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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세기 말의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소개되면서 국악에

‘작곡’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악기와 국악 어법을

활용한 외국 작곡가들의 국악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작곡가 도날드 워맥의 첫 번째 피리독주곡

<금강전도>(2017)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금강전도>는 총 122마디로, Intro와 ∼의 총 11개 부분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주음의 이동과 박자

혹은 템포, 음역의 변화이다. 이 부분들은 곡의 템포와 주제에 따라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주제별로 특정 선율형을 활용하였다. 이 곡은 금강산 산행의

과정 및 그에 따른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행 전인

Intro 및 와 산행 후인 에 같은 선율형을 사용하였다. 산행을

시작하는 의 선율형은 산행을 재개하는 -에 활용하였다. 산행
중간을 표현한 의 선율형을 변형시켜 뒤이어 나오는 휴식 부분인

에서 사용했다. 산행이 고조되는 -- 부분에는 산행 초입인

 의 후반부와 산행을 시작하는 의 전반부의 선율형을 활용하였다.
셋째, 악곡의 조표가 아닌 임시표 및 주음과 5음을 통해 음계를

유추할 수 있다. 작곡가는 주음과 5음을 사용하여 음의 배열을 의도

하였으며, 음계는 대부분 1-2음과 5-6음이 반음인 프리지안 선법으로

이루어져있다.

넷째, 곡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것은 템포의 변화, 피리 선율의

음역, 도약의 높낮이, 장구 리듬의 변화, 셈여림 등이다.

다섯째, 이 곡에 나타난 전통음악적 요소는 다양한 종류의 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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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성, 추성 등의 시김새와 전통선율에서 나타나는 꾸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악기의 특성을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전통음악적 요소는 아니지만 악기의 특징으로 인한 요소는

주법을 이용한 포르타멘토, 극적인 셈여림 표현, 평취와 역취를 이용한

다양한 음색의 변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작곡가가

전통의 개념을 국악 어법이 아닌 ‘악기’ 자체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작곡가는 연주자와의 교류와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곡에 피리의 핵심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특성을 지닌 현대음악에서 본 곡이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피리, 독주곡, 금강전도, 도날드 워맥, Donald Reid Womack,

외국 작곡가, 창작국악, 피리 주법, 농음, 시김새, 국악

학  번 : 2015-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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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세기 말의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들어오면서 전통음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서양음악은 기독교 전래에 따른 찬송가의 보급, 서양식

군악대의 도입, 학교 교육에서 창가 보급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산되

었고, 이는 전통적인 ‘국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1) 의식음악이던

궁중음악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무대용·감상용 음악으로 변화되었고,

판소리는 창극으로 번안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서양 음악의

‘작곡’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2) 개화기 이전의 창작활동은 작곡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기존 악곡의 연주과정에서 파생곡이나 변주

곡을 만드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현악곡인

영산회상이 ‘상령산’의 변주곡으로 구성된 조곡 형태인 것이나3),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인 산조에서 여러 유파가 나온 것4), 판소리 명창에 의한 더늠과

제5) 등은 모두가 연주자가 창작한 것들이다. 따라서 ‘작곡가’가 창작활동을

하게 된 것은 국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글과 책에서 최초의 창작국악6)을 김기수의 <황화만년지

곡>(1939)7)으로 본다.8) 이는 서양의 작곡방식과 전통음악기법에 따라

1) 이성천, 권덕원, 백일형, 황현정. 『알기쉬운 국악개론』, 풍남, 1994, 418∼419쪽.
   송혜진,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국악편]』, 두리미디어, 2007, 317쪽.
2)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24쪽.
3)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416쪽.
4) 송방송, 위의 책, 745∼752쪽.
5) 송방송, 위의 책, 434∼439쪽.
6) ‘창작국악’의 용어는 신국악, 창작음악, 한국창작음악, 국악창작 등 다양하지만, 이 논문

에서는 ‘창작국악’으로 하고자 한다. (이소영, 「창작국악 담론의 주요 쟁점」, 『한국음악
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민속원, 2005, 66∼69쪽.)

7) 1939년 12월에 실시한 이왕직아악부의 신곡공모에 당선된 당선작. 이능화의 친일적 시
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이며 1940년 11월 9일 부민관에서 열린 아악이습회의 제97회 
특별기념연주회에서 초연됨.(송방송,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725쪽.)

8) 김영운, 앞의 책, 24쪽.



- 2 -

오선보로 기보된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곡이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능화 작사의 ‘황화만년지곡’에 곡을

붙이는 공모에서 당선된 곡이고, 이는 식민지 정부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

으로 이루어진 창작이라고 보아, 순수한 창작 의지를 표현한 최초의 창작

국악 작품은 1941년에 작곡된 김기수의 <세우영>(1941)9)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10) 19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국립국악원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과를 중심으로 창작국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악원이 개원 10

주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62년부터 ‘신국악

작품 공모’를 시작하였고, 1959년에 개설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에서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기성 음악인이나 재학생들에게 창작 음악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과 함께

창작국악은 보다 더 체계화되었다. 1960년대의 창작국악은 ‘신국악’이라

불리었다. 이 당시 국립국악원에서 처음 출간한 악보가 《신국악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한국음악 창작발표회’를 통해

국악관현악이나 독주곡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작품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부터 ‘신국악’이라는 용어 대신 ‘창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작곡가

들이 국악 및 양악의 경계를 차츰 완화시켰다.11)

이러한 국내에서의 움직임과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냉전 종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자유경쟁 구도의 시장경제체제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 통신 위성과 케이블 텔레비전이

확산되고 개인용 컴퓨터, 팩스, 휴대전화, 인터넷 등이 보급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서로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통신

과 여행의 발달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세계

   이성천 외, 앞의 책, 417쪽.
9) 가랑비가 내리는 날 옛 백제의 고도인 부여를 여행하던 작곡가가 식민지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고뇌를 담은 작품이다.(송혜진, 앞의 책, 319쪽.) 4중 병주곡으로 아악부의 
일소당에서 열린 아악이습회 9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초연되었는데, 후에 그 곡명을 자잘
비 아래로 바꾸었다.(송방송, 앞의 책, 725쪽.)

10) 송혜진, 앞의 책, 319쪽.
11) 한명회 외, 『우리 국악 100년』, 현암사, 2001, 263∼268쪽.
    전인평은 창작국악을 3기로 나누었다. 제 1기는 태동기(1939∼1963년), 제 2기는 실험

기(1963∼1986), 제 3기는 창작국악의 대중화 시대(1986∼현재)로 나누었다. 전인평, 
「창작국악 6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학』 Vol.9, 2002, 7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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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예술의 세계적 교류를 촉진시켰다. 한편 음악계에서는 그 어느 양식도

주류를 차지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게 되어 작곡가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음악성에 따라 작곡양식을 선택해야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12)

이 시기의 음악을 포스트모더니즘13)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정당화시켜주는

미학으로서14) 1970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음악 예술사조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이다.15)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음악적 흐름에 따라 러시아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동양의 여러 나라 등을 포함한 각국의 음악전통이나 민속음악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동안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종교적 경계로 규정 되던 ‘중심’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잃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음악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중심’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비서양의 소리나 기법 또는 악기 등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생겼다.16)

12) 민은기 외, 『서양음악사 2』, 음악세계, 2014, 441쪽.
13) 포스트모더니즘 음악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민은기 외, 앞의 책, 

453쪽)
   1. 양면성 : 모더니즘과의 단절과 모더니즘의 계승을 모두 내포 
   2. ‘과거’와 ‘현재’ 음악의 경계를 두지 않음
   3. ‘고급’음악과 ‘저급’음악 사이의 장벽에 도전
   4.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의 상호배척을 의문시함 
   5. 작품이 한 가지 양식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피함
   6. 음악을 사회, 정치,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함
   7. 다양한 전통과 문화의 음악을 인용
   8. 테크놀로지를 음악의 핵심으로 사용
   9. 다원주의와 절충주의(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모순도 포용)
   10. 악보나 연주자, 작곡가들보다는 듣는 사람에 의미를 두는 음악
14)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 · 미학』, 심설당, 2004., 491쪽.
15) 허영한 외,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2009, 329쪽.
16)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은 힌두음악 리듬을 사용했으며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 는 <주인 없는 망치>(1955)에서 실로림버, 자일로폰과 기타를 사
용했는데, 음색에서 각각 아프리카 타악기 발라폰, 인도네시아 가믈란 앙상블, 그리고 
일본 고토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는 영국의 길거리 상인들의 외침이나 다양한 민속요소들을 인용하였고, 크
럼(George Crumb, 1929∼)은 인도나 극동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439)과 시타르와 같
은 인도 악기를 작품에 사용하였다. (민은기 외, 앞의 책, 438∼440)

     캐나다-미국 작곡가 콜린 맥피(Colin McPhee, 1900∼1964) 는 1930년대에 발리에서 
음악을 연구했는데, 가멜란 음악을 서양 악기용으로 편곡하였고, 발리의 소재들을 살린 
오케스트라를 위한 <타부-타부한>(1936) 등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다. 헨리 카우얼
(Henry Cowel, 1897∼1965)의 평생에 거친 아시아 음악에 대한 흥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증가했으며 이란, 인도, 일본 여행 경험은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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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국악의 다양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요구와 다양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계적 요구가 교차되는 시점에, 현재 우리나라 악기와 음악적

어법을 활용한 외국인들의 국악창작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창작

국악의 정의를 ‘국악기를 사용하여 국악적 음악어법17)(이하 국악 어법)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18)으로 했을 때 최초로 외국인 작곡가가 창작

국악을 작곡한 것은 1960년대에 루 해리슨(Lou Harrison, 1917∼2003)19)과

앨런 호바네스(Alen Hovhaness, 1911∼2000)20)이다.21) 이를 시작으로 많은

세트(1957), 교향곡 13번 ‘마드라스(1956∼58)’, 오케스트라를 위한 <온가쿠>(1957), 
<일본 고토(발현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두 곡의 협주곡>(1961∼62, 1965)등 아시
아와 서양 요소들을 혼합한 작품들로 그를 이끌었다. 카우얼의 제자이자 친구인 루 해
리슨은 파치에게 영감을 얻은 순정률과 새로운 악기 발명에 대한 관심을 아시아 음악에 
대한 열정과 결합시켰다. 1961∼62년에 한국과 대만을 방문한 후 해리슨은 <파시피카 
론도>(1963)와 <라 코로 수트로>(1972) 등 서양과 아시아 악기들을 결합시킨 몇몇 작품
들을 썼으며, 1970년대부터는 전통 자바 가멜란을 위한 음악 수십 곡을 작곡했
다.(Donald J. Grout 외,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2007, 376)

17) 국악적 음악어법은 구체적인 음악어법과 전통음악의 문화적 맥락, 개념적, 미학적, 혹
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해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이소영, 「창작국악 담론의 주요 
쟁점」, 『한국음악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민속원, 2005, 77∼109쪽.)

18) 윤중강 외, 『국악의 향연 5 (민족음악의 길, 한국의 현대 창작음악)』, 중앙일보사, 
1988, 9쪽. 

19) 루 해리슨은 미국 작곡가로 카웰과 쇤베르크에게 사사를 받았다. 카웰에게 자유를, 쇤
베르크에게 방법을 사사받았다. 젊은 시절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관동
오페라에 매료되었던 그는 아시아 방문을 목적으로 1961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였고, 다시 그 이듬해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두 번에 
걸친 극동아시아 여행 중 매번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가장 길게 머문 곳도 한국이었다. 
해리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에서 1961년 개최된 학술대회 <동
양과 서양의 만남>에서 이혜구 박사로부터 한국음악을 소개받은 것이었다. 1961년 방
문 후 1962년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4개월간 체류하며 한국 음악을 구체적으로 접하고 
배웠다. 해리슨은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 등의 한국 정악과 피리에 매료되었다. 1961
년 <무궁화 새당악>, <피리와 생황을 위한 프렐류드>, <5종 대위법 타령>을 작곡하였고 
이혜구 박사와 함께 <낙양춘>의 성악성부를 복원하였다. 해리슨은 피리와 가야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악기와 문화를 새로운 통찰력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작품에 활용
하였다. 순정율과 아시아의 미분음을 혼합한 음계를 사용한 것, 악기의 잠재력을 확대
하여 사용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는 한국음악을 서양음악가의 관점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몹시 꺼려한 작곡가로서 한국적 특색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권송택, 「경계를 
넘어서 -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Ⅰ(1961-1962), 『서양음악학』 
Vol.15, 서양음악학회, 2007, 71∼75쪽.

20) 앨런 호바네스는 미국 작곡가로 서양 예술음악과 아시아 음악을 작곡한 현대 작곡가이
다. 시벨리우스, 존 케이지, 마사 그라함에게 영향을 받았고, 아르메니아 음악, 인도음악
을 공부하였다. 1960년 첫 일본여행을 통하여 동양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1962년 한 
차례 루 해리슨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던 이혜구 박사의 초청과 이미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음악을 공부하고 있던 아내 나루 호바네스의 권유로 1963년 초 한국을 방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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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작곡가들이 국악기 및 국악 어법을 활용한 창작 국악곡을 다수 작곡

하였다.22) 최근에는 연주자와 국악단체에서도 외국 작곡가의 곡을 위촉하

기도 하였다.23)

그 과정에서 교향곡 제16번을 작곡하고 초연하였다. 그 이후로도 1960년대의 아시아 
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적 음악 요소를 결합한 음악을 작곡하였다. 1978년에는 한
국악기를 위한 작품 <한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35번>을 위촉받아 
작곡 초연하였다.(1978.6.9. 예술의 전당 개관을 위한 곡으로 초연됨) 다른 서양 작곡가
들이 동양적 음악을 서양 악기로 구현한 것과는 달리 동양악기를 위한 작품을 작곡하였
다.(김희선, 「문화교차의 음악 : 앨런 호바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6번」, 『음악과 문화』 Vol.22, 2010.)

21) 경향신문, 「老教授(노교수)와 캠퍼스와 學生(학생)」 1974.5.13., 경향신문 5면.
22) 루 해리슨의 <새로운 송시>(1961∼8)(권송택 외, 「경계를 넘어서 - 루 해리슨의 음악

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 2(1960년대)」, 『음악논단』 Vol.21, 2007.)
     앨런 호바네스의 <강상무진>(1975), 가나 작곡가인 오스카(Oscar S. Braimah)의 

<How could I>(1989), 독일 작곡가 마틴 에버라인의 <청산은 내 뜻이오>(1994), <해금
과 하프를 위한 어느 여름날 아침의 춤>(1995), <가을 폭풍과 꿈틀거리는 빛>(1995)(국
립국악원·한국국악교육학회, 송혜진, 김명석, 서은경,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 극
동문화사, 1996.)

     국립국악원이 1993년 미국 대학교수 및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강습을 열
었는데 이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 작곡가가 국악곡을 작곡함.(한혜진 기자, 「국립국악원 
외국인강습 三伏(삼복)도 잊고 우리가락몰입」, 1993.7.31., 경향신문, 15면.)

     국악기로 연주하는 곡 : 조셉 첼리(Joseph Celli, 1944∼)의 <피리 독주곡 ‘화
해’>(1994), 랜들 스나이더(R. Snyder)의 <거문고 2중주곡 <양반>(1994)

     국악 어법을 갖고 서양악기 편성으로 작곡된 곡 : 랜들 스나이더의 <남대문>(1993), 
<플룻 독주곡 ‘낙성대의 꿈’>(1993), <클라리넷 산조>(2000), 마틴 에버라인의 <비올라 
산조 >(1995)(한혜진 기자, 「국악작곡도 “세계화”」, 1994.12.13., 경향신문, 23면.)

23) “국립국악원 개원 60주년 기념 창작국악축제, 세계 속의 창작국악(2011.11.1.∼4.)” : 
국립국악원 주최, 11월 3일에 김만석 지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 2011 창작국악작
품공모에서 선정된 존 세이모어(John Seymour)의 <Chamber Symphony in 시나위조>.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
formance_id=30005511)
  “리컴포즈(2014.6.13.)” : 국립극장 주최, 최수열의 지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 벨

기에 작곡가 보두앵 드 제르(Baudouin de Jaer)의 <북청사자놀음>, 미국 작곡가 마이클 
팀슨의 <시나위>, 일본 작곡가 타카다 미도리의 <Ring of the wind>, 대만 작곡가 치천 
리의 <대풍류> 위촉 초연.

(https://www.ntok.go.kr/kr/Ticket/Performance/Details?performanceId=261624)
  “2014 부산마루국제음악제(2014.9.17.)” : 국립부산국악원 주최, 권성택 지휘, 2012년에 

작곡된 도날드 워맥의 <하늘 저편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 토마스 오스본의 <해금협주곡 
verses>.

(http://busan.gugak.go.kr/portal/prfm/view.do?prfmSn=2560&prfmDtSn=1170&mId
=0101030000)
  “국립부산국악원 제10회 기악단·성악단 정기공연 '전통에 대한 경의'(2014.10.23.)”: 부

산 국립국악원 주최, 토마스 오스본의 <9인의 독주자를 위한 국악관현악 ‘아우라’>, 도날
드 워맥의 <해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무’>가 세계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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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작곡한 피리 위주의 곡은 루 해리슨24)의 피리와 생황을 위한

<피리와 리드 오르간을 위한 프렐류드>(1961), 조셉 첼리25)의 <피리

독주곡 ‘화해’>(1994), 도날드 워맥의 <Spiral Toward the Center of the

Sky>(2010), <금강전도>(2017), 토마스 오스본26)의 <won't do wrong

no more>(2011), <Chants of Rain>(2013) 등이 있다.

서양 음악에 익숙한 외국 작곡가의 곡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이고 직관적인 국악 어법이 표현되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나라와

(http://busan.gugak.go.kr/portal/prfm/view.do?prfmSn=2572&prfmDtSn=1193&mId
=0101030000)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 <무위자연>(2016.4.22)”국립극장의 주최, 이혜경의 지

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 도널드 워맥의 <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 토마스 
오스본의 <국악기로 표현한 어떤 날 ‘하루’> 초연.

(https://www.ntok.go.kr/kr/Ticket/Performance/Details?performanceId=262038&de
partmentRef=4) 
  "창작악단 제94회 정기연주회 2017 환태평양음악제 참가작"(2017.12.2.) : 국립국악원 창

작악단 주최, 정치용 지휘, Cindy Cox의 실내악곡 <Naseon Ⅱ>, Medeline Schmidt의 
<Currents>이 연주, George Lewis의 "Dream of the Traveller>, Shin-Hui Chen의 
<Ten Thousand Blooms, Falling Petals>, Edmund Campion의 <Audible 
Numbers>, David Evan Jones의 <Dreams of Falling> 초연.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
formance_id=8171)
24) 루 해리슨은 1962년 4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립국악원에서 김태섭에게 피리를 

배웠다. 1970년 포모나대학에서 열린 음악회 중 연주된 <희문>에서 해리슨은 직접 피
리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거주할 때 김기수의 도움으로 피리악보 <희문>을 
채보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미국에서 서양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 및 연주가 이루어졌
다. 그는 한국 피리를 개량하여 ‘미국 피리(Mi-guk Piri, American Piri)’라 이름 짓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작품에 많이 반영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변덕스런 날씨와 잦은 여
행에 휴대하기 편하도록 나무 피리를 합성수지로 만들었으며 이를 나무 피리와 구별하
기 위하여 검은 칠을 하여 사용하였다. (권송택, 앞의 글, 73-74쪽.)

25) 조셉 첼리는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 현대적 즉흥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음악
가이자 작곡가이다. 야마하 WX7 MIDI breath controller 이자 한국의 피리와 호적, 
인도의 무카 비나 등 아시아 문화의 겹서 악기를 다룰 수 있다.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Shadows> 분석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Wikipedia 및 개인 웹사이트 

http://kalvos.org/cellijo.html 참조)
26) 토마스 오스본은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에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아시아 전통악

기곡들을 작업하고 있다. 인디애나주립대학 학사, 라이스음악대학 석사, USC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고, 하와이대학교 작곡 및 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와이대학교 현대음악
앙상블도 지도하고 있다. 2012년에는 풀브라이트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에 머물며 적극
적인 작곡활동을 펼쳤다.

   (개인 웹사이트 http://thomas-osborne.com 참조)



- 7 -

문화에서 성장하여 다양한 생각과 음악적 배경을 가진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창작국악의 영역과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작곡가의 작품은 표면적으로 국

악기의 음색만을 차용한 ‘서양음악’일 수 있고, 이러한 음악은 국악으로서

보존과 계승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작곡가와 작품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작곡가 도날드 레이드 워맥(Donald

Reid Womack, 1966∼, 이하 도날드 워맥)의 피리독주곡 <금강전도>(2017)

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도날드 워맥은 2009년부터 현재

(2017.12.)까지 총 18곡의 창작국악곡을 작곡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기에, 한국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는 한국 악기로 독주곡, 중주곡, 협주곡, 관현악곡 등 다양한

연주형태의 창작국악곡을 작곡했다. 미국 작곡가임에도 창작국악곡을 다

수 작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주자 및 대중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이 작곡한 피리 독주곡을 분석한

연구가 없기에, 국악기로 활발히 작곡활동을 하고 있는 도날드 워맥의

첫 번째 피리 독주곡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그는 미국 및 동아시아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하와이 대학교 교수로, 음악 활동과

작품 및 수상실적과 평가를 통해, 현대음악 작곡에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곡은 최근에 초연된 곡으로서 악보와 초연 실황을 녹음

한 음원 자료가 있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날드 워맥의 음악관과 국악 어법이 악곡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 본 곡이 갖는 독자성을 파악하고, 곡 분석을 통해

연주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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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외국인 작곡가의 창작국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1건이다.27)

이 논문에서 다룬 악곡은 총 16곡으로 국악 중주곡은 2곡28), 국악 합주

곡은 1곡29), 국악 어법에 서양악기 편성으로 쓴 곡은 2곡30), 서양 오케

스트라와 국악기를 같이 편성한 곡은 4곡31), 가야금 독주곡은 3곡32), 해

금 독주 및 중주곡은 2곡33), 국악 독주악기와 서양악기 1개의 곡은 2곡이

27) 권송택, 「경계를 넘어서 -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Ⅰ
(1961-1962), 『서양음악학』 Vol.15, 서양음악학회, 2007.

권송택 · 안소영, 「경계를 넘어서 -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Ⅱ
(1960년대)」, 『음악논단』 Vol.21, 2007.

박칼린, 「서양 작곡가들이 작곡한 한국창작음악의 작곡기법 연구」, 2008.
이정화, 「R.SNYDER의 '남대문'에 대한 작곡기법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희선, 「문화교차의 음악 : 앨런 호바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

곡 제16번」, 『음악과 문화』 Vol.22, 2010.
이정화, 「외국 작곡가의 작품에 응용된 한국전통음악적 요소 – 랜들 스나이더의 "남대문"

을 중심으로 -」, 『음악응용연구』 Vol.3, 2010.
장문정, 「클라우스 후버 작곡 가야금과 북을 위한 "거친붓끝" 분석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논문, 2011.
서윤정, 「문화교차의 맥락에서 본 한국 전통악기의 사용 : Baudouin의 12현 가야금을 위

한 5개의 산조와 10개의 짧은 연습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Shadows>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7.

천진희, 「도널드 워맥 <무 巫:Mu>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8) Lou harrison의 <피리와 리드 오르간을 위한 프렐류드>(1961)(피리, 생황), Lou 

harrison의 <5종 대위법 타령>(1961)(단소, 퉁소, 북, 리코더, 중간 사이즈의 드럼).
29) Lou harrison, <무궁화 새당악>(1961)(당적, 대금, 향피리, 해금, 아쟁, 박, 좌고, 장고).
30) Lou harrison의 <낙양춘>(1961)(서양오케스트라), Randal Snyder의 <남대문>(1993)(서

양 오케스트라, 톰톰, 베이스 드럼, 우드블록, 공).
31) Lou harrison의 <새로운 송시 (Nova Odo)>(1961∼68)(남성합창, 낭송합창, 오케스트

라, 타악기, 동양악기), Lou harrison의 <평화Ⅰ(Peace Piece Ⅰ)>(1967)(서양 오케스
트라, 생황), Lou harrison의 <Pacifika Rondo>(1963)(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 
베이스, 플룻, 비브라폰, 트럼본, 베이스드럼, 대고, 트라이앵글, 종, 공, 첼레스타, 장고, 
박, 피리, 편종, 편경), Alen Hovhaness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
향곡 제16번>(1963)(가야금, 편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장구, 좌고).

32) Klaus uber의 <가야금과 북을 위한 거친 붓끝>(1993)(가야금, 북), Baudouin de 
Jaer의 <12현 가야금을 위한 ‘5개의 산조와 10개의 짧은 연습곡’>(2008)(가야금), 
Donald Reid Womack의 <무 巫:Mu>(2013)(12현 가야금, 장구).



- 9 -

번 저자 논문명 출처 연도

1 권송택

경계를 넘어서 -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

1(1961-1962)

서양음악학

Vol.10
2007

2 김희선

문화교차의 음악 : 앨런 호바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6번

음악과 문화,

Vol.22
2010

3 장문정
클라우스 후버 작곡 가야금과 북을

위한 "거친붓끝" 분석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논문
2011

4 서윤정

문화교차의 맥락에서 본 한국

전통악기의 사용 : Baudouin의 12현

가야금을 위한 5개의 산조와 10개의

짧은 연습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Shadows>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천진희 도널드 워맥 <무 巫:Mu>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표 1> 외국 작곡가들의 창작국악 중 독주곡 및 협주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

있다.34) 이 중 피리 위주의 곡을 다룬 논문은 1건, 본 연구에서 다룰 도날드

워맥의 작품으로 쓴 논문은 1건이 있다. 이 중 피리 위주의 곡과 독주

악기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피리 이외의 독주곡 및 협주곡을 다룬

논문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악곡에서 외국 작곡가의 국악 어법이 어떻게 실현

되었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피리 위주의 곡을 다룬 논문은 1건으로 권송택의 「경계를 넘어서 -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 1(1961-1962)」이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4개의 곡 중 <피리와 리드 오르간을 위한 프렐류드>(1961)가

33) Thomas Osborne의 <Dancing with Shadows>(2012)(해금2, 장구), Thomas 
Osborne의 <Trembling Light>(2011)(해금, 장구).

34) Javier Alvarez의 <Mannam>(1992)(12현 가야금, 컴퓨터음악 녹음테잎), David 
Essig의 <Morning Calm>(1988)(가야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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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 위주의 곡이다. 이 곡에 나타난 국악 어법은 선율이 음악형식을 이

끌어 나가는 것, 꾸밈음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 논문에서 여러 곡을 설명

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악곡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거나 피리 주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루 해리슨의 음악관과 그가 국악 어법을 어떻게 사용하

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며 악곡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않았다. 즉, 외국인이 작곡한 피리 독주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본 연

구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희선의 논문에서는 앨런 호바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6번>(1963)을 분석하면서 호바네스가 국악 어법을 사용

하거나 한국음악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세밀하게 구별해 내기보다는 상행

-하행을 반복하는 단순한 멜로디, 첫 박이 아닌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자

에서 나오는 신비스럽고 이국적인 편종소리, 자유리듬, 카덴자로 처리

되는 가야금 솔로, 농현을 덧붙인 가야금의 음색 등을 사용해 오리엔탈리

즘35)적 음향의 재구성을 표현한다고 하며 그 한계성을 지적한다.36) 이

논문은 처음으로 외국 작곡가 작품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측면을 지적

한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다.

장문정의 논문에서는 클라우스 후버(Klaus Huber, 1924∼)의 가야금과

북을 위한 <거친 붓끝>(1993)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곡에

나타난 국악 어법은 구조를 통한 여백의 미, 장 2도 사이에 5개의 미분음을

만들고 농현을 통해 이를 드러나게 한 것, 정악적인 주법으로 음색을 만든

것, 전통 장단에 쓰이는 악센트를 북 리듬에 적용한 점, 3분할 리듬과 혼합

박자를 사용하여 전통음악장단의 특수성을 낸 것 등이다.37)

서윤정의 논문에서는 작곡가 보드앙(Baudouin de Jaer, 1962∼)의 <12현

가야금을 위한 ‘5개의 산조와 10개의 짧은 연습곡’>(2008)을 연구하였다.

35)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가 자신들이 원하는 
오리엔트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오리엔트는 진짜 동양의 모습이 
아니라 유럽의 필요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고, 그 필요라는 것은 동양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의미한다.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21쪽)

36) 김희선, 앞의 글, 110∼114쪽.
37) 장문정, 앞의 글,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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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 나타난 국악 어법은 여백의 미를 강조한 것, 앞꾸밈음, 다양한

종류의 농현, 공명과 음색, 조현과 그 밖의 소리(미분음, 퇴성 등 음의

변화), 왼손 수법, 글리산도, 남도 계면조의 스케일을 사용한 것 등의

선율적인 것, 박자의 단위를 3박자로 한 것, 내면에 흐르는 장단을 중요시한

것이다.38) 서윤정은 김희선의 논문에서 논의한 앨런 호바네스가 보인 한계

점을 인용하며 호바네스와 보드앙의 차이점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한국에 대한 이해도”에서 찾고 있다. 논자는 “보드앙의 음악은 음악적

특징 뿐 아니라 창작 동기와 과정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악기를

직접 익히고 국악과 국악기에 대한 역사 및 이론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이를 통한 국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곡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문화 차용을

넘어 선 문화 교차의 음악, 즉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 국악의

정체성을 가진 악곡”이라고 소개하였다.39)

안지은의 논문에서는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1978∼)의 <Dancing with

Shadows>(2012)를 분석하였다. 이 곡에서 나타나는 국악 어법은 악곡의 형

식과 선율 진행방식이다. 점점 빨라지면서 모방 간격을 줄이는 악곡의 형식

은 ‘모방형식’이 결합된 ‘한 배에 따른 형식’과 ‘산조 형식’이며, 5음 음계, 농

현과 시김새, 글리산도 진행 등 전통주법에 기반한 장식적 표현이 나타난다.

김보슬의 논문에서는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의 <Trembling Light>(2011)

를 분석하였다. 작곡가는 본인의 작품이 한국음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음악적 어법에 국악기가 가진 특성을 활용했다고 하였다.

이 악곡에서 나타나는 국악기가 가진 특성을 활용한 표현법은 음고의

유연성에 따른 농현과 포르타멘토이다.40) 이 논문은 미국인이 작곡한

작품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닌 작곡가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창

작국악의 영역을 ‘국악’이 아닌 ‘음악’으로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천진희 논문에서는 도날드 워맥의 <무 巫:Mu>(2013)를 분석하였다.

이 곡에 나타난 국악 어법은 ‘낙궁’, ‘흘림’, ‘진쇠’ 등의 다양한 무속 장단을

사용한 점이다.41)

38) 서윤정, 앞의 글, 30∼51쪽.
39) 서윤정, 앞의 글, 48∼51쪽.
40) 김보슬, 앞의 글,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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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도날드 워맥의 피리 독주곡 <금강전도>의 피리 선율

을 중심으로 한다.42)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곡가와의 인터뷰와 작곡가 개인 웹사이

트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작곡가 도날드 워맥의 음악적 배경과 작품성향,

음악관을 이해한다. 둘째, 초연자와의 인터뷰 및 초연자가 작곡가와 주고

받았던 이메일을 통해 초연자와 작곡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후, 팜플렛에 소개된 작곡해설을 통해 곡의

주제를 파악한다. 또한 악보에 나타난 레터 구분 · 박자 · 템포 · 지시어를

통해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고 초연 공연 실황 음원에 나타난 연주시간을

각 부분별로 나누어 작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다. 셋째, 각 부분별로

출현음과 작곡가가 제시해 준 음계를 살펴보아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이해

한다. 넷째, 악구별 특징을 선율 · 리듬 · 표현 · 반주악기인 장구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이 때 각 부분의 특징은 2번 이상 반복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각 악구의 분석은 악보를 제시하여 분석할 것이다.43) 또한

음이름 표시는 영문 표기법을 사용하며, ‘가온 도’를 중심으로 c(가온도)보다

높은 음은 아포스트로피 기호를 사용하여 c'-c''로, ‘c(가온도)’보다 낮은

음 대문자인 C-CC 로 표시한다.44) 다섯째, 본 곡에 쓰인 피리의 주법과

41) 천진희, 앞의 글, 68∼69쪽.
42) 이 곡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김경아의 위촉곡으로 악보는 작곡가 및 초연자에

게 직접 받았다.(공연 당시 공연이 끝난 뒤 구매 티켓을 초연 작품 악보와 교환해주었다.) 
분석 음원은 초연 실황 녹음된 음원으로 하였다. 초연자와 작곡자에게 논문작성 허락을 
받았다.

43) 선율의 악구(phrase) 구분은 직사각형(▭)으로 하고, 리듬형의 구분은 옆으로 누인 대
괄호(︺)로 한다. 이러한 악구를 나눌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율형, 리듬형, 셈여림, 
시김새는 원형(○)으로 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음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주음(Tonic)은 
다이아몬드형으로(◇), 전조에서 중요한 역할인 딸림음(Dominant)은 삼각형(△)으로 표
시할 것이다.

   장구 리듬의 경우 자세한 리듬형 보다는 리듬 프레이즈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필요할 
경우 구음과 음표를 통해 설명하고 이 때 한 박을 반점(,)을 통해 나눈다. 이 때 4분음
표 기준인 박은 4분음표 한 박으로 하고 8분음표 기준인 박은 점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한다.

44)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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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의 각 위치를 파악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Shadows>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2쪽; 백병동, 『대학음악이

론』, 현대음악출판사, 2006, 28쪽.  CC←C←c(가온 도)→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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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 개요

1) 음악적 배경 및 작품 활동

(1) 음악적 배경45)

도널드 워맥은 1966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나 테네시 주에서 자랐

다. 그 지역의 컨트리 음악에서 유래된 블루그래스46)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 성악가이자 뮤지컬 가수였던 어머니 덕분에 음악활동을 하는 데에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8세 때 피아노를 시작하였고 그 후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12세 때 더블 베이스를

시작한 것이 작곡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47) 작곡가의 약력은 <표 2>

와 같다.

45) 도날드 워맥의 음악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작곡가의 개인 웹사이트와 인터뷰를 참고하
여 정리하였다.

46) Bluegrass : 1950년대 이후에 발전한 컨트리 뮤직 스타일 중 하나로서, 웨스턴 스타
일이 등장한 이래, 점차 독자성을 잃어간 컨트리 분야이다. 전형적인 블루그래스 밴드
는 피들, 기타, 만돌린, 베이스, 5현 밴조 등 5개 악기로 마이크 없이 편성된다. 현대의 
컨트리나 포크는 연주면에서 블루그래스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세광음악출
판사 편집국, 『파퓰러 음악 용어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65쪽.)

47)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면 뒤에 앉아서 모든 연주되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음
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연주하면서 모든 악기들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내용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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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내 용

1966 미국 버지니아 출생, 테네시에서 자람

1988 퍼먼 대학(Furman University)에서 철학 학사 졸업

1988
프랑스 퐁텐블로 미국 음악원 축제(Conservatoire American in

Fontainebleau, France) 참가

1989 퍼먼 대학(Furman University)에서 음악이론 학사 졸업

1990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작곡으로 석사 졸업

1993 동대학원 박사 졸업

1993
시그마알파오타 인터 아메리카 음악상

(Sigma Alpha Iota Inter-American Music Awards)

1994
하와이 대학교 교수 임용

음악대학 학과장 역임. 작곡과 음악이론 교수

1996 June in Buffalo Festival, Aspen Music Festival 참가

1997,

2002

하와이 주 문화예술재단에서 개인 아티스트 펠로우십 수상

(최초로 2번 받음)

2007-

2008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생으로 일본에 머무르며 동경에 기반을 둔

일본 전통음악 앙상블 아우라 제이 (AURA-J)와 함께 예술

레지던시 작곡가로 지냄

2009
레오 엠 트레이너 경연대회 대상

(the Leo M. Traynor Competition)

2009 오하우 코럴 협회 작곡 경연대회 대상(Oahu Choral Society)

2013 하와이 대학의 인문예술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상 수여

2014
서울대학교의 국악 작곡 프로그램의 초빙 강사이자 레지던시

작곡가로 지냄

<표 2> Donald Reid Womack의 약력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단체와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협업 단체로

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러시아 울란 우데 심포니, 미국 루이스빌

오케스트라, 호놀룰루 심포니, 피츠버그 뉴스쿨 앙상블, 더 카삿 콰르텟,

한국의 현대음악 앙상블, 부산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그리고 일본의 아우

라 제이, 아시아 앙상블, 잘츠브루크 모자르테움 스트링 콰르텟 등이다.

관현악곡, 실내악곡, 독주곡 등 80편 이상의 다양한 곡을 써 왔고, 그의

작품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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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도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1994년부터 하와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음악대학 학과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작곡과 음악 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본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한국학 센터의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48)

한국과 관련된 그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일본악기를

사용한 곡 작업을 하면서 동양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2008년

하와이 대학교에 방문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 교수의 연주에 감명을 받아

한국의 전통음악에 매력을 느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국악과 인연을 맺은

후, 한국음악작곡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작품은 이지영 초연의 가야금 곡

<줄타기>(2009)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꾸준히 한국음악을 작곡하였고,

11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특강과 작품 발표를 하였으며, 2014년에는 한국의

레지던시 작곡가로서 한국에 머물며 렉쳐와 콘서트를 하였다. 2017년 1월

에는 상호 교류 차원으로 임준희 작곡가와 안현정 작곡가가 하와이대학에

초청되어 워크샵과 연주를 하였다. 그 이후로 한국 현대음악 앙상블, 부산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과 협업하며 2017년 12월 현재까지 18곡의 국악 작

품을 썼다.49)

(2) 작품 활동

도날드 워맥의 웹사이트에 소개된 그의 작품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일본 곡은 17개, 중국곡은 5개, 한국음악은 18개가 있다.(2017년

12월 기준) 이 중 한국음악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48) 개인 사이트(http://donaldwomack.com/), 인터뷰 참고.
 탁계석(음악평론가), 「[탁계석의 리뷰] 서양 작곡가들이 한국의 보물을 캐고 있다」, 『웰빙

코리아뉴스』, 2017.5.23. http://www.wbkn.tv/news/articleView.html?idxno=28007
49) 작곡가와의 인터뷰 및 작곡가 웹사이트 작품(Works) 카테고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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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작품명 악기편성
작곡

연도
초연자(초연정보)50)

1
줄타기

(Highwire Act)
산조 가야금 2009

이지영

(2009.6.11. 국립국악원

우면당 “이지영 가야금

연주회 '이지영,

음악극을 만나다’”)

2

Spiral Toward

the Center of the

Sky

피리, 가야금,

장구
2010

CMEK,

이지영, 박치완, 김웅식

(2011.2.11. 호놀룰루,

하와이 대학교)

3 소리 (Sori)
해금, 첼로,

장구
2011

여수연, 이베이 린,

도날드 워맥

(2011.10.28. 호놀룰루)

4

하늘 저편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

(The Sound of

Drums Echoes

Beyond the

Heavens)

국악 관현악단 2012

국립부산국악원

(2014.9.17.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201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5 무 巫 :Mu
산조 가야금,

장구
2013

정길선, 서수복

(2013.12.11.

국립국악원 우면당

“정길선 가야금창작음악

시리즈Ⅷ "散調 2013 産造"”)

6

혼무

(Dancing With

Spirits)

해금

협주곡(국악

관현악단)

2014

권성택, 부산국악원, 조윤경

(2014.10.23.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제10회 기악단, 성악단

정기공연

'전통에 대한 경의'”

7

흩어진 리듬

(Scattered

Rhythms, version

for Western

orchestra)

12현 가야금

협주곡(서양

오케스트라)

2015
이지영

(2015.9.4. 러시아 Ulan Ude)

8
굿 울림(Ritual

Resonance)

가야금, 아쟁,

타악
2015

정길선, 최혜림, 황영남

(2015.11.26. 한국문화의 집)

<표 3> Donald Reid Womack의 한국음악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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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작품명 악기편성
작곡

연도
초연자(초연정보)50)

9

흩어진 리듬

(Scattered

Rhythms,

Gugak version)

12현 가야금

협주곡(국악

관현악단)

2016

이지영,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4.22.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 <무위자연>”)

10 Liquid Metal
가야금

오케스트라
2016

이지영, 김해 시립

가야금연주단

(2016.5.19.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제35회 정기연주회

'꽃피다,봄'”)

11
혼선

(Crossed Wires)
18현 가야금 2016

김병호류 가야금보존회

(2016.7.12.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제17회 정기연주회”)

12
도깨비 Dokkaebi

(Demons)
가야금 2016

이지언

(2016.12.14. 한국문화의 집

“이지언 가야금 독주회”)

13 Intertwined
가야금,

비올라, 장구
2017 2017.2.3. 호놀룰루

14 금강전도 피리, 장구 2017

김경아, 김웅식

(2017.5.14.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김경아의 피리세계

<시선 (視線)>“)

15
미로

(Labyrinth)

25현 가야금

사중주단
2017

서울 가야금 앙상블

(2017.9.3. 국립국악원 우면당

“제2회 서울가야금앙상블

정기연주회”)

16
Intertwined

(quintet version)

해금, 비올라,

거문고, 장구,

피아노

2017 2017.9.9. 호놀룰루

17
위빙 소리

(Weaving Sound)

산조 아쟁,

장구
2017 미정

18 Power Lines 거문고 2017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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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채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18곡의

한국음악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 10곡은 2016년부터 2017년에 집중적으로

작곡하였다. 이로 보아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음악가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한국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의 연주자 및 대중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음악관

도날드 워맥은 바흐, 베토벤, 말러, 스트라빈스키, 바르톡, 리게티 등의

작곡가들에게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음악 장르로는 프로그레시브 락,

블루그래스, 포스트 미니멀리즘, 동아시아 음악 등 다양한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 중 한국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작곡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악기와 한국 리듬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다51)

작곡가는 전통과 새로운 음악의 중간 어디쯤을 찾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을 갖고 있다. 완전히 전통적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은 흥미롭지

않다고 한다. 전자의 경우 창작의 의미가 퇴색되고, 후자의 경우 그 악기

에게 안 좋은 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전통은 그 악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적용시켜 연습한 것이 축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는 악곡을 작곡할 때 그 나라의 선법보다 악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52)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한국의

전통리듬을 알기 위해 장구를 직접 배웠고, 그의 작품 중 <소리(Sori)>에서

직접 장구를 연주하였다.53) 또한 가야금과 해금을 작곡하기 위해 악기

연주법을 익혔으며, 다음 피리 곡을 쓰기 위해 피리를 미국으로 가지고

갔다.54) 이렇듯 그는 그 악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50) http://donaldwomack.com/Content/calendar/calendar.xml 참조, 각 일정에 따라 
연주장 웹사이트 또는 구글 검색, 작곡가와의 메일(2017.11.21., 2017.12.28.)

51)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52)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53) 2011.10.28. 하와이 호놀롤루/ https://www.youtube.com/watch?v=4YeIRqR4CtU
54)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초연자와의 인터뷰(2017.1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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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한다.

피리를 처음 접한 것은 2011년 이지영, 박치완, 김웅식 등을 하와이로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 곡을 작곡했을 때이며, 초연자 김경아가 위촉할

때에 비디오 영상을 보며 피리의 음색과 기법을 연구하였다. 그는 피리

음색에 대해 정열적이며 춤추는 듯 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피리의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하였다.55) 그가 생각하는 피리의 장점은 농음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음색의 변화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피리 음색의 특성과

피리의 음역을 고려하여 작곡하였다. 피리의 음역을 고려한 대표적인 예는

본 곡의 첫 음을 c로 작곡한 것이다. 피리의 음역은 B♭부터 높은 f'음

이며, 비청을 사용했을 때에는 높은 c''음이다. 이를 알았기에 악곡에서

가장 높은 음은 c''음이며, 이를 염두하고 c음을 첫 음으로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c 중심 음계가 이 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56)

또한 작곡가가 한국음악에 대해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리듬’

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 그의 곡 중 가장 처음

작곡된 <줄타기>(2009)는 가야금의 리듬적인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곡57)이며 <소리>(2011)에서는 직접 장구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2012년 서울에서 열린 국악 워크숍에 참여하여 2000년 전의 한국 굿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하늘 저편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2012)를 작곡할 때 천도제를 주제로 삼아 굿거리장단, 칠채 등

의 장단을 사용하였고58) <무>(2013)에서는 ‘낙궁’, ‘흘림’, ‘진쇠’ 등의 다

양한 무속 장단을 사용하였으며59) <혼무>(2014)와 <굿 울림>(2015)은

리듬이 강조되는 동해안 별신굿을 주제로 하여 작곡된 곡이다. <흩어진

리듬>(2015∼16)에서는 ‘흩어진 가락’인 ‘산조’의 의미에 착안하여 제목을

짓는 등 산조와 한국적 리듬을 반영하였다. 1악장에서는 서양음악적인

55) sultry sound, dance-like. energetic. sensual.
56)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57) 작곡가 개인 웹사이트.
58) 장병욱 기자, 「굿과 시조에 반한 파란 눈의 작곡가 국악의 맛 살렸네」, 『한국일보』, 

2014.9.18.
http://www.hankookilbo.com/v/77341581fe4f41e0b62767d8248fb797
59) 천진희, 앞의 글,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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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기초를 두었으나, 2악장에서는 한국적 리듬, 산조의 리듬체계를

사용하여 곡을 구성한다. 본인을 ‘리듬에 민감한 작곡가’라고 소개하며

‘복잡함 속에서 느껴지는 유기적인 자연스러움과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강한 추진력’이 국악 장단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였다.60) 그의 견

해에 따르면 한국음악이 중국 및 일본음악과 가장 결정으로 다른 점은

바로 ‘리듬’으로, 리게티의 리듬 활용 방식에 영향을 받은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관과 한국 리듬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았다. 본 악곡

<금강전도>에서도 장구를 쓴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가 본

장구 리듬의 특징은 왼쪽과 오른쪽의 비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로 들자면

자진모리 장단에서 ‘덩-덕쿵덕’의 경우 왼쪽은 두 번 칠 때 오른쪽은 세 번

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리듬과 더불어 레이어 리듬, 폴리리듬, 크로스

리듬, 멀티플리듬을 작품상에 많이 사용한다.61)

2) <금강전도> 작품개요 및 악곡구조

(1) 작곡 과정

본 작품은 서울대학교 김경아 교수의 위촉곡으로서, 초연자와 작곡가가

이메일로 3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으며 주제, 작곡 방향 등을 결정하여

만들어졌다.62) 2016년 9월 13일, 초연자가 피리의 특징 및 본인이 연주한

비디오 링크63)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곡의 방향성에 대해 작곡가에게

전달했다. 초연자는 “입술 근육만 사용하여 하나의 지공에서 단2∼장2도의

음정을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피리의 장점을 강조하길 원하는 동

시에 “복잡한 리듬 패턴을 넣기 보다는 연주자의 손가락과 입술을 통해

60) 김택수, 「작곡가가 말하는 작곡가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Ⅰ <무위자연>」, 『미
르』, 2017.4.

http://webzine.ntok.go.kr/magazine/ntok/sm-4/pt-post/nd-29
61)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62) 초연자와 작곡가의 이메일(2016.9.13.- 2017.2.15.).
63) <청산>,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달의 눈물> 링크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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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다양한 전통적 꾸미음(시김새)을 가진 긴 음표를 사용한 멜로디

중심의 악곡”을 요구하였다. 이 멜로디는 “마치 그림처럼 길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선과 같은 멜로디”였다. “부드럽고 물결처럼 흐르는 선”을 구체

적으로 “자연을 담은 한국화” 같은 것이라고 하며, 작곡가에게 한국화 3장을

보냈다.64) 이 중 작곡가는 “금강전도”를 선택하여 2017년 1월 12일에

“금강전도”가 곡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었다. 2017년 2월 15일에는 곡이

완성되었고, 작곡가는 본인이 만든 실제 연주에 가까운 오디오 미디

음원65)을 주어 연주자가 이 곡에 대한 음색, 선율과 농음의 특징, 템포

등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초연자가 지향하는 음악관, 곡의 방향성과 함께 피리의 특징과

장점을 알려 주어 작곡가는 피리의 음색과 특징 및 시김새와 더불어 연

주자의 연주 스타일을 알 수 있었고, 초연자도 실제 연주에 가까운 미디

음원을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작곡가는 곡을 작곡할 때 연주자의 특성 및

악기의 특징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작곡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작품 해설

본 작품은 위촉곡으로서 2017년 5월 14일 김경아 독주회에서 초연되

었다. 팜플렛에 실린 작품해설은 다음과 같다. 이 해설에는 곡을 작곡한

동기, 악곡의 주제와 이미지가 담겨있다.

“<금강전도>는 ‘겸재’라는 호로도 알려진 조선의 저명한 화가 정선

(1676∼1759)이 그린 같은 제목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

정선의 금강전도는 한국화의 황금시기라고 여겨지는 조선후기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은 중국의 산수화에 뿌리를 두고

64) 금강전도(겸재 정선), 홍매(월전 장우성), 초충도- 오이와 개구리(신사임당)
65) 피리 음색과 비슷하며, 농음이 악보에서 그리는 것처럼 연주된다. 작곡가는 초연자에

게 다양한 종류의 농음이 표기된 악보 뿐 아니라 피리의 음색이나 다양한 시김새가 표
현된 음원을 만들어 전해주어, 시김새 뿐 아니라 농음까지도 창작의 영역으로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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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상적인 산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전형적인 산수화는 달리,

실제 산인 금강산을 모델로 좀 더 사실적인 산수의 형상을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촘촘한 짜임새와 모난 산의

형상은 명백히 한국적이라 볼 수 있다.

금강전도의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림의 구조가 반영된 모남과

세밀함이,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그림 속의 산세를 탐험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한다. 이 곡 또한 그와 비슷한 인상을 주는 곡이다. 곡은

느리고 생각에 잠긴 듯이 시작한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산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첫 발을 내딛기에 앞서 산길을 탐색하는 느낌을 준다.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는 산 위로 올라간다. 연달은 작은 봉우리들을

지나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산행을 재개한다. 산 정상이 가까워지

면서 음악의 긴장감은 산의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 후 음악은 점차적으로 하강하게 된다. ‘산길을 탐색한다’는 도입부의

아이디어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등장한다. 허나 이는 이미 한 번

산세를 경험한 후 다른 관점에서 산길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림에 새겨진 겸재 정선의 제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있다.

“네가 이 산을 실제로 방문하여 그 산의 모든 외진 곳들과 틈사이로

걸음걸음을 옮기더라도, 어떻게 그 기쁨을 이 그림 곁에 두고 베갯맡에

기대어 실컷 감상하는 기쁨에 비하겠느냐.” 아마 이 음악도 그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66)

(3) 악곡 구조

본 곡은 총 122마디로, Intro와 ∼의 총 11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모든 부분의 조표는 없다. 악기 구성은 독주 선율을 연주하는 피리와 반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구로 이루어진다. 템포의 변화와 주제에 따라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단락인 Intro와 는 “느리고 생각에 잠긴 듯이 시작한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산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첫 발을 내딛기에 앞서 산길을

탐색하는 느낌을 준다.”의 부분으로, 아주 느리게, 무박으로 연주되는 Intro

66) Donald Reid Womack, 김해진 번역, 「시선」 팜플렛, 20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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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분 8초)와, 아주 느리게, ♩=27의 4/4박자로 연주되는  부분(1분 20초)
으로 이루어져있다.

Ⅱ단락인 , , 는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는 산 위로 올라간다.

연달은 작은 봉우리들을 지나 잠시 휴식을 취한다.”의 부분으로, =36,
♩=54의 템포로 이루어진 (57초)와 ♩=54로 이루어진 (1분 1초), 느리고
자유롭게 연주되는 (약 1분 44)로 이루어져있다. 앞의 와 빠르기를 연결
해보면 에서 16분음표의 시가는 의 8음표의 시가와 같다. 즉, 에서
=108이고, 에서는 ♪=108이다. 가 보다 2배 빠르게 연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빠르기를 살펴보면 기준박에 따라 =36, ♩=54인데, 각각
8분음표로 계산했을 때 ♪=108이므로 8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하면 빠르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기준박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단락인 , , , , 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산행을 재개한다.
산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음악의 긴장감은 산의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절정

으로 치닫는다. 그 후 음악은 점차적으로 하강하게 된다.”의 부분으로 부터
까지 A Tempo♩=72의 템포로 연주된다.(1분 1초- 30초- 25초- 26초) 보통
A Tempo의 의미는 ‘본래의 빠르기로’로 리타르단도 등으로 곡이 느려졌을

때, 빠르기가 바뀌기 이전의 템포로 돌아가라는 의미이지만 부분 앞에는

♩=72의 빠르기를 가진 곳이 없다. 여기에서의 A Tempo는 무박이자 자유

롭게 연주하는  부분이 끝난 후, 새로운 섹션이 시작될 때 분명한 속도감을
갖고 연주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전의 와 같이 명확한 속도감을
갖고 연주하라는 “In Tempo”의 의미로 볼 수 있다.67) 는 느리고 자유롭게
클라이막스로 연주된다.(1분 25초)

마지막 Ⅳ단락인 (약 1분 10초)는 “ ‘산길을 탐색한다’는 도입부의 아이디어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등장한다. 허나 이는 이미 한 번 산세를 경험한

후 다른 관점에서 산길을 ‘관조’하는 것이다.”의 부분으로 느리고 자유롭게

마무리가 된다. 초연 공연에서 연주한 음원의 총 길이는 11분 27초이다.

<금강전도>의 악곡구조는 <표 4>와 같다.

67) 작곡가와의 이메일(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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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부

분

마디

(마디수)
박자 빠르기 지시어

연주시간(음원)

부분별 누적

Ⅰ

Intro 1-5(5) 무박 아주 느리게 calm 1분 8초 1분 8초

 6-14

(9)
4/4

아주 느리게

♩=27

(♪=54)

　 1분 20초 2분 28초

Ⅱ

 15-26

(12)

12/8(2)

-9/8(3)

-12/8(2)

-9/8(3)

-3/4(1)

-4/4(1)

=36
♩=54

　

　

　

　

　

　

57초 3분 25초

 27-48

(22)
3/4 ♩=54 　 1분 1초 4분 26초

 49-54

(6)
무박

느리고

자유롭게
1분 44초 6분 30초

Ⅲ

 55-77

(23)
3/4

A Tempo

♩=72
　 1분 1초 7분 31초

 78-89

(12)
3/4

A Tempo

♩=72
　 30초 8분 1초

 90-99

(10)
3/4

A Tempo

♩=72
　 25초 8분 26초

 100

-108(9)
3/4

A Tempo

♩=72
　 26초 8분 52초

 109

-117(9)
무박

느리고

자유롭게
　 1분 25초 10분 17초

Ⅳ  118

-122(5)
무박 아주 느리게 calm 1분 10초 11분 27초

<표 4>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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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강전도> 분석

본 장에서는, 곡 전체의 음역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분의 출현

음과 작곡가가 제시한 음계를 살펴본 후, 각 악구별로 악보 및 작곡가와

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선율·리듬·표현·반주악기인 장구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분석할 것이다.

1) 각 부분의 출현음 및 음계68)

<금강전도>는 조표가 아닌 임시표로 음계를 유추할 수 있다.69) 이 곡의

음의 배열은 주로 주음과 5음을 중심으로 형성된다.70) 조표가 쓰이지 않은

것은 연주자가 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연주하길 바라는 작곡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71)

악보에 조표가 쓰이지 않았지만, 연주자가 음계 혹은 선법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조표가 없다고 하여 음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주음(Tonal center)과 5음(Dominant)을 중심으로 음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연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각 부분의 출현음과 음역 및 작곡가가 제시한 음계를 정리하면 <표 5>

와 같다.

68) 음계는 음을 높이 순으로 배열한 것인데, 한 악곡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음을 8도(옥타브) 내에서 단계적으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음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음은 
그 음계에 의해 나타나는 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이며 으뜸음(Tonic)이라고 한다. 
세광음악출판사편집국, 『파퓰러음악용어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503-505쪽

69) 본 곡의 작곡가는 음계나 선법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지 않으며, 원하는 음을 사용하기 때
문이다. 악기의 자연음을 갖고 음을 배열하다 보면 음계 혹은 선법에 맞게 된다고 한다.

70) 주음과 5음에 기능화성에서 수행하는 Tonic과 Dominant 역할을 빌려 선법에 적용시키
며 긴장과 이완의 개념을 선법에 도입시키는 것이 본 작곡가의 작곡 기법이다.

71)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및 이메일(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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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마디
(마디수) 출현음 음계

In
tro 1-5(5)

f 단조, c 단조와
C 프리지안72)이 혼용


6-12(7)

f 단조, c 단조 혼용

13-14(3)
F 프리지안 → G♭ 리디안73)

 15-26(12)
G 프리지안 → C 프리지안

 27-48(22)
B♭ 프리지안

 49-54(6)

B♭ 프리지안

 55-77(23)
F 프리지안

 78-89(12)

C 프리지안

 90-99(10)
C 프리지안

 100-108
(9)

C 프리지안

 109-117
(9)

C 프리지안

 118-122
(5)

f 단조, c 단조와
C 프리지안이 혼용

<표 5> 부분별 출현음 및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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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보면 Intro, , 를 제외한 부분의 대부분의 음계는

프리지안 선법이다. 한국 전통음악 음계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플랫

(♭) 조가 사용되어 연주에 불편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Intro : 제1-5마디(5마디)

단락 Intro는 제 1마디부터 제 5마디까지이며 장구 반주 없이 피리 솔

로로 연주한다. “느리고 생각에 잠긴 듯이 시작한다.”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자 기호는 없으며 ‘고요하고, 아주 느리게(Calm, Very Slow)’

하라고 표시되어 있다. 연주자의 감정과 표현을 넣어 박자와 속도를 자유

롭게 할 수 있다. 한 프레이즈를 연주하고 길게 쉬도록 되어 있어서 느리며

긴 호흡의 느낌을 준다. 악구를 나누는 기준은 페르마타를 동반한 4분쉼표

( )이다. Intro의 음역은 B♭부터 d♭'까지이고, 음계는 f 단조, c 단조, c

프리지안이 혼용된 음계이다.

(1) 제1마디 : ⓐ

<악보 1> 제1마디

72) Phrygian의 음의 구성은 1-2, 5-6이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다. 
이는 2번째 음을 반음 내린 자연단음계와 같다. 선법적 음계는 쇼팽의 마주르카 c#단조
의 시작 부분이 프리지안인 예가 있지만, 바로크 시대가 시작되면서 작곡가들에게 커다
란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선법은 20세기 초 다수의 작곡가의 열의로 재발견
되어졌다. 르네상스의 선법 이론이 정격선법과 변격선법 모두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차이점이 현대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Stefan Kostka, 박재은역, 『20세기 음악의 소재와 기법』, 예당출판사, 2002, 29-30
쪽.

73) 리디안(Lydian)은 제4-5음, 7-8음이 반음인 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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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마디는 e♭의 꾸밈음이 동반된 c음을 연주한 후 c에서 완전 4도 위의

음인 f로 시작하여 기준음에서 장2도 상행-장2도 하행-장2도 하행-단3도

하행(f-g-f-e♭-c)으로 선율이 진행하고 장2도 하행인 B♭음으로 종지

한다. 이 선율형을 ⓐ라고 할 수 있다. 1마디의 조는 5음 음계의 c 단조

로도 볼 수 있다.(계이름 : 도라----레미레도라솔) 선율 진행이 장2도와

단3도 음정으로 움직인다. 본음보다 단3도 위의 꾸밈음이 본음 앞을

꾸며주는 것은 한국 전통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선율 진행이다.

리듬은 한 음을 온음표로( ) 4박 이상 지속하다가 다음 음부터의 음

의 시가가 짧아지는 음표로 구성된 후, 마지막 종지음을 4분음표(♩)로

연주한 후 페르마타의 4분쉼표( )로 쉬어준다.

표현은 추성을 동반한 e♭의 꾸밈음으로 주음인 c음을 장식하고 이 음을

피아노(p)로 여리게 시작하여 2박 이상 지속하며 농음을 굵게 넣었다가

얇게 하며 크레센도로 음의 세기가 점점 커진다. 그 후, 메조 피아노

(mp)로 g의 꾸밈음을 동반한 f음 이후를 연주한다.

(2) 제2마디 : ⓐ'

<악보 2> 제2마디

제2마디의 첫 꾸밈음은 제1마디와 다르게 앞에 B♭이 추가되어 B♭과

e♭을 동반한 c음으로 시작한다. 이 때 본음보다 장2도 아래 음, 본음보다

단3도 위의 음이 본음을 꾸며주는 것은 피리 구음 “나니레(나니르)”로

따로 존재할 정도로 한국 전통음악에서 자주 나타나는 선율 진행이다.

그 음을 연주한 후 단7도 위의 음이자, c에서 완전 4도 위+완전 4도 위 음인

b♭에서 시작하여 앞의 마디와 동일한 선율형을 보인 후 e♭으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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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부분의 선율 진행으로 봤을 때 조는 f 단조로 볼 수 있다.(계이름

: 레솔미----레미레도라솔)

리듬과 표현은 제1마디를 반복한다. 제2마디의 선율, 리듬, 표현을 봤을

때 ⓐ의 변형인 ⓐ'라고 볼 수 있다.

(3) 제3마디 : ⓐ''

<악보 3> 제3마디

제3마디의 선율은 b♭으로 시작하여, 장2도 하행음인 a♭음을 기준으로

장2도 위, 완전4도 위, 장2도 위, 완전4도 아래음을 a♭음 앞에 연주한

다.(b♭-a♭-d♭'-a♭-b♭-a♭-e♭-a♭) 단3도 하행-장2도 하행-단3도

하행음(f-e♭-c)을 2번 반복하는데, 이 때 선행음을 꾸밈음으로 함께 동반

한다. 그 후 단3도 위의 음인 e♭을 내준 후 g음을 꾸밈음으로 동반한

f음으로 시작하여 앞의 진행했던 f-e♭-c음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에서

나온 종지음인 B♭을 연주한 후, 꾸밈음 c를 동반한 B♭음을 한 번 더

연주한다. 이 부분의 선율 진행은 임시표를 동반한 ⓐ와 같은 c 단조라

고 볼 수 있다.(계이름 : 솔-솔파시♭파솔파도파 레도라 레도라 도-레도라

솔--라솔) 음정은 완전4도가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로 장2도와 단3

도로 움직인다.

리듬적 특징은 앞의 제1, 2마디와 같이 한 음이 한 박 이상 지속되다가

점점 빨라지는 시가의 음표로 연주된 이후 변형되는 것이다.

표현은 앞의 두 마디와 같이 피아니시모(pp)로 작게 시작하여 메조

피아노(mp)로 점점 커지는 셈여림이 나온다. 또한 종지음이 두 번 나올

때 각각 농음을 하고, 다시 데크레센도로 작아지며, 피아니시모(p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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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고, 또 더 작아진다. 이로 보아 ⓐ의 변형된 형태 중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4) 제4-5마디 : ⓐ'''

<악보 4> 제4-5마디

제4마디의 선율은 B♭-c로 시작하며 선행음인 c음을 꾸밈음으로 하여

단3도 위의 음인 e♭을 스타카토와 함께 연주한다. 제5마디의 선율은

선행음인 e♭을 꾸밈음으로 하여 c를 연주하고 d♭을 꾸밈음으로 하여

다시 c를 연주한 후, ⓐ와 ⓐ''의 종지음이자 이 악구의 시작음인 B♭

음으로 마무리된다. 제4-5마디도 음정이 단 · 장2도와 단3도로 움직인다.

제4마디의 선율 진행은 앞 마디와 동일하게 c 단조라고 볼 수 있지만,

제5마디는 계이름으로 불러 보았을 때 ‘도라-시♭라-솔’이며, d♭과 c음이

연속으로 나와 1-2음이 반음인 c 프리지안의 선율 진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리듬은 첫 음을 꾸밈음을 동반한 온음표로 4박 이상 지속시킨 후,

꾸밈음을 동반한 8분음표를 스타카토 매듭지은 후, 4분쉼표( )로 한 박

을 쉬고, 그 이후 음들을 온음표와 4분음표로 길게 연주한 후 페르마타

가 동반된 4분쉼표( )로 악구가 마무리된다.

표현은 피아노(p)로 작게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메조

포르테(mf)까지 커져 조금 세게 e♭음을 스타카토와 악센트로 끊고 한

박을 쉬는데, 이 메조 포르테는 Intro 중 가장 큰 세기이다. 제5마디에

피아노(p)로 시작하여 데크레센도로 작아져 피아니시모(pp)로 마무리 되고,

그 후 데크레센도를 한 번 더하여 피아노시시모(ppp)로 마무리 된다.



- 32 -

B♭의 꾸밈음을 동반한 c로 시작하여 단3도 하행-장2도 하행 진행(e

♭-c-B♭)하는 선율형, 한 음을 지속시키는 리듬형, 피아노(p)로 시작해

서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커졌다가, 다시 데크레센도로 작아지는 것

으로 보아 ⓐ의 선율이 축소된 형태라 볼 수 있다.

Intro 부분은 ⓐ선율 음형을 ‘내주고, 변형하며 반복하고, 확장하고,

주요 음이 길게 확대된 형태’로 볼 수 있다. Intro의 선율적 특징은 장2도,

단3도 음정으로 움직이는 것과 ‘기준음-장2도 하행-단3도 하행-장2도 하행’

으로 연속해서 하행하는 것이다. 리듬적 특징은 한 음을 지속시킨 후에 점점

빨라지는 음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표현적 특징은 피아노(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로 점점 커지며 시작음을 농음하며 지속시켜주는 것이다.

3)  : 제6-14마디(9마디)

는 4/4박자이며, 템포는 ♩=27(♪=54)으로 아주 느리게 연주한다. 이는
“첫 발을 내딛기에 앞서 산길을 탐색하는 느낌을 준다.” 부분이다. 의
음역을 살펴보면 제6-12마디는 B♭에서 d♭'까지 이고, 제13-14마디의

음역은 B♭에서 d'까지이다. 음계 또한 제6-12마디와 제13-14마디가

다르다. 제6-12마디는 f 단조, c 단조가 혼용된 음계이며, 제13-14마디

는 Intro에서는 나오지 않은 g♭과 d'가 출현하는데, d'는 거의 끝인 14

마디에서 전조의 의미로 잠깐 나오며, g♭은 12마디 끝에서부터 출현한

다. g♭-f로 이어지는 선율형이 한 번 나와 f 프리지안이라고 볼 수 있

지만, 그 진행보다는 제14마디에 g♭-d♭의 진행이 더 많이 나오므로, g♭

리디안 선법74)으로 볼 수 있다.

74) 리디안(Lydian)은 제4-5음, 7-8음이 반음인 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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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7마디 : ⓐ

<악보 5> 제6-7마디

제6마디는 장구의 솔로로 시작된다.75) 장구의 리듬은 처음에 피아노(p)

로 궁편의 4분음표(♩)로 시작되며 꾸밈음이 동반된 채편을 변죽에 친다.

이는 ‘기덕’과 유사하다. 한 박씩 연주하다가 피리가 쉬는 3박에서 ‘구궁

딱’ 하면서 채편이 강하게 악센트로 연주한 후, 4박에서 ‘더러러러’로 풀어

준다. 여기서 나오는 장구의 음형은 ‘쿵, 기덕, 구궁-떡, 더러러러’로 마치

전통음악의 ‘쌍편고요’인 ‘덩-기덕-쿵-덕(향) 더러러러’와 비슷하다.

제7마디에는 Intro에 나왔던 ⓐ 선율이 그대로 출현하여 c 단조로 볼

수 있다.(계이름 : 도라--레미레도라솔)

리듬은 꾸밈음을 동반한 4분음표를 연주한 후, 붙임줄로 점 8분음표와

연결된다.(♩ ) 이후 16분음표가 5잇단음표로 쪼개져 64분음표 5음이

나오는데, 그 중 제일 앞의 두 음표는 붓점이 붙어있다. 이 후, 8분음표

(♪)로 연주하고 8분쉼표( )로 쉰다.

표현은 처음에 피아노(p)에서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진행 되어 메조

피아노(mp)로 이어진다. 이 때 농음은 처음에는 폭을 굵게 시작하여

점점 얕아지다가 점8분음표에서 다시 굵어지는 농음이다.

75) 장구를 치는 방법에 있어서 왼 손은 장구채 없이 손바닥으로 치며 오른손은 열채(산조
를 칠 때 치는 채)로 연주한다. 이 곡의 특별한 연주법은 음표의 머리가 원으로 되어있
는 부분은 복판을 치며, 머리가 Ⅹ자로 되어있는 부분은 변죽을 치는 것이다. 전통적 
장단과 다른 점은 왼손도 변죽을 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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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형과 표현이 ⓐ와 같고, 리듬도 자유박일 때의 ⓐ와 비슷하므로

제7마디를 ⓐ라고 볼 수 있다. 장구의 리듬은 제6마디와 동일하다.

(2) 제8-9마디 : ⓐ'+ⓐ''

<악보 6> 제8-9마디

제7마디 끝의 B♭-e♭의 꾸밈음에 이어서 제8마디의 3박까지는 Intro의

ⓐ'의 선율형과 같다. 리듬도 제7마디와 같으며, 표현 또한 셈여림이 피

아노(p)에서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 되어 메조 피아노(mp)로 진행하는

것도 같으므로 ⓐ'라 볼 수 있다. 앞의 제2마디와 마찬가지로 음계를 f

단조로 볼 수 있다.(계이름 : 레솔미--레미레도라솔) 장구의 리듬형은 앞

의 ⓐ에서 변형된 형태를 가진다.76) 궁편을 한 박 연주한 후, 채편을 기

덕-기덕으로 8분음표 2개로 변죽과 복판을 번갈아 친다. 장구 리듬형의

프레이즈 시작을 궁편의 한 박 ‘궁’으로 볼 수 있다.77)

제8마디 4박에서부터 제9마디까지 선율형은 Intro 제3마디의 ⓐ'' 선율형과

같다. 리듬은 8분음표로 한 음을 연주한 후 점점 빨라지는 음표로 연주

했다가 16분음표 6개()가 나오고 이어서 8분음표(♪) 한 개로 음을 연
주하고 16분음표가 32분음표 3개로 쪼개져 셋잇단음표가 나온 뒤 점8분

76) 한국 전통의 ‘장단’의 틀은 있지만 이 틀 안에서 변형장단이 일어난다고 하며 본인의 
음악도 장구의 리듬형이 늘 같지 않고 틀 안에서 변형된다고 하였다. 작곡가와의 인터
뷰(2017.5.15.).

77) 장단의 프레이즈와 피리의 프레이즈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본인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를 ‘멀티플 리듬’ 혹은 ‘레이어 리듬’이라고 하였다.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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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 2개가 붙임줄로 연결된다. 표현은 피아니시모(pp)에서 시작하여 농

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크기가 커지며 메조 피아노(mp)로 조금

여리게 연주한 후 B♭ 음에서 데크레센도로 더욱 작아진다. 이러한 선

율형, 리듬형, 표현은 ⓐ''와 같으므로 이 부분을 ⓐ''라고 볼 수 있

다. 이 부분의 선율 진행은 b♭을 동반한 E♭, 혹은 c 단조라고 볼 수

있다. (계이름 : 솔-솔파시♭파솔파도파 레도라 레도라 도 레도라솔)

(3) 제10-11마디 : ⓐ'''

<악보 7> 제10-11마디

제9마디 끝의 e♭에서 제10마디까지 꾸밈음이 다르지만 Intro의 ⓐ'''

와 선율형이 같다. 이 후 제11마디는 a♭을 동반한 f음으로 시작한 후, 완

전4도 위의 음인 b♭부터 ⓐ의 특징적 선율형을 연주한 후, e♭음으로

종지하는데, 이는 c음으로 시작하는 제7마디를 그대로 완전4도 위로 이조

한 것과 같다. 제10마디의 음계는 c 단조라고 볼 수 있고,(계이름 : 솔라—

라도, 도라 솔) 제11마디는 f 단조로 볼 수 있다.(계이름 : 도라--레미레

도라솔)

리듬의 경우 제10마디는 한 음을 2분음표()로 2박 지속한 후, 꾸밈

음이 지속된 16분음표의 스타카토로 맺고, 점8분쉼표로 쉰 후 한 박을

셋잇단음표로 나누어 4분음표-8분음표를 연주한다. 제11마디는 제7마디

리듬과 같다.

표현은 피아노(p)에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커져서

메조 포르테(mf)로 진행한다. 이 때 농음은 점점 폭이 커지는 농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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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를 연주할 때는 피아노(p)로 여리게 연주한다. 제10마디의 c 꾸밈음을

동반한 e♭음은 메조 포르테(mf)와 악센트로 연주하도록 되어있어 에서
가장 센 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선율, 리듬, 표현으로 보아 제11마디 3박까지는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ntro의 선율형과 다른 점은 꾸밈음의 음이 달라진 것,

마지막 c에서 B♭으로 마무리할 때 포르타멘토로 연주하도록 되어있는

것78), 제11마디에 선율이 추가된 것이다. c음에서 포르타멘토로 연결된 B♭

을 제 지공에서 내지 않음으로 Intro처럼 한 부분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마디의 첫 음인 a♭을 동반한 f음을 낼

때 이전에 악구가 시작하던 것처럼 피아노(p), 혹은 피아니시모(pp)의 셈

여림 기호가 없고, 그 다음부터 크레센도로 커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악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포르타멘토로 마무리된 B♭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구의 리듬은 제10마디는 제8마디와 유사하고, 제11마디는 제7마디와

유사하다.

78) 초연에서는 c에서 B♭로 갈 때 포르타멘토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공을 막는데, 
앞의 선율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좀 더 분명한 B♭ 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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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14마디 : ⓑ

<악보 8> 제12-14마디

제11마디 끝에서는 제2마디의 시작과 같이 B♭, e♭으로 시작하여

제12마디의 c음을 꾸며주고 있으며, g음을 꾸밈음으로 하는 f음을 연주

한 후에 장2도 상행-장2도 하행-장2도 하행-단3도 하행(g-f-e♭-c-B♭)

하여 ⓐ의 변형이라 볼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음형들이 변형이 많이

되어 새로운 선율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로 볼 수 있다. 장2도 상행-완

전4도 상행 진행하고(B♭-c-f) 그 후에 완전5도 하행-장2도 상행-감4도

상행(f-B♭-c-g♭)의 앞에서 볼 수 없던 선율들이 나타난다. 제13마디

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g♭이 출현하여 음계 상에 변화를 보여준다.

선법은 제13마디의 처음에 g♭-f로 단2도 진행하여 f 프리지안(1, 2음이

반음)으로 볼 수 있지만, 제13마디 세 번째 박에서 g♭이 f가 아닌 c'로

진행하여 g♭ 리디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마디에서 g♭

을 시작으로 단2도 하행-완전 4도 하행-장2도 하행(g♭-f-B♭-c) 진행

을 한 후, f-e♭-B♭-c로 비슷하게 한 번 더 반복하다가 감4도 위의 음

인 g♭음을 지속시킨다. 증4도 위인 c음으로 도약 진행하여 g♭-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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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갈아가며 음이 진행되다가 제14마디에서는 c'-g♭-d♭-g♭-d♭'-g

♭-c'-g♭-d♭'-g♭-d♭'-d'-g-d'로 g♭을 중심으로 증4도 위, 증4도 아

래, 완전5도 위 음을 왕복 진행한다. 이전에는 단·장 2도 혹은 단3도로

만 움직인 선율이 감4도, 증4도, 완전 5도로 도약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며, 이러한 도약 진행은 굴곡진 산의 초입부의 산세, 혹은 앞으로 있을

산행을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리듬의 경우 제12마디의 2박까지는 제7마디와 같다가 3박 부터 ,

의 리듬이 나오고, 제13마디는 , ♪ , ♩ ♪ 의 붙임줄을 동

반한 리듬이 나온다. 제14마디에서는 의 당김음 리듬이 2번 사용되어

한 박을 이루고, 16분음표 2개 사이에 당김음이 또 사용되어 한 박

을 이룬 뒤, ♩이 두 박을 이룬다. 16분음표 4개( ), 당김음( )

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은 제12마디 끝에서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수반하며 점점

커져서 메조 피아노(mp)로 연결된다. 중간 중간 f음과 g♭음에 가벼운

농음을 해주는데, 이는 주음을 나타내는 농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에

는 악구별로 데크레센도를 하여 점점 작게 마무리 하였던 데에 비해 제

14마디에서는 크레센도로 점점 커지며 점점 폭이 넓어지는 농음을 수반하

여 뒤에 나오는 음이 매우 중요한 음임을 암시해준다.

장구 리듬형의 프레이즈를 구분하는 것은 각 마디의 첫 박으로 나오는

궁편의 한 박 ‘쿵’이며, 특징은 주로 2박에 채편 ‘덕’이 나오고, 4박에 ‘더

러러러’로 빨라지는 리듬이 나오는 것이다.

 앞부분의 선율적 특징은 Intro와 마찬가지로 장2도, 단3도 음정으로

움직이는 것과 ‘기준음-장2도 하행음-단3도 하행음-장2도 하행음’으로

연속 하행하는 것이다. 리듬적 특징은 한 음을 4분음표와 점8분음표

(♩ )로 지속시킨 후에 16분음표를 5잇단음표로 나누되 첫 박은

붓점으로 이루어진 리듬을 악구 가장 처음에 쓰는 것이다. 표현적 특징은

피아노(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로 점점 커지며 시작음을 농음하며 연주

하는 것이다.

뒷부분의 선율적 특징은 증4도∼완전5도 진행하는 것이며, 리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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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16분음표 4개( ), 당김음( )이 사용된 것이다.

4)  : 제15-26마디(12마디)

 부분은 Ⅱ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는
산 위로 올라간다. 연달은 작은 봉우리들을 지나 잠시 휴식을 취한다.”의

부분으로서,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며 기준박이 바뀌고, 장구의 리듬

패턴의 밀도가 높아지고 복잡해진다. 의 박자는 12/8박이 2마디, 9/8박이
3마디, 12/8박이 2마디, 9/8박이 2마디로 12/8박과 9/8박이 번갈아가며

나오다가 기준박이 4분음표로 바뀌며 3/4박 1마디, 4/4박이 1마디씩

나온다. 템포는 8분음표 기준으로 ♪=108이며, 기준박이 변할 뿐, 8분

음표의 템포는 변하지 않는다.

의 음역은 c에서 d♭'까지이며 음계는 1, 2음이 반음이고 5음에 플랫

(♭)한 변형된 g 프리지안 선법이다. 제25마디에 잠깐 c♭이 나오는데,

이 또한 전조를 하기 위한 변형음이다. 2음과 5음이 플랫이 된 로크리안

(Locrian)79) 선법이라 볼 수 없는 이유는, 한 파트 안에서 선법을 의도적

으로 바꾸고 작곡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프리지안 선법의 큰

틀에서 5음만을 플랫시켜 변형한 것이라 볼 수 있다.80)

79) Locrian 선법은 1-2음, 4-5음이 반음이 되는 선법이다. 즉, 2번째와 5번째 음을 반음 
내린 자연 단음계와 같다. Stefan Kostka, 위의 책, 29-30쪽.

80) 작곡가와의 이메일(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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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19마디 : ⓒ

<악보 9> 제15-19마디

제15마디에서는 앞의 d가 g를 이끌고 포르테(f)로 크게 나오며 전조가

이루어지고, 박자가 바뀌며 레터는 에서 로 바뀐다. d는 g의 완전 5도
위의 음으로 딸림음(Dominant)의 역할을 하며, g는 으뜸음(Tonic)의

역할을 한다. 제15마디는 전조를 알리는 첫 마디이자 g음이 으뜸음이 된

첫 마디이다. 주음인 g음의 5도 위의 음으로 주음을 확실히 보여준다.81)

81) 도날드 워맥은 피리 악기가 화성악기가 아니라 단선율 악기이기 때문에 조성감을 보여
주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고, 5음와 2음 사용함으로써 주음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왜냐
하면 5도는 조성음악에서 딸림음(Dominant)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 프리지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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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가 완전 5도 하행 진행하고 g를 짧게 끊은 후, 제16마디에서는 선행

음과 같은 g음을 지속한 후 장2도 하행한다. 제17마디에서 9/8박자로

바뀌며 g음을 메조 포르테(mf)로 4번 반복해서 연주하고, 이 때 음을 앞

에서 끌어올리는 시김새가 사용된다. 그 후 제18마디에서 단3도 상행-

단3도 하행 진행(g-b♭-g)이 나온 후 g-a♭-g-f-g로 g음을 기준으로

단2도 상행- 장2도 하행한 후 다시 본음을 연주하는 형태가 나온다. 이

선율형은 처음 나오는 선율형이므로 ⓒ라고 할 수 있다. 제19마디는

제16마디와 마찬가지로 첫 음을 끌어 올려서 d♭을 연주한 후 3박을 끌고,

농음을 한 후 끝에서 데크레센도로 작아지며 피아노(p)의 c로 단2도 하행

진행되면서 악구가 마무리된다. 이 악구는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제17마디에서는 반복되는 g음으로 산행을 시작하며 전진하는

느낌을 주고, 제18마디에는 첫 1-2박은 단3도 왕복 진행하는 선율로 작은

봉우리를 만난 느낌을 주며, 3박은 작은 봉우리들을 올라가는 것을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듬의 경우 제15마디는 16분음표 두 개(♬)로 음을 끊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후 11박을 쉰 후, 제16마디에서는 한 음을  로 2박 이

상을 지속시키다가 16분음표로 끝낸 후 한 박을 쉰다. 제17마디의 리

듬은  ♪♩ 이다. 붙임줄과 당김음이 사용되어 제17마디의 모든 g

음에 강세가 들어가 전진하는 느낌을 준다. 제18마디는 ♬ ♩ ♪♩

♪로 연주된다. 제19마디에서는 제16마디와 같이 점2분음표와 점8분음

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3박자 반을 지속시키다가 16분음표로 마무리

된다.

표현을 보면 제15마디에서 처음으로 포르테(f)가 나오며 지금까지 나

온 음 중 가장 크게 연주하며 시작한다. 제16마디는 메조 포르테(mf)로

시작하여 음을 지속시키다가 깊은 농음 두어번을 한 후 잘게 농음을 하

며 데크레센도로 작아지고 마지막 음은 피아노(p)로 마무리한다. 제17마

디와 제18마디에서는 붙임줄로 연결된 가장 길게 끄는 음을 농음해주며

제19마디의 표현은 제15마디와 같다.

음이 플랫(♭) 되는 것이 특징적인 선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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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 리듬은 한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며 그 프레이즈가 반복된다.

에서 리듬의 프레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첫 박에 나오는 점4분음표()의
‘쿵’이다. 제17-19마디의 장구 리듬형은 같으며 장구 제17마디는 9/8박자

로 제16마디에서 첫 한 한 박을 뺀 리듬형이다. 즉, 각 프레이즈 끝의 리

듬이 ‘쿵따쿵, 따쿵따쿵따’로 모두 같다.

(2) 제20-21마디 : ⓒ'

<악보 10> 제20-21마디

제20마디는 제17마디와 같이 g음을 음 앞 추성과 함께 반복한다. 제20

마디 4박과 제21마디 1박에 걸쳐 나오는 g-b♭-g는 제17마디와 같은 선율

진행이다. 제21마디 2박에 나오는 g-a♭-g-f-g는 제17마디에 나오는 음형

이며, 그 이후로 선율이 단3도 상행(g-b♭), 완전4도 상행(g-c'), 증4도

하행(g-d♭) 진행으로 g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점점 도약 진행하며 변

형된다. 이 선율형은 앞의 악구인 ⓓ가 변형된 ⓓ'로 볼 수 있다. 이 선율

형 역시 작은 봉우리를 만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제21마디에서는 g를 중심으로 단2도위, 단3도 위, 완전 4도 위, 완전

4도 아래로 점차 도약 진행하며 산세가 점점 험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리듬에 관하여 박자만 12/8로 바뀌었을 뿐, 제17-18마디와 제20마디

-21마디 2박까지의 리듬은 똑같이 반복된다.

표현은 앞의 ⓓ와 마찬가지로 각 마디의 가장 길게 지속하는 음인 g,

b♭을 농음하며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메조 포르테(mf)의 세기로 연주한다.

제19마디의 장구 리듬형은 9/8박자이므로 제18마디와 같고, 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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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의 장구 리듬형은 12/8박자이므로 제15-16마디와 같다. 리듬형의

프레이즈 기준은 궁편의 ‘쿵’으로 볼 수 있고, 각 프레이즈 끝의 리듬이

‘쿵따쿵, 따쿵따쿵따’로 모두 같다. 리듬 프레이즈는 한 마디씩 이루어져

있다.

(3) 제22-26마디 : ⓓ

<악보 11> 제22-26마디

제22마디의 선율은 주음에서 변형된 5음인 d♭'음으로 감5도 도약 진행을

연주하다가(d♭'-g-d♭') d♭'음을 농음하며 연주한다. 이후 단2도 하행

-완전4도 하행-단3도 상행 진행(d♭'-c'-g-b♭)을 한다. b♭음을 붙임

줄로 지속시키다가 e♭으로 완전5도 하행 진행한다. 제23마디에서 d♭'

음을 농음하며 연주하다가 앞서 나온 d♭'-c'-g-b♭의 진행을 한 음

만 바꾸어 d♭'-c'-f-b♭로 연주한 후, 완전5도 하행-완전4도 상행-단3

도 하행-완전4도 상행(e♭-a♭-f-b♭) 으로 e♭과 f의 완전4도 위의 음

을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제24마디에서 d♭'-c'-g-b♭의 진행을 세 번 반

복한 후 앞에 나온 e♭-a♭-f-b♭의 음에 f를 붙이고, 그 후 제26마디

에서 c♭'-f의 감5도 도약 진행을 한다. 앞의 음계를 그대로 가져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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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5음이 플랫된 g 프리지안 선법이라 볼 수 있지만, d♭-c 진행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c 프리지안 선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제26마

디는 c♭'-f로 감5도 하행 진행을 하며 끝난다. 감5도 하행 진행하는

것이 제15마디 선율형과 비슷하게 보이나 제15마디와 다른 점은 크레센

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지며 메조 피아노(mp)로

다소 여리게 5도 하행 진행을 하는 점과 완전5도가 아닌 감5도 진행하는

점이다. 또한 레터도 바뀌지 않는다. 제26마디에서는 제15마디와는 다르게

전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율형은 처음 나오

는 것이므로 ⓓ라고 볼 수 있다. 이 악구는 주로 감5도, 완전4도 진행

이 많이 나타나 이전보다 도약 진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고, 고음에 해

당하는 d♭'음이 각 마디의 첫 박으로 나올 만큼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약과 고음을 통해 조금씩 더 높아진 봉우리와 산행이

조금 더 격해짐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리듬형은 ♬♩ 의 리듬형이 두 마디의 처음에 2번 반복된 후 제

24마디에서  ♪로 변형했다. 앞의 이 리듬형 뒤에는 각각 다르게

변화를 주었다. 제22마디에는 ♪♬ 로, 제23마디 뒤에는 ♪ 로, 제24마디

에는 ♪ 의 당김음으로 변화를 주었다. 제25마디에서는 로 한

음을 지속시킨 후 ♬로 마무리 된다.

제22-26마디의 장구 리듬형은 박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9/8박자인

제22마디-24마디까지의 장구 리듬형은 9/8박자인 제17-19마디의 장구

리듬형과 똑같다. 제25마디는 3/4박자, 제26마디는 4/4박자인데, 제25마디의

리듬형은 선율형이 감5도 진행을 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제26마디의

리듬형은 피리 선율이 감5도 하행 진행으로 전조를 암시하며 연주를 그

쳤을 때 장구가 채편으로 ‘드르덕-, 드르덕’ 하면서 레터  부분의 마무

리를 확실히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의 선율적 특징은 앞부분의 경우 한 음을 연속해서 4번 연주하다가

기준음으로부터 단3도 상행-단3도 하행하는 선율(g-b♭-g)을 연주한 후,

‘기준음-단2도 상행-기준음-장2도 하행-기준음(g-a♭-g-f-g)’으로 연주

하는 것이다. 뒷부분의 경우 ‘d♭'-c'-g-b♭’를 반복하는 것이다. 리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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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앞부분의 경우 16분음표가 4번 연속해서 쓰이는 것과 뒷부분의

경우 ♬♩ 의 리듬형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표현적 특징은

메조 포르테(mf)로 지속되는 것과 동일음 반복 시 음 앞에 추성을 하는

것, 2박이상 음을 지속할 때 농음을 하는 것이다. 장구 리듬형의 특징은

궁편의 점4분음표()로 시작하는 것과 프레이즈 끝에 2박이 ‘쿵따쿵, 따

쿵따쿵따’로 궁편과 채편을 번갈아가며 4번 반복하는 것이다.

5)  : 제27-48마디(22마디)

는 3/4박자로 빠르기는 ♩=54이다. 기준박이 4분음표로 바뀌었다. 의
음역은 c-g♭'이며, g♭'음은 이 부분 끝에 잠깐 나온다. 음계는 b♭을

주음으로 한 프리지안 선법이다.  부분의 악구는 만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를 기준으로 하여 나눌 수 있다. 가 의 변형

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1) 제27-30마디 : ⓔ

<악보 12> 제27-30마디

제27마디는 d♭음을 연주한 후 동일음을 한 번 반복하고, 제28마디

끝에서 포르타멘토로 단2도 하행하여 c음과 단3도 위의 음인 e♭음을

꾸밈음으로 그 다음 c음을 꾸며준다. 제29마디에서 완전4도 위의 음인

f음을 연주하고, a♭음을 꾸밈음으로 하여 f음을 한 번 더 연주한 후 단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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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음인 a♭음을 f-a♭-f로 왕복한 후, 완전4도 위의 음인 b♭음을 냈다가

다시 f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한 음을 길게 끌다가 단2도 하행하고, 한

음을 길게 끌다가 그 음에서 단3도, 완전 4도로 도약 진행하는 선율형은

새로 나왔으므로 ⓔ라고 할 수 있다.

리듬은 27마디에서 점 2분음표()로 3박을 지속하고, 제28마디에서

동일음을 ♩  2박 반 지속시킨 후 꾸밈음이 동반된 8분음표가 나온다.

제29마디에서는  로 두 박 반+반의 반박 후에 16음표()가 끝에

나온다. 끝에 나오는 16분음표는 제30마디의 ♪♩♪, 의 당김음과 연결

된다. 이렇듯 리듬이 한 음을 지속하도록 하므로 정적인 느낌을 줄 것

같지만, 장구의 리듬이 쪼개져 리드미컬한 느낌을 준다.

셈여림은 메조 포르테(mf)이며 음의 강약은 변하지 않는다. 제28마디의

f음에서 a♭ 가기 전에 농음을 해주고 도약한다.

장구 리듬형은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4마디씩 한

프레이즈를 이룬다. 첫 박은 궁편과 채편을 같이 연주하는 ‘기덩-쿵’으로 점8

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져있다.

(2) 제31-34마디 : ⓔ'

<악보 13> 제31-34마디

제31마디는 c♭'에서 시작하여 5박 반을 농음하며 지속하다가 제32마디

3박에서 b♭을 포르타멘토로 단2도 하행한다. 그 다음 제33마디에서 완전

5도 아래음인 e♭을 연주한 후, 단3도 위 음인 g♭을 연주하는 것으로



- 47 -

보아 이 선율형을 ⓔ의 변형인 ⓔ'로 볼 수 있다.

리듬은 한 음을 5박 반 지속시키다가 ♫를 붙임줄로 연결하고, ♪
♩/♪ 로 이어진다. 여기서 리듬의 특징은 한 음을 5박 이상 지

속시키다가 8분음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장구의 리듬형은 앞의 4마디

인 제27-30마디와 같다.

(3) 제35-38마디 : ⓔ''

<악보 14> 제35-38마디

제35마디는 g♭음을 3박 지속한 후에, 동일 음을 2박 이상 지속하고,

포르타멘토로 5음인 꾸밈음을 동반한 f음으로 단2도 하행 진행한 뒤,

완전5도 위의 음인 c' 음을 5박 이상 농음과 크레센도로 점점 크게 내

며 지속한다. 제35-36마디의 한 음을 지속하다가 반음 내려오는 선율형은

ⓔ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제35-38마디의 리듬적 특징은 한 음을 5박 이상 지속하다가 8분음표

두 개의 음표를 붙임줄로 연결하는 것이다. 장구의 리듬형은 앞의 4마디인

제31-34마디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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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44마디 : ⓔ'''

<악보 15> 제39-44마디

제39마디는 b♭-d♭'-c'-d♭-c'음을 연주한 후에 제40마디에서 포르타

멘토로 단2도 하행하여 2음인 c♭'을 농음 없이 지속한 후 농음을 두어

번 하다가 다시 농음 없이 지속하고, 제41마디에서 c♭'-f'의 꾸밈음

을 동반한 c♭'음을 농음과 함께 3박을 연주한다.82) 이렇게 한 음을 지

속하다가 단2도 하행하는 음형이 있으므로 ⓔ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제43마디 앞의 제42마디에서는 한 마디 전체를 In tempo로 정확히 3박

쉰 후에, 제43-44마디에는 장구 없이 피리만 나온다. 제43마디 f음의 꾸

밈음을 동반한 c♭'음이 작게 시작하여 제44마디에서 포르테(f)로 커진

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후의 음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3)

82) 제40마디의 c♭'은 c'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때문에 제1지공인 후공으로 소리를 내는 
게 편하며 제41마디의 c♭의 소리를 낼 때 제2지공인 앞 지공으로 지공을 바꿔서 꾸밈
음을 분명히 할 수 있으나 초연에서는 앞의 음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제41-42마디를 
후공에서 c♭'를 내었다.

83) 제43마디에 나온 c♭는 제2지공에서 소리를 내면 더 밀집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초
연에서도 그렇게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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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3마디의 리듬적 특징은 한 음을 지속하기 전에 의 8분

음표와 16분음표의 리듬이 앞에 등장하는 것과, 그 다음 음을 4박 반 이상

지속하는 것, 제43마디에서 한 음을 6박 지속하는 것이다. 장구의 리듬형

은 앞의 4마디와 비슷하나, 4마디 중 끝의 한 마디가 없다.

(5) 제45-48마디 : ⓔ''''

<악보 16> 제45-48마디

이전 마디인 제44마디에서 c♭음이 크레센도를 동반하며 6박 지속된 후,

제45마디에서 장구와 함께 포르타멘토를 통해 b♭음이 강한 농음과 동

반되며 나온다. 크레센도를 통해 점점 커지면서 b♭음을 강한 농음과 함

께 연주하는 것으로 보아, b♭음이 주음이라 볼 수 있다. 의 주음인 b

♭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 시작한 지 19마디가 지난 후이다. 이

는 ‘주음의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가며 주음이 나오

는 것을 지연시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다.84) 주음이 나온 후 장2도 하

행 진행인 a♭, 단3도로 하행 진행인 f음으로 내려오다가 완전8도 상행

진행한 후, g♭'으로 단2도를 끌어 올리며 악센트를 주어 가 강렬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 이후, In tempo로 정확히 쉰다. 음악적 표현은 제45마디

에서 강렬한 농음을 한 후, 제46-47마디에서는 농음을 몇 변 굵게 했다가

점점 폭이 좁아지는 농음을 한다. 한 음을 지속하다가 하행선율로 진행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제45-48마디는 ⓔ''''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와

다른 점은 점점 하행하는 음정이 넓어지는 것이다.

84)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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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적 특징은 제45-46마디에서 한 음을 3박씩 지속하는 것과, 제47마디

에서   리듬이 나오는 것이다.

장구는 제42-44마디를 쉬며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했다가 제45마디

에서는 주음인 b♭을 강조하며 다시 등장한다. 제45-48의 리듬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리듬형과 비슷하다. 제48마디에는 16분음표 두 개(♬)를

양 손 모두 연주하는 것으로 리듬이 변형되어 악구의 마무리를 강조한다.

의 선율적 특징은 악구의 첫 부분에 단2도 혹은 장2도 하행하는

선율이 나오는 것이다. 리듬적 특징은 한 음을 한 마디(3박) 이상 지속

하는 것이다. 표현적 특징은 메조 포르테(mf)를 대부분 유지하는 것과, c

음 혹은 c♭음을 3박 이상 지속하는 곳에 농음을 하는 것이다. 장구의

리듬적 특징은 4마디 단위로 프레이즈가 구성된 것과 프레이즈 첫 마디

첫 박 궁편이  리듬으로 되어있는 것, 마지막 박에 ‘따따쿵(♬♪)’으

로 박을 쪼개는 것이다. 피리 선율은 한 음을 지속시키다가 하행하는 선

율이지만, 장구는 붓점, ‘따따쿵(♬♪)’으로 박을 쪼개어 춤추는 듯한 느

낌을 준다.

6)  : 제49-54마디(6마디)

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다. 느리고 자유롭게 연주되며 연주

자에 따라 표현이 자유롭다. 제49-54마디의 선율 골격은 앞에 나온 의
ⓔ, 즉 제27-48마디의 변형된 부분이다. 는 의 변형이므로 의
음계는 와 비슷하나 음역이 다르다. 가장 낮은 음은 B♭이고, 가장 높

은 음은 e♮'이다. 음계는 와 같은 b♭ 프리지안이다. 이 중 e♮'음은

다음  부분의 f'를 이끄는 음으로서 한 번 나오므로  전체에서의 비

중은 작으며 c♮'음은 제51마디에서 길게 나오나 끝에 흘림으로 c♭'을

암시한다. 즉, e♮'와 c♮'음의 비중이 작으므로 의 주음도 역시 와
같이 b♭이고, 음계도 b♭ 프리지안 선법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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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마디 : ⓔ'''''

<악보 17> 제49마디

제49마디는 앞에 나온 제27-30마디와 골격음이 같으므로 -ⓔ의 변

형된 부분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꾸밈음이 조금 더 붙은 것과, 강약의

표현이 많아진 것이다. 제27-30마디는 셈여림이 메조 포르테(mf)로 진행되

는데, 제49마디는 피아노(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로 커지다가 다시 데크

레센도로 작아지는 것을 두 번 반복한다. 첫 번째 커졌다가 작아지는 부

분은 제27-29마디 앞부분과 선율 골격이 동일하지만, 두 번째 커졌다가

작아지는 부분은 제29 뒷부분-30마디와는 다르게 변형되었다.

장구의 리듬도 다르다. 제49마디에서는 피리 선율이 끝난 후에 피아노

(p)로 약하게 더러러러러를 치며 점점 작아진다. 이는 박자의 유무의

차이이다. 박자가 있을 때에는 셈여림의 변화도 없고, 장구 리듬형도

일정하게 가는데, 박자가 없을 때에는 강약을 풍성하게 해주고, 장구도

피리의 선율 위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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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0마디 : ⓔ''''''

<악보 18> 제50마디

제50마디는 앞에 나온 의 ⓔ', 즉 제31-34마디의 변형된 부분이다.

제31마디와 같이 c♭'으로 시작하여 농음을 거친 후에 b♭으로 포르타멘토

를 통해 단2도 하행 진행하고, 완전5도로 하행하여 e♭으로 연주하는 것

까지 같다. 다른 점은 제50마디에는 강약 표현이 있는 것이다. 위의 49마디와

마찬가지로 제50마디 중 첫 번째 크레센도에서 데크레센도로 진행되는

선율 부분은 제31-33 앞의 부분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 크레센도에서

데크레센도로 진행되는 부분은 제33 뒷부분-34마디에서 변형된 형태이다.

장구 리듬형도 선율 위주로, 선율이 다 끝난 후에 궁편을 ‘구궁’ 하면서

피아노(p)로 마무리해준다. 제33마디에서는 e♭ 후에 g♭으로 단3도 상행

진행하지만, 제50마디에서는 e♭ 후에 a♭으로 완전4도 상행 진행하는

것도 변형된 점이다.

장구는 피리선율이 끝난 후에 피아노(p)의 세기로 궁편을 두 번 ‘구궁

(♬)’으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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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1마디 : ⓔ'''''''

<악보 19> 제51마디

제51마디는 앞에 나온 의 ⓔ'', 즉 제35-38마디의 변형된 부분이다.

제35마디와 같이 g♭으로 시작하여 f로 포르타멘토를 통해 단2도 하행

진행하고, c로 완전5도 상행 진행하는 것이 같다. 다른 점은 제36마디에서

두 번째 g♭음 앞을 추성으로 끌어올리는 반면, 제51마디에서는 두 번째

g♭음을 a♭의 꾸밈음으로 꾸며주는 것과, 포르타멘토를 거친 f음을 낼

때 제36마디에서는 f-g의 꾸밈음으로 f를 꾸며주는 반면, 제51마디에서는

f-a♭음으로 f음을 꾸며주는 것이다. 또한 제37-38마디는 c'음을 농음을

하면서 지속하는데에 비해 제51마디에서는 농음을 하다가 마지막에 퇴성을

한다.85) 또한 셈여림에 차이가 있다. 이 부분도 첫 번째 크레센도에서

데크레센도로 가는 부분은 제35-37마디와 같지만, 두 번째 크레센도에

서 데크레센도로 가는 부분은 변형이 일어난다.

장구는 피리 선율이 끝난 후 피아노(p)의 세기로 궁편을 ‘구궁(♬)’으로

연주한 후, 채편을 ‘더러러러’로 연주하며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게 연주

한다.

85) 제51마디에 나오는 c' 음은 제1공인 후공으로 낼 수도 있지만 f'꾸밈음이 붙을 때 f'도 
후공을 내므로 c'를 앞 지공인 제2공으로 내는 것이 깔끔하며, 초연에서도 그렇게 연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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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2-54마디 : ⓔ''''''''

<악보 20> 제52-54마디

제52-54마디는 의 ⓔ''', 즉 제39-41마디의 변형된 형태이다. 제52마디
의 선율형인 b♭-d♭'-c'-d♭'-c'는 제39마디와 선율형이 동일하다. 다른

것은 리듬형과 강약세기이다. 제39마디에서는 셈여림 표시가 없는데 비해

제52마디는 피아노(p)로 작게 연주하다가 메조 피아노(mp)로 크레센도를

거쳐 점점 커지며 제52마디 마지막 음인 c'를 스타카토로 끊는다.86)

장구는 이 선율형이 끝난 후 선율형의 마지막 세기인 메조 피아노(mp)로

궁편을 ‘구궁(♬)’ 하며 두 번 연주한다. 제53, 54마디는 제52마디의 선율

형이 변형된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53마디는 b♭-e♭'-b♭-e♭'-d♭'로 진행되는데, 완전4도의 음정으로

구성된다. 음정이 넓어졌지만, 마지막 음을 장2도 하행하는 것은 앞의

제52마디의 선율 진행과 동일하다. 셈여림은 피아노(p)에서 크레센도 되어

메조 포르테(mf)로 진행되면서 앞의 제52마디보다 조금 더 크게 연주되

고 장구는 피리 선율의 마지막 음의 세기와 동일하게 메조 포르테(mf)

로 궁편을 ‘구궁’하며 두 번 연주한 후 채편의 변죽을 ‘딱’하고 친다.

제54마디는 b♭-d♭'-c'-b♭-e♭'-b♭-e♮'로 연주되며 앞의 제52마디와

제53마디를 합쳐놓았고, 마지막 음을 앞의 두 마디와는 다르게 e♮'로

86) 제39마디에 나온 d♭'-c'는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어 두 음 모두 후공인 제1공으로 내
는 것이 부드럽지만, 제52에 나온 d♭'-c' 선율은 이음줄이 없을뿐더러 마지막 c'음은 
스타카토로 끊도록 되어 있어, 두 음 모두 후공으로 내는 것보다는 c'음을 제2지공으로 
내어 두 음을 명확히 구분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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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4도 상행하며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것을 암시한다. 셈여림도 이전의

마디보다 더욱 커져 메조 피아노(mp)에서 크레센도를 통해 포르테(f)로

진행되었다가 포르테피아노(fp)로 다시 작아진 후 크레센도로 다음 음으

로 넘어가는 것을 확실히 표현한다. 장구는 제54마디에는 나오지 않는다.

리듬은 모두 16분음표로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는 음표이다. 이 악구는

음 세기의 변화와 음고의 변화로 다음 악구를 예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에는 악구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에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두 번씩 각 악구별로 나오며 페르마타가 동반된 쉼표로

악구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 의 악구 구분을 통해 의 악구를

나눌 수 있다.

 선율의 특징은 앞부분의 경우  선율형과 동일하지만, 뒷부분에서

변형되는 것, 포르타멘토를 통해 음이 이동하는 것이다. 리듬의 특징은

자유로운 박자와 리듬, 한 음을 지속하는 것이다. 표현적 특징은 셈여림이

한 악구당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2번 반복하는 것, 동일음 온음표 두

개가 나올 때 뒤의 음에 농음을 하는 것이다. 특정한 박자가 없이 느리

고 자유롭게 하행선율로 연주되어 지친 산행을 쉬면서 여유롭게 산수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금강전도의 여유롭고 평

화로운 모습, 속세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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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55-77마디(23마디)

는 Ⅲ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산행을

재개한다. 산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음악의 긴장감은 산의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절정으로 치닫는다.” 부분이다. 3/4박자로 빠르기는 ♩=72이다. 의
음역은 A♭에서 f'까지이고 음계는 f 프리지안 선법이다.

(1) 제55-62마디 : ⓔ'''''''''

<악보 21> 55-62마디

제55-62마디는 주음인 f'음을 포르테(f)로 강하게 시작한다. 이는 주음을

강조하여 강렬하게 농음해주는 제45마디와 비슷하다. 전 마디인 제54마디의

e'에서 끌어올리며 포르테와 강한 농음으로 연주하여 더욱 극적인 느낌을

준다. 주음인 f'음을 12박을 지속하는데, 처음 6박은 강한 농음과 농음하지

않는 것, 다시 강한 농음과 농음하지 않는 것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f'

음을 지속시키는 3번째 마디부터 크레센도로 점점 커져서 4번째 마디에

서는 포르테시모(ff)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하게 연주한다. 4번째 마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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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마디에서는 데크레센도로 장2도 하행하여 e♭'음을 포르테(f)로 연

주하고, 부드럽게 농음을 해준 후, 데크레센도로 더 작아져 제60마디에

서는 c'음을 메조 피아노(mp)로 조금 여리게 연주하며 스타카토로 짧게

끊어주며 단3도 하행 진행한다.87) 이렇듯 한 음을 지속하다가 2도 하행

진행하는 선율은 ⓔ와 비슷하며, 특히 주음을 강조하는 것은 제45마디와

비슷하므로 ⓔ''''의 변형인 ⓔ'''''''''로 볼 수 있다.

장구의 리듬은 4마디 간격으로 일정한 리듬형을 이루며, 4분음표, 4분

쉼표, 8분음표가 주를 이루어 리듬의 밀도가 비교적 낮다. 밀도가 낮아

템포가 빨라졌음에도 여유있고, 느린 느낌을 준다. 리듬형의 시작은 ‘쿵,

-덕, 쿵’으로 궁편이 4분음표(♩)로 먼저 시작하고 한 박을 쉴 동안 채편

에서 한박 반을 쉬고 8분음표(♪)가 나온 후, 바로 왼손에서 4분음표(♩)

를 한 번 더 쳐 주는 것이 리듬 프레이즈의 시작이다. 리듬형은 4마디씩

반복한다.

87) 제60마디에 나오는 c'음은 앞에 나온 e♭'음을 연주한 제1공과 분리하여 제2공으로 소
리를 내는 것이 깔끔하게 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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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3-77마디 : ⓒ''+ⓒ'''+ⓒ''''88)

<악보 22> 제63-77마디

제63마디는 피아노(p)로 여리게 시작되어 비로소 부분 음악이 시작

88) 제62-77마디는 피리 선율과 장구의 프레이즈가 엇갈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악구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한꺼번에 분석하되 피리 선율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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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느낌을 준다. 선율은 제62마디 끝에서 a♭이 나온 후, 제63마디에서

주음인 f음과 그 완전 4도 아래인 c음이 8분음표로 나온다. 그 후 c음은

장2도 아래 B♭으로 포르타멘토기법으로 미끄러지듯 하행 진행한 후 다시

원래 음인 c로 상행 진행하여 c를 중심으로 단2도 위의 음인 d♭, 장2도

아래 음인 B♭을 왕복 한 후, 단3도 위의 음인 e♭, 장2도 아래 음인

B♭을 왔다 갔다 한다.(c-d♭-c-B♭-c-e♭-c-B♭-c) 이러한 선율 진행은

제21마디의 선율 음형과 비슷하므로 ⓒ'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21마디의 선율 음형은 산행을 시작할 때 나온 음형이므로, 산행을 재개

하는 부분에 다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제66마디에서는 c의

장2도 아래 음인 B♭을 연주한 후, 그 장2도 아래 음인 A♭를 낼 때

데크레센도로 피아니시모(pp)가 되며 하행 진행한다.

제67마디에서 2박을 쉬었다가 다시 제67마디 끝에서부터 프레이즈가

진행된다. 제62-64마디와 똑같은 음이 피아노(p)로 진행 되다가 제70마디

에서 제65마디와는 다르게 e♭으로 단3도 위, 장2도 아래 음인 B♭를 왕복

한 후(c-e♭-c-B♭), 완전 4도 위의 음인 f음을 연주한다. 그 후, 제71마디

에서 g♭으로부터 포르타멘토를 통해 단2도 하행 진행하여 주음인 f음으

로 이동하고, 다시 g♭음을 지속하며 다음 음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셈여

림은 제70마디에서 점점 커져 제71마디에서 메조 피아노(mp)가 되고,

다시 피아니시모(pp)까지 데크레센도가 된다. 제71마디에서 잠깐 끊었

다가 제72마디에서 단2도 위의 음인 g♭을 내준다.

리듬은 ⓒ'', ⓒ''' 모두 마디 끝에서 16분음표가 못갖춘마디처럼 시작

하여 8분음표 두 개로 이어지고 붙임줄로 연결되어 2박을 지속한 후

(♫ ), 그 다음 마디에서 점2분음표()로 3박을 지속하고 그 다음은
16분음표 4개( )가 나온다. 그 뒤의 2박은 변형이 일어난다. 이러한

리듬형은 ⓒ''와 유사하므로 ⓒ'''로 볼 수 있다.

제73마디에서는 ⓒ의 선율형인 f-g♭-f-e♭의 선율, 즉 f음에서 단2도

상행 진행-단2도 하행 진행-장2도 하행 진행하는 ⓒ의 특징적인 선율형과

한 음을 2박 이상 지속시키다가 다음 음과 포르타멘토로 연결되고 바로

16분음표가 4개 이상 연달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악구를 ⓒ''''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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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77마디에서 포르테시모로 점점 커지며 다음 부분인 로 연결
된다.

장구 리듬은 제55-74마디에서 4마디 단위로 움직이며 리듬이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형된다. 마지막 리듬형은 제75-77로 세 마디

로만 이루어져있다. 이 부분에서 선율 프레이즈와 리듬 프레이즈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선율 프레이즈는 제63-67마디, 제68-72마디, 제73-77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듬은 제63-66, 제67-70, 제71-74, 제75-77로 리듬형이

한 마디 먼저 나온다. 리듬형은 첫 박이 4분음표이며, 4분음표, 4분쉼표가

많이 나와 리듬의 밀도가 비교적 낮다.

는 다시 산행을 재개하는 부분으로 선율형의 특징은 포르타멘토를

통해 기준음-장2도 하행-장2도상행 진행하는 것이며, 한 음을 중심으로

‘중심음-단2도 위-중심음-장2도 아래-중심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포르

타멘토를 통해 기준음-단2도 하행하는 것이다. 리듬형의 특징은 한 음을

지속하다가 포르타멘토로 장·단2도 끌어올려 16분음표 4개이상의 음표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중심음-단2도 위-중심음-장2도 아래-

중심음’ 선율형은 앞의 산행을 시작하는 에서 나온 선율형을 차용한

것이다. 또한 중심음이 c에서 f음으로 완전4도 위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8)  : 제78-89마디(12마디)

 부분은 앞의 와 마찬가지로 3/4박자의 ♩=72이다. 의 음역은 d♭

부터 f'까지 이며, 음계는 c 프리지안 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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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8-79마디 : Bridge1

<악보 23> 제78-79마디

제78마디-79마디는 c'음을 메조 포르테(mf)로 6박, 즉 두 마디를 끌어

주며 마지막에 점점 폭이 넓어지는 농음으로 c'음을 강조한다. 특징을

가진 선율 없이 한 선율만 지속하여 본격적인 가 나오기 전에 와
의 다리 역할을 하는 Bridge 선율이라 볼 수 있다.

장구 리듬은 4분음표가 첫 박으로 나왔던 와는 다르게 궁편에서 8분

음표 두 개가 첫 박에 나오고, 첫 박부터 채편이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구성되어 보다는 리듬의 밀도가 높아졌다. 궁편에 8분음표 2개로 시작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장구 리듬형을 나눌 수 있다. 장구 프레이즈 마지막

에 채편에서 32분표 2개( )가 나온다.

(2) 제80-81마디 : ⓒ'''''

<악보 24> 제80-8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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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마디는 c로 시작하여 중심음-단2도 위-중심음-장2도 아래 음인

‘c'-d♭'-c'-b♭’으로 움직이는데, 이 진행은 제21마디 중 16분음표로 움

직이는 뒷부분의 선율형과 같기 때문에 ⓒ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c'-e♭'-c'의 단3도 진행, c'-f의 완전5도, c'-g의 완전 4도 진행 등

점점 도약의 폭이 커지며 변형이 이루어진다. 산행을 진행하면서 선율

도약의 폭이 더 커지고, 중심음도 c'로 이전의 중심음인 f보다 완전5도

위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산행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리듬은 한 박을 4개의 연속된 16분음표 혹은 8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로 쪼개며 쉬지 않고 진행한다.

장구의 리듬형은 앞의 두 마디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뒷부분에 박자를

더 나누며 변형을 거친다. 각 마디 마지막에 채편에서 32분표 2개( )가

나온다.

(3) 제82-83마디 : ⓓ'

<악보 25> 제82-83마디

제82-83마디에는 d♭'-c'-g-b♭와 b♭-e♭로 완전 5도 하행 진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오는데, 이는 산행을 시작하는 의 뒷부분인 제22마디의

선율형과 동일하다. d♭-g의 증4도 상행 진행 선율은 ⓓ와는 다르나 그

뒤에 f-b♭의 완전4도 상행 진행하는 것이 비슷하다. 제82마디의 앞에

‘d♭'-c'-g-b♭’가 나왔으므로 이 선율형을 ⓓ의 변형이라 볼 수 있고,

ⓓ'로 볼 수 있다.

리듬형은 4분음표와 16분음표 4개가 붙임줄로 연결된 이후 4분음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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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줄로 연결된다.(♩ ♩) 이 후, 16분음표와 8분쉼표가 조합되어

나타난다.

장구의 리듬형은 첫 부분을 8분음표 두 개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변형이 되며 2마디씩 프레이즈가 나뉜다. 제82마디 마지막에 채편에서

32분표 2개( )가 나오며, 제83마디에는 피리선율이 16분음표 4개로 연주되어,

장구도 그에 맞게 8분음표, 16분음표로 구성된 당김음( )으로 연주된다.

(4) 제84-85마디 : ⓓ''

<악보 26> 제84-85마디

제84마디도 앞의 제82마디와 동일하게 d♭'-c'-g-b♭의 선율음형으로

시작하며 전 마디인 제83마디의 d♭-g의 증4도 상행 진행을 거쳐 f-b♭

이후 g를 추가하여 f-b♭-g-c'-g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후에

앞의 83마디에서 나온 d♭-g-f-b♭-c'-g 선율형을 반복한다. 이 부분은

앞의 제82-83의 변형이므로 ⓓ''라 볼 수 있다. 피리의 리듬형은 앞에서

나온 ♩ 리듬형이 반복된 후, 변형을 거쳐 16분음표와 8분음표를

활용한 다양한 리듬형이 나온다.( ) 장구 리듬형은 제82-83마디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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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6-89마디 : ⓓ'''

<악보 27> 제86-89마디

제86마디 또한 d♭'-c'-g-b♭의 선율 음형으로 시작하며 d♭-g의 증4도

상행 진행을 거쳐 f-b♭-g-c'-g음을 연주한 후에 b♭을 거쳐 e♭'음으로

완전4도 상행 도약 진행한 후 b♭-c'으로 상행 진행을 하며 제88마디로

넘어간다. 제86-87마디가 제82마디, 84마디와 같기 때문에 이를 ⓓ'''로

볼 수 있다. 제88-89마디에서는 f'음을 2마디, 즉 6박을 크레센도 및

농음과 함께 지속시켜준다. 장구는 이러한 선율형에 맞추어 제88마디에서

장구의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악센트로 연주한 후, 그 다음 마디에서

피리선율과 함께 크레센도로 점점 커진다. 이는 로 넘어가기에 앞서

농음과 크레센도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장구 리듬형은 2마디씩 진행되는데, 제86마디의 리듬형과 제87마디의

리듬형이 동일하다. 제88마디-89마디에는 궁편을 8분음표로 두 번, 복판을

친다. 장구도 피리 선율과 함께 크레센도 된다.

 부분의 선율형의 특징은 d♭'-c'-g-b♭의 선율로 시작하는 것이며,

점점 도약의 폭이 커져 완전4도 진행이 16번, 증4도 진행이 4번, 완전5도

진행이 3번, 장6도 진행이 2번 나오는 것이다. 리듬형의 특징은 4분음표와

16분음표 4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시작하는 것,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다양한 조합( , , )이 있는 것이다. 장구 리듬형은 8분음표, 16분

음표, 32분음표까지 사용하여 복잡한 리듬형이 전개되는데, 두 마디 단위로

리듬형이 움직이는 것, 각 마디 마지막에 채편에서 32분표 2개(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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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이 특징이다.. 제88마디 첫 박은 궁편과 채편을 같이 악센트로 쳐

서 피리 선율을 강조한 후 크레센도로 피리 선율과 함께 고조되는 분위기

를 형성한다.

는 산행이 시작되는  부분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에 비해 도약이 커지고, 중심음도 올라갔으며, 고음도 f'까

지 올라가 점점 더 험해지는 산세와 힘들어지는 산행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곡의 세기는 주로 메조 포르테(mf)로 이루어져있다.

9)  : 제90-99마디(10마디)

 부분의 박자와 템포는 앞의 와 마찬가지로 3/4박자의 ♩=72이다.

의 음역은 c에서 b♭'이며 음계는 c 프리지안 선법이다.

(1) 제90-99마디 : ⓑ'+Bridge2

<악보 28> 제90-9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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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마디는 피리 자연음 음역에서 벗어난 g'음을 포르테(f)로 강하게

연주하여 매우 고조된 느낌을 준다. g'-c'를 완전5도 왕복 진행하며 도

약이 일어난다. 그 후 c'-완전4도 상행-완전5도 하행하며 (c'-f'-b♭) 제

90마디가 마무리 된다. 제91마디는 같은 음을 반복한 후에 b♭-완전4도

하행-상행을(f-b♭) 왕복 진행하며 제91마디가 마무리된다. 제92마디에

서는 g'음-단3도 상행-단3도 하행하며 b♭'음으로 왕복진행한 후 완전5

도 하행-완전4도 상행-완전5(c'-f'-b♭)도 하행한 후, 단3도 밑의 음인 g

에서 g-d♭'로 감5도 상행-하행진행을 번갈아가다가 d♭'음을 2마디에 걸

쳐 5박자 반으로 농음과 함께 연주하다가 제96마디에서 스타카토로 끊는다.

음의 진행이 대부분 완전4∼완전5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리듬은 16분음표와 8분음표가 같이 나오는 당김음이 주로 사용된다. 세

마디의 각 마디 첫 부분에 당김음이 나온 후 리듬이 여러 형태로 변형된다.

도약이 크고, 당김음을 주로 사용하는 리듬형은 제14마디에 나오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 변형인 ⓑ'라고 볼 수 있다.

장구의 리듬형은 궁편의 리듬이 한 마디 간격으로 반복되고 채편은

리듬형이 계속 변화된다. 제94마디에서 피리가 d'음을 5박 정도 농음과

함께 지속할 때 장구가 리듬으로 같이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악센트로

4분음표로 한 번 연주한 후, 4박 반을 쉬다가 제95-96마디에서 채편을

32분음표와 16분음표로 빠르게 3번을 변형하여 연주하며 제98마디로

넘어간다.

제98마디는 d♭음을 피아노(p)부터 크레센도로 커지면서 점점 폭이 커지는

농음과 함께 5박을 지속하는데, 이는 그 다음 마디에 있을 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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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준다. 이는 제98-99마디의 장구 리듬형이 에 나오는 리듬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의 선율적 특징은 음의 도약이 크고 피리 음역에서 벗어나 비청

이 많이 쓰인 것이다. 도약 진행의 경우 완전4도 진행이 5번, 감5도 진행

이 9번, 완전5도 진행이 11번, 장6도 진행이 1번 나와 감, 완전5도 진행

의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청의 경우 g'가 6번, b'가 1번 나

온다. 이러한 도약과 고음은 가파른 절벽과 험한 산세를 표현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리듬적 특징은 당김음과 16분음표, 8분음표의 조합이 많

이 사용되는 것이다. 강세는 포르테(f)로 연주된다. 장구의 리듬적 특징

은 장구의 리듬 또한 장구의 궁편을 8분음표가 계속 연주되고, 한 마

디 단위로 리듬형이 움직여서 리듬형의 밀도가 높은 것이다. 제91마디를

제외하고 각 마디 마지막에 32분표 2개( )가 나온다.

10)  : 제100-108마디(9마디)

 부분의 박자와 템포는 앞의 와 마찬가지로 3/4박자의 ♩=72이다.

의 음역은 c에서 b♭'이다. 음계는 c 프리지안 선법이다.



- 68 -

(1) 제100-103마디 : ⓑ''

<악보 29> 제100-103마디

제100-103마디의 선율적 특징은 도약 진행이 많이 일어나며 음역이

높은 것이다. 도약 진행의 경우 완전4도 진행이 5번, 증4도 진행이 1번,

완전5도 진행이 3번, 장6도 진행이 3번, 단7도 진행이 2번, 장9도 진행이

1번, 단10도 진행이 1번, 완전11도 진행이 1번 일어난다. g' 음은 11번

나타나며 b♭'음은 8번 나타난다. 완전5도 셈여림을 포르테시모(ff)로 매우

세게 연주를 한다.

리듬은 16분음표가 많이 나오며 16분음표, 8분음표의 조합과 당김음

리듬, 16분음표 4개의 리듬이 사용된다. 이 또한 도약이 많고 당김음이

많이 나와 제14마디인 ⓑ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구의 리듬형은 2마디씩 동일하게 반복하며, 붓점과 32분음표가 많이

쓰이며 복잡한 리듬형을 갖고 있다. 2마디씩 끝부분에 32분표 2개( )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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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4-108마디 : ⓑ'''

<악보 30> 제104-108마디

제104마디에서 보이는 선율의 특징은 도약 진행의 폭이 큰 것이다. 제

104마디와 제106마디는 장13도 진행이 2번, 제105마디는 단10도 진행이

1번, 장6도 진행이 1번 나타난다. 상행 진행을 할 때 리듬은 16분음표 두

개로 동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리듬에 맞추어 장구의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연주하며 선율을 강조한다. 이는 도약 선율이 큰 것을 변형한 선율

형이므로 ⓑ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제106-108마디에서는 에서 가장
고음인 b♭'을 크레센도로 점점 크게 8박 지속하며 클라이막스로 진행할

준비를 한다.

의 선율적 특징은 도약의 폭이 완전8도 이상으로 넓어진 것과 고음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완전4도 진행이 5번, 증4도 진행이 1번, 완전5도

진행이 2번, 장6도 진행이 4번, 단7도 진행이 2번, 장9도 진행이 1번,

단10도 진행이 2번, 완전11도 진행이 1번, 장13도 진행이 2번 나온다.

완전8도 이상 진행이 6번 나온다. 비청음인 g'음이 13번 나오고, b♭'음이

11번 나오며 심지어 제108마디에서는 b♭'음을 8박 지속한다. 이를 통해

더욱 더 높아진 봉우리, 가파른 절벽과 경사, 험한 산세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강세는 포르테시모(ff)로 매우 커졌다. 리듬적 특징은 16분음표

4개가 9번 나오며,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조합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장구의 리듬적 특징은 2마디씩 프레이즈가 반복되며 2마디씩 끝부분에 32

분표 2개( )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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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109-117마디(9마디)

는 Ⅲ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산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박자는 무박이고, 느리고 자유롭게 연주한다. 의 음역은 c에서 c''이다.

이 부분 역시 c 프리지안 선법이다. 이 c''음은 피리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음이다. 의 음계 역시 c를 주음으로 한 프리지안 선법이다.

(1) 제109-111마디 : ⓒ''''''

<악보 31> 제109-111마디

제109마디는 피리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음인 c''음을 포르테시시시모

(fff)로 지금까지 나온 셈여림 중 가장 크게 8박 이상 길게 연주한다. 이

때 클라이막스의 효과를 주기 위해 빠르고 강하게 농음한 후, 농음을

멈추고, 다시 빠르고 강하게 농음한 후 농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빠르고

강하게 농음한 후 길게 지속시킨다. 그 후 포르타멘토로 미끄러지듯이

b♭' 음을 4박 이상 지속한다. 이 때 음을 농음 없이 연주하다가 농음을

깊게 몇 번 한 후 잘게 연주한다.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져 제111마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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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음을 포르테(f)의 스타카토로 짧게 연주한다. b♭'에서 c'로 단7도

하행 진행을 한다. 이러한 선율 진행은 제15마디의 d'-g의 완전5도 하행

진행하는 선율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다. 장구의 리듬은 세게 채편과 궁편을 같이 연주한 후 ‘더러러러'를

하듯이 채편을 잘게 쪼개준다. 그 후 제111마디에 c'음이 나오면 채편과

궁편을 번갈아 치며 프레이즈를 마무리해준다.

(2) 제112-113마디 : ⓒ'''''''

<악보 32> 제112-113마디

제112마디는 제5음인 g'음을 농음 없이 지속시키다가 깊게 3번 정도

농음을 해준 후 잘게 농음하고 점점 작아지며 장6도 아래 음인 b♭음을

mf(메조 포르테)로 조금 세게 연주하며 스타카토로 마무리해준다. 장구

리듬은 제113마디에서 b♭이 나올 때 궁편 채편을 번갈아 치며 프레이즈

를 마무리해준다. 장6도로 도약 하행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의 변형된

선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는 단7도로 도약 하행 진행했던 데에

비해 장6도로 도약의 폭이 좁아졌고, 셈여림도 포르테(f)에서 메조 포르테

(mf)로 더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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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4-115마디 : ⓒ''''''''

<악보 33> 제114-115마디

제114마디는 f'음으로 4박 정도 지속시킬 때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

지고, 1-2번 농음을 깊게 한 후 잘게 한 다음 단7도 아래 음인 g음을 메조

피아노(mp)로 조금 작게 연주하며 스타카토로 악구를 마무리한다.

제114-115마디 또한 단7도 도약 하행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의 변형이

다. 장구는 g음이 나온 후 채편으로 프레이즈를 마무리 해준다. 도약의

폭은 더 넓어졌지만, 셈여림도 메조 포르테(mf)에서 메조 피아노(mp)로

작아지고, 음역도 첫 시작 음이 g'에서 f'로, 도약한 후의 음이 b♭에서

g로 내려왔다.

(4) 제116-117마디 : ⓒ'''''''''

<악보 34> 제116-117마디

제116마디는 제115마디에서 g로 마무리 된 후, 그 단2도 아래 음인

f#을 피아니시모(pp)로 매우 여리게 시작하여 점점 커져서 피아노(p)의 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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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로 연결된 후 다시 데크레센도로 f#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때 포르타멘

토로 연결되며, 마지막 음은 잔잔하게 농음을 하다가 점점 잘게 하며, 데

크레센도로 움직여 제117마디에서 증4도 하행음이자 주음인 c음을 스타카

토와 피아니시모(pp)로 짧게 연주한다. 그 후 호흡하며 이 악곡 중 가장

여린 표시인 피아니시시모(ppp)로 단2도 위의 음이자, 이 음계에서 2음

인 d♭을 연주한 후 피아니시모(pp)로 잠시 커졌다가 작아지며, 농음으

로 마무리한다. 포르타멘토로 단2도 상행 음으로 갔다가 다시 f음으로 돌

아오는 동안 길게 음을 지속하고 완전4도 하행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셈여림은 더욱 작아져 피아니시모(pp)로 시작하

여 피아니시모(pp)보다 약한 세기로 마무리된다. 장구의 마지막도 채편의

변죽을 피아니시모(pp)로 약하게 치며 피리선율과 함께 마무리된다.

 부분 전체의 장구의 리듬을 봤을 때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장 높은

음인 c''음이 나올 때는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연주하면서 채편으로 ‘더

러러러’ 굴려주며 클라이막스 부분을 강조하다가 피리선율이 각 악구 끝

에서 끝날 때 포르테의 ‘기덕쿵’, 메조 포르테의 ‘쿵덕’, 메조 피아노의

‘기덕’, 변죽의 피아니시모로 ‘기덕’ 으로 마무리하며 피리의 음량이 작아

지는 것과 동일하게 장구의 음량이 점점 작아진다.

의 선율적 특징은 각 악구별로 단7도 하행, 장6도 하행, 단7도 하행,

증4도 하행을 걸치며 고음에서 저음으로 점점 내려오는 것이며, 리듬적

특징은 한 음을 길게 지속시켰다가 다음 음을 스타카토로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곡의 세기는 포르테시시모(fff)로 시작하여 데크레센도를 거쳐

포르테(f)로 작아지고, 그 다음 악구에 데크레센도를 거쳐 메조 포르테

(mf)로 작아지고, 그 다음 악구에 데크레센도를 거쳐 메조 피아노(mp)로

작아지고, 그 다음 악구에 피아니시모(pp)로 시작하여 피아노(p)로 커졌

다가 다시 데크레센도를 거쳐 피아니시모(pp)로 작아지고, 피아니시시모

(ppp)에서 피아노시모(pp)까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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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118-122마디(5마디)

는 Ⅳ부분으로서 “‘산길을 탐색한다’는 도입부의 아이디어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등장한다. 허나 이는 이미 한 번 산세를 경험한 후

다른 관점에서 산길을 ‘관조’하는 것이다.”의 부분이다. 무박에 조용하고

아주 느리게 연주하는 부분으로서 Intro와 거의 동일하나 장구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의 음역은 B♭에서 d♭'이다. 주음은 Intro와 동일

하게 c이며, 역시 프리지안 선법이다.

(1) 제118-122마디 : ⓐ+ⓐ'+ⓐ''+ⓐ'''

<악보 35> 제118-12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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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자

빠르기

지시어

악구
마디

(마디수)
음계 선율적 특징

리듬적

특징

표현적

특징

장구의

리듬형

Intro

무박

아주

느리게

calm

ⓐ 1(1)
c

단조

한 음을

연주한 후,

‘기준음

-장2도

하행음

-단3도

하행음

-장2도

하행음’

으로 연속

하행함.

한 음을

지속시킨

후에

점점

빨라지는

음표로

연결되는

것.

피아노

(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로

점점

커지며

시작음을

농음하며

지속시켜

주는 것.

장구

안 나옴.

ⓐ' 2(1)
f

단조

ⓐ'' 3(1)
c

단조

ⓐ''

'
4-5(2)

C

프리

지안

<표 6> 세부 분석

제118마디-122마디는 제1-5마디와 셈여림, 농음이 동일하다. 다른 점은

장구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장구가 들어감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제1-3마디

에서는 4분쉼표가 각각 1개씩 나오는데, 제118-120마디에는 4분쉼표가 2

개 나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악구 끝에 장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각 악구 끝에서 ‘쿵’, ‘덕’, ‘쿵 기덕’을 친 후 제121마디에서는 피리가 쉴

때 장구가 채편을 여러번 치며 ‘더러러러’의 느낌을 준다. 이처럼 각 선율

형의 끝에 장구가 들어가는데, 이는 제6마디의 장구 리듬형을 마지막 
에 한 음표씩 배치한 것이다. 마지막 마디인 제122마디에서 쉼표가 없이

음에 페르마타를 주고 지속시킨 후 끝에 농음을 동반한 퇴성으로 마무리

한다. 의 선율적, 리듬적 특징은 Intro와 같다.

<금강전도>를 음계, 선율형과 리듬형, 표현, 그리고 장구 리듬형을 고려

하여 Intro부터 까지 11부분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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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자

빠르기

지시어

악구
마디

(마디수)
음계 선율적 특징

리듬적

특징

표현적

특징

장구의

리듬형


4/4

아주
느리게
♩=27
(♪=54)

ⓐ 6-7(2)
c
단조 한 음을

연주한 후
‘기준음
-장2도
하행음
-단3도
하행음
-장2도
하행음’
으로
연속하행
함.

한 음을
♩ 로
지속시킨
후에
16분음표를
5잇단음
표로
나누되
첫 박은
붓점으로
이루어진
리듬을
악구
가장
처음에
쓰는 것.

피아노
(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로
점점
커지며
시작음을
농음하며
지속시켜
주는 것.

1마디씩
반복.
궁편의
4분음표
‘쿵’이
리듬형의
기준.

ⓐ' 8 앞(1) f
단조

ⓐ''
8 뒤-9
(1)

c
단조

ⓐ''
'
10-11
(2)

c
단조

ⓑ
12-14
(3)

F
프리
지안
→
G♭
리디
안

증4도∼
완전5도
진행.

16분음표
4개( ),
당김음
( )이
사용된것.

메조
피아노
(mp)로
연주하다가
크레센도
로 커짐.



12/8(2)
-9/8(3)
-12/8(2)
-9/8(3)
-3/4(1)
-4/4(1)

=36
♩=54

ⓒ
15-19
(5)

G
프리
지안
→
C
프리
지안

g음을
연속해서
4번 연주.
기준음
-단3도
상행
-하행.
기준음
-단2도
상행
-기준음
-장2도
하행
-기준음

16분음표가
연속해서
쓰임.

메조
포르테.
동일음
반복시
음 앞에
추성을
함.
2박이상
음을
지속할
때농음함.

1마디씩

반복.

궁편의

 ‘쿵’이

기준.

프레이즈

끝에

2박이

‘쿵따쿵,

따쿵따쿵

따’로

궁편과

채편을

번갈아가

며 4번

반복.

ⓒ'
20-21
(2)

ⓓ
22-26
(5)

d♭'-c'-g
-b♭ 반복.

♬♩
리듬형을
반복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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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자

빠르기

지시어

악구
마디

(마디수)
음계 선율적 특징

리듬적

특징

표현적

특징

장구의

리듬형


3/4

♩=54

ⓔ
27-30
(4)

B♭
프리
지안

악구의 첫
부분에
기준음으로
부터 단2도
혹은 장2도
하행.

한 음을
한 마디
(3박)이상
지속시킴.

메조
포르테.
c음 혹은
c♭음을
3박 이상
지속하는
곳에농음.

4마디씩
반복.
프레이즈
첫 마디
첫 박
궁편이

리듬으로
되어있는
것.
마지막
박에
‘따따쿵
(♬♪)’
으로박을
쪼개는것.

ⓔ'
31-34
(4)

ⓔ''
35-38
(4)

ⓔ''
'
39-44
(6)

ⓔ''
''
45-48
(4)


무박

느리고
자유롭게

ⓔ''
'''
49(1)

B♭
프리
지안


선율형의
변형.
포르타멘토
를 통한
단2도 하행
진행.

자유로운
박자와
리듬.
한 음을
지속하는
것.

악구당
크레센도와
데크레센
도를 2번
반복하는
것.
온음표
에서
동일음이
나온 음
중 뒤의
음에
농음을
하는 것.

피리선율이
끝난것을
듣고연주.

ⓔ''
''''

50(1)

ⓔ''
'''''

51(1)

ⓔ''
'''''
'

52-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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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자

빠르기

지시어

악구
마디

(마디수)
음계 선율적 특징

리듬적

특징

표현적

특징

장구의

리듬형


3/4

A
Tempo
♩=72

ⓔ''
'''''
''

55-62
(8)

F
프리
지안

포르타멘토
를 통해
기준음
-장2도
하행
-장2도
상행.
기준음
-단2도
상행
-기준음
-장2도
하행
-기준음
진행.
포르타멘토를
통해
기준음
-단2도
하행.

한 음을
지속하다
포르타
멘토로
장·단2도로
연결한후
16분음표
4개이상의
음표와
연결됨.

피아노
(p)로
시작됨.

4마디씩
반복.
궁편의

♩ ♩이
기준이됨.
4분음표
위주.

ⓒ''
63-67
(5)

ⓒ''
'
68-72
(5)

ⓒ''
''
73-77
(5)

 3/4

Brid
-ge
1

78-79
(2)

F
프리
지안

기준음
-단2도
상행
-기준음
-장2도
하행
-기준음

16분음표

4개( ),

♩

메조
포르테
(mf)

2마디씩
반복.
궁편의
8분음표
2개의
‘구궁’이
기준이됨.
각 마디
마지막에
채편에서
32분표

2개( )가

나옴.

ⓒ''
'''
80-81
(2)

ⓓ'
82-83
(2)

d♭'-c'-g
-b♭의
선율형.

ⓓ''
84-85
(2)

ⓓ''
'
86-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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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자

빠르기

지시어

악구
마디

(마디수)
음계 선율적 특징

리듬적

특징

표현적

특징

장구의

리듬형


3/4

A
Tempo
♩=72

ⓑ'
90-96
(7) C

프리
지안

완전5도의
비중 커짐.
비청 사용
(g' 6번,
b♭'1번)

당김음과
16분음,
8분음표
의 조합.

포르테
(f)

1마디씩
반복.
궁편이
8분음표
의 연속.
각 마디
마지막에
채편에서
32분표

2개( )가

나옴.

Brid
-ge
2

97-99
(3)


리듬형과
같음.


3/4

A
Tempo
♩=72

ⓑ''
100-103
(4)

C
프리
지안

옥타브
이상의
도약선율
6번, 비청
사용
(g' 13번,
b♭'11번)

16분음표
4개가
5번
나오며,
16분음표,
8분음표의
조합이
많이
사용.

포르테시모
(ff)

2마디씩
반복.
궁편의

리듬
기준.
2마디씩
끝부분에
32분표

2개( )가

나옴.

ⓑ''
'
104-108
(5)


무박

느리고
자유롭게

ⓒ''
''''

109-111
(3)

C
프리
지안

각
악구별로
도약하행을
거치며
고음에서
저음으로
점점
내려옴.

한 음을
길게
지속시켰
다가
다음
음을
스타카토로
마무리.

포르테시
시모(ff)
-포르테
(f)
-메조
포르테
(mf)
- 메조
피아노
(mp)
-피아니
시모로
(pp)
약해짐.

처음에
클라이막스
음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피리의
선율이
끝날 때
마무리함.

ⓒ''
'''''

112-113
(2)

ⓒ''
'''''
'

114-115
(2)

ⓒ''
'''''
''

116-1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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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자

빠르기

지시어

악구
마디

(마디수)
음계 선율적 특징

리듬적

특징

표현적

특징

장구의

리듬형



무박

아주
느리게

calm

ⓐ
118
(1)

c
단조 한 음을

연주한 후
‘기준음
-장2도
하행음
-단3도
하행음
-장2도
하행음
’으로
움직임.

한 음을
지속시킨
후에
점점
빨라지는
음표로
연결되는
것.

피아노
(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
로 점점
커지며
시작음을
농음하며
지속시켜
주는 것.

피리
선율이
끝날 때
장구로
마무리함
(의
앞인
제6마디
의 장구
리듬을
한
마디씩
풀어놓음)

ⓐ'
119
(1)

f
단조

ⓐ''
120
(1)

c
단조

ⓐ''
'
121-122
(2)

C
프리
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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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리 주법 및 시김새 분석

<금강전도>에 나타난 피리 주법을 살펴보면 이 곡에 나타난 한국음악

전통적 요소를 알 수 있다. 작곡가는 피리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피리로

연주하기 적합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생각하는 전통음악

이란 “그 악기가 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9) 피리는 한 지공에서 다양

한 미분음을 낼 수 있고, 그 폭이 단2도-장2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것을 활용한 피리 주법적 표현은 포르타멘토이다. 포르타멘토란 하

나의 음에서 다른 음으로 옮겨갈 때 끊임 없이 부드럽게 연결하며 사이

의 음들을 소리내는 주법이다.90) 이는 한 지공에서 다양한 음이 나는 악

기인 피리에 매우 적합한 주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김새를 이용하여

음의 변화를 주었다. 시김새란 전통음악에서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

이나 뒤에서 그 음을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91) 이 악곡 전체에서 나타

난 시김새는 총 세 가지로 농음, 퇴성, 추성이다. 첫째, 농음이란 ‘음(音)

을 희롱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음을 흔들거나 떨어서 장식하는

연주기법이다.92) 피리의 경우 한 지공에서 장2도 이하의 미분음을 낼 수

있고, 서를 입 안으로 물어서 연주하기 때문에 섬세한 농음 표현이 가능

하다. 작곡가도 지금까지 작곡한 곡 중 이 악곡에 농음을 가장 다양하게

표기하였다고 하였다.93) 둘째, 퇴성은 제 음을 연주한 후에 음 끝을 아래

로 흘려내는 것을 말한다. 셋째, 추성은 제 음을 연주한 후에 음 끝을 위

로 밀어 올리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곡에서는 제 음 내기

이전에 그 음보다 낮은 음으로 시작하여 제 음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뜻

한다.

89)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90) 세광음악출판사편집국, 앞의 책, 447쪽.
9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92) 송방송, 『한겨레 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471-472쪽.
93)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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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르타멘토

포르타멘토는 한 지공에서 장2도 이하의 음정 조절이 가능한 피리

주법을 살릴 수 있는 표현이다. 창작곡에 주로 쓰이는 B♭관 향피리의

지공과 해당음은 다음과 같다. 1공은 관대 뒷면인 후공(後孔), 2공부터

8공은 앞면인 전공(前孔)이다. 일반적인 지공의 음은 <그림 1>과 같다.94)

<그림 1> 피리 지공과 그에 따른 음(자연음)

94) 김지현, 『창작음악에서 피리주법 연구』,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2, 5쪽; 박승률, 『피리교본』, 민속원, 200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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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을 이용한 확장된 음역대의 지공과 음은 <그림 2>와 같다.95)

<그림 2> 피리 지공과 그에 따른 음(비청)

일반적인 지공은 <그림 1>, <그림 2>와 같지만, 2공부터 8공까지 각

지공마다 입으로 서를 조절하여 단2도에서 장2도까지의 음을 낼 수 있다.

또한 1공에서는 c'에서 f'음까지 완전4도의 음역을 낼 수 있다. 이를 활

용한 것이 포르타멘토이다. 이 곡에서 포르타멘토는 총 26번 등장하며

그 중 장2도 혹은 단2도 하행 진행은 20번 나타나고, 장2도 혹은 단2도

상행 진행은 5번 나타나며, 단2도 상행 진행했다가 단2도 하행 진행하는

것은 1번 나타난다. 하행, 상행, 상행-하행 진행의 경우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행 진행의 대부분은 앞의 음 지공에서 입술을 풀어 하행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입술을 풀어 하행 진행할 시 빈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뒤의 음의 지공을 막고 조금 물어서 앞의 음을 연주한 후에

입술을 다시 풀어 제 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c♭'-b♭ 진행

(제31-32마디, 제43-45마디, 제50마디, 제74마디, 제75마디)을 예로 들 수

있는데, c♭'은 제2지공, 즉 후공(後孔)이 아닌 앞에서의 가장 첫 지공인

2공에서 입술을 조금 물어서 소리를 냈다가 다시 풀어 원래 소리를 연주

9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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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지공과 기본음

1 10 8공(c)에서 입술을 풀어

장2도 하행 진행.

2 13 4공(g♭)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3 28 7공(d♭)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4
31
-32

2공(b♭)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5 36 4공(g♭)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6
39
-40

1공(c)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7
43
-45

2공(b♭)에서 물었던

입술의 힘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8
47
-48

8공(f')을 막아 비청을

연주한 후 입술을 물어

단2도 상행 진행.

<표 7> 포르타멘토 주법

하면 더 안정적으로 음을 낼 수 있다.96)

상행 진행하는 경우 f '음 이하의 음은 앞의 음에서 입술을 물어 끌어

올리는 경우가 기본이나, f '음 이상의 음은 비청을 써야하는데, 비청은

입술 조절로 음을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지로 조절한다.

상행 진행했다가 다시 하행 진행하는 것은 제일 앞의 음을 기준으로

음을 올렸다가 내릴 수 있다. 포르타멘토가 나타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설명은 <표 7>과 같다.

96) c♭'의 소리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후공에서 나는 c음에서 서를 빼서 소리를

낮게 내는 것과, 앞 면의 첫 지공인 제2지공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주로, 제2지공

에서 c♭' 소리를 내는 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소리가 난다. 뒷구멍에서 서를 빼서

소리를 내면 공기 소리가 많이 섞여 허한 소리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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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지공과 기본음

9 49 7공(d♭)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10 50
2공(b♭)에서 물었던

입술의 힘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11 51 4공(g)에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12 53 1공(e♭')에서 입술을

풀어 장2도 하행 진행.

13
54
-55

1공(e')에서 입술을 물어

단2도 상행 진행.

14
58
-59

1공(f')에서 입술을 풀어

장2도 하행 진행.

15
63
-65

8공(c)에서 입술을 풀어

장2도 하행 진행.

16
66
-67

9공(B♭)에서 입술을

풀어 장2도 하행 진행.

17
68
-70

8공(c)에서 입술을 풀어

장2도 하행 진행.

18 71
4공(f)에서 물었던

입술의 힘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19 72
4공(f)에서 물었던

입술의 힘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20 74
2공(b♭)에서 물었던

입술의 힘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21 75
2공(b♭)에서 물었던

입술의 힘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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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지공과 기본음

22
76
-78

2공(b♮)에서 입술을

물어 단2도 상행 진행.

23
-
89-90

8공(f')을 막아 비청을

연주한 후 지공을

이용해 7공(g')으로

장2도 상행 진행.

24
-
106
-109

6공(b♭')에서 비청을

연주한 후 지공을

이용해 5공(c'')으로

장2도 상행 진행.

25
109
-110

5공(c'')에서 비청을

연주한 후 지공을

이용해 6공(b♭')으로

장2도 하행 진행.

26 116
4공(f#)에서 입술을 물어

단2도 상행 진행한 후

다시 입술을 풀어 단2도

하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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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Intro

3

마디 마지막에 앞의

동일음을 반복하고

악구를 마무리하며

4분음표를 농음.

2
Intro

5

동일음을 반복하며

4분음표를 농음.

3 12 동일음을 반복하며

16분음표를 농음.

4 13 붙임줄로 붙은

8분음표를 농음.

5

120

마디 마지막에 앞의

동일음을 반복하며

악구를 마무리하며

4분음표를 농음.

6

122

악구를 마무리하며

4분음표와 온음표에

쓰임.

<표 8 >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

2) 농음

<금강전도>에서 나온 농음의 종류는 14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

농음 표기가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표기된 대로 연주하면 된다.

악보의 표기를 찾아보면 농음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제3마디, 제5마디, 제12마디, 제13마디, 제120마디, 제122마디에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은 앞의 동일음을 반복할 때와 4분음표부터 16분음표

까지 주로 짧은 시가의 음에 쓰인다. 제3마디와 122마디에는 악구를 마

무리하며 쓰인다. 표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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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29
-30

붙임줄로 연결된 f음을

보통 폭으로 농음.

2 34 붙임줄로 연결된 g♭음을

보통 폭으로 농음.

<표 9> 보통 빠르기, 보통 폭으로 하는 농음

번 마디 악보 설명

1 45
‘주음의 지연’이 일어나서

뒤늦게 주음인 b♭이

등장한 부분을 빠르고 큰

폭으로 농음.

2

103

의 가장 고음인 b♭'을

빠르고 큰 폭으로 농음.

3

104

의 가장 고음인 b♭'을

빠르고 큰 폭으로 농음.

<표 10> 빠르고 큰 폭으로 하는 농음

제29-30마디, 제34마디에는 “보통 빠르기, 보통 폭으로 하는 농음”이

쓰였는데, 주로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음에 쓰였다. 표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제45마디, 제103마디, 제104마디, 제105마디, 제106-107마디에는 “빠르

고 큰 폭으로 하는 농음”이 쓰였는데, 이는 음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제45마디는 ‘주음의 지연’이 일어나서 뒤늦게 주음인 b♭이 등장한 부분

이며, 제103-107에서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인  부분의 가장 높은 음인

b♭'에도 쓰였다. 표로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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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4

105

의 가장 고음인 b♭'을

빠르고 큰 폭으로 농음.

번 마디 악보 설명

1
Intro
1

e♭의 꾸밈음이 붙은

4박 c음을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2
Intro
2

B♭-e♭의 꾸밈음이

붙은 4박 c음을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3 25

2박 반 지속하는 c♭

음을 농음하며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짐.

4 
114

4박 f'음을 농음하며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짐.

5 
118

e♭의 꾸밈음이 붙은

4박 c음을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6 
119

B♭-e♭의 꾸밈음이

붙은 4박 c음을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표 11> 음을 지속하다 한 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

제1마디, 제2마디, 제25마디, 제114마디, 제118마디, 제119마디에는 “음

을 지속하다 한 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이 쓰였

다. 이는 2박 이상 지속되는 음에 쓰이는 농음으로, 크레센도 혹은 데크

레센도와 함께 쓰여 다음 음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표로 나타내

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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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Intro

3

4박 지속하는 B♭음을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2
Intro

5

4박 지속하는 c음을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3 9 3박 지속하는 B♭음을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4 49
4박 지속하는 f음을

크레센도 및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5 51
4박 지속하는 c'음을

크레센도 및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6

117

4박 지속하는 d♭음을

크레센도 및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7

120

4박 지속하는 B♭음을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8

122

4박 지속하는 c음을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표 12> 음을 지속하다 보통 폭으로 2-3번 농음한 후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

제3마디, 제5마디, 제9마디, 제49마디, 제51마디, 제117마디, 제120마디,

제122마디에는 “음을 지속하다 보통 폭으로 2-3번 농음한 후 얕은 폭으

로 하는 농음”이 쓰였다. 3박 이상 지속시키는 음에 데크레센도와 함께

악구를 마무리할 때 쓰였다. 표로 나타내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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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16

3박 이상
g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
와 함께
농음.

2 19

3박 이상
d♭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
와 함께
농음.

3
31
-32

5박 이상
c♭음을
지속하며
농음.

4 50

4박 이상
c♭,
e♭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
와 함께
농음.

5 60

3박 이상
e♭'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
와 함께
농음.

<표 13> 음을 지속하다 큰 폭으로 3-4번 농음한 후 서서히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

제16마디, 제19마디, 제31마디, 제50마디, 제60마디, 제110마디, 제112마

디에는 “음을 지속하다 큰 폭으로 3-4번 농음한 후 서서히 얕은 폭으로

하는 농음”이 쓰였다. 이 농음은 주로 3박 이상 끄는 음들에서 다음 음

으로 연결될 때 사용된다. 다음 음은 주로 악구의 마지막 음이다. 제

31-32마디를 제외하고는 데크레센도와 함께 쓰인다. 표로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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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6

110

4박
b♭'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
와 함께
농음.

7

112

4박 g'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
와 함께
농음.

번 마디 악보 설명

1 7
e♭의 꾸밈음을 동반한 c음을 1박

이상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2 8 1박 이상 c음을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3 11
a♭의 꾸밈음을 동반한 f음을 1박

이상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표 14> 음을 지속하다 1-2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점점 얕은 폭으로 농음하다

끝에 큰 폭으로 일정하게 하는 농음

제7마디, 제8마디, 제11마디, 제12마디, 제88마디에는 “음을 지속하다

1-2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점점 얕은 폭으로 농음하다 끝에 큰 폭으

로 일정하게 하는 농음”이 쓰였다. 제88마디를 제외하고 Intro에서

나타난 “음을 지속하다 한 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얕은 폭으로 농음”의

변형이다. 1박 이상을 지속시키는 음에서 이 농음을 한 후에 다른 음으

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며 그 음의 셈여림은 제88마디를 제외하고 크레센도

와 함께 쓰인다. 표로 나타내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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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4

12

1박 이상 c음을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5

88

3박 f음을 지속하며 농음.

제38마디, 제94-96마디에는 “음을 지속하다 1-2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점점 얕은 폭으로 농음하다 끝에 큰 폭으로 일정하지 않게 하는 농

음”이 쓰였다. 이는 한 음을 5박 이상 뻗고 동일음 스타카토로 가기 전

에 하는 농음이다. 표로 나타내면 <표 15>와 같다.

번 마디 악보 설명

1
37
-38

5박 이상 c'음을 지속하며 동일음

스타카토로 연결됨.

2
94
-96

5박 이상 d♭'음을 지속하며

동일음 스타카토로 연결됨.

<표 15> 음을 지속하다 1-2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점점 얕은 폭으로 농음하다

끝에 큰 폭으로 일정하지 않게 하는 농음

제4마디, 제10마디, 제14마디, 제78-79마디, 제98-99마디, 제116마디,

제121마디에는 “음을 지속하다 점점 큰 폭으로 하는 농음”이 쓰였는

데, 이 농음은 주로 크레센도와 함께 쓰이며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역할

을 한다. 이 농음 후에 나오는 다음 음은 주로 스타카토나 짧은 시가를

가진 음이다. 표로 나타내면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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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Intro

4

B♭ 꾸밈음이 동반된 c음을

4박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2 10 2박 c음을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3 14 1박 d'음을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4
78
-79

6박 c음을 지속하며 농음.

5
98
-99

5박 반 d♭음을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6

116

4박 f음을 지속하며

데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7

121

B♭ 꾸밈음이 동반된 c음을

4박 지속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농음.

<표 16> 음을 지속하다 점점 큰 폭으로 하는 농음

제13마디에는 “농음을 지속하다 보통 폭으로 하는 농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 곳에서만 나온다. 셈여림의 변화는 없었고, 한 박자 반의 시가를

가진 음으로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준다. 표로 나타내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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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13
한 박자 반의 시가를 가진

음으로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줌.

<표 17> 농음을 지속하다 보통 폭으로 하는 농음

번 마디 악보 설명

1 17 붙임줄로 연결된 g음을 3박 반

지속하며 농음.

2 18 붙임줄로 연결된 b♭음을 3박

이상 지속하며 농음.

3 20 붙임줄로 연결된 g음을 3박 반

지속하며 농음.

4
20
-21

붙임줄로 연결된 b♭음을 3박

이상 지속하며 농음.

5 22 붙임줄로 연결된 d♭'음을 2박

이상 지속하며 농음.

6 23 붙임줄로 연결된 d♭'음을 3박

이상 지속하며 농음.

7 24 붙임줄로 연결된 d♭'음을 3박

이상 지속하며 농음.

<표 18> 음을 지속하다 보통 속도와 보통 폭으로 하는 농음

제17마디, 제18마디, 제20마디, 제20-21마디, 제22마디, 제23마디, 제24

마디에는 “음을 지속하다 보통 속도와 보통 폭으로 하는 농음”이 나왔는

데, 산행이 시작되는 에서만 나타나며, 붙임줄로 연결된 2박 이상의 시

가를 가진 음에서 나타난다. 표로 나타내면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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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41 3박 c♭음을 지속하며 농음.

2 46 3박 a♭음을 지속하며 농음.

3 47 2박 f음을 지속하며 농음.

<표 20> 바로 큰 폭으로 농음을 한 후 점점 작은 폭으로 하는 농음

제40마디에 나오는 “음을 지속하다 큰 폭으로 두 번 농음한 후 다시

음을 지속하는 농음”은 전체 악곡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 3박의 시가를

가진 음이며 단2도를 포르타멘토로 하행 진행한 후, 뒤의 음을 동일음으

로 연주할 때 이 농음을 사용한다. 표로 나타내면 <표 19>와 같다.

번 마디 악보 설명

1 40
c'에서 c♭'으로 하행 진행할

때 음을 지속하다 두어번 음을

농음하다 다시 지속한 후

동일음으로 연결.

<표 19> 음을 지속하다 큰 폭으로 두 번 농음한 후 다시 음을 지속하는 농음

제41마디, 제46마디, 제47마디에 “바로 큰 폭으로 농음을 한 후 점점

작은 폭으로 하는 농음”이 나온다. 이는 로 넘어가기 직전인 에서 2

박 이상의 시가를 갖고 있는 음에서 나타난다. 표로 나타내면 <표 20>

과 같다.

제55마디, 제106-107마디, 제109마디에 “바로 큰 폭, 빠르게 농음한 후

농음 없이 지속하다 다시 큰 폭으로 빠르게 하는 농음”이 나온다. 쉬다

가 다시 산행을 재개하는  첫 부분이 제55마디이며, 클라이막스의 
부분 중 가장 높은 c''음이 나오는 제109마디에 나온다. 고음에서 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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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기보 종류 출현마디 역할

1 얕은 폭으로

농음

3,5,12,
13,
120,
122

동일음을 반복할

때, 짧은 시가.

악구를 마무리.

2
보통 빠르기,

보통 폭으로

농음

29-30,
34,

 부분,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음.

3 빠르고 큰

폭으로 농음

45,103,
104,
105

강조하는 음.

<표 22> 농음의 종류

가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8박 이상 지속하고, 음을 강조할 때 쓰인다. 표

로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번 마디 악보 설명

1 55
12박 f'음을

지속하며 그

중, 6박을

농음.

2


106

-107

8박이상

b♭'음을

지속하며 그

중, 2박을

농음.

3

109

8박이상

c''음을

지속하며 농음.

<표 21> 바로 큰 폭, 빠르게 농음한 후 농음 없이 지속하다 다시 큰 폭으로

빠르게 하는 농음

농음별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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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기보 종류 출현마디 역할

4

음을 지속하다

한 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얕은

폭으로 농음

1,2,25,
114,
118,
119

2박 이상

지속되는 음

크레센도 혹은

데크레센도와

함께 쓰여 다음

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줄 때 쓰임.

5

음을 지속하다

보통 폭으로

2-3번 농음한

후 얕은

폭으로 농음

3,5,9,
49,51,
117,
120,
122

3박이상 지속하는

음에

데크레센도와

함께 악구를

마무리할 때

쓰임.

6

음을지속하다

큰폭으로 3-4번

농음한후

서서히얕은

폭으로농음

16,19,
31,50,
60,
110,
112

3박 이상 끄는

음들에서 다음

음으로 연결될 때

데크레센도와

함께 쓰임.

7

음을 지속하다

1-2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점점 얕은

폭으로

농음하다 끝에

큰 폭으로

일정하게 농음

7, 8,
11,12,
88

1박 박 이상

지속하는 음에

다음 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줄 때, 주로

크레센도와 함께

쓰임.

8

음을 지속하다

1-2번 큰

폭으로 농음한

후 점점 얕은

폭으로

농음하다 끝에

큰 폭으로

일정하지 않게

농음

37-38,
94-96

음을 5박 이상

지속하며 동일음

스타카토로

연결될 때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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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기보 종류 출현마디 역할

9
음을 지속하다

점점 큰

폭으로 농음

4,

10,14,
78-79,
98-99,
116,
121

주로 크레센도와

함께 쓰임, 다른

음 스타카토나

짧은 시가를 가진

음과 연결될 때

쓰임.

10
농음을

지속하다 보통

폭으로 농음

13

한 박자 반의

시가를 가진

음으로 다음

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줄 때 쓰임.

11

음을 지속하다

보통 속도의

보통 폭으로

농음

17,18,
20,
20-21,
22,23,
24

에서만 나타남,

붙임줄로 연결된

2박 이상의

시가를 가진 음.

12

음을 지속하다

큰 폭으로 두

번 농음한 후

다시 음을

지속

40

3박의 시가를

가진 음, 단2도

위의 음에서

포르타멘토로

내려와 뒤의 음을

동일음으로

연결할 때 쓰임.

13

바로 큰

폭으로 농음을

한 후 점점

작은 폭으로

농음

41,46,
47

에서 2박
이상의 시가를

갖고 있는 음.

14

바로 큰 폭,

빠르게 농음한

후 농음 없이

지속하다 다시

큰 폭으로

빠르게 농음.

55,
106-107,
109

고음에서

붙임줄로

연결되어 8박

이상 한 음을

지속하고, 음을

강조할 때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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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
디 악보 설명

1

49

느리고 자유롭게 연주하는 의
첫 악구. 4박 이상 지속하는
f음을 농음과 데크레센도로 점점
여려지며 마무리하고, 그 끝
부분에 음을 흘려주는 퇴성을 함.

2

51

부분의 세 번째 악구. 4박이상
지속하는 c'음을 농음과
데크레센도로 마무리하고, 그 끝
부분에 음을 흘려주는 퇴성을
함. 제49마디와 유형이 같음.

3

122

전체 악곡의 끝마디. 종지음인
B♭을 피아니시시모(ppp)와
농음으로 마무리하며 페르마타로
길게 뻗고 곡 마지막에 퇴성을 함.

<표 23> 퇴성

3) 퇴성

퇴성은 음의 끝을 흘리는 시김새이다. 이는 제49마디, 제51마디, 제122

마디에 나타난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부분에 2번 나오고 마지막 부분인
, 이 곡의 마지막 마디에 한 번 나온다. 퇴성이 나오는 곳의 공통점은

4박 이상 뻗는 음, 여려지는 데크레센도가 등장하는 곳에 나오는 것이다.

모든 4박 이상 뻗는 음과 데크레센도가 동시에 나오는 곳에 퇴성이 나오지

는 않지만, 퇴성을 함으로써 조금 더 여며주고, 맺어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에서는 퇴성이 2번 나오는데, 그 역할이 같다. 한 음을 크레센도로

지속한 후 동일한 음을 꾸밈음과 함께 연주하며 농음을 하다가 데크레

센도로 줄어들며 마지막에 흘린 후 쉰다. 에서는 앞의 음을 반복한 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2도 하행된 음을 연주하며 잘게 농음 하다가

마지막에 흘린다. 퇴성이 함께 연주되는 음은 악곡의 종지음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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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
Intro
1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커진다.

2
Intro
2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B♭을 연주한 후,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커진다.

<표 24> 추성

4) 추성

원래 추성은 제 음을 연주한 후에 음 끝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을 뜻

하는 용어이나, 이 곡에서는 제 음을 내기 이전에 그 음보다 낮은 음으

로 시작하여 제 음까지 빠르게 음을 끌어 올리는 것을 뜻한다.

총 20번의 추성이 나오는데, Intro와 에서 각각 3번, 에서 5번, 에
서 4번, 에서 5번 나온다. 부터 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각 부분별로

추성의 성격이 다르다.

Intro와 , 에서는 피아노(p)로 연주되어 악구가 시작되는 꾸밈음

앞에 주로 나온다.(제1마디, 제2마디, 제5마디, 제7마디, 제9마디, 제11마디,

제118마디, 제119마디, 제122마디)

에서는 주음인 g음 혹은 플랫된 5음이 d♭을 강조하거나 음이 반복

되는 곳에 나온다.(제16마디, 제16마디, 제19마디, 제20마디)

에서는 앞의 음을 반복할 때(제28마디, 제34마디, 제36마디)와 제45

마디에 주음을 강조한 후에 하행하는 선율을 한 음씩 강조할 때(제46마디,

제47마디) 추성이 사용되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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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3
Intro
5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하여 지속하며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진다.

4
 7
전반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커진다.

5
 7
후반

B♭을 연주한 후, e♭을 연주하기 전에
호흡으로 빠르게 음을 끌어올린다.
이 후 8마디에서는 c음이 나온다.

6  9
B♭을 농음을 동반한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게 연주한 후, 음량이 작은 상태에서
e♭을 연주하기 전에 호흡으로 빠르게
음을 끌어올린다.

7
11
전반

f음을 꾸며주는 a♭ 꾸밈음 앞에 나와서
a♭을 연주하기 전에 호흡으로 빠르게
음을 끌어올린다.

8
11
후반

B♭을 연주한 후, e♭을 연주하기 전에
호흡으로 빠르게 음을 끌어올린다. 이 후
9마디에서는 c음이 나온다.

9 16
g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메조 포르테(mf)의
악상기호로 연주하며 농음을 하다가
점점 작아진다.

10 17
g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g음이 4번 반복해서 나올
동안 모두 동일하게 반복한다. 음의
세기는 메조포르테(m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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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1 19
d♭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메조 포르테(mf)로 시작하여
d♭음을 농음을 하며 데크레센도로
작아진다.

12 20

g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g음이 4번 반복해서 나올
동안 모두 동일하게 반복한다. 5번째
g음은 끌어올리지 않는다.
음의 세기는 메조포르테(mf)이다.

13 28
d♭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음의 세기는
메조포르테(mf)이다.

14 34
바로 앞의 음인 g♭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이전에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농음을 해준다. 음의
세기는 메조포르테(mf)이다.

15 36
g♭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음의 세기는
메조포르테(mf)이다.

16 46
a♭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굵은 농음을 동반하며 음의
세기는 포르테(f)이다.

17 47
f음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굵은 농음을 동반하며 음의
세기는 포르테(f)이다.

18

118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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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마디 악보 설명

19

119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B♭을 연주한 후,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한
크레센도로 점점 커진다.

20

122

c음을 꾸며주는 e♭ 꾸밈음 앞에 나와서
e♭을 연주하기 이전에 약간 아래의
음부터 시작하여 제 음까지 음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피아노(p)로 시작하여
농음을 동반하여 지속하며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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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악기를 사용하여 활발히 작곡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작곡가 도날드 워맥의 첫 번째 피리독주곡 <금강전도>를 분석하였다.

작곡가와 및 초연자와의 인터뷰, 악곡해설, 악보, 음원을 바탕으로 본 곡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금강전도>는 총 122마디로, Intro와 ∼의 총 11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주음의 이동과 박자 혹은 템포,

음역의 변화이다. 이 부분들은 곡의 템포와 주제에 따라 크게 4개의 단락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주제별로 특정 선율형을 활용하였다. 이 곡은 금강산 산행의 과정

및 그에 따른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행 전인 Intro

및 와 산행 후인 에 같은 선율형을 사용하였다. 산행을 시작하는 
의 선율형은 산행을 재개하는 -에 활용하였다. 산행 중간을 표현한 
의 선율형을 뒤이어 나오는 휴식 부분인 에서 변형시켜 사용했다. 산행

이 고조되는 -- 부분에는 산행 초입인 의 후반부와 산행을 시

작하는 의 전반부의 선율형을 활용하였다.

셋째, 곡의 조표가 아닌 임시표 및 주음과 5음을 통해 음계를 유추할

수 있다. 작곡가는 주음과 5음을 사용하여 음의 배열을 의도하였으며,

음계는 대부분 1-2음과 5-6음이 반음인 프리지안 선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곡에서 국악의 음계가 쓰이지 않았지만, 플랫(♭) 조가 사용되어 연주에

불편함이 없다.

넷째, 곡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것은 템포, 도약의 높낮이, 피리

선율의 음역, 장구 리듬의 변화, 셈여림이다. 먼저 템포의 경우, Intro,

, , , 는 ‘아주 느리게’, 혹은 ‘느리고 자유롭게’로서 이완 부분이다.
, 는 =36, ♩=54로 중간 정도의 긴장 부분이며 , , , 는
♩=72의 긴장 부분이다. 도약의 높낮이의 경우 Intro부터 까지는 도약이
단2도∼완전5도인데 비해 이후 , , , 로 갈수록 도약의 정도가

커진다. 또한 곡이 긴장될수록 피리 선율의 음역이 높아진다. 클라이막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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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피리 음역 중 최고음인 c''음이 등장한다. 장구 리듬은 곡이 긴장

될수록 잘게 쪼개진다. 이러한 장구 리듬의 특성은 , , ,  부분

에 두드러진다. 셈여림은 템포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데, 템포가 ‘아

주 느리게’, 혹은 ‘느리고 자유롭게’인 Intro, , , , 에는 셈여림

이 극적으로 사용되며, 피아노(p)로 시작해서 크레센도로 커진 후에 다

시 작아지는 형태를 지닌다. 이에 비해 속도가 일정한 , 는 메조 포

르테(mf)이다.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는 , , , 에는 부분별로 셈여

림이 피아노(p)부터 포르테시모까지(ff) 극적으로 변화한다.

다섯째, 작곡가가 전통의 개념을 국악 어법이 아닌 ‘악기’ 자체에서 찾고

있다. 이 곡에 나타난 ‘한국 전통음악적 요소’는 다양한 종류의 농음, 퇴성,

추성 등의 시김새, 전통선율에서 나타나는 꾸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악기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전통음악적

요소는 아니지만 악기의 특징으로 인한 요소는 주법을 이용한 포르타멘토,

극적인 셈여림 표현, 평취와 역취를 이용한 다양한 음색의 변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다섯째 내용으

로서, 본 곡의 작곡가가 ‘악기’ 자체를 통해 전통의 개념을 찾고자 했다는

점이다. 작곡가는 국악의 특징적인 음계인 계면조 선법이나 황종 평조나

연음형식, 한배의 따른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연주자와의 교류와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

으로 본 곡에 피리의 핵심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프리

지안 음계를 사용한 점, 비청음을 많이 쓴 점, 복잡한 리듬형이 사용된

점 등이 낯설고 이질적일 수 있지만, 악기의 본질을 꿰뚫고, 연주자의

입장에서 곡을 작곡하여 선율진행과 악기의 주법에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한국전통음악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특성을 지닌 현대음악에서 본 곡이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금강전도>를 연주할 사람들이

곡을 깊이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창작국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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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Donald Reid

Womack’s Piri solo

<Geumgang Jeondo>

Kim Hae-wo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Western music was introduced to Korea during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concept of ‘composition’

was derived to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hich have led many

foreign composers to compose Korean traditional music by utilizing

th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its traditional musical

expressions.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an American composer, Donald

Reid Womack’s first Piri (Korean wind instrument) Solo Geumgang

Jeondo (2017),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umgang Jeondo is composed of 122 measures, consisting of

Intro and Parts “A” through “J.” The criteria for the division of each

part is the movement of the tonal center and the change of beat,

tempo, or the range of notes. These parts can be divided into four

paragraphs according to the tempo and the theme of the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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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piece applied a certain type of melody reflecting its

different themes. This piece expresses the process of climbing Mt.

Geumgang and the mental state in it. The same type of melody was

used in “Intro” and “A” before climbing and in “J” after climbing.

The type of melody starting the climb in “B” was utilized in “E”-“F”

resuming its climbing. The type of melody in “C” that expressed the

middle of climbing changed and used in “D”. In Parts “G”-“H”-“I”

where climbing heightens, the melody types of the latter part of “A”,

and the start of “B” were utilized.

Third, the scale or mode can be inferred through the accidental

mark, the tonal center and the fifth of the piece not the key

signature. The composer intended to arrange musical notes by using

the tonal center and the fifth. Besides, the scale is mostly consisting

of the Phrygian mode in which the 1st-2nd and the 5th-6th are

semitones.

Fourth, what controls the tension and the release of the music are

the change of the tempo, the range of Piri melodies, the pitch of

skips, the change of the Janggu rhythms and dynamics, etc.

Fifth, the traditional Korean musical elements in this piece are

'sigimse' using various kinds of vibrato (nong-eum), bending the

note (퇴성, 추성), and 'ornaments' in the traditional melodies, which

make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al instru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followings are not considered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lements, the composer appl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al instrument include portamento playing techniques, dramatic

expressions of the dynamics and the variation of various tones using

middle and high sound levels.

The most noteworthy point found through this study is that the

composer looks for the concept of tradition in the ‘music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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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elf, instead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al style. With the

foundation of his deep understanding of musical instruments and his

close interaction with the performers, the composer utilizes the core

and intuitive expressions of Piri in this piece. This method is

considered as an element that makes this piece an originality in the

contemporary music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keywords : Piri, solo, Guemgang Jeondo, Donald Reid Womack,

Foreign composer,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Piri

playing technique, Nongeum, Sigimse, Korean traditional music

Student Number : 2015-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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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와의 교류 내용

1. 초연자와 작곡가97)

(1) 2016.9.13. 김경아 교수가 원하는 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메일

- 김경아 교수님은 복잡한 리듬 패턴을 넣기 보다는 연주자의 손가락과 입술을

통해 조절하는 다양한 전통적 꾸미음(시김새)을 가진 긴 음표를 사용한 멜로디

중심의 악곡을 원합니다. 피리는 입술 근육만 사용하여 하나의 지공에서 단2

∼장2도의 음정을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교수님은 이러한 유연성이

피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특성을 악곡을 통해 강조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그림처럼 길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선과 같은 멜로디를 말

합니다. 김경아 교수님의 피리 연주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youtu.be/AMBDcjit_Ow, http://youtu.be/9ZNFM1e0JMM,

http://youtu.be/kHBUhH_sZwg.

(2) 2017.1.8. 워맥 교수의 질문

- 김교수님을 위한 곡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김교수님이

“마치 그림처럼 길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선”의 멜로디적인 곡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함축적인 어구가 한국어로 있나요?

그것을 곡 제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3) 2017.1.12. 질문에 대한 답변. 자연을 담은 한국화 몇 장을 보냄.

- 안타깝게도 ‘길고 유연하게 구불거리는 선’ 이라는 뜻을 정확히 담고 있는

함축적인 어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김경아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찾아

보거나 혹은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곡의 분위기에 상응할 만한 표현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화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특정한 화풍을 일컫는

97) 2016.9.3.부터 김경아 교수와 워맥 교수 사이에 김해진(서울대학교 피리 학사, 영국

Newcastle University에서 Music Theory & Performing 1년 과정 수학)이 통역을 맡

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인사말을 제외하고 주된 내용만 수록한다. 부록은 김해

진이 번역 및 감수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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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같은 것이요. 김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곡의 느낌이 자연을 담은 한국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시면

괜찮은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한국의

자연을 담은 그림을 몇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2017.1.12. 그림을 정함.

- 이 그림이 좋겠습니다. 중국 산수화에 뿌리를 두면서도 좀 더 빽빽하고 모가

난 한국만의 느낌이 있네요. 조선 전기 때의 그림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작가

이름과 작품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017.1.24. 금강전도에 대한 설명

- 이 그림은 ‘금강전도’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가장 유명한 작가인 정선의

그림입니다. 이는 겸재 정선에 의해 1734년에 그려졌습니다.

(6) 2017.1.25. 곡의 제목을 “금강전도”로 정함.

- 김교수님께 곡 제목을 금강전도로 하길 원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림과 비슷한

성격의 곡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정적이지만 그림의 모습과 같이 뾰족

뾰족한 느낌이 날 것입니다. 마치 그림 속의 산 속에 들어가는 것 처럼이요.

(7) 2017.2.15. 금강전도 곡 완성

-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악보를 첨부했습니다. 김교수님께 전달 해주시겠습니까?

파트보가 없습니다. 스코어보를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쉽도록 세팅 해놓았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미디 연주입니다. 이것은 김 교수님에게 곡의 음색,

템포, 페이싱, 성격 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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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곡가와 연구자

1) 작곡가와의 인터뷰(2017.5.15.)98)

가. 음악적 배경

(1) 어디에서 출생하셨고 자라셨나요?

- A: 버지니아에서 출생했고 그 근처의 테네시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Q: 그 지역으로부터 어떠한 음악적 영향이나 영감을 받으셨나요?

- A: 내가 자란 테네시는 Bluegrass라는 음악 장르의 본거지입니다. 실제로

Bluegrass의 영향을 받아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네시에 있는

Blue Ridge mountain에 대한 곡을 몇 곡 작곡했습니다.

(2)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 A: 8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 당신의 성장환경에서 음악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 A: 어머니와 누나가 악기연주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악가십니다. 나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내 생각엔 베이스 연주자들이 작곡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할 음들이 별로 없는데다가 뒤에 앉아서

모든 연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연주자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어울리도록) 연주되는지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연주하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당신이 베이스 연주자라면 뒤에 앉아서 그 음악의 기초를 듣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지는지 듣습니다. 많은 베이스연주자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작곡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견해입니다.

Q: 언제 베이스를 시작하셨나요?

- A: 12살 때 오케스트라에서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선생님이 더블

베이스 연주자를 필요로 하셔서 더블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98)서울대학교에서 함. 통역은 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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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의 음악적 특성들에게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인가요?(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나 작곡 경향은 무엇인가요?)

- A: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바흐, 베토벤, 말러, 스

트라빈스키, 바르톡, 리케티, 프로그래시브, 락(킹 크림슨, 핑크 플로이드),

bluegrass, 동아시아 음악, 많은 다른 스타일의 음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팝 뮤직은 지루해서 안 좋아하는데 프로그레시브 락은 흥미롭습니다.

내 음악에도 그 영향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견해

(1)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요?

- A: 이미 여러 해 동안 일본악기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영교수가

작품을 의뢰하여 한국음악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줄타기가 시작이었던 건지요?

- A: 그렇습니다. 줄타기가 한국악기를 위해 작곡한 나의 첫 작품입니다.

(2) 국악의 특성에 있어 독특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A: 동아시아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음의 휘어짐’입니다.

피아노 건반 사이사이의 음들(휘어짐으로써 내는 것) 입니다. 농현처럼 미

끄러지듯 음을 넘나드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음악

이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독특함은 ‘리듬’에 있습

니다. 한국음악은 매우 흥미로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음악

에서는 리듬이 그렇게 흥미로운 요소가 아닌데, 한국의 리듬은 흥미롭습니다.

나는 항상 리듬에 관심이 있었고, 국악에 존재하는 그 리듬적 요소 때문에,

나와 한국음악 사이에 어떠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국악의

흥미로운 리듬적 요소들이 내가 평소에 하는 음악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장구를 예로 들자면, 이 부분

이 혹시 당신에게 ‘국악’처럼 들립니까?

Q: 어떤 부분은 그러합니다.

- A: 하지만 그것은 장단이 아닙니다. 한국음악의 기본적인 개념은 ‘2 againt

3’입니다.(한쪽은 두 번 연주할 때 다른 한쪽은 세 번 연주하는 것) 나는 그

것을 내 음악에 많이 적용합니다. 크로스 리듬과 5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리듬에 있어서 국악과 본인 사이에 정말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

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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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크로스 리듬이라 하면, 폴리리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A: 그렇습니다. 방금 예로 든 것은 매우 간단한 예시이지만, 나는 이런 것

들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합니다.

Q: 유럽 클래식에서 멀티플 리듬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가요?

- A: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Q: 스트라빈스키 같은 현대 음악 작곡가들도 사용하지 않나요?

- A: 그가 사용한 적은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Q: 궁편과 채편의 리듬을 나누어 인식하셨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 A: 장구 말인가요?

Q: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몇 번 연주하는지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 A: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보에 있

어서 장구의 궁편과 채편을 각각 아래 위로 나누어 기보하는 것은 장구 연

주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편한 대로 기보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의 리듬으로 기보할 것입니다. 서양 작곡가들에게는 두 개의 분리된

리듬을 읽는 것보다 하나의 리듬을 읽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주자들이 보기 원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당신이 말한 것은 그것의

정반대입니다. 장구로 리듬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나는 보통 음색을 활용

합니다. 연주자들이 변죽을 칠 때, 그들은 보통 변죽 위에 오랫동안 머무릅

니다. 나는 그것을 뒤바꿨습니다. 나는 보통 4개의 다른 음색을 활용하는데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리듬 층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Q. x 표시가 변죽, ♩ 표시가 복판이 맞나요?

- A: 그렇습니다. 왼손도 변죽을 활용하는데, 이는 전통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기법입니다. 이것을 보통은 기피하지만 나는 왼손 변죽 연주 기법도 씀으로써

4가지 층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Q: 이 곡에서 장구가 장단처럼 들리지 않도록 의도하셨다고 하셨나요?

- A: 나는 어떠한 존재하는 장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단처럼 들리지 않

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Q: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패턴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여기 몇 부분에서요.

- A: 그렇습니다. 그 장구 패턴이 다른 악기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기들 간의 프레이즈는 대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곡을 더 유심히 보면 장구

패턴이 다섯 마디 이상 지속될 때 피리의 멜로디 프레이즈는 여섯 마디 내

지는 세 마디인 부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일치할 필요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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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락에서 이 패턴을 발견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

았습니다.

- A: 이것이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작은 변주일

뿐입니다. 이런 변주는 별난 것이 아닙니다. 매우 흔하게 쓰입니다. 장구연

주자들도 이런 변주를 항상 하지 않나요?

Q: 네, 맞습니다.

- A: 여기 이 패턴은 장단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지점에서 음악이 매우

느리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I까지 도달하는 동안 점점 빠르게 느껴질 것

입니다. 그러나 빠르기와 박자는 여전히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음표들을 더

해서 리듬적으로 어떤 위치에 음표들을 넣느냐에 따라 빠르기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빨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요. 이것이 내가 주로 즐겨 쓰는 또

다른 기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Filtering-in’이라고 불러요. 필터링 인도 있고

필터링 아웃도 있습니다. 필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무언가를 ‘필터 아웃’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몇 가지를 점차 빼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거하는 것이지요. 끝에는 몇 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와 반대

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많아질 때까지 점차 늘려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필터 인’ 구간입니다. 적은 음표들로 시작해서 점점 더 늘려가고 종래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빠르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템포가 72임에도 불구하고요.

Q: ‘밀도’가 바뀌는 것이군요.

- A: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듬적인 밀도의 변화이지요.

(3) 이 곡이 금강산을 오르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는 무엇을

상상하신 건가요?

- A: 너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바위를 오르고 있어, 아 지금

은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오를

때 경험하는 심리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어려워지고, 높이 오를수록

긴장되어지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구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그것

뿐입니다. 좀 더 긴장감이 생기는 것이요. 매우 명백한 것들 또한 음악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음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섹션의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이 점점 올라

갑니다. 이 최고음에 도달할 때 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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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곳이 산 정상 입니까?

- A: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

니다.(딱히 ‘산정상이다’라고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쓸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곡을 쓰니까 높은 음에서 아래로 내려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의미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부분

이 제가 의도한대로 연주되지 않더군요. 농음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소리

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입니다. 농음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기 농음을 덜어내고 그냥 쭉 뻗는 소리로 대체

할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강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 더 짧게

고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음 없이요. 쭉 뻗는 소리가 더 강렬하다는 점에

매우 놀랐었습니다. 피리의 쭉 뻗는 소리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 소리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4) 2014년에 한국의 레지던시 작곡가로 지내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 A: 서울대학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앙상블 팀을 위한 곡 작업을 하였습니다. 콘서트도 있었는데 나의 곡 서너

개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연주하는 방식의 렉처 콘서트 같은 것이었습

니다. 김승근 교수님한테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쭤보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힐러리 교수님한테 여쭈어도 될 것입니다.

(5) 한국 악기를 위한 작업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 A: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음악 관련 작업이 매우 많았지요.

Q: 유투브에서 <소리>라는 선생님의 곡에 장구를 치시는 것도 봤습니다.

- A: (웃음) 아닙니다. 저는 장구 연주자가 아닙니다.

Q: 그렇지만 영상에서 매우 잘 치시던데요!

- A: 글쎄요, 제가 박을 세거나 리듬을 연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장구 연

주자가 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일이지요. 저에게는 테크닉이 없습니다.

전 기술이 좋지 않아요. 오늘 두 시간 전에 있었던 연습 때 만났던 장구 연

주자 최소리씨는 매우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 악기를 다루는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구 연주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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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구 이외에 다른 한국악기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A: 연주하는 것을 말입니까? 해금과 가야금을 아주 조금 배워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해본 적이 없습니다.

(6) 한국음악의 어떠한 요소를 음악에 반영하셨나요?

- A: 당연히 리듬입니다. 한국악기를 위한 것이든, 일본 악기를 위한 것이든,

유럽 악기를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저는 곡을 쓸 때 그 악기가 할 수 있는

것의 본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스네어 드럼을 쓸 때 당연히 문학적으로

쓰지 않는 것 처럼요. 피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피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농현(농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이 악기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리로 또렷하고 분명한 리듬을 잘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악기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리는 선율의 모양새와 음색의 변화에 강한 악기입니다.

피리에 있어서 제가 집중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구는 그 밑에 깔린 리듬적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장구 없이 피리 솔로 곡을

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리듬적인 움직임을

피리가 홀로 만들어 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7) 사쿠하치를 위해 쓰신 곡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곡에서 음색의 변화가...

- A: 피리와 매우 비슷하죠.

Q: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 A: 일본 음악에 ‘싱글 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바로 그것입

니다. 하나의 음이지만 결코 한 음이 아니지요. 같은 음의 여러 버전입니다.

피리로 당신이 어떤 음을 연주할 때 그냥 쭉 뻗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지루하지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음의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한 음을 내면서도 그것의 음색을 바꾸면서 매우 아름답게 만들 수 있

지요.

Q: 일본악기를 위해 쓰신 곡을 들었을 때, 일본 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 모드를 사용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A : 가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쉽

다는 뜻입니다. 모드를 티나게 사용한 곡은 제가 무언가를 베낀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그 악기가 그런 것을 연주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 악기가 잘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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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어떤 악기가 그 악기가 하는 것 그 자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저는 단순하게 곡 작업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에 있어서, 저는 계면조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Q: 하지만 여기 이 부분(나니레)이 정악을 참고하신 것인지 아닌지 궁금했습

니다. 저는 정악을 참고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 A: 아닙니다. 저는 정악이나 특정 전통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악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당신이 작곡가이고 한국악기를 위한 곡을 쓴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이 끝이 순수 전통음악이고 다른 한 쪽 끝이 전통적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라고 할 때, 당신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머물고 싶습니까? 작곡자로서, 저는 양쪽 극단 모두 흥미롭지 않

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중간 어디쯤입니다. 당신이 전통음악에서 그 악

기가 하는 것만을 사용한 음악을 한다면, 왜 작곡을 합니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면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 반대편 끝(완전히 새로운 음악)에 서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음악이 무엇입니까. 한국음악이든, 일본음악이든, 유럽음악이든 상관없이

모든 전통음악은 ‘그 악기가 잘하는 것’ 입니다. 사람들이 피리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언제 피리가 발명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약 1000년 전? 1000년 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 이 악기를 불어온 이래로

사람들은 이 악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행해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악기가 못하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 악기가

잘하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점점 더 잘 연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악기가 잘하는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적용시키고 연습했고, 이것들이

결국 전통이라고 불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주법들이 그 악기에

어울렸기 때문에, 그 악기로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났던 것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쓰여 왔고 전통의 일부가 되어왔습니다. 만약 내가 전통으로

부터 전래 된 것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안 좋은 소리’일 뿐 것입니다. 끔찍하죠.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스펙

트럼의 중간에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통의 주법들을 새로운 방법

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몇 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서양악기 하나와

장구를 위해 쓴 곡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작곡가였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

습니다. 정말 끔찍한 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가는 이 쪽 끝(완전히

새로운 음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구를 절대 장구처럼 들리게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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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 했습니다. 장구를 장구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면 왜 굳이 장구를 사용

합니까? 매우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들리되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곡을 써야 합니다.

(8) 피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A: 박치완이라는 연주자를 위한 곡을 썼습니다.

Q: “Spiral Toward the Center of the Sky” 말씀이십니까?

- A: 그렇습니다. 하와이 대학에 이지영 교수님과 박치완, 김웅식 연주자를

초청했었는데 그 때를 계기로 그들을 위해 그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리에 대해 좋아하는 또 다른 점은, 금강전도와 다른 관현악 곡 피리 파트

에도 이용했던 것인데, 나는 피리가 매우 정열적인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춤추는 듯한 소리를 가

지고 있습니다.(I think it is very sultry sounding instrument. I am not

sure that the definition is right but...So it has very dance-like thing.)

Q: 열정적이란 말이신가요?(Like hot?)

- A: 그렇습니다. 춤추는 듯한, 매우 섬세한 악기입니다. 피리의 그 에너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Yeah, kind of.  Almost dance-like, very sensual. So I

like to take the energy of that characteristic of Piri.)

(9) 곡에 농음이 매우 다양합니다.

- A: 이게 혹시 평범하지 않은가요? 피리보에 작곡가들이 이런 것을 표기해

주지 않나요?

Q: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A: 나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Q: 일본 작품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 A: 가끔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세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표기들은 매우

해석하기 쉽습니다. 보면 뭘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

니다. 나는 내 학생들에게 기보법에 있어 음악적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기보는 연주자가 보고 어떻게

연주해야할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기보입니다.



- 124 -

다. 악곡 분석

(1) 단락을 나누신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15마디 5도 하행하는 선율

형이  부분 처음에 등장했는데 제26마디는  끝부분에 왔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요?

- A: 이곳은 이 단락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동기는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락을 나눌

때 나는 화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변조에 있어서 ‘tonal center’를 도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단락의 tonal center는 c입니다. 그리고 에서 g로

변합니다. d'-g가 전조를 위한 음정입니다. 이게 피리를 위한 곡이기 때문에,

두 음을 당연히 동시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는

것입니다. 아시아 악기를 위해 썼던 나의 많은 곡들에서 나는 5도를 tonal

변화의 지시 기호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5도 있다. 이제 전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제46마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여기 의 첫 음은 3음입니다.

매우 불안정한 음정입니다. 이 곳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며 의 tonal

center는 b♭입니다.

Q: 새로운 조바꿈인가요?

- A: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d♭에서 시작하지만 tonal center는 b♭입니다.

모드에 관해 생각한다면, 나는 프리지안 유형의 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프리지안 모드가 뭔지 아십니까? 제 2음을 반음 내린 것입니다. 완벽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것을 사용합니다. 2음을 반음 내림과 함께 5음도

반음 내립니다. 이는 (재즈에서 사용하는)블루 노트입니다. 프리지안-블루

스케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Q:  단락에서 말인가요?

- A: 모든 곳에서입니다.

Q: 에서 Tonic음은 무엇인가요?
- A: b♭입니다. 제31-32마디에는 c'로 이어지는 b♭이 나옵니다. 제37마디에는

c' 음이 나오는데, 이는 반음계적인 음(chromatic note)입니다. 나는 이것을

섞었습니다. 여기서의 지난 번 연습 때 이 음에 대해서 논한 것을 기억합니까?

정확하게 c 내추럴 음이 나기를 원했었던 것은 이 음이 틀린 음처럼 들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케일에서 벗어난 ‘틀린’ 음을 자주 사용하곤 합

니다. 곡을 쓸 때 tonic에 절대 도달하지 않는 부분을 자주 씁니다. 중심음이

b♭이지만 절대 b♭에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하더라도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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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b♭이라는 중심 음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집니다. 이는 국악, 예를 들어 산조의 계면조에서 계속하여

중심음을 계속 연주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45마디에서

Flat2(b♭)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음입니다. 화성적 긴장감이 계속되다가 여기

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에 도달하자마자 즉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계속 반복입니다. 에서는 f가 됩니다. 일종의 조바꿈입

니다. 피리가 하모니를 낼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더욱 명백하게 신호를

줘야합니다. 다른 악기도 함께 있다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했을 것

입니다. 여기에 그 모티브가 재등장합니다. 조바꿈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에서는 c'가 tonic입니다. 안정된 5도 음이 다시 등장합니다. 연습 때 내가

C음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적 움직임 때문이었

습니다. 나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을

거듭하는 것, 내 모든 음악의 비밀입니다. 제109마디에서 마침내 c''가 등장

합니다. 여기에 flat2가 있지 않은가요? 유럽음악의 기능화성에서, 작곡가들은

dominant에 머무름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dominant에 오랫동안 머무

르면서 긴장을 만들고 tonic으로의 해결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내 버전의

도미넌트 코드입니다. 실제 도미넌트 코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토닉(여기

에서 c)으로의 해결이 필요한 불안정한 음입니다.  부분에서 g♭'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빠른 구간이라 피리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서 g'로 대

체했습니다. g♭'은 피리의 제 구멍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그 악기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했습니다. 만약

에 더 느렸다면 g♭'을 넣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빨리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피리로 느리게 g♭'을 연주하게 했을 것입니다. 에서 마침내
c''에 도착합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일종의 ‘이완’을 느끼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 최고음은 마냥 최고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느낌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가장 높게 낼 수 있는 음이 무엇인가요?

Q: c''입니다.

- A: 그렇습니다. 나는 곡의 시작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c를 미리 등장 시

켰습니다. 제1마디에 그 출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랐을 때, 첫

시작 음과 같은 음을 연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피리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음이 d''라고 했다면 나는 d''음에 도달하는 것에 맞추어 이 곡의 다른

모든 구조들을 세팅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Coda입니다.

Q: 음표와 Tonic, Dominant 그리고 flat2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 A: 내가 토닉과 도미넌트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진짜 토닉과 도미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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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가르키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그것들이 기능화성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긴장과 이완이라는 개념을 내 식대로 적용한 것

입니다.

Q: 악곡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중심음이 맞고요?

- A: 그렇습니다. 곡의 대부분에서 그러합니다. 출현 음들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출현음의 변화가 아니라, Tonal center가 바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작곡가들이 한국음악에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게 가고자하는 것이 있

습니다. 전통음악은 많은 시간적 비중을 중심 음에 두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서양 작곡가 식의 화성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끔 화성적 움

직임을 악기들로 구현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화성적 구조를 만

드는 것이 그 자체로 흥미롭다기 보다는 화성적인 것이 어려운 악기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새롭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업

하고 있는 가야금 앙상블 곡에서 나는 12개의 음을 5도권 순서대로 Tonal

이 변화하는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도권이라는 이론을 아는가요?

Q: 네 그렇습니다.

- A: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곡은 5도권을 순서로 조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서양악기에게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구조이지만 한국 악기에게는 매우 신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기들은 이런 것을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곡의 처음 시작부터 나는 그 조적 구조를 현

실화하기 위해 악기의 조율 시스템까지 바꿔야했습니다. 일본악기와 한국악

기를 위한 곡을 쓸 때, 곡의 처음에 나는 화성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각기 다른 tonal영역에서 어떻게 발전 해나갈 것인지 고민합니다.

아시아 악기에게는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연주하도록 만들어졌던 악

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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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이메일을 통한 문답(2017.10.30.)

(1) 프리지안 선법의 5음이 플랫된 경우, 이를 로크리안 선법으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블루스 음계를 가진 프리지안 선법으로 봐야 하는지요?

- A : 일반적인 음악이론보다는 본 연구 곡에 특정하여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라면 “프리지안 등”의 용어를 이 곡에 사용된 특정

한 작곡적 지시의 일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시점의 출현음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음계나 선법을 염두

에 두면서 이 곡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음들을 사용했

는데 그것이 어떤 음계나 선법에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이 곡에서는 특히나

그랬는데 이는 악기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작곡을 할

때 으뜸음에서 완전 5도 높은 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5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개념적으로 내재돼 있

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것은 로크리안 선법이

아니며, 플랫된 5음을 가진 프리지안 선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는

플랫된 2음을 포함한 블루스 음계)

(2) 이 곡에서 장구를 어떤 도구로 연주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북편은 손

으로, 채편은 열채로 연주) 악곡에 장구 연주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금강전도 초연에서 장구를 연주하신 김웅식 선생님께서는 북편은 손으로,

채편은 열채로 연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A: 산조와 같은 실내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북편은 왼손으로만

연주해야 합니다. 음표 머리에 X로 표시된 것은 변죽을 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채편에서 변죽을 치는 것은 흔한 것이지만 북편에서는 일반적인

주법은 아닙니다. 본 곡에서는 장구연주자가 몇몇 부분에서 북편의 변죽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본 곡에서는 G 부분에서 몇 번만 쓰였지만, 저의 다른

곡들에서는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3) 본 곡에 사용된 표식(빨간 원)은 이 음을 깊은 호흡과 함께 숨을 넣는 다는

의미인지요?

- A: 이 표시는 악보에 표기된 음정보다 약간 낮게 시작해서 빠르게 그 음으로

올리라는 뜻입니다.(빠르게 음 끌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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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악곡에서 아래와 같은 표시는 “포르타멘토”인지요, 아니면 “글리산도”인

지요?

- A: 포르타멘토와 글리산도는 혼동되는 용어인데,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용어가 맞는지 논하기보다, 나는 음의 휘어

짐이 확실히 들리도록 하라는 것을 표시하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시로 든 부분에서 C음으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것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 에 나온 “A tempo”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분

까지 ♩=72의 빠르기가 없는데 ∼ 부분에 A tempo ♩=72 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 A: 역사적으로 봤을 때 “A Tempo”라는 용어는 질문내용과 같이 앞에 나

왔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A Tempo”가

리타르단도 뒤에 사용되는 경우 이 전의 박자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곡에서 이 용어를 “빠르기에 맞춰서”라는

(=“In Tempo”)의 넓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E” 부분은 자유로운 빠르기

(free tempo)를 가지는 부분에 이어 나오는데, 이전에 ♩=72의 빠르기가 사용

되지 않았더라도 “A Tempo”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빠르기

로 연주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이 곡에서 D 부분은 자유

로운 빠르기이며, E 부분에서는 다시 정해진 빠르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6) 아래와 같이 “금강전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이 맞는지 코멘트를 부탁드립

니다.

- A: 본문 <표 6>에 반영/ 위의 분석표는 thematic material과 tonal area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은 범주를 나누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정말 중

요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리듬 층

형성(Rhythmic layering), 중복적인 또는 모호한 리듬을 형성하기 위해 악

기들이 어떻게 사용됐는가(예를 들어 동시에 한 개 이상의 파동을 만드는

것), 음악에 생기를 불어 넣는 농현의 역할(농현 없이 연주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멜로디 라인 형성에서의 음역의 역할(팽창, 수축, 정해진

음정을 향해 점차 음 높이기 등),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악곡을 단지

음표들의 모음이 아닌 음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곡이 어떻게 한국의 다양한 전통음악적 요소를 재창조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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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맥락화 하여, 새로우면서도 국악에 뿌리를 둔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에는 바로 이 점이 다른 음악적 전통

을 가진 이종 문화 간 작곡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양 쪽의 전통적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도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차 이메일을 통한 문답(2017.11.25.)

(1) “금강전도” 이후에 초연한 작품이 있으신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Labyrinth”

라는 곡이 지난 9월에 초연된 것을 찾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Intertwined” 와 “Weaving Sound”도 초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 논문에

있는 교수님 작품 관련 내용에 초연곡 관련 정보를 기재하려고 여쭙니다.

- A: “Intertwined”는 지난 2월 3일 호놀룰루에서 초연됐습니다. 5중주

(quintet) 버전의 Intertwined는 9월 9일에 역시 호놀룰루에서 연주된바 있

습니다. “Weaving Sound”는 아직 초연되지 않았습니다. 거문고를 위한 곡

인 “Power Lines”도 아직 초연되지 않았습니다.

(2) 악곡 구조에 대한 재검토 : 본문 <표 6>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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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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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전도
Geumgang Jeondo

Piri 피리

Janggu 장구

Donald Reid Womack
도날드 워맥

2017

Duration ca. 10:00



 
 

�� �� (Geumgang Jeondo) was inspired by the painting of the same name, a work of 

the famed Korean artist Jeong Seon (also known by his pen name Kyomjae). It is one of the 

most well known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period,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golden 

age of Korean painting. While clearly rooted in the Chinese landscape style (��), the work 

focuses on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rather than the idealized landscapes typical of 

Chinese painting, and has a density of texture and angularity that make it distinctly Korean.  

 

The music has a character similar to that of the image, generally lyrical, but with an 

angularity that mirrors the structure of the painting, as if venturing into the mountains 

themselves. It begins slow and pensively as if surveying the path ahead before taking the 

first hesitant steps. Gradually the pace increases as it seemingly moves upward, crossing a 

series of small peaks and then resting before resuming its climb. As the summit grows 

nearer, the intensity of the music increases until it finally reaches its high point, from which it 

begins a gradual descent. The opening idea returns one more time at the end, though now, 

having climbed the mountain, understoo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 artist’s inscription on the painting reads “Even if you visit the mountain itself and tread 

on its every nook and cranny, how can your joy be compared with what you feel upon 

viewing this picture from your bedside?” Perhaps music can hint at such an experience as 

well.  

 

—DRW 

 



For Kim Kyung-ah 
김경아 위촉

금강 전도
Geumgang Jeondo

Calm, Very Slow 고요하게, 아주 느리게

Donald Reid Womack
도날드 워맥

2017

Copyright © 2017 Akamai Music
All RIghts Reserved

피리
Piri

장구
Janggu

3

4 44

44

& X
V

p

_,<>??MMMMMMMMMMMMM
mp

V
p

_,<>??MMMMMMMMMMM
mp

/ ∑ ∑

&
pp mp

,>>???MMMMMMMM

pp

MMMMMMMMMMMMM

/ ∑

&
p

___,????NNNNNNNNBBBBBBB
mf

,
V

p

_,>>???MMMMMMMM
pp

MMMMMMMMMMMMM

ppp

/ ∑ ∑

fiœb j˙ fiœj œ œ œ œb œ œb ŒU fi
œb œb ˙ œb œ œb œb œ œb ŒU

œb œb œb œb œ œ œ œb œ fiœj fiœj fiœjœ œ œ fiœj fiœjœ œ œ œ fiœj œ œ œ ˙b fiœj œ ŒU

fiœb j ˙ fiœj œ.>b
j Œ fiœb j ˙ fiœb j œ œb ŒU



A Very Slow 아주 느리게  q = 27  (e = 54)

6

8

10

12

x=e
14

B
q. = 36

44

44

128

128

& ∑
V

p

,<>????MMMMMMMMNNNNNNNNNN

mp
V

5

/
p

&
p

,<>??MMMMNNNNN

mp pp mp

,>>???MMMMMMMM
V

5
3

/

&
p

,???NNNNNBBBBB

mf p

V

,<>??MMMMNNNNN

mp p
V

3

5

/

&
,<>??MMMNNNNN

mp

MMMMMMMM ?MMMMMMMM __,????>>>>5

/

& ,??NNNNNBBBBB

f

/
mp

fiœb jœ fiœjœ ™ œ ™œ œ œb œ œb j ‰ ‰ ™ œ œ

œ>
Œ Œfi¿j¿ ≈

ÆœJ œ Œœ> ™j œ>
¿ ¿ ¿ ¿ ¿ ¿ ¿ ¿ Œ Œfi¿j¿ ≈

ÆœJ œ Œœ> ™j ¿ ¿ ¿ ¿ ¿ ¿ ¿ ¿

œ fiœjœ ™ œb ™ œ œ œb œ œb j ‰ œbJ œb œb œb œ œ œ œ œ fiœj fiœj fiœj fiœjœ œb œ œ fiœj fiœjœ œ œ œ œ œ œb ™ œ ™j ® œb Kr

œ>
Œ Œfi¿j fiœj¿ œ> ≈

ÆœJ œ Œœ> ™j œ>
¿ ¿ ¿ ¿ ¿ ¿ ¿ ¿ ≈ œ> œ ≈

ÆœJ ¿>r ≈
ÆœJœJ œ>

œ> œ ≈
ÆœJ ¿>r ≈

ÆœJœJ œ ¿
> ¿ œ ¿

˙ fiœj œ.>b
r ‰ ™ fiœj œ fiœb jœb j œ fiœjœ ™ œb ™ œ œ œ œ œb j ‰ ‰ ™ œb œ

œ>
Œ Œfi¿j¿

> ¿ ≈
ÆœJ œ Œœ> ™j œ>

¿ ¿ ¿ ¿ ¿ ¿ ¿ ¿ Œ Œfi¿j¿ ≈
ÆœJ œ Œœ> ™j ¿ ¿ ¿ ¿ ¿ ¿ ¿ ¿

œ fiœjœ ™ œ ™ œ œ œb œ œb œ œ œ œ œ œb œb œ œb œ œ œ œb œ œ œb œ œ œ œ

œ>
Œ Œfi¿j ¿ ≈

ÆœJ œ ™ œ ‰œ> ™j œJ œ>
¿ ¿ œ ™ ¿ ≈ œ œ ≈

ÆœJ œJ œ>
¿> œ ≈

ÆœJ œJ œœ ¿> ≈ ¿> ¿ œ ¿

œ œb œb œ œb œ œ œ œ œ œ œn œn œ ™ œ œ> œ Œ Œ ™ Œ ™ Œ ™

œ>
≈ œ œ ≈

ÆœJ ¿> œœ œ> œ>
œ œ ‰ ™ Œ œ ™‰ œ ™¿ ¿ ¿ ‰ œ¿ ¿ ¿ ≈ ¿ ™j ≈œJ ≈œ

>r‰ ™ ¿ œ>œ ™ œ

2



16

18

20

22

e=e
24

q = 54

98

98

128

128

128

128

98

98

98

98

34

34

44

44

34

34

& V
mf

___,<<>>nnnnnn
p

V
mf

,>>>
V V V

/

& ,>>>
V

____,<<<>>>>nnnnnnnnnn
p

/

& V
mf

,>>>>>
V V V

,>>>>>

/

&
__,>>>>> __,>>>>>

/

&
__,>>>>> ,<>>nnnn

mp

/
mf

˙ ™ œ ™ œ ‰ Œ ™ œ ™ œj œ œ ™ œ ™

œ ™‰ œ ™¿ ¿ ¿ ‰ œ¿ ¿ ¿ ≈ ¿ ™j ≈œJ ≈œ>r ‰ ™ œ ™ œ œ ™¿ œ> ‰ œ¿ ¿ ¿ ≈ ¿ ™j ≈œJ ≈œ>r ‰ ™ ¿ œ>œ ™ œ

œ œb œ œJ œ œ œb œ œ œ ˙b ™ œ ™ œ ‰

œ ™‰ œ¿ ¿ ¿ ≈ ¿ ™j ≈œJ ≈œ>r ‰ ™ œ ™ œ œ ™¿ œ> ‰ œ¿ ¿ ¿ ≈ ¿ ™j ≈œJ ≈œ>r ‰ ™ ¿ œ>œ ™ œ

œ ™ œj œ œ ™ œ ™ œ œb œ œJ œ œ œb œ œ œ œb œ œ œ œ œ œ œ œb œ œ œ œ

œ ™‰ œ ™¿ ¿ ¿ ‰ œ¿ ¿ ¿ ≈ ¿ ™j ≈œJ ≈œ
>r ‰ ™ œ ™ œ œ ™¿ œ ‰ œ ™¿ ¿ ¿ ‰ œ¿ ¿ ¿ ≈ ¿ ™j ≈œJ ≈œ

>r ‰ ™ ¿ œœ ™ œ

œb œ œ œ œ œ œb ™ œ œ œb ‰ œb ™ œ œ œ œb ™ œ œb œb œ œ

œ ™‰ œ¿ ¿ ¿ ≈ ¿ ™j ≈œJ ≈œ>r ‰ ™ œ ™ œ œ ™¿ œ ‰ œ¿ ¿ ¿ ≈ ¿ ™j ≈œJ ≈œ>r ‰ ™ ¿ œœ ™ œ

œb ™ œ œ œ œb œb œb œ œ œ œb œ œ ˙ œb œ ‰ Œ Ó

œ ™‰ œ¿ ¿ ¿ ≈ ¿ ™j ≈œJ ≈œ>r ‰ ™ œ ™ œ¿ œ ≈œJ ‰œ ™j Œ Œ Œ Œ fi¿ ¿ ¿ ‰ fi¿ ¿ ¿j

3



C
27

31

35

39

34

34

&
mf V

nnnnn

/

&
____,<<<>>>>nnnnnnnnnn

V
nnnnn

/

& V

____,<<<<>>>>nnnnnnnnnnnnnnnn>>>>¸

/

&
_____,<<____ <<<>>>>nnnnnnnn ∑

(In tempo)

/ ∑

˙b ™ œb œ ™ fiœ œb œj ˙ fiœb jœ ™ œ œ œb œ œ œ œb œ

fiœj œ>œ> ™ œ ‰≈ fi¿j œJ ‰¿ ™j ¿ ¿ ‰ fi¿ ¿œJ œ ≈¿ œ> œ ™J œ¿ ™ œ> ≈ fiœj¿ œ> ‰œ ™ œ ‰¿j ≈ œJ ‰fi¿ ¿¿ ™j ¿ œ> ™ œJ œ fi¿j ≈¿ ¿ œ ™J œ¿ ™ œ> ≈ ¿ ™j

˙b ™ ˙ œ œb œb ™ œb j œ œ ™ œb j œ œn ™
fiœ œ œ>œ ™ œ ‰≈ fi¿j œJ ‰¿ ™j ¿ ¿ ‰ fi¿ ¿œJ œ ≈¿ œ> œ ™J œ¿ ™ œ> ≈ fiœj¿ œ> ‰œ ™ œ ‰¿j ≈ œJ ‰fi¿ ¿¿ ™j ¿ œ> ™ œJ œ fi¿j ≈¿ ¿ œ ™J œ¿ ™ œ> ≈ ¿ ™j

˙b ™ ˙b fiœ œœ œ ˙ ™ ˙ œ.>R ‰ ™
fiœ œ œ>œ ™ œ ‰≈ fi¿j œJ ‰¿ ™j ¿ ¿ ‰ fi¿ ¿œJ œ ≈¿ œ> œ ™J œ¿ ™ œ> ≈ fiœj¿ œ> ‰œ ™ œ ‰¿j ≈ œJ ‰fi¿ ¿¿ ™j ¿ œ> ™ œJ œ fi¿j ≈¿ ¿ œ ™J œ¿ ™ œ> ≈ fi¿jœ> ¿

œb œb œ œ œ ™ œ ˙b ™ Æœb œ ˙b ™
fiœ œ œ>œ ™ œ ‰≈ fi¿j œJ ‰¿ ™j ¿ ¿ ‰ fi¿ ¿œJ œ ≈¿ œ> œ ™J œ¿ ™ œ> ≈ fiœj¿ œ> œ fi¿j ≈¿ ¿ œ ™J œ¿ ™ œ> ≈ ¿ ™j

4



43

D
Slow and Free  느리고 자유롭게49

50

51

&
f

BBBBBBBBBBBBBBBBBBBBBB
V
<<<>>nnnnnnn

V
<<<>>nnnn (In tempo)

/ ∑ ∑

& X
p

__,>>???MMMMMMMMMMû

/ X
p

&
p

__,<<>>nnnnnnnn ____,<<<>>>nnnnnnnn
pp mp

/
p

&
p

__,>>???MMMMMMMMMMû

/
p

fiœj ˙b ™ œ ˙ >̇b ™ ˙b ™ ˙ œ œ ™ œ>bJ ‰ Œ Œ

fiœ œ œ>œ ™ œ ‰≈ fi¿j œJ ‰¿ ™j ¿ ¿ ‰ fi¿ ¿œJ œ ≈¿ œ> œ ™J œ¿ ™ œ> ≈ fiœj¿ œ> œ fi¿j ≈¿ ¿ œ ™J œ¿ ™ œ> ≈ fiœ œ¿ ™j œ> œ>
œ> œ> ‰ Œ Œ

fi
œb œb ˙b fiœb j ˙ fiœ œ œ ˙ fiœb j ˙ ÓU

Ó ¿ ¿ ¿ ¿ ¿ ¿ ¿ ¿ ¿ ¿ ¿ ¿ ŒU

˙b ˙ œb ˙b fiœj ˙ fiœj œ.b j ‰ ŒU

Ó ‰ œ œ ŒU

˙b fiœb j ˙ fiœ œ œ ˙n ÆœJ ˙ ÓU

Ó ‰œ œ Ó¿ ¿ ¿ ¿ ¿ ¿ ¿ ¿ ¿ ¿ ¿ ¿ ŒU

5



52

E A Tempo  q = 72

55

61

66

71

34

34

34

34

&
p mp p mf mp fp

/
mp mf

∑

&
f

BBBBBBBBBBBBBB___BBBBBBBBBBBBBB___
ff f

,<<<>>nnnn

mp

/
mf

& ∑
p

/
p

&
pp

p

/

&
mp pp mp

/
mp

œb œb œ œ œ. ŒU œb œb œ œ œ.b ÓU œb œb œ œ œb œ >̇n

Œ œ œ ŒU Œ Œœ œ ™ ‰¿
>

ŒU

˙ ™ ˙ ™ ˙ ™ ˙ ™ ˙b ™ œ œ.J ‰ Œ

œŒ Œ‰ œ¿j Œ œŒ Œ Œ Œ
Æœ œ œ Œ‰ ≈¿j ¿ œ ™J œŒ Œ Œ œŒ Œ‰ œ¿j Œ œŒ Œ Œ

Œ Œ ‰ ™ œb r œ œ ˙ ˙ ™ œ œb œ œb œ œb œ œ œ
Œ

Æœ œ œ Œ‰ ≈¿j ¿ œ ™J œŒ Œ ¿ œŒ Œ‰ œ¿j Œ œŒ Œ ¿ Œ
Æœ œ œ Œ‰ ≈¿j ¿ œ ™J

fiœb j œb ˙ œb j ‰ Œ ‰ ≈ œb r œ œ ˙ ˙ ™ œ œb œ œb œ. œ œ œ œ œ œ

Œœ œ ‰ Œ fi¿j¿ œŒ Œ‰ œ¿j ≈ œ ™j Œœ œ ‰ Œ¿ ¿ ‰ Œ‰ œj Œ
Æœ œ œ Œ‰ ≈¿j ¿ œ ™J œŒ œ≈ ‰œ ™j ¿ ™ œœJ

˙b œj ‰ ‰ œb j ˙ œ œb œ œb œ œ> œ œb œ œ>b
œ œb œb ™ œb œ œ œb œ œ

œŒ Œ‰ œ¿j ≈ œ ™j Œœ œ ‰ Œœ ‰ œJ œ≈ œ œ ≈ œ Œ Œ fi¿j ≈fi¿jœ ¿ ¿ œ ™J œŒ ‰œ œJ ≈¿ ™ œœ ™J

6



75
F

80

84

88
G

92

&
mf

,??????NNNNNNNNNNNNBBBBBBBBBBBB

/
mf

&

/

&

/

&
,<<<>>nnnnBBBB

f

/
f

&
,<<>>nnnn>>¸

/

œb œ.b œ œ œ. ˙n ™ ˙ ™ ˙ ™ ˙ ™

œŒ Œ fi¿ ¿ œœ ¿ ‰ œœj Œ Œ Œ Œ Œ‰ fi¿ ¿ ≈¿j ¿ œ ™J œ œ Œ≈ ¿ ¿ ≈ œ ‰ œ¿j ≈ œœ> ™j ‰ ™ Œ¿
r ≈ œœ ¿ ¿ ≈ œ œ œ

œ œb œ œb œ œ œ œ œ œ œ œb œ œ œ œ œ œ œb œ œ œ œb œ œb œb ‰ ‰ œb œ œ œ œ œ

œ œ≈ ¿ ¿ ≈ ¿ ≈¿ œœ
> ¿ ≈¿ œ¿ œ> œ> œ œ ‰‰ ¿ ¿ ≈ œ œ ‰ œ‰ œ

>
œ
> ≈ ≈ ¿ ¿ ¿ ≈œ ¿ ≈¿ œ> ‰ œ ¿ ‰¿j œJœ> ™ œ œ ‰œ œ œ ‰¿j œJ ‰œ ¿ œ ¿ œ œœJ

œb œ œ œ œb œ œb œ œ œb œ œ œ œb œ œ œ œ œ œb œ œ œ œb œ œb œ œ œb œ œ œ œ œb œ œ

≈œ ¿ ≈¿ œ> ‰ œ ¿ ‰¿j œJœ> ™ œ œ ‰œ œ œ ‰¿j œJ ‰œ ¿ œ œJ¿ œ œ ≈œ ¿ ≈¿ œ> ‰ œ ¿ ‰¿j œJœ> ™ œ œ ≈œ ¿ ≈¿ œ> ‰ œ ¿ ‰¿j œ> ™ œ œœJ

˙ ™ ˙ ™ œ œ œ œ œ œb œ œ œ œ œ œ œb œ œ ‰

œ>œ> œ ≈‰ ™ œ ™J Œœ
r≈ œ ¿ œ œ ≈œ ™ œ ‰ ™¿ ™j œR ≈œ œ ¿ œ ™Jœ ¿ œ œ ≈œ ¿¿ œ> ≈¿ œ¿ œ ≈¿ ¿¿ œ> œ> œ ¿≈ ¿ ¿ ≈ œ ≈¿ œ¿ œ> œ> ≈ ¿ ¿ ≈ œ¿ ¿

œ œb œ œ œ œb œ œb œ œb œ œ œ œ œ œ œ ™ œ> œ>b ™ ˙ ˙ ™ œ.bJ ‰ Œ Œ

œ ¿≈ ¿ ¿ ≈ œ ¿ œ≈ ¿ ¿ ≈ œ ≈¿ ¿¿ œ> œ> ≈œ ¿¿ œ> œ> ¿ œ≈ ¿ ¿ ≈ œ ≈ ¿ œ> œ> œ>¿ ¿ œ>
Œ Œ Œ Œ ‰ ™ ¿ ¿ ¿> ¿> ‰ Œ ‰ ™ ¿ ¿

7



97

H

101

104

I Slow and Free  느리고 자유롭게

109

110

& ∑
p

_____,??????????NNNNNNNNNNNNNNNNNNNNNNNBBBBBBBBBBBBBBBBBBBBB
ff

/
ff

&
BBBBBBBBBBB

/

&
BBBBBBBBBBBBBBBBBBBBBB BBBBBBB BBBBB BBBBBBBBBBBBBB__

/ ∑ ∑

& X
fff

BBBBBBBBBBBBBB______BBBBBBBBBBBBBBBBBBBBBBBBBBBB________BBBBBBBBBBBBBB___

/ X
fff pp

&
________________,<<<<<>>>>>>nnnnnnnnnnnnnnnnnnnnnn

f

/ ∑
f

˙b ™ ˙ ‰ œ œb œ œ œ œ œb œ œ œ œ œb

¿>j ‰ ‰ ™ ¿ ¿ ¿> œ> œ œ œ œ œœ ™ œ ≈ ¿> ‰œ œ œœ ™ œ ≈œ œ œ ≈¿> ™j œ œœ ™ œ ≈ ¿> ≈œ ¿¿ œ> ≈ ¿ œ> œœ ¿ œ œ œœ ™ œ ≈ ¿> ‰œ œ œœ ™ œ ≈ ¿> ™jœ œ œ

œ œ œ œb œ œ œ œ œ œb œb
œ œb

œ œb œ œ œ
œ œb

œ œb œ œ œb œ œ œ œ ™J ≈

≈ œ œœ ™ œ ≈ ¿
> ≈œ ¿¿ œ> ≈ ¿ œ> œœ ¿ œ œ œœ ™ œ ≈ ¿

> ‰œ œ œœ ™ œ ≈œ œ œ ≈¿> ™j œ œœ ™ œ ≈ ¿
> ≈œ ¿¿ œ> ≈ ¿ œ> œœ ¿

œ>b œ>
œ
>
b ˙ œ> œ> œ>b œ

œ> œ> œ>b œ>b œ>b œ>
œ
>
b >̇ ˙ ™ ˙ ™

œ> œ>
œ> œ> ‰ Œ ‰ ™ œ œ œ> œ>

œ> œ> ‰ ‰ œ> œ>
œ> œ> ‰ ™ œ œ œ> œ>

œ> œ> ‰ Œ Œ

w> ˙

fiœjœ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œ ÓU

w>b œ.J ÓU

Œ‰ fiœj œ>
œ>j Œ ÓU

8



112

116

118

J Calm, Very Slow 고요하게, 아주 느리게

120

121

&
____,<<<>>>>nnnnnnnnnnnnnn

mf

,<>>nnnnnnnnnn

mp

/ ∑
mf

∑
mp

&
pp p

,??????NNNNNNNNNNNNNNNNN

pp ppp

_____,>>????MMMMMMMMMMM
pp

/ ∑
pp

&
V

p

,<>??MMMMMMMMMMMMM

mp
V

p

,<>??MMMMMMMMMMM

mp

/
p

p

&
pp mp

__,>??MMMMMMMM
pp

MMMMMMMMMMMMM

/
p

&
p

,????NNNNNNNNBBBBBBB

mf
V

__,>>???MMMMMMMM
p pp

MMMMMMMMMMMMM

ppp

MMMMMMMMMMMMMMMMMM û

/
p

∑U

w> œ.bJ ÓU ˙ œ.j ŒU

fiœj‰ ‰ œœJ ÓU ‰ fiœjœj ŒU

˙# ˙ ˙ œ.j ‰ Œ wb ÓU

Œ fi¿j¿ ÓU

fiœb j˙ fiœj œ œ œ œb œ œb Œ ŒU fi
œb œb ˙ œb œ œb œb œ œb Œ ŒU

Ó œ ŒU Ó fi¿j ¿ ŒU

œb œb œb œb œ œ œ œb œ fiœj fiœj fiœjœ œ œ fiœj fiœjœ œ œ œ fiœj œ œ œ ˙b fiœj œ Œ Œ

Ó ‰
ÆœJ œ œj Œ

fiœb j ˙ fiœj œ.>b
j Œ fiœb j˙ fiœb jœ ˙

U
b

Ó ¿ ¿ ¿ ¿ ¿ ¿ ¿ ¿

9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본론
	1.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 개요
	1) 음악적 배경 및 작품 활동
	2) <금강전도> 작품 개요 및 악곡 구조

	2. <금강전도> 분석
	1) 각 부분의 출현음 및 음계
	2) Intro : 제1-5마디(5마디)
	3) "A" : 제6-14마디(9마디)
	4) "B" : 제15-26마디(12마디)
	5) "C" : 제27-48마디(22마디)
	6) "D" : 제49-54마디(6마디)
	7) "E" : 제55-77마디(23마디)
	8) "F" : 제78-89마디(12마디)
	9) "G" : 제90-99마디(10마디)
	10) "H" : 제100-108마디(9마디)
	11) "I" : 제109-117마디(9마디)
	12) "J" : 제118-122마디(5마디)

	3. 피리 주법 및 시김새 분석
	1) 포르타멘토
	2) 농음
	3) 퇴성
	4) 추성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곡가와의 교류 내용
	악보


<startpage>11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8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2
Ⅱ. 본론 14
  1.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 개요 14
    1) 음악적 배경 및 작품 활동 14
    2) <금강전도> 작품 개요 및 악곡 구조 21
  2. <금강전도> 분석 26
    1) 각 부분의 출현음 및 음계 26
    2) Intro : 제1-5마디(5마디) 28
    3) "A" : 제6-14마디(9마디) 32
    4) "B" : 제15-26마디(12마디) 39
    5) "C" : 제27-48마디(22마디) 45
    6) "D" : 제49-54마디(6마디) 50
    7) "E" : 제55-77마디(23마디) 56
    8) "F" : 제78-89마디(12마디) 60
    9) "G" : 제90-99마디(10마디) 65
    10) "H" : 제100-108마디(9마디) 67
    11) "I" : 제109-117마디(9마디) 70
    12) "J" : 제118-122마디(5마디) 74
  3. 피리 주법 및 시김새 분석 81
    1) 포르타멘토 82
    2) 농음 87
    3) 퇴성 100
    4) 추성 101
Ⅲ. 결론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11
작곡가와의 교류 내용 114
악보 13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