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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분석 연구』에서는 작곡가

김대성의 2007년작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의 여러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➀「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는 작곡가가 기재한 지시어에 의

해 , , , 의 4개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 작곡가의 지시어

는 곡이 시작하는 1마디에서는 나오지 않고, 53마디에서 “격정적으

로 열정을 갖고”가, 78마디에서 “환상적으로 부드럽게”가, 100마디에

서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가 등장한다. 또한「대

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에서는 경과적 의미로 반규법을 이용하

거나 portamento(혹은 붙임줄)에 의해 소리를 끊지 않고 선율음 등

장 직후에 연결시켜 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들은 정상적

인 운지법으로 연주가 가능하다. 실험성 짙은 악곡을 많이 선보였던

김대성 작곡가가 대금으로 연주하기 다소 까다로운 선율을 넣지 않

은 이유는, 우선 이 곡이 ‘대숲 소리’라는 표제어를 달고 있는 만큼

인간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느끼는 자연 친화적이고 정화된 감정을

살리는데에 지나친 반음의 등장이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보

이고, 또한 난해한 음의 나열로서가 아닌 선율전개와 악상기호를 이

용한 묘사적·몽환적 감성을 표현하는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연

주하기 어려운 음계의 선율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➂ 부분의 빠르기는 =45로 다소 느리다고 볼 수 있으나, 꾸밈음

의 신속한 처리와 일부 단위박()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민첩한 느낌을 준다. 박자는 1-30마디가 9/8+6/8+9/8, 31-34마디가

9/8+9/8+3/4, 37-38마디가 3/4, 39마디가 4/4, 40마디가 9/8, 41-44마



디가 6/8, 45마디가 9/8, 46마디가 12/8, 47-50마디가 9/8, 51-52마디

가 6/8박이다. 음량과 관련된 악상기호는 1-30마디까지는 중음주법

연주시 출현하는 단 한번의 mezzo forte를 제외하면 pianississimo

와 piano 및 mezzo piano만 등장함으로써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가 30마디까지 유지되고, 31마디부터는 crescendo와 decrescendo에

의한 진행이 빈번해지며 accelerando와 a tempo의 교차 진행이 최

초로 등장한다. 즉 이 31마디부터 본격적인 속주와 악상기호들의 극

명한 대비가 나타나게 되며, 연주자의 적절한 호흡 안배와 완급 조

절 또한 요구된다. 특수주법으로는 중음주법이 등장한다.

부분의 지시어는 “격정적으로 열정을 갖고”이다. 박자는 53마디

가 6/8박, 54-55마디가 4/4박, 56마디가 2/4박, 57마디가 4/4박,

58-59마디가 3/4박, 60마디가 12/8, 61-65마디가 9/8, 66마디가 5/4,

67-69마디가 4/4, 70-72마디가 12/8, 73-75마디가 9/8, 76-77마디가

6/4박으로 다양하게 구성돼있으며, 빠르기는 =45, ♩=84, =56,
=76, =48의 순서로 변화된다. 지시어에서 알 수 있듯 본 곡의

폭발성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추/퇴성이 적극적으로 요구

되며, 취구의 상하 위치 조절이나 반규법 처리를 요하는 음들이 등

장한다. 악풍을 결정하는 주요 악상기호로써 격렬한 vibrato와 플러

터 텅깅 주법이 등장한다. 일정 마디가 진행된 후 빠르기에 변화가

있으며, 단위박()의 단위 세분화에 accelerando가 결합되며 민

첩하고도 장쾌한 속주가 등장한다. 특수주법으로는 68-69마디에 걸

쳐 플러터 텅깅 주법이 등장한다.

부분의 지시어는 “환상적으로 부드럽게”이다. 빠르기는 =45로
진행 도중 ♩=80으로 변화되며, 박자는 78-88마디가 12/8박, 89-99

마디가 6/4박이다. 빠르기가 변하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음을 순차

진행시키는 선율 형태가 특징적이며,♩=80으로 빠르기가 변화한 후

에는 trill주법과 중음주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말미에서는 연주

자가 정한 임의음에 의한 연주가 주어지며 마무리를 위한 긴 여백

이 등장한다.



부분의 지시어는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이다.

이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며, 빠르기는 와 동일한 =45이다. 박
자 역시 에서와 같이 3마디 단위로 9/8+6/8+9/8박의 형태로 진행

되나, 악곡의 마지막 마디인 124마디는 선율 흐름 역시 와 마찬가

지로 단위박인 의 8분음표 분할로 전개되고, 시종일관 차분하고

짙은 음색으로 진행되며 2옥타브 이내(대금의 저취 음역대)의 음 위

주로 진행되며 서서히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부분 분류는 3차례에 걸쳐 기재돼있는 작곡가의 지시어

에 의한 것이다. 이 지시어의 등장에 의해 선율 구조 및 악상 기호

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악풍 역시 크게 바뀌며 절정과 평정, 혹은

긴장과 이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➃ 본 악곡에서는 중음주법(harmonics)과 플러터 텅깅

(flutter-tonguing)의 두가지 특수주법이 사용된다. 중음주법은 바이

올린과 첼로, 플륫 등 서양의 현·관악기 연주시 폭넓게 쓰이는 주법

으로, ‘harmonics’라는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화음을 연주하기

위해 사용된다. 플라터 텅깅 주법(flutter-tonguing)은 혀를 빠르게

굴려 진동시키며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기존의 텅깅 주법과는 전혀

차별화된 음색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
주요어 : 대금, 대금독주, 대숲소리, 지시어, 표제음악,

선율진행, 단위박
학 번 : 2012-2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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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악 창작곡은 대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김기수(金琪洙,

1917-1986)1)의 「황하만년지곡」을 필두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

다.2) 대금 독주곡의 경우, 역시 김기수가 작곡한 「해월」이 시발점

이 되어, 이상규의「4음 음계에 의한 독주곡」,「청매」,「그 마음에

는」, 이성천의「맛뵈기」,「독주곡 제 48번 ‘봄이 오는 소리’」, 김

영동의「파문」, 전인평의「머리곰」등을 거쳐, 근래에는 이준호의

「풍류」, 이영섭의「호접지몽」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표돼왔

고, 이에 따른 학적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

1) 호는 죽헌(竹軒). 경설죽첨공립보통학교(현재의 금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31
년에 이왕직 아악부(李王職 雅樂部) 제 4기생으로 입학, 1936년에 졸업. 국립국
악원에서 예술사, 장악과장, 악사장, 국악사양성소 부소장 및 국립국악원장 역임.
중요무형문화제 제 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 및 중요무형문화제 제 39호 처
용무 보유자. 「황하만년지곡」,「고향소」,「내 마을의 단선」,「처용랑」,「새
나라」,「낙화만강」등 많은 국악 창작곡을 작곡. 송철규,「대금 독주곡 요천순
일지곡의 비교 연구: 김기수 채보와 김성진 연주 채보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5쪽 재정리

2) 국립국악원에서 1982년에 발간한「국악연혁」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통적
재래음악의 보존계승도 중요하려니와, 국내외에 널리 연주 소개를 통한 보급발전책도 절
실하다는 새로운 업무와 자각이 젊은 층에 배태되어 각각 습작 행위가 시도되던 때를 즈
음하여, 마침 일본이 1940년(일본기원 2600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기획중이라는 소식
에 대비하여, 이왕직에서는 아악의 동경공연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능화옹이 지
은 한시악장「황화만년지곡」을 작곡하기로 되어 아악부에서 처음으로 신곡창작을 부문
공모하기로 하였고, 이때 당선된 신곡이 김기수의 작품이었으니 비록 명예로운 동기는
될 수 없었으나마 1939년의 이 곡이 신국악개화기의 효시적 생산품 제일호로 선편을 하
여 부민관에서 1940년 11월 9일 가창 발표(가악)를 초연한 바 있었으나 사정상 동경 연
주는 중지되었다.” 국립국악원, 「국악연혁」(서울: 국립국악원, 1982), 198쪽

3) 현재까지 발표된 대금창작독주곡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미나,「대금 독주곡 ‘파문’의 분석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신주희,「대금독주곡Ⅲ ‘꿈’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미진,「홍종진 ‘대금 독주곡 2번’에 관한 악곡 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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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발전해나가는 한국음악의 현실에 있어서, 표제음악의 형

태로 창작된 곡은 연주 및 분석적 측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제음악은 곡의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이나 설명문이

덧붙여진 기악곡을 일컫는데4), 제목에 악곡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해당 악곡이 전개될 때 연주자가

작곡가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여 감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

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대중화를 꾀하는 한국음악계에서도 작품의

의미 전달에 수월한 표제음악 형태의 악곡에 대해 활발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김대성5) 작곡가의 표제음악「대금 독주를 위한

석사학위논문, 2001)
어경준,「이상규 작곡 대금독주곡 ‘토분’ 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윤조,「이성천 대금독주곡 “독주곡 66번 <큰-나무 이야기, 둘>" 분석연구」(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민경진,「이성천 대금독주곡〈봄이 오는 소리〉에 대한 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선희,「대금독주곡 <자시>의 음악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강정아,「이상규 작곡 대금 독주곡 ‘그 마음에는' 선율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6)
김명선,「이상규 작곡 "4음 음계에 의한 대금 독주곡" 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영헌,「이상규 작곡 개량대금 독주곡 <청매> 선율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7)
한영길,「대금 독주곡 비무(飛舞) 분석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한미희,「김정수 작곡 대금독주곡 「初心 Ⅰ, Ⅱ, Ⅲ, Ⅳ」의 분석」(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아람,「이찬해 작곡 '대금 독주를 위한 숨' 분석 연구 : 곽씨 부인 죽는 대목의

서시구조와 대금주법의 연구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석사학
위논문, 2014)

한창희,「전인평 작곡 대금독주곡 「머리곰Ⅱ」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4) “곡의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이나 설명문이 덧붙여져 청중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그 제재(題材)와 결부된 문학적·회화적·극적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표현 내지 암시
하려는 기악곡.” 사전편찬위원회,「음악용어사전」(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6),
457쪽

5) 1967년 서울 출생.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
원 전문사과정 졸업. 50여곡의 관현악곡 및 다수의 독주곡, 실내악곡, 합창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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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숲 소리’」를 선정하여 그 선율 구조 및 주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곡에서는 악장이나 단락의 분리 없이 작곡가가 연주자에

게 연주시 표현되어야 할 악풍을 문장 형태의 ‘지시어’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표제음악으로써의 특색을 더욱 발현시킴과 동시

에, 작곡가가 직접 연주 방식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선율 구조 변화

나 악상 기호 제시 등의 음악적 표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곡에서는 서양음악에서 사용되는 특수주법이 등장한다. 현

대 서양 음악기법에 의해 씌여진 작품이 한국음악에서도 많이 배출

되고 있는만큼 한국음악 연주자들 역시 서양음악의 주법에 익숙해

져 있긴 하지만, 특수주법이 가미된 국악곡은 주법적, 혹은 그에 따

른 선율적 측면에서 여전히 연구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

리’」의 지시어에 따른 선율 구조 변화 형태를 분석하고, 여러 주법

과 그에 따른 선율 진행 형태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

는「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리’」의 연주에 있어 분석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효과적인 연주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는 창작 표제음악의 연주를 분석하고 연주하는 안목을 키우도록 하

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론에서는「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리’」에서의 출현음과 선율

을 분석하고 특주주법을 검토하였다.

용음악, 뮤지컬, 음악극, 오페라 작곡. 문예진흥원 주최 ‘98 국악작곡 축제’ 관현
악 부문 수상. Tokyo International Music Corporation의 피아노곡 공모(1998).
제 6회 뮤지컬 대상 작곡부문 대상 수상(1998). 뮤지컬 작곡 대상 수상(2000).
KBS 국악대상 수상(2002). 대한민국 합창협회 작품상 수상(2002). 2005
Korean-American Music Composition Competition 입선(2005). 대한민국 작곡
상수상(2005). 김일중,「김대성의 관현악곡 <여림을 넘어서>의 분석 연구」(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7쪽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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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곡구조 및 출현음”에서는 본 악곡의 마디, 빠르기, 출현 박자

를 정리함으로써 악곡의 거시적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출현음을 전통음악상의 음계명과 함께 비교하여 기보하였다.

“2. 선율 분석”에서는 본 악곡의 선율을 분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리’」는 악장의 구분이 없는 단일 악장

의 곡이기 때문에, 선율 구조 및 악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곡가의

‘지시어’를 기준으로 ···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마디, 빠르기, 출현 박자 등의 선율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할한

부분 중 빠르기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과 부분은 각각 -1·
-2·-3·-4, -1·-2·로 다시 세분하여 선율 구조를 분석하였

다.

“3. 특수주법 검토 및 실제”에서는 본 악곡에서 사용되는 특수주법

의 쓰임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특수주법들은 서양 관악기에서

종종 연주되는 주법인 만큼 서양음악학에서 설명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대금에서 가용한 운지법을 소개한 후 이 주법이 본 악곡

연주에 적용되는 실제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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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악곡구조 및 출현음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단일 악장의 악곡인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리’>를 , , , , 의 4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이러한 임의 분할은 지시어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곡가가 악보

에 표기한 지시어에 따라 단위박의 분할 형태와 음량을 결정하는

악상 기호가 크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악풍이 전환되게 되기 때문

에 이와같은 기준을 선정한 것이다. 작곡가의 지시어는 곡이 시작하

는 1마디에서는 나오지 않고, 53마디에서 “격정적으로 열정을 갖고”

가, 78마디에서 “환상적으로 부드럽게”가, 100마디에서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가 등장한다. 또한 분할한 부분 중 빠르

기의 변화가 생기는 와 는 변화의 빈도수에 따라 각각 -1, 
-2, -3, -4와 -1, -2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빠르기는 가 =45, -1·-2·-3·-4가 각각 ♩=84·=56·
=76·=48, -1·-2가 각각 =54·♩=80, 가 =45이다.
출현 박자는 에서 9/8, 6/8, 3/4, 12/8, 4/4박이, 에서 4/4, 2/4,

3/4, 9/8, 4/4박이, 에서 12/8, 6/4, 3/4박이, 에서 9/8, 6/8박이다.

이와 같은 악곡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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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악곡 구조

또한 본 곡에서 등장하는 음들을 대금의 음역대 별로 기술해 보면,

저취에서는 B♭3, B♮3, C4, D♭4, E♭4, E♮4, F4, G♭4, G♮4, A

♭4, B♭4, 평취에서는 C5, D♭5, D♮5, E♭5, E♮5, F5, G♭5, G♮

5, A♭5, A♮5, B♭5, B♮5, 역취에서는 C6, D♭6, D♮6, E♭6, F6,

G♮6이다. 이와같이 본 곡에서는 별도의 주법 없이 대금으로 연주

하기 용이한 음들로 구성돼있지 않고, 반규법(半竅法)6)을 이용하거

나 취구의 위치를 조절하여 음을 변화시켜 소리를 내야 하는 음들

이 출현한다. 이러한 비전통적 음7)의 출현은 표제음악인 본 악곡의

6) “연주자가 반음을 내기 위해 지공을 활짝 열지 않고 반만 여는 지법. 반규(半竅)
보다 조금 더 열어 3/4정도 여는 지법을 반규강법이라 하고, 반규보다 조금 더
닫아 1/4정도 여는 지법을 반규약법이라고 한다.” 송방송,「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722쪽

7) 본문에서 사용한 ‘비전통적 음’이라는 표현은 ‘전통적 음’과 대립되는 개념으
로써 사용한 것이다. ‘전통적 음’은 악조와 관계없이 아악 전반에서 주요음으

지시어 마디 빠르기 출현 박자

 없음 1-52 =45 9/8, 6/8, 3/4,

12/8, 4/4

 격정적으로

열정을 갖고
53-77

-1: =84
-2: =56
-3: =76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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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4/4

 환상적으로

부드럽게
78-99

-1: =54
-2: ♩=80 12/8, 6/4, 3/4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

100-124 =45 9/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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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연주자는 비교적 빠른 선율

진행 중 등장하는 이러한 음들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리’」에 등장하는 음을 악보로 정리하

면 다음 <악보 1>과 다음과 같다.

<악보 1> 출현음

B♭3 B♮3 C4 D♭4 E♭4 E♮4 F4 G♭4 G♮4 A♭4

㑣 侇 㑲 㒇 黃 大 太 夾 故 仲

B♭4 C5 D♭5 D♮5 E♭5 E♮5 F5 G♭5 G♮5 A♭5

林 南 無 應 潢 汏 汰 浹 㴌 㳞

A♮5 B♭5 B♮5 C6 D♭6 D♮6 E♭6 F6 G♮6

㶙 淋 洟 湳 潕 㶐 㶂 㳲 㵈

로 등장하고 대금으로 별도의 취·주법변화 없이 연주 가능한 음들인 B♭(林鍾),
C(南呂), D♭(無射), E♭(黃鍾), F(太蔟), G♭(夾鍾), G(故洗), A♭(仲呂)을 일컫
는다. 물론 12율의 모든 음을 대금으로 연주하는것이 기능적으로는 가능하나 종
묘제례악을 제외한 한국의 아악(광의의 의미)에서는 사실상 위의 7음이 주 구성
음이기 때문에 ‘전통적 음’을 이와 같이 먼저 규정하고, 이와 대조되는 의미로써
본문에서 ‘비전통적 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악에 주로 사용되는 음들
에 대해서는 아악 음악의 음계가 망라된 국악학자 장사훈(張師勛, 1916-1991)의
저서「최신 국악총론」을 참고하였다. 장사훈,「국악총론」(서울: 세광음악출판
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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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1) 부분: 1-52마디

<악보 2> 1-6마디

<악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서 6마디까지 주목할 부분은

꾸밈음의 등장이다.

꾸밈음은 “악곡의 선율에 음이나 음군을 부가해서 꾸미는 것”이라는 사

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8), 오직 B♭3으로만 연주되는 1-6마디에서

는 단순히 특정음을 꾸며주는 역할만 하지 않고 이 꾸밈음 자체가

음이 시작될때마다 제각각 다른 음간격을 가지며 선율을 주도해간

다. 1마디에서는 완전4도, 2마디에서는 완전4도와 완전5도, 3마디에

서는 단3도, 완전4·단3도, 단3도, 완전4·단3도, 단3도, 4마디에서는

완전4도, 5마디에서는 완전5도, 단7도, 6마디에서는 완전8도, 단7도,

완전5도, 단7도, 완전5도의 음간격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아 1-6마디는 사실상 꾸밈음이 선율 진행에 있어서 선율적 상승

감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마디에서 출현하는 꾸밈음과 선율음과의 음간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8) “악곡의 선율에 음이나 음군을 부가해서 꾸미는 것을 꾸밈이라고 하며 그 중 개개의 음
에 대한 꾸밈이 정형화된 것을 꾸밈음이라고 한다.” 사전편찬위원회,「음악용어사
전」(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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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6마디의 출현 꾸밈음 및 선율음과의 음간격

그 다음 이어지는 7-9마디에서는 붙임줄과 이음줄을 이용하여 2도

음폭 이내에서 소리를 지속시키게 돼있다.

<악보 3> 7-9마디

<악보 3>에서 보는바와 같이 7마디에서 악보상 3번째 음인 C♭3

상단에는 “1/4 아래음”이라는 작곡가의 지시가 있다. 따라서, 7마디

의 이 음을 연주할 때는 제 6공을 1/3정도만 개방시키고 취구를 약

간 숙여야 작곡가의 요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선율적으

로는 B♭3과 C♭4·C(♮)4를 붙임줄과 이음줄 및 portamento로 연

결시키며 9마디의 첫박 C4까지 한 호흡에 이어 연주해야 한다.

앞의 1-6마디가 꾸밈음과 선율음과의 음간격 변화에 의한 전개에

출현 꾸밈음 선율음과의 음간격(도)

1마디 E♭4 완전4

2마디 E♭4, F4 완전4, 완전5

3마디
D♭4, E♭·D♭4, D♭4,

E♭·D♭4, D♭4

단3, 완전4·단3, 단3,

완전4·단3, 단3

4마디 E♭4 완전4

5마디 F4, A♭4 완전5, 단7

6마디 B♭4, A♭4, F4, A♭4, F4 완전8, 단7, 단5, 단7, 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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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했다면, 이 7-9마디는 7마디에서부터 9마디의 첫박에 이르기까

지 소리를 끊임없이 연결시키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1-9

마디에서 나타나는 주된 선율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4> 10-15마디

<악보 4>에서 보는바와 같이, 10-15마디 역시 1-6마디에서와 마찬

가지로 선율음이 아닌 선율음과 꾸밈음의 음간격에 의해 선율이 진

행된다. 10마디에서는 완전4도, 11마디에서는 완전4도, 완전4·단6도,

12마디에서는 단3도, 완전4·단3도, 단3도, 완전4·단3도, 단3도, 13마

디에서는 완전4도, 14마디에서는 완전4도, 단7도, 15마디에서는 완전

8도, 단7도, 단6도, 단7도, 단6도의 음간격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10-13마디에서 나타나는 꾸밈음은 선율음과의 음간격이 4-6도이지

만, 14마디에서는 7도까지 벌어지고, 15마디에서는 8도, 즉 6마디에

서와 같이 옥타브 차이까지 보이며 벌어진다. 따라서 10-15마디 역

시 꾸밈음이 선율 진행에 있어서 선율적 상승감과 함께 주도적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15마디에서 출현하는 꾸밈음과 선율음과의 음간격을 정리해보

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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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15마디의 출현 꾸밈음 및 선율음과의 음간격

또한 10-15마디는 출현 선율음만 다를뿐 선율 구조 역시 1-6마디

와 동일하다. 1마디와 10마디의 출현 선율음은 1·2·3·4·5·6마디와

10·11·12·13·14·15마디가 각각 B♭3과 F4이지만, 출현 음표는 1마디

와 10마디가 , , 2마디와 11마디가 ♩, ♪와 , 3마디와 12마디

가 ♩, ♪, , ♪, ♪, ♪, 4마디와 13마디가 , , 5마디와 14마디

가 ♩, ♪, , 6마디와 15마디가 ♩, ♪, , ♪, ♪, ♪로써 같다. 선

율음의 연결 형태 역시, 1마디와 10마디에서는 제 1·2 출현음이 붙

임줄로 연결되고, 2마디와 11마디에서는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되고, 3마디와 12마디에서는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되고,

4마디와 13마디에서는 제 1·2 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되고, 5마디와

14마디에서는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되고, 6마디와 15마디에

서는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으로써 같은 양상을 보인다.

1-6마디와 10-15마디의 출현 선율음 구조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

음 <표 4>와 같다.

출현 꾸밈음 선율음과의 음간격(도)

10마디 B♭4 완전4

11마디 B♭4, B♭4·D♭5 완전4, 완전4·단6

12마디
A♭4, B♭4·A♭4, A♭4,

B♭4·A♭4, A♭4

단3, 완전4·단3, 단3,

완전4·단3, 단3

13마디 B♭4 완전4

14마디 B♭4, E♭5 완전4, 단7

15마디 F5, E♭5, D♭5, E♭5, D♭5 완전8, 단7, 단6, 단7, 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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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6마디와 10-15마디의 출현 선율음 구조 비교

이와 같이 10-15마디는 1-6마디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선율 구조

를 유지하며 음고에 변화를 준 상태에서, crescendo와 decrescendo

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돼있음으로써 악풍이 한층 더 고조되고 발

전되었음을 느끼게 해준다.

<악보 5> 16-18마디

<악보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18마디도 역시 <악보 3>과 마

찬가지로 등장음인 F4, G♭4, G(♮)4의 음들을 portamento에 의해

연주해야 한다. 다만 7-9마디에서와는 달리 음고에 관한 작곡가의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F4음을 연주하다가 portamento에 의해 G

♭4에 도달할 시 정확한 음정 발음에 필요한 만큼 제2공을 개방시

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9)

9) 본래 G♭음은 1·3공을 막아야 하나, 16-18마디는 등장음이 모두 portamento로

마디 출현 선율음 출현 음표 선율음의 연결

1, 10
1마디: B♭3

10마디: F4
,  제 1·2 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

2, 11
2마디: B♭3

11마디: F4
♩, ♪,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

3, 12
3마디: B♭3

12마디: F4

♩, ♪, ,
♪, ♪, ♪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

4, 13
4마디: B♭3

13마디: F4
,  제 1·2 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

5, 14
5마디: B♭3

14마디: F4
♩, ♪,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

6, 15
6마디: B♭4

15마디: F4

♩, ♪, ,
♪, ♪, ♪

제 2·3출현음이

붙임줄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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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19-23마디

<악보 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마디에서 로의 분할에 의한 속

도감 있는 선율이 최초로 등장한다. 등장 음의 음역대는 앞의 1-18

마디와 동일하게 3옥타브(대금의 저취)부터 4옥타브(대금의 평취)

이내이면서도 이전과는 달리 박의 급격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19마디부터 23마디까지의 연주는 느린 속도의 1-18마디와 대조

를 이루며 연주 속도 증가에 따른 악풍 상승감의 효과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23마디의 3박에서부터는 중음주법을 필요로 하는 선율이 등장하게

된다.10) 23-24마디에서의 선율 진행은 붙임줄을 이용한 한 개의 ♪

와 중음주법에 의한 완전 8도 화음의 교차진행이 보이며, 마지막 음

인 B♭4/B♭5의 화음 음들이 처리됨으로서 1-18마디에서 선보였

던 폭넓은 느낌의 완주(緩奏)와 대조를 이루며 마무리된다. 특히 이

23-24마디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중음주법 화음은 정확한 음정 및

음량보다는 ‘바람소리가 곁들여진 2개 배음의 동시출현’이라는 특징

에 방점을 두고 연주해야 할 것이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지법을 따르지 않고 F4를 연주하기위해 막았던 2
공을 필요한 만큼 개방시켜야 한다.

10) 중음주법 및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본고의 “3. 특수주법 검토”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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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25-30마디

<악보 7>에서 보는바와 같이, 25-30마디는 ♩단위의 폭넓은 진행

을 보이며, 다음의 31마디로 진행하기 위해 30마디까지의 선율 흐름

을 완성 및 종결짓는 형태를 보인다. 25-30마디의 6마디는 악구의

흐름에 따라 1+2마디의 형태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25마디는 B

♭3부터 1옥타브씩 2차례 전개된 후 A♭4을 퇴성처리함으로써 마무

리되고, 26-27마디는 B♭3부터 7도, 8도로 상행진행 후 대금의 역취

옥타브에 해당하는 B♭5로 전환되어 D♭6을 크게 퇴성하는 것으로

선율이 일단락된다.

28-30마디 역시 상기한 25-27마디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28

마디는 25마디와 동일하게 연주되고 29마디는 E♭4으로부터 5도씩

선율이 상행 진행하는데, 셋째박의 F♭4/F♭5에서부터는 30마디 끝

음까지 중음주법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 3개의 중음주법에 의한 음

들은 30마디까지의 선율을 확실하게 매듭짓는 의미에서, mezzo

piano로부터 pianississimo로 이어지는 decrescendo의 선명한 표현

이 연주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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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31-33마디

<악보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32마디는 유사한 선율 구조에

의한 대구적(對句的) 진행 형태를 보이고 있다. 31마디에서는 1박-3

박 1음의 연주 후 E♭5으로, 32마디에서는 역시 1박-3박 1음의 연

주 후 31마디의 3박 이하 2음보다 2도 낮은 D♭5로 다르다. 즉 각

마디의 3박 1음까지 선율을 같게 처리하고 2번째 음만 다르게 처리

함으로써 두 마디 간의 대구적 특징을 살렸으며, 특히 32마디의 3박

음은 31마디의 3박 음보다 낮음으로써 다음 33마디의 선율 전개 형

태를 예시하고 있다.

<악보 9> 34-45마디

<악보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35마디 또한 31-32마디와 마찬

가지로 대구적 특성을 나타낸다. 34마디의 1박-3박 1음과 35마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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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3박 2음을 동일한 음과 선율로 전개시키고 3박 역시 각각 E♭

4/E♭5와 B♭4/B♭5로 처리함으로써 31-32마디와 유사한 양상을 보

인다. 이 34-35마디에서는 31-32마디에서보다 악상기호가 더욱 많이

제시되어있는데, 각각의 셋째 박에 중음주법이 등장한다는 점을 제

외하면 34-35마디가 31-32마디와 유사한 선율 구조를 갖고 있는 만

큼 자칫 반복적 흐름으로 인해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악상기호

로서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붙임줄로 연결

된 34-35마디의 둘째박과 셋째박 음 A♭에 vibrato를 첨가해 주는

것이 이런 대구적 특성을 살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6-39마디는 ♪위주로 단위박()이 분할되며 2마디 이상 지속되는

crescendo와 ritardando, a tempo, accelerando 등의 악상 기호로

진행된다. 짧은 연주 시간동안 음량과 완급의 변화가 있는 만큼 긴

장도가 높으며, 4/4박인 39마디의 3-4박에서 glisando 처리된 A♭

5-B(♮)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른 속도의 vibrato 첨가 역시 필요

한 마디이다.

<악보 10> 46-49마디

<악보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46-47의 두 마디는 앞으로 전개될

악풍을 제시하고 있다. 46마디에서 B♭4을 필두로 짧은 꾸밈음과 격

한 vibrato를 동반한 glisando가 등장한 후, 47마디에서는 46마디의

첫 음보다 완전 4도 위로 이동하여 에 의한 박 분할과 추성의 적

절한 이용 등으로 긴장감이 상승한다. 특히 fortissimo로 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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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마디 3박 1음의 꾸밈음인 C6와 D♭6은 청의 울림이 잦은 대금의

역취(力吹)에 해당하는 음들로, 주로 평취 이하의 음 위주로 전개되

던 1-45마디에 비해 더욱 활동성을 느끼게끔 해주는 요소이다.

<악보 11> 50-52마디

<악보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마디에서는 C5, F5, G5, B♭5의

4개 음으로 진행된다. C5로부터 4도→2도→3도로 점차 상행하며, 첫

박을 제외한 나머지 박들이 모두 hemiola 처리됨으로써 박자 분할

에서의 변화가 감지되며 긴장도가 높아진다. 악상기호를 살펴보면,

mezzo forte로 연주한 후 1박이 decrescendo로, 2박부터 crescendo

로 연주하게끔 되어있다. 선율이 점진적으로 상행 진행하며 이후에

등장할 선율에 대한 전조적 긴장감이 발현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

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박에서 나타나는 mezzo

forte+decrescendo의 과정을 제 2, 3, 4박에도 같은 형태로 적용시키

는 한편 전반적인 음량은 악상기호로 표기된 crescendo에 따라 연

주를 해야 악상 변화에 따른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의 빠르기는 =45로 다소 느리

다고 볼 수 있으나, 꾸밈음의 신속한 처리와 일부 단위박11)()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민첩한 느낌을 준다. 박자는 1-30마디

가 9/8+6/8+9/8, 31-34마디가 9/8+9/8+3/4, 37-38마디가 3/4, 39마디

가 4/4, 40마디가 9/8, 41-44마디가 6/8, 45마디가 9/8, 46마디가

11) 본고에서 수차례 등장하는 ‘단위박’이라는 용어는 해당 박으로 연주되는 마디들
이 2분박과 3분박 등으로 분박되는 형태에 기초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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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7-50마디가 9/8, 51-52마디가 6/8박이다. 음량과 관련된 악상

기호는 1-30마디까지는 중음주법12) 연주시 출현하는 단 한번의

mezzo forte를 제외하면 pianississimo와 piano 및 mezzo piano만

등장함으로써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30마디까지 유지되고, 31마

디부터는 crescendo와 decrescendo에 의한 진행이 빈번해지며

accelerando와 a tempo의 교차 진행이 최초로 등장한다. 즉 이 31

마디부터 본격적인 속주와 악상기호들의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게

되며, 연주자의 적절한 호흡 안배와 완급 조절 또한 요구된다. 특수

주법으로는 중음주법이 등장한다.

(2) 부분: 53-77마디

부분은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45의 53마디에서부터 ♩=80의

54-59마디는 -1, =56의 60-63마디는 -2, =76의 64-69마디

는 -3, =48의 70-77마디는 -4로 다시 분할된다.

1) -1부분: 53-59마디

<악보 12> 53-56마디

<악보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3마디에서는 54마디부터 진행되

12) 바이올린과 첼로, 플륫 등 서양의 현·관악기 연주시 폭넓게 쓰이는 주법. 양일
용,「음악용어대사전」(서울: 태림출판사, 2015), 854쪽



- 19 -

는 속주와 고음으로 이루어진 선율들로의 흐름을 자연스럽고 필연

적으로 해주기 위해 “격정적으로 열정을 갖고”라는 지시어가 등장하

며, accelerando에 의한 연주가 시작된다. 특히 이 accelerando는 60

마디, 즉 -2로 전환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데, 세밀한 박 분

할과 상승감 충만한 선율 흐름이 이 accelerando와 결합되어 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 또한, 이 accelerando가 충실히 지

켜져야 60마디부터 등장하는 격렬한 꾸밈음과 vibrato가 더욱 탄력

을 받게 된다.

선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음인 F♭5에는 tenuto가 첨가되어있

는데, 다음의 54마디부터 악곡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속주가 등장

하는 만큼 복선적 의미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 단

한 음에 불과하지만 김을 충실히 불어넣음으로써, 이어지는 에 의

한 속주에 더욱 대비적 효과를 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4-55마디는 4/4로, 56마디는 2/4로 진행된다. 단위박인 ♩가 로
분할되어 빠르게 전개되다가 악구가 종료되는 부분마다 staccato가

첨가되어 급격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2박 단위로 연결된 각 악구

는 이음줄과 crescendo를 동반하며,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반음 처리

로 인하여 변칙적인 악흥을 보인다. 또한 accelerando에 의한 긴장

의 고조 역시 느껴진다.

54-56마디까지 보여지는 리듬적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6잇단음표

와 3잇단음표+♪가 결합하여 한 개의 악구를 만들고, 이것이 56마디

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악구는 두 개의 ♩(단위박)에 걸

쳐 에 의한 빠른 흐름과 sforzando가 더해진 마지막 ♪의

staccato 처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각 악구들이 crescendo 처

리가 됨으로써 ‘고조→강조 및 마무리’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며 긴

장도를 지속시킨다. 이 3개 마디에 등장하는 각 악구에서는 무엇보

다도 짧은 순간의 crescendo를 이용한 음량 상승감과 마지막 음에

대한 sforzando+staccato의 명확한 처리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이 를 본 악곡의 절정에 도달하게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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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악보 13> 57-59마디

<악보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58마디는 이전의 54-56마디의

악풍에 이어 여전히 에 의한 속주가 등장한다. 54-56마디와는 달

리 57마디의 2박에서부터 시작되는 crescendo외에는 특정 음에 대

한 별도의 악상 지시 없이 6잇단음표만으로 이루어져있고, -2로
진행되기 위한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59마디의 높은 음으로

가기 위해 58마디에서 각 단위박() 첫 음들의 점진적 도약이 눈에

띈다.

2) -2부분: 60-63마디

최절정에 도달했던 -1에 이어, -2에서는 빠른 속도의 리듬 분

할 대신 격한 vibrato와 꾸밈음 처리, 넓은폭의 음 진행 등이 이어진

다. 빠르기는=56으로 그리 빠르지 않은 편이나, 속한(속하게 연주

해야 하는) vibrato의 속도와 꾸밈음의 신속한 연주 등으로 빠른 속

도의 마디라는 느낌을 준다. 박자는 60마디가 종전과 같은 12/8,

61-65마디가 8/9, 66마디가 5/4, 67-69마디가 4/4이다.

-2에 돌입하면 조성이 종전의 B♭단조에서 F단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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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60-63마디

<악보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마디에서 63마디에 이르기까지

선율음과 3-5도 차이를 보이는 꾸밈음을 동반하며 선율음이 4도씩

상행 진행하고, 여기에 forte 이상의 음량과 vibrato 및 crescendo,

accelerando 등이 결합하여 극한의 긴장감을 유발한다. 특히

accelerando는 정확히 63마디가지 계속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만큼, 빠르기가 =76으로 전환되는 64마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연주자의 재량껏 증속시켜야 한다.

또한 -2에서부터는 조성이 B♭단조에서 F단조로 전조되며, 이

조성은 악곡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13)

3) -3부분: 64-69마디

-3의 빠르기는 =76으로 종전의 -2보다 다소 빨라졌으며, 박

자는 64-65마디가 9/8박, 66마디가 5/4박, 67-69마디가 4/4박이다.

68-69마디는 플러터 텅깅 주법에 의한 연주가 fortissimo와 함께 등

13) 60마디부터 악곡의 끝(124마디)까지 G♮음은 총 50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
G♭으로 연주해야 하는 음이 13차례 등장하고, 나머지 37개의 음은 모두 전환
된 조성대로 연주하게 된다.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에서는 G가 등
장하지 않고 G♭이 1번만 출현함으로써, 와의 조성적 차이점이 거의 느껴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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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음량이 적은 -4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악보 15> 64-69마디

<악보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65마디는 8/9박이나, 골격을 이

루는 기본 단위박이 파괴되고 +♪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fortissimo와 1, 3, 5박에

있는 crescendo에 의해 그 느낌이 증폭되는데, 이는 비교적 박의 규

칙성이 감지되는 전후 마디에 또다른 절정의 선율을 배치함으로써

또다른 느낌의 긴장도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4와 4/4로 진행되는 66-67마디에서는 큰 음폭이 느껴진다. 두 마

디가 각각 crescendo 지시를 동반한 상태에서 66마디가 첫 음으로

부터 10→7→11→9→10→9→10→9→11도, 67마디가 첫 음으로부터

10→9→10→7→10→9→10도의 음폭을 보이며 진행되는데, 대금으로

이 마디들을 연주하게 되면 음 간의 옥타브가 최대폭인 2옥타브까

지 변화된다. 따라서 66-67마디에서는 이러한 음고의 극단적 대비로

부터 느껴지는 음폭의 공간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fortissimo의 음량으로 연주되는 67-68마디에서는 플러터 텅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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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등장하며14), decrescendo와 함께 다음 70마디에서는 악풍이

변화됨으로써 극적 효과와 변화무쌍함으로 점철된 -3을 종료하는

효과 역시 가져오게 된다.

4) -4부분: 70-77마디

<악보 16> 70-77마디

<악보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부분은 70-77마디의 8마디이

다. 빠르기는 =48이며, 박자는 70-72마디가 12/8박, 73-75마디가

9/8박, 76-77마디가 6/4박이다. -4에서는 -3에서까지 나타났던

격렬한 느낌이 사라지고 악곡 초반의 와 같이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되며, 이 악곡의 절정이자 백미인 -1, -2, -3과는 판이하

게 다른 악풍을 갖고 있는 와의 가교(架橋)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는 빠른 느낌이 강하고 는 리듬상 여유있는

(≠느린) 느낌이 강한데, 이와같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부분을 이

14) 플러터 텅깅 주법 및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본고의 “3. 특수주법 검토 및 실제”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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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완급 조절과 함께 호흡을 어느정도 가다듬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율 전개는 대부분 B♭3부터 A♭5, 즉 대금의 저취-평취 사이의

음들로 진행되며, 에서와 같이 단위박인 의 형태가 비교적 지켜

지며 박 분할이 이루어진다. 또한 를 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

의 중음주법이 등장한다는 점 역시 와 동일하다.

이상으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의 지시어는 “격정적으로 열정

을 갖고”이고, 박자는 53마디가 6/8박, 54-55마디가 4/4박, 56마디가

2/4박, 57마디가 4/4박, 58-59마디가 3/4박, 60마디가 12/8, 61-65마

디가 9/8, 66마디가 5/4, 67-69마디가 4/4, 70-72마디가 12/8, 73-75

마디가 9/8, 76-77마디가 6/4박으로 다양하게 구성돼있으며, 빠르기

는 =45, ♩=84, =56, =76, =48의 순서로 변화된다. 지시어에

서 알 수 있듯 본 곡의 폭발성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추/

퇴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취구의 상하 위치 조절이나 반규법 처

리를 요하는 음들이 등장한다. 악풍을 결정하는 주요 악상기호로써

격렬한 vibrato와 플러터 텅깅 주법이 등장한다. 일정 마디가 진행된

후 빠르기에 변화가 있으며, 단위박()의 단위 세분화에

accelerando가 결합되며 민첩하고도 장쾌한 속주가 등장한다. 특수

주법으로는 68-69마디에 걸쳐 플러터 텅깅 주법이 등장한다.

(3) 부분: 78-99마디

부분은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54의 78-88마디는 -1, ♩=80
의 89-99마디는 -2로 다시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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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분: 78-88마디

<악보 17> 78-79마디

<악보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은 2박 단위로 ‘1개 음 지속-

단위박의 이하 음표로의 분할‘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piano로 전개되는 78-79마디를 살펴보면, 이 2마디는 모두

‘+4개의 / ’의 흐름으로 이루어져있어 리듬적 규칙성이 느껴지

는데,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반복적 흐름을 78마디

1박-4박 첫음, 78마디 4박 두 번째 음-79마디 4박 첫음으로 연결돼

있는 이음줄이 다소 중화시켜주고 있다.

또한 선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마디의 1·3박은 각각 A♭5·E♭

4, G♭5·C4인데, 이 4개의 음들은 대금의 평취와 저취를 오르내리며

옥타브에 따라 음색이 다르게 느껴지게끔 해주는 대조적 특색을 나

타냄과 동시에 선율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이어서 등장하

는 4개의 / 는 앞에서 등장한 이 ‘중심음’에서의 응축성을 세분화

된 음들로 이완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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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80-83마디

<악보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마디에서는 의 전반적인 분위

기를 제시해주는 78-79마디의 (규칙적)흐름을 이어받아 crescendo와

함께 1, 2, 3박에 각각 A(♮)5, B♭5, B(♮)6이 상행 진행의 형태로

등장한다. 1박과 2박의 음 뒤에는 3개의 로 구성된 꾸밈음이 추가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음고에 몽환적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3박과 이음줄로 연결되어있는 4박은 78-79마디의 3, 4박

에서와 같이 4개의 / 로 구성돼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78-79마디

에서의 선율 구조를 부분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앞 선율(78-79마디)

로부터 이어지는 리듬적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81마디의 1박과 2박에서는 종전의 흐름과는 다소 다르게

당김음 형태의 리듬 분할과 에 의한 진행이 모두 등장한다. 즉

78-79마디의 1·3박과 80마디의 1·2·3박에서는 온전히 단위박인 만
등장한 반면, 81마디의 1박과 3박은 각각 F5·A♭5·F5와 G♭5·B

(♮)5·G♭5로 구성된 첫 ♩(단위박)가 +♪+의 형태로 분박되고,

나머지 ♪는 4개의 로 분박된다. 또한 이 1박과 2박에 걸쳐 mezzo

forte까지 도달하는 crescendo가 등장함으로써, 다음 3박에서 등장하

는 D♭6까지로의 연결이 더욱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어지는

3박에서는 F5와 G♭5을 첫음으로 하여 진행되던 1, 2박에서와는 달

리 D♭6으로 크게 도약한 후 4박이 4개의 / 로 구성된다. 즉, 81

마디는 4박을 제외한 각 박 첫음이 후미의 세분화된 가락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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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상행 진행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81마디 3·4박의 흐름은 이음줄로 연결된 그 다음 82마디의

1-2박에까지 연결된다. 82마디 1박은 F5로써 81마디의 끝음인 G♭5

와 이어지며, 2박은 81마디의 4박에서와 동일한 구조(4개의 / )로
전개됨으로써 78마디에서부터 이어져온 리듬적 연속성이 느껴지게

한다. 이어서 헤미올라(hemiola)의 형태로 진행되는 2박, 3박, 4박에

서는 각각 B♭4, D♭5, F5가 첫음으로 등장하고 있고 crescendo가

더해져 점진적 상승감이 감지된다.

이어지는 83마디는 종전까지와는 다르게 ♪위주의 박 분할이 주를

이루고 3박이 decrescendo 및 ritardando 처리가 된다.

<악보 19> 84-88마디

<악보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tempo(=54)로 돌아온 84-86

마디는 78-79마디와 동일한 형태의 리듬구조 및 이음줄에 의해 진

행된다. 리듬 구조는 ‘+4개의 / ’이며, 이음줄 역시 마디의 첫박

-그 다음 마디의 2박 첫음에 배치됨으로써 84-86마디에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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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78-83마디에 의한 연속성이 느껴지게 한다. 다만 다소 발견

되는 차이점은, 78-79마디에서는 각 마디의 1·3박이 대금에서의 옥

타브가 서로 교차되며 음색 변화를 꾀한 반면, 84-86마디에서는 84

마디 1박·3박, 85마디 1박·3박, 16마디 1박·3박의 음이 각각 G♭4,

F4, E♭4, D♭4, C4, B♭3으로써 낮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저취

음역대 내에서 하행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마디의 2·4박은

앞서 밝혔듯이 ‘+4개의 / ’의 구조인데, 선율의 변화폭을 살펴보

면 78-79마디와는 다르게 4음, 즉 마지막 16분음표지는 상승하고

로 시작되는 5음부터는 하강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이 음들의

직후에 등장하는 2·4박에서의 (선율적)폭발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

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84

마디의 4박에서부터는 3·1박의 음과 붙임줄로 연결된 4·2박의 1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은 평취에 해당하고 86마디의 2·4박에서는 앞의

1, 2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은 모두 역취로 연주되며, 4박에서는

매우 높은 음고의 E♭6, F6, E♭6이 연속으로 등장함으로써 선율적

정합성을 꾀하였으며, 이는 의 59마디와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한

다.

이어서 87마디에 들어서면 86마디에서 다소 고조된 선율감에 이어

2박과 4박이 만으로 분할되어 속주에 의한 속도감이 느껴짐으로써

장쾌함이 더해지며, 선율 역시 저취에서부터 평취를 거쳐 역취에 이

르기까지 큰 변화폭을 보이며 와는 또다른 형태의 절정에 이르렀

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2로 접어들기 직전의 88마디는 2개의 
와 헤미올라 분할에 의한 3개의 ♩로 이루어져있으며, decrescendo

및 ritardando와 함께 음량과 속도감이 감소한다. 선율 역시 각 박

의 1-2음이 portamento로 연결되어 하행 진행함으로써, 절정에 이

르렀던 -1이 마무리되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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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부분: 89-99마디

89마디에서는 빠르기가 ♩=80으로 변화되고, 89-94마디까지는 6/4

박과 3/4박으로 번갈아가며 진행되며 95-99마디는 6/4박으로만 진행

된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1에서까지 보여졌던 속주나 연속된 고

음에 의한 진행 형태는 사라지고, 주로 특수주법이나 작곡가가 악보

상으로 기재한 별도 지시에 의해 연주된다.

<악보 20> 89-94마디

<악보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89-94마디는 리듬 흐름상 89+90마

디, 91+92마디, 93+94마디의 총 3개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89·91·93마디는 6/4박으로 ‘++♩+♩+♩’의 리듬꼴을 갖고 있고

90·92·94마디는 3/4박으로 ‘8분쉼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89·91·93마디에서는 3·4·5박이 1·2박에서의 보다 짧은 ♩로 진행

됨으로써 음의 도약과 함께 상승감이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9·91·93마디에서는 8분쉼표에 의해 상승하던 흐름 이후 잠시 숨을

고르고, 중음주법에 의한 화음 연주가 등장함으로써 2개 마디에 걸

쳐 진행되던 흐름들이 마무리되고 또다른 음조직으로 연주되는 다

음 흐름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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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적으로 살펴보면, 89·91·93마디에 등장하는 5개의 음들은 점진

적으로 상행함과 동시에 각 음들이 trill처리가 됨으로써 상승감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게끔 하였다. 그리고 90·92·94는 대금의 운지

법상 동일한 주법으로 연주 가능한 3개의 음들15)16)이 중음주법에

의해 의도적 불협화음17)18)을 이루며 8분쉼표 이후 ♪+의 리듬꼴

로 진행된다.

<악보 21> 95-99마디

<악보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99의 5개 마디는 또다른 선율

로써가 아닌 trill 주법과 임의음을 이용하여 를 마무리한다.

95-96마디는 대금 음역상 최저음인 B♭3으로부터 비교적 고음에 해

15) 90, 92, 94마디의 화음은 각각 대금의 1·2·3·5·6공, 1·2·4·5공, 2·3·6공을 막고 연
주해야 한다. 본 중음주법의 화음들은 본고 12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주한
다.

16) 악보상으로는 화음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이 3개의 화음은 협화음을 위한 화음
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운지법 상에서 연주 가능한 3개의 음을 동시에 내기 위
한 표현수단이고, 이 3개 화음 연주의 목적성과 핵심은 전통음악, 혹은 타 창
작 국악곡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중음주법에 의한 연주'에 맞춰져 있다.

17) “비화성음들은 일반적으로 불협화음으로 간주되는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화
성음과 화성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극적이고 도발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김유희,「음악기
초이론의 이해」(서울: 예솔, 2015), 574쪽

18) “화음을 구성하는 음들 사이의 음정이 모두 협화음정이면 그 화음은 협화음정
이고, 단 하나라도 불협화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화음은 불협화음이다”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본 화음을 불협화음으로 간주하였다. 천광우, 「대학화
성학 1」(서울: 노래알, 2010),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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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E♭6에 이르기까지 5개의 저취음(B♭3→E♭4→F4→G(♮)4

→A(♮)4)과 평취음(D♭5→E♭5→F5→G(♮)5→A(♮)5) 및 2개의 역

취음(C6→E♭6)이 등장함으로써 선율이 점진적으로 상행하는 느낌

을 주며, 여기에 각 음들의 trill연주와 함께 piano로부터 crescendo

처리된 악상기호가 첨가됨으로써 음 변화폭 증가와 음량 증폭에 따

른 분위기의 고조가 감지된다.

이어지는 97-98마디는 각 출현음에 대해 정상적 발음(發音)이 아닌

입김을 불어넣는 상태에서19), decrescendo와 함께 “연주자가 선택한

임의의 음으로 트릴을 한다”는 지시어에 따라 임의 음에 의해 연주

하게끔 되어있다. 작곡가가 표기한 대강의 선율선을 따라, 97마디에

서는 대략 3-4도의 차이로 상행 진행시키고, 98마디에서는 ♩를 ♪

로 분할시켜 각 ♩의 두 음이 상행하도록 설정하며, 특히 4박에서부

터는 각 박을 구성하는 2개 음의 차이가 6도 이상 차이나도록 하여

큰 음폭에 의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 마디 연주에 있어서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의 지시어는 “환상적으로 부드

럽게”이고, 빠르기는 =45로 진행 도중 ♩=80으로 변화되며, 박자

는 78-88마디가 12/8박, 89-99마디가 6/4박이다. 빠르기가 변하기 전

까지 빠른 속도로 음을 순차진행시키는 선율 형태가 특징적이며,♩

=80으로 빠르기가 변화한 후에는 trill주법과 중음주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말미에서는 연주자가 정한 임의음에 의한 연주가 주어지

며 마무리를 위한 긴 여백이 등장한다.

19) 서양 목관 악기 주법의 하나로, 97-98마디에서와 같이 음표가 ‘x’모양으로 그려
져있으면 음을 내지 않고 입김만을 불어넣는것을 뜻한다. 양일용,「음악용어대
사전」(서울: 태림출판사, 2015) 7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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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 100-124마디

부분의 지시어는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이다.

이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며, 빠르기는 와 동일한 =45이다. 박
자 역시 에서와 같이 3마디 단위로 9/8+6/8+9/8박의 형태로 진행

되나, 악곡의 마지막 마디인 124마디는 선율 흐름 역시 와 마찬가

지로 단위박인 의 8분음표 분할로 전개되고, 시종일관 차분하고

짙은 음색으로 진행되며 2옥타브 이내(대금의 저취 음역대)의 음 위

주로 진행되며 서서히 마무리된다.

<악보 22> 100-105마디

<악보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초반 선율이 연상되는

100-101마디 이후 102마디에서는 2개의 꾸밈음이 첨가된 C4와 C♭

4이 portamento로 연결된 후 최하위음인 B♭3으로 종지됨으로써

에서는 와 일부 유사하면서도 다소 차별화된 선율 형태가 전개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복선은 102마디 직후에 등장하는 103마

디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의 4마디가 1마디와 동일한 음으

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103마디에서는 꾸밈음인 B♭3 이후 F4로 도

약함으로써 곡의 시작이었던 에서의 분위기로 일정 부분 회귀하

면서도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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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03마디의 흐름을 이어받아 104-105마디에서는 꾸밈음과

함께 종전의 F4음으로 진행되고, 특히 105마디에서는 102마디에서와

같이 portamento에 이은 반음 위 음(F(♮)4)에 의해 마무리된다.

<악보 23> 106-111마디

<악보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6마디의 1-2박은 B♭3→F4로의

도약 후 에 의한 리듬 분할이 이루어지고, 1박에서 보여졌던 5도

도약과 대비되는 3도 도약(B♭3→D♭4)이 3박에서 나타난다. 이

106마디의 3박은 다음 107마디의 첫 음과 붙임줄로 연결되는데, 107

마디 1박의 셋잇단음표 속 16분음표와 2박의 들이 비교적 여유있

는 리듬의 106마디와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지속성이 느껴지도록

연결되었고, 거꾸로 9/8박의 108마디는 이음줄에 의한 A♭4 위주의

지속음으로 연주된다. 즉, 106-108마디는 이른바 ‘여유로움-급함-여

유로움’의 완급 전환을 3개 마디 내에서 보여줌으로써 짧은 순간 속

에서 리듬의 배치에 의한 감정변화를 구현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4> 112-114마디

<악보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박+1박의 리듬꼴(기준)에 B♭3

만으로 진행되는 112마디 이후 113마디에서는 portamento에 의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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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4(B3), C♭4→B♭3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114마

디에서는 1-2박이 타 마디(106마디)와 동일한 형태의 리듬으로 구성

되어 일전에 등장했던 흐름과의 유사성을 갖춘 듯 하다가, 3박에서

G♭4이 등장함으로써 이 114마디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선율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악보 25> 115-120마디

<악보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5마디와 116마디는 각각 첫박에

서 F4→A♭4→B♭4와 E♭4→A♭4→B♭4로 진행 후, 2박은 115마

디에서는 D♭5→E♭5, 116마디에서는 E♭5→F5로, 117마디는 116마

디의 마지막 음인 F5로부터 붙임줄로 연결된 후 A♭5이 등장함으로

써, 114마디의 암시에 이어 선율감(旋律感)이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

고 있다.

이어지는 118-120마디는 이전의 115-117마디와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8마디에서는 각 박의 첫음이 E♭5, B♭4, F4로 하행

하고, 119마디에 접어들면 선율선이 E♭4→F4, F4→E♭4로 진행됨

으로써 큰 폭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또한 120마디는 B♭3→D

♭4, D♭4, D4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음인 D♭4이 퇴성됨으로써

악곡이 사실상 종지부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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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121-124마디

<악보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1-124마디는 본 곡을 마무리하

는 부분으로, 와 유사한 흐름의 선율 및 리듬 진행 형태를 보인

다. 121마디에서부터 마지막 마디인 124마디까지 등장하는 선율음은

121·122·124마디에서 B♭3의 단 하나이고, 123마디에서는 B♭3과 D

♭4의 두개이다. 121-122에서는 유일한 선율음인 B♭3을 에서와
같이 민첩한 느낌의 꾸밈음들이 꾸며줌으로써 악곡의 초반을 연상

시킴과 동시에 악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로써 여운을 남기고,

123-124마디는 ritardando와 smorzando의 악상기호와 함께 계속적

인 이음줄과 붙임줄로 소리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마지막 등장음이

자 대금의 최저음인 B♭3을 시키며 조용히 마무리한다.
이상으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의 지시어는 “명상적으로 깊이

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이다. 이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며, 빠르기

는 와 동일한 =45이다. 박자 역시 에서와 같이 3마디 단위로

9/8+6/8+9/8박의 형태로 진행되나, 악곡의 마지막 마디인 124마디는

선율 흐름 역시 와 마찬가지로 단위박인 의 8분음표 분할로 전

개되고, 시종일관 차분하고 짙은 음색으로 진행되며 2옥타브 이내

(대금의 저취 음역대)의 음 위주로 진행되며 서서히 마무리된다.



- 36 -

3. 특수주법 검토 및 실제

본 항목에서는「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 소리’」연주에 있어서 서

양 관악기의 주법으로부터 차용한 특수주법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수주법은 본 악곡의 탈(脫)장르적 다채로움을 발현시키는데에 있

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주법(혹은 지법)은 연주자의 긴장도

와 섬세함은 물론 음정과 효과에 대한 정확도 높은 인식 역시 요구

된다.

본 악곡에서 등장하는 특수주법은 중음주법(harmonics)과 플러터

텅깅(flutter-tonguing) 주법이다.

(1) 중음주법(harmonics)의 주법 및 실제

1) 중음주법

중음주법은 바이올린과 첼로, 플륫 등 서양의 현·관악기 연주시 폭

넓게 쓰이는 주법으로, ‘harmonics’라는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화음을 연주하기 위해 사용된다.

서양 음악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 중음주법은 overblowing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overblowing은 “관악기에서 숨의 속도와 압력,

입술 조정에 의해서 바탕음 대신 위쪽의 배음을 내는 주법”20)으로

서양 관악기의 기본 주법이자 발음 원리이기도 한데, 한국 전통 독

주 관악기 중에서 이 원리와 주법에 의해 연주되는 악기인 대금21)

20) 심성태,「음악용어사전」(현대음악출판사, 1996), 287쪽
21) 국악학자 장사훈(1916-1991)의 저서「국악대사전」(1991)의 512·651·788쪽 및
일선 학교의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흔히 대금의 음역대를 구성하는
저·평·역취에 대해 ‘평취는 보통김으로 부는 방법이며, 저취는 김을 약하게 불
어넣으며 역취는 김을 세게 불어 넣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나 이는 전 음역대
에서 극단적 음량 변화가 나타나는 본 악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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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중음주법 구사에 대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김정승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저취와 평취, 역취는 결국 입술을 거쳐 취구로 들어가는 바람의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압력은 단순히 호흡의 세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압력을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모양이다. 입슬을 어느

정도 힘있게 조여주느냐에 따라 바람이 새어나오는 입술 사이의 구멍의

크기가 결정되며 이처럼 구멍의 모양(또는 크기)을 달리하고 또 내뱉는

호흡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옥타브 위, 아래의 배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대금을 비롯한 overblowing 주법을 사용하는 관악기 취법의 기본원

리이다.” (중략) “하나의 운지법에서 입술의 모양과 바람의 세기(압력의

정도)에 따라 네 개의 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취와

평취, 평취와 역취의 취법들을 오가면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음을 내는

것이 바로 대금의 다음주법인 것이다.”22)

즉, 대금으로 중음주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대금 발음의 기본 원

리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취구 상(上) 입술 위치 및 탄력도, 압력

도를 연주자의 임의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해야한다.

김정승 교수가 직접 실연(實演)하며 발견한 중음주법은 다음의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이자 인식이다.
22) 김정승,「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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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8도 간격의 중음주법23)

23) 김정승,「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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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도 간격의 중음주법에 의해 구사

할 수 있는 8가지의 주법은 다음과 같다.

�가)주법: 1·2·3·4·5·6공을 막고 B♭3+B♭4과 B♭4+B♭5을 얻을 수

있다.

‚나)주법: 1·2·3·4·5공을 막고 C4+C5를 얻을 수 있다.

ƒ다)주법: 1·2·3·4공을 막고 D♭4+D♭5, D♭5+D♭6을 얻을 수 있

다.

„라)주법: 1·2·3·6공을 막고 E♭4+E♭5를 얻을 수 있다.

…마)주법: 1·2·6공을 막고 F4+F5를 얻을 수 있다.

†바)주법: 1·3·6공을 막고 G♭4+G5를 얻을 수 있다.

‡사)주법: 1·6공을 막고 G♭4+G5를 얻을 수 있다.

ˆ아)주법: 2·3·4·5공을 막고 A♭4+A♭5을 얻을 수 있다.



- 40 -

<그림 2> 5도 간격의 중음주법24)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도 간격의 중음주법에 의해 구사할

수 있는 5가지의 주법은 다음과 같다.

�가)주법: 1·2·3·4·5·6공을 막고 B♭4+F5를 얻을 수 있다.

‚나)주법: 1·2·3·4·5공을 막고 C5+G5를 얻을 수 있다.

ƒ다)주법: 1·2·3·4공을 막고 D♭5+A♭5을 얻을 수 있다.

„라)주법: 1·2·3·6공을 막고 E♭5+B♭5를 얻을 수 있다.

…마)주법: 1·2·6공을 막고 F5+C6를 얻을 수 있다.

‘5도 간격의 중음주법’에서 연주 가능한 가)·나)·다)·라)·마)주법은

각각 이전에 설명한 ‘8도 간격의 중음주법’의 가)·나)·다)·라)·마)주법

24) 앞의 책,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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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지법이 일치한다. 따라서 ‘5도 간격의 중음주법’을 연주하려면

‘8도 간격의 중음주법’에서와는 차별화된 취법이 필요하다.25)

<그림 3> 그 외의 중음주법26)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도 간격의 중음주법’과 ‘5도 간격

의 중음주법’외의 중음주법에 의해 구사할 수 있는 주법은 다음의 5

가지와 같다.

�가)주법: 1·2·3·5·6공을 막고 E♭4+D♭5(7도 간격), D5+B♭5(6도

25) 같은 운지법의 다른 화음 발생에 관하여 더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이유는,
주자의 입술과 구강구조 및 취구의 크기에 따른 따른 취법 자체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는 ‘5도 간격의 중음주법’을 구사할 때는 ‘8도 간
격의 중음주법’을 구사할 때보다 입술을 중앙으로 더 모아야 연주가 가능하였
다.

26) 앞의 책,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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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E♭4+D5+B♭5(E♭4로부터 7도·6도 간격)를 얻을 수 있다.

‚나)주법: 1·2·4·5공을 막고 F4+E5(7도 간격), E5+C6(6도 간격),

F4+E5+C6(F4로부터 7도·6도 간격)를 얻을 수 있다.

ƒ다)주법: 1·3·4·5공을 막고 G♭4+G5(8도)를 얻을 수 있다.

„라)주법: 2·3·4공을 막고 A♭4+A5(8도)를 얻을 수 있다..

…마)주법: 2·3·6공을 막고 A♭4+G5+E♭6(A♭4로부터 7도·6도), A

♭4+G5(7도), G5+E♭6(6도)을 얻을 수 있다.

2) 선율에 적용된 중음주법

본 악곡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중음주법은 아래의 <악보 27>에

서 보듯이 23-24마디에 걸쳐 4차례 나타나며, 필요한 주법은 ‘8도

간격의 중음주법’의 ‘가)주법’에 해당하는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악보 27> 23-24마디의 화음 (□안의 음)

<그림 4> 23-24마디의 화음 연주시 필요한 중음주법

그 다음 출현하는 중음주법은 아래의 <악보 28>에서 보듯이 35마

디에서 나타나며, 필요한 주법은 ‘8도 간격의 중음주법’의 ‘가)주법’

에 해당하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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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35마디의 화음 (□안의 음)

<그림 5> 35마디의 화음 연주시 필요한 중음주법

35마디에서 등장하는 화음은 이전의 23-24마디에서 등장하는 화음

을 연주할때와는 달리 화음출현시점부터 배음을 동시에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23-24마디에서는 화음의 구성음이 전박에 출현한 상태

에서 붙임줄이 그다음 출현음인 중음주법에 의한 화음에까지 연결

되어있어서 중음주법을 구사하기가 용이하지만, 35마디에서는 화음

의 직전음이 화음구성음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화음의 아래

음을 먼저 연주하고 그 다음 배음을 발음하기 위해 취법을 조절하

는 과정에서 시간적 편차가 생긴다. 35마디에서의 중음주법 연주는

이와 같은 취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간차 발음은 그 다음 출현 마디인 76-77마디에서도 역시

재현된다.

그 다음 출현하는 중음주법은 아래의 <악보 29>에서 보듯이

76-77마디에 걸쳐 4차례 나타나며, 필요한 주법은 ‘8도 간격의 중음

주법’의 ‘가)주법’, ‘라)주법’, ‘마)주법’, ‘아)주법’에 해당하는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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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76-77마디의 화음 (□안의 음)

<그림 6> 76-77마디의 화음 연주시 필요한 중음주법

<악보 29>에서 보는바와 같이 76-77마디에서 등장하는 화음 연주

시에도 <악보 28>에서와 같은 한계가 보인다. 하지만 76-77은 빠르

기가 =48로 34-35마디에 비해 다소 느리고, 77마디에 출현하는

ritardando에 의해 선율 진행이 둔화됨으로써 취법 조절 역시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

그 다음 출현하는 중음주법은 아래의 <악보 30>에서 보듯이

90·92·94마디에 걸쳐 3차례 나타나며, 필요한 주법은 ‘그 외의 중음

주법’의 ‘가)주법’, ‘나)주법’, ‘마)주법’에 해당하는 아래의 <그림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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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90·92·94마디의 화음 (□안의 음)

<그림 7> 90·92·94마디의 화음 연주시 필요한 중음주법

<악보 30>에서 보는바와 같이 90·92·94마디에서 등장하는 화음 연

주시에도 <악보 29>의 76-77마디에서와 같은 한계가 보인다. 하지

만 90·92·94마디는 모두 ♪+ 형태의 지속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마찬기지로 취법 조절이 용이하다.

(2) 플러터 텅깅 주법(flutter-tonguing)의 주법 및 실제

플라터 텅깅 주법(flutter-tonguing)은 혀를 빠르게 굴려 진동시키

며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기존의 텅깅 주법과는 전혀 차별화된 음

색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플라터 텅깅 주법은 독일의 작곡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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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 1825-1899)에 의해 최초로 도입

되었는데, 그는 플라터 텅깅 주법에 대해 “그 효과는 하늘을 빙빙

도는 길게 늘어선 새들 소리와 비슷하고, 마음이 들뜬 어린 소녀의

멀리서 들리는듯한 낮은 웃음소리와도 비슷하다’라고 묘사한 바 있

다.27)

플라터 텅깅 주법은 본 악곡의 68-69마디에서 사용되었다.

<악보 31> 68-69에서 나타나는 플러터 텅깅 주법

<악보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69마디는 이전 문단에서 기술

한 플러터 텅깅 주법이 갖는 음향적 효과에 의해 이 두 마디는 소

리가 거칠게 흐트러지는 느낌을 주면서도 대나무 잎이 거센 바람에

의해 ‘파르르’하는 의성어와 같이 떨리는 듯한 효과를 주며, 2개 마

디의 짧은 연주시간 동안 fortissimo의 음량에서부터 시작된

decrescendo에 의해 최고조에 도달했던 악풍이 음량의 급감과 함께

급격하게 마무리됨으로써 -1부분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마무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27) 고혜령,「플루트의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20c에 나타난 현대적 기법을 중심으
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17쪽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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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본고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분석 연구』에서는 작곡가

김대성의 2007년작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의 여러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➀「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는 작곡가가 기재한 지시어에 의

해 , , , 의 4개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 작곡가의 지시어

는 곡이 시작하는 1마디에서는 나오지 않고, 53마디에서 “격정적으

로 열정을 갖고”가, 78마디에서 “환상적으로 부드럽게”가, 100마디에

서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가 등장한다.

➁「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에서는, 경과적 의미로 반규법을

이용하거나 portamento(혹은 붙임줄)에 의해 소리를 끊지 않고 선

율음 등장 직후에 연결시켜 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들은

정상적인 운지법으로 연주가 가능하다. 실험성 짙은 악곡을 많이 선

보였던 김대성 작곡가가 대금으로 연주하기 다소 까다로운 선율을

넣지 않은 이유는, 우선 이 곡이 ‘대숲 소리’라는 표제어를 달고 있

는 만큼 인간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느끼는 자연 친화적이고 정

화28)된 감정을 살리는데에 지나친 반음의 등장이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난해한 음의 나열로서가 아닌 선율전개와

악상기호를 이용한 묘사적·몽환적 감성을 표현하는데에 치중하고 있

기 때문에, 연주하기 어려운 음계의 선율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28) “그리스어로 카타르시스란 의학적이고 (정신)위생학적인 의미에서 정화를 의마한다. 카
타스시스는 정서의 반응이고 영혼의 정화이며 이성의 강화이거나, 또는 예술의 도움을
받아 정신분석학적으로 탐구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볼프하르트 행크만·콘라드 로
터 공저,「미학사전」(서울: 예경, 2002), 341-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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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부분의 빠르기는 =45로 다소 느리다고 볼 수 있으나, 꾸밈음

의 신속한 처리와 일부 단위박()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민첩한 느낌을 준다. 박자는 1-30마디가 9/8+6/8+9/8, 31-34마디가

9/8+9/8+3/4, 37-38마디가 3/4, 39마디가 4/4, 40마디가 9/8, 41-44마

디가 6/8, 45마디가 9/8, 46마디가 12/8, 47-50마디가 9/8, 51-52마디

가 6/8박이다. 음량과 관련된 악상기호는 1-30마디까지는 중음주법

연주시 출현하는 단 한번의 mezzo forte를 제외하면 pianississimo

와 piano 및 mezzo piano만 등장함으로써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가 30마디까지 유지되고, 31마디부터는 crescendo와 decrescendo에

의한 진행이 빈번해지며 accelerando와 a tempo의 교차 진행이 최

초로 등장한다. 즉 이 31마디부터 본격적인 속주와 악상기호들의 극

명한 대비가 나타나게 되며, 연주자의 적절한 호흡 안배와 완급 조

절 또한 요구된다. 특수주법으로는 중음주법이 등장한다.

부분의 지시어는 “격정적으로 열정을 갖고”이다. 박자는 53마디

가 6/8박, 54-55마디가 4/4박, 56마디가 2/4박, 57마디가 4/4박,

58-59마디가 3/4박, 60마디가 12/8, 61-65마디가 9/8, 66마디가 5/4,

67-69마디가 4/4, 70-72마디가 12/8, 73-75마디가 9/8, 76-77마디가

6/4박으로 다양하게 구성돼있으며, 빠르기는 =45, ♩=84, =56,
=76, =48의 순서로 변화된다. 지시어에서 알 수 있듯 본 곡의

폭발성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추/퇴성이 적극적으로 요구

되며, 취구의 상하 위치 조절이나 반규법 처리를 요하는 음들이 등

장한다. 악풍을 결정하는 주요 악상기호로써 격렬한 vibrato와 플러

터 텅깅 주법이 등장한다. 일정 마디가 진행된 후 빠르기에 변화가

있으며, 단위박()의 단위 세분화에 accelerando가 결합되며 민

첩하고도 장쾌한 속주가 등장한다. 특수주법으로는 68-69마디에 걸

쳐 플러터 텅깅 주법이 등장한다.

부분의 지시어는 “환상적으로 부드럽게”이다. 빠르기는 =45로
진행 도중 ♩=80으로 변화되며, 박자는 78-88마디가 12/8박, 89-99

마디가 6/4박이다. 빠르기가 변하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음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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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키는 선율 형태가 특징적이며,♩=80으로 빠르기가 변화한 후

에는 trill주법과 중음주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말미에서는 연주

자가 정한 임의음에 의한 연주가 주어지며 마무리를 위한 긴 여백

이 등장한다.

부분의 지시어는 “명상적으로 깊이를 넣어서 약간 무겁게”이다.

이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며, 빠르기는 와 동일한 =45이다. 박
자 역시 에서와 같이 3마디 단위로 9/8+6/8+9/8박의 형태로 진행

되나, 악곡의 마지막 마디인 124마디는 선율 흐름 역시 와 마찬가

지로 단위박인 의 8분음표 분할로 전개되고, 시종일관 차분하고

짙은 음색으로 진행되며 2옥타브 이내(대금의 저취 음역대)의 음 위

주로 진행되며 서서히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부분 분류는 3차례에 걸쳐 기재돼있는 작곡가의 지시어

에 의한 것이다. 이 지시어의 등장에 의해 선율 구조 및 악상 기호

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악풍 역시 크게 바뀌며 절정과 평정, 혹은

긴장과 이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➃ 본 악곡에서는 중음주법(harmonics)과 플러터 텅깅

(flutter-tonguing)의 두가지 특수주법이 사용된다. 중음주법은 바이

올린과 첼로, 플륫 등 서양의 현·관악기 연주시 폭넓게 쓰이는 주법

으로, ‘harmonics’라는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화음을 연주하기

위해 사용된다. 플라터 텅깅 주법(flutter-tonguing)은 혀를 빠르게

굴려 진동시키며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기존의 텅깅 주법과는 전혀

차별화된 음색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이상으로,「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에 대한 음악적 특질을

분석해보았다. 다양한 빠르기와 박자, 리듬 분할과 함께 특수주법까

지 등장하는 본 악곡에 대한 이와같은 분석이 대금 창작곡 분석 연

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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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ng and Reasearch of「‘Sound Of

Bamboo Forrest’ For Daeguem Solo」

Jung Jae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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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Analysing and Reasearch of「‘Sound Of Bamboo

Forrest’ For Daeguem Solo」』, I searched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method of performance of this music through

the analysis of 「‘Sound Of Bamboo Forrest’ For Daeguem Sol

o」released by composer Kim Dae-Sung in 2007, and considered

that what ideas and emotions a performer should have when

playing such Korean modern music.

In the introduction, I presented my intention of this research

reasult to reach the ultimate goal by writing out my musical

ideas and the intention to write this paper.

In the main subject, I listed the history and awards of Kim

Dae-sung, composer, and took a general view of this「‘Sound Of

Bamboo Forrest’」briefly to be discussed in this thesis.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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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his music is go off in earnest. I divided this

music into six parts according to the melody flow and the

change of passage, and studied features and essential considering

points of each parts. In addition, I examined some special playing

styles that appeared in this music, and tried to find the main

possibilities implied by this music as a 21st Korean modern

music.

In the conclusion, I organized the analysing synthesize of main

subject, and expected active and systematic analysing and

progress of musical perform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usic in this paper, and also I described my wish about Korean

music player in modern time s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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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Daeguem, Daeguem solo, program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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