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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악에서 창작음악의 영역은 현대에 이르러 여러 방면으로 확장

되어 왔으며 작곡가뿐만 아니라 연주자에게도 연구과제로 주목받

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금 창작곡 또한 수많은 연구와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을 분석하여 연주자들이 음악적 기법뿐만 아

니라 <들듬>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자 한다. 작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들듬>의 선율구조는 악곡의 흐름에 따라 크게 제시

부․재현부․종지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을 살펴

보면 제시부에 해당하는 제Ⅰ부분은 제1마디부터 제114마디까지

이며 주제선율들이 크게 ․․․ 네 단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현부인 제Ⅱ부분은 제115마디부터 제208마디로 제Ⅰ

부분과 유사한 선율이 자주 등장하며 ․․ 세 단락으로 구

성되어 있다. 종지부에 해당하는 제Ⅲ부분은 제209마디부터 제

304마디로 제Ⅰ부분과 제Ⅱ부분의 선율들이 변주되어 발전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와 새로운 선율로 종지하는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

둘째, 속도는 Free tempo로 연주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특징

이다. 리듬은 강박과 약박의 위치가 바뀌는 강약의 도치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강약의 도치현상은 이음줄․붙임줄에 의해

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전성․악센트․당김음․쉼표․셈여림․헤

미올라 순으로 도치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강약

도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박자를 가로지르는 활의 이어짐 속

에서 리듬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늘임표의 잦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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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소단위의 박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인해 기본

적인 박자틀 자체도 불규칙한 특징을 가져 더 자유롭게 느껴진

다.

셋째, 연주법은 운지법과 운궁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운지법

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악곡에서 d′․e♭′․e′․f′․g′․a′․a

♭′․b♭′․b′․c″․d″․e♭″포지션이 나타나며, 운지가 경과

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포지션에서 두 음 이상 연

주되는 포지션의 이동은 제Ⅰ부분에서 16회, 제Ⅱ부분에서 17회,

제Ⅲ부분에서 16회로 운지이동이 많이 일어났다. 운지이동이 많

이 일어난다는 것은 음이 도약하는 경우가 많고 선율의 진행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궁법을 분석한 결과 활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운지법․줄 간의 이동․이음줄․붙임줄에 영향

을 받았으며 한 프레이즈의 시작을 위해 악곡의 흐름에 맞는 선

에서 그 전 마디를 <넣는 활>로 끝내도록 어느 부분의 활을 변

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활의 방향은 음과 음사이의 관계․

프레이즈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부분적으

로 활의 방향은 연주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은 증음정․토속민요의 모

티브 등의 사용으로 한국의 토속적 맛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들듬>만의 선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악적이면서도 현대음악적인 특성이 양립하는 이해식

만의 개성이 나타난다. 주제선율의 반복적인 순환․연주자의 호

흡을 동반한 농현법․불규칙한 리듬구․강약 도치현상 등이 해금

고유의 운지법․운궁법과 만나 춤을 추는 듯한 리듬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특징들이 모여 작곡가의 사상이 담긴 음양구조가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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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의 의미

를 파악하고 특징을 잘 살려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창작곡을 분석하는 데에도 참고자료로써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해금, 창작곡, 들듬, 이해식, 선율분석, 연주법

학 번 : 2014-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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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해금 창작곡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음악체계와 연주

기법으로 작곡, 연주되어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대학 입시와

각종 대회에서도 시험곡의 한 장르로 출현하는 양상을 보이며 창

작곡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악계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도 해금이 자주 등장하게 됨으로써 대중들에게

익숙할 만한 해금 창작곡이 자연스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금 창작곡의 분석을 다루는 논문들이 다

수 나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성천․전인평․이해식․김희조․이

상규․황의종․김영재․주영위․조원행․이정면․이건용․김성

경․조주우․김승근․안현정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었다.

창작곡은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삼아서 정악이나 민속악 등의 느

낌을 충실히 살려 작곡된 곡과 전통음악에 바탕을 두되 서양음악

기법을 일부 또는 다수 활용하여 작곡된 곡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서양음악기법을 차용한 창작곡은 기존의 전통음악과는 음

계․시김새․농현․운지법․운궁법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연주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연주할 수 있는 여지

가 더 크다.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삼았다 하더라도 창작곡이라는 것이 서양

음악기법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

오는 대부분의 곡들은 서양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기법

들을 많이 차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창작곡의 영역이 동서양을

넘어서 작곡가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자

리잡아가는 움직임 때문에 사실상 동서양, 전통과 현대를 규정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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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자체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작곡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곡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악 창작곡을 작곡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이해식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6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로, 기존의 전통음악기법과

함께 바로크, 고전파 등의 서양음악 기법과 20C 현대음악 기법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구사한다. 또한 우리의 토속민요와 무속

음악의 채집을 통해 다양한 작곡기법을 탐구하여 이를 다양한 형

태의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독주곡․관현

악․국악과 합창․중주곡․국악기와 서양악기의 편성곡․무용음

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현대음악기법을 수

용하여 작곡한 그의 작품들이 전통음악 기법을 응용한 곡들과 크

게 구별되는 것은 다박자․다선법․다양한 전조․증음정의 사

용․박절을 벗어난 불규칙적 리듬구․불협화음의 사용 등에 의해

서이다.1)

위와 같은 작곡 스타일을 가진 이해식의 곡은 학술적으로도 가

치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이해식의 곡을 다룬 선행논문들2)이 다

1) 고수영, “이해식 해금독주곡 <춤사리기>의 음악분석과 연주기법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쪽. 

2) 황나리, “이해식 작곡 <달 춤> 분석”(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지애, “이해식 작곡 25현 가야고로 그리는 4장의 <춤그림> 분석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철, “이해식 피리 독주곡 「춤피리」의 분석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노승주, “이해식 작곡 <가야고와 장고를 위한 別風流> 선율 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화연, “이해식 대아쟁 독주곡 <아쟁 도스리기>의 음악구조와 연주법 연구”(한국예

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박혜신, “이해식 거문고독주곡 <바람의 강>의 음악구조에 관한 고찰”(한국예술종합학

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2).
민서호,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의 분석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1).
최재혁, “이해식의 25현 가야고와 거문고를 위한 "소리질내기" 분석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유숙경, “이해식 작곡 「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연구”(한양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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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곡은 전통성과 독창성, 예술성을 고루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구사하고

있어 최근 연주자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곡3)으로도 자주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해금 독주곡 중 <해금 독주를 위한

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서지은, “이해식 <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분석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유진, “이해식 25현금 독주곡 <나위사위> 분석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최보라, “이해식 작곡 18현금 독주곡 <금파람>의 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손윤선, “이해식 18현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1번>연주법 연구 : 리듬패턴에 따른 효

과적인 주법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효현, “가야금 독주곡의 장구반주 리듬분석 : 이해식 창작곡을 중심으로”(용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임소영, “이해식의 『술대굿』分析的 考察”(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장문정, “이해식 작곡 <해금을 위한 奚宮> 분석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서현수, “奚琴 獨奏曲 『사마다』의 分析 硏究”(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황규상, “이해식 作曲 「굿을 위한 피리」의 分析 硏究”(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허윤희, “이해식 작곡 「두레사리」의 國樂管絃樂法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노복순, “현대 가야금 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경향에 관한 연구 : 이성천 이해

식 나효신의 작품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정지영, “이해식 流 가야고 산조〈흙담〉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고수영, “이해식 해금독주곡 <춤사리기>의 음악분석과 연주기법 연구”(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선림,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제2번」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최명화, “李海植流 피리散調 <호드기> 硏究分析”(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김경희, “양금 독주곡 분석을 통한 주법 연구 : 이해식 '두 대의 양금을 위한 프리페

어드' 이성천 독주곡 58번 '겨울·봄·여름·가을' 중심으로”(용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1).

김옥주, “李海植의 중주곡 <三爲位相>의 리듬 연구”(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윤문숙, “奚琴 創作 獨奏曲의 比較·分析 : 이성천 작곡 <쥐구멍에 볕들어도>와 이해
식 작곡 <해금 산조 像>을 중심으로”(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수미, “신국악 창작곡에 관한 연구 : 이해식의 관현악곡 해동신곡을 중심으로”(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 2015년 동아국악콩쿠르 해금부문 본선곡 선정.



- 4 -

‘들듬’>은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이

하 <들듬>으로 표기함.)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연주자들이 음악적 기

법뿐만 아니라 <들듬>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을 연구대상

으로 삼았다. <들듬>은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거문고 독

주를 위한 ‘넘듬’>(이하 <날듬>․<넘듬>으로 표기함.)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을 나타낸 세 개의 음양 구조4) 시리즈 작품 중 하나

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2010년도에 작곡되었고 같은 모티브에

서 탄생한 위촉 초연곡으로써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그 중

해금 독주곡인 <날듬>과 <들듬> 두 작품의 개관을 살펴본 후

<들듬>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악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해식의 생애와 이해식의 작품세계에

관하여 간략히 다루고 그의 작곡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

서 악곡분석은 크게 선율분석과 리듬분석․연주법 세 가지로 나

누어 분석을 진행하겠다.

선율분석은 악보에 제시되어 있는 ∼단락을 악곡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며 조성과 음계․선율구조를 분석하

겠다. 선율구조는 선율 간에 나타나는 동일성․유사성․변이성을

비교 분석하여 파악하겠다.

리듬분석은 악곡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리듬형태를 종류별로

4) 작곡가는 <날듬>⋅<들듬>⋅<넘듬>은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며 호흡
을 의미하는 음양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과의 
인터뷰 내용 중.)



- 5 -

분석하여 정리할 것이다.

연주법은 운지법․운궁법으로 나누어 가장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분석을 진행하겠다. 그 중 운궁법은 초

연자 이승희의 것을 참고하여 필자의 것과 비교 분석한다. 본 연

구를 위해 작곡자의 자필 악보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사보를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작곡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취록으

로 정리한 것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작곡가의 의도와 최대한 일

치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겠다. 본고의 악곡분석을 토대로 작품에

서 쓰인 음악적 기법을 파악하고 나아가 작곡자가 추구하는 의도

와 음악적 성향 등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도출시킬 수 있는 방향

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II. 이해식의 생애 및 작품세계

한 작곡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경험과 삶을

통해 형성된 그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곡가가

가진 생각과 상상력을 악보에 옮기는 작업이 곧 작품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해식의 생애 및 작품세계를 정리하여 그 속에서 나

타나는 작품성향과 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3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한 이해식은 전후(戰後)

한국 농촌사회의 민속적인 환경을 접하며 성장했다. 전주

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1965년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했다. 국악과 소속이었으나 고

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서양음악 학습을 주로 했고, 대학

원에서도 양악 작곡공부를 했다. 즉 내적으로는 한국의 토

속정서를 체험하면서도 서양 전통의 작곡기법을 두루 섭렵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대학 4학년이던 1968년 동아콩쿨에

서 한국 음악콩쿠르 최초로 서양작곡 부문(1등 없는 2등)

과 그 해 신설된 국악작곡 부문에서 동시에 입상을 했다.

1970년대 KBS-FM 국악방송 프로듀서 시절, 그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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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위해 향토음악을 직접 채집하기도 했고, 밤에는 창

작에 전념하며 작곡가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았다. 「해금

을 위한 ‘상’」(像)(1977), 「해동신곡」(海東新曲)(1979)과

같은 수작(秀作)들이 이 시절에 탄생했다. 1981년 영남대

학교 국악과 교수로 부임한 이해식은 일련의 ‘굿’시리즈를

내어놓고, 1986년의 무용조곡 「흙」을 기점으로 무용을

위한 음악창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작곡교수인

그는 댄스스포츠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5)

위의 작곡가의 생애에서 볼 수 있듯이 작곡가는 어릴 적 경험을

통해 토속적인 정서를 가지면서도 서양작곡기법을 공부하여 현재

이해식만의 작품철학을 설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해식의 학술논문인 “prism을 통해서 본 내 작품의 색깔에 관

하여”에서 나타나는 이해식의 작곡철학은 다음과 같다.

“나의 작품이 어떤 연주 매체를 선택하든 창작은 나의 인

생을 해설하고 재현하는 무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작곡의

도나 작품성향을 ‘신국악’이나 ‘창작음악’의 어느 쪽으로도

한정하고 싶지 않음은, 악기의 선택에 따라서 작품의 동서

를 구별함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럴 필요

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만의 색깔에 중요

한 의미가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색깔이란 작곡

자의 개성을 의미한다.”6)

위의 글과 같이 이해식은 작품을 어떠한 장르로 한정짓는 것을

지양하며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즉 작곡자의 개성을 중

요하게 여기고 있다. 동서양의 구분 없이 여러 방면을 연구하고

학습하였던 그의 이력은 이러한 작품철학을 반증하고 있다.

5) 이해식, 『민요와 국악작곡』, 영남대학교출판부, 2014, 516쪽.
6) 이해식, "prism을 통해서 본 내 작품의 색깔에 관하여", 『한국음악연구』 제31집 

(한국국악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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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곡가 이해식에 대해 설명한 윤소희의 글이다.

“작곡자 이해식은 다양한 장르에 걸친 다작의 작곡가이

다. 그의 작품들은 참으로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구하게 지속되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다

름 아닌 굿, 춤, 바람이다. (…중략…) 이렇듯 매사를 유희

로 보는 태도들은 그의 작품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

다.

이해식은 한국의 토속적인 음악 재료를 자신의 창작의 근

거로 삼으면서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현대음악의 흐름

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는 현대음악의 흐름을 자신의

음악적 방법으로 수용하면서도 음악의 근본 뿌리를 철저하

게 한국 토속음악에 둠으로써 주체적인 수용의 좋은 예를

보이고 있다.”7)

위와 같이 작곡가 이해식은 그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

게 묻어나오는 한국의 토속적 음악 재료를 어떠한 장르에 한정

짓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독창

적인 음악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위의 글에서 굿․춤․바람이라

는 주제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유희성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다른 해금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지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작곡가 이해식은 최초의 해금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8)을 시작으로 해금독주곡 <사마다>(SAMADA)9), 해금합주

곡 <해궁>10), 해금독주곡 <춤사라기>11), 해금독주곡 <날듬>12),

7) 윤소희, 『국악 창작곡 분석』 (서울 : 어울림, 1999).
8) 1977년 11월 30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대 국악과 정기연주회

에서 양경숙이 초연하였다. 
9) 1985년 12월 6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국립국악원 제67회 무형문화재 정기

공연에서 강사준이 초연하였다.
10) 1998년 9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국립국악원 해금역사축제에서 경

기도립 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11) 1999년 10월 2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99‘ 해금연구회정기연주회에서 

안희봉이 초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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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독주곡 <들듬>13)의 해금 창작곡들을 작곡하였다. 다음 <표

1>은 이해식의 해금 창작곡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곡명 초연일시 초연공연명 초연자 초연장소

해금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
1977.11.30.

제19회

서울대음대

국악정기연주회

해금/양경숙
국립극장

소극장

해금독주곡

<사마다>

(SAMADA)

1985.12.6.

국립국악원

제67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해금/강사준
국립극장

소극장

해금합주곡

<해궁>
1998.9.23.

국립국악원

해금역사축제

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독주곡

<춤사리기>
1999.10.27.

99‘ 해금연구회

정기연주회
해금/안희봉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
2010. 6. 4.

노은아

해금독주회

해금/

노은아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2010. 10. 9.

이승희

해금 독주회

해금/

이승희
토탈미술관

<표 1> 이해식의 해금 작품

이상으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작곡된 이해식의 해금 작품 6곡

을 정리해보았다. 작곡가는 <해금을 위한 ‘상’>ㆍ<사마다>ㆍ<해

궁>ㆍ<춤사리기>에서 공통적으로 춤을 모티브로 작곡하였다.14)

12) 2010년 6월4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노은아 해금독주회에서 위촉 초연되
었다.

13) 2010년 10월 9일 토탈미술관에서 열린 이승희 해금독주회에서 위촉 초연되었다.
14) 작곡가의 작품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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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작품마다 민요ㆍ굿ㆍ해낭 등과 같이 토속적인 여러 요소들과

결합하여 ‘춤’을 주제로 즐겨 사용하였다. 이는 평소에 댄스스포

츠를 즐겼던 이해식의 춤에 대한 사랑이 작품에서도 발현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III.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의 작품분석

1. 작품개관

본격적인 악곡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들듬>에 관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은 2010년 10월 9

일 토탈미술관에서 열린 이승희 해금독주회에서 위촉 초연된 해

금독주곡 작품이다. 음양 구조 시리즈15) 중 하나인 <들듬>은

<날듬> 이후에 작곡되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닫이문’, ‘여닫이문’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들듬’

또한 ‘날듬’과 함께 쓰이는 개념으로 ‘드나듬’ 즉, 들어오고 나간

다는 의미를 가진다. 들어오고 나감, 해금의 빼고 넣는 활의 모습

등에서 음양이 양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16)

두 작품의 해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날듬>의 작품해설이다.

‘날듬’은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가는 드나듬이다. 작

곡자가 생겨난 곳에서는 날이 밝아올 때도 ‘날이 든다’고

말한다. 날듬과 드나듬은 호흡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작곡

15) 작곡가는 <날듬>⋅<들듬>⋅<넘듬>은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며 호흡
을 의미하는 음양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과의 
인터뷰 내용 중.)

16)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과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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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명암이고 대비(contrast)이다. 연속적인 날듬과 드

나듬의 순환이 춤이며 연주이고 보면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은 넘나듬의 춤사위를 그리는 해금의 거듭남(born

again)이고 지극한 생명활동이다.17)

다음은 <들듬>의 작품해설이다.

만유(萬有)는 순환한다. ‘들듬’은 해금으로 실천하는 들고

나면서 순환하는 음양양립(陰陽兩立)이요 생명현상을 이름

이다. 해금독주곡 ‘들듬’은 자유를 추구하는 산문적인 작품

이다. ‘들듬’을 작곡하는 동안은 내내 자유를 추구하는 춤

을 추는 시간이었다.

위의 작곡노트를 종합하여 보면 이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은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며 호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음양을 나타내는 것이다.18) 두 작품 모두 순환 속에서 춤

과 생명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동적인 느낌

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듬>은 총 304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주자가 제1마디부터

제303마디까지 해금독주 후에 제304마디에서 탬버린이나 종과 같

은 타악기를 치면서 독주를 끝낸다.

악곡은 따로 장별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부터 까지 단락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박자는 ․단락에 9/8, 단락에 5/8박자

만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에는 박자표시가 없고 단위박이 변하

는 부분만 표시되어 있다. 속도는 처음부터 Free즉 자유템포로

제시되어 있으며 중간에 변하는 부분만 따로 적혀있다. 작곡가가

제시해놓은 조현법은 유현 개방현 e음, 중현 개방현 A음이다. 악

곡의 대략적인 구성을 단락별로 정리하였다.

17) 민서호, 앞의 논문, 8쪽.
18)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과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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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은 제1∼21마디이며 자유속도이다. 박자표시는 없지만 각

마디를 보면 3/4과 4/4가 섞인 혼합박자이다. a음부터 f‴음까지

의 음역으로 구성된다.

단락은 제22∼58마디이며 3/4, 4/4, 5/4가 섞인 혼합박자로 구

성된다. 와 같이 C Major이며 음역은 g음부터 f″음까지이다.

단락은 제59∼101마디이며 G Major이고 음역은 d′음부터 c″

음까지이다.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Largo 속도로 종지한다.

단락은 제102∼114마디이며 A♭ Major이고 음역은 a♭음부터

c″음까지이다. 박자는 (♩.)의 단위박을 가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9/8박이다.

단락은 제115∼136마디로 구성된다. 제115부터 제125마디까지

는 조성이 전과 같고 단위박이 (♩)였다가 제124마디에서 조성과

박자가 각각 D♭ Major, 9/8박()으로 바뀐다. 음역은 g♭음부터

c″음까지이다.

단락은 제137∼165마디이며 단위박이 다시 (♩)으로 바뀐다. 조

성은 전과 같고 음역은 b♭음부터 g′음까지이다.

단락은 제166∼208마디이며 3+2박자인 엇모리로 전과 같은 조

성이며 제205마디에서 A♭ major로 조성만 바뀐다. 음역은 f′음

부터 d″음까지이다.

단락은 제209∼278마디이며 E♭ Major이다. 박자는 2+3박자의

엇모리이며 제234마디에서 (♪=♩)의 속도로 단위박이 (♩)으로

바뀌며 단락가기 전인 제274마디부터 Largo로 느려진다. 음역

은 b♭음부터 c″음까지이다.

단락은 제279∼304마디이며 전과 같은 조성과 단위박을 가진

다. 자유속도로 시작하여 제287마디에서 Allegro로 빠르게 몰다가

마지막 두 마디를 느리게 풀어주고 타악기를 치며 악지19)를 알린

다. 음역은 d′음부터 c″음까지이다.

19) 서양음악에서 곡의 종결을 의미하는 종지를 국악에서는 ‘악지’(樂止)라고 표현한
다.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과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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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2>는 위의 내용을 각 단락별 선율구조로 나타낸 표이

다.

단락 마디 박자(단위박) 조성(음역) 빠르기

 1∼21

(♩)

C Major

(a∼f‴)

Free,

Largo

 22∼58
C Major

(g∼f″)

 59∼101
G Major

(d′∼c″)

 102∼114 9/8()
A♭ Major

(a♭∼c″)

 115∼136 (♩․)

A♭ Major,

D♭ Major

(g♭∼c″)

Free 137∼165 (♩)
D♭ Major

(b♭∼g′)

 166∼208 엇모리(3+2)

D♭ Major,

A♭ Major

(f′∼d″)

 209∼278
엇모리(2+3),

(♩)

E♭ Major

(b♭∼c″)

Free,

Largo

 279∼304 (♩)
E♭ Major

(d′∼c″)

Free,

Allegro

<표 2> <들듬>의 단락별 선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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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분석

악보에 제시되어 있는 단락별로 나누어서 선율분석을 진행하도

록 하겠다. 단락별 선율분석을 통해 단락을 큰 단위로 묶거나 단

락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선율들을 세분화하여 전체적인 선

율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악곡의 흐름에 따라 단락을 큰 부분

(제시부․재현부․종지부)으로 묶는 경우는 로마 숫자로 표기

(Ⅰ․Ⅱ…)하고 단락 안의 세부선율은 소문자 알파벳(a, b…)으로

표기한다.

가. 단락의 선율구조 (제1∼21마디)

다음에 나오는 <예보 1>과 같이 제1∼제8마디까지는 큰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등장하는 선율로써 첫 번째 주제선율이다. 조성은

C Major이며 구성음은 e․f․g․a․b이다. 첫 음이 e′로 시작

하며 두 옥타브의 단계를 거치며(e″․e‴) 자주 등장하는 음이

e이고 마지막은 a음을 길게 지속하며 끝내는 것으로 보아 주요음

은 e․a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2마디에서 b음이 강하게 등장하

여 b음의 비중을 암시한다.

제1마디에서 e′음을 농현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한 옥타브

위 f″음이 글리산도(glissando)를 거쳐 짧고 강하게 등장하고 다

음 마디에서는 b음을 깊고 얕게 풀었다 조이는 농현을 지속한 후

한 옥타브 위 g″음이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여 경과음을 강조시

키는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다. 제3∼4마디에서 e″음을 지속시

키다가 제5마디에서 두 옥타브 위 f‴경과음을 거쳐 두 옥타브

위 e‴로 강한 농현을 하며 고조시키다가 제7∼8마디에서 두 옥

타브 아래로 다시 내려와 극적인 대비효과를 나타내며 종지한다.

따라서 제1마디부터 제8마디까지를 단락의 첫 번째 주제선율

인 (-a)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보 1> 제1∼8마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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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2>를 보면 제9마디에서 a′-f#′로 가는 단3도

진행이 경과음으로 짧게 처음 등장한다. f#′과 a′의 이음줄

(slur)로 인해 단3도 하행이 아닌 상행하는 느낌을 준다. 단3도

진행의 등장은 뒤에 나올 선율의 음악적 암시라 볼 수 있다. 제9

∼10마디의 선율이 제11∼12마디에서 d″음과 g″음에 전성이

붙는 변화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단3도 상행하여 반복되고 마지막

g″음을 한 옥타브 올려 고조시키며 b″음으로 종지한다. 이 둘

의 관계는 유사한 리듬과 선율진행을 가지는 모방관계이다.

제13마디에서 b음을 길게 뻗으며 종지의 느낌을 주므로 제9마디

부터 제13마디까지를 하나의 주제선율인 (-b)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제14마디부터는 지속된 한 옥타브 위 b″음을 첫 음으로

다시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행한다. 제14∼17마디에 거쳐 표시된

부분과 같이 a″-f#″․c″-a′로 하행하는 단3도 하행이 주로

등장한다.

<예보 2> 제9∼17마디(-b․-c)



<예보 4> 제22∼27마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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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3>은 e″음을 거쳐 b′음으로 종지하는 형태를

두 번 반복하여 보여주는데 마지막 제21마디에서 b′음을

지속시키다가 e′음을 추가적으로 내는 겹음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b음 종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종지 부분이며 위 <예보 2>의 제14마디부터

<예보 3>의 제21마디까지를 단락의 종지선율인 (-c)로

나눈다.

<예보 3> 제18∼21마디(-c)

종합하여 보면 단락은 하나의 프레이즈로 묶일 수 있는 선율이

a․b․c로 3개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나. 단락의 선율구조 (제22∼58마디)

아래의 <예보 4>에서는 주로 e․g․a․c․d의 구성음으로 되어

있으며 표시된 부분과 같이 a′-g′․d″-c″로 하행하는 부분

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당김음과 이음줄(slur)로 인한 강약의 도

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26∼27마디는 다음 선율

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d″음을 지속시키다가 앞의 동기들과

는 대비적으로 아래 음에서부터 상행하여 다음 마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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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마디는 구성음에서 벗어난 f″음이 강하게() 등장한다. 제

28∼30마디까지는 작은 단위의 동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6분음표와 8분음표 안에서도 이음줄(slur)로 인한 강약의 도치가

일어나며 16분음표 안에서의 붓점으로 인해 생동감 있고 해학적

인 느낌을 준다. 제31마디에서 아래 <예보 5>의 주요음인 d′음

을 늘이며 하나의 프레이즈를 종지한다.

따라서 위 <예보 4>의 제22마디부터 아래 <예보 5>의 제31마

디까지를 (-d)로 나눈다.

<예보 5> 제28∼31마디(-d)

아래의 <예보 6>의 제32마디에서는 다시 e″음에 전성(轉聲:

시김새)과 가 붙으면서 e″음이 강조되며 제32∼33마디에 걸쳐

붓점으로 a′음을 강조하면서 라와 미를 주요음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그러나 종지는 b′음으로 끝냄으로써 독특한 선법을

구현하고 있다. 제32마디부터 종지가 나타나는 제35마디까지

(-e)선율로 나눈다.

<예보 6> 제32∼35마디(-e)

다음에 나오는 <예보 7>을 보면 제36∼41마디를 한 옥타브

내려서 제47∼52마디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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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제48마디에서 e″음 대신 f′음이 출현하는데 이는

다음 <예보 8>에서 다룰 제53∼54마디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위한 f′음의 전조(前兆)로 보인다. 또한 제39마디와 제50마디의

표시한 부분이 서로 반진행이다.

<예보 7> 제36∼41마디(-f)와 제47∼52마디(-f′) 선율 비교

아래의 <예보 8>도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낮춘 유사 선율로

진행하지만 표시된 부분에서는 e″음이 f′음으로 대체된 점,

제53마디에서 f′음이 강조되며 길게 지속되며 점차 확대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반복선율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변주되는 경향이 보인다. 제56마디부터 제58마디까지의 선율은

제44마디부터 제46마디까지의 선율과 서로 반진행하여 점차

상행하다가 e′음과 a′음 중심으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제36∼46마디의 선율과 제47∼58마디의 선율은

유사선율로써 큰악절(phrase)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두 선율을

각각 (-f)와 (-f′)로 나눈다.

<예보 8> 제42∼46마디(-f)와 제53∼58마디(-f′) 선율 비교



<예보 9> 제59∼66마디(-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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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단락은 d․e․f․f′의 4개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 단락의 선율구조 (제59∼101마디)

단락은 G Major로 조바꿈이 일어난다.

아래의 <예보 9>에 제시된 선율의 주요음은 b․e․f#(미․라․

시)로 앞의 ․단락과 같은 음구조를 가지지만 완전4도부터

단7도까지의 음역을 리드미컬하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테마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이는 (-g)선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6분음표의 첫 박에서 나타나는 쉼표와 이음줄(slur), 마디와 마

디를 잇는 붙임줄, 8분음표를 잇는 이음줄로 인해 마디의 경계를

허무는 강약의 도치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서 리드미컬한 느낌을

준다.



다음의 <예보 10>에서는 점차 b음(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주

요음이 a․e음(레․라)으로 이동한다. 특이점은 f음에 ♮이 붙으

면서 시♭음이 등장한다. 앞서 나온 방식처럼 새로운 음을 짧게

제시하면서 다음에 나올 새로운 선율에 대한 전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67∼68마디에서는 8분음표 뒷 박의 악센트(accent)로 인

해 강약의 도치가 더욱 강조된다.

또한 위의 <예보 9>에 나왔던 16분쉼표가 자주 등장하고 제70마

디부터는 붓점까지 추가되어 리듬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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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마디에서는 제70∼71마디의 선율을 한 옥타브 내려 다음

선율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하행한다.

<예보 10> 제67∼74마디(-g)

아래의 <예보 11>은 c․b․f#․e 4개의 음으로 구성된 동기가

정박으로 반복되어 앞의 리듬과 대조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

를 맺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단락에서도 나왔듯이 제

76마디에서도 ‘파’에 강약을 주어 선율에서 벗어난 느낌을 준다.

제78∼79마디와 제81∼82마디에서 f♮″이 또 다시 길게 등장하여

시♭음 종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시♭음이 시작될 것을

암시한다. 제75∼79마디의 하강 진행을 제80∼82마디에서 더 하

강된 반복을 통해 종지의 분위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예보 11>

은 한 패시지(passage) 안에서의 작은 종지 역할을 한다.

<예보 11> 제75∼82마디(-g)

따라서 제59마디부터 종지선율이 나오는 제82마디까지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보아 (-g)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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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12>에서는 새로운 주제인 (-h)선율이 제시된

다. 특이점은 c#음의 등장으로 증4도 진행이 나타나 선율에서 벗

어나는 효과를 준다. 여기에서 강약의 도치는 16분음표의 붙임줄

과 8분음표의 이음줄로 인해 나타나며 악센트와 전성으로 도치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예보 12> 제83∼86마디(-h)

앞의 <예보 12>에서 마지막 마디의 a′․c″음을 이어서 아래

의 <예보 13>와 같이 발전시킨 후 다시 (-g)의 뒷부분(제69마

디부터 제82마디까지의 선율)과 유사한 주제선율이 변주되어 이

어진다. 표시한 부분은 (-g)와 다른 선율이 추가된 것으로 마

디 안의 동기를 한 번 더 반복하거나 마지막 음을 모티브로 새로

운 선율을 추가하거나 박자를 길게 변형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확

대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보 13> 제87∼99마디(-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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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14>의 제100마디는 앞에 나온 작은악절의 첫 마

디를 느리게(Largo) 반복하여 연주함으로써 본 선율의 마무리와

동시에 다음 선율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다. 시♭(f

♮)음 종지는 다음에 나올 조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83마디부터 제101마디까지를 (-h)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보 14> 제100마디(-h)

종합하면 단락은 g․h 2개의 선율로 구성된다.

라. 단락의 선율구조 (제102∼114마디)

단락은 A♭ Major로 조성이 바뀌고 혼합박자가 나타나지 않

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9/8박자로 유지된다. 경기도 고양군 농요

중 ‘호미걸이 소리’의 긴소리를 모티브로 차용한 부분20)이 나타나

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예보 15>를 보면 제101마디에 G Major의 f♮음이 A♭

Major의 ‘라’음으로 연결되어 이어지면서도 9/8박자와 로 인해

정적이고 고요한 분위기와 대비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준

다. 따라서 제102마디부터 새로운 (-i)선율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의 인터뷰 내용 중.



<예보 15> 제101∼105마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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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보 15>는 작곡가가 경기도 고양군 농요 인 ‘호미걸이

소리’의 긴소리를 모티브로 하여 작곡한 부분이다. <들듬>의 긴

소리와 ‘호미걸이 소리’의 긴소리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아래의 <예보 16> 호미걸이의 긴소리 선율을 보면 주요음이

‘솔-라-도-레-미’로 경기민요의 전형적인 음계인 솔음계가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듬의 긴소리도 A♭ Major의 솔음계로

이루어진다. 음계를 차용하였지만 <들듬>에서는 ‘파’와 ‘시’를 사

용하여 차별성을 두었으며 긴 박자가 많은 호미걸이 소리와 달리

<들듬> 고유의 리드미컬한 8분박을 살린 리듬구를 사용하여 전

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따라서 호미걸이의 긴소리 음계를 새로운 리듬구․음정과 결합하

여 들듬 고유의 변형된 긴소리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보 16> 고양 송포호미걸이 대동놀이 중 김매기 소리의 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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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보 17>의 전체적인 선율을 보면 c․b․a를 주음으로

여러 동기를 변주하며 점차적으로 하강 진행하고 있다. 하강의

폭이 가장 크고 마지막 종지음인 b의 길이가 매우 길며 로 매

우 조용히 진행함으로써 종결의 특징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로써

i선율(제106∼114마디)은 단락만의 종결뿐만 아니라 악곡의 처

음부터 단락까지의 마무리를 위한 작은 종결부라는 것을 증명

한다.

<예보 17> 제106∼114마디(-i)

이와 같이 단락은 규칙적인 9/8박자로 새로운 주제선율을 제

시함으로써 종결과 시작의 착각에서 오는 유희와 하강진행에서

오는 긴장의 이완으로 악곡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조성이 A♭

Major로 전조되어 다음 선율을 연결 짓는 다리역할을 하는 단락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락은 ․․까지의 단락과 연결되어 악곡을 큰

단위로 나눌 수 있는 작은 종지부로써 코데타(codetta)21)에 해당

한다. 또한 ∼단락에서 새로운 선율들이 여러 번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락은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와 같은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시부와 코데타를 악곡의 큰

21) 종지의 축소어로서 짧은 종지를 가끔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보통으로는, 예를 
들어 소나타형식의 제시부나 3부형식의 느린 악장 첫 부분 등의 종결 패시지를 
말한다.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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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인 제Ⅰ부분으로 나눈다.

지금까지 제Ⅰ부분의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부분 단락 선율구성 마디 박자 조성(음역) 빠르기 역할

Ⅰ


a 1∼8

(♩)

C Major

(g∼f‴)
Free

제시

b 9∼13

c 14∼21


d 22∼31

e 32∼35

f 36∼46

f′ 47∼58


g 59∼82

G Major

(d′∼c″)h 83∼101 Free,

Largo

 i 102∼114 9/8()
A♭ Major

(a♭∼c″)
Free 코데타

<표 3> 제Ⅰ부분의 선율구조



<예보 18> 제1∼8마디(-a)와 제115∼123마디(-a′)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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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락의 선율구조 (제115∼136마디)

아래의 <예보 18>을 보면 제115∼123마디는 제Ⅰ부분의 시작인

(-a)선율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므로 제115∼123마디까지 (
-a′)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부터 같은 음

계로 옥타브만 다르게 진행하며 제121∼123마디에서만 추가 선율

이 나타난다. 이 추가 선율은 아래에서 다룰 다음 마디의 음과

연결된다.





다음에 나오는 <예보 19>를 보면 단락의 i선율이 단락에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어 (-i′)선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시된 부분만 차이가 나타나는데 같은 음으로 반복된 구간

은 단조로움을 피해 다양한 음정으로 변주되었고 리듬꼴도 분할

하는 변화가 있다. 특히 제127마디는 높은 음정의 선율을 연결하

기 위해 a음에서 d″음까지 11도 상행하는 큰 도약이 나타난다.



<예보 19> 제102∼105마디(-i)와 제124∼127마디(-i′) 선율 비교

- 26 -



아래 <예보 20>의 비교된 부분을 보면 선율과 리듬꼴이 유사한

형태로 변주된 것을 볼 수 있다.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과 같이

박자가 분할되어 빠른 박으로 축소되거나 겹음이 나타나는 식으

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모 표시된 부분은 박을 늘려서

한 호흡 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다음에 나올 빠른 박자와

대비되어 다음 리듬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보 20> 제105∼114마디(-i)와 제128∼136마디(-i′) 선율 비교



<예보 21> 제32∼35마디(-e)와 제137∼140마디(-e)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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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사한 선율로

진행하므로

(-i)와 (-i′)의 두 선율은 서로 유사선율 관계이다.

종합하면 단락은 a′․i′ 2개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바. 단락의 선율구조 (제137∼165마디)

아래의 <예보 21>을 보면 제32∼35마디의 (-e)선율과 제137

∼140마디의 (-e)선율은 조성만 다르고 음계와 박자는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두 선율은 동일선율이다.



이러한 반복은 다음의 <예보 22>에서 볼 수 있듯이 제36∼46마

디의 f선율과 제141∼151마디의 f선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음계와 박자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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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2> 제36∼46마디(-f)와 제141∼151마디(-f) 선율 비교

f′선율에서는 아래 <예보 23>의 네모 표시된 부분만 새로 추

가된 선율이고 동그라미로 연결된 부분은 변주된 부분이며 나머

지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155마디에 출현하는 g♮′음은

증음정으로써 제Ⅰ부분에서 출현한 f#의 역할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5∼56마디에서 단조로운 정박자였다면 제162∼163마

디에서는 분할 변주하여 당김음을 사용한 리듬감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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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3> 제152∼165마디(-f′)와 제47∼58마디(-f′) 선율 비교

따라서 단락은 단락의 e․f․f′ 3개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

는데 변주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선율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예보 24> 제166∼180마디(-j)와 제181∼191마디(-j′)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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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락의 선율구조 (제166∼208마디)

앞의 단락의 마지막 음정을 이어받아 단락에서는 새로운 테

마가 다시 등장한다. 앞에 나온 4분박의 속도를 새로운 주제선율

로 아래의 <예보 24>에 나온 점4분박의 속도와 같게 하여 빠른

엇모리로 연주한다. j의 큰악절이 다시 한 번 변주형식으로 반복

되어 j′와 같은 선율로 나타난다. 네모 표시한 부분이 새로운 선

율이 나타난 부분이고 나머지 선율은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음정만 약간의 변화가 있다. 제177마디에서 3+2박이 아닌 2+3

박이 한번 나타나면서 다음 나오게 될 박자를 예고한다. 제188∼

191마디에 걸쳐 겹음정이 두 번 반복되며 곡의 분위기가 고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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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25>에서 보면 제192∼197마디의 (-b′)선율은

제9∼13마디의 (-b)선율과 리듬형․음 진행이 유사하게 가는데

표시된 부분과 같이 앞의 리듬을 추가하거나 도약하는 음정 폭을

증가시켜서 확장 진행한다.

<예보 25> 제9∼13마디(-b)와 제192∼197마디(-b′) 선율 비교

다음에 나오는 <예보 26>을 보면 연결된 표시부분이 서로 연관

관계로써 (-c)의 주요음을 분할시켜 전체적으로 (-c′)선율

이 (-c)의 축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98∼199마디와

제200마디는 각각 제14∼15마디와 제16마디의 축소 형태로써 시

가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남는 박에는 연결된 네 음정 중 가운데

두 음정(두 번째․세 번째 음정)을 한 번씩 반복하여 변주되었다.

제201∼202마디와 제203∼204마디는 각각 제18∼19마디와 제20∼

21마디의 변주형태로 같은 음계를 유사한 시가로 진행한다. 또한

제205마디는 네모 표시한 부분과 같이 2박자가 먼저 나오며 2+3

의 엇모리로 바뀐다.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나오는 2+3의 엇모리

를 한 번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축소형이 나오는 변주

방식도 다음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변주방

식 또한 음악적 암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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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6> 제198∼208마디(-c′)와 제14∼21마디(-c) 선율 비교

따라서 단락은 j․j′․b′․c′4개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면 단락과 단락 모두 제Ⅰ부분의 구조와 유사하

거나 동일한 선율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락은 j와 j′의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지만 마무리는 다시 제Ⅰ부분의 선율을 모방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이를 통해 ․․단락은 제시부인 제Ⅰ부

분을 약간의 변화만 주어 유사하게 반복하는 재현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락은 재현부인 제Ⅱ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제Ⅱ부분의 선율구조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예보 27> 제22∼31마디(-d)와 제209∼218마디(-d′)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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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단락
선율

구성
마디 박자

조성

(음역)
빠르기 역할

Ⅱ

 a′ 115∼123 (♩)

A♭Major,

D♭Major

(g♭∼c″)

Free 재현

i′ 124∼136 ()


e 137∼140

(♩)f 141∼151

f′ 152∼165


j 166∼180

엇모리

(3+2)

j′ 181∼191

b′ 192∼197

c′ 198∼208

<표 4> 제Ⅱ부분의 선율구조

아. 단락의 선율구조 (제209∼278마디)

아래의 <예보 27>을 보면 전체적으로 (-d′)선율은 (-d)선

율의 축소판이다. 단락의 당김음을 단락에서는 분할시킴으로

써 더욱 생동감 있게 변화한다. 또한 앞의 단락에서 주로 3+2

의 엇모리였던 박자가 아래 <예보 27>의 단락과 같이 2+3의

엇모리로 바뀐다. 단락의 선율은 정박인 3+2로 진행하지만 
단락에서는 분할된 당김음의 2+3박이기 때문에 더욱 리드미컬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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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오는 <예보 28>의 다음 선율도 단락의 가락을 표시

된 부분처럼 박자를 분할하여 변주된 선율이 이어서 진행한다.

제32마디의 표시된 부분은 제219마디에서 절반으로 분할하여 박

이 빨라지며 제33마디의 붓점 두 박이 제220마디에서는 하나의

단위박 안에 축약하여 당김음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e)은

주제선율을 담담하게 풀어내어 제시하는 느낌이라면 (-e′)선

율은 주제선율을 리드미컬하게 발전시켜서 생동감을 주게 된다.

<예보 28> 제32∼35마디(-e)와 제219∼222마디(-e′) 선율 비교

아래의 <예보 29>에서도 축소하는 변주방식이 나타난다. 다만

차이점은 표시한 부분처럼 종지음을 추가하여 한 구절이 끝나고

새로운 선율이 올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 종지음에서는 로 강

하게 연주하여 종지의 느낌을 강조한다.

<예보 29> 제36∼42마디(-f)와 제223∼226마디(-f′)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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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30>의 (-e″)부분은 전에 나온 (-e′)선율의

한 옥타브 아래로 변주된 반복이다. 제229마디부터는 표시한 부

분과 같이 선율을 마무리하기 위한 동기가 추가되며 마지막은 상

승된 겹음정을 통해 고조되는 느낌으로 맺는다.

<예보 30> 제219∼222마디(-e′)와 제227∼233마디(-e″) 선율 비교

다음의 <예보 31>에서도 (-g)와 (-g′)선율이 조성과 음높

이만 다르고 리듬꼴과 선율진행이 유사하게 진행한다. G Major

인 (-g)선율이 E♭ Major인 (-g′)선율로 변주되었는데 음계

는 같지만 음정이 완전7도 증가하여 (-g′)선율이 더 밝은 분

위기를 가진다. 두 선율의 차이점은 표시된 부분과 같이 제67마

디에서 높은 음역대가 유지되는 선율과는 달리 제242마디에서는

다시 하강 진행하다가 (-g′)의 처음 선율로 연결된다.



<예보 31> 제59∼68마디(-g)와 제234∼243마디(-g′)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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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오는 <예보 32>에서도 위의 <예보 31>과 같이 (
-g)의 선율이 (-g)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g)에서는 (-g)의 표시된 부분만 생략되었으며 두 선율은

조성만 다르고 음계와 박자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이 두 선

율은 동일한 g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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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2> 제69∼82마디(-g)와 제244∼256마디(-g) 선율 비교

제Ⅰ부분에서 나왔던 (-h)선율은 제Ⅱ부분에서 다음에 나오는

<예보 33>의 (-h′)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 반복된다. 표시된

부분처럼 16분음표로 분할된 부분은 가운데 박이 긴 당김음으로

변화하였고 변화된 박자에서는 a♭′을 주요음으로 한 변주가 나

타난다.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리듬구와 선율진행을 가졌으며 첫

마디에 증음정이 나타나는 것 또한 동일하여 유사 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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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3> 제83∼87마디(-h)와 제257∼261마디(-h′) 선율 비교

다음에 나오는 <예보 3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서 나온 (-

h′)가 변주된 선율이 (-h′)에서 반복되어 유사성이 나타난

다. 변화한 점은 단락에서 제94마디의 선율이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처럼 제88마디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반복하지만 단락에서
는 제268마디의 선율이 제262마디의 선율과 같은 음으로 반복되

며 선율이 점차 상행하다가 다음 선율로 연결된다. 네모 표시된

부분과 같이 제267마디에서 단7도 상승하여 첫 박이 쉼표인 16분

음표 악구로 이어진다. 이것이 상승 반복하여 다시 긴장감을 고

조시켰다가 제269∼제273마디까지 4분음표 한 박자로 앞과 대비

되는 정적인 선율이 나타나며 제274마디부터 같은 선율을 한 옥

타브 내려 Largo로 반복하여 종지의 느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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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4> 제88∼101마디(-h′)와 제262∼278마디(-h′) 선율 비교

단락은 새로운 주제선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앞에서 제시

되었던 선율의 리듬을 축소시킨 변주방식으로써 박자가 빨라지는

느낌을 주어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더욱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선율이 발전된다. 또한 E♭ Major로 조성이 변화하여 새로운 분



<예보 35> 제1∼8마디(-a)와 제279∼286마디(-a′) 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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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낸다. 종합하면 단락은 d′․e′․f″․e″․g′․h′

6개의 선율로 구성된다.

자. 단락의 선율구조 (제279∼304마디)

악곡의 종지부로 종지(coda)22)에 해당하며 a″․k 2개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 모티브의 재현이 일어난 후 새로운 선

율을 Allegro로 몰아서 악지한다. 마지막 마디에서 완전한 악지를

의미하는 타악기가 등장한다.

단락에서는 아래의 <예보 35>와 같이 a의 선율이 재현된다.

첫 시작인 (-a)선율의 농현은 더 격렬하고 깊지만 단락에서
나타나는 농현은 비교적 잔잔하다. 악곡의 시작과 끝을 구분 짓

는 분위기가 농현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단락 제285마디에서

증음정이 출현한 점이 다르다.





22) 종지: 이탈리아어의 '꼬리'에서 유래된 말로, 곡 끝에 결미로서 붙여지는 부분을 
말한다. 느린 악장에서는 보통 에필로그가 되고, 빠른 악장에서는 최후의 클라이
맥스를 형성하기 위해 템포를 다그치는 수가 많다(스트레토). (음악대사전, 세광음
악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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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36>은 악곡의 종지부로써 새로운 선율을 Allegro

로 점차 상행하다가 서서히 하행하는 선율진행을 반복하며 ‘시’음

으로 끝낸다. 제304마디에서 연주자가 종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완전한 악지를 알린다. 연주자가 악지에 타악기를 치는 것은 작

곡가의 개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23)

<예보 36> 제287∼304마디(-k)

지금까지 제Ⅲ부분의 선율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23) 연주자가 악지에 타악기를 치는 작품은 이해식 작곡 <피리를 위한 ‘호드기’> 이
후로 <날듬>․<들듬>에서 나타난다. (이해식, “국악기를 사용한 작곡어법”, 향신회 
하계세미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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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단락
선율

구성
마디 박자

조성

(음역)
빠르기 역할

Ⅲ



d′ 209∼218

엇모리

(2+3)

E♭Major

(b♭∼c″)

Free,

Allegro

발전

e′ 219∼222

f″ 223∼226

e″ 227∼233

g′ 234∼256

(♩)
h′ 257∼278

 a″ 279∼286
종지

k 287∼304

<표 5> 제Ⅲ부분의 선율구조

지금까지 작품의 세부적인 선율분석으로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선율구조는 악곡의 흐름에 따라 크게 제시부․재현부․종지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을 살펴보면

제시부에 해당하는 제Ⅰ부분은 제1마디부터 제114마디까지이며

주제선율들이 크게 ․․․ 네 단락에서 다양하게 나타

난다. 조성은 C Major에서 G Major․A♭ Major로 두 번 변화하

며 자유로운 박자다.

재현부인 제Ⅱ부분은 제115마디부터 제208마디로 제Ⅰ부분과 유

사한 선율이 자주 등장하며 ․․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

다. 조성은 A♭ Major에서 D♭ Major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다

시 A♭ Major로 회귀한다.

종지부에 해당하는 제Ⅲ부분은 제209마디부터 제304마디로 제Ⅰ

부분과 제Ⅱ부분의 선율들이 변주되어 발전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와 새로운 선율로 종지하는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 조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E♭ Maj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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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전체 악곡의 선율구조를 살펴보면

제시된 주제선율들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

법적인 면에서는 경기도 고양군 민요인 ‘들노래’ 중 긴소리를 모

티브로 한 토속적인 선율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24) 또한 시․시

♭음 종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시’는 활성적인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 <들듬>의 동

적인 움직임이 이러한 종지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파#에 의

한 증음정 또한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해식의 작곡스타일이다. 따

라서 한국의 토속적 맛을 지니면서 독자적인 <들듬>만의 선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악적이면

서도 현대음악적인 특성이 양립하는 이해식만의 개성이 나타난

다. 또한 a 주제선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농현법과 연주방

식은 연주자의 호흡을 통해 표현되므로 생명현상과도 같다. 따라

서 작곡가가 의도한 ‘해금으로 실천하는 들고 나면서 순환하는

음양양립이요 생명현상’ 이 앞서 말한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 6>은 <들듬> 전체 악곡의 선율구조를 정리한 표이

다.

24)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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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단락
선율

구조
마디

박자

(단위박)
조성(음역) 빠르기 역할

Ⅰ


a 1∼8

(♩)

C Major

(g∼f‴) Free

제시

b 9∼13

c 14∼21


d 22∼31

e 32∼35

f 36∼46

f′ 47∼58


g 59∼82

G Major

(d′∼c″)h 83∼101
Free,

Largo

 i 102∼114 9/8()
A♭ Major

(a♭∼c″)

Free

코데타

Ⅱ

 a′ 115∼123 (♩)

A♭ Major,

D♭ Major

(g♭∼c″)

재현

i′ 124∼136 ()


e 137∼140

(♩)f 141∼151

f′ 152∼165


j 166∼180

엇모리

(3+2)

j′ 181∼191

b′ 192∼197

c′ 198∼208

Ⅲ



d′ 209∼218
엇모리

(2+3)

E♭ Major

(b♭∼c″)

발전

e′ 219∼222

f″ 223∼226

e″ 227∼233

g′ 234∼256

(♩)

h′ 257∼278


a″ 279∼286

종지
k 287∼304 Allegro

<표 6> <들듬> 전체 악곡의 선율구조



- 45 -

3. 리듬분석

<들듬>은 전체적으로 Free tempo로 다른 곡에 비해 비교적 박

자에 자유롭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곡가만의 독특한 리듬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리듬감을 살려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해식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당김음과 불규

칙적인 리듬구에 의해 독특한 리듬감이 나타난다. 이 곡에서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리듬적 특징은 강약의 도치현상이다. 강

약의 도치현상이 나타나는 리듬구의 종류와 불규칙한 리듬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이음줄․붙임줄(slur․tie)에 의한 강약도치

이음줄이나 붙임줄에 의해 강박이었던 부분이 약박이 되거나 약

박이었던 부분이 강박이 되어 강약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 나오는 <예보 37>부터 <예보 42>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종류의 박자에서 나타난다. <예보 37>은 16분음

표로 나누어진 절분음(節分音 articulation)인 4개의 음정 중 안쪽

의 두 음에 이음줄이 붙어 강약이 도치되는 경우이고 <예보 38>

은 8분음표로 나누어져 두 박에 걸친 절분음 중 안쪽의 두 음에

이음줄이 붙어 강약이 도치되는 경우이다. 절분음은 이해식의 작

곡어법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의 모든 작품들에서 <예

보 37>의 16분음표 절분음과 같이 네 개의 음일 때 안쪽의 두

음은 반드시 농현(가야금)이거나 혀치기(피리)를 요구하는 주법이

그의 작품 스타일이다. 이 주법이 해금에서는 운지법과 운궁법을

통해 표현된다. 그는 이렇게 음색을 다르게 하는 분절법을 정확

하게 연주하거나 감상자가 알아채는 게 국악의 진정한 멋이라고

생각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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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보 39>는 4분음표끼리 붙어서 강약이 도치되는 경우이

며 <예보 40>은 붓점끼리 붙어서 짧은 박의 강약이 도치되는 경

우, <예보 41>은 3소박 단위의 8분박에서 첫째와 둘째 8분음표

에 이음줄이 붙어 마지막 8분음표가 강박이 되는 경우, <예보

42>는 붙임줄에 의한 도치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이음줄․붙임줄에 의한 강약의 도치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보 37> 16분음표 절분음 이음줄

<예보 38> 8분음표 절분음 이음줄

<예보 39> 4분음표 이음줄

<예보 40> 붓점 이음줄

<예보 41> 3소박 이음줄

<예보 42> 붙임줄

25) 이해식,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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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에서 이러한 이음줄․붙임줄에 의한 도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제9마디․제11마디․제28마디∼제30마디․제33마디․제38

마디․제49마디․제51마디․제59∼61마디․제63마디∼64마디․제

66∼68마디․제70∼73마디․제81마디․제83∼86마디․제89∼93마

디․제96마디․제101마디․제106∼112마디․제128∼129마디․제

132∼135마디․제138마디․제143마디․제154마디․제158마디․제

160마디․제162∼163마디․제168∼169마디․제171마디․제174∼

175마디․제177마디․제184마디․제186마디․제188마디․제190마

디․제192∼196마디․제199마디․제214마디․제216∼217마디․제

219∼220마디․제223∼224마디․제226∼230마디․제232마디․제

234∼236마디․제238∼239마디․제241∼248마디․제254마디․제

259∼260마디․제263∼267마디․제270마디․제275마디․제290∼

294마디․제297∼302마디이다.

따라서 이음줄․붙임줄에 의한 도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304

마디 중 116마디에 해당하므로 악곡의 약 38%가 이러한 리듬형

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예보 43> 온음과 16분음표의 붙임줄

※ 제121마디: <예보 43>과 같이 긴 박 다음에 붙는 16분음표

붙임줄의 효과는 강약의 도치보다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식음의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붙임줄이 붙었지만 강약의 도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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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김음(syncopation)에 의한 강약도치

당김음에 의해 가운데 박이 강박이 되는 전형적인 강약의 도치

현상으로 아래의 <예보 44>처럼 4분박 안에서의 당김음과 <예

보 45>같이 8분박 안에서 나타나는 당김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보 44> 4분박 당김음

<예보 45> 8분박 당김음

이러한 현상은 제9마디․제11마디․제22∼23마디․제39마디․제

50마디․제144마디․제209∼211마디․제220마디․제223∼224마

디․제228마디․제257∼258․제261마디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당김음에 의한 강약의 도치현상은 304마디 중 17마디에

서 나타나 약 5%에 해당한다.

다. 쉼표에 의한 강약도치

다음의 <예보 46>처럼 16분음표와 같이 잘게 분할되는 박자에

서 나타나는 쉼표는 활을 끊었다가 소리내기 때문에 당김음보다

더 뚜렷하게 강약의 도치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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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6> 16분 쉼표

이러한 현상은 제69마디․제71마디․제74마디․제88∼90마디․

제94마디․제234마디․제243∼244마디․제246마디․제249마디․

제262∼264마디․제268마디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쉼표에 의한 강약도치현상은 전체 304마디 중 16마디로

약 5%에 해당한다.

라. 셈여림에 의한 강약도치

아래의 <예보 47>과 같이 약박인 부분에 sforzando나 forte같은

강한 셈여림표가 붙은 경우이다. 하지만 <예보 48>에서 보이는

제102마디에서는 붙임줄로 인해 강박이 약박으로 변한 상황에서

forte가 붙어 역도치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운궁법에 의하여 효

과가 나타나는데 붙임줄로 이어진 뒷 박자의 forte는 9/8박자와

만나 더욱 리듬감을 살려준다. 이 표현법은 활을 통해 춤을 추듯

이 넘실거리는 효과를 준다.

<예보 47> 강약도치

<예보 48> 강약의 역도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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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여림에 의한 강약도치는 제53마디․제76마디․제96마디․제

102마디․제251마디․제270마디에서 나타나 전체 304마디 중 6마

디로 약 2%에 해당한다.

마. 전성․악센트에 의한 강약도치

시김새 중 하나인 전성(轉聲)은 주로 붙임줄과 연결되어 강박이

었던 박이 약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성에 의해 다시 강박이

되는 역도치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에 나오는 <예보 49>를 보면

붙임줄에 의해 약박인 부분에 전성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강박으

로 변하여 부드럽게 강조된다. 따라서 미는 활과 굴리는 전성이

만나 춤을 추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보 49> 전성에 의한 역도치

이러한 역도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제11∼12마디․제86마

디․제102마디․제109∼112마디․제124마디․제126∼127마디․제

133∼135마디․제167마디․제171∼173마디․제179마디․제182∼

183마디․제260마디다.

아래의 <예보 50>과 같이 약박인 부분에 전성으로 인한 강약의

도치현상은 제104∼105마디․제185∼186마디에서 나타난다.

<예보 50> 전성에 의한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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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센트에 의한 효과는 강약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미 강박인 부

분에 붙어 강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아래

의 <예보 51>․<예보 52>와 같이 악센트에 의해 강약의 위치가

바뀐 경우만 다루었다. 제36마디․제47마디․제81마디․141마

디․제166마디․제168마디․제172마디․제174마디․제178∼179마

디에서 악센트에 의해 강약의 위치가 바뀌었다.

<예보 51> 악센트에 의한 도치

<예보 52> 악센트에 의한 도치

따라서 전성․악센트에 의한 강약도치 또는 역도치 현상은 전체

중 36마디에서 나타나며 약 12%에 해당한다.

바. 헤미올라에 의한 강약도치

헤미올라에 의한 강약도치는 리듬구조에 의해 강약이 도치되는

현상으로 다음의 <예보 53>과 같이 6/8박자에서 3분박이 아닌 2

분박으로 분할되어 자연스럽게 2박마다 강박이 붙는 경우이다.

제130∼131마디에서 나타난다. 헤미올라에 의한 강약도치 현상은

전체 중 2마디에서 나타나므로 약 0.65%에 해당한다.

<예보 53> 헤미올라에 의한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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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불규칙한 리듬구

리듬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박자에 자유롭다는 의미

다. 이 작품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은 혼합박자와 늘임

표다. 특히 가장 처음 나타나는 주제선율인 (-a)에서는 Free

tempo에 늘임표가 다수 등장하여 거의 무박자에 가깝다. 이 부분

은 연주자의 호흡에 의해 분위기를 표현한다. 또한 악보에 단위

박만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4분음표 단위에서는 4/4․3/4․

5/4 등으로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작은 단위인 소박이 덩어리로

묶여있지 않고 개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자유로운 느낌을 준

다.

지금까지 <들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리듬을 살펴보았다.

강약의 도치현상은 이음줄․붙임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전성․악센트․당김음․쉼표․셈여림․헤미올라 순으로 도치현상

이 일어난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강약 도치현상이 나타나기 때

문에 박자를 가로지르는 활의 이어짐 속에서 리듬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혼합박자와 늘임표와 같은 악상기호에 의한

리듬구로 인해 기본적인 박자틀 자체도 불규칙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작곡노트 중 자유를 추구하는 산문적인 작품이라 함은 불

규칙한 리듬구를 의미한다. 작곡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단위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또한 자유를 추구하는 춤을 추는 시간이라

한 것은 악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약의 도치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러 요인에 의한 강약 도치는 해금 고유의 활 진행과

역안법의 특성을 통해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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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주법

연주법은 크게 운지법과 운궁법으로 나눈다. 해금은 악기의 특

성상 정해져 있는 음정의 자리가 없고 오늘날의 해금은 역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지법에 의해 음악이 좌우될 여지가 많다. 줄

을 누르는 힘의 정도에 따라 음이 달라지며 운궁법에 의해서도

음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금 연주자는 특히 음정의 변화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운지법은 연주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음색이나 음량 등에도 관계되며 연주 표현 면

에서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해금에서 운지법

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현악기에서 운지법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운궁법이다. 음의

정확한 높이는 운지법에 의하는데 음의 부드러움․딱딱함․프레

이징 등으로부터 감정의 표현까지 모든 것이 운궁 작용이다.26)

운지법과 운궁법은 연주법에 있어서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

에 항상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금 창작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운지법과 운궁법에 대

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가. 운지법 (Fingering)

운지법은 손가락쓰기, 핑거링이라고도 하며 특정 음을 연주할

때 운지의 선택과 운지이동의 순서를 결정하는 운지 사용법을 말

한다. 어느 음을 1指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포지션(position)의 선

택과 그 포지션 안에서의 운지(1指․2指․3指․4指) 선택,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포지션을 이동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연주자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운지체계를 따

26)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1. 28., 삼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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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 연주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운지법의 변화도

이러한 운지체계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들듬>에서는 이음줄․붙임줄에 의한 음악적 표현을 위해 보편

적인 운지법과 벗어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고에서 기본적인 운지체계를 따르며 연주 표현 면에서도 효과적

인 운지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해금은 조현법에 따라서 운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지법

을 살펴보기 전에 손가락을 짚지 않고 소리 낼 때의 음률 즉 개

방현의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방현을 사용해야

원활한 표현이 가능한 음정이 나오는 경우에 개방현을 그 음정으

로 맞춰야한다. 이러한 개방현의 조율을 조현법이라고 한다.

작곡가는 <들듬>의 조현법을 유현(바깥줄) 개방현 e′음․중현

(안줄) 개방현 a음으로 제시하였으나 필자의 판단에서는 악곡에

서 유현 개방현 b음을 사용해야 더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한 부분

이 있으며 보편적 조현법인 개방현 b와 e음이 연주자 입장에서

더 편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현법을 b음과 e음으로 설정하였

다. 운지법은 악곡에 운지번호(유현-◯․중현-●)로 표시한다. 또

한 같은 운지 번호에서 반음 눌러내는 음은 번호 앞에 ↑․온음

눌러내는 음은 ⇑로 표시하며 4指를 내려 잡아 한 옥타브 이상의

음정을 내는 운지법에는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다.

해금의 음정은 현을 잡는 위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위치

에서도 현을 누를수록 높은 음이 난다. 해금 운지법의 기본은 온

음 간격마다 운지 한 개씩 짚으며 반음 간격은 같은 운지 자리에

서 현을 눌러 소리 낸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e′포지션의 운지

법은 다음 <표 7>과 같다. 따라서 다른 포지션도 <표 7>의 기

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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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e′포지션의 운지법

1) 제Ⅰ부분의 운지법

운지번호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와 포지션이 이동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운지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1∼4마디는 글리산도(glissando)로 인해 포지션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므로 다음에 나오는 <예보 54>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제1∼2마디는 e′포지션, 제3∼4마디는 한 옥타브

위인 e″포지션을 사용하지만 표시된 부분과 같이 글리산도가 나

타나는 부분에서 현을 타고 내려가는 경과음을 연주하는 슬라이

딩(sliding)이동이 발생한다. 제1마디는 e′음에서 1指로 농현하다

가 그 자리에서 e″ 포지션까지 타고 내려가 2指로 착지하여 f″

음을 낸다. 제2마디에서는 제자리인 e′포지션으로 돌아와서 b음

을 중현 2指로 그림과 같은 형태로 깊은 농현을 하다가 글리산도

의 b음은 개방현에서 낸 후 e′포지션까지 타고 내려가 3指로 착

지하여 g″음을 낸다. 같은 중현에서 글리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음역대가 g″음까지 나지 않기도 하며 유현에서 하는 것이 음색

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보 54> 제1∼4마디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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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➀-➁  ➋      開-➂      ➀

아래의 <예보 55>에서 나타나는 운지법은 이음줄․붙임줄에 의

해 유현으로 낼 수 있는 a′음을 중현인 f#음과 연결하기 위해

같은 중현에서 내는 운지법이다. 악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

의 이음줄은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제9마디는 a′포지션에

서 연주하는데 마지막 g′음은 반음 차이이기 때문에 중현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1指를 약간 올려 잡는 것이 편리하며 음색 면

에서도 효과적이다.

<예보 55> 제9∼10마디 운지법

➀➌➍➁ ↑➂↑➁ ➀

이후에 제11마디부터 17마디까지는 c′ 포지션에서 연주하다가

아래의 <예보 56>에서 보이는 제18마디의 b′음은 1指를 올려

잡아 b′포지션으로 이동하여 그 다음마디까지 연결한다.

<예보 56> 제18∼21마디 운지법

➂  ➀                 ➊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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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제22마디부터 제44마디까지 g′포지션에서 연주하다가

아래의 <예보 57>과 같이 b음과 a음을 연속해서 1指로 올려 잡

아 e′포지션까지 이동한다.

<예보 57> 제45∼46마디 운지법

➌   ➊➊

그 다음도 계속 e′포지션에서 잡는데 제47마디부터 제50마디에

나타나는 e′․f′음은 음색의 통일을 위해 중현에서 연주한다.

제53마디에 나타나는 f음은 강하게 연주해야하므로 유현에서 눌

러서 소리 낸다. 아래의 <예보 58>과 같이 제55∼56마디도 f′음

과 e′음을 유현에서 낸 후 표시한 b′음을 2指로 내려 잡아서

a′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예보 58> 제55∼56마디 운지법

➋  ➊ ➋↑➀ ➀   ➁

그 다음 포지션 이동은 다음에 나오는 <예보 59>의 제66마디에

서 나타난다. 포지션을 해야 하는 부분의 앞이 빠른 박자일 경우

포지션의 이동간격을 최소화해야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a′포지션에서 연주하다가 16분음표의 a′음에서 b′음로 갈 때

재빨리 1指로 내려 잡은 후 e″음을 2指로 내려 잡아 d″포지션

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은 제74마디에서 a′포지션으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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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다가 제84마디에서 아래의 <예보 60>과 같이 세 번째 박

의 d″음에서 1指로 내려 잡아 다시 d″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예보 59> 제66마디 운지법

⇑➃ ➃ ➂➃➀➀ ➁    ➂

<예보 60> 제84마디 운지법

➃➂➀↑➁ ➂➀↑➁ ➀➃➁   ➀➃↑➂

그 다음은 제93마디에서 안줄 f′․e′․d′음을 계속 1指로 올

려 잡으며 a′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제101마디의 f′음을 ↑➁로
잡다가 A♭ Major로 바뀌면서 같은 음을 3指로 잡아 A♭ 포지션

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운지를 옮길 때 이어지는 음이 끊기거

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05마디에서 두 번째 나오는

c″음에서 b♭′포지션을 거쳐 다음 f″음부터 e♭″포지션으로 이동

한다. 그 후 제111마디의 첫 번째 f′음부터 e♭′포지션으로 이동하

여 마친다.

종합하면 제Ⅰ부분에서는 e′․e″․a′․g′․c″․b′․d″․a

♭′․b♭′․e♭″․a♭′․e♭′을 1指로 하는 포지션이 순서대로

나타나며 포지션의 이동은 총 16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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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Ⅱ부분의 운지법

제Ⅱ부분은 제Ⅰ부분의 재현부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운지법을

적용하면 된다.

제115마디의 글리산도를 한 후에 제116∼119마디까지 e♭″포지

션에서 연주하고 제120마디는 a♭′포지션으로 이동했다가

제122마디의 16분음표 다음에 나오는 b♭음을 1指로 올려 잡는다.

제124마디는 d♭ Major로 전조되고 으뜸음인 d♭이 나오기 때문에

d♭′포지션으로 잡는다.

제127마디는 마디 안에 포지션 이동이 2번 나타난다. 전성 시김

새 다음에 바로

a♭′포지션의 3指로 잡은 후 쉼표 다음에 다시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아래 <예보 61>의 제134마디도 표시한 부분에서 e♭′포지션으

로 이동한다. 그리고 제137마디에서 다시 a♭′포지션으로 돌아온

다.

<예보 61> 제133∼134마디 운지법

➁➀➌ ↑➌➋➊ ↑➂➁➀   ➁➀➌
제152마디에서 f′포지션으로 이동하는데 아래의 <예보 62>와

같이 표시한 부분에서 각각 g′․a♭′․b′포지션으로 한 단계

씩 내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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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2> 제155∼156마디 운지법

➀ ➀ ➁ ➀  ➂ ➁ ➃ ➁

제157마디에서 다시 f′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진행하다가 제163

마디의 c″음에서 a♭′포지션을 잡는다. 그 후 제185마디의 마지

막 e″음에서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제192마디에서 a♭′포지

션으로 가서 다음에 나오는 <예보 63>과 같이 제194마디의 f′

음은 손가락을 올려 잡고 표시한 b♭′음과 c′음에서 각각

b♭′․ c″포지션을 잡는다. 제196마디는 d♭‴음을 소지를 내려

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g♭″음을 3指로 눌러 잡는다.

<예보 63> 제194∼196마디 운지법

➀➁➀➁➀   ➁   ➀↑➁➂ ↑➃ ↑➂ ⫯➃

그 후 제205마디에서 b♭′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종합하면 제Ⅱ부분에서는 e♭″․d♭′․a♭′․e♭′․f′․b

♭′․c′포지션이 나타나며 경과적인 운지이동을 제외하고 총

17회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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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Ⅲ부분의 운지법

제Ⅲ부분의 첫 마디인 제209마디부터 218마디까지 b♭′포지션

으로 이어지다가 제219마디에서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그리

고 제227마디에서 e♭′포지션으로 이동하는데 제231∼233마디에

서는 운지이동이 많다. 아래의 <예보 64>와 같이 표시한 부분을

모두 1指로 잡아 각각 d′․a♭′․g′포지션으로 이동한다.

d′음을 1指로 올려 잡는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f′음을 2指

로 잡고 있어서 올려 잡기가 용이하며 같은 유현이라서 음색적으

로 통일감이 있기 때문이다. 제230마디에서 g′음은 d′음과 이

음줄로 연결되어 있고 속도가 빠른 분할박자이므로 유현으로 이

동하지 않고 같은 중현에서 4指로 눌러 잡는 것이 적합하다.

<예보 64> 제230∼233마디 운지법

➍  ➌ ➋⇑➍➍➌➋ ➁ ➀   ➀     ➀

제234∼제248마디까지 b♭′포지션․제249∼256마디까지 f′포지

션․제257마디 g′포지션․제258∼260마디까지 e♭′포지션․제

261∼273마디까지 b♭′포지션․제274∼278마디까지 f′포지션으

로 이동한다.

다음 <예보 65>의 제279마디는 g′포지션에서 글리산도한 후

제280마디는 d′음에서 농현 후 글리산도의 b″음정을 4指로 착

지하고 다음 음을 3指로 잡는다.



<예보 65> 제279∼282마디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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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➀-➁ ➀      ➀-➃  ➂

제285마디에서 g′포지션․제287마디부터 b♭′포지션을 잡는다.

아래의 <예보 66>과 같이 제289마디는 운지이동이 많이 일어나

는데 표시한 부분을 각각 b♭′․c″․d″․e♭″포지션으로 이동

하여 2指로 잡는다.

<예보 66> 제289마디 운지법

➁➁➀ ➁➁➀ ➁↑➂ ➀ ➁➂➁➀

그 다음에 제301마디에서 b♭′포지션으로 한 번 이동 후 마친

다. 종합하면 제Ⅲ부분에서는 b♭′․e♭″․e♭′․ g′․f′․

d′포지션이 나타나며 경과적인 운지이동을 제외하고 총 16회 이

동한다.

지금까지 <들듬>의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악곡에서 d′․

e♭′․e′․f′․g′․a′․a♭′․b♭′․b′․c″․d″․e♭″

포지션이 나타나며, 운지가 경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포지션

에서 두 음 이상 연주되는 포지션의 이동은 제Ⅰ부분에서 16회,

제Ⅱ부분에서 17회, 제Ⅲ부분에서 16회로 운지의 이동이 많이 일

어난다. 운지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음이 도약하는 경우가

많고 선율의 진행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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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궁법 (Bowing)

운궁법이란 현악기에서 활을 쓰는 법을 말한다. 활을 쓰는 법은

일반적으로 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양 현악기에서

는 활의 방향을 <내림활>, <올림활>로 구별하는데 해금에서는

활의 방향이 우, 좌이므로 오른쪽 방향으로 빼는 활인 <빼는

활>, 왼쪽 방향으로 밀어 넣는 <넣는 활>로 구별한다.

<빼는 활>은 <넣는 활>보다 활과 현의 마찰지점이 연주자의 손

과 가까워서 센박을 표현하는데 더 유리하다. 창작곡에서의 운궁

법은 주로 연주자의 자유에 맡기지만 통용되는 규칙이 있다. 예

를 들면 이음줄․붙임줄로 이어진 음정은 한 활로 표현하며 한

악절의 첫 박은 <빼는 활>로 시작한다. 또한 4분음표를 기준으

로 한 박자에 한 활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활의 방향은 악

곡의 속도, 음정의 개수, 악상기호, 운지법 등의 여러 요소를 고

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통용되는 규칙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도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주자의 편이성과 음악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하여 <들듬>에 최적화된 운궁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들듬>에서의 운궁법은 특히 음악적 효과를 주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음줄과 붙임줄의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강약

이 뒤바뀌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곧 운궁법의 변화를 의미

하기도 한다. 또한 해금의 빼고 넣는 활의 모습은 작곡가가 추구

하는 음양양립 현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음악을 표현하는데 운

궁법이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빼는 활> 표시는 -, <넣는 활> 표시는 +로 하여 이 곡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운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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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67>과 같이 주로 한 음에 한 활이 원칙이며 붙임

줄로 연결된 음은 한 활을 쓴다. 하지만 제5마디와 같이 음의 길

이가 길면서 농현을 깊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는 한 활에 모두 표

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을 나누었다. 이때는 활을 바꿀 때 흐

름이 끊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보 67> 제1∼8마디 운궁법

악곡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리듬으로 아래의 <예보 68>과

같이 이음줄이나 붙임줄로 연결된 부분을 한 활로 쓰는 방식이

다. 악곡에 나타나는 이음줄․붙임줄로 연결된 부분은 모두 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보 68> 제9∼10마디 운궁법

일반적으로 8분음표 두 개는 한 활로 쓰는데 아래의 <예보 69>

에서 보듯이 제14마디와 제16마디는 활을 나누었다. 그 이유는

제14마디는 두 음정모두 눌러서 내는 음정이라 한 활로 쓰면 음

정 발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제16마디는 a′음은 안줄,

d″음은 바깥줄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활을 나누는 것이 연주자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부분에만 이음줄이 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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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봤을 때 활을 나눈 것은 악곡표현 면에서도 타당하

다.

<예보 69> 제14∼17마디 운궁법

아래 <예보 70>의 제28마디에서 나타나는 16분음표 붓점의 짧

은 박은 시가가 짧기 때문에 한 활로 잉어질 시김새처럼 표현한

다. 제30마디의 표시된 음정은 다음 박에 크레센도가 나오기 때

문에 약하게 연주해야 한다. 따라서 앞마디에 표시된 부분과 달

리 활을 바꾸지 않았다. <예보 70>에 나오는 모든 이음줄과 붙

임줄은 모두 한 활로 연주하는데 이는 악곡 전체에 적용되는 현

상이다.

<예보 70> 제28∼35마디 운궁법

아래 <예보 71>의 제45마디는 b음에서 a음으로 안줄 운지가 이

동하기 때문에 활을 a음에서 바꾸게 되면 운지와 활을 모두 움직

이게 되어 흐름이 끊길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낮고 조용한

부분은 활의 움직임이 더욱 잘 들리기 때문에 짧은 시가를 가진

음 다음에 활 바꾸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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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1> 제45∼46마디 운궁법

아래 <예보 72>의 제48마디는 f′음 다음에 나오는 c′음의 시

가가 길기 때문에 활을 바꿔주었고 제51∼52마디는 한 프레이즈

가 종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한 부분에서 한 활을 사용하여

그 음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였다.

<예보 72> 제47∼52마디 운궁법

아래 <예보 73>의 표시한 부분이 같은 박자임에도 활이 다른

이유는 운지법 때문이다. a′포지션인 제62마디는 짧은 시가이기

때문에 같은 안줄에서 연주하는 것이 매끄러운데 안줄에서 a′

음을 내려면 눌러야 한다. 한 활로 연주할 경우 b음에서 a′음으

로 도약할 때 누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쉬운데 활을 바꾸면 누

르는 경과음을 여과시킬 수 있다.

<예보 73> 제62∼66마디 운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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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보 74>를 보면 제102마디에서 표시한 부분은 약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활을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음에서 활을

바꾼다. 따라서 제101마디에서 시작한 활이 셈여림표에 의해 처

음에 작았다가 커지고 약박으로 인해 다시 작아지면서 다양한 변

화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잘 표현하면 리듬감이 살아나게 된다.

<예보 74> 제100∼103마디 운궁법

아래의 <예보 75>를 보면 제105마디에 표시한 부분은 유일하게

이음줄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박자들과 대비되는 짧은 시

가로 리듬감을 살려주기 위해 활을 나누었다. 박자가 짧으므로

활도 짧게 써서 속도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보 75> 제104∼106마디 운궁법

다음의 <예보 76>은 운지법에 의해 운궁법이 결정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붙임줄 다음에 활을 바꾸는데 운지의 이동으로 인

해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에서 활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제110마

디의 c″음과 제111마디의 f′음에서 포지션이 이동하고 제111마

디의 c′음은 유현에서 중현으로 줄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활

방향도 운지가 이동하는 부분에서 같이 바뀌어서 이동시의 잡음

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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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6> 제107∼114마디 운궁법

아래의 <예보 77>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시된 부분에서 줄 간

의 이동이나 운지의 이동이 일어나서 활을 바꾼 경우이다. 제192

마디는 유현에서 연주하다가 표시한 f′음에서 중현으로 갔다가

다시 유현으로 가기 때문에 활을 바꾸었고 제194마디는 g′포지

션에서 연주하다가 표시한 부분에서 f′포지션으로 운지를 벌려

서 올라갔다가 다음 음정에서 다시 내려잡는 경우이므로 활의 방

향을 바꿔주는 것이 연주하는데 원활하다.

<예보 77> 제188∼198마디 운궁법

다음의 <예보 78>은 분할된 박자에서 이음줄에 의해 한 음씩

늦게 활을 바꿈으로써 엇박자 같은 느낌을 준다. 짧은 시가 안에

서 엇박자 같은 느낌을 전성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리듬을 극대화한다. 이 부분은 빠른 박자 안에서 변화된 운궁법

을 써야 하고 전성 시김새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리듬감을 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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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다. 따라서 연주자의 많은 연습이 요구

된다.

<예보 78> 제215∼224마디 운궁법

지금까지 <들듬>의 운궁법을 살펴본 결과 활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운지법, 줄 간의 이동, 이음줄․붙임줄에 영향을 받았으며 한

프레이즈의 시작을 위해 악곡의 흐름에 맞는 선에서 그 전 마디

를 <넣는 활>로 끝내도록 어느 부분의 활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

다. 이처럼 활의 방향은 음과 음사이의 관계, 프레이즈의 전체적

인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부분적으로 활의 방향은 연

주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활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연주자입장에서 최대한 곡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위의 필자의 운궁법을 바탕으로 초연자 이승희의 운궁법27)과 비

교 분석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이승희는 하나의 프레이즈가 끝날 때마다 <빼는 활>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오는 프레이즈의 시작도 <빼는

활>로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활의 이동이 많다. 활을 다시 시작함

으로써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 음악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단

27) Youtube, 이승희 <들듬>이해식 작곡 연주(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연주회,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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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프레이즈의 끝은 되도록 <넣는 활>로

끝내서 다음 프레이즈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운궁법을 고

려했다.

둘째, 이승희는 분할된 박자에서 각 활(각 음표마다 활을 바꾸

는 것)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운궁법을 한 박자단위로 바

꾸어서 한 활에 비교적 여러 음표를 담았다.

운궁법이 연주자마다 다른 이유는 연주자가 추구하는 음악적 스

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승희는 ‘다이나믹’을 중시했다면 필자

는 ‘흐름’을 중시한 운궁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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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악곡의 선율구

성과 리듬을 분석하여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들듬의 표현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주

법을 분석하여 연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작품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들듬>의 선율구조는 악곡의 흐름에 따라 크게 제시

부․재현부․종지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을 살펴

보면 제시부에 해당하는 제Ⅰ부분은 제1마디부터 제114마디까지

이며 주제선율들이 크게 ․․․ 네 단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현부인 제Ⅱ부분은 제115마디부터 제208마디로 제Ⅰ

부분과 유사한 선율이 자주 등장하며 ․․ 세 단락으로 구

성되어 있다. 종지부에 해당하는 제Ⅲ부분은 제209마디부터 제

304마디로 제Ⅰ부분과 제Ⅱ부분의 선율들이 변주되어 발전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와 새로운 선율로 종지하는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

둘째, 속도는 Free tempo로 연주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특징

이다. 리듬은 강박과 약박의 위치가 바뀌는 강약의 도치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강약의 도치현상은 이음줄․붙임줄에 의해

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전성․악센트․당김음․쉼표․셈여림․헤

미올라 순으로 도치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강약

도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박자를 가로지르는 활의 이어짐 속

에서 리듬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늘임표의 잦은 사용

과 최소단위의 박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인해 기본

적인 박자틀 자체도 불규칙한 특징을 가져 더 자유롭게 느껴진

다.

셋째, 연주법은 운지법과 운궁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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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악곡에서 d′․e♭′․e′․f′․g′․a′․a

♭′․b♭′․b′․c″․d″․e♭″포지션이 나타나며, 운지가 경과

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포지션에서 두 음 이상 연

주되는 포지션의 이동은 제Ⅰ부분에서 16회, 제Ⅱ부분에서 17회,

제Ⅲ부분에서 16회로 운지이동이 많이 일어났다. 운지이동이 많

이 일어난다는 것은 음이 도약하는 경우가 많고 선율의 진행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궁법을 분석한 결과 활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운지법․줄 간의 이동․이음줄․붙임줄에 영향

을 받았으며 한 프레이즈의 시작을 위해 악곡의 흐름에 맞는 선

에서 그 전 마디를 <넣는 활>로 끝내도록 어느 부분의 활을 변

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활의 방향은 음과 음사이의 관계․

프레이즈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부분적으

로 활의 방향은 연주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은 증음정․토속민요의 모

티브 등의 사용으로 한국의 토속적 맛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들듬>만의 선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악적이면서도 현대음악적인 특성이 양립하는 이해식

만의 개성이 나타난다. 주제선율의 반복적인 순환․연주자의 호

흡을 동반한 농현법․불규칙한 리듬구․강약 도치현상 등이 해금

고유의 운지법․운궁법과 만나 춤을 추는 듯한 리듬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특징들이 모여 작곡가의 사상이 담긴 음양구조가 나

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의 의미

를 파악하고 특징을 잘 살려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창작곡을 분석하는 데에도 참고자료로써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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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Deul Deum’ Haegeum Solo

P erformance composed by Lee

Hae-sik

Hwang Boyeong

Department of Mus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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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cope of creative composition in Korean traditional music

has expanded greatly in modern times, thus emerging as a

research interest not only for composers but also performers.

Against this backdrop, haegeum compositions have been the

subject of extensive research and performances. Based on an

analysis of Deul Deum Haegeum Solo Performance by Lee 
Hae-sik, this study aimed to enhance performers’ musical

technique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behind

Deul Deu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lodic structure of Deul Deum can be larg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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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into three sections: exposition, recapitulation and coda.

An examination of each section reveals that the exposition, or

Part I lasting from the 1st bar to the 114th bar, has thematic

melodies mainly in the four phrases A, B, C and D. The

recapitulation, or Part II lasting from the 115th bar to the 208th

bar, exhibits a similar melody to that of Part I and consists of

the three phrases E, F and G. The coda, or Part III lasting

from the 209th bar to the 304th bar, is comprised of phrase H,

which progresses as variations of the melodies in Part I and

Part II, and phrase I, which ends with a new melody.

Second, haegeum composi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free

tempo, which leaves the speed or pace to the musical

digression of performers. The most common phenomenon in

the rhythm is the inversion between strong and weak beats.

This occurs most frequently in the form of slurs and ties, and

in the order of jeonseong (a sound made by vibrating the

strings in order on a string instrument), accent, syncopation,

rest note, dynamics, and hemiolas. Because the inversion

between strong and weak beats takes place in various forms,

rhythm is generated when the bow moves continuously across

beats. In addition, the frequent use of fermatas and irregular

changes in the basic unit of the beat add to the irregularity of

the overall beat, thus creating a greater sense of freedom

throughout the composition.

Third, performance methods were analyzed in terms of

fingering and bowing. Fingering positions identified in the

compositions were d′․e♭′․e′․f′․g′․a′․a♭′․b♭′․

b′․c″․d″․e♭″. With the exception of transitional

movements, shifts in positions where more than two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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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performed at one position occurred 16 times in Part I, 17

in Part II, and 16 in Part III. The high frequency of finger

movements indicates a shift in notes and a variety of melodic

progressions. The analysis of bowing movements showed that

the bowing direction was influenced by fingering, movement

between strings, slurs and ties. When beginning a phrase,

bowing was changed to end the previous bar in an inner bow

motion. While the bowing direction is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tes and the entire

context of the phrase,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former.

As shown above, Deul Deum Haegeum Solo Performance

uses augmented intervals and motifs of traditional folk music

to establish a unique mode based on the traditional flavor of

Korean music. This represents the unique style of Lee

Hae-sik, who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eastern and

western music by blending the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at of modern music. A rhythm infused with

dance is produced whe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epeating

thematic melodies, vibrato accompanied by the breathing of the

performer, irregular rhythm, and the inversion between strong

and weak beats meet the unique fingering and bowing of the

haegeum. These characteristics are integrated in the yin-yang

structure that embodies the philosophies of the composer.

This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eul

Deum Haegeum Solo Performance as intended by the

composer Lee Hae-sik and aid performers in grasp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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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ecessary to deliver better performances.

Moreover, it can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in the analysis

of creative composition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

keywords : haegeum, creation composition, Lee Hae-sik,

melody analysis, performance techniques

Student Number : 2014-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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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취 록】

2015년 11월 11일 작곡가 이해식의 자택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녹

취한 것이다. 다음은 논문에 관한 이해식의 설명이다.

이해식: 약물(約物)을 설명하겠는데, (예를 들어) 들듬을 표시할 때

어떤 것은 쿼테이션 마크(따옴표)를 했거든? 어떤 것은 이

게 없어. <>표시, 「」표시, 따옴표 한다든가 더블 따옴표

하는 이러한 표시를 약물이라고 해. 책에 보면 일러두기에

서 약물표시를 한 것이 있으니깐. 제목은 홑낫표 한다든가

그다음에 따옴표 한다든가 그다음에 더블 따옴표 한 게 있

거든? 이런 표시를 통일해야 돼. 논문 쓸 때 대게 도서는

겹낫표를 하고 논문 제목은 겹따옴표를 해. 이런 것을 통일

해야 돼.

이해식: 이런 것이 약물표시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것(선율비교)을

설명을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줄 그어 놨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 그치? 이것의 변주가 이거란 말이야. 이러한 변주를

글로 설명하면 돼. <악보 25> 보니깐 설명이 없어. 변주하

는 과정을 잘 표현했는데 설명을 잘하면 돼. 곡 전체를 이

런 식으로 설명하면 논문 하나가 되거든. 내 작품은 (구조

가)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잘 찾아내서.. 분석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동일성을 찾아내

는 거야. 동일성을 찾아내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동일성은

잘 찾아냈는데 설명이 부족해.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야 이

론적으로 되는 것이니깐. 들듬도 이러한 것들이 다 분명하

게 되어 있다고. 잘 찾아서 동일성을 설명하면 돼. 그 다음

에 유사성. 비슷한데 이런 것은 비슷하다 이거지? 비슷한



- 80 -

것을 유사성이라고 해. 같은 것은 동일성, 반복이고. 그 다

음에 전혀 다른 것은 변이성.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이 세 가지만 찾으면 분석의 첫째 조건이야.

이해식: 이거 다 찾았냐? (이해식 작곡 논문목록)

황보영: 네!

이해식: 어, 수고했네. 이거 찾느라고. 난 이거 다 몰라(누가 내 작품

을 썼는지).

황보영: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어서요.

이해식: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알리고 쓴 사람이 있는데 나 몰래 쓴

사람도 있어. 나는 ‘본인’보다 ‘필자’라고 쓰는 게 좋겠다 이

거지.

황보영: 네∼

이해식: 근데 너는 어떤 건 해석을 참 잘한 데가 있어. 보니까. 꿈보

다 해몽이라고 그러지. 분석이라는 건 작곡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분석자의 의견을 붙이는 것이니까 그게 꿈을

해몽하는 거거든. 이런 걸 보니까 해몽을 참 잘한 데가 있

어. 응. 논문은 그렇게 쓰는 거야.

황보영: (분석한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해식: 응 돼.

이해식: 운지법⋅운궁법 이런 것은 중간점으로 표시해야 돼. 컴마(,)

가 아니고. 중간점은 대등한 낱말을 이렇게 쭉 나열할 때

중간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컴마는 문장을 끊을 때 컴마를

찍는 거거든. 이것은 대등한 낱말이니까 컴마를 하지 말고

이해식: 여기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 이것은 음양이야 음양.

음양이라고 해. 이어령 선생의 책에서 봤는데 여닫이, 미닫

이, 서랍은 빼닫이라고 하나? 빼닫이.. 그러니까 해금 활을

넣는 활․빼는 활 그런 말이 있던데? 있지? 넣는 활⋅빼는

활. 그게 여닫이․미닫이․빼닫이와 같은 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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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들듬은 들고 나는 거야. 들어오고 나오고. 호흡이나 마찬가

지지. 그래서 생명현상이라고 한 것이지. 근데 너는 <들듬>

과 <날듬>과 거문고 독주곡 <넘듬>이지? 3부작이라고 표

현했는데 그건 네가 쓰는 말인데 나는 그렇게 안했거든. 제

목은 언어구조를 생각해야 돼.

황보영: 그럼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식: 제목은 3부작이 <들듬>․<날듬>․<넘듬>이니까 이것을

언어구조, 뭐냐? 음양구조. 그런 말을 써야지 좀 유식한 것

같지 않아?

황보영: 그럼 순환구조라고 하지 말고...

이해식: 아니야. 그것이 다 작곡자는 해석에 순환 구조라고 하고 호

흡이니까 생명구조라고 하는데 한 말로 얘기하면 뭐냐. 음

양 구조라고 하지. 동양의 음양사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해금 활의 넣고 빼는 것을 음양학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넘

듬이라는 것은 거문고는 스틱을 쓰니까. 그것이 비파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밀고 당긴다는 말이야. 비파라는 뜻이.

이처럼 <넘듬>이라는 거문고곡은 스틱을 사용하는 운지법,

운궁법 그런 것에서 온 거야. 해금은 운궁법이지? 운궁법.

bowing이지? bowing은 다른 말로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지? (-․+) 이런 것을 보면 뭐냐, 음양이지. 음양

에서 호흡이라 이거지. 들고 나는 것.

황보영: 그럼 <들듬>․<날듬>․<넘듬>을 묶어서 표현하는 제목이

음양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해식: 응. 음양구조를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해식: 국악이론 하는 사람들이나 논문 쓰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뭐냐면 피치(pitch)(표기법)야. 제일 많이 쓰는 피

치가 중성이거든? 이것은.. Global Dictionary 알아?

Harvard Dictionary. 거기에서 피치를 찾으면 여기는 소문



- 82 -

자에다가 ′을 하나 붙이는 거야. 한 옥타브 올라가면 두

개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낮은음자리표 위치. 이거

는 소문자로 표시해.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아래는) 대문자

로 표시.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대문자 프라임(′)을 하나

붙이는 거야. 그래서 개방현 E하고 A는 여기(한 옥타브 더

낮은)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깐 이론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

나 멋대로 붙이는데 서양음악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피치

를 분명히 하는 거야. 그니깐 해금이 e하고 a가 안줄하고

바깥줄이 중현하고 유현이라 하지? 그러니까 (해금 조현법

표기는) e하고 프라임하나, a 소문자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

야 한다고. 이렇게(E⋅A) 쓰면 서양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게 여기(한 옥타브 낮은 피치)인줄 안다고. 일단 한 군데만

지적을 했으니깐 네가 논문 전체를 봐서 고쳐야 돼.

이해식: 요것은 한국에서 나온 음악통론은 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

Global Dictionary나 Harvard Dictionary 봐. 거기에서 피치

를 찾아보면 표기가 되어있다고. 이러한 표준을 다 맞춰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물결표시가 다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 수정해야 돼.

황보영: 이 글씨체(신명조)가 물결표시하면 위로 가더라고요.

이해식: Shift를 누르고 ~

황보영: 근데 그게 신명조 글씨체에서는 위로 가더라고요.

이해식: 아, 그럼 이건 문자표에서 입력해야겠구만. 됐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바꾸나?

황보영: 아, 이거 찾아바꾸기 하면..

이해식: 응. 찾아바꾸기 하면 돼. 전체를.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이

것들(♭⋅#)은 다 올려 쓰기 해야 돼. Shift+Alt+P 올라가

지?

황보영: 우와..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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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됐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만 다 수정하면 되겠어.

다음은 필자의 질문과 작곡가의 답변에 관한 내용이다.

황보영: 타악기는 악지의 의미인가요?

이해식: 응. 해금독주 후에 제304마디에서 탬버린이 종과 같은 타악

기를 치면서 독주를 끝낸다.(논문 8쪽.) 이것은 내가 그 책

(「국악기를 사용한 작곡어법」, 향신회 세미나 자료) 줬지?

맨 뒤에 봐봐. 이것(「날듬」)은 해금독주 후에 장구를 한

번 딱, 장구로 끝나는 거고. 독주 후에 이것(「들듬」)은 종

을 한 번 흔드는 거고. 이것(「바람의 말 제2번」)은 관현악

후에 17개 징이 달린 운라를 울리면서 끝나는 거야. 작곡자

가 왜 이렇게 악지를 했나. 종지란 말은 우리 전통음악에서

는 악지(樂止)라고 해. 음악은 끊는다. 그럼 음악을 시작할

때는 전통음악에서는 악작(樂作)이야. attack. 악작․악지.

박을 딱 치고 음악을 시작하지. 끝날 때 악지 박을 딱 치지.

그게 악작과 악지야. 처음과 끝이란 말이 분명히 우리 전통

음악의 용어로 있다고. 그니까 종지란 말 쓰지 말고 악지라

는 말을 써. 그럼 왜 이런 날듬이나 넘듬에서 장구를 한 번

쓰기 위해서 연주자가 장구를 편성해야 한다고. 이것은 종

이니까 옆에 놔두고 연주 끝나고 종 흔들고 끝나는 거거든.

왜 이런 악지를 택했을까. 그냥 남이 안하는 짓을 하는 거

야. 쉽게 말하면 남이 안하는 짓이야. 그게 다른 말로 개성

있는 짓이고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남이 안하는 짓. 나는 남

이 안하는 짓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연주하기가

힘든 게 많다고 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도 거기에 타악기가

남이 안하는 짓을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논문에 쓸 수가 없

으니까 이것을 개성이지? 작곡자가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종지라고 하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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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영: 네.

이해식: 이런 것은 악보가 아니라 예보라고 하는 거야. 악보는 온전

히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악보고. 끊어져 있는 건 예보라

고 해. 악보를 다 예보라고 고치면 돼. 악보라고 해도 뭐 논

문이 안 통과되고 그런 건 없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

을 때 아, 이거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써야 된다고. 점

하나 찍더라도 다 기호야. 기호를 분명히 해줘야 돼.

황보영: 선생님, 다른 악보에서는 <보례 1>라고도 하는데..

이해식: 응. 보례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예보라고, 예를 끝으로 하면

례지? 예보⋅례보지. 송방송씨 논문은 예보⋅악보를 분명히

하는데 나는 그렇게 까진 안하고 그냥 예보라고 한다고.

이해식: (논문) 이런 것은 지적한 것을 설명을 잘 해야 돼. 그럼 이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같진 않지. 이게 틀리네? 그럼 유

사성이야. 이런 것은 대등한 낱말이니까 다 중간점으로. 한

글을 잘 운용하던데?

이해식: 띄어쓰기는 수 밖에. 수는 앞뒤를 대게 띄고. 이런 것은 각

주로 두지 말고 들듬하고 괄호하고 이하 들듬으로 표시한

다. 로 표시하면 돼. 각주라는 것은 사실 귀찮은 거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하면 읽는 가독성, 속도가 떨어져. 그래서

될수록 문헌류가 아니고 설명류면 본문에 둔다고. 괜히 왔

다 갔다 눈만 왔다 갔다 피곤하고. 읽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식: (각주)한국 사람들은 주낼 주(註)를 쓰는데 나는 물 주(注)

자를 쓴다고. 이게 맞아. 중국 사람들은 물 주자를 써. 물

대기거든.

이해식: 다 했네. 그것만 고치면 돼. 됐어. 음 논지도 좋고 분석하는

것만 아까 동일성⋅유사성⋅변이성 그것만 찾아서 잘 설명

하면 되겠어. 논문 분량이 많다.

이해식: 리듬 구조의 결론이 헤미올라에 있다는 거야. 헤미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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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복잡한 리듬이 나오더라도 그 기본은 헤미올라야.

우리는 민속음악에 헤미올라 리듬이 많거든. 옛날 사람들은

이런 헤미올라 리듬을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귀로 들

어서 구전심수로 배운 거야. 이걸 배우고 나면 적응했다고

하는 거야. 깨달았다고 하지? 판소리나 가야금 산조 등에

서. 알고 보면 헤미올라 구조는 3박자 계통에서 2박자 계통

으로 움직이는 리듬 구조야. 아무리 복잡한 리듬구조라도

그 구조의 중심은 헤미올라야. 이 헤미올라의 근본은 우리

민속음악에 있는 헤미올라 리듬이니까 이걸 이해하면 다른

아무리 복잡한 리듬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황보영: 들듬에서도 헤미올라가 나타나나요?

이해식: 있을 거야 아마. 악보 줘봐.

황보영: 들듬에서는 당김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해식: 응, 당김음. 운궁법에서 조심할 것은 (음표)4개가 있지? 4개

가 있으면 반드시 가운데 두 개는..

황보영: 네, 저 이렇게 했어요. (운궁법 한 활로 이어서)맞죠?

이해식: 응. 그래. 그게 내 작품 스타일이야. 가야금곡이든 어떤 곡

이든 이런 것이 내 작품 스타일이야. 이건 장구가 없네?

황보영: 내 장구 없어요. 맨 끝에만..

이해식: 맨 끝에만 치는 거지?

황보영: 네. 종 같은 거로.

이해식: 이런게 헤미올라 리듬이지. 이것도 헤미올라고. 8분음표에서

는 이런게 다 헤미올라야.

황보영: 선생님, 저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여기서 셋잇단음표로 가

다가..

이해식: 아 그건 셋잇단음표가 아니야.

황보영: 아니에요? 아..

이해식: 셋잇단음표는 정상적인 박 안에서 하나가 많거나 하나가 모

자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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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영: 근데 선생님, 자필악보에 보니까 여기에 3이라고 네 개정도

는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이해식: 박자표가 그게 아니겠지. 9/8일걸 아마? 하나․둘․셋․넷..

12/8지. 이게 아마 박자표가 없는 거 같지 아마?

황보영: 네, 여기는 박자표가 없어요.

이해식: 셋잇단음표 아니야. 그냥 8분음표지. 연음표, 잇단음표라는

것은 정상적인 분할보다 하나가 많거나 하나가 적거나 그런

거야, Ok? 또,

황보영: 단락은 왜 긴소리라고 하셨는지..

이해식: (노래) 긴 소리라고 하는 경기도 고양군 농요가 있어 그것

을 변주해서 긴 소리라고 한 거야. 긴 소리라고 하는 고양

군 농요를 변주한 거야.

황보영: 그러면 제가 분석할 때 여기가(단락) 메나리 선율 같아

보여서 그렇게 썼는데 맞나요?

이해식: 메나리? 어디서부터

황보영: 여기 솔라-솔 라솔 미...

이해식: (노래) 메나리가 아닌데? 전혀 관계가 없어. 작곡자의 멜로

디야.

황보영: 그러면 아까 그 민요처럼 어떤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나오

는 선율이 또 있나요?

이해식: 기억이 안나. 아까 긴소리는 보니까 생각난 것이지. 난 그런

거 기억하는 작품이 없어.

황보영: 그리고 이런 ‘시’로 끝나는 종지음이 ‘시’인 부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해식: 조성이 애매모호해. G Major면 미이고...

황보영: 애매모호함을 의도하시고 쓰신 거예요?

이해식: 난 애매모호한 걸 좋아해. 애매모호한 것은 작품에서 정보

가 많아.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한테 확실한 걸 보여주지

마. 애매모호하게. 남자친구가 도저히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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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소설기법이야. 연애 대위법

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소설기법이 그런 거야.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연애소설은 다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애를 끓게

하는 거야. 작품에도 애매모호한 것이 정보가 아주 많은 거

야. 나도 지금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 나도 써놓지를 않아

서. 그게 작품을 쓸 때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은 그대로 있

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 시로 끝

난 거면 G Major의 ‘미’일거야.

황보영: 그리고 자필악보 보면 조현법에 ‘미와 라’ 라고 쓰셨는데 유

현이 미고 안줄이 낮은 라로 되어 있는데 연주자가 다른 게

편하면 다른 조현으로 연주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식: 해도 되지. 해금은 잡는 사람에 따라서 줄은 다 틀리니까

자기 연주하기 편하게 잡으면 돼. 이거 G Major가 아니라

C Major다. 나는 ‘시’개념을 자주 써. 왜? 이건 활성적이야.

시는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 왜 시를 썼을까,

활성적인 뜻을 나타낸다 이거지. 도미솔은 안정적인 3화음

이야. 솔시레는 항상 도미솔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

니까 그때 시가 활성적인 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야. 보니까

다 C Major야.

황보영: 그리고 악보에는 ∼까지 단락으로만 나눠져 있는데요.

선율 분석하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선율이 나타나잖아요. 그

래서 곡을 크게 세 부분으로 제시부⋅재현부⋅발전·종지부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나눴는데..

이해식: 응, 내가 ⋅… 붙인 것은 곡을 쓰기 편하기 위해서 쓴

것이니깐 형식하고 상관없어. 분석자가 그걸 형식으로 생각

해도 돼.

황보영: 위촉을 받으시면 주제를 어떻게 정하세요?

이해식: 당장 생각이 나. 그것은 상상력이 작용하거든. 그니까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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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는 것도, 달나라에 가는 것도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거

야. 난 어떤 작품을 쓴다면 금방 거기서 상상이 되는 거야.

그 상상을 악보로 옮기면 그것이 작품이 되지.

황보영: 날듬이랑 들듬 해금 곡은 되게 오랜만에 작곡하신 거잖아

요, 11년 만에. 옛날에 작곡한 거랑 이거랑 변화한 게 있나

요?

이해식: 리듬을 좀 다양하게 썼지. 옛날에 썼던 ‘상’이라는 게 사실

은 리듬이 더 복잡한데…

황보영: 선생님, 그럼 악보 틀린 음 있는지만 봐주세요.

이해식: 내가 원본이랑 한 번 비교 해볼게. 피날레 작업을 참 잘한

다.

황보영: 네, 옛날에 배웠었어요.

이해식: 힘든 작업을 많이 했어. 논문 쓰려면 한글하고 이 피날레하

고 아주 능숙하게 해야 돼. 질문?

황보영: 다 한 것 같아요.

이해식: 그 논문 줬지? 용어가 많이 있으니까 용어구사가 곧 작곡기

법이고 국악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수단이니까. 이 용어들이

논문에 소용이 있으면 가져다 쓰라고.

황보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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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악 보】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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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➁   ➋          開-➂        ➀

➀                  

➀➌➍➁  ↑➂ ↑➁ ➀



➂  ➀                     ➊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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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➊➊

➋ ➊➋↑➀ ➀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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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➂➀↑➁ ➂➀↑➁ ➀➃➁  ➀➃↑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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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➀➌ ↑➌➋➊ ↑➂➁➀ ➁➀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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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➁➀➁➀   ➁   ➀↑➁➂ ↑➃ ↑➂ ⫯➃





- 96 -

➍  ➌➋⇑➍➍➌➋➁ ➀   ➀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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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➀-➁     ➀       ➀-➃      ➂

➁➁➀ ➁➁➀ ➁↑➂➀ ➁➂➁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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