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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려, 조선 시대의 궁중 음악에서 반주 역할을 하던 해금은 20세기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시작으로 중주, 합주, 협주 등 다양한 편성에서 활약하며

창작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해금 독주곡에 대한 분

석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늘어가는 해금 앙상블의

형태에 비해 해금 합주곡에 대한 분석 논문은 미미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금 8중주를 위한 윤혜진 작곡 「봉인封印된 지점」을 분석

연구하여 그에 적합한 연주기법을 고찰하고, 해금 합주 편성에 드러난 작

곡자 특유의 어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악곡구조는 불교 교리 중 하나인 환멸연기의 이미지 진행과 기준

속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총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160, 105, 120, 150, 180, 120, 100, 160 등 빠름-느림의 반복으로 순환

하며 이를 통해 환멸연기의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주요음은 출현횟수가 많은 B♭, C, F로 파악하였다. 이 음들은 상

행 · 하행하는 농현, 픽쳐노트, 잉어질, 글리산도, 미분음 표현, 시작음과

종지음 등으로 선율 흐름을 만들어 가며 주기적인 음악적 순환을 이끈다.

셋째, 선율 진행은 주선율이나 주요음의 반복이 아닌, 긴장과 이완을 담

고 있는 일련의 음군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음군에서는

선율의 상행과 하행, 도약진행과 순차진행, 음과 음 사이의 밀집도 조절,

셈여림의 대비 등으로 순환을 드러낸다.

넷째, 해금과 타악의 관계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고 긴장-이완의 구조를

주고받으며 순환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징· 쟁 · 방울 ·

편종이 지닌 쇠의 울림과, 장구와 절고가 지닌 가죽의 울림을 대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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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의 음향이 대칭되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또한 타악기

는 단순히 반주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해금과 긴장과 이완을 주고받으며

본 작품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무대 배치는 해금 Ⅰ․Ⅳ와 해금 Ⅱ․Ⅲ이 큰 원과 작은 원을

이루고 셈여림을 대비시켜 음향적으로 입체감을 주기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선율을 주고받거나 픽쳐노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대 전체 음

향 공간을 운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작곡자는 음향의 수직적․수평적

인 측면으로 순환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운지법은 작곡자가 조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음역을 기준으

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로 e♭´, f´, g´, a♭´, b♭´, c˝, e♭˝를 유

현 일지로 잡는 운지법을 사용한다. 운궁법은 1음 1활이 원칙이나, 작곡자

가 특별히 제시한 이음줄이나 꾸밈음은 2음 1활의 운궁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봉인封印된 지점>은 작곡자 특유의 ‘순환’이라는 어법을 사

용하여 ‘환멸연기’라는 주제를 드러낸 곡이다. 특히 이 곡은 작곡자가 무

대 배치를 활용하여 소리의 방향성과 원근감을 표현한 첫 번째 작품으로,

해금 합주곡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고를 통하여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봉인된 지점>, 해금합주곡, 순환, 환멸연기, 픽쳐노트

학 번 : 2011-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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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고려, 조선 시대의 궁중 음악에서 반주 역할을 하던 해금은 20세기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시작으로 중주, 합주, 협주 등 다양한 편성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창작국악은 서양식

오선보 기보법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중 미

분음을 표현하기 용이하고 조옮김이 다른 악기에 비하여 수월한 해금은

창작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해금을 위한 독주곡은 <독주곡 제3번>1)이 1962년 이성천2)에 의해 처음

작곡되었으며 이후 김흥교3), 이상규4), 이해식5), 박일훈6), 김기수7), 이강

1) 현재는 악보나 음원이 전해져 오지 않고 있다. 박은희. “1960〜70년 창작 해금 독주곡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2) 이성천 (1936~2003) 작곡가이자 지휘자. 서울대 국악과 교수와 국립국악원 원장, 한국국
악교육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작곡가로서의 고민과 실험정신이 담긴 그의 작품은 당시 
국악 창작계에 신선한 충격과 파격을 안겨주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김흥교 (1918~1995) 콘트라베이스 연주가이자 작곡가.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를 지냈다. 대표작으로는  "단소와 양금을 위한 소곡", "해금과 Kontra 
Bass와 타악기를 위한 4중주" 등이 있다. -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도서출판 보고사

4) 이상규 (1944~2010) 대금 연주자이자 작곡, 지휘자. 국악사양성소 4기 생으로 김기수의 
영향을 받아 작곡을 독학하여 1960년에 등단하였다. 1965년 국립국악원 주최 신국악작
곡공모전에 입상한 뒤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등 수십 곡을 작곡했다. - 김주남 『이상
규 작곡 해금 독주곡 <수나뷔> 운궁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5) 이해식 (1943~ ) 작곡가. 그의 작품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전통적인 소재를 바탕
으로 각 악기의 개성을 살려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해
금을 위한 상’, ‘사마다(SAMADA)’, ‘춤사리기’, ‘날듬’, ‘들듬’ 등이 있다. - 변계원 ‘이해
식의 창작세계에 반영된 민속 음악적 특징’ 2012. 한국국악학회.

6) 박일훈 (1946~ ) 1968년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 콩쿠르에 입상. 같은 해 동아음악콩쿠르 
국악 및 서양음악 부문에 각각 당선되었으며, 1969년 문화공보부 문예창작 공보 국악작
곡 당선 등 많은 수상을 하였다.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두레사리> 등 많은 작품이 있
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사 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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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8) 등에 의해 많은 곡들이 탄생되었다. 1980년대에는 김영재9), 이강

덕10),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11), 조주우12) 등에 의해 해금 독주곡이 작곡

되며 독주 악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 편, 1966년에 김흥교가 작곡한 <해금과 장고를 위한 2중주>13)를 시

작으로 해금과 관계된 다양한 편성의 중주곡도 다수 작곡되었다. 해금 합

주곡으로는 황의종14) 작곡 <그대 그리운 날에>15), 이성천의 중주곡 31번

<세 대의 해금을 위한 맛뵈기>16) 등이 있고, 해금 독주곡이었으나 해금

7) 김기수 (1917~1986)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7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예능 보유자가 되
었다. 1973년에는 국립국악원 원장직을 맡았으며, 1977년 국립국악고등학교장을 지냈다. 
- 한명희 외 “우리국악 100년” (서울: 국악춘추사. 2001)

8) 이강덕 (1928~2007) 지휘자 겸 작곡가. 김기수와 함께 국악창작의 제 1세대라고 불리며 
1962년 <새하늘>로 5.16 1주년 기념 신국악작곡 공모에 당선되었다. 표제음악적이고 계
절을 묘사한 작품이 많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사 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시
공사, 1999

9) 김영재 (1947~ ) 해금, 거문고 연주자, 작곡가. 국악예술중고등학교를 거쳐 1972년 서라
벌 예술대학 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
원을 졸업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지냈다. 1989년 해금독주곡 <적념>
으로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사 연구소, 『한국작
곡가사전』, 시공사, 1999

10) 이강덕 (1928~2007) 지휘자, 작곡가. 1944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졸업하였고, 1968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취임했으며,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81년 대한민국 작곡상, 1984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
상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사 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11) 전인평 (1944~ ) 충청북도 영동 출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
도 뉴델리 간다르바마하비다알라야에서 인도음악을 연구하였다 1983년 이후 중앙대 음악
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표곡으로 <알타이 춤곡> 등이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
국예술사 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12) 조주우 (1947~ ) 해금 연주자, 작곡자. 1966년 국악사양성소를 거쳐, 1970년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1985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8년부터 단국대 예
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곡으로 <하늘곰>, <무어라> 등이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
교 한국예술사 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13) 김흥교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소곡>은 최초의 해금독주곡으로 1966년 11월 3일 서울
대학교 국악과 제7회 연주회에서 강사준에 의해 초연되었다. - 노은아 『해금과 25현을 
위한 <다랑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14) 황의종 (1952~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6년 KBS 국악
대상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람이 살아
가는 모습이나 자연이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 등 우리 주변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
들이 많으며, 현재 꾸준히 작곡집을 출간하고 있다.

15) 세 개의 해금 파트로 구성된 곡으로, 8명의 해금 주자가 한 파트를 이루어 총 24명의 
해금 연주자가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초연하였다.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2) 

16)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최한 개량해금연구회가 2001년 국립국악원에서 초연한 곡이다.



- 3 -

중주곡으로 편곡된 이성천의 <쥐구멍의 볕들었어도>17), 조주우의 <하늘

곰Ⅲ>18), 그리고 해금 협주를 위한 해금 합주곡인 김성경19)의 <가을비가

첫눈되어>20), 김승근21)의 <해금협주합주곡 1번> 등이 작곡되며 해금의

가능성을 견고히 다졌다.

특히 1992년 창단되어 다양한 해금창작곡 발표에 힘쓰는 해금연구회22)

의 활동에 의해 해금의 연주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

져 왔으며, 현재 서울대를 비롯하여 이화여대, 한양대, 한예종, 중앙대, 경

북대, 부산대, 서울예대 등 각 대학에서 매 해마다 해금을 전공 학생들이

모여 해금앙상블을 연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흐름에 발맞춰 해금 창작 독주곡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23)는 많이 있었으나, 해금 합주곡에 대한 연구24)는 미미한 편이

17) 독주곡은 1988년 작곡되었고, 1990년에 해금 중주곡으로 편곡되었으며 KBS 해금 연주
자들에 의해 초연되었다.

18) 1990년에 작곡되었으며, 2000년에 중주곡으로 편곡되어 단국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해금 실내악단 수요회에 의해 초연되었다.

19) 김성경 (1959~ ) 거문고 연주자, 작곡자.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과에서 거문고를 전공하였으며, 1994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악작곡을 공부하
였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서울국악관현악단에서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 박남현. “김성경 작곡 해금 협주를 위한 해금 합주곡 <가을비가 첫 눈 되어>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6)

20) 변종혁 독주회 위촉작품으로, 2000년 국립국악원에서 초연되었다.
21) 김승근 (1967~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였

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이자 통영국제음악제 이사, 이외에도 한국음악
프로젝트(Korean Music Project)를 운영하며 창작국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안혜진. “김승근 작곡 <해금합주협주곡 1번>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12) 

22) 해금연구회는 해금계의 음악적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선두단체로서, 1992년 발족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전통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해금창작곡 발표와 실험적
인 해금창작곡들의 위촉을 통해 해금이라는 악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해금의 저
변확대와 신인연주자들의 발굴에 힘써오고 있다. - 해금연구회 위촉연주곡 모음 2 중

23) 양경숙, “해금독주곡의 분석연구 : 초기작품 ‘초롱’, ‘행운유월’을 중심으로” (서울: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윤문숙, “해금 창작 독주곡의 비교·분석 - 이성천 작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와 이해식 
작곡 <해금 산조 像>을 중심으로” (경기: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1999)

   강리경, “해금 창작 독주곡 분석 연구 : 이성천의 독주곡 50번 <어른이 된 아기 고양이> 
& 독주곡 57번 <여치와 달과 사슴>” (서울: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미정. “김영재 작곡 해금독주곡 ‘悲’의 분석연구”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류정화. “전인평 작곡 해금 독주곡 <알타이 춤곡>의 분석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2006)  



- 4 -

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연주회를 위해 해금 8

중주 편성으로 위촉 작곡된 윤혜진의 「봉인封印된 지점」25)을 연주자의

입장에서 분석, 선율 진행 방식과 연주 기법을 파악하여 실제 연주기량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악기 연주 위치를 지정하는 등

음향 공간을 운용한 기법은 기존 해금 창작곡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법

이므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여 해금 합주곡

의 다양화 측면에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서호,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의 분석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
원. 2011)

24) 김고이. “이성천 작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 해금 독주곡과 해금 합주곡의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박모정. “황의종 작곡 해금 3중주 <그대 그리운 날에> 분석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2013) 

25) 2012년 8월 1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해금연구회 멤버인 김준희, 조혜령, 허윤재, 
양희진, 김유나, 정연주, 박솔지, 김보슬과 타악 서수복, 황영남, 김태정이 초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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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고는 2012년 해금 연구회에서 위촉, 초연한 윤혜진의 <봉인封印된 지

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작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과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작곡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음악세계를 알아볼 것이다. 또

한 이 곡은 작곡자 특유의 작곡 기법으로 쓴 곡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

로 작품 분석에 들어가고자 한다.

<봉인封印된 지점>의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작곡가의 구분

에 의한 악곡 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다음 구성음과 주요음을 파악하고

선율구조를 분석할 것이며 무대 배치를 음향적, 공간적으로 활용한 부분

을 파악할 것이다. 이어서 이 곡에서의 타악의 역할에 대해 파악할 것인

데, 타악 리듬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작곡자가 표현한 해금과 타악 과

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 방법을 통해 작곡자가 표현한 ‘순환’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여 ‘환멸연기’라는 주제의 이해를 도울 것이며, 이 곡에서

나타나는 해금 합주곡의 특징과 연주기법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위의 분

석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운지법과 운궁법을 정리하여 연주자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독성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로 사보한 악보를 사용하고, 부록에

작곡자가 직접 손으로 사보한 악보를 첨부할 것이다. 음원은 해금연구회

에서 제작한 ‘colleague’ 앨범26)에 수록된 음원을 참고하겠다.

26)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앨범 ‘colleague’, OPC-0376, (2012, THE OPE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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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작곡가 윤혜진의 작품세계

작곡가 윤혜진은 197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음악학자인 부모님의 영

향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진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밟고, 인

도 국립 비스바바라티(Visva-Bharati)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Musicon Festival of East Asian Music(Durham), AAE Five Focus

Series(Berlin), Schuman Fest(Dusseldorf), Costa Ric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San Jose), 통영국제음악제, Wechselstroeme(Berlin) 등에

초청되어 작품을 발표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 조교수

로 재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혜진은 곡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새로운 양식이나 사상을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속에서도 일관되게 보존되고 이어지는 정통성을 끊

임없이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7) 윤혜진은 대중적이고 가벼

운 성향의 음악보다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고집하며 보다 높은 예술성과

완성도를 지향하는 작곡자 중 하나로, ‘국악작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치

밀하게 탐구한 흔적이 작품들 전반에 드러난다. 서양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특히 부친인 작곡가 윤양석28)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그녀가

27) 윤혜진, “한국의 음악창작에 대한 작곡자의 창작 사고” (한국음악연구 제34집, 2003. 
12)

28) 윤양석 (尹良錫, 1936~1988)
1936년 대전출생으로 1961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196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
업하였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계명대학교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1972년 숙명여자대
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1988년까지 재직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1977년 독일로 유학,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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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서양음악의 구조를 기피하고 한국음악의 기법을 활용하여 전

통의 미감을 드러내는 곡을 쓰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작곡자와의 인터뷰와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그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climax)가 없다. 곡의 정

점이 있으면 이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이맥스를 의도적으로 제거

하여 또 다른 긴장, 또 다른 긴장을 만드는 연속성을 의도하여 작곡가와

연주자 못지않게 청중의 입장에서도 끝까지 긴장을 하게 만드는 데에 목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복을 통해 주제구를 형성하거나 화성진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대신 음군의 순환을 사용하며, 작곡할 때에 먼저 한 곡의

구성을 미리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익숙한 선율을 탈피한다. 또한 전통적

인 음적(音的)재료, 즉 농현과 시김새를 사용하여 끊임없는 긴장감을 유발

하게 한다. 음의 긴장감을 더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악보를 컴퓨터

로 입력하지 않고 손으로 사보하여 농현의 음폭, 음정과 진행방향 등을

섬세한 기호로 표현한다.29)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동양 철학의 기조 중 하나로,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힘’을 뜻하는 기(氣, 기운)에 주의한다는 점이

다. 농현과 시김새에서 나오는 음향적 진동도 중요하지만 소리와 소리 사

이의 침묵이 단순한 음향적 여백이 아닌, 다음에 이어질 소리까지 예술적

상상력을 무한하게 확산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힘30)이 있음에 주목

하고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1967년 국립중앙
극장에서 작곡발표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음악제, 창악회 발표회, 한국예술가곡연구
회, 대구음악제, 국민악회 작곡발표회 등을 통하여 관현악곡과 실내악, 가곡과 합창곡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9) 전지영, “한국 창작음악 연구 ; 젊은 국악작곡가의 시각을 통해 본 국악작곡의 문제의식 

-윤혜진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국음악학학회, 2007)
30) 한명희 <우리가락 우리문화> (국내단행본, 1994)



- 8 -

한다. 연주 안에서의 침묵은 역동성을 가지는 여백이며, 침묵 중의 호흡을

통해 강한 기(氣)로 표출된다고 생각하는 작곡자는 곡을 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비움으로 가득 찬’ 심오한 도가적 슬기가 느껴지도록 의도한

다.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으로 픽쳐 노트 Picture Note

기법이 있다. Picture note (P.N.)란 연주자가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음

들을 재료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음의 길이의 다양화, 화음 진행의

속도, 악상, 표현은 물론이고 음 순서 바꾸기, 생략, 반복 그리고 농음을

연주자의 자유로운 해석에 맡기는 부분이다. 작곡자는 P.N. 을 가장 늦게

연습하여 나머지 부분에서 손에 익었던 것을 토대로 연주하는 방법을 추

천하고 있다. 구성음 말고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다소

긴장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제일 자유로운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다. 악보를 쫓아가다가 긴장을 풀고 연주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새로

움 때문에 긴장이 되는, 이중적이면서 순환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의도로

사용된다. 픽쳐 노트 기법을 사용한 곡으로는 가야금, 해금 2중주 <의도

된 정지>와 해금 독주곡 <면과 선>, 피리 독주곡 <영매靈媒> 등이 있

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종합해보면, 작곡자의 작품 전반에 ‘순환(cycle,

circulation)’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순환은 작곡

자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집착하는 부분이다’라고 표현했던 어법으

로, 이는 그가 박사 과정을 공부했던 인도의 철학과 음악적 사고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작곡자가 집필한 국내학술기사 <인도의 음악적 사고에

서 나타나는 순환의 체계>31)에서 언급한 순환의 의미를 인용해보면 다음

<인용 1>과 같다.

31) 윤혜진, “인도의 음악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순환의 체계” 한국음악사학보 제30집 
(2003. 6) pp.549-586 (한국음악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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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 인도의 음악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순환적 체계 中

순환에서의 반복적인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나선형의 움직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순환이 가지고 있는 시작과 마무리가 일치하는 원과

같은 근본적인 속성은 원들마다 같은 성질이겠지만, 동시에 각 원들의 모양, 색

깔, 위치 등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루는 24시간, 낮과 밤이라는 공통적

인 순환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은 결코 매 순간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들에 의

해서 반복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은 태어남, 삶, 그리고 죽음이라는

같은 순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결코 같은 질(質)의 순환을 가지지는 않

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음악의 구성요소인 딸라 싸이클은 악곡 전체를 통해

서 연속적으로 반복되지만, 음악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는 일정한 단계에서 반복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

움직임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단지 재현된다면, 그것은 ‘반복’이지 ‘순

환’이라고 불리지는 않을 것이다. 즉 순환은 원형(archtype)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는 차별되는 발전적 상승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신, 음악, 인간, 자연의 순환체계32)

32) 윤혜진 <인도음악>, 330p (일조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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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는 “한국의 음악창작에 대한 작곡자의 창작 사고”33) 에서 본인의

작곡관을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인용 2>와 같다.

<인용 2> 한국의 음악창작에 대한 작곡자의 창작 사고 中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는 것 속에서 유지하는 것을 정통성 보존 혹은 정체성

확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변하지 않는 어떤 중핵을 중심으로 변하는

것들의 흐름은 나선형적 순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본다. 즉, 시대적 · 사회적 전통과 개인적인 사상에 의한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상응 · 상호하면서 정통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음악창작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 극복 원

리일 것이다. 그리고 극복된 결과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창

작음악 작품들의 구축물에서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윤혜진은 단순히 전통음악의 선율이나 리듬, 음향

만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이디엄을 통해 전통음악의 본질

적 특징에 주목하는 작곡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어법을 통해 국악계

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봉인封印된 지점> 역시 ‘순환’을 어법

으로 사용하는 작곡자의 작품 경향이 반영된 작품으로, 필자 역시 ‘순환’

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윤혜진의 전체 작품 목록은 이미 김세경의 <기호로서의 소리>(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어, 선행 논문에서 누락되

었던 2008년 이후 작품목록을 추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 <표 1> 과 같

다.

33) 윤혜진, “한국의 음악창작에 대한 작곡자의 창작 사고” 『한국음악연구』 34집 2003 (서
울: 한국국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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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발표 일시 
및 장소

연주 단체 및 공연명

<강산무진도, 

끝없고․끝있고․끝있고․끝
없다>

2013. 12. 05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대한민국작곡상 32주년 

기념음악회

<질시嫉猜>
2013. 08. 28      

(국립국악원 우면당)

제8회 양금연구회 

이성천 선생님 추모 음악회

<영매靈媒>
2013. 03. 28

(국립국악원 예악당)

박치완 피리 독주회 

“점으로부터 Ⅱ”

<봉인封印된 지점>
2012. 08. 12

(국립국악원 예악당)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연주회

<옹이>
2012. 06. 19

(대한성공회대성당) 
박정민 무반주첼로 독주회

쁘리모레비를 찾아서
2012. 01. 20-21

(두산아트센터)
*극음악 전체 작곡과 음악감독

<차借문問, 묻노니>

2011. 12. 14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음악극"道Tao in Cage"

<표 1> 윤혜진의 작품목록 (200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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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ha:l, the broken

2011. 11. 19     

(Akademie der Künste, 

Berlin)

AsianArt Ensemble의 Focus Ⅳ

<마른숨>
2011. 06. 30      

(서울대학교 예술관) 
허익수 박사과정 연주회

<의도된 정지>
2010. 10. 09-10   

(토털미술관, 흰물결) 

이승희 해금 연주회 

“현존”

<너의 목소리를 

바라보노라>

2010. 09. 30     

(국립국악원 우면당)

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날개

<절대고독으로의 비상>

2010. 08. 22 

(San Jose, National 

Theatre)

20th Costa Ric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영기靈氣, 

백제음악으로의 회귀> 

2010. 06. 08       

(국립국악원 우면당)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제 76회 정기연주회 “대백제의 

숨결”

<I Gaze on Your Voice>

2010. 05. 29      

(Robert Schumann 

Saal, Düsseldorf)

슈만페스트 Schumann Fest 

<내외구망로

內外俱忘路>) 

2010. 01. 28       

(국립국악원 우면당) 

박찬윤의 거문고 이야기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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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晩禱>
2010. 01. 21       

(DS Hall) 
제 2회 박영승 거문고 독주회

<연기멸緣起滅>
2009. 09. 29      

(국립국악원 우면당)
금교류회 정기연주회

<비인집>
2009. 06. 10       

(국립국악원 우면당)
이유경 창작가곡발표회 비인집

<낯섦의 연유緣由>)
2009. 04. 10      

(국립국악원 우면당)
임재원 대금 독주회

<환입(還入)>
2008. 11. 18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8 대학관현악축제

<15세기 풍악을 향하여-

『악학궤범』의 악기와

『시용향악보』의 <서

경별곡>>)

2008. 11. 12       

(국립국악원 우면당)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제 2회 

고악기 연주회 “삼현삼죽”

<씨 안의 나무속의 

씨>(Seed Inside a Tree 

in a Seed))

2008. 3. 23

(통영시민예술회관)

통영국제음악제 

“한국의 작곡가” 초청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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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인封印된 지점> 분석

가. 작품개관

<봉인封印된 지점>은 윤혜진이 해금 연구회 20주년 기념 연주회를 위

한 위촉작품으로 2012년에 작곡되었다. 여덟 명의 해금 주자와 두 명의

타악 주자로 편성되며 타악기는 절고, 장고, 편종, 징, 쟁, 방울이 사용된

다.

먼저 작곡자가 작성한 <봉인封印된 지점>의 작품 해설은 다음 <인용

3> 과 같다.

<인용 3> <봉인封印된 지점> 작품 해설

한국음악에서 음은 소리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리를 생산하게 된

그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 선율을 구성하는 음 진행의 화려함 보다 소리

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미세한 기능들이 한국음악의 미美적 완전함을 이루어나간

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과 해석은 철학적 사고와 매우 닮아있다.

우리의 삶은 늙음과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이는 삶이 죽음을 연유

로 둔 까닭이다.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가는 번뇌와 욕망에는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무명無明이 연유하며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현실을 유일한 진실로 여기는

것과 같다. 현실에서 드리워진 여러 표상은 시대적 발현이기도 하지만 그 표상들

을 만든 여러 현상을 허상과 진실로 나누기에는 쉽지 않다. 허상적 형태를 맹신

하는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지 지금, 나, 현실, 삶 등 표면적

으로 드러난 형태를 연유케 한 여러 단계들을 거꾸로 내면을 향해 성찰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사고의 틀을 적용해야하

는데 좀 더 미세하게 보이는 표상이나 현상을 일으킨 연유를 들여다보는 비일상

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소리의 음악에서 소리를 일으킨 의미로 숙고해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시계의 방향을 역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현상에서 그 연

유로 내면적 성찰을 인내하며 거듭하다가 보면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는 진실을

만나게 될 지도 모르며 존재의 완전함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일상에서 봉인된 그

지점으로 향할 수 있을까? 그 완전함으로 지향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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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작곡자는 <봉인封印된 지점>에 나의 무지

나 탐욕 때문에 소중한 것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으며, 그러한 지점이 있

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에

의해 가려져 있다가 알게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실에서 그 지점을 향

해 거슬러 올라가는 ‘환멸연기’34)를 해보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곡의 맨 마지막과 처음이 같은 기준 속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지점을 봉인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 역시 작곡자가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는 작곡관인 ‘순환’의 이디엄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곡자가 연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일러두기>는 다음 <인

용 4>와 같다.

<인용 4> <봉인封印된 지점> 일러두기

1. 본 작품은 여덟 명의 해금주자와 두 명의 타악주자가 연주하는 악곡이다.

처음 시작에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번 작품에서 연주

자는 실제 연주하는 음 진행과 호흡 진행에 집중하여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필

요하며 여기에는 각기 연주자의 음악적 해석이 중요하다. 음악적 해석은 연주자

마다 같은 측면과 다른 측면이 있을 터인데, 다른 측면에 대한 표현은 연주자 개

별마다 주어진 ‘자유로운 부분(P,N)’에서 드러내어 다양한 음악 공간을 그리는 것

이 좋다.

34) 인간의 고뇌는 자신의 무지가 원인이 되어 받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불교에
서 이를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는 십이연기로 정리하였다. 십이연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무명을 버리고 지혜를 획득하는 과정을 환멸연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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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주자 및 악기 무대 배치

해금의 네 그룹은 사방을 의미하고 여덟 명의 주자는 팔방을 뜻하며 타악은 중

심을 나타낸다. 소리의 전달을 위해 무대 전면 중앙을 비워두고 재배치하였다.

즉 해금 Ⅳ의 7·8 연주자는 가장 큰 원을 그리며 해금 Ⅲ의 5·6은 좀 더 작은

원, 해금 Ⅱ의 3·4는 더 작은 원, 그리고 해금 Ⅰ의 1·2는 가장 작은 원이고 타악

은 중심이자 원들을 관통하는 선으로 자리한다. 한편 중심인 타악을 제외하고 팔

방의 열 명 연주자들은 1-2-4-6-7-8-5-7-8-(1)로의 시계역방향의 흐름 또한 부

수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적 편성은 전체 열 명의 연주자들이 각기 구성하는 음 공간을 입체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취해진 것이다.

3. 악보 앞의 조표는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임종(Bb)은 항상 고정되

어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4. 해금의 농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음 위의 물결 표시에는 화살표 방향과

함께 괄호 안의 음으로써 농현의 방향과 폭을 지시하였다. 표시되어있지 않은 음

에는 기본적인 농현을 첨가할 수 있으나, 주자별이 아니라 그룹별로 함께 연주하

는 경우에는 상호 동의하에서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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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악 울림의 길이는 표기 편의상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쉼표가 아닌 이상

절고, 장고, 징, 쟁, 방울 등은 울림을 막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악상기호는 상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악보 상의 p~ff는 불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악상은 악보를 그대로 따르되, 연주를 함께 하

면서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밀한 악상의 표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는 연주자의 해석이 매우 주요하다.

7. 해금연주는 전체 여덟 명의 연주자가 각기 두 명으로 된 4 그룹(Ⅰ~Ⅳ)으로

구성된다.

① 악보 머리에 붙어있는 번호 1~8는 해금 주자별 번호이며; 그룹 Ⅰ은 해금

1·2, 그룹 Ⅱ는 해금 3·4, 그룹 Ⅲ은 해금 5·6, 그룹 Ⅳ는 해금 7·8로 이루어진다.

② 각 그룹을 이루는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할 때는 합(合)의 기호를 사용

하고, 나뉘어 개별적으로 연주할 때는 분(分)의 기호를 사용한다. 예로 ‘合1·2’라

는 표시가 악보 상단에 네모 안에 적혀있는 경우에는 1과 2가 같은 선율을 연주

하며 이때 공통 선율은 1에 표기한다. 그리고 ‘分1·2’는 개별적으로 각 선율을 연

주한다.

③ 활대 표시는 슬러로 표시하였다.

④ 현을 누르거나 밀어서 내는 것은 슬러에 화살표를 붙여서 ‘⤻’라고 표시하였

다.

⑤ 제 65마디의 ‘활을 느슨하게 or 가볍게 마찰’이라는 지문은 음 외에 잡음과

함게 하모닉스의 부분적 효과를 함게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8. 타악은 편종, 절고, 징, 쟁, 종으로 이루어지며 두 명의 연주자가 나누어 연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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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악연주자 1은 편종의 (연주자 방향에서) 오른쪽 부분인

C-Db-D-Eb-C’-Db’-D’-Eb’(C’는 옥타브 위로서 C4)을 연주하며 절고와 장고 또

한 병행하여 연주한다.

② 타악연주자 2는 편종의 (연주자 방향에서) 왼쪽 부분인

E-F-Gb-G-Ab-Bb-B를 연주하며 틀 걸이에 함께 매단 징, 쟁(쟁이 없을 시에는

징보다 가벼운 소리의 징), 방울을 병행하여 연주한다. 방울은 개수가 10개 이상

된 것을 사용한다.

③ 틀 걸이에 매단 징, 쟁, 방울은 연주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상

호 배치하여서 서로 울림이 부딪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타악의 채는 ▷, ✽, ●, ⦿, I를 사용한다. ▷는 편종채이고, ✽는 부를 연주

할 때 사용하는 채(혹은 브러쉬 채), ●(딱딱한 채), ⦿(덜 딱딱한 채), I(손으로

연주)를 말한다.

악보 상단에 채가 바뀌는 경우에 표시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연주자는 한 손

에 두 채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방울은 틀 걸이에 매단 상태에서 채()나 혹은 채 끝으로 훑듯이 위에서 아래

로 내리면서 소리낸다.

⑥ 앞서 서술한 바, 타악의 울림은 (쉼표나 x가 없는 한) 막지 않는다.

⑦ 타악연주자 1은 절고를 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연주 상 운용이 (매우)

불편할 경우에는 좌고로 대치할 수도 있다.

⑧ 장고 표기에서 맨 아랫줄은 북편이며 중간줄은 채편의 복판이며 위줄은 채

편의 변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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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8마디 – 제 16마디에서는 여덟 명의 연주자가 각기 연주하는 부분으로서

개인 주자별로 약간의 자유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10. 픽쳐 노트 Picture Note

Picture Note는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음들을 재료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으로 음의 길이(길게도 짧게도 혹은 장식음으로도)의 다양화, 화음 진행의 밀도

(속도), 악상, 표현은 물론이고 음 순서 바꾸기, 생략, 반복 그리고 농음을 연주자

의 자유로운 해석에 따라 드러내는 부분이다.

① 제 3마디 – 5마디 : 정박으로 연주되는 연주자와 부분적으로 PN으로 표현

하는 연주자가 함께 만나는 부분이다.

② 제 66마디 a와 b는 정해진 시간 길이가 없으므로 a와 b로 표기했으며 a와 b

의 구분 또한 점선으로 해놓았다. 이 부분은 위의 ①과는 달리 전 연주자들이

P.N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각 열 명의 연주자가 집중하여 개별적 음악해

석을 드러내야하는 부분이다. 특히 해금 Ⅰ(1·2)과 해금 Ⅳ(7·8)는 C를 중심으로,

해금 Ⅱ(3·4)는 F를, 해금 Ⅲ(5·6)은 Bb를 염두에 두면서 자유로운 음 공간을 그

리는 것이 필요하다.

11. 연주자의 해석을 돕기 위한 악곡 구성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체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하나의 전체 안에 단계별 진행에 불

과하다. 각 부분별로 마디수와 기준박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장단길이 및 장단

의 기준박 또한 함께 놓았다. 각 부분으로서의 전개는 이전과 이후 부분의 기준

박 및 장단 기준박과 연계되어 있으며 ‘흐름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연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재적인 이미지 진행을 제시하였다. 이미지의

진행은 12연기법에 대한 것으로 삶은 죽음을 연유로 한 것이기에 소멸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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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성이 바로 삶임을 이야기한다. 12연기는 무명(無明) → 행(行) → 식(識) →

명색(名色) → 육입(六入) → 촉(觸) → 수(受) → 애(愛) → 취(取) → 유(有) →

생(生) → 노사(老死)이다. 원래 순서를 따르자면 ‘유전연기流轉緣起’이지만 역으

로 배열하면 ‘환멸연기還滅緣起’로서 그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안락하고 평

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즉 일상적 습관과 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봉인된 세계로 역진해보

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작곡자는 모든 곡에 ‘순환’이라는 이디엄을 사용하

고 있으며, 특히 이 곡에서는 불교의 교리 중 하나인 ‘환멸연기還滅緣起’

라는 주제를 통해 ‘봉인된 지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환멸연기에 대한 자

세한 설명35)은 다음과 같다.

불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八苦)는 숙명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무지가 원인이 되어 받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이를 정리한 것이 십

이연기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이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일

어나며, 또한 괴로움은 사랑의 번뇌에 의해 생기거나 인간의 근원적인 무명(無

明)에 의해 생기며, 반대로 번뇌가 없으면 고통도 없어진다고 했다. 이것을 계열

화하여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는 십이연기(十二緣起)가 확립되었다.

① 무명：미(迷)의 근본이 되는 무지(無知)로서, 사제(四諦)와 인연의 이치를 모

르는 것을 말한다. 불교 근본사상으로서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통하지 않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무명의 반대는 팔정도(八正道) 중의 정견(正見)이다.

② 행：신행(身行)·어행(語行)·의행(意行) 등의 삼행(三行)을 뜻하며, 그것은 삼업

(三業)과 같다. 즉 무지무명을 인연으로 하여 그릇된 몸과 말과 마음의 삼업을

35) 원불교대사전ㅡ 연기[緣起, pratītya-samutpā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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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이 행이다. 이 행은 그릇된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의 여력으로서의

습관력도 포함된다. 행위 경험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그 여력을 남기며, 그것은 지능이나 성격 등의 소질로써 보존, 축적되기 때문이

다.

③ 식：제육식(第六識)인 의식(意識)으로서, 그것은 인식작용 또는 인식주관을 가

리킨다. 여기서는 인식의 주관으로서의 제육식이다. 이 식은 입태(入胎)의 식과

재태(在胎)의 식과 출태(出胎) 후의 식으로 구별되는데, 보통은 과거세의 업에 의

해서 받는 현세 수태의 일념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④ 명색：태중에 있어서의 몸과 마음을 뜻하며, 식의 대상이 되는 육경(六境：

色·聲·香·味·觸·法)을 가리킨다.

⑤ 육처：육입(六入)이라고도 하는데, 태내(胎內)에서 자리잡아 가는 눈·귀·코·혀·

몸 등의 오근(五根)과 의근(意根)을 가리킨다. 감각과 지각의 능력이라는 뜻이다.

⑥ 촉：육근(六根)·육경(六境)·육식(六識)의 화합을 뜻한다. 감각 기관과 의식 기

능을 근(根), 그 기관과 기능의 대상을 경(境), 그 기관과 기능으로 대상을 식별

하는 마음 작용을 식(識)이라 하며 이들의 화합으로부터 감각과 지각에 의한 인

식조건이 성립되는 것을 뜻한다.

⑦ 수：고락(苦樂)과 불고불락(不苦不樂), 좋고 나쁨을 감수하는 감각이다. 이것

은 인식(촉) 후에 생기는 고락 등의 감수이며, 동일물(同一物)을 인식하여도 탐욕

자는 즐거움으로 느끼고 성난 사람은 괴로움으로 느끼는 차이가 있다. 그 까닭은

인식 주체로서의 식이 백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명과 행에 의하여 탐

욕과 진에(瞋恚) 등의 성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⑧ 애：괴로움을 피하고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근본 욕망이다. 갈애라고도 번

역하며,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심한 욕구를 가리킨다. 인식에 의해

고락 등의 감수가 생기면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물체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피

하려는 강한 욕구를 낳게 되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나 물체에 대해서는 이를

구애(求愛)하려는 강한 열망을 낳는다. 이와 같이 강한 욕구와 열망이 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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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취：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작용이다. 앞의 애는 마음 속에 생기는 심

한 애증의 생각인 데 반하여 이 취는 생각 뒤에 생기는 취사(取捨)에 대한 실제

행동이다. 사랑하는 자는 이를 빼앗고 미워하는 자는 이를 버리거나 혹은 살상하

는 것과 같은 실제 행동을 가리킨다. 즉, 몸과 말에 의한 취사선택의 행위가 취

이다. 살생·도둑질·사음·거짓말·욕설 등이 이에 속한다.

⑩ 유：애·취에 의해서 가지가지의 업을 만들고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다.

유는 넓은 뜻에서 현상적 존재를 가리키므로 행과 유위(有爲)와 마찬가지로 일체

의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유는 취에 의한 취사선택의 실제행위

가 그 여력을 남긴 것이며, 과거 행위의 습관력의 축척인 동시에 그것은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취와 유는 앞의 행에 해당하며, 애는 무명에 해당한다. 즉,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 속에는 실제행위와 그 여력이 포함되는 것처럼, 애에서 실제행위로서의 취가

생기고 취에서 그 여력으로서의 유가 생기는 것이다.

⑪ 생：태어남을 뜻한다. 유정(有情)이 어떤 유정의 부류에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앞의 경우에는 그 유

정의 과거 모든 경험의 여력으로서의 지능·성격·체질 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

다.

⑫ 노사：태어난 뒤에 늙고 죽는 등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며, 일체의 고뇌가

노사에 의하여 대표되어진 것이다

생과 사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사만이 아니라 자신이 나고 죽는다는 생

각에서 오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유전연기, 이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무명을 버리고 지혜(明)를 획득

하는 것을 환멸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불교는 인간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뇌에 속박되어 있는 원인과 거기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연기법으로

그 해답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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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품 분석

1) 악곡구조

이 곡은 작곡자가 악장의 구분 없이 기준 속도, 장단 기준박, 장단 길이,

이미지 진행을 기준으로 8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부분은 제 1-7마디까지 총 7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6마디의

기준 속도는 ♪≒160이며, 제 1-2마디의 장단 기준박은 ♩≒80, 제 1마디

의 장단 길이는 16/♩, 제 2마디의 장단 길이는 14/♩이다. 제 3-7마디의

장단 기준 박은 ≒40, 제 3마디의 장단 길이는 5/♩, 제 4마디의 장단

길이는 16/♩, 제 5마디의 장단 길이는 2+4/♩, 제 6마디의 장단 길이는

3/♩이다. 제 7마디의 장단 기준박은 ≒53, 장단 길이는 6/이다. ‘노사

(老死)와 생(生)’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2 부분은 제 8-16마디까지 총 9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속도는

♪≒105이며, 장단 기준박은 ♩≒35, 장단 길이는 6/이다. ‘유有(존재욕),

취取(집착)’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3 부분은 이미지 진행에 따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

17-24마디와 제 25-35마디까지 총 19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 17-24마디

의 기준 속도는 ♪≒120, 장단 기준박은 ♩≒40, 장단 길이는 6/이며
‘촉觸(객관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이미지 진행을 가지고 있다. 제 25-35

마디의 기준 속도는 ♪≒150, 장단 기준박은 ♩≒75, 장단 길이는 12/♩이

며 ‘6감각기관(눈귀코혀몸뜻)’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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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은 제 36-45마디까지 총 10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150, 장단 기준박은 ♩≒50, 장단 길이는 4/이며 □5 의 제 46-57마디

와 함께 ‘물질[색色;몸]-비물질[명名;정신]’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

시되어 있다.

□5 부분은 □4 와 같은 이미지 진행을 가지는 제 46-57마디와 제 58마디

까지 총 13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 46-57마디의 기준 속도는 ♪≒180,

장단 기준박은 ≒60, 장단 길이는 4/이다. 제 58마디는 기준 속도 ♪

≒120, 장단 기준박 ♩≒60, 장단 길이는 1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

식’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6 부분은 제 59-64마디까지 6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속도는 ♪

≒100-120, 장단 기준박은 ♩≒50-60, 장단 길이는 10/♩이며 ‘결합’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7 의 제 65마디도 위의 □6 과 같은 기준 속도, 장단 기준박과 ‘결합’이라

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장단 길이는 20/♩이다.

□8 은 연주자의 재량으로 연주되는 제 66마디의 picture note와 제 67마디

로, 총 2마디이다. 67마디의 기준 속도는 ♪≒160, 장단 기준박은 ♩≒27,

장단 길이는 5/이며 ‘무無 어두움(어리석음)’, 즉 “봉인된 지점”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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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디 ♪기준속도 장단기준박 장단길이
이미지 진행

(봉인된 지점으로의 역진逆進)

□1 제 1마디 ♪≒160 ♩≒80 16/♩ 노사老死 생生

제 2마디 14/♩

제 3마디 ≒40 5/♩

제 4마디 16/♩

제 5마디 2+4/♩

제 6마디 3/♩

제 7마디 ♩.≒53 6/♩

□2 제 8마디–제 16마디 ♪≒105 ♩≒35 유有(존재욕) 취取(집착)

□3
제 17마디-제 24마디 ♪≒120 ♩≒40 촉觸(객관세계와의 접촉)

제 25마디-제 35마디 ♪≒150 ♩≒75 12/♩ 6감각기관(눈귀코혀몸뜻)

□4 제 36마디-제 45마디 ♩≒50 4/♩.
물질[색色;몸]-비물질[명名;정신]

□5 제 46마디-제 57마디 ♪≒180 ♩.≒60

제 58마디 ♪≒120 ♩≒60 16/♩ 의식

□6 제 59마디-제 64마디 ♪≒100-120 ♩≒50-60 10/♩ 결합

□7 제 65마디 20/♩

□8 제 66마디 a, b picture note 무無 어두움(어리석음)
“봉인된 지점”

제 67마디 ♪≒160 ♩≒27 5/♩.

<표 2> <봉인封印된 지점>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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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분석

선율분석은 앞에서 분류한 악곡구조대로 8부분으로 나누어 □1 은 제 1-7

마디, □2 는 제 8-16마디, □3 은 제 17-35마디, □4 는 제 36-45마디, □5 는 제

46-58마디, □6 은 제 59-64마디, □7 은 제 65마디, □8 은 제 66, 67마디로 나

누어 진행하겠다. 부분 별 선율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악곡 전체의 음

역, 조성, 주요음을 파악하고 본 고에서 사용할 음이름 · 운지법 표기를

정리하겠다. 또한 작곡자의 선율 분석에서 자주 사용할 긴장과 이완의 기

준을 제시하겠다.

◯1 <봉인封人된 지점>의 음역

본 악곡 전체에서 나타나는 구성음은 A♭부터 f″까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를 표시하면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악곡의 음역

해금은 4옥타브의 음역이 발음 가능한 악기로, 개방현 遊絃을 c, 中絃을 F로 조

율할 경우 발음할 수 있는 최고음은 f″′이며 최저음은 F이다.36)

위와 같이 해금은 연주 가능한 음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

에서는 개방현을 제외하고, 정악 곡에서 많이 쓰이는 黃(e♭) 포지션의 최

저음 A♭부터 최고음 f″까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6) 노은아 “해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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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인封人된 지점>의 조성

악보 상의 조표는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음의 배열을 목적으

로 있는 것이며, ‘단지 임종(B♭)을 고정하여 인식함을 뜻한다.’ 고 본 곡

의 일러두기에서 작곡자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조성이나 화성을 분석

하지 않고 <봉인封印된 지점>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출현횟수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2>와 같다.

<악보 2>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총 출현횟수

위와 같이 <봉인封人된 지점>의 구성음은 반음 관계로 음이 다양하게

출현하며 전통 음악의 5음계나 서양 음악의 장, 단조 등 기존에 있던 음

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봉인封人된 지점>의 주요음

<봉인封印된 지점>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총 출현 횟수를 합하

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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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C D♭ D E♭ E F G♭ G

239
39

938

2

1497

451
231

136 131

791

75

369

<표 3>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총 출현횟수

위와 같이 <봉인封人된 지점>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출현횟수를

정리해보면 C가 1497회로 가장 많았고, B♭이 938회, F가 791회로 그 뒤

를 이었다. 주요음 F, B♭, C는 상행, 하행하는 농현, 픽쳐노트, 잉어질,

글리산도, 미분음 표현, 시작음과 종지음 등으로 선율 흐름을 만들어 가며

주기적인 음악적 순환을 이끈다. 주요음에 종속하는 형태를 보이는 D♭와

G는 주요음의 뒤를 이어 각각 451회, 369회 나타나 보조음으로 파악하였

다.

◯4 선율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운지법과 운궁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운

지법을 언급할 때에는 유현 1지가 짚는 음을 기준으로 하여 g 포지션, f

포지션 등으로 표현하겠다.

◯5 긴장 / 이완을 설명하는 근거

긴장과 이완의 순환을 통해 주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율 분석 역시

순환의 여부를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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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이완

음의 상행진행

리듬의 조밀함

도약진행

cresc.

고음역

음의 하행진행

리듬의 단순함

순차진행

decresc.

저음역

긴장의 근거는 음의 상행진행, 리듬의 조밀함, 도약진행, cresc.를 기준으

로 하였다. 이완의 근거는 음의 하행진행, 리듬의 단순함, 순차진행,

decresc.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은 반복되는 긴장과 이완이 ‘순환’의

형태로 드러나는 본 작품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6 본 고에서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음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정확한 음

높이의 구분을 위해 영어 대·소문자와 ′ (apostrophe)를 사용하는 영국

식 표기법37)을 사용하겠다.

37) 국가별 음높이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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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A♭

64

108

48

120

34 30

□1 제 1-7마디 [노사老死 · 생生]

□1 은 총 7마디로, [노사老死 · 생生]38) 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표현하

도록 제시되었다. 각 마디 별 장단 길이는 16/♩, 14/♩, 5/, 16/, 2+4/
, 3/ 등으로 각각 다르며 장단 기준 박 또한 다르다. 이는 악곡의 호

흡 체계가 8+8 이나 7+7 등이 아닌 하나의 커다란 호흡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덟 명의 연주자가 함께 어우러지기 쉽도록 세심하게 표현한 작

곡자의 의도가 담겨있다.

□1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출현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악

보 3>, <표 4> 와 같다.

<악보 3> □1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4> □1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38) 노사란 태어난 뒤에 늙고 죽는 등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며, 일체의 고뇌가 노사에 의
하여 대표되어진다. 생이란 태어남을 뜻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모
습을 생이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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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음으로 파악했던 F와 C와 B♭이 각각 120회,

108회, 64회로 다른 음보다 높은 빈도로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 의 제 1마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마디의 장단 길이는 16/♩, 빠르기는 ♩≒80, 기준속도는 ♪≒120이

다. 타악기 없이 해금 네 파트가 tutti로 연주하며, 첫 음으로 제시된 f´는

로 시작했다가 8박의 g♭´까지 cresc. 되며 긴장감을 준다. 7박의 g♭

은 f´음으로 하행하는 농현으로 느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빠르게 떨어주고,

주요음인 f´로 종속되며 이완한다. 하지만 다시 빠르게 굴려 a♭´로 도약

하며, 후에 a♭´에서 b♭´로 상승하는 농현을 연주하고 cresc.를 하여 긴

장시킨다.

<악보 4> □1 의 1마디

해금 Ⅰ·Ⅳ의 운지법은 1-2마디의 최저음이 c´, 최고음 c˝가 나타나는 것

을 고려하여 c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박의 g♭’에서 f´로 하

행하는 농현은 3지를 역안한 상태에서 풀어서 내주고, 15박의 a♭´에서 b

♭´으로 상행하는 농현은 4지를 역안하며 발음한다. 해금 Ⅱ·Ⅲ의 운지법

은 2마디 첫 째 박에서 b♭를 꾸밈음으로 내 주어야 하고, 최고음이 b♭´

이기 때문에 b♭포지션으로 연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운궁법은 기본적으로 1음 1활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줄(slur)를 최대한

살려서 연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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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제 2마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단 길이는 14/♩이며, 앞서 tutti로 a♭´에서 b♭´로 상승하는 농현을

했던 네 개의 그룹은 d♭˝에서 c˝로 꺾는 음을 연주하는 해금 Ⅰ․Ⅳ와,

b♭´를 연주하는 해금 Ⅱ․Ⅲ로 나뉘어 장2도를 연주하여 불협화 효과를

주면서 노사(老死)에 대한 괴로움과 긴장감을 유도한다.

<악보 5> □1 의 제 2마디

해금 Ⅰ․Ⅳ는 c˝에서 f´로 글리산도로 하행하면서 미분음들을 내주고,

 → 로 decresc. 해준다. 반면 해금 Ⅱ․Ⅲ은 b♭´-c´로 하행했다가,

c´-b♭´로 상행하고, 다시 d♭´로 하행하는 등의 큰 도약진행을 보이며 계

속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해금 Ⅰ․Ⅳ의 정적인 진행과는 대비되는

상행-하행진행을 통해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순환의 이디엄이 드러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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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비는 무대 배치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해금 1·2·7·8 / 해금 3·4·5·6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중간 원을 형성하는 해금 Ⅱ․Ⅲ은 로, 큰 원을 형성하는 해금 Ⅰ․Ⅳ

는 로 연주하며 관객이 들었을 때 음향적으로 입체적인 느낌을 받도록

의도한 부분이다.

9박 이후 해금 Ⅰ, Ⅳ는 g♭´에서 중심음인 f´로, 해금 Ⅱ는 d♭´에서 중

심음인 c´로 하행하며 농현한다. 동시에 해금 Ⅲ은 옥타브 밑의 c를 내주

며 베이스를 이룬다. 각 네 파트는 각각 중심음인 c, b♭, f를 내고 함께

decresc.를 하며 긴장을 이완시키는 반면, 2마디의 마지막 박인 14박에서

편종이 처음 등장하여 b♭을 연주하며 새로운 변화를 유도한다.

해금 Ⅰ, Ⅳ의 운지법은 음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와 동일하게

c포지션이 적합하다. 반면 해금 Ⅱ, Ⅲ의 경우는 최저음인 C가 등장하기

때문에 7박이 끝난 후 g로 이동하여도 무방하나, 다음 3마디에서 f-g-f의

꾸밈음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2마디의 최저음 c를 중현 2지로 옮기면서

포지션을 f로 옮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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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궁법은 이음줄을 살려 연주하고, 앞꾸밈음으로 등장하는 d♭의 경우는

제음인 c와 함께 한 활로 써서 연결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무대 배치를 통한 순환의 이디엄은 제 3마디에서도 나타난다.

<악보 6> □1 의 3마디

위의 <악보 6> 부터 기준 박이 (2분 음표)가 되어 5/의 장단 길이

를 지닌다.

해금 Ⅰ은 앞의 2마디에 이어 c´를 길게 뻗어 연주하고, d♭와 c´로 도약

하는 선율진행을 보인다. 운지법은 제 3마디부터 제 7마디까지의 최저음

이 B♭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박에서 f포지션을 이동하여 연주하는 것이

좋다. 이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3지와 4지를 역안하며 앞

꾸밈음 b♭와 제음인 c를 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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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Ⅱ은 f를 반음 위로 굴리고 b♭로 착지하여 잉어질39)을 한 후, 박

자에 맞추어 최저음40)부터 글리산도를 하며 미분음을 표현해준다. 운지법

은 앞의 마디와 동일하게 f를 사용하다가, 미분음의 시작에서 위에서 아

래로 유현을 쓸어내리고 f가 지정된 박자부터 다시 f를 포지션으로 잡아

역안하며 미분음을 연주한다.

해금 Ⅲ은 제 3-4마디에 적힌 Picture note안의 구성음을  -  -

의 강약에 맞추어 연주하여 긴장–이완–긴장의 순환을 포현해준다.

Picture note는 해금 Ⅰ, Ⅱ, Ⅳ의 선율을 이끌어가는 중심음인 B♭, C, F

를 포함하고 있다. 연주자는 지정된 음 안에서 음의 길이, 빠르기, 쉼표,

주법, 반복 및 생략 등을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다.

해금 Ⅳ은 Ⅰ의 선율과 흡사한 형태로 4박까지 함께 unison으로 연주하

다가 5번째 박부터 분할하여 연주한다. 해금 7은 f음의 리듬을 분할하고

g♭음을 향하여 상행하는 농현을 하며, 해금 8은 c로 하행하여 서로 반대

되는 진행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큰 도약진행을 하지만 리듬이 많지 않은 해금 Ⅰ·Ⅳ와, 세분

화된 리듬을 연주하나 음정의 도약이 많지 않은 Ⅱ. 그리고 picture note

를 연주하는 해금 Ⅲ으로 인해 2마디와 마찬가지로 해금Ⅰ․Ⅳ와 해금

Ⅱ․Ⅲ가 서로 대비되며 순환하는 흐름을 지닌다.

39) 잉어질은 연주기법이 마치 낚시질을 할 때에 낚시대를 급히 낚아채는 빠른 동작과도 흡
사하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며, 구음으로 ‘잉핫지’라고 발음한다. 잉어질은 선율형이 
음을 역안해서 나오는 음이기 때문에 역안법(力按法)을 사용한 이후에 생긴 주법으로 추
정된다. - 조선애. “잉어질주법연구 및 뜰동과 서침주법과의 관계비교”, 1쪽

40) 여기서의 최저음은 개방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1979년에 편찬된 『해금정악』이나, 한국
국악예술학교 교육 자료인 『해금교본』 역시 개방현에 대한 명확한 음 자리나와 율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작곢자 윤혜진이 사보한 악보에서도 최저음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금 Ⅱ의 3,4 주자가 협의하여 음정을 통일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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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마디에서는 해금 파트가 돌아가며 picture note를 연주한다.

<악보 7> □1 의 4 – 7마디

제 4마디에서 해금 Ⅰ와 Ⅱ가 주요음인 c를 연주해주는 동안, 해금 Ⅳ가

picture note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후 타악기들은 해금이 그룹별로

picture note를 연주할 시작점을 알리게 된다. 편종이 c를 옥타브로 화음

을 연주하면 해금 Ⅰ이, 절고가 연주되면 해금 Ⅱ와 Ⅳ가, 다시 편종이 화

음을 연주하면 새롭게 주어진 구성음의 picture note를 자유롭게 연주한

다. 제 5마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이 연주되면 해금 Ⅰ이 picture note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제 6, 7마디가 되면 편종과 징이 앞선 연주에 비해 분

할된 리듬을 연주하며 긴장감을 주고, 이 때 해금은 Ⅳ,Ⅲ,Ⅱ,Ⅰ그룹의 순

서로 자연스럽게 종지하여 이완하면서 타악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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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사(老死)와 생(生)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이미지가 종지음, 농현, 선

율진행, 무대배치를 통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종지음은 출현횟수를 통해 주요음으로 파악했던 B♭, C, F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음으로 종지하는 이유는 작곡자가 조성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또한 다양한 음으로 종지하며 작곡자가 의도한 ‘순환’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현은 크게 상행하는 농현과 하행하는 농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상행하는 농현은 F에서 G♭로 상행하는 농현, A♭에서 B

♭로 상행하는 농현, B♭에서 B로 상행하는 농현으로 총 세 가지의 형태

가 있었다. A♭에서 B♭로 상행하는 농현이나 B♭에서 B로 상행하는 농

현은 다음 음인 C로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cresc. 와 함께 쓰이며 긴장감

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하행하는 농현은 D♭에서 C로 하행하는 농현,

G♭에서 F로 하행하는 농현으로 총 두 가지가 있었고 특히 G♭과 D♭이

주요음인 F, C 함께 사용되어 F에 종속되는 모습을 취한다. 이렇게 대비

되는 농현의 형태를 통해 노사와 생의 이미지가 순환의 형태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선율 진행에서도 각 부분 별로 긴장-이완의 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리듬은 단순하나 c-b♭나 b♭-d♭와 같이 큰

도약진행을 통해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며 순환하는 해금 Ⅰ․Ⅳ은 노사

를, 음정의 도약은 많지 않으나 리듬이 조밀하게 나와 긴장감을 고조시키

는 해금Ⅱ·Ⅲ에서 생의 이미지가 드러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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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비되는 구조는 앞뒤로 구성된 무대배치를 만나 음향적으로 입

체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긴장을 했다가 다시 이완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긴장으로 돌아가려는 선율을 해금 Ⅰ․Ⅳ와 해금 Ⅱ·Ⅲ이 주고받으며 마

찬가지로 작곡자가 의도한 노사와 생의 순환의 구조를 느낄 수 있다. 마

지막 7마디에서는 해금이 무대 양 끝에 있는 Ⅳ부터 Ⅲ, Ⅱ, Ⅰ의 순서로

종지하며 무대 배치의 한 가운데이자 제일 뒤쪽에 위치한 타악으로 긴장

감이 모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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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G

11

63 69

27
14

45

3
14

□2 제 8-16마디 [유(有, 존재욕) · 취(取, 집착)]

□2 는 총 8마디로, 박자는 6/ 빠르기는 ≒35이다. 12연기 중 유(有,

존재욕)41) · 취(取, 집착)42)을 표현하도록 제시되었다. □1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출현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악보 8>, <표 5> 와

같다.

<악보 8> □2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5> 봉인된 지점 □2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41) 유：애·취에 의해서 가지가지의 업을 만들고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다. 유는 넓은 
뜻에서 현상적 존재를 가리키므로 행과 유위(有爲)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유는 취에 의한 취사선택의 실제행위가 그 여력을 남긴 것이며, 
과거 행위의 습관력의 축척인 동시에 그것은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42)  취：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작용이다. 앞의 애는 마음 속에 생기는 심한 애증의 
생각인 데 반하여 이 취는 생각 뒤에 생기는 취사(取捨)에 대한 실제행동이다. 사랑하는 
자는 이를 빼앗고 미워하는 자는 이를 버리거나 혹은 살상하는 것과 같은 실제 행동을 
가리킨다. 즉, 몸과 말에 의한 취사선택의 행위가 취이다. 살생·도둑질·사음·거짓말·욕설 
등이 이에 속한다.



- 40 -

□2 의 구성음 역시 □1 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음인 C, B♭, F가 각각 69

회, 63회, 45회 나타나며 다른 음정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2 는 총 15개였던 □1 의 구성음보다 7음이 많아져 총 21개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곡의 최저 음역인 A♭이 등장하고, □1 에서 보이지

않던 G와 E♭가 새롭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먼저 □2 의 제 8-9마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 □2 의 제 8–9마디

□2 는 해금 Ⅰ,Ⅱ,Ⅲ,Ⅳ는 해금 1·2·3·4·5·6·7·8로 개별적으로 연주한다.

해금 Ⅰ은 c를 연주한 후, A♭에서 B♭까지 박자에 맞추어 음정을 눌러

내게 되는데, 이는 정악의 요성43) 과도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 다음

A♭에서 c까지 깊게 농현을 떨어주고, d♭-f로 상행하여 긴장감을 준다.

다시 f-B♭-A♭로 하행하며 이완되나, 다시 d♭으로 상행하며 음의 성격

이 다시 긴장감을 가지게 된다. 운지법은 최저음 A♭을 고려하여 e♭포지

션이 적합하다.

43) 요성은 제 음과 한 음계 윗 음 정도의 음을 두 번 이상 흔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요성
의 방법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한 박일 경우 박의 끝부분에서 요성하고 두 
박 이상일 경우는 마지막 박 끝 부분에서 요성한다. 김찬미. “해금 정악곡의 시김새에 관
한 연구 : 현악영산회상, 평조회상, 관악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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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8은 b♭-c＇-b♭와 같이 순차진행을 반복한다. 그 후 b♭음이 g음

으로 하행하고, f음이 g로 상행하는 농현을 하는 등 주요음들이 □2 에서

새로 등장한 구성음 g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운지법은 c-b♭-g의

진행과 f에서 g♭로 상행하는 농현이 모두 유현에서 연주되는 것이 효과

적이기 때문에 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f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

다.

제 8-9마디의 셈여림은 해금 1의 경우 에서 , 로 전체적으로

decresc. 하며 이완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제 9마디에서 해금 8이 액

센트를 내며 등장하고 cresc.를 하며 해금 1과 대비되는 셈여림을 가지며

긴장감을 유도한다.

이러한 진행은 다음 <악보 10>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악보 10> □2 의 제 10–11마디

해금 4는 하행하는 선율 – 상행하는 농현의 대조, 테누토 - 스타카토의

대조를 보여주며 긴장과 이완의 순환형태가 더욱 확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c´-b♭-g 음으로 선율이 하행하며 이완의 종착지가 되는 순

간, g에서 b♭로 상행하는 농음을 통해 긴장의 시작음이 된다. 또 첫 번

째 박에서 테누토로 연주하지만, 최고음인 e♭´으로 긴장이 조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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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스타카토를 하며 급격히 하행 진행을 해서 긴장과 이완의 흐름이 계

속 순환되고 있다. 운지법은 최고음 e♭´과 최저음 c, 그리고 g에서 b♭으

로 상행하는 농현 등을 고려하여 g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c와

b♭가 slur로 연결된 부분은 c를 유현의 개방현으로 연주하여 연결시켜준

다.

해금 8은 cresc.를 하며 마무리했던 제 9마디와는 반대로  , 로 점점

decresc.를 하며 이완한다. 리듬이 조밀한 해금 4와는 대비되게 f음을 중

심으로 정적인 진행을 보인다.

해금 5는 8분 쉼표 후 f´에서 d♭´음정을 로 강하게 꺾으면서 대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금 8이 decresc. 하며 정적인 선율로 이완한

후에 다시 긴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운지법은 제 11-13마디의

최고음 f´와 최저음 c를 고려하여 g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도약 진행을 많이 하며, 타악기와 해금 선율 리듬이 조밀해

서 긴장감을 주는 제 12마디와, 선율과 리듬이 비교적 정적인 진행을 보

이는 제 13마디가 큰 대비를 보인다.

<악보 11> □2 의 제 12 – 1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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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1>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금 5는 c-c´, c-d♭´로 8도 이상

큰 도약을 하며 긴장감을 준다. d♭´에서 c´로 하행하는 농현을 한 후,

c´-c, b♭´-c, a-c로 점점 작은 폭으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고 decresc.

를 하면서 이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 13마디에서 로 마무리 되지만,

b♭에서 b로 상행 농현을 하며 해금 6이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이어준다.

운지법은 g포지션을 사용하며, f음과 g음이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은 g를 중현에서 역안하여 발음하는 것이 좋다.

해금 7은 제 12마디에서 최고음인 e♭˝을 로 연주하여 긴장감을 주고,

c-b♭´, c-a♭´로 도약진행을 한다. 또한 b♭-c-b♭의 꾸밈음을 빠르게

쳐주는데, 이는 제 13마디에서의 단순한 리듬과 도약이 크지 않는 선율로

이완되는 느낌과는 대비를 이룬다. 운지법은 최고음 e♭˝을 고려하여 e♭´

을 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제 13마디에 있는 최저음 e♭음은 이

포지션에서 발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제 12마디에서 c음을 중현 3지로 연주한 후, 1지를 상행이

동하여 다음 f음을 중현 1지로 발음하며 c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제 13마

디의 최저음 e♭을 위해 다시 1지를 상행이동하여 b♭음을 유현 1지로

발음하며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금 6은 해금 5가 이완되며 마무리된 후, 와 액센트로 긴장감을 주며

나타난다. b♭에서 d♭´까지 큰 폭으로 상행하는 농현을 연주하며 긴장감

을 조성하지만, f´에서 e♭´으로 하행하는 농현을 한 후 잠시 이완되었다

가 다시 e♭´-f로 도약진행하며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운지법은 제

13-15마디의 최고음인 g´와 최저음인 f를 고려하여 b♭와 c´ 포지션을 선

택할 수 있다. 하지만 b♭에서 c´, 혹은 b♭에서 d♭´으로 상행하는 농현

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b♭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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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12>는 □2 를 마무리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중저음의 음역대

로 구성되어 있다. 선율 진행이나 리듬 분할을 통해 한 쪽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이완하는 모습으로 파트 간의 순환을 의도하

고 있다.

<악보 12> □2 의 제 14–16마디

해금 6은 □2 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8도 도약진행을 하여 긴장감을 유도

하나 잉어질을 한 후 다시 하행한다. f에서 g♭로 상행하는 농현을 하면

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듯하나, 다시 d♭´-b♭-g-f로 하행한다. 다시

f-c´-f-f´의 급진적인 도약진행을 통해 긴장감을 형성하고, 다시 f로 하행

하며 종지한다. 운지법은 앞의 마디와 마찬가지로 b♭포지션을 사용한다.

해금 3의 운지법은 최고음 b♭과 최저음 B♭를 고려하여 f나 e♭을 포

지션으로 할 수 있는데, 제 14마디의 e♭의 잉어질을 할 때 중현에서 역

안법으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f를 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금 2

의 운지법은 최고음 c´와 최저음 A♭를 고려하여 e♭을 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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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8

□2 부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有, 존재욕) 취(取, 집착)이라는 이미지로 진행된 □2 부분은 해금 연

주자들이 팔방에서 선율을 주고받는 구조와, 긴장과 이완이 끊임없이 반

복되는 선율 구조를 통해 작곡자가 의도한 순환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먼저 해금 연주자들이 선율을 주고받는 구조를 마디 별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강한 셈여림은 진한 색, 약한 셈여림은 연

한 색으로 표현하였다.

<표 6> 긴장에서 이완으로 마무리되는 □2 의 수평적인 선율 구조

이를 통해 각 파트는 끊이지 않게 서로 수평적으로 선율을 주고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한 셈여림으로 긴장감을 이끌고 점차 약한 셈여

림으로 이완하면서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긴장과 이완

의 구조를 느끼게 한다. 이완하는 선율은 긴장감을 주는 선율을 받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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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사라지고, 긴장감을 주던 선율은 스스로 이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

는 선율을 받쳐주며 사라진다. 이를 통해 서로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유(有, 존재욕)와 취(取, 집착)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순환은 무대 배치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선율의 진행 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2 의 선율구조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방향성 변화

인간은 태어남, 삶, 그리고 죽음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의 길이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삶이란 어떤 제한된 시간을 향한 끊임없는 선

이기도 하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으며, 내일과도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순환의 방향 또한 끊임없이 움

직여야만 한다. 이는 처음과 끝이 합쳐지는 원이 아닌, 계속해서 방향을

움직이는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44)

44) 윤혜진 “인도의 음악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순환적 체계”를 참조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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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곡자는 유(有, 존재욕)는 취(取, 집착)에 의해 형성되고, 취(取)

는 유(有)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해금 1-8-4-5-7-6-3-2의 순서로 선율을

이어받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를 무대 배치를 통한 선율의 방향성

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에서 나타나는 농현 중 상행하는 농현은 총 12가지로 a♭ - c´, a♭

- b, a♭ - a, b♭ - d♭, b♭ - c´, b♭ - b, c - d♭, d♭ - e♭, e♭ -

f, f - a♭, f - g, g - b♭가 있다. 하행하는 농현은 f - e♭, d♭ - c가

있으며, 앞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농현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농현의 종류와 음폭이 □1 에 비해 다양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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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7-24마디 [촉 (觸, 객관세계와의 접촉)]

제 25-35마디 [6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

□3 은 총 19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지 진행에 따라 제 17-24마디

[촉 (觸, 객관세계와의 접촉)]을 □3 -a, 제 25-35마디 [6감각기관 (눈,귀,코,

혀,몸,뜻)]를 □3 -b로 나눌 수 있다. □3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그 횟수를 정

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악보 13>과 <표 7>와 같다.

<악보 13> □3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7> □3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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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구성음은 총 21개였던 □2 의 구성음보다 4음이 많아져 총 25개의

구성음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요음인 C, F, B♭는 각각 580회, 327회,

127회 등장하며, G와 D♭도 159회, 131회 등장하여 보조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a에서 제시되는 촉(觸)의 이미지는 개체의 감각과 지각기관이 외부의

대상들과 맞부딪는 것을 가리킨다. □3 -b에서 제시되는 6감각기관, 즉 육

입(六入)의 이미지는 밖을 향해 있는 여섯 개의 관문[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뜻하며, 이것이 그것에 대응하는 여섯 가지 대상[형상, 소리, 냄

새, 맛, 촉감, 생각]과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섯 기관과 여

섯 대상은 서로 의존한다. 여섯 기관도 역시 여섯 대상이 있으므로 비로

소 여섯 기관이 되는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6감각기관

이 형성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촉(觸)을 전제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작

곡자는 촉과 6감각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3 안에 함께 포함시켜 구성하였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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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제 17-24마디 [촉 (觸, 객관세계와의 접촉)]

□3 -a는 총 8마디로, [촉 (觸 ,객관세계와의 접촉)] 이라는 이미지를 표현

하도록 제시되었다. 기준 속도는 ♪≒120, 장단 기준박은 ♩≒40이며 장단

길이는 6/이다.

촉이란 감각 기관과 의식 기능인 근(根), 그 기관과 기능의 대상인 경

(境), 그 기관과 기능으로 대상을 식별하는 마음 작용 식(識)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뜻한다. 작곡자는 촉(觸)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해

금 Ⅰ·Ⅱ·Ⅲ·Ⅳ가 서로 합(合) · 분(分)하는 방식으로 근 · 경 · 식의 모습

을 나타낸다.

해금 Ⅰ·Ⅱ·Ⅲ·Ⅳ의 운지법은 □3 -a에서의 최고음 e♭´과 최저음 B♭을

고려해 f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좋다.

□2 에서 해금 1·2·3·4·5·6·7·8로 개별적으로 연주하였으나 □3 -a에서는 □1

과 마찬가지로 해금 Ⅰ·Ⅱ·Ⅲ·Ⅳ로 연주하며, □3 -b에서는 다시 해금

1·2·3·4·5·6·7·8로 개별적으로 연주하며 파트 별로 합(合), 분(分)이 번갈아

가며 이루어지는데, 이를 <악보 14> 제 17-20마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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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3 -a의 제 17-20마디

제 17마디는 해금 Ⅰ·Ⅳ / Ⅱ·Ⅲ가 다른 선율을 같은 셈여림으로 연주한다.

제 18마디는 해금 Ⅰ·Ⅱ·Ⅲ·Ⅳ 가 같은 선율을 tutti로 연주한다.

제 19마디는 해금 Ⅰ·Ⅳ / Ⅱ·Ⅲ가 다른 선율을 같은 셈여림으로 연주한다.

제 20마디는 해금 Ⅰ·Ⅳ / Ⅱ·Ⅲ가 다른 선율을 다른 셈여림으로 연주한다.

제 17-18마디로 가며 선율이 합일되어 안정감을 주지만, 제 19-20마디로

진행되면서 점차 분할되며 긴장감을 주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18마디는 tutti로 이완이 되는 부분이자, 이어서 새롭게 긴장의 시작점

이 되는 순환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구조는 다음 <악보

15> □3 -a의 제 21-24마디에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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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3 -a의 제 21-24마디

제 21마디는 해금 Ⅰ·Ⅱ·Ⅲ·Ⅳ 이 각자 다른 선율을 연주한다.

제 22마디는 해금 Ⅰ·Ⅱ·Ⅲ·Ⅳ 이 1·2박을 같은 선율을 tutti로 연주하고,

3·4박에서는 해금 Ⅰ·Ⅲ, 5·6박에서는 해금 Ⅰ·Ⅱ가 같은 선율을 연주하여

무대배치 상 뒤쪽에 위치한 Ⅰ을 향해 선율이 모이는 효과가 난다.

제 23마디는 해금 Ⅰ부터 Ⅱ·Ⅲ의 차례로 같은 선율을 연주하나 다른 시

점에서 연주를 시작하여 선율이 중첩되며, 해금 Ⅰ으로부터 점점 cresc.

되는 진행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해금 Ⅳ는 다른 선율을 연주하며 긴장

감을 유도한다.

제 24마디는 해금 Ⅰ·Ⅱ·Ⅲ·Ⅳ가 각자 다른 선율을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2 에서 해금 8명의 주자가 개별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3 -a

에서는 해금이 2명씩 4개의 파트로 합쳐지고, 또 선율이 파트별로 합(合),

분(分)하며 작곡자가 의도한 촉(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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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 제 25-35마디 [6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

□3 -b는 총 11마디로, [6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 이라는 이미지

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었다. 기준 속도는 ♪≒150, 장단 기준박은 ♩≒75이

며 장단 길이는 12/♩이다.

이 부분에서는 8명의 해금 연주자의 선율 구조가 무대 배치를 통해 크고

작은 선을 그리며 순환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4명의 연주자끼리 합쳐져서

여섯 개의 감각 기관이 앞의 촉(觸)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음을 표현하고, 또한 4개의 다른 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불협화를 나타내는 형태를 통해 각 감각 기관 별로 다른 행동 양식을 다

음 <악보 16>을 통해 알 수 있다.

<악보 16> □3 -b의 제 25-26마디



- 54 -

해금 1, 3, 5, 8은 D♭-C-F-B♭의 음 진행을 서로 다른 옥타브로 연주

한다. 리듬은 조밀한 편이며, 잉어질이나 농현을 통해 생동감 있게 움직이

며 긴장감을 유도한다.

해금 2, 4, 6, 7은 f, g, b♭, c´ 의 4가지 음을 동시에 지속음으로 사용하

여 불협화 효과를 주어 조밀한 리듬형으로 연주하는 해금 1, 3, 5, 8과 대

비되며 이완된다.

해금 주자 별 선율의 유사성을 무대 배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해금 1·3·5·8 / 해금 2·4·5·7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작곡자는 무대 좌측인 1-3-5-7과 우측인 2-4-6-8 로 나누어 진행시키지

않고 7-8에서 교차하여 진행되도록 의도하였다. 이는 좌우로 선율 선이

끊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방향을 틀어 원을 만들어 순환할 수 있도록 의

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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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3 -b의 제 30-31마디

위의 <악보 17>에서 보듯이 해금 1, 4, 5, 8은 잉어질과 조밀한 리듬형

으로 생동감 있게 연주하며 긴장감을 유도하며, tutti로 같은 선율을 연주

하여 해금 2, 3, 6, 7과 더 극명한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해금 2, 3, 6, 7은 주요음 b♭´, f´, c´을 동시에 지속음으로 사용하며 불

협화 효과를 주어 긴장감을 준다. 또한 g-f / d♭´-c´/ c＇-b♭ 로 하행농

현하며 주요음인 f, c, b♭을 향해 하행 농현하며 이완하는 모습을 보인

다.

해금 주자 별 선율의 유사성을 무대 배치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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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금 1·4·5·8 / 해금 2·3·6·7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해금 1·4·5·8의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해금 2·3·6·7의 선율이 유사

하게 진행되며 관객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앞, 뒤와 양 옆으로 다

양하게 들리게 된다. 이는 해금 1·2·3·4·5·6·7·8 의 각 연주자가 파트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전체 음향공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바를 인지하게 하

려는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3 -a 인 제 17-24마디에서는 해금 Ⅰ,Ⅱ,Ⅲ,Ⅳ 파트가 선율이 합쳐졌다가

다음 마디에서 분할되고, 또 다음 마디에서 합쳐지는 순환의 형태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작곡자가 근, 경, 식의 화합 작용인 촉(觸)의 이미지를 표

현했음을 알 수 있다.

□3 -b 인 제 25-35마디에서는 해금 주자가 4명씩 짝을 지어 다른 선율을

연주한다. 무대 배치 상 큰 나선을 그리며 순환하기도 하고, 지그재그 형

태의 선율 선을 그리기도 하며 6감각기관(눈, 귀, 코, 혀, 몸, 뜻)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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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G♭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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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6-45마디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名);정신]

□4 는 총 10마디로,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名);정신] 이라는 이미지

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었다. 기준 속도는 ♪≒150, 장단 기준박은 ≒50이
며 장단 길이는 4/이다.

□4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그 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악보

18>과 <표 8>와 같다.

<악보 18> □4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8> □4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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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d♭, d-e, e♭-c, f-e, f-g, g-b♭, g♭-g, a♭-g 등 단 2도에서

단 3도 정도의 좁은 음폭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리듬형이 등장하며 □4 의

구성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음인 C는 54회, B♭과 F

는 각각 133회 출현하였다.

불교에서 사람이란 색(色)이라고 표현되는 신체, 그리고 명(名)이라 표현

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두 개의 이미지는 조밀한 음정, 리듬, 농현으로 표현되고 있으

며, 색(色)과 명(名)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는 무대배치를 통한 리듬과 옥

타브의 대비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악보 1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9> □4 의 36-3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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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9>에서 볼 수 있듯이, 무대 배치에서 큰 원을 그리고 있는

해금 Ⅰ․Ⅳ는 셈여림 에서 점점 cresc. 되는데, 반음 간격인 f´-e´과

d♭-c를 번갈아가며 연주하여 느리게 농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같은 리듬 형이 한 옥타브 이상 차이 나고, 특히 해금 Ⅰ은 제 38마디에

서 g♭-e인 감 3도 간격으로 음폭이 넓어져 강한 대비를 주며 긴장감을

유도한다. 해금 Ⅰ의 운지법은 제 36마디부터 제 45마디까지의 최저음 c´,

최고음 d♭˝를 고려하여 c´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금 Ⅳ는

제 36마디부터 제 45마디까지의 최저음 c, 최고음 f´를 고려하여 g포지션

으로 연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무대 배치에서 작은 원을 그리고 있는 해금 Ⅱ․Ⅲ은 셈여림   

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리듬을 함께 연주하다가 제 38마디에서 분할된다.

해금 Ⅱ와 Ⅲ은 제 38마디부터 나오는 선율을 고려하여 다른 포지션을 운

용하는 것이 좋다. 해금 Ⅱ는 f를 포지션으로 하여 앞꾸밈음 g와 제음 e

♭을 유현에서 1지를 위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다시 1지를 내려

최저음 B♭를 중현 1지로 연주한다. 후에 제 38마디 마지막 음정인 b♭을

2지로 역안하여 발음하며 g로 포지션을 이동한다. 해금 Ⅲ은 g를 포지션

으로 하여 연주하다가 제 38마디의 d´의 음정이 나올 때 2지를 벌려 포지

션을 c´로 이동한다.

위 선율에서 해금 Ⅰ·Ⅳ, 해금 Ⅱ·Ⅲ이 짝을 이루어 색(色)과 명(名)의

대비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악보 20>의 □4 의 제 39-41마

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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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4 의 제 39-41마디

위의 <악보 20>에서 보듯이 해금 1은 g´-e´를 번갈아가며 조밀한 리듬

형으로 연주하고, 해금 2는 그 중간 음인 f′를 테누토로 연주한다. 이처

럼 대비되는 선율로 연주하다가 제 41마디에서 합(合)하여 연주하며 이완

된다. 해금 2와 8은 제 39마디에서 다른 리듬 형을 8도 차이로 연주하며

대비시킨다. 해금 Ⅱ․Ⅲ도 옥타브 이상 크게 벌어지는 진행으로 선율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해금 Ⅰ의 운지법은 c´를 포지션으로 하다가 제 40마디 마지막 음인 f´

를 2지를 벌려 발음하며 포지션을 e´로 이동한다. 해금 Ⅱ는 41마디의 글

리산도에서 유현 1지를 c´에서 g로 쓸어 올리며 포지션을 이동한다.

해금 Ⅰ·Ⅳ, 해금 Ⅱ·Ⅲ이 짝을 이루며 무대 배치에서 큰 원과 작은 원을

이루던 형태가 <악보 21> 의 제 42-45마디에서는 해금 Ⅰ·Ⅲ, 해금 Ⅱ·

Ⅳ 로 짝지어지며 순환의 이디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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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4 의 제 42-45마디

위의 <악보 21>에서 보듯이 해금 Ⅰ과 해금 Ⅲ은 c˝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음역대의 음군을 가지고 있다. 제 42-43마디에서 해금 Ⅰ이 하행하

는 농현을 하거나 하행 진행을 하면, 해금 Ⅲ이 상행하는 농현을 하거나

위로 도약하는 진행을 보이며 긴장감을 형성하다가 제 44-45마디에서

tutti로 연주하며 마무리 되며 이완된다. 해금 Ⅰ은 e♭´ 포지션으로 하고,

해금 Ⅲ은 c´포지션을 사용하며 c˝ 이상의 음은 소지를 짚어 연주한다.

해금 Ⅱ는 앞의 제 41마디의 Ⅳ 선율을 이어받아 d♭-d를 번갈아가며

조밀한 리듬형을 연주하고, 제 43마디  박 이후부터 해금 Ⅱ와 Ⅳ는 거

의 흡사한 음군을 연주하며 마무리 된다. 운지법은 해금 Ⅱ와 Ⅳ 모두 최

저음 c와 최고음 f´를 고려하여 g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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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1·2·5·6과 해금 3·4·7·8이 유사선율로 진행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

현하면 <그림 6>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원을 그리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해금 1·2·5·6 / 해금 3·4·7·8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1 -□3 까지는 해금 Ⅰ·Ⅳ, 해금 Ⅱ·Ⅲ이 각각 큰 원과 작은 원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 43마디에서 해금 Ⅰ·Ⅲ과 해금 Ⅱ·Ⅳ가 유사한

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이 나타나며 무대 배치를 활용한 음 공간의 형태가

더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해금 1·2·5·6과 해금 3·4·7·8이 유

사선율로 진행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6>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원을 그리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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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名);정신]이라는 이미지로 진행된 □4 부분

은 조밀하게 붙어있는 리듬형으로 둘의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

으며, 리듬과 옥타브의 차이로 색(色)과 명(名)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특히 옥타브가 2옥타브의 차이를 보이며 수직적인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진행은 같은 물질-비몰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5 에서도 동

일하게 드러난다.

정신과 육체는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아예 개별적인 것도 아니다. 엄밀

히 말하면 인간이 사유하는 부분을 ‘정신’이라고 하고, 변화해서 소멸해가

는 부분을 ‘육체’라고 지칭한 것일 뿐이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정신없는 육체는 뇌사상태이고, 육체없는 정신은 유령일 뿐이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가 분열된 존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정신과 육

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용할 때만이 온전한 인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4 에서는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名);정신]의 관계

를 반음이나 감3도의 좁은 음폭이 반복되는 조밀한 리듬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음형 또한 옥타브 이상의 도약으로 진행이 되어 둘의 차이

점을 표현하며 긴장감을 준다.

□1 -□3 까지는 해금 Ⅰ·Ⅳ, 해금 Ⅱ·Ⅲ이 짝을 이루어 서로 긴장과 이완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4 의 제 42마디부터 해금 Ⅰ․Ⅲ과 해금 Ⅱ․

Ⅳ가 짝을 이루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대 배치를 통한 이미지

표현 방법이 더 다양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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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제 46-57마디 [물질[색(色);몸]-비물질[명(名);정신]

□5 -b 제 58마디 [의식]

□5 -a는 총 12마디로, 앞의 □4 와 마찬가지로 [물질[색(色);몸]-비물질[명

(名);정신] 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

180, 장단 기준박은 ≒60, 장단 길이는 4/ 이다.

□5 -b는 총 1마디로, [의식] 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었다. 기

준 속도는 ♪≒120, 장단 기준박은 ♩≒60이며 장단 길이는 16/♩이다.

□5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그 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악보

22>와 <표 9>과 같다.

<악보 22> □5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9> □5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 65 -

□1 -□4 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5음 음계나 서양의 장, 단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곡자 특유의 음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에서는 c´이 다른 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요음 C는 167회, B

♭은 105회, F는 45회로 다른 구성음보다 많은 출현횟수를 보인다. 먼저

<악보 2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3> □5 -a의 제 46-49마디

같은 이미지 진행을 가지는 □4 와 마찬가지로 2옥타브의 차이를 보이며

색(色)과 명(名)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제 46-47마디에서는

해금 Ⅰ․Ⅲ과 해금 Ⅱ․Ⅳ가 같거나 비슷한 음역으로 진행하다가 제 48

마디의 마지막 박에서 해금 Ⅰ․Ⅳ와 해금 Ⅱ․Ⅲ 이 같은 선율을 연주하

게 된다.

운지법은 해금 Ⅰ·Ⅲ가 제 46-58마디까지의 최고음 e˝와 최저음 f로 나

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c´를 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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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Ⅱ·Ⅳ는 제 46-49마디까지의 최고음 c´와 최저음 c를 고려하여 f나

g를 둘 다 포지션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제 47마디에서 c´-f가 slur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유현으로 발음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f를 포지션으

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악보 24> 에서는 긴장감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악보 24> □5 -a의 제 50-53마디

위의 <악보 24>에서도 마찬가지로 2옥타브의 차이를 보이며 색(色)과

명(名)의 이미지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긴장감은 제 51마디에서 급격

하게 로 decresc. 되었다가 다시 로 cresc. 되는 셈여림을 통해 더 극

대화되며, 제 52마디와 제 53마디에서는 거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면서 이

완되어 순환의 흐름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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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5 -a의 제 54-57마디

위의 <악보 25>에서 보듯이, 해금 Ⅰ은 고음역 b♭´-c˝, b♭´-b´로 상행

농현하며 긴장감을 부여한다. 해금 3 역시 f´-g♭´, c´-d♭´ 로 상행 농현

을 하며, 해금 4는 제 55마디부터 picture note를 연주한다. 해금 Ⅲ은 Ⅰ

과 마찬가지로 고음역에서 로 연주하고, 해금 Ⅳ는 7과 8로 分하여 각자

picture note를 연주하거나 d´-c´, d´-d♭´로 하행 농현을 하며 대비되어

긴장감을 준다.

타악은 비교적 여린 셈여림과 단순한 리듬을 연주하고, 편종의 경우 큰

도약진행이 없어 해금과 대비되는 이완된 분위기를 보여 순환의 흐름을

나타내며, <악보 26>에서도 타악과 해금과의 대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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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5 -b의 제 58마디 [의식]

해금 Ⅰ은 에서 로 decresc. 되었다가 다른 파트에 비해 로

cresc. 되어 긴장감을 조성하며 마무리 한다.

해금 Ⅱ가 g♭´-f´로 하행 농현을 하고, 이를 이어받듯이 해금 7이 한 옥

타브 아래에서 f-g♭로 상행 농현을 하여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

금 8은 c-c´, b♭´-c´로 큰 도약 진행을 하며 긴장감을 나타낸다.



- 69 -

편종은 편종채(▷)와 딱딱한 채(●)를 사용하는데, 딱딱한 채를 약박에서

사용하여 싱커페이션 (syncopation) 효과를 주며 긴장감을 준다. 마지막

박에서는 늘임표로 마무리하고 다같이 decresc. 로 이완하는 반면, 해금

Ⅰ만 e♭´을 로 연주하며 뒤에 나타날 긴장감을 알리며 종지한다.

□5 부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a인 제 46-57마디에서는 □4 에 이어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

(名;)정신]의 이미지를,. □5 -b인 제 58마디에서는 [의식]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5 -a에서는 □4 와 마찬가지로 옥타브가 2옥타브의 차이를 보이며 수직

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물질-비물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4

에서 나타났던 조밀한 리듬형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picture note나 상행

농현-하행농현의 대비, 강약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 -b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파트가 긴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고음역에서의 큰 도약진행과 편종의 싱커페이션 (syncopation) 효과가 그

예이며, 이를 통해 ‘의식’으로 인한 괴로움을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

다. 의식이란 명색(名色)과 육입(六入), 그리고 과거로부터 누적된 촉(觸)

통해 잠재된 것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몸과 정신이 인식한 모

든 것을 판단하는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뇌와 복잡함이 긴장감을 통

하여 드러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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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G

12

105

167

34
22

45

16
30

□6 제 59-64마디 [결합]

□6 는 총 6마디로, [결합] 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100-120, 장단 기준박은 ≒50-60이며 장단 길이는 10/

♩이다. □6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출현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

음 <악보 27>, <표 10> 과 같다.

<악보 27> □6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10> □6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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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구성음은 주요음인 C, B♭, F가 각각 167회, 105회, 45회로 다른 음

정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5음 음계

나 서양의 장, 단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곡자 특유의 음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악보 28>을 살펴보면 제 59마디에서 해금

Ⅰ․Ⅳ가 거의 흡사한 선율을 연주하다가, 제 60마디에서 해금 Ⅳ는 다른

파트에 비해 비교적 조밀한 리듬형으로 c´를 연주하며 종지한다.

<악보 28> □6 의 제 59-60마디

운지법은 해금 Ⅳ가 최고음 c´, 최저음 C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g포

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금 Ⅲ은 c´포지션에서 제 59마디 f-c´

가 slur로 연결된 부분에서 f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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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Ⅳ가 먼저 종지한 후, 해금 Ⅲ, Ⅱ가 순차적으로 종지하는 모습을

다음 <악보 29>에서도 볼 수 있다.

<악보 29> □6 의 제 61-62마디

위의 <악보 2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 61마디에서 해금 Ⅲ이 조밀

한 리듬을 연주하며 종지하고, 제 62마디에서는 해금 Ⅱ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종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운지법은 해금 Ⅱ가 최고음 c´,

최저음 f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c´포지션을 사용하다가 제 62마디의

최저음 c에서 안줄 2지로 발음하여 f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음 해금 Ⅰ도 같은 형식으로 종지함을 다음 <악보 30>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 73 -

<악보 30> □6 의 제 63-64마디

마지막으로 해금 Ⅰ이 종지하기 전에 조밀한 리듬형을 연주하고,

decresc. 하며 종지한다. 운지법은 제 59마디의 최고음 c´와 최저음 B♭을

고려하여 f포지션으로 연주하다가 c-A♭이 slur로 연주되는 제 61마디부

터 제 64마디까지 e♭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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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에서는 해금 선율이 Ⅳ-Ⅲ-Ⅱ-Ⅰ 순으로 종지하고 있다. 중심으로 향

해 순차적으로 종지하며 결합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그림

7>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Ⅳ(7·8)-Ⅲ(5·6)-Ⅱ(3·4)-Ⅰ(1·2) 순으로 종지했을 때의 음 공

간 형태

위의 <그림 7>을 보면, 해금 선율이 파트별로 순차적으로 종지함으로써

음 공간 형태가 하나의 목적지로 향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인간 존재

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

가는 회귀성이 있다. 하나의 목적지로 향한 방향성은 곧 회귀성을 의미하

며, 이는 □6 에서 제시되고 있는 절대적 존재와의 ‘결합’인 동시에 또 다른

순환의 시작점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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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G A♭

26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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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1

□7 제 65마디 [결합]

□7 는 1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앞의 □6 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합] 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100-120, 장단 기

준박은 ≒50-60으로 동일하다. 장단 길이는 2배 늘어난 20/♩으로 구성

되어 있다. □7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출현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 하면

다음 <악보 31>, <표 11> 과 같다.

<악보 31> □7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11> □7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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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마디를 살펴보면 다음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7 의 제 6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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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32>에서는 활을 느슨하게, 혹은 가볍게 마찰하라고 지시하

고 있으며 이 연주법을 통해 신비스러운 음색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

다.

b♭ 음정을 tutti로 작게 연주하며 이완되었던 분위기는 cresc.와 조밀

한 리듬 표현을 통하여 긴장감이 형성된다. 다시 decresc. 하며 이완되지

만 B♭, C, D♭, G을 연주하며 불협화음으로 종지하는 형태로 급격하게

긴장감이 형성되는데, 이를 통해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순환의 이디엄

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해금 1의 운지법은 최저음 B♭을 고려해 f포지션을, 해금 8은 최고음 f´

를 고려해 g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나머지 해금 3, 4, 5, 6, 7

은 f나 g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연주해도 무방하다.

□7 부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은 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음인 b♭을 7박 이상 길게 연주하

며 결합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결합된 지점에서 다시 선율의 변

형으로 긴장감이 형성되며 마무리되고, 이는 다음 선율전개의 시작점이

되어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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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E F G♭ G A♭ A

51

64

14
6 3

33

6 6 2 1

□8 제 66-67마디 [무無 어두움(어리석음) “봉인된 지점”]

□8 는 총 2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무無 어두움(어리석음) “봉인된 지점”]

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제 66마디는 picture note로

기준 속도, 장단 기준박 등이 없이 연주자의 자유로운 연주로 운용된다.

제 67마디의 기준 속도는 ♪≒160, 장단기준박은 ♩≒27이며 장단 길이는

5/이다. 마지막 제 67마디의 기준속도는 악곡의 맨 처음인 □1 과 동일한

기준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곡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여 순환

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8 에서 출현하는 음정과 출현횟수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악보 33>, <표 12> 과 같다.

<악보 33> □8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표 12> □8 의 구성음과 출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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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는 제 66마디의 경우 장단기준박이 쟁이 생략되는 부분을 기점으

로 제 66-a마디, 66-b마디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제 66-a 마디와 제 66-b

마디의 출현음은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이는 <악보 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악보 34> □8 의 제 66마디

위의 <악보 34>에서 보듯이, 제 66-a마디의 구성음은 주요음 B♭, C, F

와 보조음 D♭, G는 물론 D, E♭, E, G♭, A♭, A등의 음이 혼재되어 나

타나서 무(無), 어두움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긴장감이 극대화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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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b마디에서는 주요음 B♭, C, F와 보조음 D♭, G♭으로 구성되어 있

고, 타악에 맞추어 주요음 B♭, C, F로 종지하면서 이완되어 제 66-a마디

와는 대비되며 순환의 이디엄이 나타난다.

<악보 35> □8 의 제 6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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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1·2·6·7이 유사 선율을 연주하고, 해금 3·4·5·8이 다른 유사선율을

연주하며 긴장감을 유도한다. f-g♭의 상행농현과 d♭-c의 하행농현이

대비되며 긴장감을 주다가 decresc.되며 다같이 B♭음정을 연주하여 이완

된다. 마지막의 방울소리로 종지하며 봉인된 지점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금 1, 7의 운지법은 최고음 g♭´과 최저음 f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

여 b♭포지션을 운용하고, 해금 2, 3, 4, 5, 6, 8은 최고음 d♭과 최저음 B

♭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f포지션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 82 -

<봉인捧印된 지점>의 작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악곡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의 이디엄이 나타

나고 있으며, 불교 교리 중 하나인 환멸연기의 이미지 진행을 만나 순환

의 흐름이 다양하게 전개, 발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악곡구조는 불교 교리 중 하나인 환멸연기의 이미지 진행과 기준 속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총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160

을 시작으로 하여 105, 120, 150, 180, 120, 100, 다시 ♪≒160 으로 종지하

여 빠름-느림의 반복으로 순환하며, 이를 통해 환멸연기의 이미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악곡의 시작과 끝이 같은 기준 속도를

가져 악곡 전체가 순환의 흐름을 가진다.

음역은 최저음 A♭부터 최고음 f˝ 까지 사용되었다. 이 음역 안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음은 총 34개이며, 이 중 30개의 음이 구성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악곡은 전통 음악의 5음계나 서양 음악의 장,

단조 등 기존 음열과 관계없이 음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주요음은 C, B♭, F로 파악하였으며, 이의 근거로는 농현 · 미분음 ·

Picture note 등 주요 역할을 하는 지의 여부와, 악곡의 총 출현횟수를 기

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 음들은 순환하고 있는 음군의 종지음으로도 나타

나는 모습을 보였다.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총 출현횟수를 파악한

결과, C는 1497회, B♭는 938회, F는 791회로 나타났다. 보조음은 D♭과

G로 파악하였으며, 이의 근거로는 선율 진행 상 주요음으로 종속되는 형

태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악곡 전체에 나타난 구성음의 총 출

현횟수를 파악한 결과, D♭는 451회, G는 369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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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진행은 주선율이나 주요음의 반복이 아닌 긴장과 이완을 담고 있는

일련의 음군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

군이 긴장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는 선율의 상행진행, 농현의 상

행진행, cresc., 도약진행으로 삼았다. 반대로 음군이 이완하고 있다고 판

단하는 근거로는 선율의 하행진행, 농현의 하행진행, decresc., 순차진행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무대 배치는 해금 주자별로 무대 음향 공간을 운용하도록 구성되어 작곡

자가 의도한 순환의 이디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8> 해금 1·2·7·8 / 해금 3·4·5·6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그림 9> 해금 1·2·5·6 / 해금 3·4·7·8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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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금 1-8-4-5-7-6-3-2 로 움직이는 선율의 방향성 변화

<그림 11> 해금 1·3·5·8 / 해금 2·4·5·7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그림 12> 해금 1·4·5·8 / 해금 2·3·6·7의 유사선율로 나타나는 음 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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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Ⅳ(7·8)-Ⅲ(5·6)-Ⅱ(3·4)-Ⅰ(1·2) 순으로 종지했을 때의 음 공

간 형태

이를 통해 음향의 수직적․수평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환멸연기의 이미지

진행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순환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타악의 경우, 타악연주자 1은 편종, 절고, 장고를, 타악연주자 2는 징, 쟁,

방울을 병행하여 연주한다. 타악기는 쇠의 울림과 가죽 울림이 대비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리듬을 떠나 음향적, 공간적으로도 ‘순환’이라는 이

디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작곡자는 특히 이 곡에서 타악의

역할이 단순히 반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금과 타악이 서로 긴장

과 이완을 주고받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순환’으로 이 곡의 주제인 ‘환멸연기’

를 표현하게 된다.

□1 는 노사(老死)와 생(生)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노사란 태어난 뒤

에 늙고 죽는 등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며, 일체의 고뇌가 노사에 의하

여 대표되어진다. 생이란 태어남을 뜻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모습을 생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이미지가 긴

장-이완을 반복하는 순환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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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 유(有, 존재욕) 취(取, 집착)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유는 취

에 의해 형성되고, 취는 유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해금 연주자들이 팔방

에서 선율을 주고받으며 나선형의 형태로 순환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은 촉(觸, 객관세계와의 접촉)과 6감각기관 (눈,귀,코,혀,몸,뜻)의 이미

지가 제시되고 있다. 촉(觸)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해금 Ⅰ·Ⅱ·Ⅲ·Ⅳ

가 서로 합(合)·분(分)하는 방식으로 근·경·식이 화합하는 모습을 나타내

었다. 4명의 연주자끼리 합쳐져서 여섯 개의 감각 기관이 앞의 촉(觸)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또한 4개의 다른 음을

지속하여 불협화음을 연주하는 형태를 통해 여섯 감각 기관 별로 다른 행

동 양식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는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名);정신]이라는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용할 때만이 온전한 인간일 수

있다. 따라서 조밀하게 붙어있는 리듬형으로 둘의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리듬과 옥타브의 차이로 색(色)과 명(名)이라는 대비되

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5 는 물질[색(色);몸] - 비물질[명(名);정신]과 의식이라는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의식은 몸과 정신이 인식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작용을 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의 고뇌가 복잡한 선율을 통해 긴장감으로 나타난다.

□6 과 □7 은 결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6 에서는 해금이 Ⅳ-Ⅲ

-Ⅱ-Ⅰ순으로 순차적으로 종지하며 중심으로 결합되는 이미지를 보여준

다. □7 에서는 동시에 주요음 B♭을 지속음으로 나타내며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활을 느슨하게 혹은 가볍게 마찰시켜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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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서는 픽쳐노트로 긴장감을 나타내며 무(無), 어두움(어리석음)의 이

미지를 표현한다. 마지막에는 주요음인 B♭을 연주하여 이완되며 봉인된

지점에 도달함을 나타낸다.

환멸연기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되므

로 독립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가정

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작곡자는 이를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순환하는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악곡 구조와 기준 속도, 주요음, 선율 진행, 농현,

무대 배치, 해금과 타악 간의 관계를 통하여 순환의 형태를 다양하게 전

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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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해금 8중주를 위한 윤혜진 작곡의 <봉인封印된 지점>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구조는 불교 교리 중 하나인 환멸연기의 이미지 진행과 기준

속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총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속도는

♪≒160, 105, 120, 150, 180, 120, 100, 160 등 빠름-느림의 반복으로 순환

하며 이를 통해 환멸연기의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주요음은 출현횟수가 많은 B♭, C, F로 파악하였다. 이 음들은 상

행 · 하행하는 농현, 픽쳐노트, 잉어질, 글리산도, 미분음 표현, 시작음과

종지음 등으로 선율 흐름을 만들어 가며 주기적인 음악적 순환을 이끈다.

셋째, 선율 진행은 주선율이나 주요음의 반복이 아닌, 긴장과 이완을 담

고 있는 일련의 음군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음군에서는

선율의 상행과 하행, 도약진행과 순차진행, 음과 음 사이의 밀집도 조절,

셈여림의 대비 등으로 순환을 드러낸다.

넷째, 해금과 타악의 관계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고 긴장-이완의 구조를

주고받으며 순환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징· 쟁 · 방울 ·

편종이 지닌 쇠의 울림과, 장구와 절고가 지닌 가죽의 울림을 대비시켜

타악기의 음향이 대칭되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또한 타악기

는 단순히 반주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해금과 긴장과 이완을 주고받으며

본 작품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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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무대 배치는 해금 주자별로 무대 음향 공간을 운용하도록 구성

되어있다. 해금 Ⅰ․Ⅳ와 해금 Ⅱ․Ⅲ이 큰 원과 작은 원을 이루고 셈여

림을 대비시켜 음향적으로 입체감을 주기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선율을 주고받거나 픽쳐노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대 전체 음향 공간을

운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작곡자는 음향의 수직적․수평적인 측면으로

순환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운지법은 작곡자가 조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음역을 기준으

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로 e♭´, f´, g´, a♭´, b♭´, c˝, e♭˝를 유

현 일지로 잡는 운지법을 사용한다. 운궁법은 1음 1활이 원칙이나, 작곡자

가 특별히 제시한 이음줄이나 꾸밈음은 2음 1활의 운궁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봉인封印된 지점>은 작곡자 특유의 ‘순환’이라는 어법을 사

용하여 ‘환멸연기’라는 주제를 드러낸 곡이다. 특히 이 곡은 작곡자가 무

대 배치를 활용하여 소리의 방향성과 원근감을 표현한 첫 번째 작품으로,

해금 합주곡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고를 통하여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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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와의 대담 - 녹취록

Q. 리듬 구조와 기준 속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악

곡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A. 나는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쓰기 때문에 곡을 쓰기 전에 미리 박자

와 리듬 구조를 세팅한다. 리듬 구조는 한 흐름과 호흡. 속도의 변화에 따

라서 점진적으로 환멸연기를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타악

은 8+8 대신 16, 7+7 대신 14 등의 박자를 사용하여 분할된 리듬 대신 커

다란 호흡이 되길 의도하였다. 사실 기준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리듬보다

는 속도를 포함한 호흡을 같이 본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기준 속도

는 ♪≒160, 105, 120, 150, 180, 120, 100 이런 식으로 빨라짐과 느려짐을

반복하며 순환이 될 수 있게 의도하였다.

4분의 4는 기준 박에 따라 2분의 2로도 볼 수 있고 4분의 2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박자는 일종의 약속이며. 속도는 그 약속에 호흡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자를 기록하는 숫자를 떠나 호흡이 중심이고, 리듬

의 패턴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박과 속도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가 리

듬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Q. 기존의 전통적인 리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 곡에서의 타악

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히 선율을 받쳐주는 장단의 역할을 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선율은 5박이지만 장단은 10박으로 가도록 의도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영산회상의 경우, 6-4-4-6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선율은

10박씩 간다던지, 엇박의 프레이즈를 갖는 경우도 있다. 규칙적인 장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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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가져가는 호흡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가져가는 호흡도 있듯이

이 곡에서의 타악도 선율과의 호흡 안에서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부

분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타악이 가져다주는 진동음, 울림을 생각하여 작

곡한다. 이 곡에서는 편종, 편경, 징, 쟁, 방울, 장구, 절고를 편성하였는데,

평소 작곡할 때에도 쇠의 울림과 가죽 울림을 대비 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리듬을 떠나 음향적으로도 ‘어떻게 긴장과 이완을 최대한 활용

할까?’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악기를 사용하였다.

Q. 기준 속도와 타악기의 역할 말고도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A. 우선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잘라버린다. 클라이막스

라는 곡의 정점에서 최고의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내려오는 길

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를 제거하여 또 다른 긴장, 또

다른 긴장을 만드는 연속성을 의도하여 순환하게 만든다. 선율의 경우 주

제 선율을 반복하지 않고 음군의 반복으로 순환을 의도하고 있다.

Q. 순환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환멸연기와 같이 이 곡의 또 다른

주제가 되기도 하나요?

A. ‘순환’이란 주제는 내가 곡을 쓸 때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다. (내가

2009년에 쓴 인도음악이라는 책 안의 ‘인도음악의 순환적 구조’ 라는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각적, 청각적, 공간적, 음향적으로도 순환이라는 구조

를 사용하여 긴장과 이완을 나타내려고 한다. 순환은 내가 가장 집착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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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고 자세한 일러두기에서 연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A. 보통 연주자들과 충분히 얘기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곡을 작곡하는데,

의사소통을 통해 얻어진 내용들을 일러두기로 정리한 것이다. 나는 연주

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지 ‘내 곡을 준다.’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 그렇겠지만 특히 국악기는 감성과 호흡이 연주자를 통해 그대로

나타날 정도로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곡을 쓸 때마다 늘 연주자를 계

속해서 염두에 두며 작업한다.

Q. 해금 8중주라는 새로운 편성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A. 해금연구회에서 위촉을 했을 당시 한 파트 별로 주자가 많이 편성될

수 있는 곡을 원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파트별로 관현악 같이 여러 명

이 똑같은 연주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해금연구회의 요구도 충

족되고, 나의 의견도 포함될 수 있게끔 해금을 네 파트로 나누고 같은 파

트라도 무대 양쪽으로 멀리 따로 앉아서 개별적인 연주가 가능하도록 배

치한 것이다. 또한 연주자들에게도 ‘8명의 독주자가 개별적인 산조를 연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부탁하였다.

관객 입장에서 소리가 다양하게 들릴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엮어놓았다.

소리가 왼쪽 끝에서 들렸다가, 오른쪽 앞에서도 들렸다가, 파트 별로 들렸

다가. 앞뒤로 들렸다가, 쇠소리가 들리고, 가죽소리가 들리게 하여 음악에

끝까지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무대 배치까지 신경 쓴 작품은 <봉인封印된 지점>이 첫 작품이고, 그

후에 피리독주곡 <영매> 라는 곡도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느낌을 살려 곡

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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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픽쳐노트 (Picture Note, PN) 라는 주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픽쳐노트 (이하 PN) 또한 평소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이다. 나는 연

주자들에게 PN을 가장 늦게 연습하라고 조언한다. 나머지 진행들을 충분

히 숙지한 후에 PN을 연주했을 때 관습적으로 선율이 묻어나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연주자들은 악보를 쫓아가다가 PN을 보고 몸이 릴랙스

되기도 하고, 근데 PN이라는 새로움 때문에 긴장은 되는. 이런 역설적이

고 이중적인 느낌과, 긴장 - 이완의 순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PN은 보

통 등장하는 타이밍이 의도되어 있으며 순환을 위해 다음 PN이 등장할

때 까지 지속시켜주고 있어야 한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봉인된 지점이란 어떤 것인가요?

A.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 째로, 사람은 원래 신성하지만, 세속성 때문에 그 신성함이 감춰져 있

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속 안에 신성함이 있다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나를

주관하는 것은 신성함이고 또 세속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

고 밀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통 요가에서 생명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짜

끄라’ 는 평소에는 열려있지 않지만 호흡을 조절하고 활성화시키면 짜끄

라가 열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닫히게 된다. 여러 번 하다보면 일종

의 훈련이 되는 곳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이미 나는 그 봉인된 지점을 열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감각과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지나 탐욕 때문

에 어떤 깨달음의 지점이 봉인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점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깨달음을 향하여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곡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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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음 속에 악이 있다고 본다. 악학궤범에서도 악은 우리의 정신과 혈

맥을 유통케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요즘 음악은 그저 귀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내가 순환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악의 의미에 훨씬

집중하고 싶어서이다. 이 집중성이 음향적으로, 악보 구조를 통해서도 드

러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봉인되어버린 이 지점을 깨닫는 다는 것은 ‘악’의 개념은 묻혀버리고 ‘음’

의 개념만을 드러내는 사고를 벗어나고자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봉인된 지점’이란 나의 무지 때문에 가려진 지점이자, 악이 가

려진 시점이기도 하다. 이 곡엔 내가 작곡하면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다.

Q. 또 평소에 작곡하면서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이나 작곡관이 있으신가

요?

A. 나는 국악악기를 쓰면서 서양음악처럼 곡을 쓰고, 서양음악을 하는 사

람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형식 자체, 내용 자체를 국악

적으로 쓰고 싶었다. 나는 솟대를 좋아한다. 솟대는 그 자체로 내용이기도

하고 형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음악도 그 자체가

음향적으로 내용도 되고 형식도 되기를 바란다.

나는 편협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편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편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술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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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losed-point>

Jeong gyeo-woon

Department of Music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egeum, an instrument of court music in Korea and Chosun dynasty

periods, has been contributing to popularization of contemporary

traditional music, by means of having active role of most kinds such

as duets, ensembles, symphonies and Sanjo. The analysis of Haegeum

solos in the contemporary traditional music, has been accomplished,

compared to Haegeum ensembles. Herein, I studied the music,

‘Bong-in-duen J i-jeom’, meaning ‘the closed-point’, composed as

Haegeum octet by Hyejin Yoon, as a point of performing technique

and orchestration showing the unique idiom which the composer

imposed.

First, the structure of the song, having 8 parts, is based on the

progress of images of ‘Reversing the Chain’, one of the Buddhist

doctrine. The image of ‘Reversing the Chain’ is reflected by repeating

fast and slow tempo changes, ♪≒160, 105, 120, 150, 180, 120, 100, 160.

Second, the main notes, which frequently appeared, were B♭, C, F in

the piece. Those notes were accompanied as ascending or descending

vibrato or finalis, having unique playing technique of Haeguem such

as Picture note, glissando, and expression of microtone.

Third, the melody of song have the circulating-form of ton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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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tension and relaxation, not a repeating form of main motive

or note. On this tone cluster, the circulation is revealed by ascending

and descending of melody, vibrato, rhythm, and step-up and gradual

progress.

Fourth, the composer presented the idiom of circulation with unique

stage configuration. She has intended the circulation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movement of sounds. The positions of Haegeum I, IV and

Haegeum II, III were set to form big circle or small circle respectively.

The contrasted dynamics of each parts enable the sound to be

stereophonic. The tossing, exchanging melodies and using picture note,

help individual players to use a whole stage fully. Having new kind of

configuration and combination in other pieces, it is meaningful that

analyzing the music.

Fifth, the relationship of Haegeum and percussion is complementary,

exchanging and circulating the tension and relaxation. The circulation

of different sounds made by metallic percussions such as jing, jeng,

bell and pyeonjong and leathern percussions involving janggu and

jeolgo is proceeded in the music, letting the percussion parts act as

independent role.

The song, ‘the closed-point’, which written by composer’s own idiom,

presents the intrinsic beauty of traditional music, and reveals its main

topic, ‘Reversing the Chain’, by the idioms of circulation. Especially,

the song is the first piece used the stage-configuration to give the

movement and perspective to the sound. The analysis of this work

will contribute the diversification of Haegeum ensembles and the

effective assistance to musician playing the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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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封印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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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作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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