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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악 창작곡은 1939년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으로 시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악기의 역할을 확장시키면서 발전해왔다. 특히 12현 가야금

의 경우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다수의 작품이 발표되었으며, 가야금은 

주로  선율악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동시에 가야금은 18현, 21현, 

25현가야금으로 개량되면서 악기 자체의 표현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전

통적인 주법과 화성 연주는 물론 현대적 주법과 음계를 사용한 곡들도 

작곡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도널드 워맥의 <무巫:Mu>는 선율

과 화성을 연주하는 보편적인 가야금 창작곡들에서 더 나아가 가야금을 

선율보다 리듬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거나 특수주법을 통해 색다른 음향을 

만들어내는 등 가야금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이는 가야

금의 음악적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널드 워맥의 <무巫:Mu>를 단락별로 나누어 선율진

행 및 음계, 장단을 알아보고, <무巫:Mu>에서 쓰인 가야금의 역할을 고

찰하고자 한다. 도널드 워맥의 <무巫:Mu>를 단락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무巫:Mu>는 �단락부터 �단락까지 총 7단락으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단락은 곡의 도입부이며, 이 단락을 중심으로 곡이 확장 

및 발전되기 때문에 곡이 구조에 있어 중요한 단락이다. 이후 �~�단

락은 새로운 리듬패턴이나 선율진행이 등장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며, 곡의 클라이맥스이다. 마지막으로 �단락은 곡의 종결부이며 �단

락의 선율진행이나 리듬패턴이 변형되어 등장한다. 또한 작곡가가 ‘무’의 

의미를 한자 ‘無(무)’의 의미에도 대입해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

며 곡이 종결된다.

둘째, <무巫:Mu>에서 사용된 음계는 A3음을 중심으로 시작해 D3음이 

중심이 되어 종결되는 형태를 띄는데, 이러한 진행은 딸림음

(Dominant)-으뜸음(Tonic)으로 진행하는 패턴과 유사하다.

셋째, <무巫:Mu>에서 가야금의 역할은 보편적인 가야금의 역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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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타악적인 요소나 특수주법을 통해 색다른 음향을 만드는 역할

로도 사용하였다. 고정된 음정 또는 음군의 반복과 화음을 통한 강조, 

특수주법의 활용 등은 가야금의 선율보다 리듬을 부각시키며, 색다른 음

향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도널드 워맥의 <무巫:Mu>의 전체 구조를 

알아보고, 음계와 선율진행, 리듬패턴, 주법 등을 단락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야금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동음이나 음군

의 반복, 화음을 통한 강조, 다양한 음향적 효과와 특수주법을 통해 가

야금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도널드 워맥의 <무巫:Mu>는 보편적

으로 쓰이는 가야금의 선율적 역할에서 벗어나 가야금의 주법과 창작곡

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며 가야금의 발전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요어 : 가야금, 도널드 워맥, 무

학  번 : 2014-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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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국악 창작곡은 1939년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으로 시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악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국악기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식

으로 폭넓게 발전해왔다. 특히 12현 가야금의 경우 황병기의 

<숲>(1963)을 시작으로 이해식의 <흙담>(1969), 이성천의 <5월의 노

래>(1985), 이상규의 <설무>(1990), 나효신의 <석굴암에 다녀와

서>(2000), 김대성의 <빛춤>(2005), 정일련의 <무>(2008)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형태의 창작곡이 꾸준히 작곡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가야금의 

가능성을 점차 확장해나갔다. 동시에 18현, 21현, 25현가야금이 등장하

면서 악기 자체의 표현적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전통적인 주법과 화성 

연주는 물론, 현대적 주법과 음계를 사용한 곡들도 다수 작곡되었다.

도널드 워맥(Donald Reid Womack, 1966-)의 <무巫:Mu>1)는 선율과 

화성을 연주하는 보편적인 가야금 창작곡들에서 더 나아가 리듬을 두드

러지게 연주하거나 특수주법을 통해 색다른 음향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

러한 주법과 리듬패턴이 <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가야금을 보

편적으로 쓰이는 기존의 가야금의 역할은 물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

이게 한다. 따라서 <무>는 가야금의 음악적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하는 

중요한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가야금을 위한 창작곡

들이 모두 한국 작곡가에 의해 창작된 것과 달리 <무>는 외국인 작곡가

에 의해 창작되었다. 외국 작곡가가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창작하는 경

우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무>는 외국인 작곡가가 국악기를 어떤 시각으

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도널드 워맥은 특별히 일본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한 <Line 

Drive>(2003)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 전통악기를 위한 작품을 활

발히 창작해온 작곡가다. 이 중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곡은 

1) 이하 <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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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wire Act>(2009)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13곡이며, 한국, 

중국, 일본 전통악기를 위한 작품의 수는 총 34곡에 달한다. 나아가 최

근 한국에서도 도널드 워맥 작품의 연주는 상당히 활발한 상황이다. 따

라서 도널드 워맥이 동양 전통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곡가라는 

점에서도, 또 국내 연주자들이 그의 작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도널드  

워맥의 작품 <무>에 대한 이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외국인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가야금 창작곡 연구가 가야금 

연주법은 물론 창작음악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제시해줄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다수 작곡한 도널드 워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널드 워맥의 <무>의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가야금 창작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의해서 연구되

고 있다. 특정 작곡가의 작품을 통한 작곡법2), 특정 작곡가의 주법이나 

작품경향에 대한 작품연구3), 개량 가야금의 특성과 연주법4) 또는 한 작

품이나 여러 작품의 비교를 통한 작품의 전체 구조와 선율진행, 리듬분

석 연구 등으로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이중 작품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국내 작곡가들에 의한 작품이 대다수였다. 이중 

가야금 창작곡에 대한 주목할만한 선행연구 중 하나는 박이슬의 논문 

“정일련의 가야금 독주곡 <가야금과 장구, 징을 위한 <무:巫> 분석연

구”5)이다. 정일련의 작품은 도널드 워맥의 <무巫:Mu>와 제목이 같고, 

2) 황병기, “가야금의 작곡법에 대한 연구”, 「예술논문집」,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75)

3) 노복순, “현대 가야금 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경향에 관한 연구 :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의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03)

4) 문양숙, “남.북한 개량 가야금의 특성과 연주법 : 25현가야금과 21현가야금을 중심으로”, (중앙

대학교 대학원, 2005)

5) 박이슬, “정일련의 가야금 독주곡 <가야금과 장구, 징을 위한 <무:巫> 분석연구”, (한국예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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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 역시 장구와 징으로 반주되는 12현 가야금 독주곡이기 때문에 악

기 편성과 역할도 유사하다. 또한 정일련의 <무:巫>에 대한 박이슬의 논

문은 선율, 리듬, 연주기법과 곡에 나타난 ‘전통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정일련의 <무:巫>와 도널드 워맥의 <무巫:Mu>는 

제목, 그리고 악기의 편성이 유사점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본 논문의 가장 

주된 선행연구로 삼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금 창작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워맥의 <무>와 같이 외국인 작곡가가 작

곡한 가야금 창작곡에 대한 연구는 단 1건6)에 불과하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작곡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12현 가야금의 쓰임새를 

알아보고, 위의 논문을 참고하여 도널드 워맥이 작곡한 <무>의 전체적

인 음악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작곡가 도널드 워

맥의 생애와 연구활동 및 작품목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인 작

곡가인 워맥은 최근 미국 및 아시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학술적 문헌에서 그의 음악이 조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작곡가에 대한 충실한 정보 및 작품세계에 대한 접근이 그 무엇

보다 필수적일 것이다. 도널드 워맥의 생애와 활동 및 작품목록은 그가 

운영 중인 공식 웹사이트8)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할 것이다.

이후 <무>의 분석에서는 도널드 워맥이 직접 서술한 작품해설을 토대

로 하여 이 곡에서 사용된 조현법, 음계, 장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2015)

6) 김희선, “문화교차의 음악: 앨런 호바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

16번”, 「음악과 문화」, (대구: 세계음악학회, 2010, 제22호)

7) 장문정, “클라우스 후버 작곡 : 가야금과 북을 위한 ‘거친붓끝’ 분석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2011)

8) http://www.donaldwomack.com (2016년 10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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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곡 전체의 구조를 단락별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곡에

서는 무속장단 리듬이 자주 쓰이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장단

Ⅰ>9), <한국의 장단Ⅱ>10)에 소개된 무속 장단의 기본형태를 토대로 

<무>의 장단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후 더 나아가 

<무>에서 가야금의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무>에서 사용된 

가야금의 특수 주법은 음악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등을 고찰할 것이

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악보는 도널드 워맥이 직접 기보하고, 웹사이트11)

에 업로드해놓은 악보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의 연주음원은 가야금 연주

자 정길선의 앨범 <산조(散調) 그리고 산조(産造) / 가야금 창작음악 시

리즈 VII>12)의 1번 트랙에 수록된 음원을 참고하였다. 

9) 김청만, 김광섭 <한국의 장단Ⅰ>, (민속원, 2002)

10) 김청만, 김규형, 조희춘, 한승석. <한국의 장단Ⅱ> (사단법인 새울전통타악진흥회, 2009)

11) http://donaldwomack.com/#works-kor (2016년 10월 17일 기준)

12) 정길선의 앨범 <산조(散調) 그리고 산조(産造) / 가야금 창작음악 시리즈 VII> (2016), 산조

가야금 : 정길선, 장구 : 서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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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널드 워맥의 생애와 작품세계

1. 생애 및 연구활동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장에서는 도널드 워맥의 생애와 그의 음악적 

연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널드 워맥의 생애는 그의 공식 웹사이

트에 가장 자세히 서술되어있으며, 이하 내용은 그 글을 필자가 번역한 

후 수정·보완한 것이다. 

1966년,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난 도널드 워맥은 테네시 주

에서 자랐고,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학에서 작곡으로 석사 및 박

사 학위를, 퍼먼(Furman) 대학교에서 철학과 음악이론 학사 학위를 받

았다. 도널드 워맥은 오케스트라와 챔버 앙상블, 독주악기, 그리고 성악

을 위한 작품을 90곡 이상 창작해왔으며, 그의 음악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푸에르토

리코에서 연주 및 방송되었다. 

또한, 100회 이상의 연구비, 수상, 그리고 위촉을 받은 수여자이기도 

한 워맥은 IAMA(Inter-American Music Awards)의 시그마 알파 로타, 

레오 M. 스레이너 콩쿠르, 그리고 오아후 코랄 협회 작곡 콩쿠르에서 1

등을 수상했다. 그는 하와이 대학의 인문예술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상을 

받았고, 1997년과 2002년에 하와이 주의 문화예술기금에서 예술가 기

금을 두 차례나 수여받았다. 또한 도널드 워맥은 프랑스 퐁텐블로에서 

열린  ‘Conservatoire Americain’, 버팔로 축제, 그리고 아스펜 음악축

제 등을 비롯한 여러 음악축제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그는 도쿄 기반의 

일본 악기 앙상블 아우라-J의 초청 상주작곡가로 활동했었으며, 2007-8

년에는 일본에서 2년간 풀브라이트 기금을 수여받았다. 또 2014년 서울

대학교 한국음악작곡 프로그램에서 상주 작곡가이자 강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도널드 워맥의 주요 작품으로는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사쿠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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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uhachi)와 고토(koto),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야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합창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라토리오, 

사쿠하치와 비와(biwa), 고토, 그리고 일본 악기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을 

위한 삼중 협주곡, 그리고 해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 한국, 중국 악기들을 사용한 그의 작품들은 그를 상호문

화적 작곡의 선봉에 서게 했으며, 동아시아 악기들을 위한 새로운 작품

의 창작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로 만들었다. 

도널드 워맥의 주요 관심사는 각각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동서양의 

요소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융합시키는 작곡방식을 발전시키는 것

이다. 그가 하와이에서 찾은 풍성한 문화교류의 가능성에 영감을 받아 

서양과 동아시아 악기들을 모두 사용하며, 청중들에게 감정적인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풍성하고 직관적인 조성 어법, 복잡한 음색과 텍스쳐의 

사용, 다층적인 리듬 등을 다채롭게 결합시킨다. 

그의 음악을 연주한 단체 및 연주자들로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러시아 울란우데 심포니,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관현악단, 김해시립가야

금연주단, 루이빌 오케스트라, 호놀룰루 심포니, 호놀룰루 심포니 합창

단, 피츠버그 뉴 뮤직 앙상블, 교-신-안 아츠, 카사트 콰르텟, CMEK, 

부산국립국악원 오케스트라, 국립국악원 단원들, 아우라-제이, 차이니즈 

뮤직 비르투오지, 아시안아트앙상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현악사중주

단, 지휘자 나오토 오토모, 카즈히로 코이즈미, 데이빗 스톡, 그리고 널

리 알려진 비르투오조인 이지영(가야금), 양 징(비파), 세이잔 사카타(사

쿠하치), 레이코 키무라(고토), 패리 카프(첼로), 이-베이 린(첼로), 이냐

스 장(바이올린), 토마스 로젠크란츠(피아노), 토니 아놀드(소프라노)가 

있다. 

1994년부터 하와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도널드 워맥은 음악과의 

학과장을 맡았고 현재 작곡 및 이론 과목의 교수이며, 일본 연구소의 소

속 교수진이자 한국 연구소의 준회원이다.13)

13) http://donaldwomack.com/#profile (2016년 10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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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현악

1 Sonata 1991 11:00 viola 

2 Double Talk 1992 10:00 violin, marimba

3 Once the Sky Unfolds 1995 10:00 viola, piano

4 Visceral 1995 10:00 viola, contrabass, 

<표 1> 현악 작품목록

2. 작품

도널드 워맥은 현재까지 현악 작품 19곡, 관악 작품 7곡, 피아노 작품 

2곡, 퍼커션 작품 1곡, 관현악 작품 5곡, 성악 작품 5곡, 한국 전통악기 

작품 13곡, 중국 전통악기 작품 4곡, 일본 전통악기 작품 17곡까지 총 

73곡의 작품을 창작했다. 전체 작품 수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전통악기를 위한 작품은 34곡으로 약 1/2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을 보았을 때, 도널드 워맥의 작품 중 한국, 중국, 일본 전통악기를 위한 

작품이 전체 작품에서 약 1/2에 해당하는 것은 동양음악에 상당한 관심

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의 내용은 도널드 워맥의 작품목록을 현악, 관악, 피아노·퍼커션, 

관현악, 성악, 한국 전통악기, 중국 전통악기, 일본 전통악기로 분류해 

제시한 것이다. 편성 분류 기준은 도널드 워맥이 그의 웹사이트에서 분

류해놓은 방식을 따랐고, 해당 세부항목에서 작품은 연대순으로 나열하

였다.

가. 현악 작품14)

도널드 워맥의 현악 작품목록은 <표 1>과 같다.

14) 작곡가가 서양인임을 감안하여 분류 명칭 중 현악․관악․관현악 등은 서양악기를 지칭하여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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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clarinet, 

percussion

5 Ode to My Socks 1996 5:00 soprano, viola

6 23 Chinese Proverbs 1997 14:00 soprano, viola, piano

7
O magnum mysterium 

(viola da gamba version)

1997

/200

7

5:00
viola da gamba 

quartet

8 A Quiet Blue 1998 6:00
any melodic 

instrument,  piano 

9 Three Blues 2001 23:00
violin, violoncello, 

piano

10
Na Iwi o Pele 

(The Bones of Pele)
2001 20:00

violin, viola, 

violoncello, clarinet, 

piano (four hands)

11
Violin Concerto – In 

questi tempi di Conflitto
2003 37:00 violin, orchestra 

12 Water 2004 8:00
viola da gamba 

quartet

13 Scherzophrenic 2005 5:00 violoncello

14 An Infinite Moment 2007 8:00 violin, piano

15 A Little Something Extra 2007 1:30 violin, piano

16 Blue Ridge Dreams 2007 12:00
violin, contrabass or

violin, violoncello

17 Appalachian Serenade 2010 7:00 viola

18 fff (falling, floating, flying) 2011 11:00 violoncello, piano

19 Only a Name 2013 7:00
soprano, tenor,

string quartet, piano

현악을 중심으로 작곡된 곡은 199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3년

까지 총 19개의 곡이 작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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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악 작품

도널드 워맥의 관악 작품목록은 <표 2>와 같다.

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관악

1 Slingshot 1992 6:00
flute, 

bass clarinet, piano

2 Visceral 1995 10:00

viola, contrabass, 

bass clarinet, 

percussion

3

Visceral

(saxophone quartet 

version)

1995 10:00
saxophone quartet, 

percussion

4 A Quiet Blue 1998 6:00

any melodic 

instrument,

piano 

5 3D 2000 16:00 alto saxophone, piano

6 Blue Two 2001 15:00

saxophone 

(alto , soprano),

piano

7 ‘Aina 2011 12:00

flute/bass or alto 

flute,

clarinet/bass clarinet, 

piano

<표 2> 관악 작품목록

관악을 중심으로 작곡된 곡은 199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1년

까지 총 7개의 곡이 작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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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아노·퍼커션 작품

도널드 워맥의 피아노·퍼커션 작품목록은 <표 3>과 같다.

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피아노
1 water (falls) 2006 10:00 piano

2 Lunacy 2010 12:00 piano

퍼커션 1 Out of the Blues 1996 20:00

Concerto for

Marimba,

Chamber

Orchestra

<표 3> 피아노·퍼커션 작품목록 

피아노 작품은 총 2곡이며, 퍼커션 작품은 단 1곡이다. 

라. 관현악 작품

도널드 워맥의 관현악 작품목록은 <표 4>와 같다. 

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관현악

1 Goulash 1992 8:00
string orchestra or 

string sextet 

2 Winter Solstice 1993 8:00 orchestra

3 On Fields of Frozen Fire 1997 14:00 orchestra

4 Pearl City 1997 6:00
wind ensemble or 

concert band

5 Emerald Sparks 2000 6:00 orchestra

<표 4> 관현악 작품목록

관현악곡은 199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0년까지 총 5개의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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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되었다.

마. 성악 작품

도널드 워맥의 성악 작품목록은 <표 5>와 같다.

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성악

1 Three Psalms 1989 6:00

soprano, piano 

(also exists in 

version for SATB 

choir and piano)

2
If You Love

Beauty
1991 5:00

mezzo-soprano, 

piano

3 I Corinthians 13 1993 3:00

soprano/mezzo-sopr

ano , piano 

(also exists in 

version for SATB 

choir and piano)

4
O magnum

mysterium
1997 5:00 SATB choir

5
Voices of

Kalaupapa
2009 25:00

SATB choir 

(divided into full 

group and chamber 

choir) & chamber 

orchestra

<표 5> 성악 작품목록 

성악 중심의 작품은 198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9년까지 총 5

곡이 작곡되었다. 

위의 <표 1~5>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널드 워맥이 서양악기를 중심으

로 작곡한 곡은 총 39곡이다. 다음은 동양악기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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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 전통악기 작품

도널드 워맥이 한국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한 작품목록은 <표 6>

과 같다.

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한국

전통

악기

1 Highwire Act 줄타기 2009 6:00 산조가야금

2
Spiral Toward the Center 

of the Sky 
2010 11:00 피리, 가야금, 장구

3 Sori 소리 2011 11:00 해금, 첼로, 장구

4

The Sound of Drums 

Echoes Beyond the 

Heavens 

2012 11:00 국악관현악

5 巫 무 Mu 2013 12:00 산조가야금, 장구

6

Dancing With Spirits 혼무

(해금과 서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014 22:00 해금, 서양 오케스트라

7

Scattered Rhythms 

(가야금과 서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015 25:00
산조가야금, 

서양 오케스트라

8 Ritual Resonance 굿 울림 2015 15:00 가야금, 아쟁, 타악

9

Scattered Rhythms

(Gugak version)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2016 24:00 가야금, 국악관현악

10 Crossed Wires 혼선 2016 8:00 두 대의 18현 가야금 

11 Liquid Metal 2016 9:00 가야금합주

12 Dokkaebi 도깨비 2016 9:00 산조가야금

13 Intertwined 2017 9:00
산조가야금, 비올라, 

장구

<표 6> 한국 전통악기 작품목록

한국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된 곡은 200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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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일본

전통

악기

1 Line Drive 2003 14:00
shakuhachi, pipa, 

21-string koto 

2 After 2005 33:00

shakuhachi, 

21-string koto,

orchestra 

<표 8> 일본 전통악기 작품목록

2017년까지 총 13곡이 작곡되었다.

사. 중국 전통악기 작품

도널드 워맥이 중국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한 작품목록은 <표 7>

과 같다. 

구분 순번 제목
작곡

연도

연주

시간
악기구성

중국

전통

악기

1 Elements 五行 2010 18:00 pipa

2 An Enveloping Rain 2011 12:00 pipa, viola, guzheng

3 Wooden Dragon 2012 11:00 guzheng

4 Splashed Ink 2014 15:00 violin and guzheng

<표 7> 중국 전통악기 작품목록

중국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된 곡은 2003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4년까지 총 4곡이 작곡되었다.

아. 일본 전통악기 작품

도널드 워맥이 일본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한 작품목록은 <표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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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nd 2006 12:00

shakuhachi, 

shamisen,

21-string koto 

4 slink 2007 5:00 shakuhachi quartet 

5 strung out 2007 12:00 violin and koto 

6
Walk Across the Surface 

of the Sun
2008 8:00

shinobue, sho, 

2 shakuhachi, 

shamisen, biwa, prc, 

2 21-string koto, 

17-string koto

7
Koto Coloring

Book
2008 18:00 21-string koto

8 Off Balance 2008 6:00 shamisen

9 A Glinting Edge of Sky 2008 10:00

shakuachi, 21-string 

koto or 13-string 

koto

10 Sword Flower 2009 6:00 shakuhachi duo

11

Sword Flower

(shakuhachi and violin 

version)

2009 6:00 shakuhachi, violin

12 Glass Sparks 2010 10:00 21-string koto

13 Breaking Heaven 2010 13:00

shakuhachi, 

violoncello, koto 

(13-string )

14 Three Trees 2013 23:00

triple concerto for 

shakuhachi,

biwa, 21-string koto

15
The Floating Bridge of 

Heaven
2014 14:00

shakuhachi, 

shamisen,

string quartet

16 Raijin 2015 16:00

shinobue, 

shakuhachi, 

shamisen, biwa, 

perc, 21-string koto, 

17-string k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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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anka 2016 1:30
shakuhachi, violin, 

violoncello

일본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된 곡은 2003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 17곡이 작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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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품분석

1. 작품해설

도널드 워맥의 <무>15)는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정길선16)이 도널드 

워맥에게 위촉하여 작곡되었으며, 12현가야금과 무속장단을 사용한 장구 

반주로 구성된 작품이다. 총 265마디로 구성된 이 곡은 ‘낙궁’, ‘흘림’, 

‘진쇠’ 등의 다양한 무속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속장단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작곡가의 의도에 의해 쓰인 장단으로 연주된다. 또한, 12현 

가야금의 안족 이동을 통해 2번의 음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본래 

12현 가야금의 기본 조현법에서 벗어나 작곡가가 작품 <무>에 적합하게 

새로운 조현법을 고안한 것이다. 

먼저 도널드 워맥이 직접 작성한 <무>의 작품 해설은 아래와 같다. 

가야금 연주자 정길선(Jung Gil-seon)이 무속 장단을 사용해서 

산조풍의 작품을 작곡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즉시 한국의 굿 혹은 

주술적 제의에서 나타나는 날 것의, 그리고 정신 나간 듯한 힘을 어

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굿에서 무당은 음악과 

춤을 통해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고, 두 세계 사이의 신비

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점점 더 광적으로 몰아친다. 템포가 점

점 빨라지고 강렬해지며 광란의 상태로 치닫는다는 산조의 특성은 

이 곡의 아이디어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이러한 양상은 이 작품에

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곡에는 다양한 무속 리듬 혹은 장단이 

사용되었으며 종종 이는 비관습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이 리듬

들은 빈번하게 중단되거나 파편화되며, 다른 리듬과 함께 배치되기

도 하고, 곡 중반부의 자유롭게 연주되는 부분처럼 완전히 무시되기

15) 이 곡은 정길선에 의해 2013년 12월 11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정길선 독주회 

<정길선 가야금창작음악 시리즈Ⅷ "산조<散調> 2013 산조<産造>">에서 초연되었다. 

16) 정길선은 가야금 연주자이자 경기도립국악단의 수석단원으로,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 실험적

인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였는데 앨범명은 다

음과 같다. <가야금 창작음악 작품집1>, <가야금 창작음악 작품집2>, <가야금-그녀의 사랑이

야기>, <THE MEMORY OF THE PAST>, <만년장환지곡-가야금풍류>, <가야금캐롤-WHITE 

CHRISTMAS>, <가야금 창작음악 시리즈 Ⅴ-예악<禮樂>>, <풍류가야금 Vol.Ⅱ 가즌회상>,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시리즈 Ⅵ-한<恨>·흥<興>>, <풍류가야금 시리즈Ⅲ-취태평지곡<醉太

平之曲>, 취타풍류<吹打風流>>, <가야금 창작음악 시리즈 7집-산조<散調> & 산조<産造>>로 

모두 11개의 앨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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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나아가 가야금의 프레이즈 구조는 간혹 장구장단과 부딪히

며, 산조의 전통적 특징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리듬적 긴장을 만들

어낸다. 

구조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작품 안의 다양한 층위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굿의 세 구성요소인 사람과 무당, 그리고 영혼을 지칭

한다. 곡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모티브는 이 곡의 기둥 역할로 곡의 

중간과 끝 부분에서도 등장하며 총 세 번 나타나며,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강렬해진다. 이 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세 개의 주

요 클라이막스가 등장한다. 이외에도 3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 나타난다. 일례로 첫 부분에 등장하는 드럼 스트로크와 바로 이

어지는 가야금의 음형은 총 3번 등장한다.17)

‘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이 작품 제목

은 한자어 巫와 관련된 무속신앙(샤머니즘)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

미로 쓰였다. 나아가 ‘무’는 ‘아무것도 없음’(nothingness)을 의미하

며 어원을 살펴보았을 때 ‘춤’과도 관련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춤을 

추는 듯한 부분, 그리고 곡이 끝날 때 수수께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듯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무’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 의미들은 모두 이 곡에 내포되어 있다.18)

17) 해당 부분은 각각 제1-13마디, 제66-81마디, 제255-259마디이다. 

18) 도널드 워맥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원문은 아래와 같다.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http://donaldwomack.com/#works-kor

When commissioned by gayageum player Jung Gil-seon to write a sanjo-type piece using 

shaman rhythms, I immediately began thinking of how I might capture the raw, manic 

energy that is manifest in the traditional Korean gut, or shamanic ritual. In a gut, through 

music and dance a shaman mediates between the human and the spirit worlds, becoming 

ever more frenetic in seeking to enter a mystic place between the two realms. 

The notion of sanjo, with its ever-increasing tempo and intensity, is also clearly present 

in the piece, as its natural shape melds perfectly with the idea of moving toward a state of 

frenzy. Various shaman rhythmic patterns, or jangdan, are used, though often in ways that 

are very much non-traditional. They are frequently interrupted or fragmented, interspersed 

with other rhythms, or altogether ignored, as in the free section in the middle of the piece. 

Further, the phrase structure of the gayageum frequently conflicts with the jangdan as 

played by janggu, creating a rhythmic tension that lends a new feel to the traditional 

character of sanjo. 

Structurally, the number three, representing the three elements of the gut ritual — 

humans, shaman, and spirit — is embedded into the piece on various structural levels. A 

motive heard at the beginning of the piece serves as something of an architectural pillar, 

recurring in the middle and again at the end, each time more intense than the last. There 

are three main sections with three main climaxes, and many ideas, such as the drum 

strokes at the beginning and the gayageum gestures that immediately follow, occur three 

times. 

The word Mu has several meanings in Korean. As the title of the piece, it refers to 

shamanism itself, as related by the character 巫. Beyond that though, i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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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현법

<무>에서 작곡가가 제시한 12현 가야금의 기본 조현법은 <보례 1>과 

같다. 아래의 조현법은 기보음과 실음으로 나타내었으며, 실음은 기보음

보다 약 완전 5도 아래 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는 기준음은 기보

음을 기준으로 하겠다.

기보음 : D3  G3   A3   C4→D4  F4    G4  A4 B♭4→C4 D5  E♭5 G5    A♭5

실음 : G2   C3  D3   F3→G3  B♭3 C4   D4 E♭4→F4 G4  A♭4 C5    D♭5

<보례 1> <무>의 12현 가야금 조현법

<보례 1>과 같이 <무>의 제162마디에서 제4현이 C4에서 D4로, 제

171마디에서 제8현이 B♭4에서 C5로 안족 이동을 한다.

3. 음계

음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무>의 작품분석 설명이 용이하게 단락별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무>의 원본 악보에는 작곡가에 의해 곡의 진행에 

따라 �단락부터 �단락까지 총 10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야금에서 나타나는 음형과 연주패턴, 또는 장단의 변화가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기점으로 작곡가에 의해 나누어진 단락보다 

큰 단락으로 구분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락부터 �단락까

“nothingness” and is also etymologically related to the word for “dance”. All of these 

meanings are suggested in the piece, with its various dance-like passages and its 

mysterious fade into nothing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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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 7개로 단락을 구분한다. 또한, 이 곡에서 등장하는 여러 음계 중 

3음 혹은 4음만 제시된 음계의 경우에는 최저음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음을 중심음으로 간주하였다. 가야금에서 나타나는 음형과 장단이 가장 

분명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들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각 단락의 구분과 

해당 마디 수는 아래의 <표 9>과 같다.

               

단락 마디

� 제1마디 ~ 제13마디

� 제14마디 ~ 제65마디

� 제66마디 ~ 제84마디

� 제85마디 ~ 제139마디

� 제140마디 ~ 제197마디

� 제198마디 ~ 제254마디

� 제255마디 ~ 제265마디

<표 9> <무>의 단락별 구분

<무>에서 가야금이 처음 등장하는 제5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는 A3, 

G4, A4, B♭4가 등장한다. B♭4는 6마디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음은 

계속해서 A3를 강조하고 하행도약하며, G4 또한 A의 인접음임을 고려

했을 때 제5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의 중심음은 A로 보인다. 먼저 제5마

디부터 제11마디까지의 진행에서는 A3, A4, B♭4로 구성된 음형의 반

복이 주를 이루며, <악보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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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제5마디 ~ 제11마디

제14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는 앞의 제5마디부터 제13마디까지의 진

행과 달리 새로운 패턴이 제시되나, G4를 A4까지 눌러내거나 반대로 

A4에서 G4까지 나오는 등,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A를 중심으로 진행된

다. 제12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는 <악보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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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제12마디 ~ 제25마디

제5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의 구성음은 

A3, G4, A4, B♭4이다. 이 부분의 구성음을 음계로 정리하면 아래의 

<보례 2>와 같이 A를 중심음으로 한 G, A, B♭으로 이루어진 3음음계

라고 할 수 있다. 

<보례 2> 제5마디 ~ 제25마디의 

3음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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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마디부터 제37마디까지는 계속해서 A가 중심음으로 강조되지만, 

<악보 3>과 같이 C4와 E♭4가 처음 등장하며 구성음에 변화가 생긴다. 

<악보 3> 제26마디 ~ 제37마디

위의 <악보 3>에 O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C4와 E♭4가 등장하면서 

C4, D4, E♭4와 앞서 등장한 G4, A4, B♭4가 <보례 3>과 같이 완전 5

도로 병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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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3> 제26마디 ~ 제37마디 출현음

따라서 제26마디부터 제37마디까지의 구성음으로부터 도출한 음계는 

<보례 4>와 같다.

<보례 4> 제26마디 ~ 제37마디의 

4음음계

제38마디부터는 계속해서 강박에서 G4를 강조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중심음이 <악보 4>와 같이 G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47마디

와 제50마디에 E♭5, A♭5가 처음 등장하며, 이전보다 고음역으로 이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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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38마디 ~ 제6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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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38마디부터 제65마디까지의 

주요 구성음을 토대로 하되 최고음 A♭5를 음계 이외의 음으로 분류했

을 때, 해당 부분의 음계는 <보례 5>와 같다. 

<보례 5> 제38마디 ~ 제65마디의 음계

또한 제66마디부터 제73마디까지는 <악보 5>와 같이 앞선 두 중심음

인 G와 A를 같이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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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66마디 ~ 제73마디

이후 제74마디에서는 A와 G가 중심음의 역할을 유지한 채로 <악보 

6>과 같이 F4가 이에 겹쳐지며 등장한다. 

<악보 6> 제74마디 ~ 제7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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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마디부터는 <악보 7>과 같이 G4-A4에서부터 F4-G4까지 사이

의 음들을 연주하면서 점점 F4-G4로 해결되는 성향을 보인다.

<악보 7> 제76마디 ~ 제84마디

제66마디부터 제84마디까지의 중심음은 기본적으로 G와 A이지만 이

에 더하여 D3와 F4가 주된 구성음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음

계와 중심음은 <보례 6>과 같다.  

<보례 6> 66마디 ~ 84마디의 중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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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마디부터는 제122마디까지는 <악보 8>과 같이 D4, F4, G4, A4, 

C5가 주요음으로 등장하고 E♭4와 B♭4가 추가적으로 음계를 구성한

다. 

<악보 8> 제85마디 ~ 제12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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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85마디부터 제122마디까지의 주요음은 <보례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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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7> 제85마디 ~ 제122마디의 주요음

또한 <보례 7>과 같이 주요음과 추가적으로 구성된 E♭4와 B♭4를 

합해 음계를 구성하면 <보례 8>과 같은 D-Phrygian19)이다.

<보례 8> 제85마디 ~ 제122마디의 음계

제123마디부터 제139마디까지는 <악보 9>와 같이 G와 A를 중심으로 

쓰이며, C4, D4, E♭4, F4가 등장한다.

19) Phrygian은 장음계의 세 번째 음에서 세 번째 음까지의 음정 구성과 같으며, 제 2음을 반음 

내린 자연단음계와도 같은 음정 구성이다. 음정 구성은 1-2, 5-6이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으로 되어있으며, 임시표로 혹은 장조, 단조 조표와 함께 쓰여진다. (김홍인, 「음악의 기

초이론」, 수문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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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제123마디 ~ 제141마디

이를 음계로 구성하면 <보례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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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9> 제123마디 ~ 제139마디의 음계 

<보례 9>의 음계는 C-aeolian20)이며, 123마디부터 139마디까지의 

구성음은 C, D, E♭, F, G, A♭으로, 이를 음계화시키면 C-aeolian에서 

제7음인 B♭4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제136마디부터 제139마디까지의 진행에서는 G4를 A♭4로 끌어올리

는 패턴이 반복되고, 제140마디에서는  G4가 A4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제136마디부터 제139마디까지 등장하

는 A♭4은 제140마디에 등장하는 A4에 대한 이끈음으로 기능하는 것으

로 보인다. 

<악보 10> 제136마디 ~ 제141마디

또한 <악보 10>과 같이 제148마디에서 C5가 등장하며 음계를 구성

한다.

20) Aeolian은 자연스런 단음계와 똑같은 음계이지만 서양음악의 대부분이 단음계의 경우에는 화

성단음계나 가락단음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끈음이 없는 이 자연단음계에 대한 음악

은 선법으로 취급된다. (김홍인, 「음악의 기초이론」, 수문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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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제146마디 ~ 제151마디

이후 <악보 12>와 같이 제162마디에서 제 8현이 B♭4에서 C5로, 제

171마디에서 제 4현이 C4에서 D4로 안족을 이동함에 따라 앞서 C5와 

D4를 눌러내었던 음색에 변화가 생긴다. 

<악보 12> 제162마디 ~ 제171마디

따라서 제140마디부터 제197마디까지 사용된 음에 따라 구성한 음계

는  <보례 10>과 같다.

<보례 10> 제140마디 ~ 제197마디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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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악보 13>과 같이 제198마디에서는 D3를 중심으로 C5와 D5가 

등장하고 제200마디에서 E♭4와 제201마디에서 G4-A4의 화음이 등장

한다. 

<악보 13> 제198마디 ~ 제203마디

또한 제198마디에서는 <악보 14>의 제5마디와 비슷한 패턴이 완전 5

도 위에서 등장한다.

<악보 14> 제5마디

제220마디부터는 <악보 15>와 같이 푸너리장단과 함께 C5, D5가 연

속해서 연주되고 음정 간격이 점차 넓어지며 E♭5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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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제217마디 ~ 제226마디

제220마디부터 제237마디까지는 <악보 16> 중 제220마디, 제223마

디와 같은 패턴이 지속되며, 제238마디에서는 중심음인 D가 등장한다. 

<악보 16> 제236마디 ~ 제240마디

이후 <악보 17>과 같이 제254마디에서는 D3가 세게 연주되고 E♭3

까지 도달함으로써 중심음으로써의 D를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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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250마디 ~ 제254마디

곡의 종결부인 <악보 18>의 제255마디부터는 C5, D5, D3와 E♭5, 

F5, D3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도입부에서 나오는 패턴이 재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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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제255마디 ~ 제265마디

또한 제198마디부터 곡의 종결인 제265마디까지의 음계를 구성해보

면 음계밖에 있는 F5를 제외하고 <보례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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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1> 제198마디 ~ 제265마디까지의 음계

<무>에서는 곡의 진행에 따라 음계가 변화한다. 특히 음계 사용에 있

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음계 구성음 중 일부만 등장시킨 후 점진적으로 

음을 추가하면서 전체 음계가 드러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에서 사용되는 음계와 중심음의 변화양상을 거시적으로 보

았을 때, 이 곡은 A3를 중심으로 시작해 D3가 중심으로 종결되는 형태

를 보인다. 이러한 진행은 서양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딸림음

(Dominant)-으뜸음(Tonic)으로 진행하는 패턴과 유사해 보인다. 

본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의 전체적인 음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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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마디 음계

�~

�

제5마디 ~ 

제25마디

제26마디 

~ 

제37마디

제38마디 

~ 

제65마디

�

제66마디 

~ 

제84마디

�

제85마디 

~ 

제122마디

제123마디 

~ 

제139마디

�

제140마디 

~ 

제197마디

�~

�

제198마디 

~ 

제265마디

<표 10> <무>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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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단

<무>에서는 주로 경기도 도당굿이나 진도씻김굿에서 사용되는 낙궁, 

흘림, 진쇠, 진쇠몰이, 겹마치기, 푸너리 장단이 사용된다. 도널드 워맥은 

악보에 표기된 이러한 전통장단들을 연주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장단을 

연주할 때와 같이 리듬과 타점 등을 변주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다. 따

라서 악보에 제시된 전통장단을 연주할 때에는 연주자에 따라 장구의 세

부적인 리듬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곡의 도입부에서 장구가 먼저 

연주를 시작한 후에 가야금이 연주하고, 장구가 맺어주는 전통적인 장구 

반주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무>는 12현 독주곡이지만 

장구반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단락의 장단 쓰임새는 <표 11>과 같다.

단락 단

� 낙궁

� 흘림

� 진쇠

� 진쇠, 진쇠몰이

� ․

� 겹마치기, 푸너리

� ․

<표 11> <무>에 사용된 장단

가. 낙궁21)

낙궁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쓰이는 반주형태의 장단이며, 길군악이라고

도 부른다. 낙궁의 기본장단 형태는 다음과 같다.

21) 신찬선, “경기도 도당굿(都堂굿) 장고 장단의 분석적 고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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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1> 낙궁

낙궁은 =8박이며, 빠르기는 =40-45이다. 호흡은 3분박이며, 호흡

패턴은 3+3+3+3+3+3+3+3을 가지고 있다. 한 장단이 8박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1-3-5박에 강박이 들어가고, 2-4-6박은 쉬고, 7-8박은 

열채가락을 굴려서 연주한다.

나. 흘림22)

흘림장단은 진도씻김굿에서 사용하는 장단이다.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하여 4박을 한 장단으로 삼을 때, 모두 12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흘

림은 진도씻김굿에서 가장 보편적인 장단으로, 안당에서 연주한다고 해

서 안당장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흘림장단은 씻김굿 중 안당, 초가망

석, 처올리기, 고풀이, 왕풀이, 넋풀이, 동갑풀이, 약풀이, 넋올리기 등에

서 사용되며 2소박 4박(4/4박자)장단이다. 

장단의 빠르기는 =70-80이며, 기본장단 형태는 <장단 2>와 같다.

22) 임수정, 「한국의 무속장단」, (서울 : 민속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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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2> 흘림

다. 진쇠(진쇠홋채)23)

진쇠 장단은 경기도 도당굿 중 군웅굿의 진쇠춤에서 사용되는 장단이

며 선율 악기의 반주 없이 타악기로만 연주한다. 진쇠의 기본장단 형태

는 <장단 3>과 같다.

<장단 3> 진쇠

장단의 빠르기는 �=190-215이다. 기본박 구조는 올림채와 같이 빠

른 10박 구조의 엇모리형이고, 분박은 3․2․2․3 구조로 짜여있다. 이 장단

은 10박이 규칙적으로 3번 반복되며, 30박이 한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

다. 터벌림, 올림채의 경우 가락의 변주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해, 

23) 정준호, “경기도 도당굿과 동해안 별신굿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1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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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쇠 장단은 변형 장단 없이 거의 기본박으로 연주된다. 

라. 진쇠몰이24)

진쇠몰이 또한 경기도 도당굿에서 쓰이는 장단이다. 진쇠몰이는 앞에

서 살펴본 진쇠 장단이 빨라져서 다른 장단으로 넘어갈 때 쓰이는 넘김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단순한 가락구조로 되어있으며, 장단의 

빠르기는 ♩=260-280이다. 진쇠몰이의 기본장단 형태는 <장단 4>와 같

다.

<장단 4> 진쇠몰이

마. 겹마치기25)

겹마치기는 경기도 도당굿에서 쓰이는 자진모리형 장단이다. 이 장단

은 터벌림과 군웅굿에서 쓰이는 장단으로 타악기로만 연주되며, 춤의 반

주에 쓰이는 장단이다. 진쇠장단과 유사하게 비교적 변화형 장단이 많지 

않다. 겹마치기의 기본장단 형태는 <장단 5>와 같다. 

24) 정준호, 앞의 논문, 102p

25) 정준호, 앞의 논문, 1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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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5> 겹마치기

장단의 빠르기는 �=112-118로 빠르게 연주되며, 한 박의 단위는 점

4분음표이고 한 장단은 4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푸너리26)

푸너리는 모든 굿이 시작하기 전에 치는 장단이다. 무녀가 본격적으로 

굿을 하기 전 옷 매무새를 고치며 굿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푸너리춤

을 출 때 연주되는 장단으로 타악기로만 연주된다. 이 장단은 비교적 구

조가 간단해 보이지만 일반적인 민속악 장단에 비해 쉽지 않은 장단이

다. 푸너리는 동해안 무악 장단의 기본 장단이며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푸너리 1장의 기본 장단 형태는 <장단 6>과 같다.

(1) 1장

푸너리 1장의 박자구조는 8/4박으로 되어있고 속도는 ♩=80-90이고 

징은 첫 박에 한번 연주한다.

26) 정준호, 앞의 논문, 130p, 

조희춘, “송동숙의 무악장단 연구 - 푸너리, 드렁갱이, 청보, 삼오장, 거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대학원, 2016),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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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6> 푸너리 1장

기본 장단은 위의 악보와 같이 (2+2+2+2)/4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의 두 번째 마디의 장단은 전통음악의 휘모리와 같다. 그러므로 이를 휘

모리 4장단이 모여 푸너리 한 장단을 이룬다고 말한다. 물론 휘모리는 

첫 박에 한 번씩 징을 연주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푸너리 3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2장

푸너리 2장의 기본장단 형태는 <장단 7>과 같다.

<장단 7> 푸너리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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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너리 2장의 박자구조는 4/4박자이며 속도는 ♩=90-110이다. 징은 

첫 박에만 한번씩 연주한다. 푸너리 2장은 푸너리 1장에 점점 몰아 속도

를 빠르게 만든 다음 푸너리 2장의 도입장단을 통해 푸너리 2장으로 넘

어간다.

(3) 3장

푸너리 3장의 기본장단 형태는 <장단 8>과 같다.

<장단 8> 푸너리 3장

푸너리 3장은 2/4박자로 되어 있고 속도는 ♩=120-150이다. 징은 첫 

박에 한 번 연주한다. 푸너리는 전통음악의 휘모리, 별달거리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푸너리 중 3장이 이들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박자구조가 2/4박자이며 징을 한번 연주하는 구조가 비슷하다.27)

5. 구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무>의 구조를 음형과 장단의 

변화에 따라 �~�까지 총 7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이장에서는 단락

별로 등장하는 주요 소재와 구성 장단, 장구와의 상호적 관계 등을 통합

적으로 살펴보겠다. 

27) 조희춘, 앞의 논문,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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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락

�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13마디까지이다. 이 단락에서는 크게 세 가

지의 소재(素材)가 있는데 그 소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장구의 낙궁장단으로 곡의 시작을 알리는 소재, 두 번째는 

G4-A4, B♭4-C5 등의 현을 눌러낸 후 베이스의 A3를 연주하는 소재, 

세 번째는 각 음정 사이의 미분음을 연속해서 연주하며 음정을 불분명하

게 하는 소재이다. 

먼저 첫 번째 소재는 제1마디부터 제4마디까지이다.

<악보 19> 제1마디 ~ 제4마디

이 부분에서는 장구가 낙궁장단을 3번 반복하여 곡의 시작을 알린다. 

굿의 시작을 알리는 본래의 쓰임새처럼 <무>에서도 곡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로 사용되며, 특별히 가야금의 등장을 알리는 역할로도 사용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재는 제5마디부터 제7마디까지이다. <악보 20>과 같이 이 

소재의 특징은 G4-A4, B♭4-C5 등의 현을 눌러낸 후 베이스의 A3를 

연주하는 것이다.

<악보 20> 제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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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악보 21>과 같이 G4에서 단3도 위의 음인 B♭4-C5를 눌러내

어 계속적으로 베이스음인 A3를 반복해서 연주한다.

<악보 21> 제6마디

마지막으로 <악보 22>와 같이 G4-A4와 A4-B♭4를 눌러내어 연주하

면서 A3음을 베이스로 반복해서 연주한다.

<악보22> 제7마디

위의 <악보 20~22>에서는 16분음표를 기준으로 2-1-2박, 2-1박, 

1-1-1박으로 세 가지의 짧은 음형을 반복하는 패턴이 등장한다.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면서 G4, A4, B♭4, A3의 특정음을 강조하는데, 짧은 음

형이 반복되는 패턴은 가야금의 선율보다 리듬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더

한다. 

세 번째 소재는 제8마디부터 제13마디까지이다. 이 소재의 특징은 특

정 현을 눌러내고 나오는 순간의 미분음을 연속해서 연주하며 음정을 불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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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제8마디 ~ 제13마디

<악보 23>에서 나타난 미분음을 연속적으로 연주하는 주법은 가야금

의 전통주법은 살리면서 현악기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

현법으로, 음정을 불분명하게 만들면서 음향적인 효과를 더한다.

위의 설명과 같이 �단락은 첫째, 장구의 낙궁장단으로 곡의 시작을 

알리는 소재, 두 번째는 G4-A4, B♭4-C5의 현을 눌러낸 후 베이스의 

A3를 연주하는 소재, 마지막으로 각 음정 사이의 미분음을 연속해서 연

주하며 음정을 불분명하게 하는 소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단락은 <무>의 도입부이며, �단락에서 등장하는 소재의 확장 및 발

전으로 곡이 진행된다.

나. �단락

�단락은 제14마디부터 제65마디까지이다. G4를 눌러내어 A4를 만드

는 패턴의 반복을 시작으로, <악보 24>와 같이 장구가 작곡가가 의도한 

리듬을 연주하는데, 가야금이 먼저 G4-A4를 주로 눌러내어 연주한 후 

장구가 빈 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가야금과 장구의 리듬패턴이 확장 

및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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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제14마디 ~ 제25마디

또한 위의 <악보 24>와 같이 G4-A4가 짧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나타

나는 형태의 연주는 가야금의 음정이나 선율보다 리듬을 더욱 부각시킨

다.

아래 <악보 25>에서는 �단락에서 나타났던 G4를 A4까지 눌러낸 후 

베이스의 A3를 연주하는 두 번째 소재가 흘림장단과 함께 반복되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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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제26마디 ~ 제28마디 

아래 <악보 26>과 같이 제 35마디부터는 G4를 A4까지 눌러낸 후 

A3를 연주하는 소재에서 A3가 축소된 형태가 나타난다. 제36마디부터 

G4가 점진적으로 A♭4, A4, B♭4까지 상행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반복

해서 G4-A4-B♭4의 순서로 상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악보 26> 제35마디 ~ 제42마디

아래 <악보 27>과 같이 제51마디에서는 가야금의 최고음이 등장하면

서 강조와 전성을 통해 긴장감을 주고, 다시 G4를 A4로 눌러내는 패턴

과 화음을 구성하는 두 음을 한 번에 전성하는 주법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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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제48마디 ~ 제51마디

아래 <악보 28>에서 제54마디의 마지막 박부터는 현재까지 등장한 

가야금의 최저음인 A3부터 시작하여 최고음인 A♭5까지 상행한다. 

<악보 28> 제52마디 ~ 제59마디

위의 <악보 28>과 같이 2화음이 지속해서 등장하며 각 음을 굵은 농

현이나 전성 주법으로 강조한다. 또한 제59마디부터는 A♭5가 A5로 해

결되면서 흘림장단이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는 �단락의 패턴이 한 옥타

브 위에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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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제62마디 ~ 제65마디

또한 <악보 30>과 같이 2화음과 3화음이 지속해서 등장하며, 종종 4

화음과 5화음도 등장하는데, 이 화음들은 오른손으로 빠르게 줄을 훑는 

형태의 글리산도 주법으로 연주된다. 

�단락에서는 �단락에서 나타났던 G4-A4, B♭4-C5의 현을 눌러낸 

후 베이스의 A3를 연주하는 두 번째 소재가 축소되어 반복된 짧은 패턴

에서 점점 확장되어 진행되었고, 각 음정 사이의 미분음을 연속해서 연

주하며 음정을 불분명하게 하는 세 번째 소재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난

다. 또한 흘림장단이 등장하는데 주로 가야금과 엇박으로 연주된다.  

다. �단락

�단락은 제66마디부터 제84마디까지이다. 이 단락은 <악보 30>과 

같이 새로운 패턴이 제시되고 반복되면서 곡이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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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제66마디 ~ 제73마디

위의 <악보 30>과 같이 이 단락의 시작은 작곡가가 템포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라고 제시함으로써 연주자에 따라 각각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66마디부터 제68마디까지의 패턴이 ff-f-mp

의 순서로 점점 작아지면서 반복된다. 그리고 �단락의 특징과 마찬가지

로 G4를 눌러내어 A4를 연주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위

와 같이 짧은 패턴의 반복은 가야금의 선율을 보다 리듬적으로 들리게하

는 효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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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74마디 ~ 제75마디

<악보 31>과 같이 제74마디에는 세 개의 현을 ‘손톱으로 트레몰로’ 

주법으로 연주하는데 이러한 주법은 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주법은 가야금의 기존 전통 주법에서 구현하기 힘든 음색을 

표현한다. 일반적인 트레몰로가 아닌 색다른 음색으로 연주하는 동시에 

각 음들 사이의 미분음을 연속해서 연주함으로써 색다른 음색을 만든다. 

제75마디부터는 ‘느리고 차분하게’라고 제시하면서 G4-A4가 F4-G4로 

하향하고, 그 사이에 있는 미분음이 연속적으로 연주되며 음향적인 효과

를 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악보 32> 제76마디 ~ 제81마디

<악보 32>에서는 같은 패턴이 점점 빠르게 반복되면서 진쇠 장단이 

시작되고, 템포가 ♩=100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G4-A4에서 F4-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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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려오는 사이의 미분음의 연속적인 연주는 음정을 불분명하게 들

리게하여 음향적인 효과를 더한다.

�단락은 �단락에서 등장한 세 번째 소재인 각 음정 사이의 미분음

을 연속해서 연주하며 음정을 불분명하게 하는 소재가 확장되어 등장하

면서 시작한다. 이후 점점 빨라지며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진쇠 장

단과 함께 �단락의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라. �단락

�단락은 제85마디부터 제139마디까지이다. 진쇠 장단과 함께 5/8박

으로 진행한다. 이 단락에서는 아래 <악보 33>과 같이 D3-G3-A3의 3

화음을 동시에 세게 연주해서 강조하고 C4-F4 화음의 연주를 반복한다. 

또한 �단락에서 등장했던 미분음이 연속적으로 연주되는 패턴이 제90

마디와 제96마디와 같이 축소되어 등장한다.

<악보 33> 제85마디 ~ 제96마디

또한 위의 <악보 33>에서는 C4-F4, F4-G4, G4-A4, F4-B♭4, 



- 56 -

A4-D5의 2성 화음들이 등장하는데 주로 찍어 내리는 주법(↘)28)이나 

전성( )29), 악센트 등의 주법으로 연주되는 음정보다도 그 음이 연주되

는 ‘방식’을 더욱 부각시킨다. 즉, 가야금 음색을 보다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찍어 내리는 주법 및 전성과 같은 연주법은 음정을 불분명하게 함

으로써 실제로 화음이 연주될지라도 음정보다 음색적 측면을 더욱 강조

하게 된다. 

아래 <악보 34>에서는 단락 첫 부분에서 등장했던 C4-F4의 화음이 

G4-A4까지 상행한 후 다시 G4-D5까지 상행하며 고조된다.

<악보 34> 제103마디 ~ 제119마디 

28) ‘↘’부호는 전통음악 중 산조에서 많이 쓰인다. 이 연주법은 현을 제시음보다 훨씬 높은 음이 

소리 나도록 눌러 뜯은 후 여음을 급격히 미끄러져 내려 제시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지영,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173p)

29) 전성이란 가야금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 손목을 들어서 현을 강하게 눌러 준 후 바로 원위

치로 돌아오면서 그 음을 강조하는 연주법이다. (위의 책, 1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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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악보 34>에서 제110마디의 G4-D5, 제115마디와 제117

마디의 D5-G5의 화음은 찍어 내리는 주법으로 연주하도록 되어있으며, 

왼손으로는 두 줄을 동시에 전성( )함으로써 상당히 강한 음색을 표현

하게 된다. 제111마디의 A4, 제113마디의 E♭5-A♭5, 제119마디의 E

♭5-G5-A♭5와 같이 찍어 내리는(↘)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야금 특

유의 색채를 더욱 짙게 드러낸다.

아래 <악보 35>와 같이 제123마디부터는 진쇠몰이 장단으로 바뀌고, 

가야금이 박을 길게 끌어 연주하면서 곡의 긴장감을 더한다. 

<악보 35> 제123마디 ~ 제126마디

아래 <악보 36>과 같이 제127마디부터 제139마디까지는 C4에서 D4

를 눌러내는 음을 반복하며 A♭4까지 상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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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제127마디 ~ 제141마디 

�단락은 주로 전성이나 찍어내리는 주법과 함께 강조되는 2화음의 

연주패턴과 미분음의 연속적인 연주패턴이 등장한다. 이러한 미분음의 

연속적인 연주는 곡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후 진쇠몰이 장단의 등장과 

함께 가야금이 박을 길게 끌며 연주한다. 가야금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연주된 이후의 긴 박의 등장은 긴장감이 해결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진쇠 장단에서 더 빨라지며 등장하는 진쇠몰이 장단과 대조적으로 가야

금은 긴 박이 등장하는데, 이는 또다른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후 G4를 

A♭4까지 눌러내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단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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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락

�단락은 제140마디부터 제197마디이다. 이 단락은 위의 <악보 36>

과 같이 제139마디에서 반복해서 상행하며 긴장감을 주었던 A♭4를 A4

로 해결하면서 시작된다. 또한 <악보 36>에서는 G4-A4에서 단3도 올

라가 B♭4-C5에서 베이스로 A3를 연주하는 �단락에서 등장했던 패턴

과 유사한 패턴이 다시 나타난다. 

<악보 37> 제146마디 ~ 제155마디

아래 <악보 38>과 같이 제162마디에서는 가야금의 제8현을 B♭4에

서 C5로 안족을 옮기고, 제171마디에서는 제4현을 C4에서 D4로 안족

을 옮긴다. 또한 제163마디부터는 �단락에서 등장했던 G4를 A4까지 

눌러내는 연주를 반복하는 패턴이 한 옥타브 아래에서 축소되어 재현된

다. 이러한 패턴은 제162마디를 시작으로 제170마디까지 확장되어 연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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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제162마디 ~ 제166마디 

또한 아래 <악보 39>에서는 2화음들이 주로 등장하는데, 두 줄을 동

시에 전성하거나 강하게 연주하면서 화음을 통해 해당 부분의 음색을 효

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악보 39> 제181마디 ~ 제18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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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악보 40>과 같이 제190마디부터 제197마디까지는 D4부터 D5

까지 점진적으로 한 옥타브 상행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악보 40> 제190마디 ~ 제197마디

�단락은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G4를 A♭4까지 눌러내는 음에서 

A♭4를 A4로 해결하면서 �단락의 두 번째 소재가 다시 등장한다. 이후 

안족 이동을 통한 음계의 변화가 있으며, G4를 A4까지 눌러내는 패턴을 

한 옥타브 아래인 G3-A3에서 반복되며 점차 확장된다. �단락에서 자

주 등장했던 주법을 통한 강조된 2화음도 등장하며, C5를 D5까지 눌러

내는 패턴의 반복으로 �단락이 연결된다.

바. �단락

�단락은 제198마디부터 제254마디이며, 아래 <악보 41>과 같이 겹

마치기 장단과 함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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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제198마디 ~ 제200마디

이 부분은 C5를 눌러내어 D5까지 도달하는 패턴으로 시작되며, 베이

스 D3를 강조해서 반복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아래 <악보 42>의 제214마디부터는 점점 빨라지면서 제220마

디에서는 푸너리 장단과 함께 C5, D5, E♭5를 연속해서 눌러내며 반복

한다. 

<악보 42> 제213마디 ~ 제226마디

앞서 등장한 G4, A4등의 반복등장과 병치되어 푸너리 장단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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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20마디부터는 C5에서 D5까지 눌러내는 음, D5에서 E♭5까지 눌

러내는 음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에서는 

고정된 음이나 현을 장2도 혹은 단2도로 눌러 내는 음군이 자주 등장한

다. 기본적으로 음군은 최소한의 선율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 덩

어리지만, 위의 악보처럼 이러한 음군이 반복되어 연주될 때는 선율보다 

리듬이 더욱 두드러지게 들리게 한다. 

<악보 43> 제236마디 ~ 제25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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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43>과 같이 제236마디에서 E♭5, G5까지 상행한 음은 

제238마디에서 D4를 강조하며 해결된다. 제241마디 제243마디까지는 

다시 G5까지 상행하며 제244마디에서 최고음인 A♭5음으로 도달한 후, 

D5, E♭5, G5, A♭5 네 음을 동시에 손으로 긁어 연주한다. 또한 이 부

분은 곡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무>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라

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249마디에서는 손으로 여러 줄을 동시에 긁는 글리산도 주법이 등

장한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글리산도 주법은 가야금의 창작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법으로 가야금의 음색을 화려하게 하며 풍부한 음량을 

내게 한다. 또한, 제250마디에서는 오른손은 D3-G3-A3, 왼손은 E♭

5-A♭5의 화음을 번갈아가며 강조해서 세게 연주하고 제251마디에서는 

가야금의 2,3,4현과 9,10,11,12현, 그리고 1,2,3,4현과 9,10,11,12현을 

손으로 빠르게 긁어 연주한다. 이와 같이 빠르게 긁는 연주법은 보편적

인 가야금 특유의 음색보다 더욱 거친 소리를 내게 한다. 

또한 제253마디에서 쓰인 바르톡 피치카토30)( )는 줄을 위에서 아래

로 세게 들었다 놓는 주법으로 가야금의 고운 음색과 달리 거친 음색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야금을 선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클라이맥스를 강조

한다. 

�단락은 겹마치기 장단의 시작과 함께 C5를 D5까지 눌러내는 패턴

이 자주 등장하며, 푸너리 장단의 시작으로 C5-D5-E♭5까지 눌러내는 

패턴이 연속해서 등장하며 D4의 등장으로 해결된다. 이후 다시 D5-E♭

5-G5의 패턴이 연속해서 등장하며 <무>의 클라이맥스로 진행된다. 가

30) ‘ ’ 이 부호는 바르톡 피치카토로 강하게 연주하길 원할 경우 사용한다. (중간생략) 첼로나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 현악기의 경우 바르톡 피치카토의 연주는 현으로 지판을 쳐 강한 소리

가 나게 되지만, 가야금에서는 줄과 공명통 사이가 멀기 때문에 안족과 현침 사이의 거리가 가

장 긴 최저음 현을 뜯어도 현이 공명통을 치는 음색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르톡 

피치카토와 유사한 음색을 원할 경우에는 이 표시를 하여 강한 음색을 얻을 수 있다. 이 표시

가 있을 경우 연주가는 현을 한 손가락으로 뜯는 것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 또는 엄지와 중지 

등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안족과 현침의 중간지점에서 줄을 위로 강하게 들었다 놓는 것처럼 

연주한다. (이지영,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1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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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의 현을 빠르게 훑는 주법으로 곡의 긴장감을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굵은 농현과 함께 바르톡 피치카토로 가야금의 최저음인 D3를 E♭3까

지 눌러내면서 곡의 긴장감을 해소시킨다.

사. �단락

�단락은 제255마디부터 곡의 끝인 제265마디까지이다. 아래 <악보 

44>와 같이 이 부분은 곡의 종결부로 �단락에서 두 번째 소재로 등장

했던 G4를 눌러내어 A4까지 도달한 후 베이스의 A3를 연주하는 패턴이 

다른 음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단락에서 이 패턴은 완전 4도 위의 

D5까지 눌러내면서 D3를 강조하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된다. 또한 제

255마디부터 제259마디까지는 C5-D5, E♭5-F5의 패턴이 반복해서 등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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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제255마디 ~ 제265마디

위의 <악보 44>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손톱으로 각 두 현씩 긁는 주

법과 줄들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특수주법이 등장한다. 손톱으로 가야

금의 줄을 현침쪽부터 안족까지 긁으면 통상적으로 서양음악에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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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산도 주법과 비슷하게 음정이 올라가면서 긴장시키는 음색이 만들어

진다. 또한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주법은 음향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음정이 아닌 여러 줄의 소리가 동시에 얇은 음색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가야금의 전통주법에서 들을 수 없는 색다른 음색을 만

들어진다. 

또한 제264마디에서는 ‘손톱으로 트레몰로’ 주법이 등장하는데, 총 3

현에 걸쳐 현을 눌러내고 나오는 사이의 미분음을 빠르게 트레몰로로 표

현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또한 동시에 장구도 복판을 양손바

닥으로 문지르는 주법으로 연주하면서 가야금의 특수주법과 더불어 음향

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단락은 <무>의 종결부로 �단락에서 등장한 소재가 변형되어 다시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특수주법으로 가야금의 음색을 보다 색다르게 들

리게 만들면서 곡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후 음이 점차 하행하며 pppp

까지 작아지는 이 종결부는 작곡가가 ‘무’의 의미를 한자 ‘無(무)’의 의미

에도 대입했던 것처럼, 마치 수수께끼처럼 ‘아무것도 없는’(nothing, 혹

은 무‘無’) 것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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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널드 워맥의 <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단락별로 

나누어 특징적인 선율과 리듬 및 주법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도널드 워맥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살

펴보았고, 특히 도널드 워맥의 작품 총 73곡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작곡된 곡은 34곡이며, 이는 도널드 워맥의 전체 

작품 수 중에서도 약 1/2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도널

드 워맥의 동양음악에 대한 관심이 <무>의 창작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무>의 조현법과 음계, 장단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품 전체의 구조를 단락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

는 무속장단을 기반으로 쓰인 작품이며, 곡에서 등장하는 무속장단들은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

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무>의 구조와 음계 등,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음악적 요소들이 한국 전통음악에만 의지해 작곡된 것이 아니라 서양 작

곡가로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요인들이 서로 어우러진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첫째, <무>는 �단락부터 �단락까지 총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단락은 곡의 도입부이다. 또한 �단락에서 등장하는 리듬패턴

이나 선율진행을 토대로 곡이 발전하기 때문에 곡의 구조에 있어 중요한 

단락이다. 이후 �~�단락은 새로운 리듬패턴이나 선율진행이 등장하면

서 곡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준다. 또한 곡의 클라이맥스이며, 다양한 

현대적인 주법과 장단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단락은 곡의 종결부이

다. �단락에서 제시되었던 가야금의 선율진행과 리듬패턴이 변형되어 

다시 등장한다. 이 부분은 작곡가가 ‘무’의 의미를 한자 ‘無(무)’의 의미

에도 대입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며 

곡이 종결된다.

둘째, <무>에서 사용된 음계는 중심음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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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A3를 중심으로 시작해 D3가 중심이 되어 종결되는 형태를 띄는데, 

이러한 진행은 딸림음(Dominant)-으뜸음(Tonic)으로 진행하는 패턴과 

유사하다.

셋째, <무>에서 가야금은 선율과 화성을 연주하는 보편적인 가야금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타악적인 요소나 색다른 음향을 만드는 역할로도 사

용되었다. 고정된 음정 또는 음군의 반복이 자주 등장하며, 이러한 고정

된 음이나 현을 인접한 음을 눌러내는 짧은 음군의 반복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야금의 선율적인 역할보다 리듬을 강조한다. 또한 화음을 통한 

강조가 자주 등장한다. <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협화음으로 간주되는 

장2도나 감5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화음을 찍어 내리거나 전성, 

또는 악센트를 통해 음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화성적인 역할보다 주로 

음색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인다. 또한 특수주법이 다양하게 활용되었

다. <무>에서 특별하게 표현되었던 특수주법은 ‘손톱으로 트레몰로’나 

‘글리산도’, ‘줄들을 손톱으로 긁기’, ‘줄들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기’ 등이 

있다. 이중 특정 현을 현침쪽부터 안족까지 손톱으로 긁어내는 주법은 

얇은 음색과 음정의 상승을 통해 긴장감을 자아낸다. 또한, 줄들을 손바

닥으로 문지르는 주법은 마치 여러 현을 동시에 하모닉스주법을 연주하

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무>는 도널드 워맥이 외국인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12현 가야금과 

장구의 구성으로 무속장단에 기반해서 작곡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야금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가야금

을 타악적인 요소나 음향적인 역할로 쓰였다. 따라서 <무>에서 등장하

는 특수주법들은 기존 전통음악에서 가야금의 역할을 보다 확대시키고, 

음향 및 음색적으로 독특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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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from <Hwang-hwa-man-nyeon-ji-gok> composed by 

Kim, Kisu in 1939, compositions in Gugak(Korean traditional 

music) has developed with broadening the roles of the instruments 

for Gugak until now. As for Gayageum(Korean zither) with twelve 

strings, a number of the composers created and published 

numerous music for it. In the music, Gayageum is mainly played 

as melodic instrument. 

With improvements of the number of strings as 18, 21, 25, the 

possibility of expression in Gayageum became wider, and not only 

traditional playing and harmonic style but modern playing styles 

and scales are used in compositions. However, Donald Womack's 

<Mu>, which is examined in this thesis, is considered to hav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Gayageum into a new spectrum such 

as using rhythm as a main material rather than melody, creating 

new sounds by special playing style. From all of this aspects,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ase of further development of 

musical possibility in Gayageum.

In this thesis, it is aimed to examine the melodic progression, 

scales, and the beat of Donald Womack's <Mu> by passage, and 

review the roles of Gayageum. The analysis of Donald Womack's 

<Mu> by passage leads to the finding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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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Mu> can be divided into 7 passages from Passage � ~ 

�. � ~ � is the introduction of music. Because music expands 

and progresses with those passages, they are important for the 

structure of the music. Passage � ~ � are the climax of music, 

where a new rhythmic pattern or melodic progression appears 

which gives a feeling of starting again. Passage � is en ending 

section, where melodic progression and rhythmic pattern of 

Passage � appears again with transformation. In addition, 

composer closes the music as if it fades away, applying the 

concept of ‘Mu’ to ‘無(Mu)’, which means ‘nothing’ in Chinese 

character.

Second, the scale used in <Mu> begins with A3 note and ends 

with D3 note. This progression is similar to the pattern as 

dominant and tonic.

Third, the role of Gayageum in <Mu> was used to create 

different sounds through percussive elements and special playing 

styles compare to the universal ones. Repetition of fixed pitch or 

pitch sets, accents from harmony, and usage of special playing 

styles make rhythmic aspects stand out more than melodic 

aspects, and also create different sounds.

Thus, this thesis examined the whole structure of the Donald 

Womack's <Mu>, and analyzed the scale, melodic progression, 

rhythmic pattern, playing styles, etc. by passage. It also looked 

into the role of Gayageum for the repetition of fixed pitch or 

pitch sets, accents from harmony, and various sound effects from 

using special playing styl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onald 

Womack's <Mu> revealed the potential possibility from expanding 

the area of the new music and the playing style of the Gayageum 

which was commonly used mainly as melodic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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