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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찬해의 대금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를 선율구조와

현대주법으로 나누어 악장별로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생의 한 가운데>는 총 3악장으로 각 악장의 숫자는 나이를

의미한다. 각 악장마다 장영희가 번역한 영미시와 그것에 본인의 삶을

투영한 텍스트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Ⅰ악장과 Ⅱ악장은 마디의 구분이

없고 Ⅲ악장은 다양한 박자표와 마디의 구분이 되어있다.

둘째 선율구조 분석에 있어 Ⅰ악장은 선율구조에서 현대주법이 빈번

히 사용되는 특징이 있었다. 선율의 진행에서는 순차적으로 도약하는 A

선율이 반대 형태인 A`선율로 나타났고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출현했다. 반음정의 구조는 단2도, 감1도, 단2도, 감1도, 단2

도로 진행되는데 본 곡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했다.

Ⅱ악장은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있는 구조, 제한적 출현음,

크게 도약하지 않는 상 · 하행 선율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었다. Ⅲ악

장은 ‘트릴-선율구조’의 주고받는 형태가 특징적이었다. Ⅲ악장은 서정적

이며 제한적인 음을 사용하는데 트릴 이후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

와 빠른 패시지의 사용이 빈번하여 전개가 전환되고 있었다.

셋째 현대주법 분석에 있어 Ⅰ악장은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주법(breath tonguing), 플러터 텅잉(flutter tonguing)주법, 다

음주법(multiphonics) 등 현대주법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특히 바람소리

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주법인 breath tonguing을 적극적으로 사

용하였는데 이 주법은 Ⅰ악장의 후반부에서는 악상기호 중 하나인

alternate between two notes와 함께 응용된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작곡

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Ⅱ악장은 목소리(voice)주법과 트릴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선율

진행시에 급격히 도약하여 하행하는 선율, 반음정이 배열된 선율로 넘어

가기 위한 역할 등 선율 속에서 연결고리의 역할로 사용되었다. 이를 다

루면서 본 연구자는 목소리 주법이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작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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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연주자의 음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했다.

Ⅲ악장은 밴딩(bending)주법과 더블트릴이 주로 사용되면서 작곡가

의 텍스트를 표현하는데 선율보다 현대주법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밴딩(bending)주법을 sliding up과 sliding down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악장에서 반규법과 교

차운지법을 활용하여 반음정이 배열된 선율의 효율적인 연주방법을 제안

하였다.

본고에서는 <생의 한 가운데>에 사용된 현대주법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주법이 본 곡의 선율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장에서 그 현대주법들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주법의 구

체적인 연주와 악상기호의 기보방식, 이들을 활용하여 작곡을 할 때 고

려해야 할 점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대금, 이찬해, 현대창작곡, 현대주법, 특수주법

학 번 : 2013-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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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30년대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은 근대적 개념으로 작곡된 최초

의 창작국악작품이다. 이 곡을 시작으로 국악에서 많은 창작음악이 작곡

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는 국악작곡가들에 의해 창작음악이 활발히

작곡되기 시작했다.1)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국악작곡가들뿐만 아니라 서

양음악 작곡가들이 자신의 곡에 국악적 요소나 국악기를 사용하면서 서

양의 작곡기법이 점진적으로 창작음악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작곡된 황병기의 대금독주곡 <子時>의 경우 매우 이례적으로 대금의 새

로운 주법을 적극 사용하였는데 2000년대 이전에는 새로운 주법을 사용

한 창작을 찾기 힘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서양음악작곡가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작곡가들이

자신의 곡에 국악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창작음악은 다채로운

변화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서양의 작곡기법에 국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국악기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였는데 서양악기에서 연주하는

주법을 국악기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국악기가 갖는 특징을 파악해 새로

운 주법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국악기의 새로운 연주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창작음

악의 중요한 경향이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금

은 새로운 주법을 “특수주법”이라고 명명하여 다룬 선행연구2)가 있을

정도로 관심과 활용이 많았다. 또한 새로운 주법이 출현하는 대금 창작

독주곡이 입시곡으로 지정될 만큼 새로운 주법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3)

1)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서울: 민속원, 2007).

2) 김정승, “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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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법들의 사용이 구체화되고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현장의 상

황에 비해 그 주법이 사용된 대금 창작독주곡을 다룬 연구의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의 대금 창작독주곡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연

주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주

법을 다룬 대금 창작독주곡에 관한 연구논문은 4편4)이었다.

대금 창작독주곡에서 새로운 주법은 음색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곡을

다채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표출하는 주요한 표

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는 곡에서 새로운 주법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표현방법도 고찰하여야 한다.

<생의 한 가운데> 작곡가 이찬해는 현대음악에서는 대표적인 작곡가

이며 국악기를 사용한 현대 창작곡을 지속적으로 작곡해왔다. 그가 국악

기를 사용해 작곡한 창작음악은 총 17곡이다. 17곡 중 대금과 관련한 곡

이 7곡이며 이중 5곡은 대금독주곡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곡가 이찬해의 곡을 주제로 쓴 논문은 총 4편이 있는데 이를 발표

된 시기 순으로 서술하겠다.

첫 번째 논문은 최혜영의 “이찬해의 개기일식 분석 연구”5)이다. 해당

연구는 2002년에 ‘개기일식’이라는 일종의 과학적인 주제를 갖고 음악언

어로 표현한 서양기악곡을 연구한 것이다. 각 악장이 각기 다른 부제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을 토대로 쓰여진 작곡기법들을 밝히는 전통적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모집 2013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대금 창작곡 실기곡목은 황

병기 작곡의 <자시>이다. 2016학년도는 김대성의 <대숲소리>가 지정되었다. 한국예

술종합학교 2015학년도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대금전공의 지정곡은 김대성 작곡의

<풀꽃>, 이영자 작곡의 <나비의 연가>, 이찬해 작곡의 <생의 한가운데>이다. 2016

학년도의 지정곡은 김대성 작곡의 <비단안개>, 김희경 작곡의 <시인 김삿갓>이다.

4) 임선희, “대금독주곡 <子時>의 음악분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유경은, “이영자 작곡 <나비의 연가Ⅲ>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3).

정재우, “대금 독주를 위한 <대숲소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아람, “이찬해 작곡 <대금 독주를 위한 숨> 분석 연구 : 곽씨 부인 죽는 대목의

서사구조와 대금주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5) 최혜영,“이찬해의 개기일식 분석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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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품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악기군 별로 사용된 현대주법들을 간략

하게 설명하였다. <개기일식>이 국악기를 사용한 곡이 아니라 해당 연

구에서 이찬해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는 있지만 국악기의 새로운 연주법

사용과 그와 관련한 곡의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듯하다.

이후 2014년에 쓰인 이아람의 “대금 독주를 위한 숨 분석연구”가 있었

다. 이아람은 해당 연구에서 작곡자의 의도를 파악한 연주자가 실제적인

연주법을 통하여 음악적 정보전달과 함께 정서적 전달의 매개체로 어떻

게 활용되는 지에 관하여 논하였다. 또한 <대금독주를 위한 숨>에서 사

용된 대금의 새로운 연주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곡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주법의 활용이 정서적 측면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는 새로운 주법이 현대 창작곡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고찰하려는 본고의 내용에도 활용될 것이다.

박수민은 2017년에 <해금 독주를 위한 속죄제>를 작곡가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투영해 해석하였다.6) 박수민은 음악작품의 형성과정에서 핵심

이 되는 구조나 선율이 전체를 이룰 것이라 보는 프랙탈 구조이론에 의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속죄제>가 자기유사성질을 지닌 핵심구조의

반복으로 부분과 전체가 같다며 통일성과 응집성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

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국악기의 새로운 연주법이라는 측면보다는 프

랙탈 이론으로 현대음악을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었고 그 분석을 통해 바

람직한 운궁법을 제시했다. 프랙탈의 구조이론 분석법으로 작품을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이찬해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다각도로 강구해보는 계

기가 되었다.

작곡가 이찬해의 작품을 가장 최근에 연구한 것은 2018년 이지예의

<4대의 25현금을 위한 빨래터>이다.7) 이찬해의 <빨래터>는 박수근의

6) 박수민, “이찬해 작곡 <해금독주를 위한 속죄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이지예, “이찬해 작곡 <4대의 25현금을 위한 빨래터>”,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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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서양화)이지만 동양화인 작품 <빨래터>를 소재로 작곡된 것이다.

이지예는 동양화인 <빨래터>의 질감, 색감 등이 이찬해의 <빨래터>를

통해 음악적으로 주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연구하였다. 악곡에서

의 음조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빨래터>가 한국음악의 중심음적 진

행을 하면서도 서양음악 형식과 기법을 사용함에 따라 동양화 <빨래터>

가 갖는 동·서양의 조화를 이찬해의 <빨래터> 역시 이루었다고 논했다.

지금까지 4편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찬해의 곡에서 새 연주법들이 많

이 사용된다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악기의 주법들은

곡에 있어 주요한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작곡가가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

도 그 안에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생의 한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

곡의 해설을 통해 <생의 한 가운데>는 각 악장별로 시가 있고 이 시에

작곡가 본인의 삶을 투영한 텍스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시와 텍스

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위해 곡에서 새로운 연주법을 다양하고 적극적

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대금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의 선율구조분석과 출현하

는 대금의 주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곡가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체적

인 음악으로 나타났는지도 연구하겠다. 또한 본 곡에 사용되는 새로운

주법의 효과적인 연주법을 고찰하겠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생의 한 가운데>에서 사용될 연주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용되는

여러 대금8) 중 모든 지공을 막은 음이 B♭으로 시작되는 대금으로 연구

8) 현재 사용되는 대금의 종류로는 모든 지공을 막은 전폐음이 B♭부터 시작되는 대

금, 전폐음 C 혹은 C#인 산조대금 등이 주로 쓰인다. 또한 E♭, D, D#, key가 부착

된 대금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중 전폐음 B♭으로 시작되는 대금은 거의 모든

현대 창작곡에 사용되고 있다. 전폐음 B♭으로 시작되는 대금은 이론상으로 만이

아니라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을 통해 12음의 사용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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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새 연주법’이라는 용어의 범위도 설정하여 의미

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대금의 새로운 연주법은 ‘현대주법’, ‘특수주법’,

‘새 연주법’ 등의 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그 의미가 각기 비슷하면서도 다

르게 쓰여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금과 같은 가로로 부는 목관악기군인 플루트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현대음악 기법’을 ‘특수주법’이라 명명하고 특수주법의 용어설정과 범위

가 통일성 있게 다루어졌다.9) 플루트에서 특수주법은 20세기 이전의 플

루트 음악에서 볼 수 있었던 비브라토, 텅잉, 트릴 등을 제외한 20세기

이후 플루트 음악에 사용하기 시작한 주법들을 말한다. 즉 본격적인 현

대음악의 시대를 맞이한 이후(20c) 사용하게 된 ‘현대음악 기법’이 바로

‘특수주법’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현대음악의 출현이라는 명확한 시기

를 기준으로 특수주법과 일반주법이 나뉘어 구분이 명확하다.

대금에서의 ‘특수주법’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플루트와는 조금 다르다.

대금의 특수주법과 관련한 연구는 2004년 처음 진행되었는데 해당 연구

에서 김정승은 “일반적으로 특수주법이라 함은 아직 연주계에 일반화 되

지 않은 특수한 주법, 또는 전통적인 주법 이외의 새로운 주법을 가리키

는 용어로 해석된다.”라고 하였다.10) 이는 ‘특수주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 때문이다.

9) 임슬기, “20세기 플루트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2).

이인경, “플루트의 연주 기법에 관한 연구 : 20c에 나타난 특수 기법 중심으로” (서

울: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김미경, “플루트의 발달과정과 20세기 연주기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김선아, “플루트의 발달과정 및 현대적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7).

김혜민, “플루트의 현대적 연주법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숙영, “Flute의 현대 주법에 관한 연구: 윤이상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 수원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연화, “Flute의 구조적 변천과정과 연주기법 연구” (서울: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8).

정란희, “플루트의 발달과 현대 연주 기법에 관한 연구” (경기: 경원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11).

10) 김정승, “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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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화 되지 않은”것과 “보편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지 않은”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화 되고 보편적으로 변화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주법 범위에 들어있던 주법들 중

이전에는 ‘새로운’ 주법이라 여겨졌던 것이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익숙

한’ 주법이 되어 특수주법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

명하다. 또한 ‘특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보편’과 대치되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생소하지만 언젠가는 보편화가 될 ‘특수주법’이라

는 용어 자체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특수주법’을 ‘현대주법’으로

바꾸어 전통적인 주법 이외의 주법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생의 한 가운데>를 분석하는 방법은 선율구조와 현대주법 두 가지

로 분리하여 악장별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선율구조분석에서는 악장별로 분리한 후 단락별로 세분화하

여 분석한다. 출현음, 음조직, 악상기호, 선율구조에 나타난 현대주법 등

을 파악하고 이러한 선율구조 속에서 시와 작곡가의 텍스트가 어떤 형태

로 표현되는지도 살펴보겠다.

두 번째 현대주법에서는 악장별로 분리하여 출현하는 현대주법의 연

주법에 대해 고찰하겠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금의 현대주법11) 중 본

곡에서 사용되는 주법들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주하라는 것인

지를 살피겠다.

<생의 한 가운데>의 악보는 한 페이지가 4줄로 이루어진 가로로 보

p. 2.

11)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대주법은 텅잉(tonguing), 더블텅잉, 트리플텅잉, 플러터텅잉,

글리산도, 하모닉스(harmonics), 다음多音주법(multiphonics), 트릴(trill), 더블트릴

(double trill),트레몰로(tremolo), 다음주법 트릴(multiphonics trill), 트럼펫 암부슈어

(trumpet embouchure), 목소리(voice) 주법, 바람소리를 이용한 주법(airy sound),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주법(breath tonguing), 들숨과 날숨을 표현

하는 주법(inhale-exhale), 지공을 문지르며 연주하는 주법(rub hole), 속삭이듯 말

하는 주법, 발음을 섞어 연주하는 주법, 순환호흡, 비트박스와 결합한 주법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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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보인데 본고에서는 시각적 편리와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가로로

된 악보를 세로악보로 다시 편집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악보와 음원은 초연자인 김정승12)에게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사용하였고 초연에서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악보와 음원의 비교를

통해 실제 연주를 위한 제언도 덧붙이고자 한다.

12) 김정승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를 졸

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단원을 역

임하였다.

정농악회의 회원이고 한국현대음악앙상블(CMEK)의 창단멤버로 현재까지 활동 중

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http://www.karts.ac.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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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곡가 이찬해의 음악관

1. 이찬해의 작품세계

작곡가 이찬해는 한국여성작곡가회 회장과 연세대학교 교수 등을 역

임했으며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국제예술대학교 총장이다. 이찬해는 1945

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한국무용, 발레, 피아노 둥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을 접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진로를 작곡으로 정하여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했고 1964년에는 연세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하

였다. 이찬해는 자신의 창작에 없어서는 안될 세 가지 요소로 춤, 기독교

적 신앙, 한국의 전통음악을 꼽으며13) 국악기를 사용한 현대음악을 지속

적으로 작곡해왔다. 그의 창작에 있어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춤 중에서

도 한국 무용이다. 어린 시절 배운 한국 무용은 그의 작품세계에 큰 영

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들을 현대 음악에 어떻

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하였다. 그의 지

속적인 연구는 1990년대부터 국악기를 이용한 작품을 통해 실질적인 적

용이 시작되었다.

그의 국악기를 사용한 첫 번째 작품은 1995년 발표된 <정과 징>이다.

두 번째 곡으로는 1998년에 발표된 대금독주곡 <대금 솔로를 위한 천로

역정>이며 세 번째 곡 역시 대금독주곡으로 2000년에 발표된 <대금 솔

로를 위한 소릿길>이다.

1998년과 2000년에 발표한 대금독주곡 이후 판소리를 사용해 <판소리

와 실내악을 위한 황성으로>, <판소리 욥>이라는 작품을 2001년과 2002

년에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초창기 작품에 독주악기로 연달아

사용한 대금과 판소리가 여섯 번째 작품인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아

13) 최혜영,“이찬해의 개기일식 분석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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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곡 명

초연 날짜 및

장소
초연 공연

대 금

초연자

구

분

1

대금 솔로를 위

한 ‘천로역정

(The Progress

for Pilgrims)'

1998. 2. 25

도쿄 아트 센

터

Exchange

concert,

Ko rea · J apan ,

ACL · ISCM

홍종진

독

주

곡

2

대금 솔로를 위

한 소릿길

(Sorickkil)'

2000. 11. 15

국립국악원

우면당

새천년 맞이

국악작품연주회
김정승

독

주

곡

3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아서

2003. 4. 21

초암아트홀

세계여성음악제

폐막식
김정승

오

페

라

4

이중협주곡

‘대지의 자궁

(Womb

of Earth)'

2004. 10. 12

국립국악원

예악당

KBS

국악관현악단

제 146회

정기연주회

김정승

관

현

악

서>라는 곡을 통해 이중주로 작곡되었다.

대금을 활용한 이중협주곡으로는 <대지의 자궁>과 <대금과 플롯을

위한 물의 제전Ⅲ>도 작곡되었다. 이찬해는 2007년과 2010년에도 <생의

한 가운데>와 <대금 독주를 위한 숨>을 발표함으로서 본인의 작품에

있어 대금을 더욱 활용하였다.

<표 1>은 이찬해의 국악기를 사용한 작품 목록14) 중 대금을 사용한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이찬해 작품 중 국악기 대금을 사용한 작품 목록

14) 박수민, “이찬해 작곡 <해금독주를 위한 속죄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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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의 한 가운데 2007. 10. 19

김정승 대금

독주회

NONG 弄

김정승

독

주

곡

6

대금 독주를 위

한

‘숨’

2010. 9. 25

이찬해 판소리

다섯마당

시리즈 V

- 심청가

류근화

독

주

곡

7

대금과 플롯을

위한

‘물의 제전 Ⅲ’

˝ ˝ 류근화

중

주

곡

2. <생의 한 가운데> 작품개관

이찬해의 대금 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는 2007년 10월 19일 백석아

트홀에서 열린 김정승의 대금독주회를 통해 초연되었다.

<생의 한 가운데>는 Ⅰ.01815), Ⅱ.04216), Ⅲ.06017)의 3악장으로 나뉘어

져있고 각 악장에서 표현된 숫자의 의미는 본 곡이 초연되었던 당시의

팜플렛18)을 통해 나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Ⅰ악장 018 (내 나이 열하고 여덞이 되었을 때)

Ⅱ악장 042 (내 나이 사십하고 둘이었을 때)

Ⅲ악장 060 (내 나이 예순이었을 때)

15) 018은 Ⅰ악장의 제목으로 이하 Ⅰ악장으로 표기한다.

16) 042는 Ⅱ악장의 제목으로 이하 Ⅱ악장으로 표기한다.

17) 060은 Ⅲ악장의 제목으로 이하 Ⅲ악장으로 표기한다.

18) 2007년 10월 19일 백석아트홀, “김정승 대금 독주회 NONG 弄”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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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Was One-And-Twenty

―A. E. Houseman

When I was one-and-twenty

I heard a wise man say

“Give crowns and pounds and guineas

But not your heart away”

But I was one-and-twenty.

No use to talk to me...

“The heart out of the bosom

Was never given in vain

‘Tis paid with sighs a-plenty

각 악장마다 장영희19)의 『생일』20)과 『축복』21)에서 발췌한 3개의

시와 함께 작곡가 본인의 삶을 투영한 텍스트들도 적어두었다. 선행연구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곡가의 의도가 음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악장별 팜플렛에 제시된 시와 텍스트를 살펴보도

록하겠다.

Ⅰ악장의 시는 영국의 시인 A.E. Houseman의 “내 나이 스물하고 하

나였을 때”22)이다.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9) 장영희(1952년 9월 14일 ~ 2009년 5월 9일)는 수필가이자 번역가이며 영문학자이

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1975년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에 동대

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모교인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장영희의 대표적

인 저서로는 <생일>, <축복>,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등이 있다.

20) 장영희, 『생일 :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서울: 비채, 2006.

21) 장영희, 『축복 :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서울: 비채, 2006.

22) 장영희, 『생일 :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서울: 비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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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였을 때”

―A. E. Houseman

어느 현명한 사람이 말했지요.

“크라운, 파운드 기니는 다 주어도 네 마음만은 주지 말거라”

하지만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였으니

아무 소용없는 말이었지요.

“마음으로 주는 사랑은 늘 댓가를 치르는

그것은 한 많은 한숨과 끝없는 슬픔에 팔린단다”

지금 내 나이 스물하고 둘

아, 그건,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And sold for endless rue.”

And I am Two-and-twenty

And oh, ‘tis true, ‘tis true.

영문시를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Ⅰ악장에서 작곡가의 텍스트는 “스물한 살, 성년이면서도 아직은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고뇌에 차 있는 역설적

인 나이다. 내 나이 열하고 여덟이었을 때 역설적인 나의 모습이 여러

방향을 향해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튀었음을 본다.”이다.



- 20 -

오, 내 사랑도 6월에 갓 피어난

새빨간 장미 같아라.

오, 내 사랑은 곡조 따라

감미롭게 울리는 가락 같아라.

바다란 바다가 다 마를때까지, 내 사랑아

바위가 태양에 녹아 없어질 때까지

오, 그대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 사랑아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은.

Ⅱ악장의 시는 영국의 시인 Rober Burns의 “새빨간 장미”23)이다.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 my Luve's like a red, red rose,

That's newly sprung in June.

O my Luve's like the melodie

That's sweetly played in tune.

Till a' the seas gang dry, my dear,

And the rocks melt wi' the sun;

And I will luve thee still, my dear,

While the sands o' life shall run.

영미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Ⅱ악장에서 작곡가의 텍스트는 “내 몸에서 나의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 그들에게 물어본다. 엄마를 얼만큼 사랑해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하여튼 엄마보다 더(아이의 표현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한단다.)”이다.

23) 장영희, 『생일 :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서울: 비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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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Life is but an empty dream.

Life is real! Life is earnest!

And the grave is not its goal.

Trust no Future, however pleasant.

Let the dead Past bury its dead!

Act,—act in the living Present!

Let us, then, be up and doing,

With a heart for any fate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Learn to labor and to wait.

슬픈 가락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 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엇이든 하라.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Ⅲ악장은 미국의 시인 Henry Wadsworth Longefellow의 “인생찬가”

축복』24)이다.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영문시를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24) 장영희, 『축복 :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서울: 비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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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Ⅲ악장에서 작곡가의 텍스트는 “나도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

선을 다하면서 삶은 기다림이 있을 때 기쁘다는 것을 배우며 앞으로 한

발 한발 힘차게 내딛는다. 저 황홀한 것을 향해.”이다.

<생의 한 가운데>의 템포를 각 악장별로 살펴보면 Ⅰ악장은 Tempo

Rubato, Ⅱ악장은 ♩= 60, Ⅲ악장은 ♩= ca . 20으로 제시되어있다. Ⅰ악

장과 Ⅱ악장은 마디의 구분이 없고 Ⅲ악장은 다양한 박자표와 마디의 구

분이 되어있다. Ⅲ악장은 악보에 대략적인 템포와 박자표를 제시해두었

지만 음원을 통해 일정한 박자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악장에서 선율과 현대주법 중 주를 이루는 구조의 전

환과 악상기호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분석하겠다.

Ⅰ악장은 선율과 현대주법 중 중심을 이루는 구조가 명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면 7개의 단락이 된다. Ⅱ악장은 거시적으로 Ⅰ악

장과 같이 선율과 현대주법 중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단락을 나눈다. 미

시적으로는 각각의 현대주법이 주는 효과가 곡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때

문에 다른 종류의 현대주법이 시작하는 것도 기준으로 삼겠다. 이러한

기준으로 Ⅱ악장은 9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Ⅲ악장은 Ⅰ, Ⅱ악장과 같이

선율과 현대주법 중 중심을 이루는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미시적으로는

선율의 진행이 전환될 때 Ⅲ악장의 흐름도 변화하므로 기준으로 삼겠다.

이를 기준으로 Ⅲ악장은 9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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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Ⅰ.018 Ⅱ.042 Ⅲ.060

단락 7 9 9

템포 Tempo Rubato ♩= 60 ♩= ca . 20

<표 2> <생의 한 가운데>의 악곡 구조

3. <생의 한 가운데> 현대주법

본 곡에서 현대주법은 다양한 종류로 지속적인 출현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분석에 앞서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첫 번째 현대주법은 트릴인데 2도 차이 나는 음 사이를 빠르게 전환

하는 주법으로 tr로 표기된다. 두 번째, 다음(多音)주법(multiphonics)은

출현하는 음에 따라 취법, 운지법 등을 활용해 한 운지에서 기보되어있

는 두 개 이상의 음을 내는 주법이다. 대금에서의 다음주법은 2000년 현

대음악앙상블 연주회 중 ‘직관의 음악 시리즈’에서 김정승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25) 선행연구26)를 통해 이영자 작곡의 <나비의 연가Ⅲ>와

이찬해 작곡의 <대금독주를 위한 숨>에서도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나비의 연가 Ⅲ>에서 다음주법은 몇 가지 음을 제시해 둔 상태에서 연

주자의 해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대금독주를

위한 숨>에서는 전통주법 중 ‘꺾어 내리는’ 육자배기선법을 함께 사용하

는 것이 특징적이였다.

25) 김정승, “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p. 4.

26) 유경은, “이영자 작곡 <나비의 연가Ⅲ>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3).

이아람, “이찬해 작곡 <대금 독주를 위한 숨> 분석 연구 : 곽씨 부인 죽는 대목의

서사구조와 대금주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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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breath tonguing주법은 바람소리와 제소리27)를 오가며 텅잉

하는 주법으로 본 곡에서 b.t로 표기되어있다. 네 번째, 글리산도

(glissando)는 전통주법 중 퇴·추성을 구사하듯 취구를 조절하면서 지공

을 미끄러지듯 막거나 열어줌으로써 소리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 올

리거나 내리는 주법이다. 다섯 번째,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주법

은 음을 지속하며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rrr' 발음으로 빠르게 굴려 떨

림을 만들어내는 주법으로 flutter로 표기되어있다. 여섯 번째, 목소리

(Voice)주법은 기보되어있는 음 중 아래의 음을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음은 대금을 연주하는 주법이다. 일곱 번째, 하모닉스

(harmonics)주법은 오버블로잉을 통해 얻은 배음을 뜻하며 대금에서는

저취·평취·역취 등 취법의 전환을 통해 배음을 얻는 주법이다. 여덟 번

째, 더블트릴(double trill)은 두 지공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트릴 주법으

로 본 곡에서는 t.t로 표기되어있다. 아홉 번째 밴딩(bending)주법은 음

을 전통적인 주법인 추성이나 퇴성처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주법으

로 본 곡에서는 bending으로 표기되어있다.

27) 제소리란 원래의 대금소리를 뜻하며 바람소리는 제소리보다 취구를 제치고 공기를

취구밖으로 많이 내보낼 때 나는 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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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율구조 및 현대주법 분석

1. 선율구조분석

1) Ⅰ악장 선율구조분석

Ⅰ악장과 관련된 시의 제목과 내용 속에서는 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시에서는 21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작곡가는 성인이

되기 전 18살의 본인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시를 통해 작곡가가 음악으

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본인의 18살 인생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Ⅰ악장의 제목이 <Ⅰ. 018>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악보 1>을 통

해 선율구조의 진행에서 현대주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음역와 중음역을 넘나드는 트릴을 사용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시

작한다. 이후 지속적인 다음多音주법(multiphonics)28)을 사용하여 첫 번

째 단락을 마무리한다. <악보 1>의 셈여림은 fff에서 갑자기 ppp로 표현

되거나, ppppp에서 ffff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범위를 폭넓게 하여

반복되는 현대주법들을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악보 1> Ⅰ악장 첫 번째 단락

28) 이하 다음주법(multiph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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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중 A의 선율이 2도에서 11도까지 도약하고 있다. 또한 A의

내부 중 네 번째 프레이즈에서 순차적으로는 점차 넓어지는 도약진행이

지만 홀수와 짝수의 음들로 묶어서 봤을 때는 각각 2도로 순차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번째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선율의 구조를 세

밀하게 살펴보면 F5-B4, B4-G♭5, G♭5-A4, A4-A♭5, A♭5-G4, G4-B♭5,

B♭5-F4로 진행될 때 감5도, 감6도, 감7도, 감8도, 단9도, 단10도, 완전11

도로 음정 간의 거리가 순차적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플러

터 텅잉(flutter-tonguing)-ord-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 이후 poco

accell29)악상기호와 함께 <악보 3>에서 반대의 순차적 진행으로 나타난

다.

<악보 3>은 현대주법 없이 선율과 악상기호로 구조가 형성되며 <악

보 2>의 A가 반대로 뒤집혀 A`의 형태가 나타난다. 선율구조 중간부터

는 a tempo와 페르마타를 제시하여 앞서 도약하는 선율구조와는 다른

리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셈여림은 f에서 cresc 되어 fff로 가는 자

연스러운 수준의 음량조절을 제시하고 있다.

<악보 2> Ⅰ악장 두 번째 단락

29) 조금씩 빨라지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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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Ⅰ악장 세 번째 단락

<악보 4>는 <악보 3>과 여러 방면에서 대조적으로 진행된다.

<악보 4>는 선율구조로 진행됐던 <악보 3>과 달리 somewhat faste

r30)의 악상기호로 시작해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주법

(breath-tonguing)이 모든 음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네 번째 단락을

형성한다.

현대주법 중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breath-tonguing)

주법은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음색과 표현 모두 지속적으로 끊어지고 통

통 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악보 4>에서는 이러한 주법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다. 셈여림은 fff에서 decresc되어 ppp로

가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fffff이상의 세기를 요구하기도 하여

갑작스럽고 격차가 큰 다이내믹으로 진행된다.

<악보 4>는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breath-tonguing)

주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격차가 큰 다이내믹을 사용하여 그 효

과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는 <악보 3>과는 대조적인 흐름을 형성하여

작곡가가 팜플렛에서 언급한 “고뇌에 차있다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0) 다소 빠르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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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Ⅰ악장 네 번째 단락

<악보 5>의 다섯 번째 단락은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

는 주법(breath-tonguing)주법31)과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 글리

산도와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의 사용이 복합적인 특징으로 나타

난다. <악보 5>에서는 <악보 4>에서 사용된 breath tonguing 주법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과 글리산도의

출현으로 breath tonguing 주법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

다. 분위기의 전환은 현대주법의 변형뿐만 아니라 셈여림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악보 5>의 중반부까지는 f이상의 세기로 진행되던 셈여

림이 중반부 이후에는 급작스럽게 ppp로 바뀌며 p이하의 세기로 진행된

다.

<악보 5> Ⅰ악장 다섯 번째 단락

31) 이하 breath tonguing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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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은 목소리 주법과 함께 선율구조로 진행된다. 이때 가장 주

목해야할 점은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있는 구조이다. <악보 6>

에서 반음정의 진행은 상 · 하행으로 도약하는 선율을 기준으로 앞과 뒤

에 배치되어있다. 두 개의 반음정 구조에서 진행하는 음은 다르지만 진

행되는 음들의 간격이 단2도, 감1도, 단2도, 감1도. 단2도로 같다. 이러한

음들의 간격은 본 곡에서 지속적인 출현을 보이므로 <2 · 1 · 2 · 1 ·

2>의 구조로 설정해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악보 6> Ⅰ악장 여섯 번째 단락

<악보 7>은 <악보 4>와 같이 breath tonguing 주법이 지속적으로 출

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악보 7>을 보면 alternate between two note

s32)의 악상기호를 제시함으로써 breath tonguing 주법이 화성적 진행으

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7>에서 breath tonguing 주법은

alternate between two notes를 통해 후반부로 갈수록 연주해야하는 음

이 3개에서 6개까지 늘어나며 더욱 확장되고 복잡해지며 Ⅰ악장을 마무

리한다.

alternate between two notes이후 연주하는 breath tonguing 주법 중

마지막 6개의 음을 내는 주법은 음원에서 F6의 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

32) 동시에 2개이상의 음이 출현하는데 나오는 음을 바탕으로 연주자가 자유롭게 음을

선택해 번갈아가며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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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breath tonguing 주법의 음들이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을 사용

해 진행되야하는데 주법을 구사하기 위해 변화되는 취법과 운지의 빠르

기가 곡이 진행되는 빠르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인듯하다. 이러한 경우

빠르게 상행하고 하행 진행이 가능한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의 음을 작곡

가와 연주자의 논의를 통해 제시되어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악보 7> Ⅰ악장 일곱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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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여림

sub.

ppp

pp

sub.

ppp
ppppp ppp pp p mp mf f ff fff fffff sfffz

출현횟수 1 1 2 9 9 18 7 6 12 12 17 11 1

Ⅰ악장에 출현하는 셈여림을 살펴보면 셈여림이 음악을 형성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진다. Ⅰ악장의 셈여림은 sub.ppppp를

포함해 ppppp에서부터 sfffz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기보되어있으며 총

106번 사용되었다. 다음 <표 3>은 Ⅰ악장에서 출현하고 있는 셈여림의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Ⅰ악장에 출현하는 셈여림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Ⅰ악장 7개의 단락 안에서 다양한 종류

의 셈여림이 빈번하게 사용되며 음량에 대한 지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주

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셈여림을 사용하는 것은 20c이후 현대음

악에서 자주 출현하는 경향이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던 pp-p-mp-mf-f-ff

에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확장된 셈여림을 표현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 연습할 필요가 있다. 셈여림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pp에서 p의

순서로 나오면 무리없이 연주가 가능하지만 본 곡에서처럼 ppp에서 fff,

fff에서 ppp 등의 세기변화가 요구될 때는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음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셈여림은 작곡가가 그 세기를 하나하나 측

정해가며 요구했다기보다 그만큼의 효과를 내달라는 의미일텐데 효과에

대한 표출은 오로지 연주자의 기량에 달렸고 그 연주자가 어느 정도의

셈여림 범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음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음악과 같이 셈여림의 굴곡이 심한 곡의 경우 연주자들은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있어야 정확한 셈여림 표현이 가능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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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악장 선율구조분석

거친 청소년기를 표현하기위해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Ⅰ악장과 달리

40대의 엄마가 된 모습을 표현하는 Ⅱ악장의 시작은 목소리(voice)주법

과 셋잇단음표를 통해 푸근함을 의도하였다.

<악보 8>은 목소리주법의 출현을 시작으로 대금의 연주가 얹혀지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때 대금으로 연주하는 선율구조는 제한적인 출현음

을 사용하고 음의 간격을 넓지 않게 사용하여 목소리 주법과 매끄럽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8>에서 목소리 주법 위에 연주되는 대

금의 출현음은 F4, B♭4, E♭5, F5로 제한된 음을 사용해 목소리주법에서

의도하는 푸근함에 효과를 더했다.

악보와 음원에서 목소리주법은 차이가 있었다. 악보에는 목소리 주법

의 음정이 E♭4를 유지하다 B♭3으로 바뀌고 다시 E♭4를 유지하게 제시

되어있다. 음원에서 초연자는 E♭4를 유지하다 B♭3으로 악보와 같이 변

경하지만 다시 E♭4로 변경하지 않고 B♭3을 유지하여 주법을 마무리한

다.

<악보 8> Ⅱ악장 첫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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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는 현대주법의 출현없이 선율구조로만 진행된다. 앞서 Ⅰ악

장의 <악보 6>에서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있는 구조를 <2 · 1 ·

2 · 1 · 2>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악보 9>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악보 6>과 <악보 9>를 통해 <2 · 1 · 2 · 1 · 2>의 구조는 현대주법

이 없는 선율구조로 진행될 때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 1 · 2 · 1 · 2>의 구조는 아니지만 <2 · 1 · 2 · 1 · 2> 구조

뒤에 나타나는 선율 또한 A5에서 F5까지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부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악보 9> Ⅱ악장 두 번째 단락

<악보 10>은 목소리주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현대주법중심의 진

행으로 바뀐다. 목소리주법은 E♭5 음정으로 <악보 10>의 끝까지 유지되

고 대금의 선율은 반복되는 구간없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목소리주법과 대금선율을 동시에 연주할 때는 하나의 대금선율을 불

때보다 호흡의 양이 더 소비된다. 목소리 주법이 출현한 <악보 8>과 비

교해보면 대금선율의 길이와 음계의 간격이 <악보 10>에서 더 길고 넓

어졌기 때문에 연주자는 연습을 통해 목소리 주법의 호흡량을 잘 분배하

거나 숨표를 설정하여 연주해야한다.

음원에서 초연자는 목소리주법 중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 숨표를 설정

하였다. 목소리 주법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성부의 합창 악보를 보듯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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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데 목소리 주법과 대금선율이 각각의 다른 음정을 낼 수 있도록

유의하여 연주해야한다.

<악보 10> Ⅱ악장 세 번째 단락

<악보 11>은 <악보 10>부터 진행되어오던 목소리 주법을 연결하여

연주하게 되어있지만 실제 음원에서는 악보와 차이가 있었다. 음원에서

초연자는 <악보 11>의 목소리 주법을 표현하지 않고 <악보 10>에서 주

법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악보 11>은 현대주법이 출현하지 않는 선

율구조중심으로 진행된다.

<악보 11>의 선율구조에서도 <악보 6>과 <악보 9>에서 주시했던

<2 · 1 · 2 · 1 · 2>의 구조가 출현한다. 앞서 <악보 6>과 <악보 9>에

서 출현한 <2 · 1 · 2 · 1 · 2>의 구조는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하행하는

진행인데 <악보 11>은 <2 · 1 · 2 · 1 · 2>의 구조가 상행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33) 이아람, “이찬해 작곡 <대금 독주를 위한 숨> 분석 연구 : 곽씨 부인 죽는 대목의

서사구조와 대금주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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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Ⅱ악장 네 번째 단락

Ⅱ악장 다섯 번째 단락인 <악보 12>는 선율구조와 주법들이 주고받

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연주를 연결해서 이어가므로 마치 한 프레이즈처

럼 표현되는 구조이다. 이때 선율구조에서 출현하는 음은 제한적으로 사

용된다.

첫 시작음에서부터 8분 쉼표까지의 출현하는 음을 나열하면 E♭4-A♭

4-꾸밈음E♭5-E♭6-B♭4-F5의 순서이다. 한 옥타브로 출현음을 정리하면

E♭, F, A♭, B♭으로 네 개의 음이 사용된다. 8분 쉼표 이후 두 번째 8분

쉼표까지 진행되는 전체 출현음은 F5-A♭5-B♭5-F6-꾸밈음B♭5-E♭6-B♭

으로 한 옥타브로 출현음을 정리하면 E♭, F, A♭, B♭으로 앞서 진행된

선율구조와 같은 음들이 사용된다.

이후 선율이 상행하는 구조로 진행하여 B♭5의 첫 번째 트릴까지 도달

하고 다시 글리산도를 통해 저음역인 E♭4로 하행한다. 하행하는 E♭4부

터 다시 상행하는 선율구조로 두 번째 고음역의 트릴까지 도달하는데 이

때, 상행하는 선율구조에서 앞서 첫 번째 트릴로 상행하는 선율구조가

부분적으로 재출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악보 12>는 트릴까지 상행하는 선율구조가 글리산도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배치됨으로써 한 프레이즈처럼 표현되는 것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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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Ⅱ악장 다섯 번째 단락

<악보 13>에서 9:8은 원래는 8개가 한 박이지만 9개의 음계를 연주하

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악상기호는 32분음표로 하행하는 선율구조와 상

행하는 선율구조에 각각 사용되어 빠른 패시지를 유도한다. 이후 <악보

12>에서 사용된 E♭, F, A, B♭네 개의 출현음이 재배치된 형태로 출현

한다.

<악보 13>의 후반부에 현대주법은 3번의 글리산도와 1번의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으로 밀집되어있는데 과감하게 사용하지않고 셈여

림 mp과 짧게 사용해 등장에 의미를 두었다.

<악보 13> Ⅱ악장 여섯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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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는 E♭4 음이 밀집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E♭4

음에 5 : 4와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여 리듬을 변화시킨다. 각각의 변화된

리듬은 붙임줄과 꾸밈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하나의 선율로 <악보

14>의 처음부터 B♭5까지 매끄럽게 상행하는 효과를 준다.

<악보 14> Ⅱ악장 일곱 번째 단락

<악보 15>는 <악보 14>와 마찬가지로 셋잇단음표를 활발히 사용하

였다. 또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붙임줄을 사용해 각각의 리듬이 하

나의 선율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특징도 보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2 ·

1 · 2 · 1 · 2> 구조를 거쳐 다음주법트릴34)까지 도달한다. 잇단음표와

붙임줄의 사용으로 얻는 효과는 <악보 14>와 같았지만 <악보 15>에서

는 셋잇단음표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34) 다음주법을 구사하는 운지 중 한 손가락을 움직여 음색에 변화를 주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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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Ⅱ악장 여덟 번째 단락

Ⅱ악장의 마지막 단락인 <악보 16>에 출현하는 첫 번째 다음주법은

B♭3-C4-F4의 3화음 구조로 시작하는데 음의 간격은 장9도-완전4도이

다.

두 번째 다음주법의 경우 B♭3-C4-B♭5로 첫 번째 다음주법에서 3번째

음정만 바뀌어 음의 간격이 장9도-단7도이다. 세 번째 다음주법은 B♭

3-C4-B♭5-E♭6으로 음의 간격은 장9도-단7-감4도이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다음주법을 종합해보면 장9도를 기본으로

완전4도, 단7도, 감4도로 쌓이는 구조이다. 다음주법을 구사할 때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음의 간격을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연주해야한다.

<악보 16>에서 음의 진행이 쌓이는 구조로 진행되는 다음주법은 셋

잇단음표의 F6까지 자연스러운 상행을 이끌어내고 곡의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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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여림 pp p mp mf f ff fff ffff

출현횟수 3 22 27 29 8 1 1 1

F6의 고음역에서는 트릴과 글리산도가 짧은 시간동안 번갈아가며 표

현하는데 셈여림은 p이지만 주법의 효과로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시켜

순간적인 폭발을 보이고 있다. 이후 하행하는 글리산도를 통해 저음역인

E♭4로 급격히 하행하여 종지느낌을 들게한다.

<악보 16>은 Ⅱ악장의 단락들 가운데 현대주법이 가장 밀집된 구조

로 출현하고 있으며 표현 또한 가장 화려하며 극대화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악보 16> Ⅱ악장 아홉 번째 단락

Ⅰ악장과 Ⅱ악장의 텍스트에서 의미하는 나이가 다르듯이 각 악장에

서 선율구조와 현대주법을 통해 표현하고자하는 의도 또한 대조적이다.

이는 셈여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Ⅰ악장에서의 셈여림은 ppp에서

fff, fff에서 ppp 등의 진행을 보이며 음의 세기가 급작스럽게 변동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Ⅱ악장의 셈여림은 대체적으로 mp와 mf의 사용

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음 <표 4>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 Ⅱ악장에 출현하는 셈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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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악장에 출현하고 있는 셈여림은 총 91번이며 이 중 mp와 mf의 출

현이 절반 넘게 사용된다. Ⅰ악장에서는 셈여림을 폭넓게 사용하고 f이

상의 크기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Ⅱ악장에서는 f이

상의 크기가 극소수로 사용되고 p에서 mf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셈여림의 쓰임이 역동적인 청소년기를 표현하기위해 사용된 Ⅰ악장

과 달리 Ⅱ악장에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기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3) Ⅲ악장 선율구조분석

Ⅲ악장의 시작은 Ⅰ, Ⅱ악장에 비해 선율 및 주법이 확연히 줄어든 구

조로 진행된다. E♭4인 저음역이 <악보 17>의 시작부터 단락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저음역으로써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서정적인 느낌

을 주고 있다. 목소리 주법과 대금이 연주하는 음정은 완전5도의 간격으

로 진행되고 있다.

<악보 17> Ⅲ악장 첫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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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은 하모닉스(harmonics)주법과 더블 트릴, 반음정이 배열되

어있는 선율구조가 특징을 보인다.

본 곡에서 하모닉스의 주법은 빠르지 않은 박자와 pp, p, mp 등의 셈

여림과 함께 편안하면서도 신비로운 효과의 음색으로 사용됐다. 이후 더

블트릴이 출현하면서 화려한 분위기로 전환된다. 첫 번째 더블트릴 이후

선율구조가 짧게 진행되며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된다.

두 번째 더블트릴이 출현하며 또다시 화려하면서도 몰아가는 분위기

로 전환되는데 두 번째 더블트릴이 끝나면 바로 쉬어가는 듯한 선율구조

가 진행되며 반복적인 패턴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악보 18>은 더블트

릴이 중심이 되어 더블트릴이 시작되면 화려하면서도 몰아가는 분위기로

유지되고, 선율구조가 시작되면 한 템포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되

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는 Ⅲ악장의 주요한 표현구조일 수 있

기 때문에 이후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악보 18> Ⅲ악장 두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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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의 초반은 바람소리를 이용한 주법이 구체적인 음정과 함

께 연주된다. 대금에서의 바람소리를 이용한 주법은 내보내는 입김의 절

반을 취구 밖으로 내보내서 얻을 수 있는 주법이다. 본 곡에서는 제시되

어있는 음을 거친 바람소리와 함께 운지를 하면서 연주하는 선율구조의

진행으로 사용됐다.

바람소리를 이용한 주법의 선율이 끝나면 F4의 트릴과 G4의 트릴은

빠른 진행으로 번갈아가며 연주되는데 마치 더블트릴에 가깝게 효과를

낸다.

트릴은 4마디 가까이 진행되는데 트릴이 끝나면 바로 B♭3음정이 두

마디 가까이 유지되면서 앞서 <악보 18>에서 반복적으로 보인 ‘화려한

트릴이후 쉬어가는 듯한 선율구조’의 패턴이 <악보 19>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이후 B♭5에서 밴딩 노트(bending note)가 제시되는데 밴딩

(bending)주법에서 특정 음정을 지목하기위해 제시된 악상기호로 보인

다. 음원을 통해 B♭5음정에서의 밴딩 노트(bending note)는 B5로 끌어올

리는 주법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밴딩 노트(bending note)이후 하행하는 빠른 패시지가 연주되고 B♭5

의 트릴이 진행된다. B♭5트릴이후 앞서 연주된 하행하는 빠른 패시지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여기까지 <악보 19>의 중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악보 18>의 ‘화려

한 트릴이후 쉬어가는 듯한 선율구조’의 패턴이 확장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악보 19>에서는 <악보 18>의 더블트릴이 트릴로 표현되었

지만 그 길이가 확장되었고 짧은 선율구조는 빠른 패시지의 선율구조로

밀도있게 출현하였다.

<악보 19>의 후반부는 하행하는 선율과 상행하는 선율의 진행이 번

갈아 나오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선율구조 중 가장 긴 형태를 보이고 있

다. 하행하는 선율구조 중 가장 낮게 도달하는 음이 B♭3인데 이때 트릴

주법이 짧게 제시된다. B♭3의 짧은 트릴 연주 후 상행하는 반음정의 구

조가 진행되고 B♭5의 음에서 짧은 트릴이 다시 연주된다. 앞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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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E♭5의 짧은 트릴 연주 후 다시 상행하는 반음정의 선율구조가 진

행되고 가장 높게 도달하는 음인 A♭5의 트릴을 연주한 뒤 바람소리를

이용한 주법으로 짧은 선율을 연주하고 마무리한다. 짧은 트릴은 <악보

19>에서 가장 낮은 음인 B♭3, B♭3의 완전 4도 윗음인 E♭5, E♭5의 완전

4도 윗음인 A♭5로 완전 4도의 간격으로 총 3번 출연한다.

<악보 19>의 후반부 역시 Ⅲ악장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트

릴-선율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때 선율구조는 반음정이 계단식

으로 상행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출현한다. 결과적으로 <악보 19>는

‘트릴-선율구조’가 주를 이루어 전개된다.

<악보 19> Ⅲ악장 세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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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에서는 Ⅲ악장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있는 ‘트릴-선율구

조’가 더블트릴의 형태로 Ⅲ악장 중 가장 긴 구간으로 출현하고 있다.

Ⅲ악장에서 출현하던 트릴·더블트릴의 대부분이 cresc와 함께 제시되

었지만 <악보 20>에서는 악상기호 sempre35)와 함께 pp와 ppp를 유지하

는 셈여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악보 20>의 더블트

릴 이후 Ⅲ악장에서 트릴·더블트릴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데 이는 트

릴이 주는 작곡가의 의도 ‘황홀경’ 혹은 ‘절정’이 Ⅲ악장 네 번째 단락에

서 소멸하는 의도로 추측할 수 있다.

<악보 20> Ⅲ악장 네 번째 단락

<악보 21>은 선율구조로 시작하여 B♭5의 음이 긴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B♭5음은 6마디 이상 연주되며 전반적으로 셋잇단음표와 함께

35)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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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c되어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으로 강하게 종지한다.

이후 somewhat freely36)로 선율구조가 시작된다. C4 음으로 시작한

선율구조는 대부분 잇단음표와 함께 진행되는데 각각의 잇단음표 안에서

부분적으로 상행하는 반음정이 진행되며 F6의 음까지 도달한다.

C4에서 F6까지 3마디에 걸쳐 차근차근 상행하는데 이는 작곡가가 의

도한 ‘최선을 다하며..앞으로 한발 한발 내딛는다.’를 적절히 표현한 것으

로 보인다.

<악보 21> Ⅲ악장 다섯 번째 단락

<악보 22>는 밴딩(bending)주법과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의 교

차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밴딩(bending)주법은 음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두 가지 의미가

36) 약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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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때문에 처음 악보를 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효과를 목적으로 구

사해야하는지 연주해석에 있어 혼돈의 가능성이 있는데 sliding up 혹은

sliding down과 같은 조금 더 명확한 기보가 있다면 혼돈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악보 22>의 밴딩(bending)주법은 음원을 통해 음을 끌어 올리는 효

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밴딩(bending)주법을 해야하는 음과

직전 음의 간격이 넓지 않아도 밴딩(bending)주법을 통해 도약하는 듯

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밴딩(bending)주법 사이에 짧고 빠른 반음

정의 구조가 진행되는데 이는 선율구조에서 음의 간격을 좁게 사용해 밴

딩(bending)주법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준다.

<악보 22> Ⅲ악장 여섯 번째 단락

<악보 23>은 반음정으로 진행되는 선율구조 이후 지속적인 동일음의

출현과 빠른 패시지의 선율구조가 교차로 진행된다. 특히 빠른 패시지의

선율구조가 동일음의 출현구조에 비해 길게 연주됨으로써 쉼없이 달려가

는 듯한 흐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곡가의 텍스트 중 ‘나도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서..’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자

리에서’는 반음정으로 진행되는 선율구조와 붙임줄을 사용함으로써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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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고 ‘최선을 다하면서’는 빠른 패시지를 잇단 음표와 함께 연주하며

적절히 표현하였다.

<악보 23> Ⅲ악장 여섯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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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에서 빠른 패시지로 달려오던 흐름은 <악보 24>의 밴딩(

bending)주법이 출현하며 일시적으로 멈추는 듯한 흐름으로 제어된다.

또한 E♭5의 음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밴딩(bending)주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멈추는 듯한 흐름을 유지시킨다.

<악보 24>는 <악보 23>과 전반적으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다. <악

보 23>에서 빠른 패시지를 사용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텍스트를 구체

화 시켰다면 <악보 24>에서는 밴딩(bending)주법과 동일음을 사용하여

‘삶은 기다림이 있을 때..’의 텍스트를 구체화 시켰다.

<악보 24> Ⅲ악장 여덟 번째 단락

<악보 25>는 다시 빠른 패시지로 전환되어 달려가는 흐름으로 진행

된다. 빠른 패시지 이후 piu mosso37)로 흐름에 더욱 가속도가 붙어 셋

잇단음표와 함께 반음정이 상행하는 선율구조로 경쾌한 리듬이 부여된

다.

경쾌한 리듬은 페르마타가 출현하는 직전 마디에서 빠른 패시지로 전

환되어 페르마타 전까지 상행하는 선율구조로 진행된다. 페르마타까지

37) 더욱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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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하는 선율구조는 F5에서 F6 사이의 음들이 모두 출현하는데 이는

<2 · 1 · 2 · 1 · 2>의 확장된 선율구조로 볼 수 있다. <2 · 1 · 2 · 1 ·

2>의 확장된 선율구조는 셈여림 f에서 ppp로 decresc되며 페르마타의

음들이 멀어지듯 사라지게 표현된다.

<악보 25> Ⅲ악장 아홉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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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여림 sfp pppp ppp pp p mp mf f ff sfz

출현횟수 2 1 2 11 36 50 69 34 11 4

Ⅲ악장에 출현하고 있는 셈여림은 총 220번으로 이중 1/3이 대금의 현

대주법과 함께 사용된다. Ⅲ악장에 출현하고 있는 셈여림은 <표 5>와

같다.

<표 5> Ⅲ악장에 출현하는 셈여림

Ⅲ악장은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mp-mf-f 구간의 셈여림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셈여림 중 ff이상은 출현하지 않았는데 Ⅰ악장에서

fffff, Ⅱ악장에서 ffff까지 출현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Ⅲ악장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나이가 60대인 것을 감안한 셈여림의 배치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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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선율구조를 분석한 결과 Ⅰ악장은 두 번째 단락에서 순차적으로 도약

하는 A가 세 번째 단락에서 정반대인 A`의 형태로 나타난다.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에서 음의 간격이 단2도, 감1도, 단2도, 감1도, 단2도로

출현하는 것을 <2 · 1 · 2 · 1 · 2>의 구조로 설정한 바 있는데 <2 · 1

· 2 · 1 · 2> 구조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선율구조에

서 악상기호와 셈여림, 현대주법이 표현의 구체화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주법의 빈번한 사용은 현대주법이 선율의 보

조적 역할이 아니라 음악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Ⅱ악장은 <2 · 1 · 2 · 1 · 2>의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있는

구조, 제한적인 출현음 사용, 크게 도약하지 않은 상 · 하행 선율구조 등

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3악장 가운데 <2 · 1 · 2 · 1 · 2>의

구조가 가장 많이 출현하며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Ⅲ악장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작곡가가 의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가고 기다리며 인생의 황홀함을 맞이하는 것을 두 가지의 특징으로 표현

했다. 첫 번째는 트릴과 선율구조의 교차진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작곡

가가 의도한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다림을 배울 줄 아는’ 텍스트를 구체

화하였고 더블트릴을 통해 ‘황홀경’까지 치솟는 것을 구체화하였다. 두

번째는 Ⅲ악장의 후반부로 볼 수 있는 <악보 22>부터 E♭6의 사용을 빈

번하게 하여 인생의 절정을 향해가는 표현을 의도했다. 마지막 단락인

<악보 25>는 빠른 패시지 진행에서 셈여림과 페르마타를 사용해 무언가

를 향해 사라져가는, 황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연

상되게 표현하였다.

모든 악장에서 <2 · 1 · 2 · 1 · 2>의 구조를 포함하여 반음정이 배

열되어 있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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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주법 분석

1) Ⅰ악장 현대주법

Ⅰ악장에서 출현하는 현대주법은 글리산도, 목소리(voice)주법, 다음주

법(multiphonics), breath-tonguing주법,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주

법, 트릴 이다.

출현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breath tonguing주법인데 바람소리와 제소

리를 오가며 텅잉하는 주법으로 악보에는 b.t로 표기되어있다. 바람소리

와 제소리를 오간다고해서 인위적인 교차로 주법을 구사하기보다는 취구

안보다 밖으로 공기의 양을 많이 내보내면 자연적으로 바람소리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턱을 이용해 취구의 각도를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바

람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Ⅰ악장에서 breath tonguing 주법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그 흐름은

음색적으로 거칠며 통통 튀는 듯한 진행을 보인다. 특히 <악보 26>과

<악보 27>은 breath tonguing 주법이 단락을 형성할 만큼 밀집된 구조

로 출현한다. <악보 27>은 alternate between two notes38)의 악상기호

가 중반부부터 제시되어 후반부에 연주해야하는 음이 6개까지 늘어나 더

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진행은 작곡가의 ‘여러 방향을 향해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튀었음을 본다.’는 텍스트가 breath tonguing 주법의

음색적인 변화를 통해 작품에서 구체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동시에 2개이상의 음이 출현하는데 나오는 음을 바탕으로 연주자가 자유롭게 음을

선택해 번갈아가며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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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Ⅰ악장 네 번째 단락 breath tonguing 주법

<악보 27> Ⅰ악장 일곱 번째 단락 breath tonguing 주법

Ⅰ악장의 음색적인 변화는 breath tonguing 주법 외에도 트릴과 다음

주법,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첫 번째 단

락은 트릴과 다음주법이 밀집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트릴로 시작하여

다음주법으로 넘어간 후 끝까지 지속된다. <악보 28>의 트릴은 고음역

인 F6(●★◯●●●)39)과 중음역인 E♭5(●●★◯◯◯)를 각각 트릴하며

두 음 사이를 넘나들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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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의 현대주법은 작곡가가 제시한 주법을 유지해야하는 시간

과 실제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트릴에서 작곡가가 제시한 유

지시간은 약 10초였지만 실제음원에선 이보다 짧은 약 7초정도였다. 이

는 고음역과 중음역에서 빠른 교대로 트릴을 하며 10초가량 유지하는데

호흡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셈여림의 범위가 크지 않게 사용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셈여림 fff로 시작하는 트릴을 fffff까지 cresc시키는

것은 호흡의 양을 조절한다고 하여도 10초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생긴

다. 이러한 경우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 연주자의 호흡까지 고려한다면

연주자가 유지시간을 표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악보 28> Ⅰ악장 첫 번째 단락

<악보 28>에서 트릴이 끝나고 B♭3 음의 출현 후 다음주법이 시작된

다. 다음주법의 운지는 국립국악원 누리집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중 대금의 배음과 다음주법도표40)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는데 이는

<표 7>과 같다.

39) ★은 트릴을 하는 지공이다.

40)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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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순서 출현음 운지법

1 A♭4/G5/E♭6 ◯●●◯◯●

2 F4/E5 ●●◯●●◯

3 E♭4/D5/B♭5 ●●●◯●●

<표 6> Ⅰ악장 첫 번째 단락 다음주법 운지법

다음주법도표를 통해 <표 6> 중 첫 번째 다음주법을 연주할 수 있는

운지는 두 개의 경우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한 개는 <표 6>에 제시한

운지이고 다른 한 개는 (◯●●◯◯◐)41) 운지이다. (◯●●◯◯◐)운지

는 반규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

●◯◯●)운지가 효과적이다. 두 번째 다음주법 역시 (●●◯●◐●)운지

의 선택권이 있었지만 반규법을 포함하고 있고 앞서 표기된 첫 번째 다

음주법에 이어 연주하기에는 (●●◯●●◯)운지가 편안하다. 세 번째

다음주법의 경우 다른 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표 6>의 운지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음주법도표는 각 운지마다 난이도를 1∼5로 설정하여 표기해두었는

데 <표 6>의 운지는 난이도 1과 2로 다음주법을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

는 운지이다.

Ⅰ악장에서 두 번째로 출현이 많은 현대주법은 플러터 텅잉(flutter-

tonguing)주법으로 현재 대금 연주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주법 중 하나

이다.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주법을 연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rrr'발음으로 빠르게 굴려 떨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둘째는 목젖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목 뒷부분이 닫

41) ◯-지공을 열음.

●-지공을 막음.

◐-지공을 반만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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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않게 하고 입안을 넓힌 상태에서 입김을 목 뒤에서부터 내뱉는 방

식이다. <생의 한 가운데>에서는 음원을 통해 초연자가 첫 번째 방식으

로 연주했다는걸 알 수 있었다.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주법은 셈여림에 따라 변화된 음색을 얻

을 수 있는데 Ⅰ악장에서는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주법이 주로

cresc와 fff이상의 셈여림과 사용된다. fff이상의 셈여림과 사용되는 플러

터 텅잉(flutter-tonguing)주법은 ‘rrr'발음은 선명하게 들리고 바람소리

는 강해지며 거친 음색으로 표현된다.

글리산도는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과는 달리 이어지는 흐름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글리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주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하는데 글리산도의 연주방법은 다음과 같

다.

글리산도의 연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작음에서 도달음

사이의 음을 빠르게 운지하는 주법이다. 이와 같은 글리산도 주법에서는

속주로 인해 대부분의 반규법과 교차운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2반음

을 다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둘째는 전

통주법 중 퇴·추성을 구 사하듯 취구를 조절하면서 지공을 미끄러지듯

막거나 열어줌으로써 소리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 올 리거나 내리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시작음과 도달음이 각 음역 안에 있을 때 효과적인

연주가 가능하다. 다 시 말해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의 각 음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글리산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음 역을 넘나들며

글리산도를 하면 현악기의 글리산도 연주 도중 현을 바꾸었을 때처럼 소

리를 부드럽게 이 어갈 수 없게 된다.42)

42)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중 대금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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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음원을 통해 본 곡의 Ⅰ악장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글리산도를

연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의 특징은 소리를 끊지않으며 부드럽게 표현해야하는데

특히 <악보 29>에서 사용된 글리산도는 포르타멘토에 가깝게 연주해야

한다.

포르타멘토는 글리산도와 같이 두 음간의 여러 음을 가능한 한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음에서 나올 때와 다음의 음으로 들어가기 전

에 음을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며, 될 수 있는 한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고

하는 주법43)이다. 예를 들면 서양의 현악기 중 첼로에서 ‘도와 옥타브

도’를 연주할 때 같은 현에서 손가락으로 쭉 미끄러져 표현하는 연주법

이다. 대금에서는 지공을 변경할 때 열리고 막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최대한 소리를 부드럽게 이어가도록 적용해야한다. <악보 27>에서

는 poco accell44)과 rall45)의 악상기호를 지켜가며 연주해야하므로 손가

락의 움직임이 더욱 유연할 수 있게 상당한 연습량이 요구된다.

<악보 29> Ⅰ악장 다섯 번째 단락

43) 위키백과 글리산도 항목 중 포르타멘토 설명.

https://ko.wikipedia.org/wiki/%EA%B8%80%EB%A6%AC%EC%82%B0%EB%8F%84

44) 서서히 빠르게

45) rallentando: 점점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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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악장의 현대주법 중 악보에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반음정을 연주하

기위해 활용해야하는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이 있다. 반규법은 지공을 반

만 막음으로써 반음계적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법이다.46) 교차운지법

은 순차적으로 지공을 여닫지 않고 불규칙하게 교차시켜 여닫음으로써

처음 열린 지공의 음에서 변화된 음을 얻게 되는 주법이다.47)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은 작품을 연주하는 연주자에 따라 선택할 수 있

고 출현횟수를 세는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악보 30>에서 <2 · 1 · 2 · 1 · 2>의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

어 있는 선율구조는 두 번 출현한다. 첫 번째 반음정의 선율구조에서 음

의 진행은 B♭4-A4-A♭4-G4-G♭4-F4이다. 두 번째 반음정의 선율구조에

서 음의 진행은 F5-E5-E♭5-D5-D♭5-C5이다. 본 연구자가 반규법과 교

차운지법을 각각 활용48)하여 연구했을 때 나온 운지는 <표 7>과 <표

8>이다.

<악보 30> Ⅰ악장 여섯 번째 단락 <2 · 1 · 2 · 1 · 2>의 구조

46) 김정승, “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p. 33.

47)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중 대금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48) 김정승, “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중 대금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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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2 · 1 · 2 · 1 · 2>의 구조

두 번째

<2 · 1 · 2 · 1 · 2>의 구조

B♭4-A4-A♭4-G4-G♭4-F4 F5-E5-E♭5-D5-D♭5-C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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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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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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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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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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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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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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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첫 번째

<2 · 1 · 2 · 1 · 2>의 구조

두 번째

<2 · 1 · 2 · 1 · 2>의 구조

B♭4-A4-A♭4-G4-G♭4-F F5-E5-E♭5-D5-D♭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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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악보 30>의 반규법 활용의 예49)

↑: 취구를 넓힌다.

<표 8> <악보 30>의 교차운지법 활용의 예

49) 진행하는 음은 가로방향으로 대금의 운지는 세로방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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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주법 예시 의미
출현

횟수

breath-

tonguing

주법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텅잉

하는 주법
21

플러터 텅잉

(flutter-tongu

ing)주법

음을 지속하며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rrr' 발음으로 빠르게 굴려

떨림을 만들어내는 주법

7

<악보 30>에서 <2 · 1 · 2 · 1 · 2>의 구조는 음원을 통해 빠른 패

시지는 아니지만 매끄럽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규법을 활용해

연주가 가능하지만 첫 번째 구조의 A4-A♭4와 두 번째 구조의 D5-D♭5

의 진행에서 음정 변화가 불분명하고 시차가 생길 수 있다. 교차운지법

을 활용하여 연주했을 때 두 번째 구조의 D5-D♭5는 시차없이 연주가

가능했고 음정의 변화도 명확하게 표현가능했다. A4-A♭4의 경우에도

A4에서 A♭4로 진행할 때 덮는 방법으로 교차운지 되기때문에 음의 변

화를 선명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구조의 G4에서 G♭4로 갈

때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Ⅰ악장은 복합적인 성향의 청소년기를 표현하기위해 현대

주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일곱 번째 단락은 현대주법이 밀집된 형태로 출현하여 선율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반음정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는 반규법이나 교차운지법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하

기 때문에 현대주법의 사용은 더욱 활발하다. Ⅰ악장에 출현하는 현대주

법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Ⅰ악장에 출현하는 현대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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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산도

(glissando)

전통주법 중 퇴·추성을 구사하듯

취구를 조절하면서 지공을

미끄러지듯 막거나 열어줌으로써

소리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

올리거나 내리는 주법

5

다음(多音)

주법

(multiphonics)

출현하는 음에 따라 취법, 운지법

등을 활용해 한 운지에서

기보되어있는 두 개 이상의 음을

내는 주법

4

목소리

(voice) 주법

기보되어있는 음 중 아래의 음을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는 부르고

다른 음은 대금을 연주하는 주법

3

트릴

(trill)

트릴은 악보에 그려진 음과 그 2도

위의 음을 빠른 반복으로 연주하는

주법

1

2) Ⅱ악장 현대주법

Ⅱ악장에서는 현대주법 중 목소리주법과 트릴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였

다.

먼저 트릴은 선율 진행에 있어 급격한 하행 구조, 반음정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 현대주법으로 변화 등 전환할 때 사용되었다. 이는 트릴의 역

할이 음색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보다 전환하는 구조에서 연결고리 역할

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목소리 주법은 Ⅱ악장 첫 번째 단락부터 출현

하는데 비교적 낮은 음역을 사용함으로서 Ⅰ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

기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준다.

목소리 주법은 대금을 불며 동시에 목소리로 같은 음정 혹은 다른 음

정을 내야하기 때문에 목소리주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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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에 따라 음역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악보 31>을

보면 Ⅱ악장의 목소리주법은 E♭4와 B♭5로 제시되었는데 음원을 통해

목소리가 명확히 들리는 것으로 보아 이는 초연자의 목소리 음역에 적합

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인 초연자와 달리 본 곡의

연주자가 여성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여성 연주자의 경우 본

곡에서 사용된 목소리 주법 음역이 낮을 수 도있다. 이는 여성이라도 저

마다 목소리의 음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음역을 고려해야하고 같은 성별이라도 다른 음역을 가진 연주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곡가는 그 연주자가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음역을 고

려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목소리 주법은 연주자의 음역을 고려하여 사용했을 때 연

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곡의 연주자에 따라 목소리의

음역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초연자와 작곡자가 검토한바 있다.50)

<악보 31> Ⅱ악장 첫 번째 단락의 목소리 주법

Ⅱ악장에서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선율구조는 빈번한

출현을 보인다. <악보 32>는 <2 · 1 · 2 · 1 · 2>의 구조가 한번출현하

고 <2 · 1 · 2 · 1 · 2>의 구조는 아니지만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선율

구조가 부분적으로 출현한다.

50) 2018년 10월 14일 초연자 김정승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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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2 · 1 · 2 · 1 · 2>의 구조

두 번째

반음정의 선율구조

B5-A5-A♭5-G5-G♭5-F5 A5-A♭5-G5-G♭5-F5-E♭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첫 번째 구조에서 진행하는 음은 B5-A5-A♭5-G5-G♭5-F5이고 두 번

째 구조는 A5-A♭5-G5-G♭5-F5-E♭5이다. 이를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으

로 나누어 연구하면 <표 10>, <표 11>과 같다.

<악보 32> Ⅱ악장 두 번째 단락 반음정의 선율구조

<표 10> <악보 32>의 반규법 활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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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2 · 1 · 2 · 1 · 2>의 구조

두 번째

반음정의 선율구조

B5-A5-A♭5-G5-G♭5-F5 A5-A♭5-G5-G♭5-F5-E♭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1> <악보 32>의 교차운지법 활용의 예

<악보 33>에서는 <2 · 1 · 2 · 1 · 2>의 구조가 상행하는 구조로

출현한다.

<악보 33> Ⅱ악장 네 번째 단락 <2 · 1 · 2 · 1 · 2>의 구조

<2 · 1 · 2 · 1 · 2>의 구조 중 G♭4-G4와 A♭4-A4을 반규법으로 진

행하면 개방되어있는 지공이 많기 때문에 음의 변화가 불분명할 수 있

다. 반면 교차운지를 사용하였을 때 G♭4-G4와 A♭4-A4의 운지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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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1 · 2>의 구조

F4-G♭4-G4-A♭4-A4-B♭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 · 2 · 1 · 2>의 구조

F4-G♭4-G4-A♭4-A4-B♭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 이상의 지공이 닫히고 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빠른 패시지의 흐

름에서도 음의 변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 12> <악보 33>의 반규법 활용의 예

<표 13> <악보 33>의 교차운지법 활용의 예

<악보 34>는 Ⅱ악장 여덟 번째 단락에서 <2 · 1 · 2 · 1 · 2>의 구

조가 출현하는 부분이다. <2 · 1 · 2 · 1 · 2>의 구조의 바로 다음 음인

G♭5까지 반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G♭5음도 포함시키겠다.

진행하는 음의 순서를 나열하면 C5-D♭5-D5-E♭5-E5-F5-G♭5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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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1 · 2>의 구조

C5-D♭5-D5-E♭5-E5-F5-G♭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법을 활용하면 D♭5, E5, G♭5에서 반지공을 잡아야하는데 정확한 음정

을 내며 매끄러운 흐름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편이다.

<악보 34> Ⅱ악장 여덟 번째 단락 <2 · 1 · 2 · 1 · 2>의 구조

<표 14> <악보 34>의 반규법 활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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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1 · 2>의 구조

C5-D♭5-D5-E♭5-E5-F5-G♭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주법 예시 의미
출현

횟수

목소리

(voice)주법

기보되어있는 음정 중 아래의

음정을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는

부르고 다른 음정은 대금을 연주하는

주법.

10

트릴

(trill)

2도 차이 나는 음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주법.
10

글리산도

(glissando)

전통주법 중 퇴·추성을 구사하듯

취구를 조절하면서 지공을 미끄러지듯

막거나 열어줌으로써 소리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 올리거나 내리는 주법.

7

<표 15> <악보 34>의 교차운지법 활용의 예

결과적으로 Ⅱ악장에서 사용된 현대주법은 Ⅰ악장과 사용된 종류의

수는 같았지만 출현하는 횟수의 경우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Ⅱ악장에 출현하는 현대주법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Ⅱ악장에 출현하는 현대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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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多音)

주법

(multiphonic

s)

출현하는 음에 따라 취법, 운지법

등을 활용해 한 운지에서

기보되어있는 두 개 이상의 음정을

내는 주법.

4

플러터 텅잉

(flutter-ton

guing)주법

음을 지속하며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rrr' 발음으로 빠르게 굴려

떨림을 만들어내는 주법.

1

3. Ⅲ악장 현대주법

Ⅲ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밴딩(bending)주법은 선율구조분석에서

도 다뤘듯이 좀더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연주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기보가 필요하다. 밴딩(bending)주법은 음을 밀어올리거나 내리

는 주법인데 sliding up 혹은 sliding down으로 기보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일 듯하다. 음원을 통해 본 곡에서는 음을 끌어올리는 밴딩(bending)

주법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출현이 많은 주법은 트릴이다. 트릴이 Ⅱ악장에서는 선율

구조진행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로 사용된 것과 달리 Ⅲ악장에서는 작곡

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주법으로 사용된다. 트릴은 한 음에서 길게

출현하기도하고 한 단락을 차지할만큼 길게 출현하기도 한다. 또한 빠른

패시지 중간에 사용되어 더욱 화려한 효과를 내기도한다. 특히 더블트릴

의 사용으로 빠른 속도감과 화려한 음향이 더욱 강해져 작곡가가 의도하

고자하는 ‘황홀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더블트릴의 사용은 빠른 트릴을 구사하기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빠른

트릴을 효과적이면서 편안한 운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같은 손의 두 손

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보다 왼손의 한 손가락과 오른손의 한 손가락을 조

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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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곡에서 출현한 더블트릴은 t.t로 기보되었는데 이는 연주자에게 편

안한 운지를 찾아 연주하도록 제시한 기보법이다. 이외의 기보법에는 더

블트릴을 해야하는 두 개의 음을 제시하는 기보법과 연주해야하는 음정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왼손 지공으로 움직여야할 시점을 지시한 기보법

이 있다.

본 곡에서 더블트릴을 연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지법은 다음과 같

다.

<악보 35>의 더블트릴은 왼손의 중지와 약지로 제 2지공과 제 3지공

을 동시에 트릴하면 되는 (●★★◯◯◯)운지이다. 하지만 왼손만으로는

빠른 움직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의 약지를 오른손의 검지로 대체

하여 사용하면 더블트릴을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악보 35> Ⅲ악장 두 번째 단락의 더블트릴

<악보 36>인 F4의 더블트릴은 왼손의 검지와 중지로 제 1지공과 제

2지공을 시에 트릴하면 되는 (★★◯◯◯◯)운지이다. <악보 35>과 같이

오른손으로 대체하여 연주가 가능한 운지이나 쉼표 없이 바로 연주를 이

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체할 시간이 촉박하다. 때문에 연주의 흐름을 이

어가기 위해서는 왼손의 검지와 중지로 더블트릴을 구사해야한다.

51)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중 대금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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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Ⅲ악장 두 번째 단락의 더블트릴

<악보 37>은 운지를 다 막은 상태에서 왼손의 제 3지공과 오른손의

제 6지공을 (●●★●●★) 동시에 트릴한다.

음원을 통해 (●●★●●★)운지로 동시에 더블트릴을 구사하면 다음

주법과 같은 음색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더블트릴을 하

는 제 3지공과 제 6지공이 막고 열릴 때 생기는 배음이 B♭4 음의 하모

닉스 배음렬을 건드려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 37> Ⅲ악장 세 번째 단락의 더블트릴

<악보 38>은 왼손의 중지와 약지를 제 2지공과 제 3지공에서 더블트

릴 하는 (●★★◯◯◯)운지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빠른 움직임을 위해

왼손의 약지를 오른손의 검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악보 38> Ⅲ악장 세 번째 단락의 더블트릴

<악보 39>은 Ⅲ악장의 가장 마지막 마디로 <2 · 1 · 2 · 1 · 2>의

구조가 선율진행 중 부분적으로 출현한다. <2 · 1 · 2 · 1 · 2>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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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의

첫 번째

다섯잇단음표

<악보 39>의

두 번째

다섯잇단음표

<악보 39>의

여섯잇단음표

F5-G5-G5-A♭5-A5 B♭5-B5-C6-D♭6-D6 D♭6-D6-E♭6-E6-F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에도 전체적으로 반음정이 계단식으로 상행하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악보 39>의 모든 음을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을 활용해 고찰하겠다. 모

든 음은 잇단음표를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제시하겠다.

<악보 39> Ⅲ악장 아홉 번째 단락 <2 · 1 · 2 · 1 · 2>의 구조

<표 17> <악보 39>의 반규법 활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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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의

첫 번째

다섯잇단음표

<악보 39>의

두 번째

다섯잇단음표

<악보 39>의

여섯잇단음표

F5-G5-G5-A♭5-A5 B♭5-B5-C6-D♭6-D6 D♭6-D6-E♭6-E6-F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주법 예시 의미
출현

횟수

밴딩(bending)

주법

음을 전통적인 주법인 추성이나

퇴성처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주법

15

<표 18> <악보 39>의 교차운지법 활용의 예

결과적으로 Ⅲ악장에서 사용된 현대주법의 종류가 다른 악장에 비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악장에서는 출현하지 않던 하

모닉스 주법과 더블트릴, 밴딩(bending)주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주법들

이 주는 음색적, 음향적 효과를 통해 작곡가는 60대의 기다림과 황홀경

을 적절히 표현하였다. Ⅲ악장에 출현하는 현대주법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Ⅲ악장에 출현하는 현대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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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

(trill)

2도 차이 나는 음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주법
13

목소리

(voice)주법

기보되어있는 음정 중 아래의

음정을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음정은 대금을

연주하는 주법

6

하모닉스

주법

(harmonics)

오버블로잉을 통해 얻은 배음을

뜻하며 대금에서는 저취·평취·역취

등 취법의 전환을 통해 배음을 얻는

주법

6

더블트릴

(double trill)

두 지공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트릴 주법으로 d.t 혹은 t.t 등의

기보법이 있음.

4

플러터 텅잉

(flutter-tong

uing)주법

음을 지속하며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rrr' 발음으로 빠르게 굴려

떨림을 만들어내는 주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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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Ⅰ악장에서 현대주법은 다음주법(multiphonics), 글리산도, 플러터 텅

잉(flutter-tonguing) 주법, 목소리(voice)주법,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

며 혀를 치는 주법(breath tonguing), 등 현대주법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현대주법 중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주법(breath

tonguing)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주법은 Ⅰ악장의 후반부에 악

상기호와 함께 발전되어 사용됨으로써 작곡가의 청소년기를 더욱 구체적

으로 표현하였다. Ⅱ악장에서 현대주법은 주로 선율구조가 전환될 때

연결고리의 역할로 사용되었다. Ⅱ악장에서 현대주법은 목소리주법과 트

릴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목소리 주법에서는 연주자의 음역을 고려

해야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Ⅲ악장에서 현대주법은 밴딩(bending)주법과 더블트릴을 사용함으로

써 작곡가가 의도하고자하는 60대의 기다림과 황홀경이 적절히 표현되었

다. 트릴의 경우 Ⅱ악장에서는 선율구조의 연결고리 역할로 사용된 것과

달리 Ⅲ악장에서는 작곡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주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곡에서 필요한 밴딩(bending)의 기보법과 더블

트릴의 빠른 움직음을 위한 연주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다.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을 활용해 각 악장마다 출현하는 반음정의 구조

와 <2 · 1 · 2 · 1 · 2>의 구조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하였다.

<생의 한 가운데>에서 출현하는 현대주법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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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주법 의미
총

출현횟수

트릴(trill)

기보되어있는 음정 중 아래의 음정을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는 부르고 다른

음정은 대금을 연주하는 주법이다.

23

breath-

tonguing 주법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텅잉하는

주법이다.
21

목소리

(Voice)주법

보되어있는 음 중 아래의 음을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는 부르고 다른

음은 대금을 연주하는 주법이다.

19

밴딩(bending)

주법

음을 전통적인 주법인 추성이나

퇴성처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주법이다.

15

글리산도

(glissando)주

법

전통주법 중 퇴·추성을 구사하듯

취구를 조절하면서 지공을 미끄러지듯

막거나 열어줌으로써 소리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 올리거나 내리는

주법이다.

12

플러터 텅잉

(flutter-tongui

ng) 주법

음을 지속하며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rrr' 발음으로 빠르게 굴려 떨림을

만들어내는 주법이다.

9

다음(多音)주

법

(multiphonics)

출현하는 음에 따라 취법, 운지법 등을

활용해 한 운지에서 기보되어있는 두 개

이상의 음을 내는 주법이다.

8

<표 20> <생의 한 가운데> 출현하는 현대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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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닉스

(harmonics)주

법

오버블로잉을 통해 얻은 배음을 뜻하며

대금에서는 저취·평취·역취 등 취법의

전환을 통해 배음을 얻는 주법이다.

6

더블트릴

(double trill)

지공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트릴

주법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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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찬해 작곡의 대금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는 국악기의 새로운 연

주법을 활용하는 2000년대 창작음악의 경향이 잘 반영된 곡이다. 또한

현대주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그 주법들을 곡의 의도 표출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작곡가의 특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찬해의 대금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를 선율구조와 현

대주법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악장별로 고찰하였다.

그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의 한 가운데>는 총 3악장으로 각 악장의 숫자는 나이를

의미한다. 각 악장마다 장영희가 번역한 영미시와 그것에 본인의 삶을

투영한 텍스트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Ⅰ악장과 Ⅱ악장은 마디의 구분이

없고 Ⅲ악장은 다양한 박자표와 마디의 구분이 되어있었다.

둘째 선율구조로 분석했을 때 Ⅰ악장은 두 번째 단락에서 순차적으

로 도약하는 A가 세 번째 단락에서 정반대인 A`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

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에서 음의 간격이 단2도, 감1도, 단2도, 감1도,

단2도로 출현하는 특징이 있었다. Ⅱ악장은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

제한적인 출현음, 크게 도약하지 않는 상 · 하행 선율구조 등을 사용함

으로써 선율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Ⅲ악장은 ‘트릴-선율구조’의

주고받는 형태가 특징적이었다. 초반의 선율구조는 서정적이며 제한적인

음을 사용하는데 트릴의 출현을 기점으로 반음정의 구조와 빠른 패시지

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모든 악장에서 음의 간격

이 단2도, 감1도, 단2도, 감1도, 단2도로 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셋째 현대주법으로 분석했을 때 Ⅰ악장은 혀를 치는 주법(breath

tonguing), 플러터 텅잉(flutter-tonguing)주법, 다음주법(multiphonics)

등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였다. 특히 바람소리와 제소리를 오가며 혀를

치는 주법인 breath tonguing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주법은

Ⅰ악장의 후반부에서는 악상기호 중 하나인 alternate between two

notes와 함께 응용된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작곡가의 의도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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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였다. Ⅱ악장에서 현대주법은 목소리주법과 트릴을 중점적으

로 사용하였다. Ⅱ악장의 현대주법은 급격히 하행으로 도약하는 구조,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로 사

용되었다. 목소리 주법에서는 연주자의 음역을 고려해야하는 점을 제시

하였다. Ⅲ악장은 밴딩(bending)주법과 더블트릴을 사용해 작곡가가 의

도하고자하는 60대의 기다림과 황홀경이 적절히 표현되었다. 본 곡에서

필요한 밴딩(bending)의 기보법과 더블트릴의 빠른 움직음을 위한 연주

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규법과 교차운지법을 활

용해 각 악장에서 출현하는 반음정이 배열되어있는 구조를 어떻게 연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생의 한 가운데>에 사용된 현대주법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주법이 본 곡의 선율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살펴보았다. 또

한 현장에서 그 현대주법들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주법

의 구체적인 연주와 악상기호의 기보방식, 이들을 활용하여 작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성과를 통하여 대금

의 현대주법에 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확장되었으면 한다. 또한 지

속적으로 현대주법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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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Study on the

Daeguem Solo

<middle of the life>

-Study on modern tecniques of daeguem-

Yun Young Cho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eguem Solo <Middle of the

life> by Lee Chan Hae focusing on its melody structure and

modern tecniques for each movement.

Firstly, <Middle of the life> can be consist with 3 movements,

and it means the age. The writer’s life is projected onto each

movement. It was presented as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s

have no separation for the measures, but the third movemen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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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time signatures and separation for the measures.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melody structure, the first

movement use modern tecniques often. The melody of A is

gradually taking a leap, and the chromatic interval appears

consistently as Dan 2do, Gam 1do, Dan2 do Gam1 do, Dan 2do.

In the second movement shows certain melody structure’s

repeatable such as the terraced chromatic interval. In the third

moment, distinguishing ‘trill-melody structure’ is remarkable. It

uses lyrical and limited notes.

Thirdly, as a modern tecniques analysis, the first movement

using the breath tonguing between the air sound and original

sound, flutter tonguing, and multiphonics . Especially, breath

tonguing between air sound and original sound was used

positively, it express the writers’ intension more concretely. In the

second movement, the modern tecnique is focusing the voice

tecniques and trill. In the second movement the modern tecniques

is used as a link of going to the bottom dramatically, turning to

the terraced chromatic interval. It is different with that the first

movement using the modern tecniques as a key part.

This study is analyze the modern tecniques to see how the

modern tecniques take the roles to consist the melody of the

Daeguem Solo <Middle of the life>. And also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e detailed tecniques and the music notation for

the musical symbols.

keywords : Lee Chan Hae, middle of the life, solo for Daegeum,

Specific for Daegeum,

Student Number : 2013-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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