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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악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의 정체성과 음악적 언어는 그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
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중국의 작곡가 키강첸(Qigang Chen)은 섬세한 음악적 
언어와 뚜렷한 정체성으로 세계 음악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인간의 감성적인 면과 여성에 대한 묘사를 작품에 드러내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작품 
<접연화>(Iris Dévoilée)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접연화>를 중심으로, 키
강첸이 작품에서 사용한 "감정"이라는 주제의 음악적 환원 방식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
자 한다. 

작품 <접연화>에서 키강첸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언어와 음악 
소재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이 작품을 통해 동서양 음악 
소재를 결합한 창작에 대해 더욱 많은 이해를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음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논문 연구의 목적을 두려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키강첸이 이 작품에서 "감정"을 음악으로 환원하기 위해 사용한 기
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아홉 개(순결, 수줍음, 방탕함, 민감함, 부드러움, 질투, 
우울함, 히스테릭함, 욕망)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성의 심리와 성격이 음악에 미친 영
향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키강첸, 정체성, <접연화>, 동서융합, 감정, 여성
학번: 2013-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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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 그러한 감정은 작곡자
로부터 전달된 것이다. 창작에서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그 음악
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서양음악에서 감정을 음악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음악에서의 중요한 표현
소재로 여겼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우선 바로크(Baroque) 시대를 예로 들 수 있다. 
바로크 시대에는 정서론(Doctrine of Affections) 내지는 감정이론 또는 정념(情念)이
론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이 있었다. 

『정서의 표현을 음악의 목표로 보았던 이 시기의 이론가들과 작곡가들은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적 대응물을 발견하려고 추구함으로써, 소위 '정서론'이라고 
불리는 유형화되고 공식화된 음악적 수사학을 만들었다.』1)

『바로크 음악이 목적하는 정서는 객관화되고 유형화된, 그리고 동시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인간의 보편적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바로크 음악과 관련
된 정서는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양식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보편
적 객체이다.』2)

 
이렇듯 바로크 시대의 감정표현이 객관적이라는 것에 비해, 수많은 시기를 거친 오

늘날 음악의 감정표현은 그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예술이거나 문화를 막
론하고 그것은 모두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감
정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결론적으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것이냐 주관적인 것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객관적
인 표현이 위와 같이 바로크 시대에서 이미 하나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양식화된 
형태"를 갖추었지만, 주관적인 표현은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
는 것으로, 정해진 형식이거나 틀에 갇혀 있지 않다. 즉 자유로운 것이다.

1) 박을미 지음, 『서양음악사 100장면(1)』 고대 음악에서 바로크 음악까지, (가람기획, 2001), 
   199.
2) 나주리, "바로크 음악의 정서론(Affektenlehre)에 대한 소고", (연세음악연구, 20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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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유로움은 표현의 남용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감정의 충실함이다. 또한, 작곡
가에게 있어서 주관적 감정은 음악표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다. 서양음악에서의 감정표현뿐만 아니라 동양음악의 감정표현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
으며 동서양 음악정서의 결합 그리고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표현이 작품에 잘 드러나
는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날 작곡가 중에서 찾아본다면 키강첸의 음악이 그러한 표현
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키강첸은 자신만의 특유한 감정표현과 음악 언어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그
는 중국에서 음악의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의 음악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처량하고 
애틋한 분위기가 특징이 된다. 그것은 그가 받은 교육과 성장배경-중국 전통음악 소
재(희곡, 오성조식3), 중국 전통악기 등)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며 그는 또한 "중국 
전통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자유"4)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키강첸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민족성은 그의 음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들이 그의 개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키강첸은 중국의 문화적 소재와 음악적 언어를 그의 작품에 깊은 뿌리를 두
고 있으며, 그가 작품에서 그려내는 여성이거나 감정은 섬세하고 세밀한 표현능력과 
영적인 신비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창작 경향으로, 그는 중국의 전통음악 소
재를 서양의 현대음악과 융합하는 기법을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음악의 경지를 자신
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키강첸의 작품의 특징에서 그는 자기의 관념을 "어떠한 중국의 성격이거나, 서양의 
'현대'를 막론하고, 나는 내 느낌에 직면한다. 추상적인 음악으로, 영혼 깊이서 나오는 
감수, 감지, 감정 등 주관에 반영한다."5)고 말하였다. 그것은 키강첸은 마음속으로부
터 제일 가깝고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은 결코 주관적인 것
이다. 

그는 주요하게는 "감정"과 "여성"이라는 소재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이에 관한 작품
들도 많이 창작하였다. 그 중 <접연화>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작품에서는 감정을 주
요한 소재로 하여 아홉 개의 순차적인 여성의 감정변화, 그리고 동서융합의 방식으로 
음악을 전개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중앙음악원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의 장빈(Zhang, Bin)의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사 
회적 성별의 시야로 바라본 키강첸의 관현악 작품 <5원소>(Wuhang)와 <접연화>의 
비교분석"(2012년)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상해음악원(Shanghai Conservatory of 

3) 중국의 오성조식은 오음음계를 가리키며, 본 논문에서는 "오성조식"으로 통일한다. 
4) 쑤친리(Shuqin Li), "키강첸탐방", (중앙음악원 학보, 1997), 93. (번역: 필자)
5) 썅찐(Xiang Jin), "접연화와 키강첸, 그리고 그의 음악", (인민음악, 2003), 10. (번역: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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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의 쭈씽웨(Zhu, Xingyue)의 서양 음악사석사 학위논문-"키강첸의 <접연화>에
서의 오음기법과 가진 뜻의 탐구"(2014년)이다. 

장빈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성별의 관념과 여성주의를 중점으로 하여, 이것으로부터 
굴절되고 그가 바라본 키강첸의 작품<5원소>와 <접연화>의 비교 분석을 하였고, 쭈씽
웨의 논문에서는 중국 전통 오성조식을 작품의 큰 연구 요소로 잡고 이것의 분석으로
부터 작품에서 포함된 특유의 가진 뜻을 분석하였다.

두 개의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고 나서, 사회적 성별과 여성주의거나 혹은 
오성조식과 작품의 특유의 함의 등을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려는 연구
의도를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키강첸의 주관적인 감정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승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자 했다. 

즉 중국 전통음악 요소와 서양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접연화>를, 키강첸이 감정을 
음악으로 환원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들을 사용하였고, 중국의 전통음악 요소로부터 
작품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가 음악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충실함이란 어떠한 것인
지, 또한 작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의 주제로서의 역할과 빚어낸 영향 그
리고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9 -

2. 본 론

2.1  작곡가 키강첸(Qigang Chen)

2.1.1  키강첸의 생애6)

키강첸(1951~ )은 동서양의 음악 요소를 결합하여 그만의 음악적 언어로 작품을 표
현하는데, 특히 여성과 이에 비롯한 감수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여
성의 섬세함과 여성에 대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표현한다.

키강첸은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고 예술적 분위기의 가정에서 음악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아버지는 유명한 서화가였으며 고금(Guqin), 이호(Erhu), 디지(Dizi)등 중국 
전통악기를 연주하였고 어머니는 영화음악 종사자였다. 이렇듯 키강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국의 전통음악과 희곡 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그의 창작의 계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것은 그만의 음악적 색채를 형성
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   

문화혁명 시기, 그는 1964년에 중앙음악원(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부속 
중학교에 입학하여 클라리넷을 전공하였고 1973년~1978년, 절강성 가무단에서 연주
자 겸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로 일하였다. 

화가이자 서예가로 명망이 높았던 그의 아버지는 문화혁명 발발 즉시 부르주아로 
분류되어 혁명 반대세력으로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고 키강첸은 감금된 상태에서 
삼 년 동안 이데올로기적인 재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도 그의 음악에 대
한 열정은 확고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반문화적인 압력과 분위기 속에서
도 불구하고 작곡공부를 지속하였다. 1977년 중국 정부가 상급 교육기관의 진학을 위
한 시험제도를 부활시킴에 따라 키강첸은 다시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1977년, 그는 중앙음악원에 입학하여 쭝룽뤄(Zhongrong Luo)에게 작곡을 사사했
으며 오 년의 교육과정 후, 1983년에 학부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등 성적

6) - https://en.wikipedia.org/wiki/Qigang_Chen [2015년 12월 23일 접속]. (번역: 필자)  
   - 훙위장(Hongwei Zhang), "음악 창작-청년 작곡가 키강첸 탐방기", (인민음악, 1994), 
     28. (번역: 필자)



- 10 -

으로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유학생 자격에 합격하여 이듬해 7월, 국비 장학금으로 4년 
동안의 프랑스 유학길에 들어섰다.  

1984년 10월 22일, 상례를 깨고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84년~1988년, 키강첸은 메
시앙과의 작곡 공부 이외에도, 이보 말렉(Ivo Malec, 1925~ ), 끌로드 발리프(Claude 
Ballif, 1924~2004), 베치 졸라스(Betsy Jolas, 1926~ )등을 사사했다.

1986년, <프랑스 제2회 국제 클라리넷 작곡콩쿠르>에서 일등상을 받았고 1987년, 
파리대학교에 입학하여 음악학을 공부하였다. 2년 뒤,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원> 
(Yuan)은 이탈리아 제27회 트리에스테 국제 콩쿠르의 특별상(the 27th International 
Contest of Symphony Composition of Citta di Trieste)을 받았으며, 8월에 열린 
독일 다름슈타트 제34회 하계 현대음악제(the 34th Darmstadt International 
Summer Course for New Music)에서 작품 <꿈으로의 여행>(Voyage D'un Rêve)
은 일등상(Stipendienpreis)을 받았다. 이것은 키강첸의 창작이 성숙하여가는 과정의 
중요한 표지로 볼 수 있다.

1989년에 파리 대학의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고 프랑스대혁명 200주년 문화공정의 
위촉으로 색소폰을 위한 작품 <화영>(Feu D'ombres)을 창작하였다. 1991년, 프랑스 
국립음악·음향연구소(IRCAM)의 위촉으로 창작한 오케스트라와 전자음악을 위한 작품
은 사셈(SACEM)에서 수여하는 뒤갸르댕(Dugardin)상을 받았고, 오르간 작품 <메아
리>(Hui Sheng)는 생레미 드 프로방스(ST. Remy de Provence)상을 받았으며 1993
년, 작품 <수조가두>(Poème Lyrique)는 미국-프랑스 연합 "라 나풀르"(La Napoule) 
예술재단상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키강첸은 작곡가들이 갈망하는, 로마상이라고도 
불리는 빌라 메디치 정원상(Villa Medicis Hors les Murs)을 비롯한 국제 작곡콩쿠
르에서 여러 차례 대상을 받았다. 

세계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키강첸은 1996년,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Orchestre National de France)의 위촉으로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 1955~ )를 
위한 첼로 협주곡 <지나간 시간>(Reflet D'un Temps Disparu)을 창작하였다.

200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Stuttgarter Kammerorchester)의 위탁
으로 창작한 실내악 작품 <타향살이>(L’eloignement)는 2004년 상해 봄 국제 축제에
서 미디어 추천상을 받았다. 같은 해, 키강첸은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니 관현악단
(Strasbourg Philharmonic Orchestra)의 상주 작곡가로 고용되었으며, 이것은 프랑
스 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비(非) 프랑스 지역의 음악가가 얻은 특수 영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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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키강첸의 작품경향 및 특징

키강첸은 수많은 작품7)들을 창작하였는데 실내악,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과 현대음
악에만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중국 베이징 2008 올림픽 주제가의 창작과 함께 많은 
영화음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키강첸은 창작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음악의 섬세함을 표현하는데, 서양음악의 틀 
위에 자신의 모국(중국)적 색채와 음악적 언어를 곁들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는 그만의 중국적인 정서와 감수성을 살린 내용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하였
으며 동서양의 소재를 융합하는 다양한 측면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낸다.

그가 어릴 적 가정으로부터 받은 중국 전통문화와 중국 전통음악, 그리고 젊은 시
절에 받은 낭만파 음악의 영향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가장 큰 연결 고리가 되었고 
그의 영혼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메시앙과의 
공부로 인하여 유럽의 아방가르드적 음악을 접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더욱 넓힐 수 있었다.

그는 "음악은 문화적 상징과 의미가 있어야 하고 어떤 상징의 문화든지 반드시 인
간과 교류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사회와 청중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
간과 교류가 없는 음악은 결코 죽음이다."8)라고 말하면서 음악을 문화와 인간의 교류
에 연결했다. 또한, 키강첸의 작품에서 묻어 나오는 중국적인 요소들은 그가 의도적으
로 한 것보다는, 어릴 적부터 그가 가정에서 받은 예술적 분위기의 영향과 밀접히 연
관된다. 

메시앙의 제자로서, 키강첸의 음악에서 스승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전에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감
정의 섬세함과 영적인 신비함, 그리고 음악적 분위기는 분명히 중국의 소재에 뿌리를 
둔 것이 명확하다. 그 외에도 메시앙의 격려와 계발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앙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키강첸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작품목록 페이지 144 참고.
8) 키강첸, "사람과 교류가 없는 음악은 결코 죽음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인민음악, 2004, 
   제11기), 13. (번역: 필자)



- 12 -

 『내가 음악원을 떠나고 나서, 키강첸은 나의 유일한 제자였다. 나는 그의 모든  

작품을 세심하게 꼼꼼히 읽어 보았다. 그의 작품들은 진정한 창조력을 표현하고 있
으며, 뛰어난 재능으로 중국적인 사유방식과 유럽 음악구성의 아름다움을 융합하였
다. 음악에서 절묘한 구상능력 뿐만 아니라, 시적인 경지,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면에서도 아주 훌륭하다.』9) 

이렇듯 키강첸은 동서융합의 방식으로 작품을 자신만의 언어로 특유하게 전개하
며 오로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제일 주관적인 감정을 작품에 표현한다. 

2.2 <접연화>(Iris Dévoilée)에서 나타난 아홉 개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들의 음악적 환원

2.2.1 작품 <접연화>의 소개

<접연화>는 키강첸이 2001년에 창작하였고 2002년 2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
적으로 초연을 가졌다. 작품은 미국 쿠세비츠키 음악재단(The Koussevitzky Music 
Foundations)과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의 연합 위촉으로 창작되었으며 중국 문화와 
서양음악 혼합형식의 대형작품이다. 키강첸은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사회적 기능
이 없고, 다만 내가 바라본 여성 세계에 대한 견해를 밝힌, 마음속으로부터 제일 직
접적으로 표현한 전심전력의 작품이다."10)라고 말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
피, 키강첸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적인 느낌에 의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연화>에서는 작품의 주제로서 여성의 감정에 대해 묘사하였는데, 중국의 전통적
인 여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의 여성에 비해 남존여비의 사상이 만연하다. 그러므
로 중국의 여성에 대해 그 예술형상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극적인 면에서 더욱더 
표현력을 가진다. 이러한 원인으로 키강첸이 중국 여성의 감정이란 예술 소재를 선택
하였다는 것은 작품 전체의 음향색채와 예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양의 

9) 음악의 심사숙고(Chensijinyue)-키강첸, (우시(Wuxi) 라디오 방송국), 2015년 11월. 
   (번역: 필자)
10) 키강첸, 쩐양(Zhen Yang), "내가 어떻게 <접연화>를 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인민음악, 
    2002, 제05기), 18. (번역: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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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와 중국 전통악기들과의 결합, 그리고 중국 경극 창법-운백11)과 서양 소프
라노 창법의 대화, 서양의 현대 음악적 색채와 중국 전통을 새롭게 계승한 것으로 현
대음악이지만 서양의 현대음악과는 다르고, 중국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또 완전히 중
국 전통의 음악으로 볼 수 없는 동서결합의 결정체이다. 

<접연화>의 창작배경에 대하여 키강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접연화>는 2000년에 창작한 <홍등>(Epouses et concubines, 발레 무용극)과 
연관이 크다. 극 속에서 불륜 장면을 표현한 한 부분의 남녀 사이의 무용이 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함을 느꼈다. 즉 무대 위로 단독으로 옮겨 표현하고 싶었
다.  

<홍등> 중, 경극 연기자는 반드시 희문(중국 전통극의 대사 혹은 가사)을 불러야 
했는데 극 속의 인물과 적합한 희문을 찾던 중, 고전희문 중에서 이미 존재하는"아
이야야"(aiyaya), "아이야야 하오 이 거 메이 리 디 쑤 썽"(aiyaya hao yi ge mei 
li de shu sheng)등을 찾게 된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모든 희문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고 나서, 나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에 대해서 다시 "aiyeaide 
payepade"(아이예아이더 파예파더)등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재구현한 것이다.

<홍등>은 <접연화>의, 정확히 말하면 기법으로나 소재적인 면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접연화>는 <홍등>에 비해 음악적인 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접연화>는 내가 창작한 모든 작품 중에서 상징적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12)

<접연화>는 키강첸이 여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여성심리에 관한 해독으로
부터 창작된 작품이며 여성의 민감함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 본 여성세계를 묘사해냈다. 작품명은 원래의 <여자>로부터 <접연화>(Iris 
Dévoilée)로 수정되었으며 <접연화>는 불어에서 여러 가지 뜻(파란색의 꽃, 무지개, 
아름다운 여자를 뜻함)으로 해석되는데, 동시에 중국 고어곡조(고대의 가사와 곡조의 
명칭)에서는 중국 특색의 고전적인 경지를 나타낸다.   

<접연화>의 구체적인 인성과 악기편성은 중국 전통악기의 실내악-비파(Pipa), 이호 
및 판호(Erhu& Banhu), 쟁(Zheng), 3명의 인성-2명의 소프라노(coloratura and 

11) http://baike.baidu.com/view/155890.htm "운백"은 중국 명나라 중원지구에서 형성된 
    언어로 "중주운"이라고도 한다. "운백"은 대사로서 경극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 [2015년 
    12월 23일 접속]. (번역: 필자)
12) 2015년 11월 26일, 필자는 키강첸에게 인터뷰 요청의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몇 통의 메
    일을 주고받은 후, 2015년 11월 30일 북경 시간 오전 11시, 어렵게 잡은 인터뷰는 한 시  
    간 가까이 전화로 진행되었다. 본 각주는 키강첸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채택한 것이다.  

http://baike.baidu.com/view/1558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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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ric[중국민족창법 소프라노], lyric), 한 명의 경극 인성13)(traditional, in the style 
of Beijing Opera [청의와 화단]),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구성된다. 중국 전통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성들은 서로 호응하고 대화한
다. 

작품은 아홉 개의 악장으로, 키강첸이 선택한 여성의 아홉 개의 서로 다른 감정단
계들을 음악으로 묘사하였다. 그 단계들은 여성이 사랑에 대한 감정을 순차적으로 묘
사한 것이며 중국 전통음악-희곡의 요소와 운백을 전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동방여
성의 특유한 매력과 자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 아홉 개의 감정 단계들은 각
각 아래와 같다.

⑴ 순결(Ingénue)
⑵ 수줍음(Pudique)
⑶ 방탕함(Libertine)
⑷ 민감함(Sensible)
⑸ 부드러움(Tendre)
⑹ 질투(Jalouse)
⑺ 우울함(Mélancolique)
⑻ 히스테릭함(Hystérique)
⑼ 욕망(Voluptueuse)

2.2.2 문화적 영향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정서의 표현을 음악의 목표로 삼았던 바로크 시대의 "정서
론"과 같이, 음악에서 시기별로 작품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배경은 그저 지나칠 수 
없다. 

바로크 시대의 객관화되고 유형화된 감정이 그 시기의 음악표현이었다면, 오늘날의 
주관적인 감정표현에 있어서 키강첸은 그가 어릴 적부터 접해 온 중국의 문화와 희곡
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중국 음악적 분위기와 희곡의 소재, 오성조식 등 중
국 특징적인 표현들이 그의 작품에서 절실히 묻어나고 또 그것은 조화를 잘 이루어 
나타난다. 

13) 본문 페이지 17의 "인성의 취급" 참고.



- 15 -

그렇다면 중국 전통음악에서는 어떠한 방식이 음악표현의 특징이 되며 키강첸이 
<접연화>에서 사용한 희곡, 인성 그리고 중국 전통악기의 개념과 소재는 어떠한 것인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2.1 중국 전통음악의 미학14)

중국 전통음악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묘사방식에서는, 작품의 표현과 전달에 있
어서 예술의 경지와 분위기, 또는 막힘없고 은은한 흐름을 중요시한다. 또한 악곡의 
창작과정에서, 묘사대상으로부터의 아름다움은 특수한 운미로 구현되며 그것은 광활
한 느낌과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무쌍한 경지를 체험하게 한다. 

여기서의 경지란 사물의 현실 반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심령에서 
창조되고 느껴지는 한층 높은 신비로움의 선경(仙境)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전통음악
에서의 경지는 아름다움의 "미(美)"에 기반을 두며 일체 "미"는 심령에서 생겨나며 그
러한 마음의 반영이 없으면 미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예술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
물에 대해 반영을 하며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자연정경을 한데 융합하여 하나의 
선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선경은 바로 예술에서 이른바 예술의 경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경지는 "정(情)"과 "경(情)"의 결정체이다. 

또한, "운"(韵)은 중국 전통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중국 
전통음악의 영혼이고 중국 전통음악 특유의 심미적 취향이며 중국 예술의 본체이기도 
하다. 운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음색의 운용을 중요시하며 그러한 음색의 운용에는 
물론 음색의 다양성, 악기의 연주와 표현에 의거할 수 도 있지만, 중국 전통음악에서
는 음색의 맑음(清), 밝음(亮), 투명함(透) 등의 변화를 추구한다. 

화성, 푸가, 오케스트레이션 기법 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양음악의 주제 표현
과는 달리, 중국 전통음악에서는 선율구상에 있어서 보다 추상적이고 공상적이다. 그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심오함과 함축적인 동시에 화려함 대신 단순함을 추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의 사유 중에서 깨닫는 체험은 중국 전통음악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14) 참고자료: (번역: 필자)
    - 진장(Jin Zhang), "중국 전통음악의 탐구", (중국 남경이공대학 학보 사회과학판, 2002).
    - 워이야두(Weiya Du), "중국 전통음악의 음색운용 특징", (중국 절강예술원 학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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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중국 희곡개념

키강첸은 <접연화>에서 중국 전통음악에서의 희곡 즉 경극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경

극은 희곡의 새로운 양식으로 주로 북경과 상해에서 공연되었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곡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희곡은 중국 특유의 예술형식이며 종합성, 허구성, 정식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15)을 

갖고 있다. 종합성은 예술표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허구성은 실제 

생활에서의 현실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과장된 예술형태로 새롭게 표현되는 

것이다. 정식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노래, 가사, 동작 등의 표

현에서 일정한 순서를 갖고 진행한다. 이것이 희곡의 예술형식이었다면 희곡음악은 

분류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희곡음악은 보편적으로 음악의 구조에 따라 곡패체와 판강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접연화>에서의 형식은 곡패체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곡패체 위주로 살

펴보겠다. 곡패체는 여러 선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으로서 연곡체라고도 불린

다. 곡패체는 음악 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선율이 반복

하여 연주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율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반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다양한 선율이 서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연결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서 각 선율 즉 각 곡패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흩어

지고 느린 악곡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빠른 속도로 이어져가는 악곡 순서로 진행되

다가 다시 점차 느려지고 흩어지는 기법으로 원래의 시작 악곡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즉 중국 전통음악에서의 희곡 곡패는 흩어짐(散)-느림(慢)-보통(中)-빠름(快)-흩어짐

(散)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5) 참고자료: 박은옥, 『중국의 전통음악』, (민속원, 2013),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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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인성의 취급

키강첸은 <접연화>에서 3명의 인성-2명의 소프라노(coloratura and lyric[중국민
족창법 소프라노], lyric)와 한 명의 경극 인성(traditional, in the style of Beijing 
Opera [청의와 화단])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청의와 화단은 경극 인성으로서 
희곡 배역 중의 역할이다. 희곡의 배역16)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희곡은 생(生), 단(旦), 정(净), 추(丑)의 네 가지 역할로 구분된다. 희곡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인 생은 남자 역할을 가리키며 나이 많은 배역인 노생과, 어린 배역의 소생 
그리고 무술 배역의 무생으로 나뉜다.

단은 생과 반대로 여자 역할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역시 나이와 성격, 신분의 고하
에 따라 정단, 화단, 무단, 노단, 채단으로 나뉜다. 정단은 여자 주인공으로서 현모양
처 성격의 역할을 뜻하며 항상 검을 옷을 입기 때문에 청의라고 불린다. 또한, 단정
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여성이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도 아름답고 섬세한 선율이 대부
분이다. 화단은 정단과 반대로 활발한 성격의 여자 역할이며 희극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단의 역할 중에서도 서로 비교되는 청의와 화단의 역할을 키강첸
은 <접연화>에 인용한 것이다. 단 배역에서의 무단은 무술을 잘하는 여자를 뜻하며, 
노단은 나이가 많은 여자를 가리킨다. 채단은 못생긴 여자 역할로 성격은 웃기고 간
사하며 음험하기 때문에 추단이라고도 불린다. 

세 번째로 정은 화려한 그림 색채의 얼굴 분장으로 인하여 화검이라고도 불리며 성
격과 신분에 따라 대화검, 이화검, 무이화, 유화검으로 나뉜다. 네 번째 역할인 추는 
코와 눈 사이를 흰색으로 칠한 역할로 소화검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코믹한 역할을 담
당한다.  

이른바 경극은 배역에 따라 창법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키강첸은 작품에서 서
양의 소프라노와 중국민족창법 소프라노와의 대화로, 단 배역의 청의와 화단 인성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은 서로 음색적인 면에서 가장 잘 맞물리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것으로부터 동서양의 소리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동서
융합의 창작시도가 보인다.

16) 참고자료: 박은옥, 『중국의 전통음악』, (민속원, 2013),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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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작품에서 사용한 세 개의 중국 전통악기들

키강첸은 작품에서 세 개의 중국 전통악기17)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악기들은 각각 
비파(Pipa), 이호 및 판호(Erhu& Banhu) 그리고 쟁(Zheng)이다.

비파는 중국 전통 발현악기로서, 일반적으로 「ADEA」의 조율방법을 사용한다. 때로
는 작품에 따라서 음의 조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호는 중국 전통 현악기이다. 주로 남방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이 두 개다. 한국의 해금과 유사하지만, 현의 재질이나 운지법이 조금 
다르다. 이호의 조율은 내현이 「D」, 외현이 「A」로 되어있다. 판호는 이호에서 파생된 
악기로 이호와 연주법이 같다. 

쟁은 중국 전통 현악기의 이름으로 한국의 가야금과 비슷한 모양을 띤다. 전국 시
대로부터 시작하여 진나라 때 널리 퍼졌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13줄의 현을 갖고 있
었으며 그 후로 16, 18, 21, 25로 현의 숫자가 늘어났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21현의 쟁이다. 

쟁은 고정된 현의 음(오성조식 음을 순서대로 조율)의 아래위로 단3도내에서 음을 
조절하여 조율을 정할 수 있다. 작곡가의 작품에 따라 현의 음렬이 바뀌기도 한다. 
<접연화>에서의 쟁의 현은 아래와 같이 조율되었다.
예18)<1>:

17) - https://en.wikipedia.org/wiki/Pipa 
    - https://en.wikipedia.org/wiki/Erhu 
    - https://en.wikipedia.org/wiki/Guzheng 
      [2015년 12월 23일 접속]. (번역: 필자)
18) 본 논문에서 모든 악보 예제의 출처와 작성: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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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각 악장별 간략 개요

2.2.3.1 순결(Ingénue)

작품 1악장 <순결>(Ingénue)에서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순결"을 
묘사한 것이다. 희곡음악의 곡패의 형태인 흩어짐(散)-느림(慢)-보통(中)-빠름(快)-흩
어짐(散)의 빠르기 순서에 따라19) 형성되었으며 관현악단의 유장하고 은은한 5도의 
관계로 구성된 오성조식의 화음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5도20)는 또한 광활하고 공허한 
느낌을 주므로 키강첸은 이 특징을 살려 특히 1악장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통악기 비파는 마치 수채화에 한 필 한 필의 점을 찍어 장식해 내듯이 흩어지
는 옅은 기법과 함께 5도로 구성된 오성조식이 관현악단과 어우러지게 잔잔한 경지를 
드러낸다. 여성 인성은 또한 가사 없는 "아"(Ah)로 비파의 진행에 한층 더 색채를 부
여하였으며 그것은 마치 순결한 여성의 형상을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음악으로 부각
한 것으로 느껴진다.

2.2.3.2 수줍음(Pudique)

 2악장 <수줍음>(Pudique)은 여성이 이성에 대한 두근거림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악장이다. 사랑에 대해 눈을 뜬 설렘과 수줍음을 현악에서는 당김음21) 리듬으로 
묘사하였다. 5도 음정의 틀 안에서 마치 진퇴양난(进退两难) 하듯이 여성 심리의 
수줍음을 표현하였는데, 인성은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감추지 못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혼잣말하듯이 경극 인성에서 표현된다. 경극 창법의 끌어올림과 
끌어내림의 표현특징을 살려 수줍음의 표현에 대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악장에서의 특징으로 당김음 소재와 여성의 대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듯 말듯 주춤거림과 말하려다 멈춰버리는 모순의 심리를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19) 본문 페이지 16의 각주15 참고.
20) 본문 페이지 27의 예<5> 참고.
21) 본문 페이지 100의 예<110> 참고.



- 20 -

2.2.3.3 방탕함(Libertine)

3악장 <방탕함>(Libertine)은 1악장, 2악장과는 달리, 여성의 방탕함을 묘사한 것으
로 더욱 과감한 남녀 간의 사랑을 드러낸 악장이다. 관현악단의 짧고도 명백한 동
기22)적인 진행은 점진적으로 서로 교체하면서 변화하고 청의와 제1, 2 소프라노는 콜
로라투라(coloratura)창법과 푸가로 서로 대화하는 동시에 리듬적 색채가 강한 악기 
성부와 현악의 긴 악구는 대조적으로 연주된다. 또한 얜밍(Yan Ming)은 2악장에서는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쾌감과 신음을 인성에서 남김없이 드러내며 남녀
가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아름답고 절묘하게 부각했다."23)고 하였다. 키강첸은 이러한 
성격을 다량의 다조성오성조식의 상행 그리고 하행의 반음계적 진행으로, 청의의 우
쭐거리고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위로 들어 올리고 내던지는 창법24)으로 처리하였
다.

2.2.3.4 민감함(Sensible)

4악장 <민감함>(Sensible)에서는 여성의 예민한 감정을 드러낸다. 쟁에서 시작되는 
하행의 오성조식25) 진행은 민감한 감정세계를 표현하듯 여성의 감정에 대한 의문을 
묘사하였다. 현악은 이와 반대로 밀집된 음들의 불규칙한 진행으로 여성의 민감함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모닉스와 스타카토 기법으로 음악의 분위기를 절묘하게 
부각해낸다. 악장의 마지막으로 다시 쟁의 주제26)로 돌아오면서 여성의 민감한 
감정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강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본문 페이지 42의 예<25> 참고.
23) 얜밍(Yan Ming), "인생역정의 감개와 관심- 키강첸의 <접연화>의 해독". (중앙음악원 학
    보, 2006, 제02기), 113-115. (번역: 필자)
24) 본문 페이지 120의 예<131> 참고.
25) 본문 페이지 121의 예<132> 참고.
26) 본문 페이지 129의 예<1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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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부드러움(Tendre)

5악장 <부드러움>(Tendre)에서는 사랑의 경지에 빠진 여성의 부드러움을 표현하였
으며 그 어느 악장보다도 뚜렷하고 선명한 선율27)이 특징이 된다. 아치형 형식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현악은 여성에게서 묻어나오는 부드러움을 섬세하게 부각하였으며 
반주형태로 진행되는 관현악은 인성의 읊듯이 노래하는 표현에 화성적인 진행으로 뒷
받침한다. 또한 현악과 비브라폰28)은 밀접히 연관되며 매 악구가 끝날 시점에 비브라
폰에서 화성을 강조하여 울려주며 부드러움의 여운을 더욱 남겨준다.

2.2.3.6 질투(Jalouse)

6악장 <질투>(Jalouse)는 여성의 질투심을 묘사한 것으로 바이올린이 고음역에서 
하모닉스의 장음 연주로 D음을 중심29)으로 하여 시작한다. D음으로부터 점차 E, F♯
음을 거쳐서 마지막엔 G음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오케스트라 전체가 점진적으로 층을 
쌓아가는 연주기법30)과 투티로 진행된다. 또한 질투심을 혼잡하고 자극적인 음향으로 
표현하므로 음색의 배치와 음악의 구성 면에서 더욱더 생동적임을 찾아볼 수 있다.

2.2.3.7 우울함(Mélancolique)

 7악장 <우울함>(Mélancolique)에서는 마치 감정의 우여곡절을 겪은 여성의 현실 
앞에서의 무력함, 그리고 사색에 잠긴 감성적이고 우울한 면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첼로, 이호, 소프라노의 순차적 진입31)으로 진행되며 선율은 하나의 의문의 
악구를 형성하는데 이 악구는 악장 전체를 거쳐 판호와 소프라노의 호응32)으로 마감
을 한다. 주제 하나가 악장 전체에서 각 성부를 꿰뚫어 에워싸고 지나가듯 흐른다. 

27) 본문 페이지 92의 예<93>, 예<94>, 페이지 93의 예<95> 참고.
28) 본문 페이지 112의 예<121> 참고.
29) 본문 페이지 56의 예<41> 참고.
30) 본문 페이지 112의 예<122> 참고.
31) 본문 페이지 63의 예<51> 참고.
32) 본문 페이지 97의 예<1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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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히스테릭함(Hystérique)

8악장 <히스테릭함>(Hystérique)은 마치 실연에 이성을 잃어버린 여성의 모습과도 
같이, 히스테릭의 감정을 형상화 한 악장이다. 극적임이 절실히 묻어나는 악장이며 여
성의 히스테릭한 심리를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키강첸은 관현악과 인성을 마치 모두 
히스테릭한 상태에 놓인 듯이, 혼잡한 화음과 음 클러스터 그리고 고음역에서의 인성
의 소리 지름33)과 투티의 강력한 리듬 등 효율적인 수법으로 감정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목관, 금관, 인성, 현악 그룹의 색채가 명확히 구분34)되며 
각 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와 음색의 분배는 더욱더 음악의 생동함을 부각하였다.  

2.2.3.9 욕망(Voluptueuse)

9악장 <욕망>(Voluptueuse)은 작품의 마지막 악장으로 총체적 성격을 지닌다. 9악
장에서 선율이 다시 완전히 재현35)되면서 관현악의 풍부한 화성 색채와 어우러져 여
성이 사랑에 대한 욕망과 쓸쓸함을 키강첸은 그가 바라본 동정, 연민의 시점으로 조
화를 이루어 표현했다. 선율에서는 애정에 대한 감개무량함을 소프라노와 목관에서의 
서로 주고받는 푸가 방식36)으로 잇따라 진행하며 작품을 끝으로 끌고 나간다. 현악은 
깊은 음색으로 마치 인간이 탄식하듯이 진행되며 청의의 유장하고 부드러운 한마디 
부름37)과 함께 멀리서 점차 사라지듯이 작품의 종지부를 찍는다. 

2.2.4 <접연화>에서의 "감정"과 음악적 요소의 결합 방식

키강첸은 <접연화>에서 중국의 오성조식과 서양의 현대음악기법을 결합하여 작
품을 구성하였다.

33) 본문 페이지 131의 예<145>, 페이지 132의 예<146> 참고.
34) 본문 페이지 114의 예<127> 참고.
35) 본문 페이지 98의 예<106> 참고.
36) 본문 페이지 99의 예<108> 참고.
37) 본문 페이지 132의 예<1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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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조식이란 다섯 개의 음으로 구성된 조성으로서 중국 고대와 민간음악에

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에서 중국 민족조성의 여러 가지의 
변화와 완전한 음악이론체계가 형성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와 지역의 전통음악에
서 오성조식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데도 "중국조성" 또는 "민족조성"이라고 불
린다. 오성조식은 완전5도의 음정 관계로 배열된 조성이며 그 명칭은 순서대로 
각각 궁(宫), 상(商), 각(角), 치(徵), 우(羽)이다.』38)

예<2>:

중국 오성조식의 매 음은 모든 조성의 주음(主音)이 될 수 있으며 오성조식을 기반
으로 파생된 두 가지 조성은 육성조식(六声调式)과 칠성조식(七声调式)이다. 육성조식
은 오성조식의 청각음(清角音)-각(角)음 위의 단2도 음, 혹은 변궁음(变宫音)-궁(宫)음 
아래의 단2도로 구성되었다.
예<3>:

칠성조식은 아악음계(雅乐音阶), 청악음계(清乐音阶)와 연악음계(燕乐音阶)로 나뉜
다. 아악음계는 오성조식의 기초에서 변치음(变徵音)-치(徵)음 아래의 단2도 음과 변
궁음이 추가되어 구성된 조성이며, 청악음계는 청각음과 변궁음이 구성된 것이고 연
악음계는 청각음과 윤음(闰)-궁음 아래의 장2도 음으로 구성된 조성이다.
예<4>:

38) https://de.wikipedia.org/wiki/Chinesische_Tonleitern [2015년 12월 24일 접속]. 
    (번역: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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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왕(Hong Wang)은 "우리나라[중국]의 민족음악은 오성조식이거나 칠성조식을 막
론하고 모두 독특한 진행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종종 지역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39)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만큼 56개의 수많은 민족이 존재한다. 그만큼 음악에서 오성
조식에서의 지역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중국의 오성조식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훙왕이 제기한 그 지역성의 특징들에서 3도, 4도, 급진의 2도의 진행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중국의 오성조식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중국의 칠성조식이거나 
서양의 7음계를 비교할 때, 모두 일곱 개의 음으로 구성된 조식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만 그것은 형성된 방식과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중국의 칠성조식은 오성조식의 기반으로 하여 음향적으로 중국 민족풍의 특유의 
효과가 있고 이것은 서양의 칠성조식과 완전히 구별된다. 또한, <접연화>에서 키
강첸은 그만의 방식으로, 오성조식으로부터 채취한 3도, 4도 그리고 겹치는 2도의 
구성 외에도 5도, 7도로 구성되는 화성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 된다. <접
연화>에서 사용한 화성음정이 오성조식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근거는 본 논문의 
분석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외에도 키강첸의 오성조식의 집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 낸시 라오(Nancy Rao)는 "음렬을 통해서 듣는 오성(五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39) 훙왕(Hong Wang),  "<기본악리>중에서의 민족조성에 대하여 가볍게 논하다", (은도 학술
    지, 1991), 114. (번역: 필자)



- 25 -

『키강첸이 사용하는 오성조식 집합의 특징은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
기는 어려운데, 단일한 오성조식에 있어서 결합 혹은 명료한 진술의 완결은 극적 
장치로서 신중하게 보류된다. 여기서 오성조식의 부분집합은 주로 테트라코드와 
음정의 형태로서 전경에 근접한 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교차하지 않
는 오성조식들의 묶음뿐만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많이 교차하는 오성조식들의 묶
음도 포함한다.』40)

『키강첸이 작품에서 사용하는 오성조식과 그것의 집합은 오성조식의 불변성이라
는 기초 하에 보다 더 자유롭고 직관적이며, 또한 그것은 음렬주의의 총체적 개념
으로부터 채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오성조식의 사용에서 아주 선명하고 대담하
게 표현을 한다. 충분히 교차하는 오성적인 화성을 통해서 주음의 음향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음악에서 대부분 음악의 유동성과 흐름 그리고 음색층은 그가 
사용하는 오성조식 불변성의 집합과 기법, 그리고 그가 오성조식이라는 통로를 통
해서 탐구한 화성 색채와 공간에 밀접히 연관된다. 이것은 전반적 배경으로 볼 때, 
뚜렷하다고 하기보다는 비교적 약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오성조식의 울림과 상관된
다.』41)

40) Nancy Rao, Hearing Pentatonicism Through Serialism :Integrating Different 
    Traditions in Chinese Contemporary Music, (Perspectives of New Music, 
    Summer, 2002), 204-205. (번역: 필자)
    원문: Chen’s integration of pentatonicism is less than systematic, and the 
    completion of aggregate or articulated statement of a single pentatonic   
    scale is carefully reserved as a dramatic device. It is the pentatonic  
    subsets, especially the tetrachords and dyads, that are used extensively 
    and kept close to the foreground level. This involves not only pairs of    
    non-intersecting pentatonic scales, but also pairs of maximum intersecting  
    pentatonic scales.
41) Ibid., 223. (번역: 필자)
    원문: Chen Qigang’s use of foreground pentatonicism and collection class  
    invariance represents a freer, seemingly intuitive, adoption of the integral 
    concept of serialism. His use of pentatonicism is unabashedly obvious at times, 
    yet he avoids the disadvantage of a monotonic effect through the ample use of 
    minimum and maximum-intersecting pentachord pairs. Much of the fluidity and 
    tonal surface in his music is closely related to his skillful play with collectional 
    invariances and his full exploration of the chromatic space through the 
    pentatonic path. This results in complicated webs of pentatonic sonority which 
    are often hidden behind a much more obvious and simplified fore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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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키강첸이 사용한 오성조식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체계화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다. 낸시 라오가 제시한 키강첸의 오성조식의 4
도 음정 응용 외에도 <접연화>에서는 5도, 그리고 한 쌍의 5도 음정으로 구성된 화성
이 굉장히 광범히 사용되었다. 이것은 서양의 전통화성으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았을 때, 오성조식이 총체적으
로 작품을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접연화>에서 사용된 화성을 
오성조식에 기울여 그로부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위에서 낸시 라오는 키강첸의 오성조식의 사용은 자유롭고 직관적이며 선명
하고 대담하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작품에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키
강첸은 보수적인 오성조식의 순차적 사용보다는 주음을 피하는 진행과 서로 교차하는 
오성조식들로 작품을 구성시키면서도 동시에 그 오성조식은 음향적으로나 결론적으로 
흐려지지 않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키강첸이 그만의 특유한 음
악의 경지와 흐름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이와 반대로 <접연화>에서의 화성이 서양의 전통화성 개념으로부터의 접근과 
분석이 더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은 그것을 떠나
서, 키강첸이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예술 환경과 음악교육, 그리고 중국 전통요소들과 
중국 전통문화가 그의 영혼에 깊이 잠재한 것으로부터 보았을 때, 중국의 조성과 음
악적 요소로부터 그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
인다. 키강첸이 오성조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화성 색채와 그 공간에 밀접히 연관 
지어 탐구한다는 낸시 라오의 관점도 이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한다. 

2.2.4.1 오성조식으로부터 접근한 <접연화>의 화성

중국의 오성조식에서도 일정한 화성의 기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화성의 표
현특징은 비록 서양의 전통화성에 비할 때 강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지만, 작품을 전
개하고 색채를 부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서양의 전통조성과 같이, 오성조식은 화성 이외에도 전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오성조식 매 음이 그 어떠한 민족조성(오성조식, 육성조식, 칠성조식)의 주음이 
될 수 있듯이, 전조할 때 공통음으로 전조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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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조식의 공통음 전조는 오성조식이 음악에서의 기초조성이 되어 있는 기반
에서, 두 조성사이의 공통음을 유대 혹은 과도하는 전조 방식이다. 이것은 단성부 

음악에 광범위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다성부 음악에도 응용될 수 있다.』42)     

서양 전통조성의 전조에서 짧은 거리 사이의 전조와 긴 거리 사이의 전조가 있다면 
오성조식의 전조에서는 음의 제한으로 하여 짧은 거리 사이의 전조가 많이 쓰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의 키강첸이 사용한 화성은 오성조식으로부터의 접근에서 바라본 화
성 색채와 기능이다.

악장별로 화성의 진행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악장 <순결>(Ingénue)은 작품의 첫 악장으로 키강첸은 작품에서 그가 표현하

려는 감정을 오성조식에서의 화성기능으로 자주 쓰이는 완전4도, 완전5도의 음정을 
2도 사이로 겹치면서 화성을 구성하였다. 이는 광활한 느낌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예<5>:

42) 창꼬우(Chang Gao), "오성조식의 공통음 전조", (학술논문: 음악탐색, 2000), 31. 
    (번역: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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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와 D♯, B와 F♯으로 시작하는 첫 화성음의 배경으로부터 연속 겹쳐지는 순차
적인 화성들은 모두 두 개의 완전5도의 음정이 결합한 화성이며 중첩된 3도 음정의 
평행적 진행의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화성의 변환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
시하였다.

물론 3도의 음정으로 중첩된 화성이라 하여 무조건 오성조식으로부터 파생된 화
성이라고 판정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양 전통화성에서 위의 예<5>와 같이, 화
성-1번은 소7화음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양전통의 화성은 음
악의 흐름으로는 하나의 기능성을 갖고 있을뿐더러 존재하는 역할도 분명하다. 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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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이 <접연화>에서 사용한 화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능성적인 화성의 연속
적 진행보다는 큰 흐름상으로 보아 음향적으로나 구성, 형식적인 면에서 오성조식의 
연속적 진행이 더 강조되고 화성의 음 선택에서도 오성조식의 의도가 보인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오성조식으로부터의 관점으로 접근한 화성을 강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디6부터 첫 화성으로 다시 시작되는데 뒤에 진행되는 G, D, B♭, F 화성은 첫 
화성과 같은 화성 구성으로서 다만 전위되어 사용되었다. 화성-5번은 화성-1번과 같
고 화성-6번은 화성-2번의 전위화성이다. (여기서 화성의 아라비아 숫자는 화성기능
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화성 진행의 변화순서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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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디7에서 나오는 A음은 화성-6번에서 파생된 완전5도 음정(D, A)으로 볼 
수 있으며 뒤에서 진행될 화성의 음을 예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7>:

      

마디9로부터 진행되는 비파의 성부는 현악에서 화성-6번의 지속적인 받침 하에 위
의 악보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완전5도 음정의 연속으로 진행 되는 것은 같지만, 이
전의 마디에서 종적으로 진행되었던 화성과는 달리 여기서는 횡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화성의 음들을 하나하나 종적으로 해체하여 연주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청
각음과 윤음이 추가 된 C궁E각조식-즉 7성연악조식으로 볼 수도 있다.
예<8>:

   

마디17에서 새로운 화성-8번이 연주되며 다시 세로의 화성배치로 음정이 구성된다. 
마디19는 완전5도 음정의 연속으로 된 화성으로서, 마디22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악
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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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2-마디27은 오성조식 C궁(宫)A우(羽)조식의 기초 하에 변궁음-B를 추가 한 C
궁A우, 즉 육성조식이다.
예<10>:

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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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1번(예:<11>)도 역시 완전5도의 음정 관계로 화성을 구성하였고 아래의 화성
-12번에서도 같은 편성을 보인다.
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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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 전반부에서 5도 음정 위주로 사용한 데에 비해 화성-13번과 화성-14번에서
는 처음으로 6도 음정과 4도 음정이 출현한다.
예<13>:

마지막 화성-15번은 화성-14번을 기반으로 첫 시작 화성중에서의 B와 F♯음정을 
추가하여 하나의 화성을 이루었다. 이것은 변궁음을 추가한 G궁E각조식-육성조식으
로 볼 수 있다.
예<14>:

    

이렇듯 1악장의 화성은 종향(纵向)과 횡향(横向) 두 가지 요소를 서로 번갈아 가면
서 결합하였으며 종향으로 구성된 음정과 완전5도 화성의 연속적인 진행, 그리고 횡
향으로 구성된 오성조식과 육성조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완전5도의 음향과 색채는 
음악의 흐름으로는 공간감을 많이 주고 광활한 느낌을 부여할 수 있기에 작가가 소녀
의 순수한 감정에 이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적절하게 표현되었다.

2악장, <수줍음>(Pudique)의 화성사용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
5도와 그의 전위-완전4도의 음정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화성들은 횡
적인 방향과 하행 2도의 진행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 
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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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예와 같이, 두 마디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며 마디56에서 장3도 위로 이동하
여 진행한다. 다만 마디50에서 아래 성부의 화성이 원형 근음(根音)-C의 전위를 사용
하였다면 마디56에서는 화성의 전위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E♭음을 사용하여 완전5
도의 음향을 강조하였다. 악보를 축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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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에서 키강첸은 기본 화성음의 진행 위에 5도 음을 한 번씩 추가하여 악구의 
구분에 강조를 더하였다. 마디62와 마디70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17>: 마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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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8>: 마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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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의 화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예<19>:

박자가 6/8에서 3/4으로 바뀌는 마디78부터는 횡적인 방식으로 화성음의 색채가 
변화되고 두 개의 층으로 나뉘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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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0>:

피아노 악보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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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횡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오성조식의 관계는 E궁조식을 기
반으로, 위로 완전5도의 B궁조식, 아래로 완전5도의 A궁조식으로 2악장에서 완전5도
의 요소가 여기서도 그 의도가 보인다.

마디87에서 끝나는 A궁B상조식은 또한 다시 첫 마디의 화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
비로 공통음-B음을 사용하여 그 연결구를 마련해 주었다.
예<22>:

마디89로부터 2악장의 마지막 마디98까지는 다시 시작 부분의 화성진행을 재현함
으로써, 2악장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두 마디의 패턴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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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화성 근음은 원래의 G로부터 C로 바뀌는데 이것은 화성의 원형을 씀으로써 
악장이 C궁조식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악장의 종지부를 가기 위함으로 볼 수 있
다.
예<24>:

3악장 <방탐함>(Libertine)에서는 종적인 화성 진행보다는 횡적 진행이 위주이다. 
특히 2도, 3도의 진행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화성의 기능성보다도 조식의 교차와 
변화, 즉 조옮김의 연속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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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악장 첫마디로부터 시작되는 동기(마디99-마디101)에서 볼 수 있다시피, A음으로 
시작되어 횡적인 2도관계의 음들이 연속적으로 하행한다.
예<25>:

또한, 여기서 불완전한 오성조식(치음과 우음이 생략된 F♯궁조식)이 함축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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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03-마디104에서 마림바의 A♯, F, E, D♯음은 비파와 현악에서 진행하는 두 
음 사이의 중간 음으로 쓰였다.
예<27>:

 

마디105의 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음계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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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마디105-마디109에서 나오는 선율과 합치면 아래와 같은 다조성으로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B궁조식과 C궁조식이 겹쳐지면서 하나의 다조성을 이루
며 이 두 조성 사이의 관계는 장2도라는 것으로부터 3악장 동기의 음정을 강조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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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09에서도 F♯궁D♯우조식과 변치음(B)을 추가한 F궁D우조식의 다조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두 조성 사이의 관계는 단2도로서 또한 동기의 음정을 강조한 것이
다. F궁D우조식의 진행은 동기의 소재로부터 그 리듬을 갖고 왔으며 서로 역행으로 
연주된다.
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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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14-마디117에서는 오성조식과 장조, 그리고 이 두 조성의 결합으로 볼 수 있
다(각 조식을 순서별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각 조식(음계1&2, 3&4, 
5&6, 7&8)의 으뜸음, 즉 시작 음은 서로 반음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조식1&3, 
3&5도 역시 반음사이의 관계를 가진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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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마디136-마디140까지의 조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부분이라면 조성사이의 관계가 전에 나왔던 단2도 음정보다, 여기서는 같은 동음 시
작의 오성조식과 장조음계, 즉 음계1&2, 3&4, 5&6, 7&8, 9&10을 번갈아 가면서 사
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음계1&3, 3&5, 5&7, 7&9에서 시작 음의 관계는 단3도로 
확장되었다.
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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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악장 마지막 부분 마디162-마디164에서는 음계 총집합의 성격을 볼 수 있다. 그 
조성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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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3악장에서는 여러 형식의 조성과 조성의 전조 그리고 조성의 확장(tonal 
expansion)이 한 데 결합하였고 이것을 여성의 방탕함에 비유하여 적용했다. 

 전 악장들에서 모두 오성조식 상행의 순차적 진행이 위주였다면, 4악장 <민감
함>(Sensible)에서는 1악장의 단2도로 겹치는 완전5도 화음과 횡적으로 진행하는 하
행의 오성조식을 병행시켰다.

또한, 종적에서의 5도 화음을 횡적으로 풀어서 진행하였으며 두 개의 완전5도가 겹
치게 하였던 것을 두 화음 사이의 거리를 넓혀 도약으로 진행하였다. 오성조식의 상
행과 하행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색채감을 부여하였고 여성의 민감함과 의심, 조심
성을 이러한 기법들로 잘 드러낸 것이다.

4악장은 음색과 음향적으로 표현이 잘 된 악장이라고 생각되기에 2.2.3.5-음색 장
에서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5악장, <부드러움>(Tendre)은 종적인 화성진행과 횡적인 선율진행이 결합한 하나의 
악장이다. 즉 오성조식의 음을 선율과 화성으로 재구성하여 연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다. 여기서 오성조식의 음은 또한 불협화가 없고 음향적인 면에서 협화음의 효과를 
부여한다. 이런 것으로써 여성의 부드러움을 부각해냈다.

5악장에서는 현악 위주로 화성을 배치하였는데 그 화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34>: 마디214-마디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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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악보로 축소해서 본 결과, 화성의 기능은 서양의 전통적 화성개념에 가깝다
고 말하기보다 오성적인 화성 색채에 훨씬 더 가깝고 B♭궁계통을 위주로 사용하였으
며 D궁과 A♭궁을 과도하여 다시 B♭궁으로 돌아오는 진행으로 되어 있다.
예<35>:

예<36>: 마디221-마디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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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요약:

위에서 화성 하나가 한 계통의 오성조식을 포함하였다면, 아래의 악보에서는 하나
의 화성은 두 개의 오성조식의 계통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매번 악절 정지 전, 서양
의 전통적 화성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예<37>:마디232-마디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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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요약:
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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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43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화성형식은 반주의 형태로 지탱되기 때문에 키강첸은  
선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더욱 명확한 화성을 선택하였고 불협화는 거의 보기 힘들
다. 여기에서 화성기능도 역시 오성조식에 속하는 음들로 선택하였다.
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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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궁조식을 주조(主调)로 하였으며 공통음-B♭를 거쳐서 E♭궁조식의 B♭치조식과 
F상조식으로 전조하였다. 이것은 마치 서양 전통화성에서의 I-IV-V의 진행과도 흡사
하다.
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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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악장 <질투>(Jalouse)에서는 D음을 중심으로 하는 경과음과 과도음의 진행들로, 
음의 도약은 크게 안 보이며 하나의 음-"D"를 에워싸고 진행하는 기법으로 하나의 음
색 덩어리와 클러스터 기법으로 악장이 진행된다. 이것으로써 감정의 긴장함을 돋보
이며 여성의 질투심을 강조하였다. 

D음이 현악에서 디비전(division)으로 연주될 때 두 개의 화성 측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아래의 예:<41>)은 4도, 5도, 3도 음정관계로 화성을 이루었고; 
2.(아래의 예:<42>)는 반음계의 관계로 화성을 이룬다. 

1. 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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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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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05를 세 개의 화성과 음색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2도 음정 관계인 역행의 반음계적 진행;
예<43>:

2. 반음계 음들을 화성으로 배치하여 이룬 화성;
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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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06-마디307에서도 이와 같은 반음계적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다만 두 블록
(block)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다(여기서 두 개의 반음계를 2-1, 2-2로 표시하였다). 즉 
2-1(아래의 예)과 2-2(아래의 예)를 합치면 하나의 반음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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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르게 진행되는 음들로 유장하고 천천히 흐르는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냈다.
예<46>:

이로써 마디309에서는 원래의 중심음 D가 E음에 도달하면서 마디310에서는 F♯에 
이른다.
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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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F♯를 뒷받침해주는 화성은 다음과 같다.
예<48>:

다시 처음의 마디288의 화성 형태로 돌아가서 G음에 도달하고 나서 악장은 마감된
다.
예<49>:



- 63 -

이것으로 6악장에서의 음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D음으로부터 E음, F♯음을 거쳐 
G음으로 도달하는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예<50>:

7악장 <우울함>(Mélancolique)은 선율 중심인 악장으로 이에 뒷받침해주는 화성도 
오성조식선율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오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Prime, 
Retrograde, Inversion, Retrograde Inversion 등 여러 가능성으로 화성을 구성하
였다. 여기서 화성 예제를 들고 2.2.3.2-선율 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마디316-마디324를 살펴볼 때, 선율은 청각음을 추가한 F♯궁C♯치조식, 청각음을 
추가한 A♭궁C각조식, B♭궁G우조식의 진행을 볼 수 있다.
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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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의할 점은 첫 마디에서 나오는 F♯궁 화성은 그다음 마디317에서의 A♭궁
의 우음과 단2도의 반음 관계로 색채적인 면에서 서로 비교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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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악장 마지막 화성(마디389)은 네 개의 반음계의 음들로 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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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악장 <히스테릭함>(Hystérique)에서는 "히스테릭"이 악장의 주제인 만큼 키강첸은 
이러한 감정을 화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클러스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반음의 연속적
인 진행과 그 반음들로 구성된 화성, 클러스터, 그리고 종향과 횡향으로 히스테릭한 
분위기를 구성해냈다. 강세도 그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히스테릭한 감정의 불만과 
욕구를 쏟아내는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8악장에서는 세 개의 음 소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소재는 종적으로 진행하
는 화성 클러스터이며 모두 다섯 번 출현한다.
예<54>: 마디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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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A♭궁조식과 E궁조식의 음들로 구성된 복합화성이다.
예<55>:

첫 번째 출현, 마디395에서는 오성조식 성격의 화성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반음계적 
클러스터의 화성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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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6>: 목관

예<57>: 현악

두 그룹의 반음계로 형성된 화성이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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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06에서는 두 번째로 출현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반음계로 분석된다.
예<59>:

세 번째로 출현할 때에는 종적으로의 화성 짜임새는 공통하지만, 리듬을 나누어 음
색별로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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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그룹의 화성은 두 개의 오성조식의 음들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 두 조
식은 서로 반음 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조식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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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1>: 현악 그룹

  

예<62>: 목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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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3>: 금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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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4>: 마디412 현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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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디427에서 투티의 형식으로 네 번째로 출현한다.
예<65>:

 

다섯 번째로 출현하는 마디434에서는 목관이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현악이 출현하
는데 그 화성은 다음과 같다.
예<66>: 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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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7>: 현악

 

마지막 마디444에서는 투티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을 구성하였다.
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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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재는 마디394에서 나오는 금관 악기에서 볼 수 있다.
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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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분석했을 때, 종적으로는 반음계적 관계를 갖고 있고 횡적으로는 3악
장의 마디106에서 나왔던 주제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29> 참고).
같은 소재이지만 마디401에서 변화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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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적에서의 반음계적 진행은 동등하지만, 횡적으로의 진행은 성부마다 불완전한 

오성조식과 반음계가 각각 따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반음계적 진행은 마디417에서
의 세 번째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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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재는 전형적인 반음계 진행으로 하행으로부터 상행으로의 곡선임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시작음과 마지막음은 다음과 같다.
예<72>:

9악장 <욕망>(Voluptueuse)은 마지막 악장으로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앞의 
악장들에서 사용했던 화성이나 오성조식, 그리고 선율 구성들을 모두 결합하여 사용
하였으며 마지막 악장인 것만큼 음향색채도 풍부하고 음색 면에서 한층 깊어졌다. 

9악장에서는 종적인 화성과 횡적인 선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단2도 관
계인 완전5도가 겹쳐진 화성을 위주로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1악장의 화성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지만 1악장에서 종적으로 화성을 구성한 데에 비해 9악장에서는 횡적으
로 하나씩 차례로 겹쳐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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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73>:

 마디458-마디462의 화성을 살펴보면 오성적인 성격과 단2도 관계인 두 개의 완전
5도가 함께 결합한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키강첸은 화성의 범위를 보다 최
대한 넓혀서 사용하였으며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 제시하였다.
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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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악장에서의 주요선율은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선율이 진행될 때 화성은 
그에 해당한 다른 선율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며 선율의 음을 화성 기능의 형성 
동기로 잡았다.
예<75>: 마디483-마디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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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93-마디500
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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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악장의 마지막 화성이자 본 작품의 마지막 화성은 작품의 시작 화성으로 회귀하여 
작품을 마감한다.
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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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선율

화성을 악장별로 분석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선율을 분석하여 
그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에서 처음으로 선율이 나온 마디는 1악장의 마디13-마디17까지이며 비파에서 
연주되었다. 그 전에 마디9-마디11에서 배음의 연주기법으로 비파가 선율을 도입하고 
나서 주제를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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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78>: 마디9-마디11

예<79>: 마디13-마디17

마디54로부터 시작되는 2악장의 선율은 한층 더 공고히 확장된 느낌을 주고 이것은 
변치음을 추가한 F궁조식으로 볼 수 있다.

예<80>:

 2악장에서 주제의 발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예<81>:

즉 마디67의 주제는 마디54의 오성조식의 음들로부터 파생된 장2도 위의 이동진행
이며 마디75는 마디67의 주제의 축소와 음정의 확대로 보인다. 마디58은 마디7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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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grade Inversion 음정의 축소임을 알 수 있다.
마디84에서 나오는 피콜로와 소프라노3의 선율은 두 개의 조성으로 겹쳐진 다조성

으로 볼 수 있으며 피콜로는 변궁음이 추가된 E궁육성조식으로 분석되고 소프라노3
은 E궁오성조식으로 분석된다.
예<82>:

또한, 이 주제는 2악장의 마디54의 주제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분석 결과로부터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같은 주제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역진행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83>:

그리고 마디95에서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온다.
예<84>:

원래의 주제:    

  

3악장 마디106에서는 현악의 8분음표의 스타카토 진행을 배경으로 3악장 처음으로 
선율이 나타난다.
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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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마디112와 마디113에서 각각 4도의 음정 관계로 발전하며 현악에서 먼저 
연주되고 다음으로 오보에와 소프라노1과 2에서 모방하는 기법으로 진행된다.
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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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45의 선율은 마디112의 소재의 장3도 높은음에서의 역진행이며 푸가의 기법
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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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장의 마디117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음정의 관계는 악장 시작의 마디99의 2도
로부터 3도로 확장되었다.
예<88>: 3악장 첫마디 99

예<89>: 마디117  

확장된 음 소재는 소프라노1과 2에서 동기로 삼아 발전되었으며 이 부분에서의 선
율은 처음에 반음정관계의 조성으로 전조하였다가 나중에는 공통음을 기반으로 또다
시 전조된다.
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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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13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완전4도의 음정관계는 마디132에 이르러 완전5도로 
확장되었다.
예<91>: 마디113

예<92>: 마디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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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악장에서의 종향적인 5도의 화성진행으로부터 화음이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으며 다시 2도에서부터 5도로 확장되었다. 

선율진행이 중심인 5악장의 멜로디를 축소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93>:

2) 예<94>:

 

B♭궁C상조식
D♭궁-E♭각조식

     -A♭치조식

G♭궁D♭치조식

B♭궁C상조식
D♭궁-E♭각조식

G♭궁조식
B♭궁D각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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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95>:

위의 예<93>, 예<94>, 예<95>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5악장에서의 선율은 음- 
D, F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횡적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조성으로 보았을 때, B♭궁조
식, D♭궁조식-G♭궁조식, B♭조식의 아치형의 흐름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이것 또한 
선율 주제의 음정 구성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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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96>:     

7악장은 선율 중심으로 구성된 악장이다. 오성적인 성격이 훨씬 짙은 음향을 표현
하고 있으며 오성적이라 하여 오성조식의 음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성조식의 
틀 안에서 음을 골라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세 개의 음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였으
며 이러한 구성방식은 여성이 늘 애수에 잠기고 다정다감한 느낌을 재해석하여 음악
으로 전달했다. 그 선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97>: 

마디316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주제는 단3도와 장2도의 결합으로 마디319에서 확장
되어 나타나고 마디328에서 단2도 위로 트럼펫이 모방하여 진행한다. 마디319의 주
제는 소프라노에서 도치를 통해 확장된다.
 그리고 마디328과 마디329에서 나오는 4도 음정은 뒤에서 곧 출현할 두 번째 주제
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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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98>:

마디340부터 완전한 주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D♭궁조식으로서 점진적으로 발전하
는 양상을 보인다. 그 선율은 다음과 같다.
예<99>:

마디351은 위의 주제에서 완전4도 높은 음의 모방으로서 D♭궁조식으로부터 G♭조
식으로의 공통음-D♭음을 통한 전조이다.
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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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59에서 다시 완전4도 아래의 D♭궁조식으로 돌아온다.
예<101>:

마디335의 두 번째 주제가 마디372에서 축소되어 다시 재현하는데 이것은 마디375
의 첫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연결구이다.
예<102>:

마디375에서 다시 첫 번째 주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두 개의 오성조식-F궁과 E♭
궁조식의 결합으로 그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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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율과 조성 흐름은 다음과 같다.
예<104>:

7악장 마지막에서 판호와 바이올린에서 주제가 강조되고 소프라노가 역행으로 B♭
궁G우조식에서 마감되면서 감정의 여운을 그려냈다.
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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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9악장은 선율이 뚜렷이 드러나는 악장이다. 주요 선율 소재는 두 개로 나뉘
는데 이 두 개는 하나의 완전한 악구를 구성한다. 9악장에서 이 선율 주제가 완전하
게 악구를 이룬 마디483-마디500과 마디513-마디530, 그리고 마디545-562를 제시해 
보았다.
예<106>: 마디483-마디500(C궁G우조식)

예<107>: 마디513-마디530(B♭궁F우조식), 현악에서 첫 번째 선율이 장2도 낮은음으
로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 선율은 목관에서 시작한다.
(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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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

이때 소프라노 성부는 목관의 주요 선율과 대응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
으로 진행된다.
예<108>:

마디545-562에서 다시 원래의 조식-C궁G우조식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선율은 
소프라노가 노래하고 두 번째 선율은 이호에서 다소 변화되어 연주된다. 이것은 또한 
악장을 마무리하기 위함으로써 음악의 진행에서 분위기 측면의 회귀로 볼 수 있다.
예<109>:



- 100 -

이렇듯 키강첸이 <접연화>에서 사용한 선율은 서정적이면서도 감미로운 분위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2.2.4.3 리듬

리듬은 전체 악장을 다 훑기보다는 악장에 맞물리는 감정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의  
형태와 묘사를 선택하여 예시하고자 한다.

2악장에서 봄을 그리는 여성의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쑥스러움을 키강첸은 6/8
의 박자 속에서 당김음 리듬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감정의 흔들림과 같은 것
으로서 효과적인 처리라고 본다.
예<110>:

 

3악장에서는 방탕함을 그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부점(附点)없는 리듬으로 표현하였
는데 특히 인성에서 그 극적인 효과가 더욱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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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중심인 5악장에서, 시작의 마디214로부터 마디242까지는 현악에서 2분음표와 
온음표로 선율 주제가 평온하게 진행되며 이것은 마디243에서 하프성부와 소프라노2
의 새로운 진입으로 하여 중단된다(예<112>). 여기서(마디243) 하프는 규칙적인 리듬
의 움직임을 넣어주어 현악과 함께 소프라노성부를 뒷받침해주고 점진적으로 발전하
여 움직임과 평온함의 리듬적인 대조를 이룬다. 마치 여성의 부드러움을 잔잔하고도 
고요한 밤바다의 물결에 비유하듯이 섬세함이 강조된다.
예<112>:  

 (마디214-마디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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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316으로부터 시작되는 7악장의 첫마디를 살펴보면, 첼로가 선율의 주제를 연
주하며 현악에서 이어받아 진행한다. 단음 위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마디316) 현악
의 리듬은 점차 축소되었다가 확장되는 것으로 마치 여성의 우울함을 첼로의 음색으
로 표현하여 현악에서 울림을 주어 에코의 역할을 한다.  
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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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악장에서의 히스테릭한 감정을 리듬으로 표현하면서 키강첸은 8분음표의 짧고도 
강력한 투티로 구성하였는데 그 리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마디398-
마디400의 리듬이고 같은 음-A위에서 E♭음을 강조하여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뿜어낸다.
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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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로, 마디401-마디405에서의 리듬은 위의 리듬에 비해 편성의 면에
서 확대되었고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에 대조적
으로 여성 인성은 A음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히스테릭한 이미지를 
생동적으로 부각해 낸다.
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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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강첸이 <접연화>에서 사용한 리듬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어떠한 복잡
함의 구성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표출해내는 극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그것은 종적인 
투티의 강력한 리듬, 그리고 횡적인 평온한 흐름의 리듬 진행이 매 악장의 성격을 뚜
렷하게 부각해낸 것이며 악장 간의 정서의 흐름을 생동적으로 묘사해낸 것이다. 

2.2.4.4 오케스트레이션

<접연화>를 살펴보면, 현악에서는 많은 디비전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음향의 짙은 
색채와 풍부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악장의 오케스트레이션에서, 현악은 전반적으로 화성적인 면으로부터 악장 전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매개의 화성은 서로 서로의 꼬리를 맞물고 연속적
으로 진행하면서 음악의 끊김을 방지해주고 마치 페달을 밟은 음향처럼 음악의 연속
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예<116>: (화성의 지속성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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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강첸은 또한 예<117>와 같이, 마디22로부터는 마치 하나의 수채화 위에 한필 한
필의 점을 찍어내듯이 흩어지는 기법으로 하나의 악구를 채워나갔다. 이것은 마디28
(예<118>)의 종적인 화성색채와 대조를 이룬다.
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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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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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의 마디62와 마디70에서 변화되는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법은 서서히 진행되었
던 음악의 흐름을 잠깐 중단시키므로 악구 형식의 구분을 명확히 강조하는 역할을 한
다. 
예<119>: (마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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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20>: (마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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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악장에서는 현악에서 주요 선율과 화성이 연주되는데 여기서 비브라폰은 매 악절 
현악에서의 마지막 화성을 강조해 주므로 화성의 연장과 공간감을 한층 더 가해준다. 
이것은 마디219, 마디224, 마디239, 마디258, 마디279 그리고 마디283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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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21>: (마디219)

마디285로부터 시작하는 6악장의 시작 부분은 D음의 연속음으로, 현악은 디비전의 
차례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음색층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역진행의 경과음으로 
진행되는 글리산도의 연주는 전반적인 음향의 크레센도(crescendo)를 형성한다. 이것
은 음향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주며 다시 D음으로 돌아온다.  
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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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악장에서 마디367-마디369는 연결구로서, 주제의 첫 두 음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음색을 원형과 역행의 기법으로 마디372에 연결해 준다. 즉 이것은 마디372를 위한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예<123>:
오보에: 마디367

예<124>: 피아노: 마디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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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25>: 트럼펫: 마디370

예<126>: 바이올린: 마디371

8악장은 각 악구 시작할 때마다 금관악기가 이끌어주는데, 이는 전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까지 확장된다. 마디394, 마디401 그리고 마디431에서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127>: (마디394 & 마디401)
         1)마디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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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디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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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마지막 악장 마디464로부터 시작되는 현악에서의 E, G음은 클라리넷에서 나오게 
될 선율을 미리 제시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클라리넷은 현악의 주제를 
모방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예<128>:

그리고 마디501에서는 두 번째 주제의 변주로 지각되는데 목관이 연주하는 지속음
들은 현악에서 스타카토의 색채로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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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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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음색

오케스트레이션이 곧 음색이 아니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악기의 배치와 그로 인해 
얻은 음향의 결합이 하나의 음색 효과를 이룬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두 개의 관
점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2악장의 마디78로부터 마디87을 살펴보면 음색 층은 아르페지오의 연주법으로 진
행되는데 크게는 현악, 타악기, 목관 층으로 분리되며, 작게는 각 그룹에서 더 많은 
성부를 나누면서 순차적인 진행으로 연주된다. 같은 조성 안에서 서로 다른 순서로 
음들이 연주되기 때문에 음향의 조화로움과 음색의 풍부함을 동시에 구현해낸다.
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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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장에서 스타카토의 연주법과 창법, 그리고 음계 진행인 선율과 마지막 마디에서 
인성의 끌어 올리는 창법은 여성의 방탕함을 묘사하는 데에 생동적 효과를 부여한다.
예<131>: (마디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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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강첸이 4악장에서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음색 측면으로 부분을 나뉘어 악구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각 부분은 쟁에서 하행의 오성조식으로 시작하였으며 잇달아 오
케스트라에서 화성적인 배경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출현하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
다. 
예<132>: 마디165-마디167

   

예<133>: 마디167-마디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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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의 오성조식은 모두 오성조식의 제5음-우음으로부터 하행하였다는 것이 특
징이라 할 수 있겠다.

앞부분이 쟁과 악단 사이의 짧은 대화였다면 마디170-마디181에서는 더욱 긴 호흡
의 대화로, 조금 더 발전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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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135>:

악보에서 제시했듯이 쟁에서 상행의 오성 다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쟁에서의 
하행의 오성 다조성으로 악구를 마감하였는데 여기서 조성 사이의 관계 또한 5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디171에서는 차례로 진행했던 오성조식의 음들을 5도관계의 도약
으로 조성의 모호함을 형성하였는데 여기서 A궁조식은 하프에서 연주되고 다음으로 
그것을 목관에서 분리했다.

이와 반대로, 같은 마디171의 현악에서는 A궁조식과 5도관계인 D궁조식에서 서로 
다른 방향 즉 역행으로 하모닉스의 음색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마디170의 요소로부터 
푸가 기법을 사용한 것이며 공통음-D를 기반으로 전조한 것으로 보인다(아래의 예
<136>).

그리고 마디173, 쟁에서 끝난 A음은 지정된 각 악기가 이어서 공통음을 이용하여 
차례로 배치되며 그것은 음을 연장하기 위한 연음의 음향효과로 그 강조의 기법이 보
인다.
예<136>:



- 125 -

마디182에서 크게 변화되는 다이내믹과 화성은 C조식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화성에 
음을 추가하여 조성을 희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마디185의 음-A와 E
의 완전5도의 음향을 돌출시키기 위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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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축소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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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84-마디190에서 쟁과 비파, 그리고 현악은 소프라노 성부의 에코 역할을 한
다.
예<139>:

다시 마디182의 소재를 반복하는 것으로 악절을 분리한다(예<140>).



- 128 -

예<140>:

현악에서 하모닉스와 스타카토의 연주법으로 소프라노의 에코를 장식했다면 마디
195-마디205에서는 다조성오성조식의 색채가 긴 호흡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에코의 
소재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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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41>: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전조의 관계는 서로 멀지만 키강첸은 공통음을 찾기 위하여 
D궁A치조식에서 변궁음-C♯을 추가하여 이것을 그 다음으로의 전조-F♯궁조식에서
의 치음-C♯과 공통음이 되게 하였고 또한 C궁조식으로 전조하기 위하여, F♯궁조식
에서의 변궁음-E♯을 C궁조식에서의 공통음으로 되기 위한 청각 음-F를 추가하여 전
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마디210으로부터 시작의 쟁의 음 소재를 그대
로 재현하면서 4악장을 마무리한다.
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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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악장 마디293과 마디294로부터 시작되는 음 소재들은 하나의 작은 음색체를 이루
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의 큰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예<143>:

7악장에서는 푸가의 기법으로 서로 다른 음색의 악기들이 주제를 모방하면서 교차
적으로 진행된다.



- 131 -

예<144>:

8악장에서는 인성의 음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크게 발휘하였다. 히스테
릭한 감정이라는 주제를 마디391(예<145>)에서 부르짖음과 같은 외치는 창법으로 구
현하였고, 마디424-마디426(예<147>)까지는 말하는 형식으로 위와 대조되는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히스테릭함의 색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디444(예<148>)에서의 
끌어내어 들어 올리듯이 읊는 창법은 여성의 히스테릭한 감정을 더욱 강화했다. 
예<145>: 마디391

마디402-마디406에서는 마디391과 같은 창법이지만 서로 다른 시점에 푸가로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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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46>:

예<147>: 마디424-마디426

예<148>: 마디444

예<149>:

예<149>에서 제시하였듯이, 작품 마지막의 음색을 살펴보면 키강첸은 이호에서 먼
저 선율을 연주하고 비파와 함께 선율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나서 인성은 처량하면서
도 탄식하듯이 소프라노3에서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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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 감정내용의 악장별 배치

2.3.1 악장별 형식 분석

각 악장의 형식과 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악장: <표 1>

2악장: <표 2>

3악장: <표 3>

도입부 A 연결부 B
마 디 1-8 9-21 22-26 26-49

조 성
C궁E각 

연악조식 
(청각+윤)

C궁A우
육성조식

(변궁)

G궁E각
육성조식

(변궁)

A (마디) B (마디) A (마디)
템 
포

6/8

   

3/4, 4/4, (3/8) 6/8

   
마 
디

50-77 75-87, (87) 88-98

조 
성

C궁G치조식 (50-77) E궁C♯우조식 (82-85)  C궁오성조식 (88-98)
B궁G♯우조식 (82-85)

 [F궁조식] (95-98)[F궁+변치]   (54-58) A궁B상조식 (85-87)

4/4, 7/8, 5/8, 3/4  
A B C C'

마 디 99-116 117-140 140-157 158-164
조 성 오성조식   + 화성조식(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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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장: 음색과 음향효과로 악장을 구분하였고, 매 단락의 음색은 부동한 연주법으로 
차이점을 주었다. <표 4>

5악장: 선율이 선명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선율과 화성의 짜임새에 근거하여 단락
을 나누었다. <표 5>

6악장: 조성형식이 아닌 음색 클러스터로 음향을 부각해냈으며 그 색채에 따라 단락
을 나누었다. <표 6>

5/4, 4/4, 6/4, 3/4
A B B-1 B-2 A

마 디 165-173 173-184 184-194 194-207 297-213

조 성

E궁C♯우(+윤)
D궁(+변궁);

D궁+E궁C♯우
[A궁, D궁];
B♭궁(+변궁)

D궁

E
A

E
A

E궁C♯우
(+윤);

D궁(+변궁);
E
A

D궁A치(+변궁)
F♯궁(+변궁)

C궁E각청악조식

7/4, 5/4, 4/4+1/8, 
4/4, 6/4, 2/4+3/8, 2/4

A B B' A

마 디

214-242
(214-219, 220-224, 

225-231, 
232-242)

243-262
(243-250, 
251-262)

262-275
(262-269,
270-275)

275-284
(275-279,
280-284)

조 성

F궁D우조식
B♭궁F치조식

D♭궁-E♭각조식
     -A♭치조식
G♭궁D♭치조식  

    

B♭궁C상조식
D♭궁-E♭각조식
     -A♭치조식
G♭궁D♭치조식

B♭궁C상조식
D♭궁E♭각조식

G♭궁조식
B♭궁D각조식

F궁D우조식
B♭궁F치조식

4/4, 3/4, 5/4
A B

마 디 285-302 302-315
조 성 "D"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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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악장: <표 7>

8악장: <표 8>

9악장: <표 9>

4/4, 3/4, 2/4
도입부 A 연결부 B

마 디 316-338 339-365 365-374 374- 89

조 성

F♯궁C♯치(+청각)
A♭궁C각(+청각)

B♭궁G우조식
F궁G상조식

B♭궁+G♭궁조식

D♭궁E♭상조식
G♭궁A♭상조식
D♭궁E♭상조식

E궁C♯우조식
E♭궁-B♭치조식
     -C우(+변치)

     

F궁+E♭궁조식
(A♭궁+B♭궁)+E♭궁

B♭궁G우조식

4/4, 3/4, 
7/4, 2/4, 

5/4

A B C D E F

마 디 390-397 398-409 409-422 423-430 431-443 444-445
소 재 [화성소재] 1，2

[인성소재]
[리듬소재] 1, 2
[화성소재] 2, 1

[화성소재]1, 2
[리듬소재] 1

[인성소재]
[화성소재] 1

[화성소재] 2, 1
[인성소재]

[인성소재]
[화성소재] 1

4/4, 3/4, 
2/4, 

4/4+1/8, 
5/4

도입부 A B 연결부 C 연결부 D 종결부

마 디 445-463 464-482 483-500 501-512 513-536 537-544 545-562 563-571
조 성 C궁G치 C궁G치 B♭궁F치 C궁G치 C궁G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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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악장들 간의 연관성

악장의 여러 감정 주제들의 순서를 살펴볼 때, 키강첸은 1. 순결- 2. 수줍음- 3. 방
탕함- 4. 민감함- 5. 부드러움- 6. 질투- 7. 우울함- 8. 히스테릭함- 9. 욕망의 순서
로 감정 기복의 변화를 잡았다. 이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기 전에 작품 주제에서 느
낄 수 있다시피, 악장1(순결), 악장2(수줍음), 악장4(민감함), 악장5(부드러움), 악장7
(우울함)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고 악장3(방탕함), 악장6(질투), 악장8(히스테릭
함)을 또 다른 한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음악의 정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악장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 악장1(순결), 악장4(민감함), 악장9(욕망)는 서로 같은 
화성의 구조와 유사한 음악적 분위기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음악에서 비
슷한 빠르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악장2(수줍음), 악장5(부드러움), 악장7(우울함), 악장9(욕망)는 악장1(순결), 악
장4(민감함), 악장9(욕망)와 유사성을 갖고는 있지만, 선율적인 면에서 더욱 선명
하고 주제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을 뿐더러, 선율에서 오성조식을 사용한 것과 하
나의 통일된 주제가 서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사용된 점에서 이 네 개의 악장을 하
나의 연관성의 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남은 악장3(방탕함), 악장6(질투), 악장8(히스테릭함), 악장9(욕망)는 위의 두 개의 
그룹과는 달리 음악적 분위기 면에서 전적으로 대조되고 음악의 주제보다는 음색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빠른 박자, 감정에서의 유사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악장9(욕망)를 세 개의 그룹에 모두 포함했는데 이는 악장9가 총체적 성격
을 띠고 있다는 것과 모든 악장의 소재와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악장과 악장 사이의 비교를 두 가지 시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1) 같은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악장의 공통점과 다른 점: 
  악장1(순결)과 악장4(민감함)는 화성 색채 위주인 악장으로 구분되며 두 악장 사이
의 화성적인 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이라면 화성에서 모두 하나의 완전5도와 반음관계로 겹쳐진 두 개의 완전 5
도 음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악장에서 완전5도의 화성을 종적 이외에도 
횡적으로 풀어서 구성했다면, 4악장에서는 종적 화성진행과 동시에 횡적으로는 오성
조식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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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2(수줍음), 악장5(부드러움) 그리고 악장7(우울함)은 선율적인 색채 위주로 진행
된 악장으로, 모두 선명하고 명확한 선율을 사용하였다는 면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2악장은 처음으로 작품에서 선율이 나오는 악장으로 선율을 제시해주
는 역할을 함으로써, 짤막하지만 선율의 제시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악장이다. 2악장
에서 선율의 제시와 함께 현악에서 반주의 형태가 연주되었다면, 5악장에서는 현악 
자체가 선율을 연주하며 그 선율은 2악장에 비했을 때 한층 더 완성되고 확장된 발전 
양상을 보인다. 다만 하프에서 반주의 형태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7악장에
서는 각 성부가 서로 선율을 푸가의 방식으로 이어받아 진행되는 동시에 음색과 음색 
사이를 이어주는 현악과 목관에서 화성으로 그 선율을 뒷받침해준다. 7악장에서는 각 
성부에서 솔로의 형태로 진행되는 선율과 투티의 형태로 진행되는 선율이 공존하며 
그리고 그 선율 사이를 채워주는 화성은 목관, 금관, 현악이 담당한다.

악장3(방탕함), 악장6(질투) 그리고 악장8(히스테릭함)은 음색 색채 위주인 악장으로 
구분된다. 3악장에서 오케스트라의 8분음표의 강력한 투티와 인성에서 스타카토의 창
법으로 방탕함을 구현해 낸 것에 비해, 6악장에서는 한 층 한 층 겹겹이 싸인 음들로 
구성된 음색 체와 투티의 화성 집합으로 감정에서의 질투심을 부각해냈다. 한편 8악
장에서는 음색별로 목관, 금관, 현악, 인성에서 각자의 소재를 각각 구성하여 진행되
며 점차 나아가서는 강력한 투티의 음 클러스터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2) 그 외 악장들 사이의 차이점과 변화: 
키강첸은 악장의 구상에서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감정들을 서로 교차적

으로 진행해 악장의 성격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1악장(순결)의 광활하고 은은한 느낌을 주는 박자, 분위기보다 2악장(수

줍음)은 조금씩 운율을 넣어 주어 주제를 표현하였고, 3악장(방탕함)은 완전히 대조되
도록 빠른 박자, 리듬 등 다양성으로 방탕함을 드러내었다. 악장1, 악장2와 악장3이 
하나의 그룹이라면, 4악장(민감함)에서는 다시 민감함의 감정을 느린 박자로, 1악장과 
유사한 성격으로 진행되며 5악장(부드러움)은 2악장과 비슷한 진행의 운율을 갖고 선
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으며 6악장(질투)은 3악장과 맞물리도록 하고 또한 악장4 
그리고 악장5와 대조되는 하나의 음색의 형태로 진행된다. 악장7(우울함)은 마치 악장
1과 악장2의 특징이 다 결합되어 드러나는 형태이며 이어 악장8(히스테릭함)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테릭함의 성격을 음색 클러스터와 같은 기법으로 구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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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작품의 주제로서의 여러 감정이 표현한 영향 및 결과

"감정"이라는 소재는 이 작품에서 하나의 큰 줄기로 간주하여 음악을 이끌고 전개해 
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감정"이라는 주제가 있었기에 작품이 음악의 표현에
서 더욱 뚜렷한 명확함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인간 감정의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작품의 창작과 표현, 그
리고 그 전달에는 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접연화>에서는 각 악장에서마다 내세운 
주제가 있으므로 감정의 범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청중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한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키강첸은 각 악장의 감
정에 관한 주제들의 특성을 생동감 있게 살려 그것을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
었다.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방탕함과 히스테릭함이 함께 공존하여 살아 
숨쉬듯이 표현된 <접연화>는 음악의 생동함과 극적인 면에서 훌륭한 작품이다.

한편 비판의 눈길을 보내주는 시선도 있었다. 중국의 작곡가 씨린왕(Xilin Wang, 
1937~ )은 동시대 같은 중국의 작곡가 원징궈(Wenjing Guo, 1956~ )의 작품 <예
얜>(Yeyan)과 <광인일기>(Kuangrenriji), 그리고 키강첸의 <접연화>의 도덕성에 대
해 의심을 표현하는 비평문을 썼다.

씨린왕은 키강첸이 쓴 여자에 관한 이러한 아홉 가지의 감정은 모든 작곡가가 창작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작곡가로서 작품도 반드시 중국의 특유한 역사와 인문배
경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여성의 성격을 작품에 표현해야 한다고 비평하였다. 키강
첸이 이러한 특성들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씨린왕 자신이 생각하
는 중국 여성의 현실은 사회적 하층 계급에 놓여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작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키강첸의 작품을 금병매(Jinpingmei)43)에 비유하여 
그 가치를 크게 낮추어 평가한 바 있다.44)

씨린왕의 이러한 비평에 대하여 원징궈는 “그 누구든지 키강첸이 될 수 있는 것일
까?"라는 제목으로 씨린왕의 관점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원징궈는 씨린왕의 관점이 억지스럽다고 여겼으며 "누구나 다 가능함"에 대하여 불

43) <금병매>(Jinpingmei)는 <수호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문경의 음란한 생활 등을 묘사
    한 이야기이다. "금"은 "돈"이고 "병"은 "술"이며 "매"는 여자와의 성적관계를 이르는 말이
    다. https://en.wikipedia.org/wiki/Jin_Ping_Mei [2016년 1월 6일 접속]. (번역: 필자)
44) 씨린왕(Xilin Wang), "<예얜>(Yeyan), <광인일기>(Kuangrenriji)로부터 일부 '제5대'작곡
    가의 일부 반성", (인민음악, 2004), 제01기. (번역: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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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45) 그리고 씨린왕이 제기한 중국 여성이 놓인 하
층 지위에 대해서 원징궈는 그것이 과연 중국 여성의 진정한 특징인지에 대해서 의문
을 표현하였다.

씨린왕은 <접연화>를 중국의 금병매에 비유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하지
만 그것은 키강첸이 그가 바라본 여성과 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부터의 감정을 표현
한 것이지, 이러한 감정을 무작정 중국 여성의 감정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중국의 
여성을 오로지 비참한 지위에 놓인 것으로 특정 짓는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의 창작은 자유로운 것이며 작가라면 충분히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권
리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접연화>는 영국BBC Proms 음악 축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13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런던의 초연에서 작품은 여전히 새로운 신선함
을 안겨주었다. 비유럽문화의 요소가 포함된 하나의 작품이 유럽문화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 작가의 충실한 감정 표현 때문이 아
니었나 생각된다.

45) 원징궈(Wenjing Guo), "예술 상식의 몇 가지를 논하며, 두 가지 비평 수법을 분석“,  
    (인민음악, 2004), 제04기, 13-14. (번역: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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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작곡가가 창작에 있어서 오로지 추상적인 음의 나열로만 구성된 작품을 전개한다면 

그 작품의 의미는 크게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감정"이라는 요소가 작품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된다면 그 작품은 표현력도 영향력도 한층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감정"에는 주관적인 감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객관

적인 감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감정에 치중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작곡가의 민족주의적인 요소(이를테면 희곡, 경극 등)가 작품에 드러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작곡가를 민족주의적인 작곡가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민족주의적 요소들은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작품의 

민족성이 포함된 새로움을 추구하려면 그것 이외에도 화성, 선율, 리듬, 구조 등과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결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키강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악의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의 음악에서는 서정

적이고도 풍부한 감수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유장함과 은은함이 공존하는 

긴 호흡의 음악적 색채감은 그의 음악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접연

화>의 느린 악장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키강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중국적인 요소들은 그가 자라면서 받은 중국 전통문화

의 교육, 배경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의 작품은 동서융합의 방식으로 무조성과 조성이 

공존한다. 또한, 음악과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 남겨진 여운은 작품의 표현력을 한층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곧 현대 음악에서 보기 드문 감정의 표현 및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그가 음악에 대한 충실함으로부터 얻은 결과이고 자신의 성격

을 작품에 고스란히 표현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 작품은 그의 영혼이고 

그를 표현한 것으로 작품이 곧 작가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접연화>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접연화>

가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 연구로 하여금 키강첸과 그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그의 작품 <접연화>를 연구하거나 공

부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감정"을 주된 요소로 바라본 것과는 달리, <접연화>는 다른 관점으로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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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가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음악

을 배우고 창작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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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3 <Rêve d'Un Solitaire>
for instrumental ensemble 

or orchestra and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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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ris Dévoilée>

concerted suite for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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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instruments

2003 <L'eloignement> for string orchestra
2004~2005 <Songe D'une Femme for soprano, clarin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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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n Cui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ersonal composition concepts and the unique musical 
expressions which employed by the composer himself are the main 
composition elements during the process of composition writing in 
order to convey the musical message persuasively. For example, 
Qigang Chen, one of the renowned Chinese composers, has obtained 
a high reputation in the contemporary music field because of his 
used of unique musical language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his composition. Composition such as <Iris Dévoilée>, manages to 
reflect the transition from the human’s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description for a female into unique musical expression. In this 
dissertation, the composition <Iris Dévoilée> will be used as the main 
example on exploring how the “emotional” expression has been 
employed and became the musical material in his composition.
 The research paper will be focused on analyzing the transition of 
human’s emotional expression into musical elements, together with 
the combin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usic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by hav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ix 
combination for Eastern and Western musical characteristic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explore and expand the music 
composition’s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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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earch paper will start by understanding on how the 
composer applied the human’s emotional expression into the musical 
expression in <Iris Dévoilée>, followed by analyzing female’s 
emotional feeling and expression in nine(Ingenious, Chaste, Libertine, 
Sensitive, Tender, Jealous, Melancholic, Hysterical, Voluptuous) 
different angles, and finally concluding with the unique musical 
expressions that discovered from the emotional expression.

keywords: Qigang Chen, identity, <Iris Dévoilée>, the combination of Eastern 
            and Western, emotion, female
Student Number: 2013-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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