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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은 예로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국의 특

성에 맞게 민족화 시키는데 매우 능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특성은 외래 악기의 

수용과 정착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서양의 것을 중국의 특성에 맞게 이용한

다는 양위중용 (洋爲中用) 과 악기모양은 변화시키지 않고 연주방법은 변화시킨다는 

이보유형(移步留形) 은 중국의 클라리넷 수용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적인 특성

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중국에서 클라리넷을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학

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클라리넷 레파토리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이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서양곡보다는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을 

많이 접하고 연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양의 곡과는 그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중국 

작곡가들이 쓴 중국의 클라리넷 곡에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중국적’인 특색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특색은 음악 내에서 스케일이나 박자 등 중국적 요소가 서양식 

기보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클라리넷의 연주기법 자체가 중국전통악기의 연주 

기법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연주기법을 만들어 낸 점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전통악기의 영향을 받은 연주기법은 중국내에서 실제로 많이 통용되는 방

식이지만 이런 방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클라리넷 수용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뒤 그 중 중국에서 널리 연주되는 곡을 분석해 볼 것이다. 분석의 

틀은 일반적 곡의 분석과 함께 중국적인 특성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통악기가 중국 클라리넷 연주 기법에 끼친 영향을 

곡의 예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국의 특성에 

맞는 레파토리들을 만들어내어 중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문화의 한 갈래로 정

착시킨다면 탈 서양 중심의 음악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현 시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클라리넷, 중국적인 특성, 이보유형, 양위중용, 중국작곡가

학  번 : 2010-24172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본 론······························································3
제 1 절  클라리넷의 중국 유입배경과 과정······························· 3
    1. 신중국 성립전 클라리넷의 유입············································3  
    2. 신중국 성립후 클라리넷의 발전············································4
      2.1 실험기  ·····································································4
      2.2 탐구기  ·····································································6
      2.3 성숙기  ·····································································7
      2.4 신시기 ······································································11
제 2 절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의 자국 내 연주현황········14

 제 3 절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분석 ·································17
    1. (《帕米尔之音》) The voice of the Pamirs···파미르··················17

     2. 《관중무곡(关中舞曲) A Folk Dance of the West》··················30
제 4 절 중국 전통악기가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 방법에 끼친 영향·35

제 3 장 결 론································································41
 

참고문헌·········································································43
참고악보·········································································45

Abstract·········································································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필자는 서양 작품을 많이 연주하는 한국의 클라리넷 전공 학생들과 달리 중국에서 중

국 작곡가의 클라리넷 곡을 많이 접하고 연주해 왔다. 한국에 와서 다양한 서양 작품

들을 접하며 서양 작품을 수용하는 양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호

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서양 작품과 중국작품이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에 

대해 연구해 보고 중국적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외래 문물을 수입할 때 중국의 특성에 맞게 자국화. 민

족화 시키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클라리넷이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작곡가들은 중국의 전통악기 주법을 클라리넷에 활용하여 중국에만 

있는 클라리넷 연주기법을 만들었다. 또한 클라리넷 기보법에서도 서양의 기보법에 

전통악기의 연주 기법을 가미한 기보법을 서양악기인 클라리넷에 도입하여 중국만의 

특성을 살렸다. 이것은 클라리넷을 중국 자국민들의 정서에 잘 맞게 토착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가 이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양의 곡 보다는 중국 작곡가의 곡을 더 즐겨 연주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클라리넷의 이러한 토착화는 실제로 연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찰하고 연

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 작곡가들이 작곡한 클라

리넷 곡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서 중국의 클라리넷 작품이 가진 특색과 작

품 속에 중국적 특성, 중국 전통악기가 클라리넷 주법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서양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기 보다는 중국의 특성에 맞는 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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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서양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기 보다는 중국의 특성에 맞는 레퍼

토리들을 만들어 중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문화의 한 갈래로 정착시키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공고하게 굳히는 작업은 탈 서양 중심의 음악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현 시대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는 중국의 클라리넷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곡의 중

국내 수용양상과 애호되는 연주곡 및 연주 양상을 살펴본 뒤 중국적인 특성이 잘 나

타난 클라리넷곡 중 2곡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분석은 일반적인 형식 

분석과 함께 중국적인 특성이 음계, 화성, 리듬 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곡들은 필자의 졸업 연주회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곡들은 중국내에서도 애호될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작품성을 인

정받은 클라리넷 곡들이다. 또한 전통악기의 기보 및 주법이 중국 클라리넷 연주에 

미친 영향도 함께 연구하여서 중국 클라리넷에만 있는 분석의 틀은 중국적인 특성이 

작품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는 것으로 할 것이며 전통악기 주법의 영

향을 받은 중국적인 독특한 클라리넷 연주법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서양

악기인 클라리넷이 중국에서 어떻게 토착화, 민족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며 이는 서양의 악기를 수용하여 토착화 시키는 과정에서 서양의 것을 중국의 특

성에 맞게 이용한다는 이보유형(移步留形)과 악기 모양은 변화시키지 않되 연주방법

은 변화시킨다는 양위중용(洋爲中用)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가 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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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1절. 클라리넷의 중국 유입 과정   

 1. 신중국 성립 전 클라리넷의 유입

클라리넷은 19세기 말 (1890년부터 1900년간)중국에 전해져서 최근까지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이 처음 클라리넷을 접한 것은 16세기 후반 천주교가 

중국에 전해짐에 따라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음악

인 서양 음악이 명･청 궁전에 소개되었다. 현재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강희38(1699)

년에 황제가  남방 순찰을 하며 쩐쟝(镇江)에 이르렀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배 위

에서 양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중 테오도리쿠스 페드

리니1)（Teodoricus Pedrini，1670-1764）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후에 궁에

서 “클라리넷과 관친(管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귀족들이 

최초로 클라리넷을 접하게 되었다.

클라리넷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 온 것은 1840년의 아편전쟁을 통해서이다. 서방

열강들은 중국에 진입하며 서양종교를 매개로 서양음악을 전파해 왔다. 그 뒤로 서양

음악은 신식 군악대, 신식 군가 등의 형식으로 중국의 20세기 “신음악”으로 자리잡았

다. 해외파 악단 중 가장 유명했던 것은 영국인 로버트 하트의 이름을 딴 “허더악단”

이다. 허더악단은 1904년 광서 황제가 독일왕자를 접견할 때 공식 석상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악단이었다. 허더 악단은 많은 서양곡에 정통했으며 베르디의 

곡도 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악단은 중국 내 서양밴드의 선구자가 되었고 그 구

성원들은 군악대, 중국 내 관현악단에 들어가서 서양음악의 중국정착에 기여하였다. 

1) 테오도리쿠스 페드리니(Teodoricus Pedrini) ;1670-1764 로마교황 꺼쭈멍둬(格肋孟多)11세가 중국에 
파견한 특사. 교황을 임명을 받은 도로(Doro)주교의 이탈리아 수행원과 선교사 테오도리쿠스
(Teodoricus Pedrini)신부가 강희(康熙) 황제의 임명을 받고 황태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후에 그는 계속 중국에 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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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넷도 허더악단을 통해 민간에 소개되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클라리넷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2. 신중국 성립 후 클라리넷의 발전

1949년 마오쩌뚱에 의해 신중국이 건립된 후 중국은 여러 전문학원의 학생을 동독일, 

체코, 및 유럽 등 여러 나라로 유학을 보내 각 시기, 각 민족 특유의 연주 스타일을 

들여왔다.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가들이 중국 클라리넷 음악 분야에 공을 세웠다. 이 

시기에 중국의 클라리넷은 획기적인 성장을 보였다. 

 2.1 실험기 (1952년—1965년）

50년대에 들어선 중국의 클라리넷예술은 국제음악무대를 통해 새로운 음향을 경험하

였고 작곡가들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음색을 사용하여 폭넓은 작품세계를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신 중국 건립은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주가는 사상적으로 해방되어 예술을 통해 신 중국을 향한 애국

심을 표현하였다.  짱우(张梧), 씬후광 (辛沪光)등 일부 작곡가와 연주가들은 중국의 

다채로운 민가(民歌)자원을 발굴해내어 유럽 전통적 작곡기법으로 중국민족의 특색이 

있는 우아하고 정교한 클라리넷 곡을 창작하였다. 이런 곡들은 일반 국민 생활에 근

접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 중국적인 특색이 드러났고 난이도도 낮은 편이어서 초보자

들이 접근하기 쉬웠기에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인은 서양전통곡목만 

연주 할 수 있다는 편견을 바꿔놓기도 했다.  중앙음악학원(Central Conservatory 

of Music)의  클라리넷 교수 짱우(张梧)가 중국 최초의 클라리넷 곡을 작곡했다. 그

는 교직에 있는 동안 각 지방의 스타일을 연구해 《苏北调变奏曲》（Subei tone 

variations）, 《新疆舞曲》 (Xinjiang dance), 《迎新春舞曲 》( Spring dance), 《萨利

哈最听毛主席的话 (마우쩌동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싸리하) Saliha liste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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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of Chairman Mao》등을 개작하였다. 그 중 짱우(张梧)가 1952년에 창작한 

《苏北调变奏曲 》（ Subei tone variations ）은 중국 클라리넷 계에서 공인하는 뛰

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 씬후광(辛沪光)은 《回旋曲》(rondo), 《草原歌声》(초원 가성 Grassland 

songs), 《蒙古情歌》(몽골 정가. Mongolia love song )등 초원의 정취와 목축민의 모

습을 느낄 수 있는 클라리넷 곡을 작곡하였다. 《回旋曲》(rondo)은 리듬이 소박하고 

활기차며 유쾌한 박자로 연주된다. 5음계의 화음리듬을 이용하여 끝부분을 클라리넷

의 발음기교의 특징을 세밀하게 표기하였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왕옌(王焱) 의 《牧马之歌》(목마지가 Muma song)는 초원의 동틀 무렵, 전원시, 말 쫓

기, 늦은 귀가 등 4부분으로 구성 되였다. 리듬은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다채로운 음

악적 특징이 있으며 단락의 대비가 선명하다. 오성(五声)성과 화음 창작기법을 이용하

여 악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좋은 작품이다.

이 시기 중국 작품은 양쑤정(杨庶正)의 《抒情曲》(cantilena), 뉴완리(牛万里)의《秋收》

(추수 The autumn harvest), 후루메이(胡汝美)의《溇水谣》( 누수가요. The loushui 

River ballad), 그리고 리궈쵠(黎国荃)이 개편한《牧羊姑娘 목양처녀 》, 황페이친(黄佩

勤)이 편곡한 《小河淌水》(소하창수.Creek drips water), 요밍위(廖名毓)가 편곡한《绣

荷包》(수하포 .Embroidering a pouch.)등이 있다. 

1963년 말 베이징(北京)에서는 음악 무용 좌담회를 열어 중앙에 제출하였고 “혁명화, 

민족화, 군중화”의 길을 걸었다. 1964년 전국에서 “농업학대회”의 붐이 일어났다. 이

는 쓰촨음악학원(四川音乐学院)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고웨이제(高为杰)의 트리오《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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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儿女学大赛》 (강족인녀학대새.Qiang children learn contest ),（클라리넷, 플루

트, 피아노작）: 황후웨이(黄虎威)의 《 大巴山的春天》(다바산의 봄, Daba mountain 

spring); 싱쉐쯔(邢学智)가 개작한 유쾌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 彝族欢舞 》(이족환무. 

Yi dance), 《红日照康巴》(홍일조강파. The sun shines over the Kamba), 《高原到

处喜洋洋》(고원도처희양양. Plateau everywhere merchant), 《翻身农奴之歌》(번신농

노지가 Emancipated serfs song); 썅쩐룽(向振龙)이 개편한 《唱支山歌给党听》(창지

산가급당은. Sing a song to the party), 《瑞丽江畔》(서려강반 Ruili River), 및 쪼

우청루이(邹承瑞)과 합작한  《边寨晨曲》(변채신곡 Border alborada), 《僳僳舞曲》(속

속무곡. Lisu dance)등 작품이 있다. 

2.2 탐구기（1966년—1979년）

1996년부터 1976년의 “문화대혁명”은 중국경제문화의 발전을 엄격히 통제하

였고 음악예술 특히 서양음악을 비판하였다. 외국 작곡가의 클라리넷 작품도 이 시

기를 피할 수 없었다. 식견이 있는 인사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당시 극히 제

한되어 있는 창작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모범극2)을 하거나 민요에서 소재를 얻어 개

편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중국 클라리넷 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썅쩐룽(向振龙)이 《红色娘子军》(홍색낭자군. The Red 

Detachment of women)중에 단편을 선택하여, 개작한《娘子军操练舞》(낭자군조련무 

Women soldiers dance practice), 《斗笠舞》(삿갓 춤 Bamboo hat dance), 《解放》

(해방 Liberation)등 여러 클라리넷 독주곡이 있으며 또한 “문화혁명”시기의 중요한 

클라리넷 패러프레이즈로 왕쯔젠(王志坚)의 《山丹丹开花红艳艳 》(산단단개화홍염

2)  모범극이란 '혁명 모범극'의 약칭으로서, 1969년 이후 강청의 지도 아래 모범작으로 선별된 여덟 편
의 작품을 가리킨다. 이들 작품은 모두 '사회주의 영웅의 형상'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려
내고, 주제를 먼저 결정한 뒤 작품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구상한다는 사인방 나름의 문예 이론에 입
각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예술작품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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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red morningstar lily in), 《快乐的女战士》(행복한 여전사 Happy soldier)등이 있

다.

1963년 “삼화”(혁명화, 민족화, 군중화)부터 1964년의 “대채열(Dazhai heat)”과 

1966년에 시작한 “10년 대동란” 때문에 작곡가와 연주가의 창작이 제약을 많이 받아 

클라리넷 작품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문화혁명시기의 클라리넷예술의 발전소

재는 반드시 “모범극”과 연관되어야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 클라리

넷 작품의 발전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탐구기에는 창작사상이 매우 제한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다수가 절도 있고 

격앙된 힘찬 곡들이었다,  음악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민요 멜로디 리듬을 응용하며 둘째, 유럽고전시기의 화성과 작곡기법을 사

용하며 셋째, 민속음악의 변주곡 형식을 사용하며 넷째, 클라리넷의 기본기교만 사용

하고 특별한 고난도의 기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클라리넷음악 민족화의 중요한 단계였다. 그러나 뚜렷한 정치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이 나오지는 못했고 이 시기 이후에는 거의  연주되지 못

했다.  정치적 성향과 의도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은 예술적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2.3 성숙기（1978년—1997년）

중국공산당 11기3중 전회 후 국민들의 사상이 해방되고 개혁개방정책이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음악계에서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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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와 90년대 중외음악문화의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중국전통음악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고 외국인도 중국 음악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해외의 창작사

상, 창작기법도 중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신시기의 클라리넷음악은 돌파구

를 찾아냈으며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성숙기의 첫 단계는 1978년부터로 볼 수 있다. 1978년 이래 작곡가와 연주가들의 창

작열정은 매우 높았고 10년이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작품에 담을 수 있었다. 개

편한 곡 대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창작은 문화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은 우선 민족소재를 음악적 요소로 삼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씬후광(辛沪光)의 《欢乐的那达慕》(즐거운 나담 페어 The joy of the Nadam 

Fair), 썅진룽(向振龙), 리중융(李忠勇)의 《圭山节日》(규산절일. Guishan Festival), 

순이린(孙亦林)의 《美丽的阿吾勒》(아름다운 아우러 Beautiful awil), 뚜조쯔(杜兆植)의 

《草原歌舞》(초원 가무. Grassland songs and dances), 허미쟈(何米佳)의 《阿里山随

想曲》(아리산수상곡 Ali Mountain Capriccio), 클라리넷 연주가 니요우츠(倪耀池)가 

개작한《晋乡风情》(진향풍정 Jin Xiang style), 웬지깡(袁志刚)과 합작한 《台湾渔歌》

(대만 어가 Taiwan fishing songs), 로우렌광(娄连广)과 합작한 《苗家的节日》(묘족의 

명절 Miao Festival)등이 해당된다. 그 중 《欢乐的那达慕》(즐거운 나담 페어 The 

joy of the Nadam Fair)은 편폭이 크고 서술성이 강해서 씬후광(辛沪光)의 초기 작

품규모보다 뚜렷하게 확대되었고 음악적 표현도 매우 다채로워 졌다. 첫째 부류는 전

통악기로 연주한 곡을 소재로 하였다. 예를 들면 니요우츠(倪耀池)가 개작한 《河北花

梆子》(하북화방자 Flowers of Hebei Bangzi) (판호곡(板胡曲)),《 红军哥哥回来了》(홍

군 오빠 왔다. The Red Army elder brother came back)(二胡曲 이호 곡), 《姑苏

行》(Suzhou line)(笛曲 피리 곡), 《妆台秋思》(장대추사. Makeup stage Autumn 

Thoughts)(琵琶曲 비파 곡)와 첸카이(钱恺)가 개작한 《夜思》(야사Night thoughts)(古

8



琴曲 칠현금 곡《阳关三叠 양소삼첩 》(Bid farewell to a departing friend))등이 있

다. 두번째 부류는 각종 가요를 소재로 한 것인데 쪼위수(赵玉枢)가 개작한《花儿为什

么这样红》(Why the flowers are so red), 니요우츠(倪耀池)가 개작한 클라리넷 합주

《游击队歌》(유격대가 Guerilla song)를 예로 들 수 있다. 

성숙기 2단계는 1980년대 이후의 기간이다. 1980년 중국최초의 클라리넷 협주곡《帕

米尔之音》(파미르의 소리 The voice of the Pamirs)은 후비징(胡壁精)의 개인 창작

댄스곡《冰山雪莲》(Saussurea involucrata Kar.)을 음악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협

주곡 삼부작은 신쨩(新疆)민족의 민간음악을 주요소재로 작곡한 것으로서, 독특하며 

우아한 리듬때문에 인기있는 클라리넷 작품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타지크족 음악 

곡조와 리듬에 서양식 장단조 체계의 화음을 이용하여 중국소수민족 타지크족의 생활

을 반영하였다. 

작곡가이며 연주가인 황페이웬(黄培源)은 오랜 노력을 거쳐 클라리넷 작품의 발전을 

이루었고 1982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교향곡 작품 경쟁에서 수상하였다. 1985년 

토춘쇼(陶纯孝)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하는 국제 클라리넷 예술제에 초대 받아 처음

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특색이 드러난 작품을 연주하여 전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

을 남겼다.

《파미르의 소리 The voice of the Pamirs 》은 중국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역

작이다. 1985년 저명한 클라리넷 작품과 함께 첫 번째 베이징(北京) 클라리넷 경합곡

이 되였고 다방면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 시기에 유명한 작곡가 천치깡(陈其钢)은 

1980년 중국 민족적인 현대 클라리넷 작품 습작《晨歌》(진가Morning songs)(클라리

넷과 피아노 작）을 완성하였다. 작곡가는 무음조(无调性)적인 사고로 유조성적(有调

性) 음악을 작곡하였다. 긴장감이 점차 증가하다 감소하는 방법으로 멜로디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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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연스럽게 그렸고 중간의 한 소절을 분리시키는 것을 한 단위로 하는 강박 순

환 리듬을 썼다. 《晨歌》(진가Morning songs)가 중국 클라리넷 음악의 근원 이였지만 

구상과 작곡기교면에서는 미숙하였다. 1986년 천치깡(陈其钢)은 프랑스의 작곡가 메

시앙(梅西安)（Olivier Messiaen 1908-1992）을 스승으로 삼아 《易》(Easy)(클라리넷

과 현악 사중주)을 완성하였다. 이는 그가 서양을 탐구한 첫 번째 현대적 기술의 성

과이고 제2 프랑스 국제 클라리넷 콩쿨에서 1등 작곡상을 받았다. 하지만 《易》(Easy)

의 연주는 쉽지 않았다. 변화무쌍한 현악의 여러 성부가 고난도로 조화되어 지금까지

도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중국 클라리넷 작품으로 알려졌다.

성숙기 3단계는 1990년대 말까지의 기간이다. 1991년 중국문화부에서 “중국 고등학

교 클라리넷 중국 작품 선정회”소집을 지원하였고, 일부 중국 작품을 발굴하여 6작품

이”우수창작상”을 수여 받았다. 1위를 차지한 황안룬(黄安伦)의 《随想曲 카프리치오

(capriccio) 》는 서북민요를 주제로 인상파의 화음수법을 사용하였고 중국 오음음계

(五声音阶)의 리듬과 클라리넷 음색 및 표현력이 잘 조화된 곡이다.

우찌훙(吴继红)의 《山月》(산월 Mountain)는 동족비파(侗族琵琶) 곡 음조로 클라리넷 

중음역의 아름다운 특징을 표현하였다. 왕쪤민(王建民)의 《四季掠影 (사계략영 Of 

the four seasons) 》은 클라리넷의 광범위한 음역, 다변하는 음색을 활용하여 고전

사시중 사계절에 대해 묘사하였고 사물 묘사와 감정이 잘 융합되어 아름다운 운치를 

더하는 4개 악장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인공 옥타브 외에 기법, 구조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우오우베이(吴奥北)의 클라리넷과 현악기를 위한 소나타 《新烛光与坎 (신

촉광여감 New candle and Hom )》는 전문가적인 연주기법과 민요등 민속요특징을 

결합하여 활기가 넘친다. 그 외 쪼우쉐스(周雪石)의 《클라리넷과 피아노 및 사건 현

악》, 뤄이(罗毅)의 《클라리넷 소나타》의 2곡이 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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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클라리넷은 근 10년의 발전시기를 지나 1단계 창작욕망의 각성, 2단계 첫 협주

곡 출시, 최초로 국제대상을 수여한 실내악. 3 단계 6개의 우수 작품을 통해 중국 작

곡가와 연주가들이 구속에서 벗어났으며, 중국 클라리넷이 창작과 연기 등 면에서 역

사상 전무한 발전과 실질적 비약을 실현하도록 했다.

성숙기에는 중국전통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는 중국 클라리넷 

음악창작의 또 한번의 절정으로 당시의 클라리넷 작품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다채로운 민족민간 음악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 전통문화 여러 소재를 

발굴하였다. 그 예로 오래된 도가사상, 고시들의 낭만감 등을 음악에 반영한 것을 들 

수 있다. 유럽전통의 작곡기법 활용과 함께 서양현대 작곡기법도 사용하였으며 변주

곡 형식, 소나타 형식등 형식구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사용

했다 또한 연주자의 개성을 살리고 중국음악 연주의 특징을 반영한 연주기법을 시도

했다. 

중국 클라리넷예술의 발전이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국가개혁개방 정책이 가져다 준 여

유 있는 창작환경에서 작곡가와 연주가들은 개방된 사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의 

창작 및 연주수준이 향상된 것은 작곡가와 연주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졌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출시한 《易》(Easy), 《晨歌(진가Morning songs)》, 

《随想曲 카프리치오(capriccio) 》, 《四季掠影 (사계략영 Of the four seasons) 》등

의 작품들은 비교적 성숙된 중국의 우수한 작품이고 거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 

2.4 신시기(1998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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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북경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국제클라리넷 음악제를 열

렸고 많은 관중들을 운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16개 나라에서 

온 우수한 예술가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고 외국인이 중국민간악기의 기본적 연

구기법인 순환호흡3), 双吐Double spit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밖의 발견을 하였다. 고

전으로부터 현대작품,  독주, 중주등 각양각색의 새로운 형식, 작곡 방법, 연주기교등

은  중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클라리넷작품의 작곡과 연주에서 중국

인들의 역량을 넓히는 데 큰 자극과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998년은 중국 클라리넷이 전면적으로 개방된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짱초(张朝)의《晚上吹的调 (만상취적조 Night blowing tone)》(1998년 클라리넷과 피

아노를 위한 곡)는 음계식 화음리듬, 산판 (散板4) ) 의 리듬 특징을 사용하였다. 클라

이막스 부분에서는 북무(铜鼓舞 동고 춤추)의 너그러운 모습, 끝 부분에 늘어지는 클

라리넷 화음과 북의 연주 여음이 귓전에 맴돌게 했다. 이 곡은 운남성 소수민족의 짙

은 음악문화를 성공적으로 나타냈다. 꿔밍(郭鸣)의 무조성(无调性) 작품 도백《道白

(spoken parts in an opera) 》은 (1988년 클라리넷과 교향악단 합작), 강약, 리듬, 

화음 등 음악의 요소를 고르게 분배했다. 중국희곡적 음조를 사용해 마음의 변화를 

묘사하였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도가사상을 나타냈고 민족화와 현대화를 조화시켰다. 

클라리넷연주가 칭레쥔(卿烈军)은 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갈 사막 타지크 

및 위그르족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모습을 나타내는 《漠中之梦 (사막 중의 꿈 In 

the desert of dreams)》, 《鹰 (매 The eagle) 》, 《당나귀 수레 (驴车Donkey 

Trolly)》등을 창작했다. 또한 매우 재미있는《斗鸡(Playing with Chicken)》, 《山歌(산

3) 관악기 연주자들이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뺨을 풀무처럼 활용하여 악기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오랫
동안 소리가 끊기지 않고 연주할수 있게 하는 테크닉

4) 중국 전통극에 사용되는 곡조의 박자 형식.느린 박자로 비통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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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olk songs)》, 《野猫舞曲 (도둑고양이 댄스 stray Cat dance)》는 허베이(河北), 

등이 있으며 싼시(山西)민간의 음악특징이 있는 《黄河船曲 (황하선곡 The Yellow 

River boat song) 》, 《汾河畔的牧羊人The Shepherd by Fen Rivre》（ 합작함）이 

있다. 클라리넷 연주가 리창윈(李昌云)은 조선족음악특징이 있는 《边疆的田园 (변경의 

전원 The border of the garden)》을 뻰융쭈(边永珠)은 《达翰尔民歌主题与变奏曲 

(다한르 민가 주제과 변주곡 Folk theme and variations of Dahall)》등을 창작했다. 

이외에도 멍쏘샤(孟昭侠)가 창작한 《关中舞曲( A Folk Dance of the West) 》、《小

车(소 차The car)》、《故乡的云(고향의 구름 Cloud in hometown》등 10여편의 작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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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의 자국 내 연주현황

중국에서는 서양 작곡가 보다 중국작곡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연주되는 경향이 있다. 

서양 작 품의 경우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장조 K.622, 클라리넷 5중주 

K.581. 등이 있고 베버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No. 1, No. 2 와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

오  Op. 114, 클라리넷 5중주 Op, 115 클라리넷 소나타 Op. 120 등이 즐겨 연주되며 

관중들의 사랑을 받는 레퍼토리 이다. 20세기 이후 곡들로는 아론 코플랜드(A. 

Coplnad)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C 장조,  멘델스존(F.Mendelssohn)의 피아노와 클라

리넷을 위한 콘체르토 Op.114 , No. 2 , concert piece op.114등이 있다.  

20세기 하반기 중국 클라리넷 예술은 빠르게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

다. 1952년 작곡가 짱우(张梧)가 창작한 《苏北调变奏曲》（Subic tone 

variations/partita）는 중국 예술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첫 번째 클라리넷 

독주곡에 속한다. 이후 중국 클라리넷 연주가가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일이 일어났

고 중국작곡가가 창작한 클라리넷 작품이 국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

기도 했다. 1979년부터 2010년 동안 중국 국내학계는 총227편의 클라리넷 및 연주예

술에 관한 학술논문을 발표하며 학문적으로도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연주가 겸 작곡가 예요지(倪耀池)는 전통악기 호금5)을 위한 독

주곡《하북화봉자(河北花棒子)Flowers of Hebei Bangzi)》과 죽적6) 곡 《고소행(姑苏

行)Suzhouline》, 비파 7)곡(琵琶曲)《장태추사(妆台秋思) Makeup stage Autumn 

Thoughts》등) 등 전통악기를 위한 곡을 클라리넷 독주곡으로 편곡하였다. 또한 1978

5) 호금(중국어: 胡琴 후친[*])은 중국에서 비롯한 현악기의 한 종류를 부르는 말이다. 작은 울림통에 나
무로 된 막대를 연결하고 현 두 줄을 연결하여 활로 켠다.

6) 죽적竹笛 ; 대나무로 만든 피리
7) 비파;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발현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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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990년까지 그는 중국 작곡가가 전통 음악 스타일을 가미한 클라리넷 독주곡

을 연주하였다. 그 예로 《태만어가(台湾渔歌) Taiwan fishing songs》, 《요춘경(闹春

耕) Downtown spring》, 《봉황영상축홍군(凤凰岭上祝红军) To the Red Army on 

Phoenix Valley》, 《화차도산채(火车道山寨) Train track copycat》, 《화아위십요저양

홍주제환상곡(花儿为什么这样红主题幻想曲) Why the flowers are so red theme 

Fantasy》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곡들은 중앙인민방송국에서 방송된 후 각 계의 호

평을 받았다. 1997년 예요지(倪耀池)는 20여 년의 연구성과를 모아 《중국 클라리넷 

곡집19곡(中国单簧管曲集19首) China Clarinet Sonatas 19 first》을 출판하였다. 그 

중 17곡은 독주곡, 12곡은 앙상블 곡이였으며 한족, 몽골족, 묘족, 이족, 위그르족, 

카자흐족, 고산족 등 중국민족의 각기 다른 민족스타일의 곡들로 구성되어있었고 이

것을 통해 중국 클라리넷의 토착화에 대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진기강(陈其钢)의 《역 (易)》이 제2회 프랑스 국제 클라리넷 작곡 대회에

서 1위를 수상하였다. 이는 국제대회에서 최초로 수상한 중국클라리넷 작품이

다. 2009년 하훈전(何训田)이 작곡한 클라리넷 독주곡 《향지무(香之舞), Scent 

Dance》는  독일의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 이며 교육자인 거르트 스타크(Gerd 

Stark) 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중국 클라리넷 곡 중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거론된다. 

90년대에 이르러 황안륜의 환상곡은 서북 민요 중 하나인 간생령 (Driving 

Livestock)의 곡조를 차용하고  포르타멘토 기법을 응용하여 중국음악 연주의 

특징인 강음(腔音)을 표현하였다. 강음은 중국 민간에서 사용하는 노래 방식인데 

경극에 주로 사용된다. 두 음고 간을 소리 낼 때 사이에 있는 음들은 정확한 개별

적인 음고 없이 미끌어 지듯 목표음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작품들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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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법을 클라리넷에 활용하여 중국적인 정서 표현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로 클라리넷 교과과정에서 서양작품만을 가르치고 중국작품을 가르치지 않

는 경향을 바꿔놓았고 클라리넷 레파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2008년 김광일8)(金光日),경열군(卿烈军)은 2차례의 중국작품 시범연주회를 조직

했고 중앙민족대학과 기타 학교의 클라리넷 전문 교사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신작을 발표했다. 도욱광(陶旭光)이 독특한 기법으로 《진운(秦韵)》, 《당나귀 수레 

(驴车Donkey Trolly)》, 《투계(斗鸡)playing with chicken》등 곡목을 연주했고, 민

족악기인 수르나이(surnay)의 스타일을 연구했다. 중앙민족대학의 학생들도 각

기 다른 스타일의 중국작품을 연주하였다. 제1회 클라리넷 중국작품 시범음악회

가 열린 5개월 후에 중앙민족대학 음악대학에서는 제2회 중국 클라리넷 시범음

악회를 편성했다. 제2회 중국 클라리넷 시범음악회의 리더와 개최자는 김광일교

수이고 주최자는 중앙민족대학 음악협회 클라리넷 학회였다. 이로써 중국의 클

라리넷 학습자는 서양곡의 연주를 배울 뿐 아니라 중국의 클라리넷 작품도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배움의 분야는 더욱 다양해졌다.  자주 연주되는 

인기곡으로는《매(鹰) The eagle》, 《관중무곡(关中舞曲 Subic tone 

variations/partita)》, 《당나귀 수레 (驴车Donkey Trolly)》, 《 (帕米尔之音) The 

voice of the Pamirs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민족화, 현대화, 다원화, 다

변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화이다. 

8) 1999년 중앙민족대학 석사 연구생 학교 졸업. 현재 국제 클라리넷협회 중국부서 주석, 한국 클라리넷
협회 명예 이사장, 중국음악협회 클라리넷 학회 비서장, 중국 조선족음악연구원 부비서장, 중앙민족 
대학 클라리넷 교수. 내몽골 (内蒙古)해납이맹(海拉尔盟)민족예술학원 초빙 교수, 길림성 예술학원 초
빙교수, 한국서울종합예술학원 초빙교수, 낭방(廊坊)시 사범학원 음악학원 초빙교수. 중국내외에서 10
여 차례의 개인 독주음악회 및 여러 가지 교류 음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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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분석

1. 파미르 (《帕米尔之音》) The voice of the Pamirs  

파미르 (The voice of the Pamirs) 은 예로 들면 중국 작곡가 후비징(胡壁精)      

의 대표 작품인데 여기서 중국의 주류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양식의 혼합을 볼 수 있

다. 시각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진 곡이며 서양고전음악에서 가져 온 교향악의 구조적 

특징과 표제음악적인 면과 더불어 중국 소수민족음악 스타일의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

시킨 작품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의 3악장에서 특히 서양음악과 중국음악의 혼합을 관찰 할 수 있다. 3악장의 

선율과 화음 배치는 서양의 화성 단음계와 중국 타지크 음악의 특색인 3음을 반음 올

린 스케일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타지크 음악은 3음을 반음 올리기 때문에 1음과 3

음 사이가 증3도 관계이며 3음과 4음은 반음관계이다. 3음을 반음 올리는 것은 타지

크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이끔음과 으뜸음이 장 2도 관

계인데 이는 서양의 자연 단음계와 동일하다.  이 구성 형식, 선율, 스케일 상 음정간

의 거리가  서양의 화성단음계와 다르며 중국에서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전통 민족선

율과도 다르다. 그래서 선율과 화음의 색체가 동서양이 혼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

어 내게 한다.  또한 꾸밈음, 모르덴트(보음), 떨리는 음(트릴) 등 장식음을 적용하여 

중국소수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곡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곡의 형식 분석이

다.

1.1. 제1악장

소나타 형식，moderato andante，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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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제시부
 1주제(으뜸조) 제2주제(딸림조)

18마디 + 산판(loose plate) 2 +  a(10) + b(10) +7 (3+4) 2 + 16 (8+4+4)
주제 – 발전(변주) – 경과  

g단조 g단조 d단조

발전부
 part1 part 2 

2 + a(25) +9 + b(20) + 2 2 +  19 +17 + cadenza

도입+1주제&2주제 +경과부 주제 – 발전(변주) – 경과  

동기전개 종합전개 + 재현

재현부 코다

2+20+4 10

도입 + 재현 선율 ;2주제 동기

g단조 g단조

                       

 [표1. 파미르 1악장의 전체구성]

제시부는 전주, 1주제, 2주제는 각기 다른 성질의 변주와 발전으로 이루어졌다. 제시

부의 피 아노 반주부분과 (악보 예 3) 클라리넷  멜로디를 살펴보면 클라리넷이 빠르

게 연주되는 아르페지오(arpeggio), 반음계 스케일(chromatic scale), 16분 음표, 30

분 음표, 7연음, 12연음, 17연음이 긴장감을 준다. 강세는 mf-ff이다. 뿐만 아니라 추

가된 a와 b의 전개는 여전히 강한 다이나믹을 이 부분의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다. 

음색에서 두 개의 주제가 다양한 음색 안에서 교차되고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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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악장의 첫부분은 사막낙타방울을 청각적으로 모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음악의 전

주부분은 피아노로 왼손 오른손이 다른 음역의 5도 음정을 번갈아 연주하며 천천히 

시작된다. 낙타가 사막에서 힘든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와 선율의 고저음이 교차되고 

간단한 짜임새로 구성된 음형으로  광활한 파미르고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표현

했다. 특히 왼손 8도 음의 하행음계로 파미르고원의 광활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했다. 하행의 반주 뒤에 멜로디가 피아노의 오른손으로 연주된다. 뒤이어 나오는 

클라리넷 독주는 느린 박자로 진행되며 아르페지오(arpeggio), 모르덴트(Mordent) 등

의 기교를 넣어 한적하고 드넓은 고원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악보 1] 서주의 왼손 8도음 하행음계

[악보 2] 서주의 클라리넷 독주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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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넷이 연주하는 6이음줄로 된 빠른 하행 음계는 감상자를 아주 오래된 실크로드

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3] 클라리넷의 하행 음계 6이음줄

 [악보 4] 타지크의 선율과 리듬이 나타난 부분]

제시부의 1주제는 피아노와 클라리넷으로 타지크 민족음악의 전형적인 선율과 리듬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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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현하는 동기 b 에서 피아노는 타지크적인 리듬과 함께 동기a 를 반복해

서 화면을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로 끌어와 경치의 객관적 묘사에서 인물의 내적 

세계까지 묘사하는 효과를 주었다.

[악보 5] 피아노에서 앞부분의 동기가 연주되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 2주제가 출현한다. 이부분은 딸림조인 d단조로 진행된다. 2주

제는 매우 역동적이며 흥겨운 느낌을 표현하여 앞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피아

노의 반주형식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템포가 빨라지고 클라리넷의 선율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정서의 변화는 멜로디에 힘을 더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비장하고 진취적인 느낌도 전달하여 중국의 타지크 소수민족의 어려움에도 굴복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정신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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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 변화된 분위기의 제2주제]

발전부 도입부분의 피아노는 강한 박자와 느려진 속도로 천천히 연주한다. 오른손은 

도입부 멜로디가 옥타브로 진행하여 드넓은 대지를 표현하며 왼손은 위에서 아래로부

터 16분음표의 아르페지오(arpeggio)로 멜로디 성부를 뒷받침한다. 분위기가 더욱 고

조되어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는 타지크 민족의 자연과의 투쟁, 대자연을 정복

하고 승리를 거머쥔 장면과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

은 점차 평온해진 감정을 드러낸다. 클라리넷과 피아노 사이의 멜로디와 16분 음표의 

반주가 서로 번갈이 가며 연주된다. 전개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클라리넷이 주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클라리넷이 독주부분으로 기량을 발휘하는 부분이다. 클라리넷의 화

려한 악절 후에 피아노 두 소절의 리듬형 반주가 잇따른다. 이 때 클라리넷은 천천히 

무거운 분위기로 연주하는데 뒤이어 다시 활기찬 분위기의 2주제와  변화된 보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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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따라 나온다. 이 악장의 재현부분은 주제선율을 변화시키면서 재현을 감축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악장 첫 부분에 나오는 사막낙타방울소리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도입부분의 변주동기와 보조주제의 멜로디 동기가 

합쳐지는데  이는 과거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맑고 낭랑한 사막낙

타방울소리와 무거운 낙타 발걸음소리가 대조를 이루며 함께 등장하고 곧 저 멀리의 

황혼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묘사한다.  이 악장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멜로디와 

시적인 풍경을 여러 가지 정교한 음악 기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표현하였다.

[악보 7] 발전부의 서주동기

 

[악보 8] 멜로디를 반주하는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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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경과 A 코다
서주 a+a’ b+cadenza a+a’

8 8+8 7 9 8+8 2

도입 주제 주제의 재현

Adagio Allegretto adagietto

1.2. 제2악장

트리오 형식, (Adagio), c단조, 6/8

[표2] 파미르 2악장의 전체구성

2악장에서는 파미르 고원의 아름다운 야경을 묘사했다. 피아노 도입 부분은 신비스러

운 느낌의  선율이 하프와 비슷한 느낌으로 아르페지오 음형을 연주한다. 이는 파미

르 고원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야경과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표현한다. 그 다음 클라

리넷의 서정적인 주제선율이 등장한다. 피아노 6음절의 아르페지오(arpeggio)는 계속 

이어지고 마치 젊은 남녀가 아름다운 야경 아래 조용히 호수 옆에서 사랑을 나누는 

듯한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   이어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B단락에 새로운 요소가 더

해진다.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캐논형식으로 연이어 연주된다. (악보6) . 그 후에는 화

려한 클라리넷 독주 부분으로 넓은 음역 내에서 빠른 속도의 아르페지오(arpeggio)와 

바이브레이션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연인들의 행복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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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클라리넷의 서정적 주제선율과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음형 반주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아래와 위를 이어주는 연결 작용을 한다. B 주제가 A주제와 

호응하며 시작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악장의 재현부분은 A주제의 재현이고 

청자들로 하여금 다시 파미르 고원의 야경을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은 주음의 고음으

로 마무리가 되며 청중에게 더 많은 상상의 공간을 열어주고 이 아름다운 야경과 사

랑의 장면을 회상하도록 만든다. 전체 악장이 묘사한 파미르 고원은 고귀하고 신비스

러운 여신을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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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 A B 경과 A’

g minor g minor c minor g minor g minor

으뜸조 버금딸림조 으뜸조

20 (8+6+4+8) 24(8+8+8) 35(2+17+16) 20 8*2 = 16

템포동기 a+a’ 서주동기 서주동기 주제동기

C A’’ D 코다

d minor g minor b flat minor g minor

딸림조 으뜸조 으뜸조
24((4+8) *2)
+ cadenza

36 (2+8+26) 26 (4+4+14+4) 44

부분 주제 동기, 발전 부분 경과구 재료 , 코다

1.3. 제 3악장 

론도 형식  Allegro Appassionato,  g minor  2/4-7/8-2/4                   

                          

   
[표3] 파미르 3악장의 전체 구성

위의 곡 구조를 보면 제 3 악장의 형식은 전통적인 론도(rondo)형식이 아니다. 이 부

분은 테마가 매번 재현되거나 변주되는 부분이 있다. 발전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

고 매번 재현되는 A 부분도 테마의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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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3악장의 테마

이 악장에서는 타지크 민족이 혼인식에서 말을 타고(叼 羊Buzkashi) 흥겹게 춤추는 

장면을 담아냈다. 이 1악장에서는 2/4박자를 사용하였고 타지크 민족이 Garr 

desorcy라고 부르는 리듬 형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말타는 곡 중 피리(鹰笛)로 연주하

는 곡에서 많이 사용된다. “디아오양”(叼羊Buzkashi)은 일종의 경마놀이로 보통 2/4

박자의 경쾌한 분위기로 표현된다. 음악이 시작되면 피아노의 8도와 화음이 함께 연

주되며 후반부에는 반주형태가 열기가 가득한  분위기로 연주된다. 도입부분에서는 

이 동기가 계속 제 3장 전체를 이끌어나간다. 모르덴트(mordent)과 꾸밈음은 말을 

타는 타지크 청년의 뛰어난 무예를 생기 가득하게 표현해냈다. 피아노는 두 손을 교

체로 8분 음표 반주형을 적용해 힘차게 달리는 말굽소리를 표현했고 리듬이 간결하며 

규칙적이다. 테마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변화한다. A단락의 악구 끝부분은 클라리넷

의 속도가 6이음줄의 반음계로 내려간 후 제1삽입부분 B단락으로 돌아간다. 주 멜로

디의 버금딸림음 C멜로디 부분이 시작되면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사용했다. 경과구 

부분에서 다시 주 멜로디인 g 멜로디로 돌아가 가장 처음 도입부분의 동기를 인용하

고 이후 도입테마의 A´가 다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주제A의 앞부분과 비교해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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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A중에는 a부분이 나타나고 이어 d멜로디의 제2 삽입부분 C단

인 이 단락은 리듬 부분과 음악표현 모두가 앞부분과 현격하게 달라진다. 이 단락은 

타지크 민족 음악의 상징인 7/8박자로 연주되고 조음색사(朝普索斯)라고 부르기도 하

는 이 리듬은 두 개의 악센트가 있어 실제로는 3/8박자 그리고 4/8박이 혼합되어 있

다. 

[악보 11] 타지크의 리듬

3/8박이 앞，4/8박이 후, 실제 연주와 공연에서는 앞의 4개의 8분 음표가 뒤에 나오

는 3개의 8분 음표보다 조금 빠르다. 이는 타지크 민족 음악의 리듬적 특징이다.  이 

삽입부분의 이런 특이한 리듬 유형은 혼례를 올리는 신랑, 신부의 하객들이 춤을 추

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피리를 연주하며,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또한 

춤과 피리소리로 말을 탄 용사들에게 힘을 주며 갈채를 보낸다. 피리 소리를 연상시

키며 독주 클라리넷의 멜로디와 피아노가 호흡을 맞추는데 클라리넷이 한 악구를 연

주한 후 피아노가 긴장감 있게 한 구를 반복한다. 이는 마치 결혼식장의 청춘남녀가 

함께 어우러져 듀엣으로 춤추는 장면을 보고 있는 듯 하다. 피아노의 리듬은 남성이 

탬버린을 들고 치는 듯한 리듬으로 두 개의 악기의 연주가 타지크의 민간 무도곡의 

스타일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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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락 가량의 짧은 클라리넷 독주로 화려한 기교를 보여준 후에 악곡은 다시 변주 

테마 A´´로 돌아간다. 8소절의 테마가 다시 재현된 후 작은 단락의 새로운 소재를 추

가하였다. 이것 역시 발전된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곡은 천천히 클라이막스 부

분으로 들어가는데 전조에서 동 주음 단조b ♭단조의 3번째 삽입부 C단, 다시 叼羊

과 경마를 하는 기쁜 분위기로 전환된다. 주 음계의 프레스토 코다로 돌아와 제 3악

장의 분위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간다. 

[악보12]  클라리넷 나팔의 소리 모방

[악보13] 춤을 묘사하는 클라리넷 선율(피리소리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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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비징(胡壁精)이 3가지 그림을 묘사하여 3개 악장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분위기와 다른 각도, 다른 감정

으로 파미르고원의 타지크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정신세계를 나타냈다. 타지크 고유의 

선율과 리듬을 음악에 서 최대한 이용하여 중국적인 정서와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악보 14]  피아노가 탬버린의 리듬을 모방하는 부분

2 . 맹조협(孟昭侠) 의  《관중무곡(关中舞曲) A Folk Dance of the West》 

관중무곡은 1969~1970년에 작곡된 곡이다. 이 곡에서도 민속소재의 활용을 볼 수 

있는데  섬서관중지역 곡조를 음악소재로  하여 열정적이고 활기찬 곡을 만들었다. 

화음 면에서 4,5도 와 장2도를 번갈아 사용하여 관중지역의 민속적 특징을 

표현하였다. 이 곡의 실제 모델은 4마디로 된 4분의 4박자의 섬서민가이고 이는 

맹조협(孟昭侠)이 1963년에 농촌에서 민요를 수집할 때 모은 것 이다. 원래는 

현악4중주 였는데 후에 4분의 3박자 클라리넷 독주곡으로 다시 편곡하여 널리 

연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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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제1부

A B A

a b a' b' c c' c c'' a b a' b'

간주

제2부

카덴짜C D

d e d' f d'' g h i h g'

제3부
CODA

A B

a b a' b' c c' c c'' j j' j'' j''' k

이 곡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형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관중무곡의 전체구성

이 곡은 카덴짜 후에 제시부가 다시 재현되는 ‘다카포(da capo)’가 특징적인 복합3부

형식의 곡이다. 각각의 큰 섹션 앞뒤로 전주 및 간주, 카덴짜에 코다까지 더해져 구

성미를 더한다. 악곡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각각의 악구가 대부분 네 마디씩 규칙

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되는 악구 및 선율 단편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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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를 초과하는 악구의 경우 대부분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으로의 진행(D-T) 혹은 으

뜸화음(T) 진행을 연장한 특징을 보인다. 음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연단음계가 

지배적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악곡의 제1부와 제3부는 F 자연단음계로, 제2부

는 e♭ 자연단음계로 구성되어있다. 서정적인 선율이 특징인 제2부에서는 D♭장음계

가 출현하기도 한다.

이 곡에서의 큰 의문점은 작곡가가 나타낸 조표이다. 악곡의 제1부와 제3부는 F 자연

단음계임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는 플랫 3개(C 자연단음계)로 조표를 표시하였으며, 제

2부는 e♭ 자연단음계임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는 플랫 5개(B♭)로 조표를 나타냈다. 

카덴짜 마지막에 등장하는 16분음표 음형은 그 구성음이 음계상의 다섯 번째 음부터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음으로 각각 순차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율의 흐름

을 볼 때 음계 상의 두 번째 음은 곧 음계 상의 첫 번째 음인 F로 가려는 경향음이

며, 이를 통해 카덴짜를 최종적으로 맺는다. 

화성을 살펴보면 자연단음계는 화성단음계와 달리 인위적인 이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도화음, 즉 속화음이 단3화음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속화음을 대부분 단3화

음이나 단7화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곡의 중요한 화성적 특징이다. 간혹 인위적인 

이끈음을 포함한 장3화음 형태의 속화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1마디의 세 번째 

박자에 나타난 C 장3화음이 그 예이다. 한편, 9마디에 나타난 B♭ 장단7화음은 E♭

장3화음으로 가기 위한 부속7화음(secondary dominant)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3화음 및 7화음 형태에 음계상의 네 번째 음을 부가하여 사용한 것도 이 곡

의 중요한 화성적 특징으로 보인다. 그 예로 1마디 피아노 전주의 화음은 f 단3화음

에 음계상의 네 번째 음인 B♭이 더해진 형태이다. 또한 12마디 피아노 반주의 화음

인 f 단7화음에 B♭이 더해진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부가된 4음’은 화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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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수직적 형태뿐 아니라 수평적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8마디 피아노 왼손 반

주에 나타난 B♭음이 그 예이다. 음계상의 네 번째 음이 첨가됨을 볼 수 있다.

악곡 전체의 화음이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으로 쉽게 요약될 수 있을 정도

로 비교적 단순하고 간결한 화성 진행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화성 진행은 코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마디 29, 마디 37는 음악적 프레이즈의 마지막에 위치할

지라도 으뜸화음의 2전위 형태로 인해 불완전한 종지감을 갖는다. 이는 곧 다음 프레

이즈로 연결되는 연속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분위기의 새로운 섹션을 알리는 제2부의 첫 화음은 특이하게도 으뜸화음이 

아닌 딸림화음이다.  마디 79 첫 번째 박자의 화음은 전타화음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

는 E♭ 단7화음의 수식화음임을 알 수 있다. 82마디 및 84마디 두 번째 박자에 나타

나는 감7화음은 보조적 기능의 화음으로 각각 첫 번째 박자의 화음과 세 번째 박자의 

화음 사이에 끼어 수식의 기능을 한다. 으뜸화음의 2전위 형태로 카덴짜가 시작되는 

서양고전음악의 전통과 달리 이 곡은 으뜸화음의 기본위치 형태로써 완전정격종지를 

이루며 동시에 카덴짜가 시작된다. 카덴짜는 으뜸화음의 구성음인 E♭, G♭, B♭ 3개

를 각각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클라리넷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음악적인 특징은 마디 18마디, 마디22와 같은 꾸밈음 기법

과 마디 7, 마디 29와 같은 트릴 기법 이며 제2부‘Volksweise’(민요의 멜로디)는 중

국 민요 선율이 반영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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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중국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꾸밈음 (마디 18)

           [악보 15] 같은 음형의 반복과 트릴 기법 (마디 27, 마디 29)

이 곡에서 보이는 반주의 특징은  무곡을 기반으로 한 기악곡이기에 전체적으로 기본

박인 3박의 형태를 강조해주는 반주형이 대부분이다. 5마디 음형의 경우 원래 약박의 

셈여림을 가져야 할 세 번째 박에 인위적인 엑센트가 붙는 것도 특징이다. 

클라리넷 주법의 특징은 스케일을 활용한 빠른 패시지 진행(카덴짜에 나오는 64분음

표 진행)이나 아르페지오(125마디 이후) 및 트레몰로를 연상케 하는 진행(카덴짜에 나

오는 32분음표 진행)들은 모두 클라리넷의 특징을 잘 살린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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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카덴짜의 빠른 페시지 진행과 트레몰로를 연상시키는 32분음표 진행 

[악보 17] 효과적인 클라리넷 주법을 사용한 아르페지오 진행 

제4절 중국 전통악기가 클라리넷 연주기법과 기보에 끼친 영향

헝가리 음악가 밸라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전통적인 것과 만날 때는 전통에 흡수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이다.”라고 하였

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외국의 문화 요소가 한 민족 속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그 민족문화의 단순한 구성요소로 남을 때 외국의 문화는 잠깐 유행할  뿐 긴 

시간을 거쳐 살아 남지는 못했었다. 외래 문화 요소가 그 민족문화에 융합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두 문화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자국의 문화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

집하기 보다는 외국의 문화를 자국에 맞게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와 발전적이고 창

의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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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음악발전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는 

민족화와 토착화 과정을 늘 겪게 된다. 민족화와 토착화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

난다. 전파된 외래 악기의 형상과 구조를 중국인의 취향에 맞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악기의 형태는 변화시키지 않지만 연주기법을 변화시켜 중국적인 특성을 표현 

할 수도 있고 소나타 형식 등 곡의 형식은 서양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 오면서 그 안

에서 곡의 스타일을 중국적인 것으로 가져와 중국인들의 정서를 표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르나이(surnay)도 중국 전통악기의 연주기법의 영향을 받은 외래 악기로 이보유형

의 예를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수르나이는 본래 중동지역에서 유래한 악기로 리드가 

두 개로 구성된 악기이고 “Zu ma”라고 불린다. 중국에 들어온 후 형태는 변하지 않

았지만 연주기술은  중국전통악기의 연주방법과 잘 결합되었다. 트릴(trill)를 기본으

로 하여 꽃모양의 혀花舌(Flower tongue), 후설(喉舌laryngeal), 포르타멘토

(portamento) 등의 기교로 기술을 다양화 하여 중국인들이 즐겁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악기가 되었다. 중국의 클라리넷 역시 수르나이를 비롯한 중국 전통 목관악기 

연주기법의 영향을 받아 서양에는 없는 중국 클라리넷 만의 연주 기법인  꽃모양의 

혀(Flower tongue) 와 혀의 최고점을 뒤에 두고 호흡하는 기법인 후설 (laryngeal) 

등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클라리넷 연주 기법 중 가장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음(腔音)의 사용

이다. 강음은 중국 전통극인 경극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경극의 발성법과 악기 연주법

이 상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인다. 강음은 중국 전통악기를 연주할 때 호흡을 조

절하는 기법인데 입을 하품할 때처럼 크게 벌리고 턱을 내려서 입안의 빈 공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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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강음은 중국의 전통악기인 수르나이나 관자를 연주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도 서양의 연주기법과 달리 강음을 

사용하여 더 섬세하게 중국적인 특징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트릴은 중국 전통악기의 연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민간에서는 지화(指
花)	 라고 불린다.	 트릴 기술은 중국특유의 기쁘고 열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데 많이 

쓰인다.	 서양 클라리넷 작품에서도 트릴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중국의 트릴은 더 다양

한 연주기법을 가진다.	 	 중국 클라리넷 작품을 연주할 때 쓰이는 트릴은 서양의 클라

리넷처럼 운지법만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운지법이외에 호흡과 입술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호흡을 입으로 조절하여 입술을 움직이며 떨림을 만들어낸다.	 	 호흡과 

운지를 함께 사용하여 서양의 클라리넷 주법보다 더 깊은 떨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

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서양의 클라리넷 연주의 경우는 보통 2도간격의 트릴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중국 클라리넷 곡은 전통악기 주법의 영향을 받아 3도 4도등 더 

넓은 음역간의 트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국 클라리넷 곡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겠다.	 또한 트릴을 위한 호흡을 할 때 복부진동음을 사용하는 것도 중국의 독특한 연

주기법에 속한다.	
클라리넷의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국 연주기법의 특징이다. 중국에는 많

은 사람들이 음색 표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풍부하고 섬세한 음색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 중에도 맑고, 밝고 투명한 음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전통 

음악에서의 강음, 다양한 음색과 박자, 유연한 박자 등으로 구성된 주요 심미적 특징 

부분은 유럽고전음악의 특징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서양음악이 소리를 그

대로 뻗게 하는 직음을 사용한다면 중국에서는 악기를 위한 호흡을 할 때  하품을 하

듯이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며 입모양과 턱의 모양을 제어한 다양한 호흡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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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국의 특징적인 음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을 강음이라고 하며 클라리넷 

연주시 중국적인 특성을 살린 포르타멘토, 트릴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

의 독특한 호흡법이다. 

중국적인 특색은 카시의 기법을  클라리넷에 활용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카시는 중

국한족의 전통 관악기인데 보통 수르나이 등의 전통 관악기와 함께 연주하며 사람의 

목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등 의성어를 모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악기이다. 중국 

클라리넷 작품 중 《경마(赛马Horse racing)》, 《당나귀 수레 (驴车Donkey Trolly)》, 

《고향의 구름 (故乡的云Cloud in hometown)》등 작품에서 “카시(咔戏 Carbazole 

drama)”을 이용하고 있다. 카시에서 흉내내며 연주하는  “당나귀 울음소리(驴叫)”기

법을 사용하여 자유자재로 말 울음소리, 사람의 울음소리 등 흉내 내 클라리넷의 표

현력을 최대한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전통음악의 특징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

하였다.

한편 전통악기 기보법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클라리넷 곡에 응용한 경우도 있다. 아

래에 제시된 악보는 중국 전통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약보이다.9) 궁, 상, 각, 치, 우 5

음 음계를 각각 1,2,3,5,6 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3,5이면 음계로 ‘각, 우’ 이며 

‘미, 솔’ 로 연주한다. 곡선 모양의 화살표는 미에서부터 솔까지 사이에 있는 음들을 

빠르게 훑듯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양의 포르타멘토와 비슷한 기법이다. 

클라리넷 중국민족화 연구는 중국 클라리넷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많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예요지(倪耀池)와 도욱광(陶旭光) 두 사람의 노력으로 중국 음악의 특징과 

9) 약보 ;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음계를 표시한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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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클라리넷 예술에 나타내어 중국 대중의 심미적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

는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악보18] 중국전통악기의 약보

  [악보19] 전통악기 기보의 영향을 받은 중국 클라리넷 악보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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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서양의 포르타멘토 표기와 실제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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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서양악기인 클라리넷이 중국에 뿌리내리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음악전통과 어떻게 결부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접국가인 

일본이나 한국은 서양의 레퍼토리를 많이 수용하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자국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곡을 클라리넷 레파토리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살펴보았다. 

이것은 외래문물을 수용할 때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양위중용과 이보유형의 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의 특성이 음악과 악기의 수용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통해 클라리넷을 비교적 일찍 도입되었고 군악대를 

매개로 중국내 ‘신음악’ 의 중요한 악기로 자리 잡았다. 신중국 성립 후 중국학생들이 

각 나라로 유학을 가서 외국의 클라리넷 연주를  접함으로써 중국의 클라리넷은 

획기적인 성장을 보였다. 또한 중국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창작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1976년 문화 대혁명의 영향으로 모든 예술작품이 정치적인 선전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창작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클라리넷 계 역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점차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외국과 음악교류가 활발해졌고 

클라리넷음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중국 클라리넷 작품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클라리넷 작품의 특징은 음계에서는 중국전통음악이나 소수민족 특유의 

음계를 사용하거나 서양음계와의 혼합에서 찾을 수 있고 리듬에서는  트릴, 꾸밈음 

등의 빈번한 사용. 빠르고 경쾌한 템포에서 발견된다. 또한 연주법에서도 중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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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이 두드러지는데 화설(flower tongue), 후설(laryngeal)  등 중국 전통악기 

연주기법의 영향을 받아 중국적인 정서를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국적인 특성은 기보법에서도 나타나는데 전통악기의 기보법의 영향을 

받아 클라리넷의 기보에서도 전통악기의 기보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곡들이 중국적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어느 한 요소만의 영향이 아니라 악기 연주법, 기보법, 음계, 리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전통요소와 접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작품들이 자국의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어 중국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은 예술음악의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러한 점을 계속 발전시키되 자국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작품이 외국에서도 많이 연주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연주자들이 중국작품을 연주한다면 중국클라리넷작품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 이후 탈 서양 중심의 음악이 음악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특성을 살린 음악이 국제적으로 더 넓은 수용자충을 

확보한다면  탈 서양 중심 음악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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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ese Traits in Clarinet 

Works by Chinese Composers

-Focusing on repertoires from graduation concert-

Chen Meitong

Clarine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has tended to modify and customize foreign culture. They also 

has shown this tendency when it comes to accepting Western 

instruments. Chinese idioms such as 'Yang-Wee-Jung-Yong' means 

'utilizing western things for the sake of Chinese good.  

'E-Bo-You-Hyung' means 'modifying ways of performance while 

keeping the shape of the instruments. These traits stand out in the 

course of accepting Western clarinet in China. 

This thesis is for study Chinese traits in accepting and naturalizing 

clarinet in China. China has preserved very rich repertoires of 

clarinet works of their own. Chinese clarinet pieces hav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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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pecific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make Chinese people feel 

friendly and like them without any repulsion.  It is very easy to 

notice Chinese folk scale and rhythm in Chinese clarinet piece. 

Clarinet performance in China has also been effected by traditional 

Chinese instruments in technique of performance and notation. So 

Chinese clarinetists have developed very unique their own notation 

and performance technique.   

The musical center of gravity has been moving from West to 

non-West. It would be very encouraging if Chinese musicians could 

develop high level of their own  style in clarinet performance and 

make their Chinese repertoires richer.  Also they could make the 

world fascinated by attractiveness of Chinese music. 

key words ; clarinet, Chinese traits, Chinese composers, Chinese folk 

music, customizing foreign instruments

student number ; 2010-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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