 분석했다.

<악보 7> The Children of Sanchez(D♮음, E♮음, A♮음정의 사용)

14) 피리정악의 ‘두이중려’의 기법처럼 같은 음을 다른 지공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필자가

임의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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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라>15)의 제24마디, 28마디에서 고음역의 D♮음정의 사용

을 보면 C음정을 경과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C음정이 없다면 G음

(저음역)에서 D♮음(고음역)으로 도약하거나 마디의 중간에 숨을 쉬어 단

독으로 음을 내야하는데 이는 태평소의 특성상 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악보 8> 아름다운 나라(경과음을 통한 D♮음정의 사용)

<방황>16)의 제81마디, 85마디의 A♭음정은 C음 중심의 남도계면조 음

계에서 꺾는 음에 해당하므로 퇴성연주가 어려운 A♭지공에서 내는 것보

다 G음에서 반음을 올려 연주하는 것이 악상의 표현에서 낫다.(동음다른

지공 주법)

15) 신문희(성악가)의 <Moony>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국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된

곡이다.

16) 작곡가 이경섭의 작품으로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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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방황(동음다른지공 주법을 통한 A♭음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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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평소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연가戀歌> 분석

가. 작품 개관

1) 조원행의 작품 세계

1968년 3월 14일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고교 시절까지 청주에서 보낸

작곡가 조원행은 어린 시절 우연히 국악기인 단소를 배우면서 우리 음악

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국악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고 중앙대학교 국악

과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된다.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전인평에게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작곡

을 배웠으며 개인적으로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을 선호하여 그의 영향을

받아 본인의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졸업 후 전통음악의 객관적인 판

단과 이해를 하고자 유학을 결심, 뉴욕시립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미국

에서 Noah Crashvisky와 뉴욕 필하모닉 부지휘자 Tanya Leon에게 사사

받았다.

그는 국악 뿐 아니라 뮤지컬음악, 음반 프로듀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

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으며, S.C.U Conductor institute 수료, 동아콩쿨 및

미국음악학회에서 주관하는 I.S.A.M 작곡상, 대한민국 작곡상 등을 수상

하여 실력을 인정받은 작곡가이다.

또한 APEC 2011 MUSIC 페스티벌 음악감독 역임, 서울시 청년예술단

음악감독 역임, 국립극장문화동반자 음악감독 등의 활동경력이 있으며 중

앙대학교, 충주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17).

현재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하고 있는 조원행은 1993

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발표하여 왔는데, 그 작품 경향을 보면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접목, 뚜렷한 동기의 제시, 한국 전통음악 선법(메나

리조, 남도계면조등)과 단음계의 조화로 표현되는 선율에 있다. 그는 전통

음악의 기법을 현대의 창작곡에 그대로 대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만의

17) 이선아, “조원행의 <진혼>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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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우리의 전통음악과 악기의 미학을 오늘날의

소리로 재탄생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자칫 단조로워 질 수 있

는 국악창작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조원행의 작품 세계는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어법을 조화시키

며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현대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다.

2) 작품 해설

이 곡은 난계국악단의 위촉 곡으로 2006년에 완성되었고 2007년에 김경

아의 연주로 영동군 난계국악당에서 초연되었다. 작곡가는 이 곡을 피리

를 위한 협주곡으로 만들었다가 태평소의 협주곡이 그 수가 적고 또한 악

기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한

다. 이는 작가의 작품 해설이다.

“이 곡은 피리로 연주되었던 곡을 태평소로 연주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 여러 유형

의 장단 변화를 통해 곡을 발전시키고 태평소로 사랑을 노래하는...조금은 강한 느낌의 표

현이기에 곡 전체에 편안한 주제 선율을 대입시켜 사랑을 노래하듯이 만들어 보았다.”

현재 난계국악단, 청주시립국악단, 서울시 청소년예술단 등 전국의 여러

악단에서 태평소의 협주곡으로 많은 연주가 된다.

3) 악기 편성

이 곡에는 총 13가지의 악기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악기에는 25현 가야

금, 거문고, 대아쟁, 소아쟁, 해금이 있고 관악기로는 독주악기를 제외하면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가 편성되었다. 타악기에는 장고, 심벌, 모듬북과

차임벨이 사용되었다.

악기 편성의 특징으로는 작곡가가 평소에 즐겨 쓰던 서양악기의 조합이

나 많은 타악기가 보이지 않는 점인데 이는 태평소가 음량이 크고 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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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종류 악기명

독주악기 태평소

관악기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현악기
해금, 25현 가야금, 소아쟁,

대아쟁, 거문고

타악기 장고, 심벌, 모듬북, 차임벨

가는 음색을 가진 악기임에도 연가(戀歌)의 느낌을 살리고 화성적인 아름

다움과 독주악기와의 대비를 전통적인 국악기로 표현하고 싶은 작곡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가>의 악기편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가>의 악기 편성

4) 악곡 구조

이 곡은 크게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박자의 변화와 주제 선율

의 변화로 악장 안에 포함된 부분까지 더해 2개의 카덴짜18)와 3개의 연

결구로 나뉜다.

1악장은 4/4박자의 빠르기로 구성되어 있고 Intro(1～14마디,♩=60)에 해

당하는 관현악파트와 태평소와 관현악이 같이 연주하는 파트(제15마디～

75마디,♩=76)로 되어있다.

18) 카덴짜 : Cadenza(흔히 고전 음악 작품 말미에서 연주가의 기교를 보여 주기 위한 화

려한 솔로 연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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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카덴짜는 제76～78마디(♩=60, 4/4), 제79～84마디(♩=60, 3/4), 제85～

87마디(Free Tempo, 3/4), 제88～108마디(다양한 템포의 변화, 3/4)로 되

어 있다. 제109～111마디는 카덴짜 후 2악장을 들어가기 위한 연결구Ⅰ으

로서 3/4로 되어있다.

2악장은 제112～159마디, =48, 6/8박자로 구성된 굿거리장단으로 1악장

주제의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이다. 제144마디부터 조바꿈이 되고 같은

6/8이지만 선율의 리듬이 헤미올라19)(Hemiola)로 바뀌면서 굿거리와 차별

성을 가지며 3/4박자의 느낌이 된다.

3악장은 크게 주제의 제시와 발전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제160～187

마디(=124, 12/8)은 자진모리로서 큰 주제(제226마디～261마디)와 같은

선율이나 관현악의 연주와 태평소 선율이 음향적 효과와 주제의 제시로

그치는 부분이다.

제188～197마디(♩=72, 4/4, 3/4)는 제2카덴짜를 위한 연결구Ⅱ로 서정적

인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제198～207마디(♩=72-95, 4/4)는 제2카덴짜이

며 점차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있고 반음계주법이 사용되었다. 제208～224

마디(♩=72, 3/4)는 연결구Ⅲ로 관현악과 주고 받는 부분, 템포의 긴장과

이완으로 큰 주제(주제의 확장)로 들어가는 가교역할을 한다.

제226～261마디(=124, 12/8)은 3악장 제160～187마디의 선율을 기본으

로 확장된 주제를 보여주며 헤미올라로 극적 긴장감을 주며 관현악과 주

고 받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전체 악곡의 구조는 <표 2>와 같다.

19) 헤미올라(hemiola): 헤미올라(라틴어 hemiola는 그리스어 hemiolis에서 유래, 뜻: "하나

반")15세기 이후 서양의 음악 이론에서 나타나는 말. 3박형 음악에서 잠시 나타나는 2

박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3/4박자에서 각 마디는 4분음표 단위로 1, 2, 3 박으로

셈해진다. 하지만 3박음악이 진행되다가 두 마디가 연속 세 번 1박(4분음표 두개)으로

셈해지는데, 이를 헤미올라라 이름한다. 왜냐하면 헤미올라 부분에서는 한 마디가 "하

나 반"의 음길이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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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빠르기 박자 비고

1악장

1～14 ♩=60 4/4 Intro

15～75 ♩=76 4/4

제1카덴짜

76～78 ♩=60 4/4

79～84 ♩=60 3/4

85～87 Free Tempo 3/4

88～91
In tempo

(♩=60)
3/4

92～108 ♩=60 3/4
태평소독주

(빠르기의 변화)

연결구Ⅰ 109～111 ♩=60 3/4

2악장

112～143 =48 6/8 144마디부터

C minor로

조바꿈144～159 =48 6/8

3악장

160～187 =124 12/8
자진모리

(주제의 제시)

188～197 ♩=72 4/4+3/4 연결구Ⅱ

198～207 ♩=72～95 4/4 제2카덴짜

208～225 ♩=72 3/4+4/4+3/4 연결구Ⅲ

226～261 -124 12/8
자진모리

(주제의 확장)

<표 2> <연가>의 전체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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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악 구 마 디 박 자 빠르기 조 성

1악장

Intro 1～14 4/4 ♩=60

F minor

1-a 15～23 4/4 ♩=76

1-b 24～32 4/4 ♩=76

1-c 33～49 4/4 ♩=76

1-b' 50～58 4/4 ♩=76

1-d 59～75 4/4 ♩=76

나. 작품 분석

1) 1악장

1악장은 제1～75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박자는 4/4박자로 일정하지만

Intro에 해당하는 제1～14마디는 ♩=60, 제15～75마디는 ♩=76으로 변화

가 있다. 조성은 F minor이며 메나리조의 5음음계가 중심이 되어 선율을

이루고 있다. 1악장은 Intro, 1-a, 1-b, 1-c, 1-b`, 1-d의 악절로 나눌 수

있다. 1악장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1악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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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ntro

(1) 제1마디 ～ 14마디

제1마디에서 해금과 소아쟁이 메조피아노로 트레몰로를 연주하면서 긴

장감을 조성하고 소금, 대금, 피리의 선율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멜로디를

형성하며 진행하다가 10마디부터 크레센도를 시킨 뒤 제11마디의 포르테

로 고조시킨 후 1-a부분의 제15마디에서 모든 파트가 같은 분할 리듬을

연주하면서 태평소의 독주가 시작된다.20)

Intro의 가장 큰 특징은 곡의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곡의 박자감이

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작

은 움직임21)(Mobile : 선율의 진행 상 없어도 되지만 곡의 긴장감을 위해

배치하는 의도적 기법)에 있다.

나) 1-a

(1) 제15마디 ～ 19마디

<악보 10>에서 보듯이 제15마디에서 ♩=76, 4/4박자로 메조피아노에서

포르테까지 끌어올린 후22) 제16마디 2박에서 태평소가 F음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조성은 F minor이며 출현 음들은 A♭, C, E♭, F, G, B♭이며 메

나리조23)(C, E♭, F, A♭, B♭)의 구성음들이 중심이 되어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제15마디 2박에서 포르테로 시작하는데 각 음마다 액센트가 있

어 힘찬 주제의 제시를 다루고 제18마디에서 F → G → C → E♭으로 진

20) 별첨악보Ⅱ 참조, 제1마디～15마디

21) 별첨악보Ⅱ 참조, 대금 제 2 마디 1박, 제 4마디 4박

22) 별첨악보Ⅱ 참조, 제15마디

23) 메나리조는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충청도 지방 등의 민요와 무가에 나타나는 가락

형 및 선법적 특성으로 경상도 지방에서는 민요나 무가의 선율은 물론이고 기악곡,

토속민요, 곡소리,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에도 메나리조가 쓰이며, 민요 가운데 쾌지

나 칭칭, 옹헤야,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신고산 타령 등이 널리 쓰

인다. 한국국악학회, <한국음악연구 제 2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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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주제를 이어나간다. 제19마디의 악상이 메조피아노로 되어있어 곡

의 긴장감을 주며 제16～17마디의 선율을 변화시켜 진행한다.

<악보 10> 제15마디 ～ 19마디

(2) 제20마디 ～ 23마디

<악보 11>에서 보듯이 제20마디 2박부터 메조포르테로 시작해 4박까지

크레센도 시킨 후 제21마디 3박부터 제22마디 3박까지 데크레센도를 시킨

다. F → G → B음으로 진행한 후 제21마디에서 B♭ → A♭ → G → E♭

→ C 음으로 진행시키는데 16분음표 2개와 점4분음표로 박 세기의 전위

가 일어나는데 첫 박에 액센트를 줌으로써 크레센도의 악상을 이어나가며

점차 누그러들어 1-b로 들어가는 연결을 자연스레 마무리한다. 제22마디

4박 E♭에서 테누토로 음을 부드럽게 눌러내는 주법을 시도케 한다.

<악보 11> 제20마디 ～ 2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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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b

(1) 제24마디 ～ 28마디

<악보 12>에서 보듯이 1-a에서 주제를 제시했다면 제24마디부터는 그

와 대비되는 서정적 선율과 악상의 대비라고 볼 수 있다. C → E♭ → F

음으로 상행 진행하는 선율은 본격적인 주제의 전개에 해당하는데 제25마

디, 제27마디의 1박에서 당김음이 나오면서 악상은 메조피아노로 연주하

게 되어있다. 또한 제25마디, 제27마디의 4박에는 A♭ → B♭ → A♭음의

셋잇단음표로 장2도의 자연스런 음진행을 하고 있다. 이는 앞의 제시부와

차별성을 두며 작곡가가 의도한 연가(戀歌)의 느낌을 살린 주제의 본격적

인 전개를 위해 태평소의 부드러운 선율 진행과 2마디 단위로 선율 반복

과 변화를 의도 한 것이다.

<악보 12> 제24마디 ～ 28마디

(2) 제29마디 ～ 32마디

<악보 13>에서 보듯이 제29마디는 제25마디와 제27마디에 선율의 틀

안에서 리듬변화를 꾀한 것이며 변화된 리듬 역시 장2도의 음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30마디에서 G → E♭ → C음으로 하행하면 제31마디에서

F → E♭ → A♭, B♭, A♭음으로 연주하며 전형적인 C음 중심의 메나리조

를 보여준다. 제32마디에서 태평소가 F음 반복으로 관현악과 스타카토의

리듬을 연주해 또 다른 주제의 변화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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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29마디 ～ 32마디

라) 1-c

(1) 제33마디 ～ 37마디

<악보 14>에서 보듯이 제33마디 3박부터 시작되는 선율도 메조피아노

로 시작되어 서정적 주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A♭ → B♭음으로 시

작되어 1옥타브위의 C음정과 F음으로 도약진행을 하며 고조되는 선율을

만들어 가는데 제34마디 4박의 연결구 또한 장2도의 자연스런 하행의 셋

잇단음으로 되어 있어 분절되는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선율진행을 이끈

다.

<악보 14> 제33마디 ～ 37마디

(2) 제38마디 ～ 41마디

<악보 15>에서 보듯이 제38마디～41마디는 4마디나 8마디 단위로 주제

를 제시, 발전시키는 작곡가의 패턴으로 주제의 변화를 위해 크게 A♭에

서 F로, G에서 C로 하행하며 선율의 단락을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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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40마디도 F와 E♭만을 이용해 메나리조 음계의 쓰임을 보인다.

<악보 15> 제38마디 ～ 41마디

(3) 제42마디 ～ 45마디

<악보 16>에서 보듯이 8마디 기준으로 선율이 발전하는 형태이므로 제

34마디와 같은 선율로 시작하면서 E♭음정으로 도약하는 형태를 보여준

다. 메나리조 음계의 장2도간 진행(A♭-B♭)으로 제44마디로 연결시킨 후

다시 B♭ → A♭ → A♭, B♭, A♭으로 연주를 한다. 제45마디에서 선율이

다시 B♭ → C → E♭으로 도약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후렴구에 해당하는

1-d의 작은 주제라 할 수 있다.

<악보 16> 제42마디 ～ 45마디

(4) 제46마디 ～ 49마디

<악보 17>에서 보듯이 옥타브 위의 F으로 도약해 1마디를 연주한 후

E♭, F, E♭(셋잇단음), C, E♭, C(셋잇단음)→ B♭ → A♭으로 하행하며 작

은 주제의 선율을 해결한다. 제48마디와 49마디는 리듬의 구조가 셋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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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 4박자 계통의 박자로 변화하며 정리가 되는데 이는 반복적인 리듬

의 사용으로 곡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인 변화를 배

치한 것이다.

<악보 17> 제46마디 ～ 49마디

마)1-b`

(1) 제50마디 ～ 54마디

<악보 18>에서 보듯이 1-b부분에서 태평소가 불었던 선율을 피리가

연주하면 태평소가 받아 대선율24)(Contrapunctus)을 연주하는데 제51마디

에서는 한 박, 제52마디에서는 2박 뒤에 연주하는 방식으로 리듬적 기법

이 쓰였다. 악상은 메조피아노로 연주되고 C음에 요성이 들어가며 서정적

이고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한다. 전체적으로 피리와 대비되는 선율의 흐

름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악보 18> 제50마디 ～ 54마디

24) 대선율(contrapunctus): 2성 이상의 대위법에서 정선율(Cantus-firmus)에 대해 덧붙여

지는 높거나 낮은 선율. 별첨악보Ⅱ 피리 제50마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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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5마디 ～ 58마디

<악보 19>에서 보듯이 제55마디에서 장2도의 연결구로 제56마디로 연

결되면 관현악이 화성적 움직임을 띄면서 다시 태평소의 선율이 드러나게

된다. G → C → E♭ → F → E♭ → F로 선율을 마무리하는데 후렴구를

들어가기 전에 작은 주제와 큰 주제의 사이를 서정적이고 화성적인 진행

으로 관현악과 대비시키며 연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19> 제55마디 ～ 58마디

바) 1-d

(1) 제59마디 ～ 62마디

<악보 20>에서 보듯이 제58마디에 전체 악기가 크레센도로 포르테까지

도달한 후 제60마디에서 한 박 반을 쉰 후 태평소가 메조피아노의 약박으

로 들어가게 된다. 제61마디의 4박과 제62마디의 3박과 4박을 셋잇단음표

의 리듬으로 통일시키고 크레센도를 주면서 서서히 곡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악보 20> 제59마디 ～ 6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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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3마디 ～ 66마디

<악보 21>에서 보듯이 제62마디의 크레센도를 포르테까지 확대시킨 후

C → F → E♭ → B♭ → C → B♭ → A♭ → B♭ → B♭ → C로 진행하

며 선율이 고조된다. 제59마디～62마디가 셋잇단리듬이 주로 나왔다면 제

63마디와 제66마디는 2분박 계통의 리듬이 4마디 단위로 교차하며 변화를

주고 있다. 제66마디 전체를 크레센도 시키고 B♭과 C음정으로 반복시키

며 후렴구를 들어가게 된다.

<악보 21> 제63마디 ～ 66마디

(3) 제67마디 ～ 70마디

<악보 22>에서 보듯이 관현악이 제67마디부터 확장된 주제 선율을 연

주하게 되며 태평소는 동음 반복을 이용한 포르티시모의 강한 대선율을

연주하게 된다. 작곡가는 with Edilip이란 표현으로 동음 반복과 셋잇단음

이 중심이 되는 선율을 기보해 놓았지만 겹서를 쓰는 관악기의 요성 및

음의 조정에 기반을 둔 포르타멘토 연주를 의도하였다고 한다. C, F음이

주로 반복되고 제68마디, 제69마디, 제70마디의 셋잇단음이 동일 주제 선

율을 연주하는 관현악의 2분박 리듬과 대비되며 긴장과 이완을 극대화 시

켜준다.

<악보 22> 제67마디 ～ 70마디



- 31 -

(4) 제71마디 ～ 75마디

<악보 23>에서 보듯이 제70마디에서 하행하며 이완을 줬던 선율이 F

→ C → C, E♭, C → C, F, E♭으로 다시 도약하며 절정을 이루게 된다.

제72마디에서도 주로 동음 반복을 하며 2박～4박까지 연속된 셋잇단음으

로 연주를 한다. B♭ → C → A♭ → F로 종지하는데 현 악구의 가장 큰

특징은 2분박과 3분박의 대비로 관현악의 화성적 움직임 위에 태평소의

대선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다.25)

<악보 23> 제71마디 ～ 75마디

2) 제1카덴짜

제1카덴짜는 제76마디～108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박자는 4/4, 3/4로

구성되어 있다. 빠르기는 ♩=60과 프리템포, 아첼레란도 등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나오며 조성은 F minor이다. 이 단락은 템포의 변화에 따라

1C-a, 1C-b, 1C-c, 1C-d, 1C-d‘의 악절로 나눌 수 있다. 카덴짜 부분에서

4마디 단위로 리듬의 변주가 이루어지며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카덴짜의 구조는 <표 4>와 같다.

25) 별첨악보Ⅱ 참조, 제71마디 ～ 7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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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장 악 구 마 디 박 자 빠르기 조 성

제1

카덴짜

1C-a 76～78 4/4 ♩=60

F minor

1C-b 79～84 3/4 ♩=60

1C-c 85～87 3/4
Free

Tempo

1C-d 88～99 3/4
♩=60

아첼레란도

1C-d' 100～108 3/4
♩=60

아첼레란도

<표 4> 제1카덴짜의 구조

가) 1C – a (제76마디 ～ 78마디)

<악보 24>에서 보듯이 관현악은 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평소가 C

음을 포르테피아노로 시작해 요성으로 마무리한다. 제77마디 4박에서 C,

F, E♭의 셋잇단음으로 제78마디로 연결한 후 A♭ → B♭ → F로 마무리

한다. 관현악과 같이 연주하는 제79마디를 들어가기 위한 연결구이다.

<악보 24> 제76마디 ～ 7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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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C – b (제79마디 ～ 84마디)

<악보 25>에서 보듯이 이 단락은 C음이 중심이 되는 메나리조의 음계

로 구성되어 있다. E♭ → C → C → E♭, F, E♭ → F → A♭ → B♭ →

A♭으로 진행하며 관현악은 소규모의 악기군이 화성적 진행을 한다.

<악보 25> 제79마디 ～ 84마디

다) 1C - c (제85마디 ～ 87마디)

<악보 26>에서 보듯이 이 단락은 Free Tempo로서 관현악 없이 태평

소의 독주로 연주되는 부분이다.

출현음은 C음 중심의 메나리조 음계이며 1C-d로 가기 위한 연결구이다.

<악보 26> 제85마디 ～ 87마디

라) 1C - d

(1) 제88마디 ～ 9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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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에서 보듯이 ♩의 리듬꼴로 태평소와 관현악이 같

이 연주하며 화성적 진행을 보여준다, In tempo(♩=60)로 연주하며 F →

A♭ → F → G로 진행한다.

<악보 27> 제88마디 ～ 91마디

(2) 제92마디 ～ 95마디

<악보 28>에서 보듯이 관현악 없이 태평소의 독주로 연주되며 메조피

아노의 음량에 아첼레란도 되는 부분이다. 출현음은 같지만 리듬을 변주

시켜 곡의 긴장도를 이어나간다.

<악보 28> 제92마디 ～ 95마디

(3) 제96마디 ～ 99마디

<악보 29>에서 보듯이 이 단락은 제88마디～91마디와 앞선 2마디가 동

일하나 E♭, G음으로 변주를 하고 제98～99마디에서 셋잇단으로 리듬을

변주시키며 페르마타로 마무리한다. 계속되는 리듬과 템포(accelerand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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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특징이다.

<악보 29> 제96마디 ～ 99마디

마) 1C - d’

(1) 제100마디 ～ 103마디

<악보 30>에서 보듯이 A tempo(♩=60)와 메조피아노로 앞선 동일한 2

마디를 반복한 후 제92마디와 유사한 선율을 연주하게 된다. F → B♭으

로 진행하며 주제 선율의 확장을 유도한다.

<악보 30> 제100마디 ～ 103마디

(2) 제104마디 ～ 108마디

<악보 31>에서 보듯이 계속되는 아첼레란도 안에서 스타카토를 병행하

여 연주하게 된다. C → F, C → A♭, A♭ → B♭, A♭ → C음으로 진행하

는 식으로 음을 일정하게 쌓아가는 형태를 보여준다. 제1카덴짜의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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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를 요약하면 반복과 변화, 속도와 음의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악보 31> 제104마디 ～ 108마디

3) 연결구I (제109마디 ～ 111마디)

<악보 32>에서 보듯이 A tempo(♩=60)로 연주되는 이 단락은 제1카덴

짜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붙임줄로 연결된 F음이 2악장으로 이어지

며 자연스러운 연결 역할을 하므로 작곡가가 직접 카덴짜와 2악장의 연결

구로 지정하였다. 제76마디～78마디와 유사한 진행으로 C → F로 가는

형태이다.

<악보 32> 제109마디 ～ 111마디

4) 2악장

2악장은 제112마디～159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박자는 6/8박자이며 템포

는=48이다. 빠르기의 변화는 없으면 제144마디에 C minor로 조바꿈이

된다. 조바꿈 후에는 6/8박자, 굿거리의 전형적인 장단형을 벗어나 헤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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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악 구 마 디 박 자 빠르기 조 성

2악장

2-a 112～143 6/8 =48 F minor

2-b 144～159 6/8 =48 C minor

라의 리듬꼴로 바뀌며 이로 인해 3/4박자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조와 리

듬형이 바뀌며 새로운 주제의 전개를 위한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형식이

다. 악곡의 구분은 2-a, 2-b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조는 <표 5>와 같다.

<표 5> 2악장의 구조

가) 2 - a

(1) 제112마디 ～ 119마디

연결구Ⅰ의 F음에 이어 나오는 태평소를 제외한 관현악 전체의 Intro부

분이다. 관악기군이 같은 리듬으로 주제선율을 연주할 때 현악기가 화성

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전형적인 굿거리의 장단 형을 가지고 있다.26)

(2) 제120마디 ～ 123마디

<악보 33>에서 보듯이 신명나는 장단에 애수어린 선율을 얹어 색다른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작곡가의 의도가 묻어나는 첫 소절이다. 메조

피아노의 약한 음량으로 시작해 5박에 해당하는 C음에 액센트를 실어 색

다른 리듬감을 형성하며 메나리음계를 사용해 자연스레 하행 진행하는 부

26) 별첨악보Ⅱ 참조, 제112마디～1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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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악보 33> 제120마디 ～ 123마디

(3) 제124마디 ～ 127마디

<악보 34>에서 보듯이 <악보 33>과 어울려 하나의 멜로디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여기 또한 제124마디 5박에서 액센트를 넣어 연주한다. 제125마

디 1박은 셋잇단음으로 바꾸어 제121마디보다 흥청거리는 느낌을 표현해

내고 제125마디 5박부터 제126마디 3박까지 크레센도를 시켜 주제선율의

고조를 이끌어 낸다.

<악보 34> 제124마디 ～ 127마디

(4) 제128마디 ～ 131마디

<악보 35>에서 보듯이 2악장의 선율이 8마디 단위로 분류되었을 때 2

번째에 해당하는 선율로 메조포르테로 연주하며 고조된 느낌이다. 제128

마디 또한 5박에 액센트를 넣어 표현하고 제129마디와 제131마디에서 관

현악은 헤미올라로 연주하여 태평소의 주제선율을 부각시킨다. 제13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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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에서부터 제131마디까지 크레센도 시켜 굿거리의 클라이막스를 이끌어

낸다.

<악보 35> 제128마디 ～ 131마디

(5) 제132마디 ～ 135마디

<악보 36>에서 보듯이 제131마디에 이어 태평소의 가장 높은 음인 F

음에서 포르테로 연주 후 제133마디부터 제134마디까지 데크레센도로 음

량을 줄이며 C → B♭ → A♭ → B♭ → A♭ → B♭ → A♭ → F로 메나

리조의 전형적인 음진행으로 하행한다.

<악보 36> 제132마디 ～ 135마디

(6) 제136마디 ～ 139마디

<악보 37>에서 보듯이 제135마디 5, 6박의 A♭-C음에 이어 메조피아노

로 F음을 연주하며 주제 선율의 변형, 확대에 이어지는 해결을 보여주고

있다. 제136마디～139마디의 중심음은 F → F → B♭ → E♭으로 변화하

며 빠르게 경과하는 음이 아닌 주음으로 E♭이 등장하며 이는 선율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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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악보 37> 제136마디 ～ 139마디

나) 2 - b

(1) 제144마디 ～ 147마디

F minor에서 C minor로 조바꿈이 되며 전체 파트의 리듬이 헤미올라

로 바뀐다. 전형적인 굿거리의 느낌이 아닌 3/4의 느낌으로 바뀌며 2-a와

차별성을 가진다.

중심음이 바뀌면서 메나리조의 느낌이 약해지고 선율의 폭이 넓어진다.27)

(2) 제148마디～151마디

<악보 38>에서 보듯이 제147마디 5박부터 메조포르테, 크레센도로 연

주하며 제149마디에서 데크레센도로 줄어든다. 제150마디에서 다시 크레

센도로 커져 제151마디에 포르테로 연주를 하는데 리듬꼴이 헤미올라로

바뀌어 프레이즈를 연주하는 액센트의 변화가 바뀐다. 음진행은 C → G

→ F → E♭ → F → E♭ → G → B♭ → C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관

현악과는 같은 리듬꼴 진행이 주가 되고 태평소의 빈 박자를 채워주는 부

분도 있어 끊임없는 리듬의 유기성을 의도한 작곡가의 기법이 보인다.

27) 별첨악보Ⅱ 참조, 제144마디～14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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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제148마디 ～ 151마디

(3) 제152마디 ～ 155마디

<악보 39>에서 보듯이 제153마디까지 포르테로 연주하고 제153마디에

서 제154마디로 넘어갈 때 데크레센도 시킨 다음 제154마디 5박에서 제

155마디까지 크레센도 시킨다. 음진행은 C → B♭, C, B♭ → G → G →

G → B♭ → G → C로 이어지고 제152마디 5, 6박에서 헤미올라 대신 셋

잇단음으로 리듬이 바뀌는데 154마디는 다시 헤미올라로 배치한 점을 볼

때 곡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악보 39> 제152마디 ～ 155마디

(4) 제156마디 ～ 159마디

<악보 40>에서 보듯이 G → B♭ → G → C → C → B♭ → C → B♭

→ D → G → B♭ → G로 진행하며 제158마디 첫 박에서 E♭ → D로 단

2도 진행하는 음정간격이 A♭ → F로 단3도 진행하던 음정과 대비되어

메나리조가 아닌 계면조 음계를 쓴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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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악 구 마 디 박 자 빠르기 조 성

3악장

3-a 160～187 12/8 =124

C minor

3-b 188～197 4/4, 3/4 ♩=72

3-c 198～207 4/4 ♩=72～95

3-d 208～225 3/4 ♩=72

3-a' 226～261 12/8 =124

<악보 40> 제156마디 ～ 159마디

5) 3악장

3악장은 제160마디～26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성은 C minor이다.

3악장은 다시 주제의 제시와 연결, 확장에 따라 3-a(작은 주제), 3-b(연결

구Ⅱ), 3-c(제2카덴짜), 3-d(연결구Ⅲ), 3-a’(주제의 확장)으로 나뉠 수 있

다. 곡이나 악구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장단이나 빠르기, 조의 바뀜보

다 주제를 제시하고 확장해 나가는 부분을 작곡가가 중요시 하므로 그에

따른 결과이다.

3악장의 구조는 <표 6>과 같다

<표 6> 3악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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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a

(1) 제160마디 ～ 162마디

3-a의 Intro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현악의 3분박 + 헤미올라의 복합리

듬(♩♪♩♪♩♩♩)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태평소의 선율을 유도한다.28)

(2) 제163마디 ～ 168마디

<악보 41>에서 보듯이 제163마디는 메조피아노의 G음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한 다음 C음을 관현악의 Intro와 같은 혼합박자로 연주한

다음 D음으로 진행한다. 제163마디와 같은 G → F → E♭을 리듬을 바꿔

연주한 후 G → E♭ → F → G → B♭ → C로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이끌어준다.

<악보 41> 제163마디 ～ 168마디

(3) 제169마디 ～ 176마디

<악보 42>에서 보듯이 제169마디는 메조피아노의 G음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한 다음 E♭을 5박 연주한 후 G음을 거쳐 F음으로 진행

한다. 이 단락 또한 제163마디～166마디의 반복 및 변형으로 볼 수 있으

며 G → B♭ → F → C → D → B♭ → C으로 안정감 있게 해결한다. 제

173마디에서 데크레센도 시켜 다시 메조피아노로 악상이 되돌아가 처음의

28) 별첨악보Ⅱ 참조, 제160마디～16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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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을 유지시킨다.

<악보 42> 제169마디 ～ 176마디

(4) 제177마디 ～ 187마디

<악보 43>에서 보듯이 관악기군의 헤미올라–박자분할 보다는 음향의

효과를 노린-와 현악기의 혼합박자(3분박+2분박)로 점차 악상을 고조시켜

제179마디 4박에서 포르테의 G음으로 관현악과 태평소가 합하여진다. 제

179마디～187마디의 선율은 본격적인 주제의 제시로 타악기군이 없고 관

악기는 음을 길게 연주하며 현악기만 리듬을 연주하므로 태평소의 선율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29). G, B♭, G의 연결선율이 2마디 단위로 반복되며

진행을 이끈다. 제180마디에서 G → C음으로 완전4도 상행하고 B♭으로

진행한다. 제182마디는 제179마디 4박～180마디와 동일하고 D → G로 변

주한다. 다시 제183마디 4박과 제184마디를 반복하고 D → B♭ → C음으

로 액센트와 포르테의 악상으로 종지한다. 주제의 제시(작은 주제)를 2마

디 단위의 반복과 변형으로 구성하였다. 조바꿈 후에 1옥타브의 위의 D음

이 자주 출현하는데 이 음의 연주는 태평소의 특성상 연주가 까다로운 음

이다. 이는 뒤의 연주법의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다.

29) 별첨악보Ⅱ 참조, 제177마디～18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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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제177마디 ～ 187마디

나) 3 - b

(1) 제188마디 ～ 197마디

<악보 44>에서 보듯이 제2카덴짜를 들어가기 위한 연결구로서 서정적

인 선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4/4박자에서 3/4박자로 변박이 되면서 관현

악의 화성과 어울려 주고받는 형식이며 주제를 반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특징이다. 메조피아노로 시작하는 G음을 D음까지 하행시키고 셋

잇단음 후 D → E♭ → F로 반복 상행한다. 제197마디에서 F → G음으로

진행하며 카덴짜를 들어가기 위해 페르마타로 종지한다. 악상은 메조피아

노에서 변함이 없으며 2분박과 셋잇단음의 조합으로 관현악과 유기적인

리듬의 선율을 유도한다.

<악보 44> 제188마디 ～ 19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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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 c

(1) 제198마디 ～ 207마디

<악보 45>에서 보듯이 제2카덴짜 부분으로 리듬과 스케일이 중심이 된

다. 박자는 4/4박자이고 제200마디부터 제207마디 3박의 리타르단도 전까

지 아첼레란도 된다. 선율에서 특정한 주제는 보이지 않으나 태평소 주법

상 반음계의 연주가 쉽지 않은 점을 적절한 음계의 사용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며 독주악기의 표현력이 극대화되는 카덴짜에 충실한 부분이다. 메조

피아노로 B♭ → C로 시작하는데 제198마디, 제199마디, 제200마디, 제201

마디, 제202마디에서 모두 같은 음진행에서 발전시켜 이어나간다. 제203마

디부터 반음계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도약하는 부분 없이 순차진행으

로 음계를 배치하였다. 제203마디의 A♭ → G → F♯ → G, 제205마디, 제

207마디의 A♮ → A♮ → B♭ → B♭ 부분이 반음계의 순차진행 부분이다.

<악보 45> 제198마디 ～ 201마디

라) 3 - d

(1) 제208마디 ～ 213마디

<악보 46>에서 보듯이 3악장의 큰 주제(주제의 확장)를 들어가기 위한

연결악구의 시작이다. 박자는 3/4이고 템포는 ♩=72이다. 제210마디부터

아첼레란도로 연주하며 관현악과 주고받는다. 악상은 스포르잔도와 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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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의 반복이며 태평소가 연주하면 관현악이 받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제211마디에 25현 가야금이 화성적인 선율을 연주하며 하나의 동기를 마

무리한다. 제212마디에서 G → B♭ → G → C로 연주하면 3박을 관현악

이 채우고 제213마디 또한 B♭ → C → B♭ → D로 연주하면 관현악이 3

박을 받는다. 카덴짜와 큰 주제 사이를 강한 악상과 주고받음으로 지속적

인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악보 46> 제208마디 ～ 213마디

(2) 제214마디 ～ 219마디

<악보 47>에서 보듯이 제212～213마디에서 출현했던 리듬과 선율을

4/4박자로 변박시킴과 동시에 반복을 해서 크레센도로 포르테까지 악상을

높인다. 셋잇단음이 지속적으로 쓰였고 G → B♭ → C → D로 진행한다.

제217마디에서 A tempo로 ♩=72를 찾고 제218마디의 리타르단도와 작곡

자가 기술 해 놓은 ‘자유롭게’의 악상으로 카덴짜와 같은 자유로운 템포의

연주가 가능하다. 제208마디～213마디의 선율과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락

이라고 보인다.

<악보 47> 제214마디 ～ 2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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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0마디 ～ 225마디

<악보 48>에서 보듯이 제220마디～221마디의 1박과 2박에서 F → G

→ B♭ → G → C → G의 음진행과 같은 리듬꼴로 2마디를 발전시키고

있다. 제222마디에서 메조피아노의 B♭ → F로 이완이 되며 제223마디의

1박에서 셋잇단음을 각각 페르마타를 해서 관악기의 풍부한 표현력을 끌

어내고 있다. 제223마디의 2박 E♭ → F진행과 제225마디의 1박 C → D

→ C → D의 진행을 보면 리듬의 위치가 당김음의 약박에 해당되고 짧은

음표의 길이로 보아 피리와 같은 겹서 악기의 음을 끌어올려 연주하는 포

르타멘토 주법을 의도한 듯하다.

<악보 48> 제220마디 ～ 225마디

마) 3 - a’

(1) 제226마디 ～ 239마디

3-a가 작곡가가 제시한 작은 주제 부분이었고 3-a’부분은 동기와 주제

선율을 발전시켜 확장한 곡의 클라이막스이다. =124로 3-a와 같고 12/8

박자의 자진모리 장단이다. 이 악구의 주요 리듬꼴은 ♩♪♩♪♩♩♩의 3

박자와 헤미올라의 혼합박자이며 관현악도 대부분의 악기군이 혼합박자를

연주하고 있다. 독주태평소와 관현악의 리듬꼴이 같은 박자를 쓰면서도

몇 군데의 리듬에서 2분박과 3분박의 의도적인 혼합도 보인다. 태평소의

리듬꼴을 정리하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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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26마디부터 제239마디는

관현악의 도입부분으로 2마디 단위로 악상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한

다. 제232마디～239마디에 관악기들이 주제선율을 연주하며 제240마디에

태평소가 들어가게 된다.30)

(2) 제240마디 ～ 247마디

<악보 49>에서 보듯이 포르테의 G음으로 시작하며 C음으로 간 다음

B♭으로 진행한다. 제242마디에서 헤미올라로 연주를 하며(♩♩♩♩) 제
244마디 3박부터 크레센도로 제245마디 2박까지 연주를 한다. E♭ → F

→ E♭ → D → G로 진행하며 제247마디에서 데크레센도 시켜 3분박 중

심의 선율을 마무리한다. 주요 출현음은 G, B♭, C, D, E♭음이며 계면조의

음계와 비슷하나 5음음계에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음을 배치하여 좀 더

폭 넓은 선율을 완성해 나간다.

<악보 49> 제240마디 ～ 247마디

(3) 제248마디 ～ 254마디

<악보 50>에서 보듯이 메조포르테의 G음으로 시작하여 혼합박자의 리

듬꼴을 연주한다. 주로 뒷 박의 헤미올라에 액센트가 있어서 곡의 진행에

탄력성이 생기게 된다. ♩♪♩♩♩, ♫♫♩♩♩♩, ♩♩♩, ♪♩♩♩

30) 별첨악보Ⅱ 참조, 제226마디～23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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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리듬이 쓰였고 관현악과의 관계를 보면 제248～254의 악구는 주제

선율보다는 리듬의 변주를 통한 대선율의 느낌이 난다. 자진모리 장단 안

에서 혼합박자의 다채로운 변형꼴이 돋보인다. 주요 출현음은 G, B♭, C음

이며 제253마디에서 제254마디까지 크레센도 시켜 곡의 절정을 향해 진행

한다.

<악보 50> 제248마디 ～ 254마디

(4) 제255마디 ～ 261마디

<악보 51>에서 보듯이 제255마디부터는 다시 3분박의 리듬으로 돌아가

고 제257마디와 제259마디의 반복과 1박의 의도적인 멈춤, 3박과 4박의

액센트로 선율을 고조시킨다. D → G, B♭, G → C→ B♭, C, B♭ → D

→ E♭ → F → E♭, F, E♭ → C → D → E♭ → F → C로 진행하며 전

체적인 흐름은 관현악이 심플한 진행을 함으로써 태평소의 선율이 돋보인

다. 제255마디～256마디의 리듬과 제257마디～259마디의 선율과 리듬이

반복되며, 하나의 작은 주제를 반복해서 변형 확장해 나가는 작곡가의 개

성과 의도가 보인다.

<악보 51> 제255마디 ～ 26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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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의 특징

가. 악상의 변화

<연가>의 악상을 살펴보면 선율의 흐름에 따라 사용되는 몇 가지 악상

의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액센트

액센트는 악곡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상 기호로

특정음을 다른 음보다 크고 힘 있게 내는 것을 말하는데 <악보 52>, <악

보 53>, <악보 54>, <악보 55>에서 보듯이 이 곡에서 액센트가 많이 쓰

이고 있다. 선율이 순차적으로 상하행하거나 진행할 때 액센트를 사용한

음의 강조로 긴장감을 주고 있다. 1악장에서는 주로 제16마디에 F → G

→ E♭음정으로 진행하는 4분음표에 모두 액센트가 사용되어 강하게 주제

의 제시를 하고 있고 제18마디에 F → G → C음정의 4분음표에도 모두

액센트가 사용되어 강조해 주고 있다. 제21마디 첫 박에서도 ♬의 리듬

꼴로 당김음이 되어 박의 세기가 뒤바뀌었음에도 액센트를 넣어 주제의

제시를 강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제63마디에서 C음정도 2박의

시작이 8분쉼표이므로 당김음이 되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액센트를

사용하였고 제64마디의 첫 박 E♭음정도 강조해 주고 있다.

<악보 52> 제16마디 <악보 53> 제1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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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제21마디 <악보 55> 제63마디 ～ 64마디

2악장에서는 굿거리를 6/8의 리듬으로 표기하였는데 전통적인 장단의

강박을 벗어난 액센트의 사용으로 <악보 56>, <악보 57>, <악보 58>,

<악보 59>, <악보 60>, <악보 61>, <악보 62>에서 보듯이 독특한 느낌

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본고의 악곡 분석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제144마디

에서 C minor로 조바꿈이 되고 전체 파트의 리듬이 헤미올라로 바뀌면서

3/4의 느낌으로 바뀌는데 앞부분의 액센트가 5박에 쓰여 장단의 느낌을

바꾸는데 쓰였다면 뒤의 액센트도 5박에 주로 쓰였지만 헤미올라의 느낌

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56> 제120마디 <악보 57> 제128마디

<악보 58> 제136마디 <악보 59> 제14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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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제150마디 <악보 61> 제154마디

<악보 62> 제158마디

<악보 63>에서 보듯이 3-a에서는 악구의 마무리를 강조하기 위해 쓰

였다. 독주태평소와 관현악이 모두 1박과 3박에서 액센트와 함께 소리를

멈춤으로서 음을 강조해 주고 있다.

<악보 63> 제185마디 ～ 187마디

<악보 64>에서 보듯이 3-c의 제2카덴짜 부분에서는 주로 ♬♬♬♬♬♪

♬♬나 의 리듬꼴이 쓰였으나 제206마디에서 ♪♬♬♪♬♬
로 당김음이 출현하면서 강조해 주기 위해 액센트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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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제206마디

<악보 65>에서 보듯이 3-d의 제215마디에서는 제210마디부터 시작된

아첼레란도로 독주태평소와 관현악이 포르테로 쌓아 올라가는 긴장감을

셋잇단음에 액센트를 주어 상승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악보 65> 제215마디

<악보 66>에서 보듯이 3-a’에서는 헤미올라의 리듬을 강조하는 용도와

악곡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조하는 용도로 3-a와 똑같이 쓰였다. D → E♭

→ F음정으로 상행 할 때 3박과 4박에 강조를 해주고 제259마디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함으로써 곡의 클라이막스를 강조하고 있다.

<악보 66> 제248마디 ～ 26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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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이 곡에서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많이 나와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악보 67>, <악보 68>, <악보 69>에서 보듯이 제20마디에서 메조

포르테로 크레센도 되었다가 제21마디 3박부터 제22마디 2박까지 데크레

센도 시켜주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62마디와 제66마디에

서는 선율이 상행으로 진행을 하면서 극적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크레

센도를 사용하고 있다.

<악보 67> 제20마디 ～ 22마디

<악보 68> 제62마디 ～ 63마디

<악보 69> 제66마디 ～ 6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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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에서 보듯이 제130마디～135마디의 진행을 보면 제130마디의

6박부터 제131마디까지 크레센도 시켜 제132마디를 포르테로 연주해 극적

인 긴장감을 높이고 제133마디부터 제134마디까지 데크레센도 시켜 하나

의 동기선율을 마무리한다.

<악보 70> 제130마디 ～ 135마디

본 곡은 액센트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의 사용 뿐 아니라 스포르잔도,

포르티시모, 포르테, 메조포르테, 메조피아노, 리타르단도, 아첼레란도 등

의 다양한 사용이 반복적으로 출현하여 극적이면서도 섬세하고 다양한 표

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태평소는 악상의 표현에 있어 입김의 세기와 서

를 물고 있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효과가 미비하고 음

색이 변화되어 버리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연습과 연주자 각각의 효과적

인 주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꾸밈음

이 곡의 조성은 F minor에서 C minor로 전조되는데 F minor에서 A♭

→ F음정으로 가는 꾸밈음이 많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메나

리조의 특징으로 C음을 중심으로 하는 메나리조의 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C minor로 전조 된 후에는 E♭ → D로 가는 꾸밈음

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C음 중심의 남도계면조에 나오는

꺾는 음인 단2도 하행하는 진행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설명은 <악보 71>, <악보 72>, <악보 73>, <악보 74>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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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C음을 중심으로 하는 메나리조

<악보 72> 꾸밈음Ⅰ

<악보 73> C음을 중심으로 하는 남도계면조

<악보 74> 꾸밈음Ⅱ

곡 전체가 대부분 현대적인 음악기법에 의해 쓰여 져 있지만 그 안에

국악의 선법을 첨가하여 전통음악적인 속성과 현대음악의 기법이 모두 어

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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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음 반복

태평소 연주 선율에 있어 특징적인 기법으로 동음 반복을 들 수 있다.

이 곡에서도 그러한 태평소의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태평소가 가진 악기적

인 특색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75>에서 보듯이 제68

마디～75마디에 C음과 F음의 동음 반복이 셋잇단음표 리듬 형태에서 계

속 변형되고 반복하면서 각 음들을 강조해주는 한편 태평소의 특징적 기

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악보 75> 제68마디 ～ 75마디(동음 반복)

또한 이러한 형태는 <악보 76>에서 보듯이 제88마디～108마디의 F, A

♭, G, B♭, C음의 동음 반복에서 보여 진다. 제92마디와 제93마디에서 리

듬 변형을 한 후 제94마디와 제95마디에서 A♭음과 B♭, G음을 추가하여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제100마디～101마디에 다시 앞에 제88마

디～89마디와 마찬가지로 첫 박에 F음과 A♭의 동음 반복이 쓰인 다음

제102마디부터 음을 상행시켜 B♭, C음을 동음 반복하여 선율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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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제88마디 ～ 108마디(동음 반복)

<악보 77>에서 보듯이 제248마디～254마디에서는 자진모리 장단 속에

서 태평소가 헤미올라를 연주하는 부분으로 동음 반복을 통해 태평소 특

유의 주법(끌어올려 요성을 하는 포르타멘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동음의 반복을 연주할 때 악보상의 기보대로 연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태

평소나 피리의 악기 특성상 더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보 77> 제248마디 ～ 254마디(동음 반복)

F minor에서는 주로 C, F, A♭음의 동음 반복이 일어나고 C minor에서

는 C, G, B♭음의 동음 반복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동음 반복은

선율을 더 극적으로 만들고 긴장감의 유지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태평

소에 잘 어울리는 기법으로 이 곡에 태평소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표현

할 수 있도록 곡의 전반에 걸쳐 사용하여 연주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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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셋잇단음표의 반복과 리듬의 조합

곡 전체적으로 셋잇단음표의 반복적인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

히 이 곡에서는 관현악의 리듬과 맞물려 정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선율에 긴장감을 주고 강조하는 역할을 해준다. <악보 78>, <악보 79>,

<악보 80>, <악보 81>에서 보듯이 셋잇단음표에서 리듬의 분할은 일어

나지 않지만 셋잇단음표와 2분박 리듬의 적절한 배합으로 악곡의 리듬 변

화를 주고 곡의 긴장감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준다.

<악보 78> 제60마디 ～ 63마디(셋잇단음표의 반복)

<악보 79> 제68마디 ～ 74마디(셋잇단음표의 반복)

<악보 80> 제98마디 ～ 99마디(셋잇단음표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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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제212마디 ～ 215마디(셋잇단음표의 반복)

4. <연가>의 태평소 주법 분석

가. 반음계의 연주법

<연가>에서 사용되는 최저음은 A♭음을 요구하지 않아 5관 손 짚는 법

으로 연주가 가능하다. <연가>에 사용된 최저음과 최고음은 <악보 82>

와 같다.

<악보 82> <연가>에서 쓰인 최저음과 최고음

태평소가 특별한 입술의 움직임과 주법으로 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연스럽게 나오는 음계는 <악보 83>과 같다.

<악보 83> 태평소의 기본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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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03마디와 205마디, 제207마디의 F♯음과 A♮음정은 연주자가

운지법이나 호흡법을 선택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F♯음정은 F지공에서 반

음을 끌어올려 연주를 하거나 G지공에서 반음을 끌어내려 연주하여야 하

는데 난계국악단 3집 음반에 수록된 김경아의 연주는 F지공에서 반음을

끌어올려 연주를 하고 있다. 이는 악곡의 빠르기가 아첼레란도 되고 있어

A♭ → G → G♭ → G음정으로 연주하는 것보다 기보된 그대로 A♭ → G

→ F♯ → G음으로 연주하는 것이 빠른 악구에서 더 유연한 운지법과 호

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A♮음정도 모든 지공에서 손을 떼고

소리 내는 A♭음정에서 반음을 조여 연주하는 방법과 7개의 손가락을 모

두 막아 입술을 풀어 소리 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연주하여야 한

다.

태평소는 피리의 운지법과 입김의 강약에 따라 옥타브가 변화하는 단소

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2가지의 주법이 가능한 것

이다. 다만 7개의 지공을 모두 막는 운지법은 입김을 약하게 넣어야 해서

음정이 한 옥타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앞뒤 선율과

의 음정 간격을 고려해서 연주해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앞의 예시는 <악보 84>에서 볼 수 있다.

<악보 84> 제200마디 ～ 207마디(반음계 주법)

태평소는 아래의 D♮음정은 입김을 세게 불어넣거나 입술을 물어서 소

리 낼 수 있으나 1옥타브 위의 D♮음정은 입김이나 입술의 움직임으로도

연주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E♭음정에서 단2도를 끌어내려 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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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입김을 세게 넣어줘야 한 옥타브위의 B♭ ～ F음정이 가능하므로

단2도로 끌어내려 입김을 줄여주는 주법 또한 유의해서 연주를 해야 한

다. 그래서 D♮음정은 바로 연주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E♭이나 C음정을

안정적으로 경과해서 연주해야 한결 소리내기가 쉬워진다. 작곡가도 연주

의 용이함을 위해서 연주자의 임의대로 꾸밈음을 첨가하여 연주 할 수 있

도록 제시하였다. 좁은 음역과 바른 음정을 내기가 힘든 점을 오히려 악

기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선율에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곡에서 D♮음정의 사용은 C minor의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앞의 설명은 <악보 85>, <악보 86>, <악보 87>, <악보 88>, <악보 89>,

<악보 90>,<악보 91>에서 볼 수 있다.

<악보 85> 제157마디 ～ 159마디(D♮음정의 주법)

<악보 86> 제175마디 ～ 176마디(D♮음정의 주법)

<악보 87> 제182마디 ～ 185마디(D♮음정의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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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제188마디 ～ 191마디(D♮음정의 주법)

<악보 89> 제212마디 ～ 216마디(D♮음정의 주법)

<악보 90> 제244마디 ～ 247마디(D♮음정의 주법)

<악보 91> 제254마디 ～ 261마디(D♮음정의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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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음다른지공 주법

‘동음다른지공 주법’이란 피리정악의 ‘두이중려’의 기법처럼 같은 음을

다른 지공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필자가 임의로 명명하였다. (예시 : 기보

시 A♭ = 연주 시 G♯)

이러한 주법이 필요한 이유는 음정을 정확하게 소리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적인 어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임의의 어떤 음을 낼 때 하나의

운지법만 사용하게 되면 태평소가 가진 음악적 표현력이 잘 드러날 수 없

기 때문이다. 또한 태평소는 피리와 마찬가지로 포르타멘토(portament

o)31)의 주법이 가능하므로 동음다른지공 주법을 사용하여 더 폭 넓은 표

현을 할 수 있다.

<연가>의 F minor조에서 A♭음과 G♯음을 예로 들어 분석했다. A♭음은

G♯과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음이므로 이 또한 선율의 진행에 따라 선택

해서 연주할 수 있다. 모든 지공을 떼고 연주하는 A♭음은 순차적인 진행

과 액센트 연주, 빠른 패시지에서 유리하지만 음을 흘러내리는 퇴성의 연

주나 약박의 연주, 그리고 악상의 표현이 매우 어렵다. 반면 G♯으로 연주

할 때에는 악상의 표현과 퇴성의 연주 등이 용이하지만 빠른 음진행과 순

차적인 경과음 없이 연주해야 할 때 음정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래서 필자는 피리연주자로서 경험을 살려 A♭음정과 G♯음정을 예로 들어

사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악보 92> 제20마디 ～ 23마디(동음다른지공 주법)

31) 포르타멘토(portamento) : 주로 성악에서, 높이가 다른 2음 가운데 1음에서 다른 1음

으로 음을 옮길 때 2음 사이에 개재한 모든 음을 경과하여 목적음에 이르는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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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마디는 액센트 후에 순차적으로 하행하므로 A♭음정이 용이하고 제

23마디는 꾸밈음이어서 세게 연주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므로 G♯

음이 편리하다.

<악보 93> 제25마디 ～ 29마디(동음다른지공 주법)

제25마디～28마디는 악상이 메조피아노이고 약박에 해당하는 음정이므

로 G♯의 사용이 용이하다. 제29마디는 순차적인 진행이고 음표의 길이가

짧아 A♭의 음정이 나아보이나 선율의 서정성과 메나리조에서 A♭ → F음

으로 하행할 때 미세한 퇴성의 표현이 음악적으로 필요하므로 G♯음의 사

용이 낫다.

<악보 94> 제33마디 ～ 34마디(동음다른지공 주법)

제33마디의 3박은 메조피아노이지만 경과음이 없어서 B♭음정이 불안해

지므로 A♭음의 사용이 필요하다.

<악보 95> 제102마디 ～ 108마디(동음다른지공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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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첼레란도 되고 있어 곡이 빨라지고 있고 앞뒤의 음정들이 도약하기

때문에 A♭음정이 용이하다.

<악보 96> 제120마디 ～ 125마디(동음다른지공 주법)

제121마디는 음이 도약을 하지만 굿거리 장단의 특성 상 선율의 유기성

이 필요하고 꾸밈음에 가깝기 때문에 G♯음정으로 연주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제122마디는 제121마디의 끝 박에서 쉼표를 연주해서 경과음 없이 연

주해야 하고 한 마디 안에서는 주법을 통일시키는 게 연주하기 유리하므

로 A♭음정으로 연주하는 것이 낫다. 제125마디의 음정 또한 제121마디와

같은 이유로 G♯음정의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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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론

창작음악에서의 태평소의 주법을 정리하고 조원행 작곡 태평소와 관현

악을 위한 협주곡 <연가>에 적용시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평소의 손 짚는 법에 따른 음역과 낼 수 있는 모든 음정을 특

수 운지법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넓은 음계의 사용과 표현이 가능하므

로 <연가>를 통해 적용하여 창작음악에서의 태평소의 주법을 확장 · 제

시하였다.

둘째, A♭관 태평소는 피리의 B♭민요관(신곡관대), 대금 및 소금 등의

관악기들과 합주는 가능하지만 창작음악을 연주하기에 있어서 정확한 음

정으로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가>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태평소는 악기의 구조로

인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곡들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을 강약표현의

조절, 음색의 변화, 빠른 악장에서의 반음계 연주기법, 동음다른지공 주법

등을 사용하여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연가>는 전체 3악장의 곡으로써 장단 및 리듬의 변화와 주제의

반복과 발전을 기준으로 1악장, 제1카덴짜, 연결구I, 2악장, 3악장으로 나

눌 수 있으며 3악장의 사이에는 주제의 변화 사이에 연결구Ⅱ, 제2카덴짜,

연결구Ⅲ가 있다. 각 악장마다 다른 리듬과 장단으로 주제의 제시, 반복,

발전하는 구조를 지녔으며 조바꿈과 음역대의 확장, 템포의 변화로 독주

악기의 선율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시키며 구성되었다.

넷째, <연가>는 리듬과 선율 모두에서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 음악기

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였다. 악기의 편성은 전통악기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관현악과 독주악기의 조화와 대비로 곡의 화성적인 느낌이 풍부하게 살아

있다. 또한 독주악기의 주법에 있어서도 현대적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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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 이 곡에서 연주되는 독주선율은 4/4박자, 3/4박자, 6/8박자, 12/8

박자, Free Tempo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곡가는 이 리듬 위에 전통음악의

선법을 대입하여 작곡하였다. 반복적인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였고 곡의 긴

장감을 유지하고 고조시키기 위하여 관현악의 리듬과 독주악기의 리듬을

2분박과 3분박으로 교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가>라는 표제의

의미를 바탕으로 전통음악적 느낌을 전개하였다. 또한 관현악이 태평소의

선율을 받쳐주면서도 풍성한 화음과 표현법으로 뚜렷한 동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이 곡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메나리조와 남도계면조의 음계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선법 안에서 단음계를 사용하여 선율의 다양성을 꾀하

였다. 2악장의 중간에 F minor(C음 중심의 메나리조)에서 C minor(C음

중심의 남도계면조)로 조바꿈을 하여 메나리조와 남도계면조의 선법을 적

절하게 변화시켰고 제1카덴짜와 제2카덴짜간의 더욱 폭 넓은 진행과 스케

일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 곡의 분석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요소들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고찰

하였고, 태평소의 다양한 주법과 표현력을 파악하였으므로 이 곡을 연주

할 연주자들의 음악적 이해와 효과적인 연주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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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starting with Jukheon Kim

Ki-su, many composers and performers use various musical elements

to extend the scope of performa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nd release new songs with more developed forms.

Among these songs, despite the fact that the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has broader expressiveness with Reed, the creative

music of a Piri and Taepyeongso has very few pieces compared to

solos and concertos of other musical instruments. However, in many

orchestral works and concertos written in the modern time, because

the importance of Taepyeongso is becoming more emphasized day

after day, it is required to arrange accurate fingering, tunes, and

techniques of the instru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mmarize and develop the

techniques by arranging tunes and fingering of Taepyeongso; the

study analyzed the solo melody in <Yeonga>, composed by Cho

Won-haeng, which used modern musical elements, based on modes or

Jangdan of tradit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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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paper arranged the kinds and uses of Taepyeongso to

establish the usage of fingering, its ranges and tunes. It organized all

of general and special fingering techniques of Taepyeongso, dividing

performable notes into the lower and the upper registers to study.

Second, since A♭pipe Taepyeongso differs from the sounds of wind

instruments such as B♭folk song pipe of Piri, Daegeum and Sogeum

but has the same scale, ensemble is possible but it’s difficult to

perform in accurate tunes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instrument itself. In order to integrate various musical elements

appearing in the <Yeonga>, this paper used and studied the control of

dynamic expressions which are not possible in the existing songs, the

changes of tones, techniques of a chromatic scale in a fast movement

and the same sound but different holes techniques, so that it could

overcome the limit due to the structure of Taepyeongso.

Third, <Yeonga>, the piece with the three movements, contains the

composer’s subdivided techniques based on the changes of Jangdan

and rhythm, pres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me, and it used

connecting phrases three times and cadenza parts twice in the middle

of and between each movement. With different rhythm and Jangdan,

the song progressed and expanded the theme, developing the melodies

of the solo instrument as a variety of forms through modulation,

enlargement of range of performance and the alteration of the tempo.

Fourth, <Yeonga>, the music generally using the traditional

techniques and the modern musical language harmoniously, shows

even balance in both rhythm and melodies. The orchestration consists

of traditional instruments, and has plenty of harmonic feelings in the

song with harmony or contrast of orchestra and the solo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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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n the techniques of the solo instrument, the song used various

modern techniques.

Fifth, the solo melodies performed in this work are composed of

four-four time, three-four time, six-eight time, twelve-eight time, and

Free Tempo; the composer wrote this song by substituting modes of

the traditional music to those rhythms. In the change of the rhythm,

the composer unfolded the song with the feeling of traditional music,

based on the meaning of the title <Yeonga>.

Sixth, this song used the scale of traditional Menarijo and

Namdogyemyeonjo in general, attempting diversity of melody motions

also using the minor scale in each mode. As it had modulation in the

middle of the second movement, it gave changes of the thematic

melody, pursuing much broader progress and the change of scales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cadenzas.

The study recogniz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structural limit of

Taepyeongso, and found the solution for techniques and fingering

which had been performed by performers through empirical knowledge

to organize and attempt to perform them. The <Yeonga>, composed

by Cho Won-haeng, studied by applying the actual arranged

techniques, is the song that shows the harmony of the modern musical

language and the traditional modes, changes and repeats of rhythms,

the use of minor scale and broad regis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s of a wide motif, and is interpreted as the work requiring

various techniques. The composer, with his unique sensitivity, not only

revived the traditional and essential aesthetics of our music by using

the composition method called ‘repeat and expansion,’ but also

overcame the limit of Taepyeongso as well as stressed out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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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of Taepyeongso, especially through communication with

performers.

-----------------------------------------------------------

Keywords : A♭pipe Taepyeongso, Cho Won-haeng,

Techniques of a chromatic scale, Yeonga,

The same sound but different holes techniques

Student Number : 2005 – 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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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년도 작품명 공연명 장소

1993～

1998

Sop, Bar, Fl, Vn, Cell,

Piano와 Woodblock을 위한

실내악곡 “어이하리”

뉴욕시립대학교

작곡발표회
Revanson Hall

Fl. Vn. Per을 위한 “산조”
뉴욕시립대학교

작곡발표회
Revanson Hall

인성을 위한 실내악 “Namu

Kwan Se Um Bo Sal"

뉴욕시립대학교

작곡발표회
Revanson Hall

Vn, Cell, Piano와 Per을 위

한 “The Cloud"

뉴욕시립대학교

작곡발표회
Whitehead Hall

Computer Music "소나기“,

”Han", "너를 위하여“

뉴욕시립대학교

작곡발표회

2000.11
해금, 젓대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사향”

아시아음악과

한국의 만남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1.12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메아리”

중앙대학교

작곡발표회

2001.12 “관현악을 위한 메아리”
안산시립국악관현

악단 정기연주회
안산시립

2002.11
피리독주곡

“춤추는 살살이 꽃”

“새가락 삼일야”

창작음악발표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2.11
개량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역동”

이용구개량대금

발표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2.12 “놀이”를 위한 관현악
“2002 국악작곡

축제”
문화예술회관

2003.05
해금 이중주와 피아노를 위

한 “회상2번”

중앙창작단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3.07
해금 삼중주를 위한

“그들의 이야기”
중앙해금연구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3.09
거문고 삼중주를 위한 설국

(雪國)

임전거문고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별 첨 표

<표 7> 조원행의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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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25현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

한 “메아리”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정기연주회
한전아츠홀

2003.11
단소와 가야금을 위한

“해무海霧”
이용구단소독주회

2004.03 “국악보따리” 어린이 창극 국립극장

2004.04 뮤지컬 “리틀라이언” 어린이 뮤지컬
전국지방순회

공연

2004.05
거문고 삼중주를 위한

“신당악”

‘국화꽃향기’

거문고의 밤
삼청각

2004.06
두 대의 대금과 25현 가야금

을 위한 “역동2번”

제4회 대금연구회

정기공연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4.09 해금 협주곡 “상생”

서울시립국악관현

악단 제268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4.09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Epilogue"

백암아트홀 개관

기념 로맨틱 트리

오

백암아트홀

2004.10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고리”

퓨전그룹팅팅과 해

금연주가 김애라

조인 콘서트

호암아트홀

2004.10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역동2번”
한국정악원 발표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4.11
대금 삼중주를 위한

“그들의 이야기”

한국대금음악연구

회 정기발표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4.11
해금 삼중주를 위한

“고향의 봄”

해금앙상블 수요회

제5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4.11 실내악을 위한 “형상”
여성실내악단

다스름 정기연주회
삼청각

2005.04
해금 독주곡

“길(여로), 흔들의자”

안수련

해금 앨범독주회

2005.04 가야금 독주곡 “비歌”
장지현

가야금독주회

2005.09 가야금 독주곡 1번 가야금 독주회

2005.10 해금 합주곡 “無心” 청주해금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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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그림자
아쟁앙상블

Arco 창단연주회

2005.12
국악 관현악을 위한

“대지(Mother Earth)"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6.01 태평소 협주곡 “戀歌“
영동난계국악단 정

기연주회

2006.08 시가 있는 풍경
풍경이 있는 소리

제8회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6.09 거문고를 위한 “역동3번”
윤은자 거문고독주

회
국립극장

2006.09
두 대의 대금과 25현 가야금

을 위한 “해무2번”

제3회 대금연구회

금마루 정기연주회

2006.10 피리 협주곡 “여로” 김정집 피리독주회
성남앙코르

씨어터

2006.10
해금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달그림자”
여수연 해금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7.03
거문고와 플룻을 위한

“역동”

성남시립국악관현

악단 정기연주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007.03 해금 협주곡 “아라성”
서울시립국악관현

악단 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07.09 아쟁 협주곡 “아라성”
제5회 부산 전국창

작국악관현악축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7.09
두 대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

한 “눈이 내리는날”

제12회 해금연구회

정기공연 “사계”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8.04
해금과 양금을 위한

“상생2번”

서울시립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08.06 실내악을 위한 “선” 국립창작악단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8.06 관현악을 위한 “메아리”
성남시립국악관현

악단
콘서트홀

2008.07 아쟁 “달그림자” 정미정 아쟁독주회

2008.08
아카펠라와 가야금 합주를

위한 “새타령”
부산 가야금 연주 부산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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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아쟁중주곡 “아라성” 아쟁연구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9.07
청주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

현악단

청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009.09 국악관현악을 위한 “한벽루”
전주시립국악단 제

156회 정기연주회

2009.11 관현악을 위한 “대지2번” 국립국악관현악단

2010.01
가야금중주단 “여우별” 가야

금을 위한 "Bluebird“

2009국악실내악축

제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0.02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진혼”
고주희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0.08 대금협주곡 “타래” KBS정기연주회 KBS홀

2010.08 관현악을 위한 “귀거래사”
제39회 세종국악관

현악단 정기연주회

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2010.09 추야성
그린쳄버오케스트

라 창단연주회

수원시

제1야외음악당

2010.11
대금과 가야금 장고를 위한

“휴”
김희정 대금독주회 영산아트센터

2010.11
아시아오케스트라를 위한

“Dream of Asia"

2010국립극장 문화

동반자 특별공연
국립하늘극장

2010.12
해금합주를 위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절”

제5회 중앙해금 연

구회
한국문화의 집

2011.02 국악관현악을 위한 “흥취”
세종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1.03 거문고중주곡을 위한 “春花”
한양거문고앙상블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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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악 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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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악 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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