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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해식의 해금독주곡, 중주곡을 포함한 총 8곡의 해금선율 분

석을 통해 음악적 특징 및 연주기법을 고찰한 연구이다. 작곡시기와 작품

소재를 토대로 1기, 2기, 3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해금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해식 해금 작품의 음계 및 선율에 관한 특징은 탈 음계 및 탈 선법, 

해금 창작곡 음역의 확장과 중음주법의 개발로 나타났다. 이해식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고정된 음계나 선법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개되

었다. 또한 첫 해금독주곡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 극단적인 고음을 시

도하여 해금창작곡의 음역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최초로 중음주법에 

의한 화음을 도입하여 해금의 연주기법 확대에 공헌했다.

  리듬에 관한 특징은 정박에서의 탈피를 위한 리듬활용과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리듬활용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해식의 해금작품에는 겹리듬, 

당김음, 다박자 등을 통해 고정된 박자나 리듬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헤미올라와 지속음이 다수 사용되었다. 나

아가 민속악의 헤미올라 리듬을 통해 하이브리드 리듬이라는 새로운 리듬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해식의 1~3기 해금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전개방식은 동형진행

과, 반복과 변주수법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작은 단위의 리듬형이나 동기

를 반복하는 동형진행과, 이를 더 큰 단위로 발전시켜 주제선율을 옥타브 

위나 아래로 변주하는 수법이 다수 등장했다.  

  이해식 해금 작품에서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용은 산조의 종지형, 민

속악적 시김새,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불규칙한 농현의 차용으로 나타났다.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은 해금 산조의 종지형을 차용하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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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음, 꺾는음과 같은 민속악적 시김새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해식 해금

곡에 두루 사용된 불규칙한 농현은 중간의 음정이 2도를 넘는 깊이를 나

타내며 전통음악적 수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식 해금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고려하여 운지법과 운궁법

의 기준을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지법은 음고 엑센트를 연주할 때 으뜸자리의 종류와 이동횟수를 최소

한으로 하며, 반복과 변주 수법에서는 원 선율과 변형선율의 으뜸자리와 

운지를 통일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성과 변화음은 유현에서 운지하여 

선명한 음색으로 표현한다. 

  운궁법은 전성, 중음주법, 엑센트를 연주할 때 모두 우방향 활로 운궁하

여 선명한 음색으로 표현한다. 또한 강약이 대비되는 구간에서 강한 음에

는 우방향 활, 긴 활, 빠른 활을 사용하고 약한 음에는 반대로 적용하여 

다이나믹의 대비를 극대화한다.

  이상으로 이해식의 해금 작품 분석을 통해 음악적 특징 및 연주기법을 

살펴보았다. 이해식은 고정된 음계나 선법, 정박과 정리듬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전개했다. 그 결과 그만의 개성을 갖는 해금 작

품을 발표하고,  해금창작곡의 음역을 확장하였으며 새로운 연주기법을 소

개함으로써 창작국악의 발전에 기여했다.

  본고를 통해 연주자들이 이해식의 해금작품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여 

실제연주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이해식, 해금곡, 음계 탈피, 정박 탈피, 운지법, 운궁법

학번: 201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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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창작국악곡은 1939년 김기수1)에 의해 작곡된 ＜황하만년지곡＞2)을 효

시로 보며 본격적인 창작국악작품의 발표와 연주는 1951년도 국립국악원

의 개원과 함께 시작되었다.3)

  1950년대는 김기수를 중심으로 창작음악을 만들어 갔는데, 대표적인 작품

으로 ＜정백혼＞(1952), ＜하원춘＞(1952), ＜송광복＞(1952), ＜회서양＞

(1953), ＜파붕선＞(1954)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의 작품은 정간보로 기

보되거나, 오선보로 기보되었다 하더라도 음의 진행이나 리듬 구조에 있어 

전통음악의 형식에 가까웠다.

  1960년대 초반에는 개원10주년을 맞이한 국립국악원이 새로운 국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신국악 작곡 공모’를 시작하였고 이 등용문을 통해 60

년대 전반기에 이강덕4), 이성천5), 김용진6), 이상규7) 등이 등단하였고 후

1) 김기수(1917~1986). 서울 출생. 작곡가. 대금 연주자. 1936년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를 졸업

했다. 이왕직아악부 아악수,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교무주임, 

국립국악원 악사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

재 제1호 ＜종묘제례악＞의 예능보유자,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의 예능

보유자로 각각 지정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개천부＞, ＜송광복＞, ＜하원춘＞ 등이 

있다. 그밖에 전통음악 채보 작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저서로는 �국악입문�,�남창가곡백선�등

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59쪽.

2) 1939년 이왕직아악부에서 현상 공모한 신곡 모집에 당선된 곡으로 이 작품을 현대 국악 창

작의 효시로 본다. 한명희 외, “우리 국악 100년.” �한국문화예술총서�제4권(서울: 현암사, 

2011), 280쪽. 

3) 한명희 외, “우리 국악 100년.” �한국문화예술총서�제4권(서울: 현암사, 2011), 262~279쪽. 

이하 창작국악곡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상게서를 참조했다. 

4) 이강덕(1928~2007). 서울 출생. 지휘자, 작곡가. 1944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졸업하였

고, 이왕직아악부 아악수, 국립국악원 국악사로 재직했으며, 1962년 ＜새하늘＞로 5.16 1주

년 기념 신국악작곡공모에 당선되었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

자로 지정되었다. 1981년 대한민국 작곡상과 1984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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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박일훈8), 김용만9), 이해식10), 김달성11) 등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충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활

동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송춘곡＞, ＜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 ＜산조환상곡 1

번＞, ＜가야금협주곡 1번＞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319쪽.

5) 이성천(1936~2003). 1965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작곡전공)와 1967년에 동 대학

원 국악과(국악이론 전공)를 졸업했다.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서울시문사 주최 한국문화

대상을 수상했으며 1985년에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받았다. 1983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서 예술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한국국악교육학

회 회장과 서울대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적

인 작품으로는 가야금 독주곡인 ＜놀이터＞와 연작인 ＜숲속의 이야기＞ 등이 있다. 한국예

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349쪽.

6) 김용진(1939~  ). 경상북도 경주 출생.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작곡 전공)와 

1982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했다. 1962년에 ＜합주곡 제1번＞으로 국악원 신작

공모에 당선했고, 1965년에 ＜합주곡 제2번＞을 작곡하면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

되는 창작국악 활동에 매진해왔다. 1968년에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한국문화대상의 본상

과 창작상을 수상했다. 1965년부터 국악사양상소(현 국악고등학교), 서울교대, 경기고, 진명

여고 등에서 후진을 양성했고 1974년에서 1976년까지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문교부 교육

과정 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1976년 마닐라 IMC 주최 제4회 아시아 음악제에서 작품상과, 1994년 영창문화

재단 제7회 영창음악상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제1권(서울: 시공사, 1999), 133쪽. 

7) 이상규(1944~2010). 서울 출생. 작곡가. 대금연주가. 1958년 국립국악원부설 국악사 양성소

에 입학하였고 1965년에는 국립국악원주최 신국악작곡 공모 당선, 1970년 서울문화대상 창

작상 수상, 1978년 대한민국 작곡상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KBS 국악대상 작곡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다. 199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와 ＜산＞, 협주곡 ＜대바람 소

리＞, ＜자진한잎＞, ＜수나뷔＞ 등이 있다. -송방송, �한국 현대 음악인 사전 (하) �(서울: 

보고사, 2011), 1252~1255쪽.

8) 박일훈(1946~  ). 충청남도 당진 출생. 1967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현 국악고)를 

거쳐, 197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1979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작곡전공)을 졸업했다. 국립

국악원 연구원, 국립국악원 전속연주단 연주원,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

임했다. 1966년 국립국악원 주최 신국악 작곡 공모에 입선했으며, 1977년 제1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였고, 197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로 지정받았으며, 1988

년 근정 훈장과 올림픽 기장 문화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앵＞, ＜동다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735~736쪽. 

9) 김용만(1947~1988). 서울 출생. 지휘자. 작곡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현 국악고등

학교)를 1967년에 졸업한 후 1973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다. 1983년부

터 1984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립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8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골

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지휘 담당 연구원, 동 기관 전임지휘자, 서울시립국

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다. 1966년 국립국악원 

신국악 작곡 공모 합주 및 독주부문에 입선하였고, 1967년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 공모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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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 국악과에서는 정기 연주회를 통해 기성 음악

인과 재학생들에게 창작 음악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1960년대에는 

김용진, 정회갑12), 이성천 등과, 1970년대에는 이해식, 전인평, 이강덕, 강

석희 등이 창작음악 작품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13)

  1970년대에는 1974년 시작된 ‘한국음악 창작 발표회’14)를 기점으로 한

국 창작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김용만, 이건용15), 

부문에 공동당선 및 1969년 문화공보부 주최 문예창작품 공모 국악작곡 부문에 당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연하일휘지곡＞, ＜대마루 댓바람＞, 김병호 산조에 

의한 가야금 협주곡 ＜우헌도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

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131쪽. 

10) 이해식(1943~  ). 전라북도 부안 출생. 1962년 전주사범학교를 거쳐, 196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1978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했다. KBS 라디오 제작부에서 

근무했으며,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1968년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콩쿠르

에 입상, 같은 해 동아음악콩쿠르 국악 및 서양음악 부문에 각각 당선되었으며, 1969년 문화

공보부 문예창작 공모 국악작곡 당선, 1974년 대한민국방송상 음악상, 1979년 대한민국작곡

상, 1988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1992년 한국음악상 작곡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적

인 작품으로 국악 관현악 ＜두레사리＞, ＜밧삭＞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

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376~377쪽. 

11) 김달성(1921~2010). 함경남도 함흥 출생. 1943년 함흥사범학교 심상과를 거쳐 1951년 서

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1961년에 3.1 문화상과 1996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역

서와 저서로 �화성법�,�12음기법 연구�,�작곡기법�,�20세기 음악의 이해�등이 있다. 서울대와 

한양대 교수를 거쳐 단국대 교수와 한국음악협호 이사, 한국음악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대표

적인 작품으로는 국악합주곡 ＜추야상＞, 국악기를 위한 ＜만보산견＞ 국악기를 위한 ＜동＞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66쪽. 

12) 정회갑(1923~2013). 전북 김제출생. 작곡가. 1946년 경성음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며 1951

년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및 학장직을 역임했다. 1982년 대

한민국 문화예술상, 1989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0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1995년 예술문화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야고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두 대

의 가야고를 위한 소품＞ 등이 있다. 송방송, �한겨레 음악인 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1022쪽. 

13) 설보라,“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60년, 국악 정기연주회의 성과와 과제.”, 2019 동양

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141~142쪽.

14)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한국음악창작발표회는 1974년 7월 26일 서울국립극장 소극장에서의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2003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새로이 창단되기 이전까지 제57회에 

걸친 정기연주회를 통해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음악발표회 프로그

램 분석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1쪽.

15) 이건용(1947~  ). 평안남도 대동군 출생. 작곡가. 음악평론가. 196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1974년 동 대학원 작곡과 및 197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음대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효성여대 음대 작곡과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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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훈, 황의종16), 황병기17), 장덕산 등이 ‘한국음악 창작 발표회’를 통해 

비중있는 작품을 발표하였고, 서양음악을 전공한 중견 작곡가들인 김달성, 

이성재18) 등이 많은 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국악 분

야에서 ‘창작’ 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창작 음악의 

작풍이 점차 다양화되는 시기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민족음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악과 양악,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음악인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는 관현악 형태의 국악 창작의 황금기이며 작곡가마다 대표

곡을 만들어낸 시기이기도 하다. 이해식의 ＜두레사리＞(1980), 김영동19)

음대 작곡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를 역임했다. 1980년 대한민국 무용제음악

상, 1982년 공간대상 작곡상과 서울평론상, 1983년 서울 무용제음악상, 1995년 KBS국악대

상, 1996년 김수근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1981년 작곡동인 ʹ제2세대ʹ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저서로는�한국음악의 논리와 윤리 �,�민족음악론�등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산곡＞, ＜달맞이＞, ＜만수산드렁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321쪽. 

16) 황의종(1952~  ). 충청북도 괴산 출생.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거쳐, 1975년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다. 1973년 동아콩쿠르 입상, 1978년 작품 ＜승무＞로 제2

회 대한민국 작품상, 1984년 관현악곡 ＜만선＞으로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

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및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바

다＞, ＜청산＞, ＜승무＞, ＜만선＞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508쪽. 

17) 황병기(1936~2018). 서울출생. 작곡가. 가야금연주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2003년 은관문

화훈장, 방일영국악상, 2004년 호암상 예술상, 2006년 대한민국예술원상 음악부문상을 수상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숲＞, ＜비단길＞, ＜춘설＞, ＜달하노

피곰＞ 등이 있다. 이보미, “황병기 17현 가야금 독주곡 음악적 특징 연구: ＜춘설＞, ＜달하

노피곰＞, ＜시계탑＞을 중심으로” (전남: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4쪽.

18) 이성재(1924~2010). 경기도 이천 출생. 1948년 경성음악전문학교와 1951년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을 졸업하였고, 1956년 서울대 음대 교수로 취임하였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 1964

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1966년까지 오스트리아 국립음악원과 국립대학에서 작곡과 음악학

을 전공하였다. 창악회 초대회장과 서울대 음대 학장을 역임했다. 1984년 프랑스 예술과 문

화 훈장을 비롯해, 대한민국문화훈장 모란장과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는 ＜대금과 가야금을 위한 음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투시와 응고＞, 가야금과 현악을 위

한 ＜도드리Ⅲ＞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348~349쪽.

19) 김영동(1951~). 충청남도 홍성 출생. 작곡가. 대금 연주자. 지휘자. 1971년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거쳐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1975년에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연구원, 부

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75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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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굿＞(1981), 백대웅20)의 ＜용상＞(1987), 박범훈21)의 ＜신모듬＞(1

987), 이건용의 ＜만수산 드렁칡＞(1987), 전인평22)의 ＜학산＞(1983), 황

의종의 ＜승무＞(1978), ＜만선＞(1984), 이성천의 ＜타령 주제에 의한 전

주곡＞(1985)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은 국악실내악운동과 국악가요운동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

기이기도 하다. 김영동, 이병욱23), 채치성24) 등이 만든 노래곡과 연주곡은 

연극영화상 음악상, 1981년 대한민국 작곡상, 1983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1986년 대종상 

영화음악상 등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매굿＞, ＜신수제천＞, ＜귀

소＞, ＜바람의 소리＞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제1권(서울: 시공사, 1999), 125쪽.

20) 백대웅(1943~2011). 광주 광역시 출생. 음악학자. 작곡가. 1961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거

쳐 196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1981년 동 대학원 국악과를 졸업했다. 해병대 5

여단 및 사령부 군악대장,KBS FM부 차장전남대 예술대 국악과 교수, 중앙대 음대 한국음악

과 교수 및 음대학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했다. 1986년에 대한민국 작

곡상을 수상, 1991년에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전통음악의 선율구조��인

간과 음악��다시 보는 판소리�등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을 위한 산조 ＜용

상＞, 가야금 협주곡 ＜길군악과 쾌지나 칭칭＞,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봄의 리듬＞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238쪽. 

21) 박범훈(1948~  ). 경기도 양평 출생. 피리 연주자. 지휘자. 작곡가. 1968년 한국국악예술학

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1976년 중앙대학교 음악과와 1980년 동경 무사시노음

악대학 작곡과 1983년 동 대학 음악연구과를 졸업했다. 1973년 국민훈장 석류장, 1984년 대

한민국 무용음악 작곡상, 1986년 KBS TV 음악상, 같은 해 ＜신모듬＞으로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중앙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및 

총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수석을 역임했다. 불교 조계종 음악원장으로 봉은사 국악 합주

단을 이끌며 불교관련 음악 150여편을 작곡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신

내림＞, ＜신모듬＞, ＜아리랑 환상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

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208~209쪽. 

22) 전인평(1945~  ). 충청북도 영동 출생. 1963년 대전사범학교를 나와 197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1972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8년과 1969년 각각 동아콩쿠르 국악 작곡 

부문과 양악 작곡 부문에서 입상했으며, 1970년 조선일보사 주최 동요 작곡상을 수상했다. 

1980년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1994년 KBS 음악대상 작곡상을 받았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및 중앙대학교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새야새야 주제

에 의한 변주곡＞, ＜관동별곡＞, 거문고와 관현악의 대화 ＜정읍후사＞ 등이 있다. 한국예술

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405쪽. 

23) 이병욱(1951~  ). 충청남도 서산 출생. 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앙대학교 작곡과

와 동 대학원 및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조선일보사 주최 제23회 신인음악회에 

출품했으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1986년과 1987년에 개최된 작곡가축제에서 실내악

이 당선되어 발표된 바 있다. 제9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 1990년 제26회 백상예술대상 

음악상, 1992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1994년 대한민국 관악작곡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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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음반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1990년대는 대체로 국악의 생활화, 대중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양

악기와의 협연도 자주 시도되었고 30대 작곡가들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

기도 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 김만석25), 김승근,26) 원일27), 이준호28), 지

원석29), 김대성30), 이경섭31)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으로 관현악 ＜땅의 소리＞, ＜대지의 향연＞, 국악관현악과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어울림＞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

울: 시공사, 1999), 339쪽. 

24) 채치성(1953~  ). 서울 출생. 프로듀서. 작곡가. 1973년 용문고등학교를 나와, 1980년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작곡전공으로 졸업했다. 서울 미림중학교 교사, KBS FM 프로듀

서, 국악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1993년 가야금 독주를 위한 ＜메나리＞로 제12회 대한민국작

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가요 ＜꽃분네야＞, 가야금 독주를 위한 

＜메나리＞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454쪽. 

25) 김만석(1965~  ). 서울 출생. 작곡가, 지휘자. 1987년 신국악예술인회의 제1회 창작국악콩

쿠르에 ＜가야금 독주를 위한 ‘정선’＞ 이 입선되었고, 1995년 태평소 협주곡 ＜무녀도＞와 

관현악곡 ＜노빙화＞, 창작국악동요 ＜굴렁쇠＞를 발표하였다. 1998년 이현의 농 정기연주회

에서 ＜해금에 의한 실오라기＞가 초연되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213쪽.

26) 김승근(1967~  ). 서울 출생. 1985년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하였다. 거문고 독주를 위한 

＜에밀레＞, 관현악 ＜월인천강＞등의 작품으로 동아 음악 콩쿨과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

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이자 통영국제음악제이사이다. 대표적인 작품으

로 ＜해금독주곡2004＞, ＜대금중주 제1번＞, ＜국악실내악을 위한 음악＞등과 본고의 ＜해

금합주협주곡 1번＞ 등이 있다. 안혜진, “김승근 작곡 해금합주곡 1번 분석연구” (서울: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6~7쪽.

27) 원일(1967~  ). 서울 출생. 피리, 타악기 연주자. 지휘자. 작곡가. 1986년 국악고등학교를 

거쳐 1990년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와 1997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를 졸업했다. 

1996년부터 1년간 UCLA에서 민족음악학 초청연구원으로 있었다. 1986년 동아국악콩쿠르 

관악부 은상, 1990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 1994년 서울무용제에서 ＜족보＞로 음악

상, 1995년과 1998년 영화 ＜꽃잎＞과 ＜아름다운 시절＞로 대종상 음악상 등을 받았다. 대

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신뱃놀이＞, 영화음악 ＜꽃잎＞, ＜아름다운 시절＞ 등이 있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292쪽. 

28) 이준호(1960~2019). 경기도 이천 출생. 지휘자. 작곡가. 1979년 국악고등학교와 1986년 추

계예술학교를 졸업했다.  KBS국악관현악단 단원,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경기

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실내악 ＜판놀음＞, 해금 독주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소금협주곡 ＜길＞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

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375쪽.(서울: 시공사, 1999). 

29) 지원석(1969~  ). 서울 출생. 1988년 우신고등학교를 거쳐 1995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6회 KBS 전국 대학생 창작곡 공모 입상, 제33회 동아음악콩

쿠르 국악작곡부 1위 입상, 제4회 서울국악대경연 창작부문 은상, 1995년 제6회 서울국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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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는 국악방송이 출범하면서 창작음악의 보급이 더욱 활발해졌

고, 국악과 타 장르간의 협업이 가속화되며 연주자에 의한 창작품의 비중

도 늘어나게 되었다. 창작국악 작품에 재즈, 대중음악에 의한 퓨전음악과 

더불어 서양악기와의 혼합편성이 활발해졌고 서양음악 전공 작곡자들이 국

악창작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국악, 서양 작곡이라는 이분법이 무색할 정도

가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현재 창작국악작품은 개인의 예술세계에 극도로 

집중한 작품에서부터 복합장르의 대중지향적 작품, 전통에 기반을 둔 공동

창작에 이르기까지 그 음악적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창작국악 분야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곡

가로는 강상구32), 계성원33), 김남국34), 김대성, 김성경35), 김성국, 김승근, 

경연 창작부문 금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마당＞, 아쟁독주곡 ＜상주아

리랑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447쪽. 

30) 김대성(1967~  ). 서울 출생. 1985년 서대전 고등학교를 거쳐 1989년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했다. 대천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다 199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전문사 과정

을 마쳤다. 1990년 작곡동인 ʹ제3세대ʹ 작품공모에 입상한 바 있으며, 1989년과 1994년에 

각각 개인발표회를 가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선부리＞, ＜터벌림＞ 등이 있다. 한

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67쪽. 

31) 이경섭(1972~  ). 작곡가. 1996년 중앙대 한국음악학과 제13회 작품발표회에 ＜마지막 선

물＞을 발표하였고, 1998년 서울중앙국악관현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에 중주곡 ＜방황＞을 

발표하였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상)�(서울: 보고사), 1185쪽.

32) 강상구(1973~  ). 작곡가. 1998년 중앙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하였다. 1997년 제37회 동아음

악콩쿠르 때 독주곡 ＜낙조＞를 발표하였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인사전(상)�(서울: 보고사, 

2011), 39쪽.

33) 계성원(1970~  ). 작곡가. 1990년 KBS 주최 제1회 서울국악대경연 때 창작부문에 입상했

고, 제1회 서울국악대경연 본선대회에 작곡으로 출연하였다. 1995년 창단된 국립국악관현악

단의 연주회를 통해서 발표한 창작품으로 ＜해금협주곡 1번＞ 이 있다. 1996년 제7회 서울

국악대경연 창작부문에 입상했고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제13회 작품발표회 때 관현악곡 

＜아우름＞이 초연되었다. 1990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제16회 정기연주회에 ＜해금협주곡 1

번＞ 이 초연되었다. 송방송, �한국 현대 음악인 사전 (상) �(서울: 보고사, 2011), 75쪽.

34) 김남국(1971~  ). 경희대 음대 재학시절 故 윤윤석에게 아쟁을 학습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

르트 작곡과를 졸업했다. 제41회 다름슈타트 국제현대음악제에서 최우수 작곡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아쟁을 포함한 5중주 ‘화두’＞, ＜거문고 솔로곡 ‘소외’＞, ＜솔로 아쟁과 대

금, 피리, 가야금, 타악주자를 위한 5중주 ‘부벽준’＞ 등이 있다. 이수경, “이상 텍스트의 음악

적 적용-｢김남국 작곡 ＜솔로 가야금, 앙상블과 전자음향을 위한 음악극 거울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11~117쪽.

35) 김성경(1959~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작

곡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KBS국악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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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효신36), 류형선37), 박영란38), 백성기39), 안현정40), 양승환41), 윤혜진42), 

단 연주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국악작곡 부문에서 입상하였고 2009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및 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

전통음악의 이해와 감상�,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음악입문� 이 있다. 정지은, “김성경 작곡 

대금과 거문고를 위한 이중주 ＜달-달빛이 시냇물에 휘영청＞ 분석연구”, (서울: 추계예술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3~4쪽.

36) 나효신(1959~  ). 작곡가. 1982년 한국 작곡가 협회의 제4회 신인작곡상에 입상하였다. 

1985년 한국여성작곡가회 주최의 제6회 작품발표회에 ＜동해를 위한 작은 노래 3개＞를 발

표하였다. 1986년 한국여성작곡가협회의 제7회 작품발표회에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를 

발표하였다. 1999년 곽은아 가야금 독주회 때 독주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이 초연

되었다. 송방송, �한국 현대 음악인 사전 (상) �(서울: 보고사, 2011), 572쪽.

37) 류형선(1965~  ) 작곡가. 1990년 민족음악연구회 작품발표회 때 ＜그대 오르는 언덕 위＞

를 발표하였다. 1992년 민족음악연구회 분과연구발표회 때 ＜항쟁＞을 발표했고, ＜뒤척이는 

밤＞을 발표했다. 중앙국악관현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에 출연했다. 송방송, �한국 현대 음악

인 사전 (상) �(서울: 보고사, 2011), 605~606쪽.

38) 박영란(1961~ ). 한양대학교 작곡과 재학 중 도미하여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서울 국제음악제, 통영 국제음악제, 나가노 음악제, 이

태리 국제여성음악제등에서 발표되었다. 박영란은 주로 기존의 악기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소리의 조화를 추구하며, 다국적인 음악 요소를 사용하는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들어가고 있

다. 그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도 곡을 위촉 받아 작곡하였고, 여러 국제무용제에서도 작

곡가를 넘어서 피아니스트로도 맹활약하고 있다. 이명훈, "박영란 작곡 ＜4인의 대금 연주자

를 위한 Sound motion＞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4~5쪽.

39) 백성기(1960~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동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였고 한국외

국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1987년 신

악회 주최 제1회 창작국악콩쿨의 입상을 계기로 데뷔하였으며, 1998년 KBS국악대상 작곡상

을 수상했고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백성기 작곡집 1집�,�백성기 작

곡집 2집�이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가야금 독주곡 ＜세석의 정경＞, ＜무지개＞, 관현악 ＜청

장격려＞ 등이 있다. -홍재경, “백성기 작곡 ＜18현 가야금 2중주를 위한 영상＞ 분석”, (서

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3쪽.

40) 안현정(1973~  ).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크라쿠프음악원에서 박사학

위를 받았다. 1995년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에 입상하였고, 1998년 제9회 KBS 국악대경연 

창작부문 금상,  KBS 국악대경연 대상, 대한민국 작곡상, KBS 국악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표

적인 작품으로 ＜해금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취타 주제에 의한 해금 실내악＞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

수이다. 하고운, “안현정 작곡 해금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2~15쪽.

41) 양승환(1979~  ).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01년 동아음악콩쿠르 

국악 작곡부문 금상,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 ＜거문고 협주곡 ‘청연’＞, 

＜Jazz Sanjo＞, ＜아리랑 2013＞ 등이 있다. -양승환의 집단 즉흥 창작 팜플렛 중에서 발

췌,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4.02.21.

42) 윤혜진(1970~  ). 서울출생. 작곡가.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1년 

동아음악콩쿠르 국악작곡 부문에서 1위에 입상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해금독주곡 ＜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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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숙43), 이돈응44), 이준호, 임준희45), 정일련46), 조원행47), 황호준48) 등

이 있다.

  국악창작곡의 역사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다.

  해금 창작곡의 경우 1966년 김흥교49)의 ＜해금과 장고를 위한 소

선＞, 관현악 ＜소리그물＞, 거문고 독주곡 ＜부재＞, 피리와 타악을 위한 ＜기호로써의 소

리＞ 등이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연지, “윤혜진 작곡 ＜면과 

선＞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8~11쪽.

43) 이귀숙(1959~  ). 서울 출생. 작곡가. 동덕여자 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미국 

OhioState University 대학원에서 작곡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7회 신춘음악회에 출연하였

고, 서울음악제제28,29,30회 공모입상, 제8회 안익태 작곡상 대상, 제4회 한민족창작 음악축

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으로 ＜1990년 파리, 그곳에 국악, 그리고 2012＞,＜소생된 희

망＞,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등이 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

울: 보고사, 2012), 1198쪽.

44) 이돈응(1958~  ).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아시아 작곡가 연맹 회장 및 한국전자음악협회 회

장을 역임하였다. 1999년 제6회 컴퓨터 음악제에서 ＜피리와 전자음향 처리를 위한 피리＞, 

2000년 새가락 삼일야에서 ＜대금과 전자음향을 위한 가락＞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양금 중주곡 ＜군계일학＞, 타악과 전자음향을 위한 ＜공간 속의 상상＞ 등이 있다. -유창오, 

“이돈응 작곡 ＜세대의 양금을 위한 서양노래＞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5~7쪽.

45) 임준희(1959~  ). 서울 출생. 1978년 정신여고를 거쳐, 1982년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

곡과를 졸업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 1986년에 작곡 전공으로 석사학위

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제13회 서울음악제가곡 부문 입상, 

1982년 제1회 MBC 대학가곡제금상, 1988년 대만.아시아 현대음악제입선, 1998년 안익태 

작곡상 대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미국 유학시절에 여러 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으며 국내

에서는 20세기 작곡연주회, 한국여성작곡가회, 범음악제정기연주회 등에서 작품이 연주되었

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391~392쪽. 

46) 정일련(1964~  ). 독일 푸랑크 푸르트 출생. 음악감독, 재독 작곡가.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작곡 학사를 졸업했다.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birth＞, 대금과 피리를 위한 협주곡 ＜breat

h＞, ＜시나위Ⅲ＞ 등이 있다.-작곡가 정일련 홈페이지 http://www.ilryunchung.com 에서 

발췌.

47) 조원행(1968~  ). 청주 출생.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사와 뉴욕시립대학원을 졸업했다. 

동아국악콩쿨, ISAM 작곡상을 수상했다. 이선아, “조원행 작곡 ＜진혼＞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1), 3~4쪽.

48) 황호준(1972~  ).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월을 졸업했다. 2013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창과 관현악 ＜제비노정기＞, 국악관현악 

＜Dystopia＞, ＜아리랑 d연곡＞ 등이 있다. 구연모, “황호준 작곡 ＜거문고와 가야금을 위한 

낯설게 말하기＞ 에 관한 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3쪽.



- 10 -

곡＞50)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에는 이상규의 ＜해금독주곡 1번＞(197

5), 이해식의 ＜해금을 위한 상＞(1977), 김기수의 ＜초롱＞(1978), 김영

재51)의 ＜비＞(1978), 이강덕의 ＜행운유월＞(1979) 등의 해금독주곡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에는 이성천의 ＜쥐구멍에 볕들었어도＞(1988), 김

영재의 ＜조명곡＞(1983), ＜적념＞(1989), 전인평의 ＜현도＞(1985), 

＜마두금＞(1987), 백성기의 ＜하일경＞(1987), 정대석의 ＜해금독주곡 

Ⅰ＞(1986), 이준호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1989) 등

으로 본격적으로 해금을 독주악기로 활용한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졌

다. 

  1990년대에는 전인평의 ＜알타이 춤곡＞(1991), 박일훈의 ＜해금독주곡 

Ⅴ＞(1992), 김영재의 ＜계명곡＞(1994), 임진옥의 ＜산＞(1994), 이건용의 

＜해금가락Ⅰ＞(1995), 백성기의 ＜유랑기＞(1995), 김철호의＜바람2＞(199

6), ＜해금독주곡 Ⅰ번＞(1999), 이만방52)의 ＜해금을 위한 樂＞(1997), 이

49) 김흥교(1918~1995). 대구 출생. 더블베이스 연주자. 작곡가. 동경 음악학교(현 동경예술대

학의 전신) 기악과를 졸업했다. 고려교향악단 창립위원 및 기술위원, 경성음악전문학교 교수, 

공군군악대 교관, 효성여대 음대 교수, 서울대 음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해금과 장구를 위한 소곡＞, ＜단소와 양금을 위한 소곡＞ ＜국

악기를 위한 행진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제1권(서울: 시공사, 1999), 176쪽. 

50)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7회 정기연주회 초연작품, 해금: 강사준, (1966.11.3)

51) 김영재(1947~  ). 서울 출생. 해금.거문고 연주자. 작곡가. 국악예술중. 고등학교를 거쳐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에서 1983년까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1997

년까지 전남대 교수로 재직했고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이다. 1989년 해금독주곡 ＜적념＞으로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1994년 제12회 무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해금독

주 ＜비＞, ＜조명곡＞, ＜적념＞, 해금협주곡 ＜공수받이＞,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

주곡＞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

공사, 1999), 128쪽. 

52) 이만방(1945~  ). 경상남도 거창 출생.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

다. 그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음악대학 작곡과를 나왔다. 충남 예산의 예산고 및 서울 경신고 

교사를 지냈으며, 서울예전, 청주여사대, 목원대, 연세대, 서울대 등에 출강했다. 1976년 서울

음악제당선, 1982년에 공간음악상, 1987년, 1988년, 1991년에 각각 국제현대음악제3회 입

상, 1990년, 1994년 각각 아시아작곡가연맹 주관 국제음악제2회 입상, 1992년 대한민국 작

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

울: 시공사, 1999),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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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식의 ＜해금을 위한 해궁＞(1998), 백병동53)의 ＜오늘, 98년 9월-뒤틀림

에서 초연의 피안으로＞(1989), 이성천의 해금합주곡 ＜황소의 언덕＞(199

8), 이상규의 ＜아랑아랑＞(1994), ＜삼도설장구＞(1998), 박일훈의 ＜해금

독주곡 Ⅴ번 ‘옹’＞(1992), 김만석의 ＜실오라기＞(1998), 윤혜진의 ＜흐느끼

는 낙타＞(1995) 등으로 많은 작곡자가 해금 창작곡에 참여하면서 해금이 

더욱 대중화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서양작곡가나 해외 유학파들도 해금창작곡에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여 강준일54)의 소리그림자(2004), 백병동의 ＜명2＞(200

4), 이건용의 ＜해금가락 Ⅱ＞(2006), 안현정의 ＜해금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2009), 박영란의 ＜달 밝은 밤에＞(2011), 도널드 리

드 워맥55)의 sori(2012), 토마스 오스본56)의 ＜흔들리는 빛＞(2012), 임

53) 백병동(1936~  ). 중국 만주 적봉 출생. 1942년 호아해도로 와서 6.25때 전북 진안으로 이

주했다. 195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입학, 김성태와 정회갑을 사사했으며, 재학 시

절이던 1960년 제1회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1961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62년 제1회 

신인상을 수상했다. 1975년 월간음악상을, 1977년 제2현악 사중주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

상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무용제음악상(1982), 서울시 문화상(1983), 대한민국 작곡

상(1990), 영창음악상(1993) 등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

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239쪽. 

54) 강준일(1944~2015). 충청남도 서천 출생. 1963년에서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물

리학과를 다니다가 1966년 동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수학했으며, 1969년에 다시 동 대학 물

리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서울음악학회를 창립하였으며, 서울예술단 지도위원과 88올림픽 

개폐회식 음악위원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

당＞, 국악관현악 ＞＜송가89＞, ＜풍물＞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서울: 시공사, 1999), 19~20쪽. 

55) 도널드 리드 워맥은 노드웨스턴 대학의 작곡 석,박사 학위, 푸만 대학의 철학과 음악 이론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풀브라이트 수석연구원 장학금으로 일본에서 일본음악

앙상블 "AURA-J" 의 객원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그가 작곡한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샤쿠

하치와 고토 2중 협주곡 등이 교토시 교향악단, 호놀룰루 심포니, 피츠버그 뉴뮤직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하와이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작곡과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도널드 리드 

워맥의 해금곡으로는 해금과 첼로, 장구를 위한 Sori(2012)가 있다. 여수연 해금 독주회 팜플

렛 중에서 발췌,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2012. 04. 06.

56) 토마스 오스본(Thomas osborne)은 서양음악과 동양음악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아

시아 전통악기를 사용한 곡들을 작업하였다. 인디애아 주립대학 학사, 라이스 음악대학 석사, 

USC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와이대학교 작곡 및 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와이대학교 현

대음악앙상블도 지도하고 있다. 2012년 풀브라이트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에 머물며 적극적인 

작곡할동을 펼쳤다. 토마스 오스본의 해금곡으로는 흔들리는 빛(2012), 그림자와 춤을(2012)

이 있다. 토마스 오스본 작곡 발표회 팜플렛 중에서 발췌,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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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의 ＜혼불Ⅴ-시김＞(2013), 이귀숙의 ＜탐매＞(2014), 나효신의 ＜해

금베짜기＞(2014) 등으로 현재까지 해금 창작음악이 다양한 형태로 발표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작곡가 이해식은 1977년 ＜해금을 위한 상＞을 시작으로 

최근작인 2010년도의 ＜들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해금독주곡, 해금합

주곡 및 중주곡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해금 작품들에는 작곡가 

특유의 복잡한 변박과 리듬, 난해한 음정 등으로 연주자의 연습과 해석을 

요구하는 요소들이 많아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그가 해금작품에 

최초로 시도한 다양한 기법들은 해금 연주기법의 확대 및 해금창작곡에서

의 음역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이는 다른 작곡자들의 해금작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

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창작국악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작품을 이어온 이해식은 3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다작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작곡가 및 교육자로 국

악창작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러한 이해식의 해금 작품에 나타난 음악철

학 및 기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한 작곡가의 해금 창작곡의 역

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해금 창작곡의 발전에도 필

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식의 해금독주곡과 중주곡의 해금선율을 분석하

여, 각 곡마다의 음악어법과 특징 그리고 연주기법을 파악하려 한다. 1977

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작곡가의 해금 작품과 선율을 정리하는 거시적

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식 해금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연주기틀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2013.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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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이해식의 해금곡에 관한 연구는 각 독주곡이나 중주곡에 한하

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인 분석을 갖춘 연구는 없었다. 선행연

구를 시기 순으로 검토해보고 본 연구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나아갈 

연구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해식의 해금 곡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2000년 윤문숙57)이 발표한 "해

금창작독주곡의 비교분석: 이성천 작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와 이해식 

작곡 ＜해금산조 상＞을 중심으로" 이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초기 해금

창작곡의 대표적인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으로, ＜해금을 위한 상＞의 음

계와 리듬형태, 선율형태를 분석하고 특수주법을 정리하였다. 

  ＜해금을 위한 상＞에 관한 다른 연구로는 2007년 윤신향58)의 “창작국

악의 신분 연구 1: 이해식의 해금 산조 ‘像’을 통해 본 국악의 현대화 양상

을 중심으로” 가 있다. 이 논문은 ＜해금을 위한 상＞은 전통음계와 장단, 

농현과 추성등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을 차용했으나 트레몰로와 글리산도, 

중음주법 등 바이올린 주법에서 차용한 현대적 기법을 도입하여 국악의 현

대화를 이끌어낸 작품이며, 당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도 유사한 방식

으로 전통을 현대화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처럼 ＜해금을 위한 상＞을 분석한 윤문숙과 윤신향의 연구는 선율과 

연주기법을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악곡 전체의 선율분석과 운지법 

및 운궁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2005년 서현수59)는 “해금 독주곡 ＜사마다＞의 분석연구”에서 ＜사마

다＞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하고 운지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율분석에 

57) 윤문숙, "해금창작독주곡의 비교분석: 이성천 작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와 이해식 작곡 

＜해금산조 상＞을 중심으로", (용인 :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58) 윤신향, ｢창작 국악의 신분 연구 1 : �이해식의 해금산조 ʹ상ʹ�을 통해 본 국악의 현대화 양

상을 중심으로｣, �낭만음악�여름호(서울: 낭만음악사, 2007), 113~37쪽.

59) 서현수, “해금 독주곡 ＜사마다＞의 분석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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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제선율과 그 변형선율, 동형진행 선율을 찾는데 국한하여 전체 악

곡의 선율 중  분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며, 리듬 역시 특징적인 몇 부

분만 언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2005년 장문정60)은 “이해식 작곡 ＜해금을 위한 해궁＞ 분석연구”를 

통해 해금합주곡인 해궁의 악곡구조, 주제선율이 변주되는 방식, 리듬과 

선법, 악기의 결합방식, 해금의 운궁법과 운지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논

문에서는 독주해금, 합주해금, 아쟁의 세 선율악기를 함께 분석해가며 각 

악기군의 결합유형과 선율의 변주방식 등 세 악기군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

구가 중점이 되었다. 

  2009년 진나정61)은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의 분석연

구”에서 ＜춤 불러내기＞의 악곡분석을 통해 가야금과 해금의 역할과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가야금 연주자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기

에 해금 선율에 관한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금과 가야금의 음악적 상관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해금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도 배제되었다. 

이 외에 이해식의 해금독주 및 중주곡에 관한 해금 연주자의 논문은 네편

으로, 2003년 고수영62)이 “이해식 해금독주곡 ＜춤사리기＞의 음악분석과 

연주기법”을, 2011년 민서호63)가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날

듬＞의 분석 연구”를, 2016년 황보영64)이 “이해식 작곡 ＜해금연주를 위

한 들듬＞ 분석연구”를, 2016년 정인경65)이 “이해식 작곡 해금. 25현 가

60) 장문정, "이해식 작곡 ＜해금을 위한 해궁＞의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61) 진나정,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의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62) 고수영, "이해식 해금독주곡 ＜춤사리기＞의 음악분석과 연주기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63) 민서호,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ʹ날듬ʹ＞ 의 분석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1).

64) 황보영, “이해식 작곡 ＜해금 연주를 위한 ‘들듬’＞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65) 정인경, “이해식 작곡 ＜해금. 25현 가야고. 거문고를 위한 ‘춤바래기’＞ 분석: 해금 선율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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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 거문고를 위한 ＜춤바래기＞ 분석: 해금 선율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바 있다. 네 논문 모두 해금연주자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각 곡의 악곡구

조, 선율과 리듬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주기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해식의 해금 독주곡 중 한 곡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많았으나 이해식의 해금곡 전반에 나타나는 특

징이나 시대적 변화양상을 비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해식의 중주곡 중 해금선율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해식의 해금독주곡 및 중주곡에서의 해금 선율을 상

세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이해식의 해금선율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에 보

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이해식의 다양한 해금 작품은 1977년부터 2010년까지 폭넓은 시기에 

거쳐 작곡되었다. 또한 이 작품들은 시기별로 각기 다른 소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같은 시기에 동일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중복되는 작

품66)은 선행연구의 유무를 기준으로 제외하고, 이해식의 작품 소재를 대표

할 수 있는 시기별 대표악곡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1＞은 이해식의 해금 독주곡과 중주곡 전곡의 목록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 ＜사마다＞, ＜춤사리기＞, 

＜날듬＞, ＜들듬＞과 중주곡 ＜풍무＞, ＜맥류＞, ＜춤 불러내기＞의 총 8

곡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66) 해금합주곡 ＜해궁＞, 중주곡 ＜춤바래기＞ 해금독주곡 ＜춤사리기＞, 중주곡 ＜춤 불러내

기＞는 1998년~2000년 사이에 작곡된 곡으로, 모두 ‘춤’을 소재로 하며 이 중 해금 선율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곡은 ＜춤 불러내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춤 불러내기＞를 

‘춤’을 소재로 하는 대표 악곡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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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연

날짜
공연명 장소 초연자

해금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

1977.

11.30

제1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정기 

연주회

국립극장 

소극장

해금-양경숙

장고-최지애

실내악 바람의 

춤 ＜풍무＞

1979.

11.13

미래악회4 작곡발표 

위촉작품

국립극장 

소극장
지휘-김용만

소음악 ＜맥류＞
1980.

12.03

제13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 

연주단

해금독주곡

＜사마다(SAMA

DA)＞

1985.

12.06

국립국악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국립극장 

소극장

해금-강사준

장고-박문규

피리와 

실내악＜바람의 

여자＞

1992.

04.23

KBS 국악관현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KBS 홀

피리-문정일

지휘-이상규

해금합주곡

＜해궁＞

1998.

09.23
해금 역사 축제

국립국악원 

예악당

경기도립 

국악단

해금. 25현 

가야고. 

거문고를 위한 

＜춤바래기＞

1998.

10.16

제3회 한모음 

3중주단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해금-윤문숙

가야금-송안나

거문고-장은선

해금독주곡

＜춤사리기＞

1999.

10.27

해금연구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안희봉

해금과 

25현금을 위한

＜춤불러내기＞

2000.

09.22

원영실 최희연 2인 

음악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최희연

가야금-원영실

해금독주를 위한 

＜날듬＞

2010.

06.04
노은아 해금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노은아

해금독주를 위한 

＜들듬＞

2010.

10.09
이승희 해금독주회

흰물결 

화이트홀
해금-이승희

＜표 1＞ 이해식의 해금작품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선정한 이해식의 해금곡 8곡을 포괄적으로 조명

하여 각 악곡이 갖는 음악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1977년도부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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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이르기까지 한 작곡가의 해금곡을 총 정리해보는 작업을 시도하겠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악곡분석과 해금 연주기법이 상

세하게 제시되었기에, 선행연구와 중복되는 상세한 분석은 제외하되 각 작

품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선율 및 연주기법에 집중하여 시대별 비교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이

해식 해금곡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다음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작곡자 이해식의 생애와 

음악세계 및 작품성향을 살펴보겠다. 이해식의 출생과 성장배경, 학습 환

경 등 그의 삶의 궤적은 작품과도 깊은 연관을 가질 것이며, 시대마다 꾸

준히 변화하는 작품의 소재는 해당 곡이 쓰여질 당시 작곡자의 관심사와 

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작곡자와의 대담 및 저술을 통해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후, 작곡 시기와 작품 소재의 변화를 바탕으로 제1기, 2기, 

3기의 세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이해식 해금 작품을 분류하겠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앞서 분류한 이해식의 제1~3기의 해금 작품 8곡을 

각각 분석하여 각 악곡별 음악적 특징 및 주요기법을 고찰하겠다. 먼저 작

품해설 및 작곡노트를 종합하여 작품의 배경과 주제를 살펴보고, 선율 및 

리듬을 분석하여 각 작품마다의 특징과 작곡자가 중요하게 사용한 기법을 

파악하겠다. 

  셋째,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해식 

해금곡의 종합적인 특징을 음계 및 선율, 리듬, 전개방식, 전통적 요소의 

수용과 변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운지법

과 운궁법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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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해식의 생애와 해금 작품

  제Ⅱ장에서는 작곡가 이해식의 성장과 유년시절의 배경, 학습 및 작곡활

동의 환경 등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이해식의 음악 철학 및 

작품의 성격을 고찰하겠다. 이해식의 생애주기와 작품의 소재 및 철학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작품의 시기를 1기, 2기, 3기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해금 작품을 분류할 것이며, 이를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

어질 악곡 분석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1. 이해식의 생애와 작품

  본 절에서는 이해식의 생애와 그에 따른 작품활동을 다룬다. 1943~86

까지의 성장과정과 학습배경,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영남대학교 음악대

학 국악과 재직 및 시절, 2010년 퇴임 이후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

여 살펴보겠다.67)

1) 성장과정과 학습배경(1943~1986)

  이해식은 1943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농악과 굿을 

구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가락과 장단을 체득했다. 부안에서의 어린 시

절은 접할 수 있는 악기라고는 풍금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때 전주로 유학

을 가서 피아노와 서양음악사, 작곡을 독학해 가며 공부를 시작해 나갔다. 

  그는 상여가 나가면 뒤 따라 가며 채보를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청음 

공부를 했으며, 유년시절 농촌의 민속적인 환경이 자신의 작품세계에 꾸준

67) 이성천, ｢현대국악감상｣(�음악평론�제8권,1994,107~146쪽)에 실린 이해식에 관한 자료와 �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2019.05.30. 자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를 통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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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이다. 이곳

에서 자라며 보고 들어온 한 여름 밤 동구의 모정에서 들려오는 춘향

가 소리, 명절 전야에 벌어지던 풍장굿, 내가 어린 시절 시름시름 아플

때, 얽었지만 미인이었던 단골이 와서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주문을 

외우며 콩 던지던 일, 가을 달밤 오동잎 스치는 바람소리를 타고 넘어

오던 건너 마을의 구슬픈 데오라기 소리(출상 전날 밤의 상여매는 연

습), 놀이판에서 어머니가 두들기시던 흥겨운 장고장단, 이러한 내 주

변의 민속적인 생활과 taboo들이 농악이나 무악, 민요로서 여기 창작

곡들의 배경을 이룬다.”68)

  1961년, 고교 3학년 재학 당시 교내에서 가곡 ‘진달래꽃’을 발표하며 늘 

작곡의 뜻을 품고 있던 그는 1962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 후 약 1년 4개

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마침내 작곡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65

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 작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

하였다. 

  대학교 재학 당시 서양음악에 관한 학습과 훈련을 기본으로 작곡의 길을 

성실하게 닦아나가던 그는 4학년 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제7회 신국악 

작품공모에서 ＜대금 독주곡 산조＞로 당선되었으며 가을에는 동아일보사

가 주최한 전국음악 콩쿠르에서 ＜피아노 트리오＞, ＜가야고를 위한 3

장＞으로 서양음악과 국악 두 부분에 동시 당선되었다. 그의 재학 시절의 

작품들은 산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산조적인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작곡한 가야금 독주곡 ＜흙담＞ 또한 진양조와 같이 

느리게 시작하여 자주 청이 바뀌며 고난도의 민속적인 해석이 요구되는데, 

＜흙담＞이라는 제목은 사실 작곡가가 양지바른 흙담 옆에서 구슬치기를 

68) 이해식, �해동신곡�,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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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놀았던 유년의 추억과 연관이 깊기도 하다. 볏짚을 촘촘하게 엮어 올

린 흙담은 민속적인 풍속을 연상케 하는 농촌문화의 진수이고, 산조 또한 

민속음악의 전통적인 진수라고 생각하여 산조의 특성을 살린 이 작품의 제

목을 ＜흙담＞이라 이름붙인 것이다. 

즉, 이해식의 대학 재학 시절의 작품들은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성장배경과 향토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았으며 음악적으로는 산조의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1969년 대학을 졸업한 이해식은 KBS에 입사하여 라디오의 전통음악프

로그램 프로듀서로 1980년까지 11년간 재직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그에

게 있어 작곡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귀중한 시기였다. 아마추어 민요 

가수들의 콘테스트 프로그램인 ＜민요 백일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

면서 그는 전국방방곡곡의 숱한 민요 가수들을 만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사라져가는 전통민요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해식은 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카메라와 녹음기를 둘러메고 전국 산하를 누비면서 갖가지 토

속민요와 굿 음악을 수집하며, 그간 학습해온 서양음악의 터전 위에 향토

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성장의 계기를 동시에 만들었다. 다음은 당시의 토

속민요 채집에 관한 작곡자의 회상 중 일부이다. 

“채집한 토속민요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방송의 활력소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KBS 사내는 물론 국내외 여러 방송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당선 또는 입상하는 원동력이 됐다. 무엇보다 

나의 작품에 ‘독특한 개성을 창출해내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69)

  위의 회상에서와 같이 이 때의 10여년간 그가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은 

현장에서의 민요와 굿 음악은 큰 자양분이 되었고, 이에 힘입어 낮에는 방

송국 일을 하고 밤에는 작곡을 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나갔다.

69) 이해식, �산조의 미학적 구조론�,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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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방송국 재직 시절 본인이 채집한 민요와 농요를 여러 작품에 다양

한 방식으로 녹여내며, 거의 매년 국악 관현악곡을 발표했다.

  합창과 관현악이 함께하는 ＜뜰모리＞(1976), ＜밧삭＞(1976)은 1970년

대에 작곡된 대표적 작품으로, 공통적으로 토속민요의 선율과 리듬을 기초

로 하고 있어 이 시기에 작곡자 이해식이 토속음악, 특히 민요에 뿌리를 

두고 창작하려는 의지와 경향을 보여준다.70)

  1980년 KBS 한국방송공사 출범 7주년 기념작을 위촉받은 이해식은 가

장 애착이 가는 음악인 ‘호미걸이소리’를 바탕으로 관현악과 혼성합창, 민

속합창으로 재구성한 ＜두레사리＞를 발표한다. 이는 어린 시절의 이해식

이 농촌에서 형님들과 두레를 마주 잡고 물을 퍼올리는 ‘맞두레’ 하던 추

억에서 연상한 제목으로, 이와 같은 농경사회 혹은 마을 공동체의 협동과 

향토적인 풍경을 토속민요와 연관 지은 것이다. 음악이 시작되면 무대는 

노동과 놀이가 펼쳐지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이 된다. 농촌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한 민속적인 정서들의 영향과 함께 현장에서 노래를 채집한 11년간의 

귀중한 시간들이 더해져 이와 같은 효과와 풍경들이 무대에서 표현된 것이

다.

  KBS에 재직하며 동시에 단국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이해식은 198

1년 경상북도 경산의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부임하고 이후 

세 권의 작곡집을 출판했다.71)

  이 시기 그는 대구, 부산지역을 비롯해 서울의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대규모 관현악에 주

력했던 방송국 시절과 달리 이 시기는 실내악. 독주곡. 협주곡 등 다양하

70) ＜밧삭＞(1976)은 전북 임실 지방의 방아타령, 연평도 지방의 상여소리, 무안 자진상여소리

를 주된 소재로 삼았고, ＜뜰모리＞(1976)는 남도들노래(나주.진도/무형문화재 제51호)의 나

주들노래 중 뜰모리를 편곡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71) 1983년 출판된�해동신곡�에 국악관현악곡 12곡, 1986년 국악기 독주곡집 �흙담�에 독주곡 

11곡, 1990년 출판된 �바람의 말�에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작곡된 음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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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품의 장르를 넓혀갔다. 민요와 굿 등 현장의 음악을 활용하던 과거의 

방식은 동일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이해식은 적극적으로 ‘굿’을 소재로 

삼으면서 변화의 흐름을 보인다. 

  실내악 ‘삼굿’(1981), 관현악 ‘들굿’(1983), ‘산굿’(1984),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어방굿’(1985)과 ‘종굿’(1986)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해식의 농촌에서의 성장배경과 함께, 현장에서 민

요와 무속(굿)음악을 채집한 수년간의 경험이 더해져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굿이 갖는 예술성과 축제로서의 성격은 이 

시기 그의 작품에 음악적, 철학적, 미학적인 영향을 두루 보여준다. 

  굿은 언어이며 춤이며 음악이며 연극이며 격동하는 혈맥이며 한국인

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생생한 광장(판)이다. 

  태초에 굿놀이가 있었다. 굿은 원초적인 종합예술의 현장으로서 항

상 내 작품의 민속적, 행위적 바탕을 이룬다.72)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곡가 이해식에게 굿이 갖는 이러한 

종합예술적인 축제의 성격은 큰 의미를 가지며, 자신의 작품 속에 굿판에

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상과 분위기를 묘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전 시기 민요를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민요의 선율이 독창 혹

은 합창, 반주악기들에 의해 등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굿과 관련 작품에

는 직접적으로 굿의 장단이나 선율을 차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73)

오히려 ＜사마다＞(1985)에는 탱고리듬, ＜굿을 위한 피리＞(1986)에는 

라틴음악리듬을 도입하는 등, 굿을 소재로 하였다고 해서 전통음악적인 음

계나 선법에 구속되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양

음악적인 기법을 적극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속악적인 소재

와 서양작곡기법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한국적인 어법을 탄생시키려 한 이

72)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95쪽.

73) 2019.5.30. 자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이해식은 자신의 굿 관련 작품 중에서 굿 음악의 

장단이나 선율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작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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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식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재직 시기(1987~2009)

  ‘굿놀이의 중심에 춤이 있다’ 는 그의 말을 반영하듯, 굿으로 대표되는 1

980년대 초.중반을 지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작품의 제목에 춤이 자주 

등장한다. 협주곡 ‘춤을 위한 협주피리’(1987), 무용곡 ‘춤을 위한 국악연

습’(1989), ‘춤을 위한 두 사람의 연주’(1988), 피리 독주곡 ‘춤피리’(1989) 

등을 작곡했다.  

  관현악 ‘디스코’(1987)에는 흥겨운 분위기를 위해 주판이 악기로 활용되

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소재로 도입하게 된 데는 

당시 그가 댄스 스포츠에 입문하여 가장 즐겨하는 취미활동으로 삼은 배경

이 있다. 바쁜 교수 생활이지만 1986년부터 일주일에 한번은 절대 빠지지 

않고 춤을 배우러 다녔는데, 그것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춤의 리듬을 익혀 실제작곡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인간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말보다 몸짓을 먼저 하며 춤은 타고 나는 것이

라 여기는 이해식은 이 때부터 10년 이상 활자로는 배울 수 없는 춤의 리

듬과 에너지를 실제몸으로 익히고 체득하며, 이후 그의 작품에서 춤이 빠

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작품에서 중요한 화두였던 ‘굿’과 ‘춤’에 관한 이해

식의 저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 작품의 모든 소재와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민

속(folklore)이다. 민속 중에서도 굿은 한국인이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예배이다. 이러한 굿에는 낙관적인 인생관과 희망이 관통한다. 따라서 대부

분의 내 작품에서 흥과 놀이가 흐름은 현실을 추구하려는 한국인의 본성 표

현이다. 이러한 본성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수단은 굿놀이요 그 요체는 춤이

다.

  내가 춤 속에 있음을 즐겨하고 춤의 정신으로부터 작품의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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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냄은 작품의 건실한 역동성을 위해서이다. 춤은 육체의 중심을 세

우고 나아가 사상의 중심을 바로잡게 한다. 또 내가 작품으로 춤을 추

구함은 영혼의 역동성을 추구함과 일치한다.

  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내 작품은 전통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기

법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악기의 연주기법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악관

현악법을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한 서양음악기법은 

전통적인 요소와 융합하여 개성적인 변주수법으로 바꾸어지고 한국적

인 이디엄(idiom)을 수용하는 수단이다."74)

  “춤은 내 작품이 착상되는 자리이며 내 작품에서 춤 관련 이외의 자

잘한 것은 별로 없다. 춤을 내 작품의 태반으로 삼는 것은 거기에는 

항상 번쩍이는 소재가 싹트고 창작의 충동을 작품 속으로 끌고가는 마

력이 있기 때문이다...나의 모든 작품은 제의(祭儀) 관련의 몸짓이다.75)

  이와 같은 저술과 당시 이해식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우리 민속음악의 

기본정서인 흥과 놀이를 작품 속에 담아내려 했고, 자신이 한창 심취해 있

던 춤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해식은 1990년 관현악곡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을 작곡하

고 같은 해 작품집�바람의 말�을 출간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관현악 

＜춤을 위한 부새바람＞(1991), 실내악 ＜바람의 여자＞, 3중주곡 ＜춤바

래기＞(1997), 2중주곡 ＜바람터＞(1999), 국악관현악 ＜춤두레＞(2000), 

독주곡 ＜바람의 강＞(2008) 등으로, 춤과 바람이라는 소재가 주로 나타나

고 있다. 

  춤과 함께 그의 작품 소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람’ 에 관해서는 

1990년 작곡한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의 작품해설에 자세한 설

명이 있어 이를 인용한다. 

74) 이해식, "음악사적 의미로서의 작곡가의 작품양식 연구-이성천의 평론에 투영된 나의 작품

양식의 재접근", �음악과 문화 제5호�, 68쪽.

75)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368~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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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품의 준거가 되는 민요. 굿. 춤 등의 토속적 idiom은 모두 바

람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물과 산을 동반하는 바람은 이미 나의 다

른 작품들에서 표상되어 왔으며 ｢바람의 말｣도 그것이 연속되는 결실

의 하나다.

  바람은 기상학적 의미 외에 굿-놀이, 춤-풀이에서 소용돌이 치는 신

바람처럼 한국인은 언제어디서나 바람 속에서 산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축적 정서를 자아낸다.

  오늘 ｢바람의 말｣은 특별히 젊은이를 위한 언어이요 감각이요 몸짓

이고자 하는 신선한 바람의 흐름이다. 동시에 국악의 속성이기 쉬운 

보수적 태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삶의 현실에 접근코자 하므로 

그 작품성은 전통사회의 관습과는 많이 다르다.“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람’은 중의적인 단어로, 기상학적 바람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신바람이기도 하며, 혹은 기원을 뜻하는 

바람과 같이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민요와 굿, 

춤 등 민속적인 소재들은 모두 이 바람이라는 단어로 통한다는 것이다. 

  즉, 60년대 산조에서 출발한 그의 작품세계는 70년대 민요와 80년대 굿

과 춤을 거쳐, 90년대 들어서는 굿과 춤, 놀이 등 우리 민족의 정서를 모

두 함축하는 바람이라는 소재로 귀결되고 있다. 

3) 영남대학교 퇴임 이후(2010~현재)

  2009년 대학교수로 정년을 마친 이후, 작품의 발표 횟수는 이전보다 현

저하게 줄었으나, 2010년도에 작곡한 ＜날듬＞, ＜들듬＞, ＜넘듬＞을  

‘순환구조 시리즈’ 의 3부작으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작곡 소재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순환구조 시리즈를 창작하게 된 배경은 작품에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해식의 성향과도 연관이 깊다. 그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재를 위해 책을 읽고 명상과 사색을 거쳐 작

품에 반영하는데, 순환구조 시리즈를 작곡한 2010년에는 이중구조에 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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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었다. 

  작곡자가 생각하는 이중구조란 우리 전통 한옥 창호문의 미닫이, 혹은 

서랍의 문갑이나 화장대의 빼닫이와 같은 구조이며, 밀고 닫는 것, 빼고 

닫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즉 서로 반대되는 행위이고 반대방향이지만, 각

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반대 개념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악기(해금)를 연주하기 위해 연주자가 앉았다 일어서고, 오

른손으로 활을 넣었다 빼고, 왼손으로 줄을 당겼다 펴고, 하는 일련의 연

주동작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더 넓게 보면 들숨과 날숨과 같이 생

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질서 등 많은 부분이 이중구조로 설명가능하게 된다. 

  작곡자는 명상과 사색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듬), 혹은 들숨과 날

숨(호흡)과 같은 모든 상반되는 동작들이 결국은 하나의 행위로 귀결되는 

이중구조임에 착안했다. 이처럼 둘이 하나를 이루어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순환구조 시리즈의 아이디어인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 순환구조 시리즈 이후의 작품은 거의 발표되고 있지 않지

만, 이전의 굿, 춤, 바람과 같은 소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경향을 나타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이해식 작품의 시기구분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해식의 생애와 작품의 철학 및 주요소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시기별 이해식 

해금곡들의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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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기(1968~1986)-산조와 민요, 굿 음악의 시기

  제1기(1968~1986)는 이해식이 산조와 시나위, 민요, 굿 등 민속음악을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삼은 시기이다. 

   대학 시절 산조의 예술성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이해식은 1968부터 198

6년까지 악기별 산조 시리즈와, 시나위 혹은 산조를 소재로 한 중주곡들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거의 독주 혹은 중주(실내악) 편성으로, 그 목록은 

다음 ＜표 2＞와 같다.

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968 대금독주곡 ＜산조＞76) 독주 산조

1968 ＜가야고를 위한 3장＞ 독주 산조

1969 ＜흙담＞77) 독주 산조

1977 ＜해금을 위한 상＞78) 독주 산조

1979 ＜삼위위상＞ 중주 시나위

1980 ＜맥류＞ 실내악 시나위

1981 ＜달구벌소리＞ 독주 산조

1984 ＜피리를 위한 호드기＞79) 독주 산조

1986 거문고독주곡 ＜술대굿＞80) 독주 산조

＜표 2＞ 제1기 이해식의 산조와 시나위 소재 작품목록

  또한  이 시기에 그가 현장수집을 통해 채집한 민요는 그의 음악에 중요

한 자양분이 되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주로 대규모 관현악과 합창 

곡의 소재가 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 ＜표 3＞과 같다.

76) 부제는 ‘이해식류 대금 산조’이다.

77) 부제는 ‘이해식류 가야금 산조’이다.

78) 부제는 ‘이해식류 해금 산조’이다.

79) 부제는 ‘이해식류 피리 산조’이다.

80) 부제는 ‘이해식류 거문고 산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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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976
국악관현악과 합창

뜰모리
관현악 나주 들노래 들모리(뜰모리)

1976
국악관현악과 합창

밧삭
관현악 임실 들노래, 상여소리

1977 세악사위 합주곡 서천 달타령, 영덕 덜구소리

1979 풍무 실내악 해남 둥당애타령, 절로소리

1979 국악관현악 해동신곡 실내악 토속민요

1980
국악관현악과 합창

두레사리
관현악 나주 들모리, 고양 호미걸이 소리

1983
혼성합창 

아부레이수나
합창 예천 통명농요 중 모심기소리

＜표 3＞ 제1기 이해식의 민요 소재 작품목록

  산조와 민요에 더하여 이 시기 이해식의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한 소재로 

‘굿’을 빼놓을 수 없다. 유년기에 마을의 풍장굿을 보고 자란 경험에 더하

여, KBS 프로듀서로 각종 굿 음악을 수집하면서 굿의 예술성을 음악에 표

현했는데 그 목록은 다음 ＜표 4＞와 같다. 

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970 국악관현악 당산 관현악 당산굿

1971 국악관현악 원풍 관현악 액막이굿

1973 국악관현악 춤거리 관현악 매굿

1981 실내악 삼굿 실내악 굿

1983 관을 위한 류 독주 굿

1983 국악관현악 들굿 관현악 들굿(야제)

1984 국악관현악 산굿 관현악 산굿

＜표 4＞ 제1기 이해식의 굿 소재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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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1987~2009)-춤과 바람의 시기

  제1기가 민속음악의 시기였다면 2기(1987~2009)는 춤과 바람으로 대변

할 수 있는 시기로, 이해식은 관현악, 중주, 실내악, 독주 등 다양한 장르

의 작품에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피아노와 국

악관현악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기도 한다. 다음 ＜표 5＞는 2기 이해식이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작품 목록이다. 

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987 춤을 위한 협주피리 관현악(협주) 춤

1987 국악관현악 디스코 관현악 춤

1988 국악관현악 춤을 위한 지와 간 관현악 춤

1989 국악관현악 춤을 위한 국악연습 관현악 춤

1990 피리독주곡 춤피리 독주 춤

1990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관현악 춤, 바람

1990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2 관현악 춤, 바람

1991 국악관현악 춤을 위한 부새바람 관현악 춤, 바람

＜표 5＞ 제2기 이해식의 춤, 바람 소재 작품목록

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985 국악관현악과 합창 어방굿 관현악 굿(어방놀이)

1985 국악관현악과 합창 향발굿 관현악 굿

1985 해금독주곡 사마다 독주 굿

1986 국악관현악 대굿 관현악 굿

1986 국악관현악을 위한 굿 연습 관현악 굿

1986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종굿 관현악 굿

1986 굿을 위한 피리 독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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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992 피리와 실내악 바람의 여자 실내악 바람

1992 국악관현악 길춤 관현악 춤

1992 국악관현악 성주춤 관현악 춤

1993 국악관현악 춤맞이 관현악 춤

1994 플롯과 18현금을 위한 춤터 중주 춤

1997 3중주 춤바래기 중주 춤

1998 해금합주곡 해궁 중주 춤

1998 거문고 독주곡 고춤 독주 춤

1998 관현악과 독창 등장춤 관현악 춤

1999 2중주 바람터 중주 바람

1999 국악관현악을 위한 디스코 관현악 춤

1999 해금독주곡 춤사리기 독주 춤

1999 중주곡 달춤 중주 춤

2000 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춤두레 관현악 춤

2000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춤두레 중주 춤

2000 춤 불러내기 중주 춤

2000
25현금 독주곡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깔
독주 바람

2003 현대인을 위한 춤덜구 중주 춤

2004 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춤질내기 관현악 춤

2005 25현금으로 그리는 춤그림 독주 춤

2007 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춤두레 2번 관현악 춤

2009 바래기춤 관현악 춤

2009
라틴춤, 피아노, 국악관현악을 위한 

춤수레
관현악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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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기(2010~현재)-순환구조 시리즈 및 사색의 시기

  이 시기의 작품은 6개로 작은 편이지만, 작품의 소재에서 확연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3기로 구분하였다. 이해식은 영남대학교에서의 정년퇴임 

이후 사색과 명상을 통해 이중구조에 심취해 2010년 순환구조 시리즈 3부

작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도의 ＜실크로드 탐색＞도 그의 사색이나 작품

의 저변을 이루는 실크로드를 소재로 하고 있다. 다음 ＜표 6＞은 제3기 

이해식의 작품목록이다.

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2010 해금독주를 위한 날듬 독주 순환구조

2010 거문고독주를 위한 넘듬 독주 순환구조

2010 해금독주를 위한 들듬 독주 순환구조

2011 실크로드 탐색 중주 사색

2012 소리맥 관현악 소리+맥(단락)

2014 호적을 위한 트럼펫 관현악 풍물놀이

＜표 6＞ 제3기 이해식의 작품목록 

3. 시기별 이해식의 해금작품

  앞서 이해식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살펴보고, 작곡 시기와 작품 소재에 

근거하여 작품을 크게 제1~3기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본고에

서 분석할 이해식의 해금작품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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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연도 작품명 편성 작품소재

1기

1977 해금을 위한 상 독주 산조

1979 풍무 실내악 민요

1980 맥류 실내악 시나위

1985 사마다 독주 굿

2기
1992 바람의 여자 실내악 바람

2000 춤 불러내기 2중주 춤

3기
2010 날듬 독주 순환과 호흡

2010 들듬 독주 순환과 호흡

＜표 7＞ 시기별 이해식의 해금작품

  위의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본고에서 다루게 될 이해식의 

제1기 해금 작품은 ＜해금을 위한 상＞, ＜풍무＞, ＜맥류＞, ＜사마다＞ 

의 총 네 곡이다. 이 작품들은 각각 산조, 민요, 시나위, 굿이라는 소재를 

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전통음악 중 민속악을 기반으로 출발한 곡이라

는 특징을 갖는다. 제2기는 ＜바람의 여자＞, ＜춤 불러내기＞를 포함한다. 

＜바람의 여자＞는 바람을 소재로, ＜춤 불러내기＞는 춤을 소재로 하였

다. 제3기의 두 곡 ＜날듬＞과 ＜들듬＞은 공통적으로 이중구조 및 순환과 

호흡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 구분에 의하여 각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

식 해금곡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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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해식 해금 작품 분석

  제Ⅲ장에서는 앞서 분류한 이해식의 제1~3기의 해금 작품 8곡을 각각 

분석하여 각 악곡별 음악적 특징 및 주요기법을 고찰하겠다. 먼저 작품해

설 및 작곡노트를 종합하여 작품의 배경과 주제를 살펴보고, 선율 및 리듬 

분석을 통해 각 작품마다의 특징과 작곡자가 중요하게 사용한 기법을 파악

할 것이다.  

1. 제1기 작품

  이해식의 제1기 해금 작품은 민속악을 소재로 한 ＜해금을 위한 상＞, 

＜풍무＞, ＜맥류＞, ＜사마다＞의 네 곡이다. 이 절에서는 작곡시기 순서

에 따라 각 작품을 분석하고, 제1기 작품의 종합적인 음악적 특징 및 주요 

기법을 고찰하겠다. 

1) 해금을 위한 상

본 항에서는 해금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

구조, 선율과 리듬,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 개관

  ＜해금을 위한 상＞은 1977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9회 

정기연주회의 위촉 작품이며,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양경숙의 해금과 최지

애의 장고로 초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해식의 악보집 �흙담�81)에 실린 악

보와 작곡자가 제공한 음원을 연구자료로 삼았다.

81) 이해식, �흙담�,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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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다음의 작곡노트를 통해 작곡자가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룬 소재

와 이 곡을 통해 중점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정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82)의 작곡노트

  발칸반도에 있는 동부 유럽의 여라 나라 작곡가들은 각기 자기나라

의 민속음악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여 찬란한 국민주의 음악을 음악

사에 남겼다. 특히 드보르작(ANtonin Dvorak 1842~1904)은 자기의 

조국 체코슬라바키아의 민속음악 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흑인과 인디언의 음악까지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여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조차도 극찬을 아끼지 않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이러한 드보르작이 주장한 창작상의 신조는 다음과 같

다.

  "작곡가들에게는 자기 나라 민요의 정신을 작품 속에 반영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민요가락을 고스란히 그냥 쓰는 것이 아

니라 그 정신을 창작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다."

  위의 드보르작의 말과 마찬가지로 ｢해금을 위한 像｣은 한국민요의 

정신과 무악의 춤 요소를 이입한 것이다. 즉 어느 뚜렷한 민요를 창작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작곡자의 오랜 기간에 걸친 민요 수집과 동

시에 민간무용의 신명에 젖으면서 내적으로 연소되고 융합된 민요와 

무용의 정수가 해금을 위한 새로운 산조인 ʹ像ʹ에서 상징적으로 표출되

고 여과된 것이다. 여기서 상징적인 것이란 무당이 춤추며 내면적으로 

느끼는 인간적 pathos 및 ecstacy와, 이와 대칭으로 깔려있는 심리적 

갈등이 역설적으로 음악적인 놀이를 통하여 ethos화 되는 것이다.

  ｢해금을 위한 像｣은 해금이 가진 연주 특성을 최대로 확대했으며 특

히 제2악장에 나오는 hemiola rhythm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제맛이 난

다.83)

  위의 작곡노트에서 알 수 있듯이 작곡자는 모국의 민요의 정신을 작품 

82) 이 곡은 현재는 ＜해금을 위한 상＞을 제목으로 하고 있지만, 작곡자가 제공한 1977년 초연 

당시의 자필악보와 작곡노트에는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 이라는 부제를 사용했다. 

83)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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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투영하고자 하였고, 한국민요의 정신과 무악의 춤 요소를 ＜해금을 

위한 상＞ 에 이입했다고 말한다. 또한 이 곡을 통해 해금이 가진 연주 특

성을 최대로 확대하고, 특히 2악장에서 헤미올라 리듬을 중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해금을 위한 새로운 산조’ 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작곡자는 작곡노트의 첫머리에 ＜이해식류 해금산조＞ 라는 부

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곡에 산조의 요소와 정신을 자신만의 방식으

로 담아내고자 한 의지가 엿보인다. 

  다음의 곡 해설을 통해 ＜해금을 위한 상＞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

아보겠다. 

해설1: ｢해금을 위한 像｣은 tremolo, 두 줄을 동시에 소리 내는 화음, 

glissando 등의 연주수법이 구사되고 연음표로 분할된 리듬, 특히 

hemiola rhythm이 작품의 골격을 이룬다.

  ｢해금을 위한 像｣의 배경은 전통음악이다. 즉 소재가 되는 전통음악

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된 다양한 수법들 사이로 전통

음악의 빛이 투영되어 해금을 위한 像을 짓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반추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해금소리는 찌르는 골계 같은

가 하면 냉소 같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고뇌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러

한 여러 군상들이 중첩되어 흐르는 것이 바로 ｢해금을 위한 像｣이다. 

해금은 매력이 넘치는 한국의 특수악기이다. 1977년작(이해식).84)

해설2: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은 9/8박자이며 3개의 단락(section)

이 a b c aʹ d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락은 중려(aʹ♭)에서 예리한 트

레몰로로 전개되어 둘째 단락에서 해금의 헤미올라(hemiola) 리듬이 

장고의 규칙적인 고동박과 겹리듬(polyrhythm)을 이룬다. 셋째 단락은 

첫 단락을 한 옥타브 위로 축소.변주한 것이다. 1악장은 중려 중심의 

계면조이다.

84) 국립국악원 ＜해금역사축제＞-현대 해금의 세계, 해금/양경숙, 장고/박문규, 1988.9.21. 국

립국악원 예악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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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악장은 황종(eʹ♭) 평조이다. 6/8박자로 시작하여 9/8박자의 종결구

에서 고난도의 중청중려(aʹʹʹ♭)가 처음 1악장을 회상한다. 2악장은 7

개의 작은 단락(period)으로 짜여졌으며 두 줄을 동시에 소리내는 

multi-phony가 glissando 주법으로 구사된다. 해금과 장고의 

polyrhythm은 1악장보다 더 적극적이다.

  ｢해금을 위한 상｣은 기존 전통음악의 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 

어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이다.

  이 작품은 1977년 초연 이래 여러 번의 재연도 모두 양경숙이 맡았

으나 그 외의 연주자는 이번 이주연이 처음이어서 사뭇 그 의미가 크

다.85)

  위의 두 해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곡의 배경은 전통음악이나 다

양한 현대적인 기법(두줄화음, 글리산도, 분할리듬, 헤미올라)들을 통해 전

통음악의 빛이 투영되어, 해금을 위한 ‘상’을 짓는다는 대목이다. 작곡가는 

이 곡의 제목에 대해 ‘상’은 카메라를 통해 해금의 다양한 소리를 사진찍

는다는 의미로 출발한 작품이라 말했다. 그에게 해금이란 음색 그 자체로 

특수악기로 다가왔으며, 이 음색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 찍기 위하여 당

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음과 저음을 사용하고 최초로 화음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전통 산조가 기악 독주곡으로써 높은 예술성과, 연주자의 테크닉을 보여

주듯이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에서는 실제산조의 가락이나 구조를 차용

하는 대신 해금이 보여줄 수 있는 연주수법을 최대한 탐구하여 시도하고, 

그로 인한 연주기법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악곡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실제분

석을 통해 알아보고, 작곡자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연주기

법을 고찰하겠다. 

85) 한국정가악연구원 제7회 전국신인정가악 발표회(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2.4.19), 해

금/이주연, 장고/김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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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곡구조 분석

  ＜해금을 위한 상＞은 총 118마디로 전체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악장은 9/8박자이며 A B Aʹ 의 3개의 큰 단락(section)으로 나뉘고 

이것은 다시 a b c aʹ d의 작은 단락(period)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악장은 e f g h eʹ hʹ aʹʹ 의 7개의 작은 단락(period)으로 나눌 수 있

다. 

전체 악곡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8＞과 같다.

부분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1

악

장

A a 1~11

9/8

괴로운 

듯이 

느리게

b 12~15

B c 16~23

Aʹ aʹ 24~31

d 32~35

2

악

장

-

e 36~47

6/8
흥겨운 

듯이 

조금 

빠르게

f 48~58

g 59~72

h 73~78

eʹ 79~94

hʹ 95~108

aʹʹ 109~118 8/9, 6/8

＜표 8＞ ＜해금을 위한 상＞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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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과 리듬 분석

① 제1악장 a (제1~11마디)

㉮ 제1~4마디

＜악보 1＞ ＜해금을 위한 상＞ 제1~4마디

  <악보 1>의 제1마디에서 Aʹ♭의 지속음으로 악곡이 시작되는데, 짧은 

앞꾸밈음을 제외하면 제2마디까지 Aʹ♭의 한 음정만이 등장하며, 이 지속

음을 불규칙한 형태의 농현과 셈여림의 변화, 트레몰로를 통해 수식한다. 

  제1악장의 도입인 이 부분에서 작곡자가 구체적인 템포를 명기하는 대

신 ‘괴로운 듯이 느리게’ 라는 나타냄말로 1악장의 분위기를 제시한다는 

점이 이 곡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제1~2마디의 Aʹ♭을 수식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농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평범한 서양식 비브라토와 엄연히 다르며 농현의 심도를 표

현한다고 작곡자가 언급한 바 있어, 연주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1악장의 음계에 관하여 작곡자는 본인의 악곡해설을 통해 ‘중려 중심

의 계면조’를 언급한 바 있으며, 다음 ＜악보 2＞는 작곡자가 1악장에 도

입한 중려 중심의 계면조의 구성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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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중려 중심 계면조의 구성음

  위의 ＜악보 2＞는 작곡자가 제시한 중려 중심 계면조의 보례로, 중려가 

중심음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출현하고, 황-협-중-임-무 의 5음

이 중요한 구성음이 된다. 

  ＜해금을 위한 상＞의 제1악장의 제1~4마디만을 살펴보았을 때는 일단 

황, 중, 임의 3음만이 출현하며, 제1~2마디는 Aʹ♭(중려) 지속음만을 농현

과 트레몰로로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은 작곡자가 언급한 중려 중심의 계

면조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작곡자는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은 

중려계면조에서 출발하였으나 악곡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 음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개해 나가기 위한 장치와 노력들이 숨어있

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1악장 선율진행을 분석

하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제5~8마디

＜악보 3＞ ＜해금을 위한 상＞ 제5~8마디

  제5~8마디의 선율진행은 제1~4마디의 선율진행과 유사한 패턴으로, 긴 

박의 지속음으로 대부분의 선율이 이루어진다. 느리고 긴 지속음들과 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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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한 형태의 농현이 1악장 도입부 a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제5마디 지속음 F♭은 ppp로 작게 시작하여 6마디까지 점차 크레센도 

되는데, 이 때 불규칙한 농현을 통해 이 지속음을 더욱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 F♭음은 중려 중심 계면조에 해당하지 않는 비음계음으로, 

의도적으로 조성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해금을 위한 상＞에 관한 논문 중 일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

다.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은 중심음의 비중으로 볼 때 우선 중려 

위의 계면조라는 틀에 끼워 맞추어 볼 수는 있으나, 5마디 강하게 농

현하는 F♭의 개입으로 모호해진다. 선법성이나 조성성을 모호하게 만

드는 음계 밖의 음들이다.86)

  즉,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은 중려 중심의 계면조에서 출발하였으

나, 5마디에서 음계 밖의 음인 F♭을 긴 지속음으로 사용하고 이를 농현으

로 강조하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중려 중심 계면조를 탈피하려는 듯한 모습

을 보인다. 

86) 윤신향, “창작국악의 신분 연구 1: 이해식의 해금산조 상을 통해 본 국악의 현대화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낭만음악� 제19권 제3호, 2007), 11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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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악장 b (제12~15마디)

＜악보 4＞ ＜해금을 위한 상＞ 제12~15마디 

  위 <악보 4>의 제12~15마디는 지속음 위주로 진행되던 a(1~11마디)의 

선율진행에 비해 음폭의 변화가 커지고 리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구간

으로, b에 해당한다. 

제13마디에서는 해금과 장구의 리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해금이 3

분박으로 진행되는데 반하여, 장구는 �를 2분박의 헤미올라로 분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금은 3분박으로, 장구는 2분박으로 어긋나는 

리듬의 동시진행은 겹리듬(polyrhythm)에 해당한다. 

③ 제1악장 c (제16~23마디)

㉮ 제16~19마디

＜악보 5＞ ＜해금을 위한 상＞ 제16~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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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5>의 제16마디~19마디까지 해금의 선율은 모두 9/8박자 안에

서 �를 2분할하는 헤미올라 리듬으로 진행된다. 작곡가 이해식은 ‘민속음

악에서 헤미올라 리듬을 이해하면 전통음악을 거반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다.’ 라고 언급할 만큼 헤미올라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해금을 위한 상＞에는 이와 같은 헤미올라 리듬이 빈번하게 출현하며, 1

7~18마디 장구 반주의 경우 해금의 엇리듬에 상이하게 3분박의 리듬 패

턴으로 분할하며 해금의 헤미올라 리듬형을 더욱 역동적으로 드러나게 하

는데, 이후 이를 ‘하이브리드 리듬’ 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였다.87) 이와 같

이 초기작인 ＜해금을 위한 상＞에는 이해식이 전통음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한 하이브리드 리듬이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 

㉯ 제20~23마디

＜악보 6＞ ＜해금을 위한 상＞ 제20~23마디

  위의 <악보 6>을 보면 이전 선율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엇리듬이 제

20마디까지 이어진 후, 제21마디에서는 다시 제1악장 도입부에서와 동일

87) “엇나가는 헤미올라 리듬이 우리 민속음악 장단의 본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이 엇

리듬을 이해하면 우리 전통음악 장단을 거반 이해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악 실기자들은 이 리듬을 구전심수로 학습하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엇붙임 

엇리듬을 하이브리드 장단(hybrid rhythm group)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식, 

｢하이브리드 리듬｣ �낭만음악� 제22권, 제1호(낭만음악사, 2009),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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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긴 박의 지속음들이 등장하며, 불규칙한 농현으로 이를 수식한다. 

  제20~21마디에서 Sol♯, La♯, Re♯, Fa♯, Mi♭의 변화음의 연속적인 

출현은 불안정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악곡의 조성을 모호

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이와 같이 임시표에 의한 변화음을 사용하여 음계 밖의 음들을 노출시키

는 양상은 ＜해금을 위한 상＞ 1악장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음으로 인해 1악장의 선율 흐름에서 정작 처음 

제시된 ‘중려 중심 계면조’의 성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음

계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변화음을 사용하는 듯

한 모습인데, 이에 대하여 작곡자는 다음과 같은 지론을 밝힌 바 있다. 

  나는 작곡할 때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작

품을 쓰는 동안에 이 부분은 평조, 저 부분은 계면조 하는 의식적인 

구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의 작품 중 어떤 곡들은 음계나 선법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12음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렇다고 12음 기법은 아

니며 오로지 내 자신의 감각에 의한 기법이 아닌 기법으로 쓴 작품들

이다...

  국악기로 연주하는 작품은 악기의 기능상 5음 음계가 자연스럽지만 

변화음의 삽입, poly mode, 연주법 개발로 선법을 확장해 나간다. 88)

  즉, 이해식은 자신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기를 

원치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음계에 상관없이 12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신만의 감각으로 자유롭게 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와 같은 작곡방식에 의

해, 초기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도 의도적으로 다양한 변화음을 사

용하여 전형적인 5음 음계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과감한 시도로 인해 ＜해금

을 위한 상＞은 이해식만의 개성적인 해금 독주곡으로써의 갖게 되었다. 

88)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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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악장 aʹ (제24~31마디)

＜악보 7＞ ＜해금을 위한 상＞ 제24~31마디

  위 <악보 7>에서 해금선율은 제24마디 브릿지를 통해 휴지한 후 25마

디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붙임줄을 활용한 긴 지속음들이 등장하며 1악장

의 도입부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 aʹ부분이다. 

  또한 제30~31마디는 a부분 제10~11마디의 선율을 옥타브 위로 옮겨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제31마디 제4~6박에서 G♭음이 Gʹ♮로 반음 

상행하였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선율진행은 동일하다. 장구 반주의 경

우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이 부분은 a부분의 동기 선율을 재현하고 있다. 

  정리하면, aʹ에서는 다시 붙임줄을 활용한 느리고 긴 지속음들이 등장하

여 a부분을 회상한다. aʹ의 시작음이자 지속음인 Aʹʹ♭은 a의 시작음인 Aʹ

♭을 한 옥타브 위로 올린 음이며, aʹ의 30~31마디도 a의 10~11마디를 

한 옥타브 위로 재연한 부분이다. 즉 aʹ는 a를 한 옥타브 위로 축소, 변주

하며 재현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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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악장 d (제32~35마디)

＜악보 8＞ ＜해금을 위한 상＞ 제32~35마디

  위 <악보 8>의 제32~35마디는 1악장의 종지부이다. 32~33마디는 12~

13마디와 동일한 선율을 재현하며, 33마디에서 해금과 장구는 각각 3분박

과 2분박의 겹리듬을 형성한다. 제35마디는 해금과 장구 모두 엑센트를 

부여해 강한 종지감을 주며 다음 악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부분이며, 

이 때 E♭-G♭의 단 3도 상행선율은 전통음악의 산조에서 악장이 전환될 

때의 선율진행과 유사하다. 다음 ＜악보 9＞는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 진양

의 종지부분으로,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 종지부분과 동일한 단3도 

상행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9＞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종지부

  ＜악보 9＞에서 볼 수 있듯이 진양에서 중모리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C-

E♭의 단 3도 상행으로 선율을 맺는다. 해금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의 산

조에서도 이처럼 악장(장단)이 전환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작곡자는 

이러한 산조의 종지형을 차용하여 2악장으로의 장면 전환을 예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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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악장 e(제36~47마디)

＜악보 10＞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36~47마디

  위 <악보 10>은 제2악장의 도입부로, 역시 제1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흥겨운 듯이 조금 빠르게’ 라는 나타냄말로 악곡의 빠르기와 분위기를 제

시한다. 

  제36마디 1, 3박과 37마디 4박, 43마디 1, 3박에 등장하는 동음의 2연

음부의 빠른 템포의 2악장 선율에 더욱 역동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지영희

류 산조 중 중모리에 나타나는 앞꾸밈음과도 유사하다. 다음 ＜악보 11＞ 

은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모리 중 앞꾸밈음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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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모리 앞꾸밈음

  이와 같이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의 도입부에서 해금산조에서의 동

음 2연음부 앞꾸밈음을 차용하여 전통음악적인 색채와 함께 선율에 생동

감과 역동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9마디 4박~6박에서는 A♭과 E♭의 5도 화음(중음)이 등장하여 

악곡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40마디에서 글리산도를 통해 두 옥타브 

위로 도약하고 크레센도로 음량을 확대하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부분의 최저음인 A♭에서 최고음인 Eʹʹ♭까지는 무려 21도(두 옥타

브 반) 차이가 날 정도로 음역의 변화폭이 넓으며, 빠른 템포 안에서의 앞

꾸밈음과 추성, 폭넓은 도약진행 등으로 2악장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⑦ 제2악장 f (제48~58마디)

㉮ 제48~52마디

＜악보 12＞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48~52마디

  위 <악보 12>의 제48마디 첫 박인 A♭에서 글리산도를 통해 3박의 Bʹ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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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도약하는 진행은 40마디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진행으로, 

도약 폭이 넓은 상행진행으로 긴장감을 형성하며 이  Bʹʹ♭음은 49마디 2

박까지 붙임줄로 연결되어 농현을 통해 더 강조해준다.

제51마디의 선율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하는데, 1박의 D’♭은 3박에서 글

리산도를 통해 Eʹʹ♭으로 상행하고, 52마디에서는 Fʹʹ의 최고음까지 상승하

며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 제53~58마디

＜악보 13＞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53~58마디

  <악보 13>의 제53마디, 56마디에는 ♪에 붙임줄을 활용하여 헤미올라 

리듬이 등장하는데, 앞서 살펴본 1악장에서는 도입부터 길고 느린 지속음

이 특징적이었다면, 2악장에서는 헤미올라 리듬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정리하면, f부분은 글리산도를 통해 저음에서 고음으로 한 옥타브를 넘는 

폭넓은 도약진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에 붙임줄을 활용한 2분박의 

헤미올라 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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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악장 g(제59~72마디)

㉮ 제59~65마디

＜악보 14＞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59~65마디

  위 <악보 14>의 제59마디 해금선율은 ♩ 단위의 헤미올라 리듬으로 시

작해서, 60마디에서 본격적으로 리듬을 � 단위로 분할한다. 60마디 6박

과 61마디 3박에서는 16분쉼표를 활용하여 엇박 리듬을 만들어내고 이를 

엑센트로 강조함으로서 역동적인 리듬감을 준다. 

  작곡노트에 따르면 2악장의 음계는 황종평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악보 15＞는 작곡자가 2악장에 사용한 황종평조의 구성음의 보례이다.

        黃        太       仲        林       南

＜악보 15＞ 황종평조의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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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1악장의 음계가 변화음의 사용으로 

인해 중려 중심 계면조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있었던 양상과 마찬가지로, 

2악장의 선율 진행 또한 황종 평조에 부합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59마디 Aʹ♮(do♯), 62마디 Eʹ♮(sol♯), 63마디 Dʹ♮(fa♯)

과 같은 변화음들로 인해 황종 평조의 조성성은 모호해진다.

  또한 64마디 3박과 65마디의 첫박 Fʹ음에 부여한 Gʹ♭의 앞 꾸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Gʹ♭)-Fʹ음 은 남도 계면조의 꺾는청과 동일한 

음 간격으로,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산조(남도 

계면조)의 꺾는청의 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6~72마디

＜악보 16＞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66~72마디

  <악보 16>을 보면 이전 선율에서와 유사하게 등장하는 제66마디 첫 박

의 꺾는음과 67마디 Cʹ, 73마디 Bʹ♭의 불규칙한 농현은 전통음악적인 느

낌을 불러일으킨다. 69마디에서는 6박을 ♩로 분할한 헤미올라 리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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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며, 70~72마디를 보면 해금의 리듬은 �를 2개로 분할하고 있는

데, 이는 1악장에서도 볼 수 있었던 엇리듬의 재등장이다. 

  제69마디 5박부터 72마디 3박까지의 장구와 해금의 리듬분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를 해금은 2분박으로, 장구는  3분박으로 분할하는 하이

브리드 리듬의 등장으로 두 파트의 리듬이 어긋나듯이 맞아가는 재미를 주

는 부분이다. 

  정리하면 2악장 g부분은 엇박, �로의 리듬분할, 해금과 장구의 헤미올

라 리듬, 해금과 장구의 하이브리드 리듬 등 다양한 리듬의 활용이 돋보이

는 부분이다. 

⑨ 제2악장 h(제73~78마디)

＜악보 17＞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73~78마디

  <악보 17>의 제73~78마디에서는 본격적으로 � 단위로의 리듬 분할과 

함께 음역이 상승하며, 73마디에서 75마디 2박까지는 모두 같은 리듬진행

이 반복된다. 제73~75마디 첫박까지는 붙임줄을 활용한 엇박을 통해 역동

적인 리듬감을 부여하다, 75마디 두 번째 박부터는 � 리듬의 사연음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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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음역의 상승으로 긴장감을 형성한다.  음역의 상

승과 함께, 73마디의 mp에서 시작된 크레센도를 통해 점점 커져서 78마

디의 ff에 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음역의 상승과 셈여림의 확장을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며 클라이맥스로 향하게 된다. 

  정리하면 h부분은 � 단위로 리듬이 분할되며 음역이 상승하고, 음역의 

상승과 함께 셈여림의 확장되면서 긴장감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⑩ 제2악장 eʹ(제91~94마디)

＜악보 18＞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91~94마디

  위 <악보 18>의 제91~94마디는 중음이 출현하고 있다. 이 음조직들은 

91마디와 92마디에서는 A♭-C♭의 3도를, 마찬가지로 93마디에서는 E♭

-G의 3도를 오르내리도록 이루어져 있다. 93마디 4박에서 94마디까지의 

C-G의 중음은 불규칙한 농현과 페르마타로 마무리하며 다음 악절을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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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2악장 hʹ(제95~108마디)

㉮ 제95~99마디

＜악보 19＞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95~99마디

  위 <악보 19>의 제95마디에서는 사연음부 리듬으로 해금선율이 시작되

어, 이 4연음부의 동기선율은 점차 음역을 확장한다. 95마디에서는 E♭-B

ʹ♭의 5도 간격을 유지하지만, 96마디 3~4박에서는 A♭-Bʹ♭, 5~6박에서

는 A♭-Eʹ♭으로 음역의 폭이 확장된다. 제97마디~99마디에서는 극단적

인 도약진행이 반복된다. 

㉯ 제100~104마디

＜악보 20＞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100~104마디

  <악보 20>의 제100~103마디는 73~75마디와 같은 리듬의 재현으로, 

붙임줄을 활용한 당김음이 출현한다. 중심이 되는 음의 이동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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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디에서 E♭에서 101마디에서 A♭으로 상승하고, 102마디에서 B♭

으로, 103마디에서 Eʹ♭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음역이 상승은 104마디

의 Eʹʹ♭-Eʹʹ♮으로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100마디의 E

♭에서 104마디의  Eʹʹ♮까지 두 옥타브 이상을 상승하며 긴장감이 고조되

는 부분이다. 

⑫ 제2악장 aʹʹ(제109~118 마디)

㉮ 제109~111마디

＜악보 21＞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109~111마디

  <악보 21>의 109마디는 제2악장의 후반부로 다시 1악장과 동일한 9/8

박자로 전환하며, 구체적인 템포변화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ʹ1악장의 분위

기로ʹ 라고 명시했다. 제 110마디에서는 A♭-Aʹʹʹ♭의 세 옥타브로 폭이 

넓은 음정을 상행, 하행 하면서 도약으로 인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7박의 

A♮음은 111마디까지 불규칙한 농현과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통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준다. 

  110마디 6박에 등장하는 붙임줄을 활용한 긴 박의 지속음은 1악장과 같

은 패턴을 보여주며 1악장을 다시 회상한다. 

  109~110마디에서와 같이 음고의 극단적인 도약을 통해 대비가 이루어

질 경우 이를 음고 악센트(pitch accent)89)라 하는데 이는 이해식이 작품



- 55 -

에서 즐겨 쓰는 기법으로 앞서 ＜해금을 위한 상＞ 의 96~99마디에도 등

장한 바 있다. 이처럼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 사이의 갑작스러운 도약으

로 인한 음고 악센트는 선율진행의 긴장감을 더하는 것과 동시에 악곡에 

다이나믹한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제112~118마디

＜악보 22＞ ＜해금을 위한 상＞ 제2악장 제112~118마디

  위 <악보 22>에 나타난 제112마디~115마디의 선율진행은 1악장 9~13

마디와 유사한 선율의 축소재현이다. 악곡의 후반부에서 도입부의 선율을 

재현하면서 1악장 도입부를 회상하고 전체적인 통일감을 준다. 

  제1악장의 느린 지속음을 재연하던 선율은 악곡의 종지부인 117마디에

서 6/8박자로 박자를 전환하며 폭넓은 하행과 상행을 반복한다. 117마디 

4박의 Gʹʹ음은 5박의 A♭으로 하행할 때 무려 세 옥타브에 가까운 음정  

89)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가 느껴질 수 있는 음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또는 낮은 곳에서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Paul Creston, “리듬의 요소”, �리듬의 원리�,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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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음고 악센트(pitc accent) 

기법으로, 악곡의 후반부에서도 긴장감 있는 마무리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

었다. 

  정리하면, aʹ 부분은 2악장의 종지부이자 1악장의 재현부이다. 곡의 종

지 부분에 이렇게 1악장의 재현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1악장)-B(2악장)-

Aʹ(2악장 후반부)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며 곡의 밸런스를 맞추려 한 작곡

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4) 연주기법 분석

  앞에서 ＜해금을 위한 상＞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한 결과 이 곡에는 전

통적 연주기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① 창작 연주기법

㉮ 중음(重音) 주법

  해금은 본래 유현과 중현 두 줄뿐이며 말총이 이 두 줄 사이에 끼워져 

있는 구조라 화음보다는 단성부의 선율을 연주하는데 적합하지만, 특수한 

운궁법을 통해 화음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두 

현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을 중음주법이라고 하는데,90) 해금의 경우 유현과 

중현을 완전 5도의 간격으로 조율하고 있어 완전 5도의 화성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며, ＜해금을 위한 상＞에서도 중음 주법을 통해 만들어

진 완전5도의 화음을 작곡재료로 활용했다. 

다음 ＜악보 23＞은 ＜해금을 위한 상＞에 활용된 중음 주법의 예이다. 

90) Samuel Adler, 윤성현 역 �관현악 기법 연구�(서울: 수문당), 1975,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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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중음주법

  해금에서는 이러한 화음의 연주시에 중현을 말총으로, 유현을 활대로 긁

어 동시에 소리 내며, 이해식은 이러한 해금의 특성을 살려 ＜해금을 위한 

상＞에 완전5도의 화음인 중음주법을 구현했는데, 이러한 시도가 1977년

도의 일이라 최초의 시도이기에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식이 ＜해금을 위한 상＞을 통해 시도한 해금의 중음 주법은 

이후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이성천의＜쥐구멍에 볕들었

어도＞, ＜황소의 언덕＞, ＜고양이 수염＞, ＜단풍나무 이야기＞, 안현정

의 ＜해금 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박영란의 ＜공간속으

로＞등의 작품에 중음 주법을 활용하였다. 

㉯ 글리산도(glissando)

  글리산도는 높낮이가 다른 두음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소리 내는 

연주기법이다. ＜해금을 위한 상＞ 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글리산도가 등장

하는데 이를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4＞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단음 글리산도



- 58 -

＜악보 25＞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트레몰로 글리산도

＜악보 26＞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화음 글리산도

  이러한 글리산도는 현악기의 경우 가급적 한 개의 현에서 구사해야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얻을 수 있는데, 해금은 두 개의 현뿐이고 지판이 없는 

악기구조상 글리산도의 표현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옥타

브 이상의 음역 사이를 글리산도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수많은 미분음들은

이 곡에 상당한 음향적 효과를 주고 있다.  

㉰ 미분음

  미분음은 악곡의 제22~23마디, 34마디에 나타난다. 다음 ＜악보 27＞

은 그 중 일부분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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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미분음

  ＜악보 27＞의 22~23마디에서와 같이 3-4도 차이가 나는 음정 간격을 

연결해서 연주하려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분음이 발생하게 된다. 

  정해진 음자리의 지공이 있는 관악기나, 여러 개수의 현을 사용하며 지

판이 있는 현악기에 비해 2개의 현을 쥐었다 펴며 음정을 내는 해금은 이

러한 미분음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해식은 이

러한 해금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미분음을 적극 활용하여 해금의 

특성을 살리며 연주기법을 확대하고, 악곡에 음향적 효과를 더하려 했다. 

㉱ 음고 엑센트

  음고의 엑센트 기법은 일반적인 악센트 기호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갑

작스럽고 극단적인 도약을 통해 악센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금을 위한 

상＞에서 빈번하게 출현했으며, 다음 ＜악보 28＞은 그 보례이다. 

＜악보 28＞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음고 엑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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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음고 엑센트는 급격한 음역의 도약으로 인한 악곡에 긴장감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며, 더불어 1977년도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에 음

고 엑센트 기법을 사용한 것은 해금창작곡의 음역 확대와 해금 연주기법 

확대를 가져왔다는 의미를 갖는다.91)

② 전통 연주기법

㉮ 불규칙한 농현

  ＜해금을 위한 상＞에서 농현은 일반적인 비브라토와는 다른 불규칙한 

형태로 기보되었는데, 다음 ＜악보 29＞를 통해 그 예를 확인해 보겠다.

＜악보 29＞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불규칙한 농현

  위의 ＜악보 29＞ 중 제1마디의 농현은 일반적인 비브라토와는 패턴이 

다르게 기보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농현의 차이에 대해서 작곡자는 자신

의 저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농현 또는 요성의 심도를 표현한다. 즉 cresc & decresc 

또는 fade in & fade out 으로써 농현의 시작과 끝은 얇은 농현이며, 

중간은 깊은 농현이다. 는 평범한 농현이다.”92)

91)  이해식은 ＜해금을 위한 상＞에 이음고 엑센트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덧줄이 많은 고음과 

저음을 시도했는데, 당시에는 해금의 작곡에 있어 이와 같은 고음역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

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연주자에게도 도전적인 과제였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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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을 위한 상＞에는 의 형태로 기보된 농현이 다수 등장하

며, 이러한 패턴의 농현에 대해 작곡자는 감추어진 음들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차원의 연주기교라고 언급했다.93) 또한 농현은 산조에서의 필수적인 

기교이기에, 산조를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도 서양식의 규칙적 비브라토가 

아닌 불규칙한(중간이 깊은) 농현이 중요하게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꺾는 음

  ＜해금을 위한 상＞에는 단 2도 음정 간격의 꺾는 음이 출현하며, 다음 

＜악보 30＞은 그 보례이다.

＜악보 30＞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꺾는 음

  ＜악보 30＞의 제66, 70, 71마디에 나타나는 Gʹ♭-Fʹ와 같은 단 2도 음

정간격의 앞꾸밈음은 남도계면조의 꺾는 음과도 동일하며, 본 곡에는 전통

92) 이해식, “＜해금의 말＞과 ＜바람의 춤＞ 분석론”, �국악원 논문집� 25권, (서울: 국립국악

원, 2012), 187쪽.

93) “농현과 농음은 연주음이 울린 다음에 남는 여음으로 산조의 필연적인 놀이이며, 감추어진 

음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차원의 연주 기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조에서 농현은 우리 민족

의 한과 관련되어, 한을 낳고 한을 풀어가는 ʹ한풀이ʹ이며 ʹ줄풀이ʹ이다.” 이해식, �산조의 미

학적 구조론�(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410~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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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분위기를 나타내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 추성과 퇴성

  추성과 퇴성은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과 2악장에 다수 출현하는데 

다음 ＜악보 31＞ 은 그 보례이다. 

＜악보 31＞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추성과 퇴성

  ＜악보 31＞의 제13, 14마디에는 Cʹ♭-Aʹ♭의 퇴성이 나타나며, 15마디 

마지막 음인 G♭은 추성으로 끝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성과 퇴성에 

대한 작곡가의 지론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에서 전성. 요성. 퇴성과 계면조의 떠는 소리들

도 모두 특별한 악센트들이다. 가곡의 연음표들도 악센트로 볼 수 있

다. 어느 음악이든지 아름답게 들린다든가 또는 특별한 개성이 있다는 

것은 악센트의 조직적인 놀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악이 우리

스러운 음악이 것은 장단 가운데에 가락 가운데에 그러한 음악적인 요

소, 즉 우리 정서에서 우러나온 악센트가 가장 우리답게 배치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우리의 언어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악센트의 폭은 크레스톤이 규정한 것보다 더 넓어진다.94)

  즉, 작곡가는 전성, 퇴성, 추성 등을 우리 음악의 특별한 악센트라 생각

94) 이해식 �산조의 미학적 구조론�, (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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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으며 ＜해금을 위한 상＞에서도 전통음악적인 색채를 위해 추성과 퇴

성이라는 요소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지속음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 전반부에는 붙임줄을 통해 긴 박동안 유지

되는 지속음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2악장 후반부에도 같은 패턴의 지속음

이 재등장하여 1악장을 회상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악보 32＞는 그 보

례이다.

＜악보 32＞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지속음

  ＜악보 32＞의 제5~6마디 F은 붙임줄을 통해 두 마디동안 이어지며, 

7~8마디 A♭역시 붙임줄을 통해 두 마디동안 길게 지속된다.

  이해식은 KBS 프로듀서로 재직하며 작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고, 

특히 PD시절의 초기에는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와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학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중의 일환으로 전통음악을 공부

하기 위해 가곡 음원을 들으며 채보하던 중, 가곡의 관현반주에는 지속음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95) 정교한 선들이 배열된 

것과 같은 이 지속음의 묘미를 발견한 이후, 이해식은 자신의 작품에 지속

95) 나는 우리의 전통 가곡 반주를 오선보로 역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아주 정교한 선들의 배

열임을 깨닫고 이것을 ＜밧삭＞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나의 작품에 적용된 선들은 한밤

에 동네 머슴들이 엉덩이 밑으로 생산하는 새끼줄처럼 한국의 민속적인 생활이 작품의 양식

을 이루고 있다. -이해식, “음악사적 의미로서의 작곡가의 작품양식 연구, 이성천의 평론에 

투영된 나의 작품양식의 재접근-”, �음악과 문화� 제5호(서울: 세계음악학회, 2001),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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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작곡 소재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해금을 위한 상＞에서도 중요한 역

할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해금을 위한 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금을 위한 상＞은 1977년 작곡된 이해식의 해금독주곡으로, 

산조, 민요, 무악 등 전통음악을 중요한 소재로 삼은 1기의 첫 작품이며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 이라는 부제를 띄고 산조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

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 종지부는 해금산조 중 

진양의 종지와 같은 단 3도 상행 종지로 산조에서의 악장 전환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으며, 2악장에는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음, 남도계면조의 꺾

는음을 차용하며 산조의 기법을 도입하였다.

  둘째, ＜해금을 위한 상＞에서 ‘상’은 해금 소리의 사진 찍기 과정으로, 

이해식은 해금을 음색 그 자체로 특수악기로 인식하고 이를 다양한 각도로 

사진 찍기 위하여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고음과 저음(음고 엑센트), 미

분음, 불규칙한 형태의 농현, 최초의 두 줄 화음(중음주법), 글리산도 등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였다. 즉 전통산조가 기악 독주곡으로써 갖는 고도의 

예술성과 테크닉을 보여준다면,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에서는 해금이 

보여줄 수 있는 연주수법과 현대적인 기법을 최대한 탐구하여 시도함으로

써 산조의 정신을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그 결과 해금 창작곡의 연

주기법 확대와 음역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해금을 위한 상＞에서는 헤미올라 리듬, 긴 박의 지속음, 겹리듬

(하이브리드 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중 헤미올라 리듬은 민속음

악 장단에서, 지속음은 가곡의 관현반주에서 각각 착안한 것으로 공통적으

로 전통음악에서부터 영감을 얻어 본 곡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해금의 헤미올라 리듬에 의해 장구리듬과 박절적 강약이 어긋나며 역

동성을 드러나게 하는 리듬을 훗날 ‘하이브리드 리듬’(하이브리드 장단)이

라 이름 붙였으며 본 곡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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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무

  본 항에서는  실내악곡 ＜풍무＞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조, 선율과 

리듬,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개관

  실내악 ＜풍무＞는 1979년 미래악회 제4회 작품발표회 위촉작품이며 1

979년 11월 13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김용만의 지휘와 미래악회의 연주

로 초연되었다.96) 본고에서는 이해식이 제공한 자필악보와 음원97)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이 곡은 풍무(바람의 춤)라는 제목만으로 연상했을 때는 춤과 바람을 소

재로 한 2기의 작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이는 상징적인 

제목일 뿐이며 실제로는 작곡자가 해남군에서 직접 녹음한 민요인 ‘둥당애

타령’과 ‘절로소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즉, ＜풍무＞는 토속민요(전통)를 

소재로 한 1기의 작품 중 하나이다. 

  다음의 해설에는 작곡자가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룬 소재와 이 곡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해설-98)

  나의 70년대 작품들은 내가 직접 수집한 토속민요를 작품의 소재로 

자주 사용했는데 바람의 춤(풍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소재

는 전남 해남군 문래면 우수영리 사람들이 목화솜 타면서 부르는 ＜둥

당애타령＞과 논매면서 부르는 ＜절로소리＞이다.

  이 작품에서는 무악적인 리듬이 전곡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사

의 역할을 한다.

96) 단소/ 김철호, 노래/ 김영동, 해금/ 송권준. 양경숙, 피리/ 사재성, 타악기/ 백효숙. 김재운, 

지휘/ 김용만 에 의해 초연되었다.

97) 이해식 국악작곡집 CD �바람과 춤터� (서울: 예성음향 YSCD-008, 1999), track 8.

98) 이해식,�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244~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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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의 편성은 편성상의 전통적인 관습을 벗어나서 무악에 쓰이지 

않는 두 개의 단소를 사용하는 반면, 무악의 필수 악기인 장고를 사용

치 않는다. 이러한 파격은 ＜첫거리＞(�)부터 등장한다.

  ＜징굿＞(�)은 악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음으로써 하늘에 고하는 제

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둥당애타령＞(�)은 악기 연주자들이 성악을 겸하도록 짜여진 부

분으로써 채집민요를 바탕으로 음악과 언어의 측면에서 민요를 재구성

해 본 본격적인 놀이이다. 이 부분에서의 언어는 종의 특성을 가지면

서 민요의 놀이적 요소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민요와 그에 따른 언어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언어능력은 인간이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이며 인간정신의 특유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기는 소리를 모놀로그로, 받는 소리를 다이얼로그로 바꾸어서 서로 

유희적으로 주고 받는다. 이에 더하여 대합에 구멍을 내어서 입에 물

고 불거나, 요령과 방울, 그리고 농기구인 홀테발이 악기로 쓰인 이 부

분은 언어가 가지는 종의 특성 위에 유희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유희는 음악의 직접적인 내용이자 활동이 되므로, ＜둥당애타

령＞은 음악. 언어. 유희(놀이)가 혼연일체가 되는 부분이다.

  ＜뒷거리＞(�)는 굿의 마무리로써 풍속적. 민속적. 해학적인 언어기

능을 가지는 동시에 음악으로써의 미적 기능을 가지도록 궁리해본 과

장이다. 민요로는 퍽 흥겨운 ＜절로소리＞의 가락이 피리 solo로 아주 

애절하게 들리면서 단소와 해금의 간단한 대위법적 전개로 이어진다.

  타악기 연주의 마지막 ＜막장＞(�)은 징굿 부분이 변주된 반복으로

서 강력한 리듬의 동사적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문살에 비치는 풍속적인 정취, 또는 문풍지 바

람, 무속적인 강렬한 도무, 그리고 깊고도 담담한 풍류정신 등을 융합

하여 풍무, 즉 바람의 춤 이라는 곡목을 지어냈다. 

  위의 작품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풍무＞는 이해식이 방송 프로그램 제

작을 위해 카메라와 녹음기를 둘러메고 직접 굿 음악과 토속민요를 채집한 

경험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던 곡이다.  그 결과, 이 작품의 직접적인 소

재로는 토속민요인 ＜둥당애타령＞과 ＜절로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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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곡자는 이 작품은 무악적인 리듬의 사용, 최고음을 통해 하늘에 제의

를 고하는 장면을 표현한 점에서 ‘굿’과도 연관을 가지며, 이에 더하여 민

요가 갖는 언어적 유희적 특성을 부각시켜 무대에 ‘놀이’의 장을 표현하려 

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 곡의 제목 ‘풍무(바람의 춤)’의 탄생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

요가 있는데, 작곡자는 풍속적인 정취, 문풍지 바람, 우리 민족의 풍류 정

신, 무속적인 춤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이러한 제목을 붙였다고 언급

하였다.

  작곡자 이해식에게 ‘바람’은 여러 작품들에서 표상되며, 각기 다른 의미

를 갖기도 하는데 특히 ＜풍무＞에서의 바람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 연

관이 깊다.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작곡노트를 첨부

한다.

  바람의 춤은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의 문살에 비치는 풍속적인 정취, 

또는 문풍지소리, 무속적인 강렬한 도무, 그리고 깊고도 담담한 풍류정

신 등이 융합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중에 특히 긴 기억으로 남는 것은 

내 어릴 적에 살던 집의 문풍지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재래식 가옥은 추운 겨울이면 문짝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문풍지를 붙여야 했다. 이 문풍지는 바깥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 소

리도 리듬도 달라진다. 요즘처럼 아파트나 양옥의 문짝에 붙이는 스펀

지 문풍지와는 전혀 정서적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지난날 문풍지 붙이

던 시절을 살았던 장년들은 물질은 풍족하나 마음이 메마른 현재보다

는 어려워도 촉촉한 인정과 순수한 정서가 있던 시절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국악을 배우고 특징을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라고 

생각한다. 바람의 춤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가 여과된 작품이다. 

  즉, ＜풍무＞라는 제목에서의 ‘바람’은 양옥의 문과 대조되는 전통 재래

식 가옥의 문풍지 바람과 같이 토속적이며 전통적인 정서를 상징한다. 1기

의 이해식은 산조, 민요, 시나위, 굿과 같은 전통음악을 주 소재로 삼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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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토속민요를 배경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이미지로 문

풍지를 두드리는 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풍무＞를 제목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악곡해설과 작곡노트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곡에서 

토속민요의 선율이나 굿에서의 제의와 같은 풍경을 해금으로 어떻게 표현

하였는지 실제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작곡자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연주기법을 고찰하겠다. 

(2) 악곡구조 분석

  ＜풍무＞는 총 198마디이며, �첫거리, �징굿, �둥당애타령, �뒷거리, 

�막장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금은 �, �, �에만 출현한하

며, 두 대의 해금을 편성하여 해금1과 해금2가 각각 다른 선율을 연주하거

나 동일한 선율을 함께 연주하기도 한다.

  전체 악곡 중 해금선율이 나타나는 부분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와 같다.

부분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

첫거리
a 6~14 3/4 ♩=84

�

징굿

b 1~10

3/4

♩=84

♩=100

최고음 한음 출현

c 11~15

d 18~25

e 26~34

eʹ 41~46

eʹʹ 47~52

f 56~64

g 65~73

bʹ 74~84 최고음 한음 출현

＜표 9＞ ＜풍무＞ 해금선율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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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과 리듬 분석

① �-a (�부분 제6~14마디)

＜악보 33＞ ＜풍무＞ �부분 제6~14마디

  해금선율은 6마디 Aʹ♭에서 시작하여 한음 위인 B’로 상행한 후 9마디

까지 붙임줄을 통해 길게 지속된다. 이 때 9마디의 농현은 비브라토가 아

닌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며 악곡의 도입부터 전통음악적인 색채를 드러

낸다. 

  제10~13마디 또한 유사한 패턴으로 Eʹ♭의 지속음 한 음만으로 구성되

며, 이 지속음은 13마디에서 시작되는 글리산도와 크레센도로 긴장감을 형

성하며 14마디 Gʹ음으로 도달한다. 

부분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

뒷거리
h 18~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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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거리의 출현음은 F(라)-Aʹ♭(도)-Bʹ♭(레)-Eʹ♭(솔)의 네 음으로, 악

곡의 도입부인 이 부분의 음계는 라음계로 시작하여, �징굿에서 점차 구

성음을 추가하며 확장해 나간다. 

  제14마디의 Gʹ은 악보 기보상으로는 편의에 의해 적당한 위치에 표기했

으나,  ‘∧’ 표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악보상단에 별도로 ‘악기

가 낼 수 있는 최고음으로’ 라고 명시하였기에, 이를 참고하여 연주자의 

재량에 맞게 최고음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풍무＞에서 등장하는 

최고음이 Fʹʹ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Eʹ♭-Fʹʹ까지 한 옥타브 이상을 글리산

도로 끌어올리게 되며, 지판이 없이 두 줄만으로 구성된 해금의 악기구조

상 수많은 미분음들이 발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② �-b (�부분 제1~10마디)

＜악보 34＞ ＜풍무＞ �부분 제1~10마디

  �징굿의 첫 선율은 트레몰로로 시작하는데,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음

은 ‘∧’ 부호를 감안해 해금이 낼 수 있는 최고음에서 연주해야 한다.

  제1~6마디의 선율을 7~10마디에 동일하게 재연하는데, 이 때 8마디에

서는 ♩=84에서 ♩=100으로 템포가 전환되며 더욱 역동적으로 흘러간다. 

  최고음에서 트레몰로를 강하게(ff) 연주하는 �징굿의 도입부의 10마디

는 지속음 위주로 흘러가던 �첫거리와 대조적인 양상으로, 마치 굿의 시

작을 알리는 듯한 강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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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 (�부분 제11~15마디)

＜악보 35＞ ＜풍무＞ �부분 제11~15마디

  �징굿의 도입부터 10마디까지 최고음에서 트레몰로만을 지속하던 해금 

선율은 11마디에서 해금1과 해금2가 각각 선율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 

때 11~13마디의 음들은 모두 sf와 함께 퇴성을 부여하여 전통음악적인 분

위기를 내는 효과를 준다. 

  이 부분의 선율 진행에서는 본격적으로 변화음들의 출현이 눈에 띄는데, 

Re♯(13마디 해금1, 2), Sol♯(14마디 해금1)의 사용으로 도입부�의 ‘라-

도-레-솔’ 에서부터 ‘라-도-레♯-솔-솔♯’으로 점차 그 구성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4마디 해금1이 Eʹ♮, 해금2가 Eʹ를 동시 

진행함으로써 반음차이가 나는 음정관계로 인한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

는 부분이다. 

④ �-d (� 부분 제18~25마디)

＜악보 36＞ ＜풍무＞ �부분 제18~2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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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19마디 해금 선율은 쉼표와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리듬으로 활발

하게 움직이는 듯하나 20마디에서부터 긴 지속음으로 성격을 달리 한다. 

  제24마디 해금1의 Si♭ 변화음 사용으로 인해 음계를 더욱 더 확장해 

가며, 이전 c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화음으로 인해 단2도(20~23마디), 

단3도(24~25마디)의 음정관계가 발생하며 불안정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조

성한다. 

⑤ �-e (� 부분 제26~34마디)

＜악보 37＞ ＜풍무＞ � 부분 제26~34마디

  �징굿에서 본격적으로 해금의 멜로디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다.  

  제26마디 해금1은 ff와 거칠게 라는 지시표를 통해 강렬하게 등장하며 

27마디에 2박에서는 Aʹʹ♭→A♭까지 두 옥타브 아래로 하강하고, 3박에서

는 B♭→Bʹ♭까지 두 옥타브 위로 상승하면서 음고엑센트로 인한 폭넓은 

음역변화로 역동적인 분위기와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해금1과 해금2가 주고받는 선율처럼 진행되는데, 26~29

마디에서 해금1이 연속되는 ♪♪ 리듬과 고음역의 도약이 심한 음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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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게’ 연주하며 주된 역할을 하는 동안 해금2는 상대적으로 Fʹ-Eʹ의 반음 

사이를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해금1이 한 박을 쉬어 가는 30마디에서부

터는 해금2가 ‘거칠게’ 연주를 시작하며 주 선율의 역할을 넘겨받는다. 

  제31~32마디에서는 해금1은 A♭-C의 3도 상행선율을, 해금2는 Fʹ-Eʹ

♭의 2도 하행선율을 대조적으로 반복하며, 34마디에서 해금1은 글리산도

를 통해 다시 최고음까지 도달하며 선율을 마무리한다. 

⑥ �-eʹ (� 부분 제41~46마디)

＜악보 38＞ ＜풍무＞ � 부분 제41~46마디

  이 부분은 해금2는 휴지하고 해금1만이 등장한다. 41, 42마디가 동일하

고 43~46마디가 동일하게 진행하며,  이 때 단소1과 2는 4잇단음표로, 향

피리는 3잇단음표로 부분적으로 겹리듬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⑦ �-eʹʹ(� 부분 제47~52마디)

＜악보 39＞ ＜풍무＞ � 부분 제47~5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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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해금1만이 등장하며, 특히 이 부분은 실내악 ＜풍무＞에 편

성된 모든 악기군들 중에서도 해금1이 주 선율의 역할이 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다. 

  제47~52마디에서 피리와 단소1ㆍ2는 모두 한음을 지속하는 것과 대조

적으로 해금1은 모든 마디의 리듬을 ♬, ♪단위로 분할하며 분주하게 진행

한다. 주로 완전4도 상행과 장2도 하행으로 구성되던 선율은 51마디부터 

장2도 상행선율로 변하며 53마디에서는 이 선율로 종지한다. 

  이 부분의 선율진행은 대부분이 동형진행으로 이루어지는데 47,48/ 49,

50/51,52의 두 마디 단위씩 동형진행으로 같은 선율의 반복을 통해 통일

감을 주며 곡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⑧ �-f(� 부분 제56~64마디)

＜악보 40＞ ＜풍무＞ � 부분 제56~64마디

  이전의 eʹʹ에서 동형진행을 통해 상승하던 해금1의 선율은 다시 해금 1

과 해금2로 나뉘며, 56~58마디의 해금1의 선율을 57~59마디의 해금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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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 하행하여 재연하며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57마디 해금1은 4분박으

로, 해금2는 3분박으로 겹리듬을 형성하며, 58마디 또한 해금1은 3분박, 

해금2가 4분박으로 분할하며 겹리듬을 형성한다. 

  해금1의 57마디 sol♯(Eʹ♮), 58마디 re♯(Bʹʹ♮), 59마디 do♯(Aʹʹ♮)등 

변화음의 출현으로 음계가 점차 확장되어간다. 

  이와 같이 ＜풍무＞의 �부분에서는 ‘라 도 레 솔’의 네 음으로 구성된 

라 단조 음계로 출발하여, �징굿의 전반부는 ‘라 시♭도 레 솔 솔♯’, 41

마디 이후 후반부는 ‘라 도 도♯ 레 미 파 솔 솔♯’ 로 점차 구성음을 확

장해 나간다.

60~63마디의 해금 1은 Bʹʹ의 지속음만을 유지하며 해금2가 상대적으로 

분주하게 리듬을 분할하는데, 63마디부터 시작되는 해금1의 농현과 함께 

64마디에서 해금2의 글리산도를 통한 최고음으로의 도달은 클라이막스를 

향해간다. 

⑨ �-g (� 부분 제65~73마디)

＜악보 41＞ ＜풍무＞ � 부분 제65~73마디

  해금 1은 65~71마디 첫박까지 최고음을 지속하며, 이 때 해금 2는 Bʹʹ

♭-A-F♭-E♭로 단계적으로 하행한다. 이러한 해금 2의 65~68마디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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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69마디에 축소재연하며, 다시 한 번 강조된다. 

  해금 1이 6마디에 걸쳐 유지하는 지속음은, 작곡자가 해설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악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음으로써 하늘에 고하는 제의를 상징적

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71마디에서 해금1은 옥타브 아래로 하강, 해금2와 함께 장2도 간격의 

화음을 형성하며 지속음으로 유지된다.

⑩ �-bʹ(�부분 제74~84마디)

＜악보 42＞ ＜풍무＞ �부분 제74~84마디

  �의 74~84마디는 �부분의 마지막 선율이며, 도입부인 �부분 제1~10

마디 선율을 동일하게 재현한다. 도입부보다 한마디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셈여림(ff)과 트레몰로 주법으로 연주자가 낼 수 있는 최고음을 연주하라는 

부호를 통해 �의 종결부에서도 도입부와 동일한 진행을 하며,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한다.

  이와 같이 �징굿의 처음과 끝 부분에 동일한 선율을 배치한 것은 굿의 

시작에서 신을 모셔오는 것으로 출발해, 한바탕 제를 바친 후 마지막에는 

다시 신을 돌려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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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h (�부분 제18~23마디)

＜악보 43＞ ＜풍무＞ �부분 제18~23마디

  � 부분 선율은 작곡자가 직접 채집한 토속민요 ＜절로소리＞에서 모티

브를 얻었으며, ＜풍무＞ 악보의 악곡 해설 지면에도 본인이 직접 채보한 

＜절로소리＞의 악보를 수록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본고에

서도 이 악보를 첨부하여 함께 비교하기로 한다. 

＜악보 44＞ ＜이해식 채보 해남 절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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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무의 �부분 선율의 원형인 해남 절로소리를 살펴보면, 9/8박자, �=9

6이며 주요음이 ‘미-솔-라-도-레’ 의 육자배기 음계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풍무 �부분의 해금선율 중 18~19마디는 절로소리의 원 선율에는 등장하

지 않으나, 이는 작곡자가 이 부분의 해금 선율을 피리의 민요 솔로 선율

에 대위법적인 전개로 풀어나가려 한 의도이며, 해금 선율 중 20~23마디

는 절로소리 중 받는 소리의 2~4마디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원곡인 절로소리 2마디에서의 Aʹ♭-Bʹ♭-G의 음 진행을 풍무�부분에서

는  Aʹ♭-Bʹ♭-F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풍무�부분의 20마디와 21마디

를 연결하는 붙임줄, 22마디와 23마디를 연결하는 붙임줄로 인해 원곡과

는 다른 박자감으로 진행하며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즉, 작곡자는 절로소리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리듬과 음정을 결합하여 이해식만의 변형된 절로소리, �뒷거리를 완성하

였음을 알 수 있다.

(4) 연주기법 분석

  앞에서 ＜풍무＞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한 결과 이 곡에는 전통적 연주기

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① 창작 연주기법 

㉮ 음고 엑센트 

  음고 엑센트 기법은 앞서 분석한 ＜해금을 위한 상＞에도 빈번하게 사용

되었으며, ＜풍무＞에서는  27마디와 30마디에 각각 나타났다. 다음 ＜악

보 45＞는 그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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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풍무＞에 나타난 음고 엑센트 

  이와 같은 음고 엑센트는 갑작스러운 도약으로 인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풍무＞의 �징굿 부분에서도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한 제

사의식 과정에서의 가열되는 분위기의 묘사를 위해 활용되었다. 

㉯ 겹리듬

  겹리듬 역시 앞서 분석한 ＜해금을 위한 상＞의 장구와 해금 파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다음은 ＜풍무＞의 해금선율 1, 2간에 나타난 겹리

듬의 예이다.

＜악보 46＞ ＜풍무＞에 나타난 겹리듬

  ＜악보 46＞의 57~58마디에서는 해금1과 해금2의 선율 사이에서 겹리

듬이 형성되는데, 3/4박자 안에서 57마디 해금1은 4분할, 해금2는 2분할

로 리듬이 나뉘며, 58마디는 해금1은 3분할, 해금2는 4분할로 나뉘며 각

각 겹리듬을 형성한다. 

  또한 해금선율과 다른 실내악 파트와도 겹리듬을 형성하는데, �의 41~

46마디에서 해금은 ♩를 둘로 나눈 ♫의 리듬으로 진행할 때 단소1과 2는 

4잇단음표로, 향피리는 3잇단음표로 겹리듬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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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겹리듬의 사용은 자신의 곡에서 항상 새로움, 다양한 박자를 

추구하기 위한 작곡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같은 1기 작품인 ＜해금

을 위한 상＞에서 장구의 해금 리듬 간에 겹리듬이 형성된 것과 유사한 양

상이다. 또한 이처럼 두 파트가 각각 다른 리듬으로 분할될 때에는 연주자 

간의 긴밀한 호흡이 요구된다. 

㉰ 변화음

  변화음은 임시표에 의해 임시적으로 반음 높거나 낮게 된 음을 말하며, 

＜풍무＞에서는 Sol♯(5회)Do♯(4회) Re♯(4회) Ra♭(2회) Si♭(1회)의 다

섯 종류의 변화음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음은 ＜풍무＞에서는 두가지 음악적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같은 1기의 ＜해금을 위한 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식은 자신

의 작품에서 일정한 선법이나 음계의 틀에 속박 받지 않는 상태로 자유롭

게 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며, 이러한 이유로 ＜풍무＞에서도 변

화음들을 활용하여 구성음과 음계를 확장해 나간다. ＜풍무＞의 도입인 �

부분에서는 ‘라 도 레 솔’의 네 음으로 구성된 라 단조 음계로 출발하여, 

�징굿의 전반부는 ‘라 시♭도 레 솔 솔♯’, 41마디 이후 후반부는 ‘라 도 

도♯ 레 미 파 솔 솔♯’ 로 점차 구성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독주곡인 ＜해금을 위한 상＞은 해금과 장구만 출현하므로 화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내악이며 해금1, 2가 함께 출현하는 ＜풍무＞에서는 

임시표에 의한 변화음(반음)과 온음의 동시 진행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발

생하며 악곡의 흐름에 긴장감과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

다.

  다음 ＜악보 47＞은 ＜풍무＞에서 변화음으로 인해 발생한 불협화음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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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풍무＞에 나타난 변화음

  ＜악보 4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임시표에 의한 변화음들로 인해 57마

디의 증5도 화음, 58마디의 단7도 화음, 59마디의 증 5도, 증4도 화음이 

발생하며, 이처럼 ＜풍무＞에서 변화음의 활용은 불협화음으로 인한 긴장

감을 조성하는 음악적 효과를 주기도 했다. 

② 전통 연주기법

㉮ 지속음

＜악보 48＞ ＜풍무＞에 나타난 지속음

  ＜풍무＞의 �첫거리와, �징굿 부분에는 붙임줄을 통해 여러 마디동안 

이어지는 긴 박의 지속음이 다수 출현한다. 앞서 살펴본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에도 이와 같이 붙임줄을 통해 긴 지속음들이 출현한 바 있

으며, ＜풍무＞에서는 �첫거리의 6~13마디, �징굿의 1~6마디, 7~10마

디, 20~23마디, 24~25마디, 60~63마디(해금1), 65~70마디(해금1), 71~

73마디에 지속음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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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해금을 위한 상＞을 분석하면서, 작곡자 이해식이 전통 가곡의 

관현반주를 채보하며 지속음을 발견하고 이를 작품에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의 작품인 ＜풍무＞에서도 지속음은 꾸준히 사용되었

는데, 이러한 지속음의 의미에 대하여 작곡자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

다. 

  “일면 민속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계곡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모든 인

간사의 흔적이라 하겠다. 크게 보면 굿도 하나의 민속에 속한다. 인간 

삶의 계곡에서 굿판의 chaos는 ‘거리’ 또는 ‘풀이’ 라는 독특한 

process에 의하여 catharsis에 이르기까지에는 매우 질긴 민족성과 원

초적인 인간성이 깔려있다. 이러한 민속적 맥락에서 보면 굿이야말로 

참으로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인간사의 전개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민속이 나의 작품에서는 원시성을 추구하는 민속적 rhythm과 

함께 길고 긴 지속음으로 표현된다.....(중략)......지속음은 가장 단순하

면서도 그 주변에 무한한 긴장과 이완을 자아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

다. 이와 같은 지속음은 나의 작품에서 음악을 맺고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99)

  즉,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에서 지속음을 사용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긴장

과 이완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길고 긴 지속음을 통해 질긴 우

리의 민족성, 원초적인 민속성을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풍무＞는 

토속민요를 소재로 하면서 동시에 ‘굿’과도 연관을 갖는 작품이기에, 작곡

자는 본 곡에서 지속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굿이 갖는 원시성, 원초적

인 풍경을 묘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99) 이해식, �이해식류 국악기 독주를 위한 창작곡집  흙담�(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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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성

  다음 ＜악보 49＞는 ＜풍무＞에 나타난 퇴성의 보례이다.

＜악보 49＞ ＜풍무＞에 나타난 퇴성

  앞서 살펴본 ＜해금을 위한 상＞의 분석을 통해, 이해식의 곡에서 추성

과 퇴성, 전성 등은 한국음악적 특징을 나타내 주는 특별한 엑센트의 역할

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1기의 작품 ＜풍무＞에서는 

�징굿의 11~13마디에 sf와 함께 4회의 퇴성이 사용되었다.

㉰ 메기고 받는 선율

  실내악인 ＜풍무＞에서는 해금이 2성부로 편성되어 해금1과 해금2가 때

로는 유니즌으로, 또 때로는 두 성부로 나뉜 선율을 연주한다. 이 중 마치 

돌림노래나 민요에서의 메기고 받는 선율과 같이 해금1이 먼저 특정선율

을 연주하고 해금2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악보 50＞과 같다.

＜악보 50＞ ＜풍무＞에 나타난 메기고 받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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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금 선율이 등장하지는 않으나, �둥당애 타령에서는 연주자들이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서로 주고 받는데, 이 때 메기는 소리는 성악 

1인이 담당하나 받는 소리는 실내악에 편성된 해금, 피리, 단소, 타악 연주

자가 함께 받도록 구성하였다. 즉, 민요를 소재로 한 본 곡 ＜풍무＞에서

는 민요에서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차용하여 ＜풍무＞의 �둥당애타령 에

서는 연주자 전원이 메기고 받는 소리의 일부가 되며, �징굿 부분에서는 

해금1과 해금2가 각각 메기고 받는 소리를 연주하는 방식을 차용하였다. 

㉱ 미분음

  미분음은 평균율에서의 온음이나 반음의 음정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어진 

음을 말하며, ＜풍무＞에서는 저음-＞고음으로 올라가는 선율을 통해 주로 

발생하였는데 다음 ＜악보 51＞은 그 보례이다.

＜악보 51＞ ＜풍무＞에 나타난 미분음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A♭-Eʹʹ까지 13도 차이가 나는 음정을 글리산도

를 통해 연결하여 연주하면 그 사이에서 수많은 미분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분음을 활용하는 기법은 앞서 살펴본 ＜해금을 위한 상＞에서

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풍무＞에서는 10~11마디, 13~15마디, 34

마디(해금1), 63~64마디(해금2)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미분음은 앞서 살펴본 1기의 ＜해금을 위한 상＞에도 공통적

으로 나타났는데, 현대음악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해식의 작곡 지론에 따르면 미분음은 창작 기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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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속음악의 핵심적 요소이며 1기의 작품들에서도 전통음악적인 색채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미분음에 관한 이해식의 지론이다. 

반음은 인간의 감각에 강력한 충동을 주는 하나의 발동기적 음악이라

고 K. Reinhard는 말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중세의 교회선법은 반음

의 위치에 따라서 그 특징을 달리하며 오늘날 현대음악에서도 용도가 

크다. 반음을 또 반음씩 나누면 미분음에 이른다. 이 미분음이야말로 

한국음악 중에서도 특히 민속음악의 혈맥이며 핵심적인 구성음이다. 

이 순정적인 미분음정이 국악 보급에 저해된다고 하여 국악을 평균율

화하자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그러나 평균율화된 것은 이미 국악이 

아니다. 민족음악으로써 혼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100)

  즉, 미분음은 작곡가가 생각하는 민속음악의 핵심이며, 문풍지 바람과 

같은 토속적인 정취를 담아내고자 한 1기의 작품 ＜풍무＞에서도 전통음

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풍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9년작 실내악 ＜풍무＞는 이해식이 전통음악을 중요한 소재로 

삼은 1기의 작품으로, 작곡가가 해남군에서 직접 녹음한 토속민요인 ‘둥당

애타령’과 ‘절로소리’를 소재로 했다. 그 결과 �＜둥당애타령＞에서는 기

악 연주자들이 직접 메기고 받는 소리를 노래로 부르며 민요의 언어적, 유

희적 특성을 표출하고 무대에 놀이의 현장을 재연하며, �＜뒷거리＞의 해

금선율에서는 ‘절로소리’의 원 선율을 부분적으로 차용한다. 

  둘째, ＜풍무＞(바람의 춤)에서의 ‘바람’은 문풍지 바람과 같은 전통적, 

토속적 정서를 상징하며 우리 민족의 풍류 정신과 무속적인 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무속적 분위기의 표현을 위해 �＜징굿＞에서는 해금이 낼 

수 있는 최고음을 내도록 지시하여 하늘에 제를 올리는 장면을 묘사했고, 

100) 이해식, ｢한국적 가락의 재발견-새로운 국악의 모색-｣, �영대신문�(경산: 영남대학교), 

1982.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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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박의 지속음을 통해 굿이 갖는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성격을 표현했으

며, 글리산도에 의한 미분음의 활용으로 민속음악적인 색채를 더했다. 

  셋째, 여러 악기와 함께 해금 두 대가 편성된 실내악 ＜풍무＞에서는 각 

파트 간에 변화음으로 인한 불협화음과 겹리듬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변화

음은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에서 일정한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지 않기 위

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풍무＞에서는 이로 인해 해금1과 해금2 

사이에 증5도, 단7도, 증4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

악적 효과를 주기도 했다. 또한 3/4박자 안에서 각각 리듬을 다르게 분할

하며 해금1과 해금2, 해금과 단소, 해금과 향피리 선율에서 각각 겹리듬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작품에서 항상 새로움, 다양한 박자를 추구하

기 위한 작곡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같은 1기 작품인 ＜해금을 위

한 상＞에서 장구의 해금 리듬 간에 겹리듬이 형성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

다.

3) 맥류

  본 항에서는  실내악 ＜맥류＞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조, 선율과 

리듬,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개관

  실내악 ＜맥류＞는 1979년 국립국악원 제13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위

촉 작품이며 1980년 12월 3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본고에서

는 이해식이 제공한 자필악보를 연구자료로 삼았다.

  이 곡은 시나위를 소재로 한 이해식의 작품으로, 악기 편성에 있어서도 

전통 시나위에서의 편성과 유사하게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장고의 다

섯 악기를 편성하였다.101)

101) 오늘날 시나위라는 이름으로 연주하고 있는 음악을 보면, 보통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의 선율악기와 장고. 징 등의 타악기가 각각 1명으로 참여하는 기악합주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피리. 대금. 해금의 이른바 삼잽이와 장고. 징. 바라 등으로 구성된 관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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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작곡노트에는 작곡자가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룬 소재와 이 곡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작곡노트-

  이 작품은 악학궤범 서문의 “樂也者~中略~所以使人心. 而動溫血脈. 

流通精神也”(악이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를 바탕으로 삼아서 시나위 스타일

로 작곡한 것이다. 시나위는 각자가 다 제멋대로 흘러가는 듯 하면서

도 서로의 인력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음악적인 작은 우주이

다. 흐르되 아무 곳으로나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한껏 멋과 흥을 부리면

서, 또 고차원의 맥을 짚으면서 한과 신명나는 흥이 한데 어우러져서 

넘어 가는 것이 시나위이다. 이러한 남도 시나위에 맥락을 대어 본 것

이 작품 ＜맥류＞이다. 

  위의 작품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맥류＞는 이해식이 남도 시나위에 맥

락을 두고 시나위 스타일로 작곡한 작품이다. 그가 생각하는 시나위는 ‘각

자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듯하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멋을 가지고 있으며, 

즉흥적인 혼돈 안에서 연주자의 마음과 음악이 교감하는 높은 차원의 질서

를 함축한다. 이와 같이 시나위 안에서 연주자들이 소리로 이야기하는 상

통, 교감의 에너지를 혈맥이 뛰고 핏줄이 통하는 ＜맥류＞라 이름 짓고 이 

곡을 통해 표현하려 했다. 

  본 곡의 중요한 소재가 된 ‘시나위’는 일정한 장단틀 안에서 각 악기들

이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전통음악이다. 이와 같은 즉흥성, 즉흥

연주가 시나위의 기본요소이며 시나위를 시나위이게 하는 특징이다. 다음 

글에는 그러한 시나위의 음악적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다.

  즉흥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무당의 굿 노래와 굿춤의 전개과정에

의 연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보형, “시나위권의 무속음악” �문화인류학�(서울: 한국

문화인류학회, 1971), 제4집, 79~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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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다. 예컨대 신이 내리고 신명이 오르는 과정, 다시 말해 신성

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어정소리를 시나위의 근본소리

라 한다면, 액을 물리치고 살을 푸는 무당의 몸짓에 신명을 더한 춤사

위가 시나위의 기본 율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흥은 시나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보편적 특성이므로 즉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나위일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102)

  본고에서는 시나위를 소재로 한 ＜맥류＞의 해금선율에서 이해식이 어떤 

방식으로 시나위의 음악적 특징을 표현하였는지 실제분석을 통해 알아보

고, 작곡자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연주기법을 고찰하겠다. 

(2) 악곡 구조 분석 

  ＜맥류＞는 총 102마디이며, 12/8박자의 4악장으로 구성된다. 맥류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102) 최태현, “시나위의 명칭 배경과 음악적 조건”, �한국음악사학보� 제35집(서울: 한국음악사

학회, 2004), 131쪽.

부분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1

악

장

a 13~15

12/8
중모리 

풍으로

b 16마디~19마디 6박

c 19마디 7박~21마디

cʹ 22~24

d 47~48

e 50~54

2

악

장

f 55~57

12/8
중중모리 

풍으로

g 58~60

h 62~67

i 68~69

＜표 10＞ ＜맥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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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과 리듬 분석

① 제1악장 a (제13~15마디)

＜악보 52＞ ＜맥류＞ 제1악장 제13~15마디

  해금의 첫 선율로, 12/8박자 안에서 중모리 풍으로의 빠르기를 제시한

다. 일반적으로 중모리는 12/4로 기보하나, 여기에서는 중모리 한 장단을 

12/8 한 마디로 적용하였다. 

  a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중모리 템포 안에서 붙임줄을 활용한 지속음들

이 주를 이루며, 13마디 Dʹ-D로의 진행과 15마디 E-G의 3도 상행을 제

외하고는 2도 내에서 순차 상, 하행으로 진행된다. 

  제13~15마디의 진행은 D-D♯-E로 반음씩 순차상행하다 마지막 G음으

로 도달하며 상승감을 주고 뒤에 이어질 선율을 기대하게 한다.  

부분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3

악

장

j 80~81
12/8

느린 

중모리 

풍으로k 82~85

4

악

장

l 91~96
12/8

중모리 

풍으로m 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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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악장 b(제16~19마디 6박)

＜악보 53＞ ＜맥류＞ 제1악장 제16~19마디 6박

  제16마디부터 해금 선율은 �단위로 리듬을 분할하기 시작하며 si♭, fa

♯, do♯의 변화음이 출현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변화음

의 출현으로 인해 16마디 si♭-fa♯-sol의 감4도+단2도 진행과 18마디 d

o♯-re, sol-fa♯의 단2도 진행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사실상 이 곡의 주

제인 시나위의 음 진행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감음정과 단음정의 

연속적인 출현은 의도적으로 전통음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출이다. 

  ＜맥류＞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시나위를 소재로 한 다른 작곡가들

의 작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백대웅의 ＜회혼례를 위한 시나위＞(1985)는 

우조, 메나리조, 남도계면조를 차용하였고 김희조의 ＜합주곡 1번＞(1982)

은 G를 黃으로 하는 계면조를 기반으로 곡을 전개해 나갔다. 이에 비하여 

＜맥류＞에서는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에서 의도적으로 탈피하기 위해 임시

표에 의한 변화음들을 활용하는 점이 특징적이며, 시나위를 소재로 했으나 

전통음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만의 감각으로 작품을 

전개해 나간 이해식의 작곡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16~17마디(b)의 선율을 18~19마디(bʹ)에서 변형재현하며, bʹ에서는 b

보다 한 음 상승한 Cʹ♯으로 시작하여 종지음도 b의 한 옥타브 위인 Fʹʹ♯

까지 도달한다. 

  제16마디 7~12박, 18마디 7~12박에서는 ♩단위의 헤미올라 리듬이 출

현하는데, 이와 같은 헤미올라 리듬은 작곡자가 생각하는 전통음악, 특히 

민속음악 장단에서의 정수이며, 시나위를 소재로 한 ＜맥류＞의 도입부에

서도 민속음악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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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악장 c(제19마디 7박~21마디)

＜그림 54＞ ＜맥류＞ 제1악장 제19마디 7박~21마디

  ＜맥류＞의 다른 악기군은 휴지하고 해금과 장구만이 등장하는 해금 솔

로 부분이다. 이전 b, bʹ부분과 동일한 fa♯과 do♯의 두 변화음이 계속 

출현하며, 20~21마디에서는 Cʹ-Cʹ♯-Dʹ로 반음씩 상행하는데 이는 13~1

5마디의 D-D♯-E의 순차상행과 동일한 패턴이다. 제20마디 1~3박 해금

선율의 4잇단 음표 리듬은 장구와 겹리듬을 형성하는데, 합보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 ＜악보 55＞와 같다. 

＜악보 55＞ ＜맥류＞ 제20마디 해금과 장구의 겹리듬 

  ＜악보 55＞는 ＜맥류＞의 제20마디로, 중모리 장단의 12/8박자로 진행

되는 1악장에서 20마디 1~3박의 해금 선율은 �를 4개로 분할하며 장구

와 해금이 각각 3분박, 4분박의 겹리듬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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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악장 cʹ(제22~24마디)

＜악보 56＞ ＜맥류＞ 제1악장 제22~24마디 

  이전 c부분과 동일하게 해금솔로와 장구만이 등장하며, 22마디와 23마

디 모두 마디 첫머리에서 4잇단 음표로 리듬을 분할하고 나머지 음들은 

길게 지속하는 점에서 이전 c 부분의 19마디와 맥락을 같이 하는 cʹ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맥류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선율은 이 부분의 c와 

cʹ뿐이며 그 외에 특별한 주제선율이나 한 가지 동기를 발전해 나가는 방

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이유는 이 곡의 소재가 ‘시나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흥연주

는 시나위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시나위는 연주자가 특정 선율을 즉흥적으

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동일선율의 반복이 거의 없이 진행되는 음악이

다. 이해식은 이같은 시나위의 즉흥성이 만들어 내는 멋과 흥, 그 안에서

의 교감과 에너지를 ＜맥류＞에 담아내기 위해 선율의 반복을 배제하였다.

  마찬가지로 22마디 1~3박과 23마디 1~3박도 해금은 4분할로 진행되

고, 장구는 중모리 장단의 3분할로 반주하며 겹리듬을 형성하는데, 다음

＜악보 57＞은 그 보례이다. 

＜악보 57＞ ＜맥류＞ 제1악장에 나타난 해금과 장구의 겹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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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악장 e(제50~54마디)

＜악보 58＞ ＜맥류＞ 제1악장 제50~54마디

  제1악장의 마지막 선율인 제50~54마디에서는 대금의 D음 한 음만이 지

속음으로 유지되고 해금선율이 중요한 역할로 출현하는데, 갑작스러운 음

역의 상승과 최고음의 등장, 불규칙한 농현의 출현으로 1악장의 클라이맥

스에 이르는 부분이다. 

  제50마디에서 헤미올라 리듬으로 등장한 선율은 음역의 상승과 함께 크

레센도로 sf까지 음량을 확대하다 51마디에서 급작스러운 pp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51마디 4박~12박의 선율은 이전 cʹ부분 22마디의 선율을 한 옥

타브 위에서 변형 재현한 것이며, 51마디 10박에 등장하는 Bʹʹʹʹ♭의 최고

음은 52마디까지 붙임줄을 통해 긴 지속음으로 나타난다.

  제52마디 Bʹʹʹʹ♭-D로 두 옥타브 이상을 뛰어넘는 하행은 음고엑센트를 

형성하며, 이 때 D음은 f의 세기로 불규칙한 농현을 통해 수식하며 강조한

다.  

  제50마디 1~3박과 51마디 4~6박도 마찬가지로 중모리 장단의 3분할 

안에서 해금선율의 2분할, 4분할로 인한 겹리듬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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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악장 f(제55~57마디)

＜악보 59＞ ＜맥류＞ 제2악장 제55~57마디

  구체적인 템포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전 1악장의 ‘중모리 풍으로’에서 

2악장은 ‘중중모리 풍으로’의 변화를 명시했다. 55마디의 첫 시작음 Gʹ는 

ff와 엑센트를 통해 강렬하게 등장하며, 56~57마디 Aʹ-Bʹ-Cʹ-Dʹ의 단계

적인 상승은 1악장에서도 자주 쓰인 바 있는 순차진행으로 통일감을 준다.

⑦ 제2악장 h(제62~67마디)

＜악보 60＞ ＜맥류＞ 제2악장 제62~67마디

  이 부분의 선율진행에서는 마디 사이를 잇는 붙임줄들로 인해 마디간의 

간격이 모호해지고, 마찬가지로 붙임줄로 인해 긴 박 동안 이어지는 지속

음은 주로 Aʹ와 Eʹ 두 음으로 나타난다.

  65마디 Aʹ-Aʹʹ-Aʹ음을 스타카토와 전성을 통해 강조하며, 같은 음을 다

음마디인 66까지 길게 지속한다. 66마디의 4~6박과 10~12박은 같은 선

율을 반복하며 다시 리듬을 분할하는 듯하나 다시 Eʹ의 지속음으로 이어지

며 선율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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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3악장 j(제80~85마디)

＜악보 61＞ ＜맥류＞ 제3악장 제80~85마디

  3악장에서 장단은 다시 느린 중모리 풍으로 변경되며, 해금은 80~85마

디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대금이나 피리의 등장 없이 가야금과 해금의 

2중주에 장구의 반주만으로 이루어진다. 3악장에서는 1, 2악장에 비해 앞 

꾸밈음이 자주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0마디, 83마디, 85마디에서 

짧은 앞 꾸밈음들이 나타난다. 82마디의 Gʹ음은 4박부터 크레센도를 통해 

ff까지 음량을 확대하며 불규칙한 농현을 통해 수식한다. 

  제80마디의 1~3박 해금선율은 가야금과 겹리듬을 형성하는데 이를 악

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악보 62＞와 같다.

＜악보 62＞ ＜맥류＞ 제3악장 제80마디 겹리듬

  제80마디 1~3박의 선율에서 동일한 �를 해금은 3분할, 가야금은 2분

할로 나누어 겹리듬이 형성되며, ＜맥류＞ 1악장에서는 주로 해금과 장구 

리듬간에 겹리듬이 형성된 것과 달리, 3악장에서는 해금과 가야금 선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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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겹리듬이 형성되고 있다. 

⑨ 제4악장 l(제91~96마디)

＜악보 63＞ ＜맥류＞ 제4악장 제91~96마디

  마지막인 4악장에서는 다시 1악장의 tempo1의 중모리 풍으로 돌아와 

악곡의 시작과 끝 부분을 동일하게 구성한다. 이전 1~3악장에는 4잇단 음

표나 16분음표 리듬이 연속적으로 등장한 것에 비하여 4악장에서는 리듬

의 움직임이 단순해지고 점차 긴 박의 리듬이 주를 이루며 Dʹ, Bʹʹ, Aʹʹ의 

지속음이 나타난다. 

⑩ 제4악장 m(제98~102마디)

＜악보 64＞ ＜맥류＞ 제4악장 제98~102마디

  ＜맥류＞ 해금 부분의 마지막 선율로, 98마디에서부터 음역은 점차 하행

하여 Cʹʹ에서 102마디의 D까지 도달한다. 98마디의 Cʹʹ, Bʹʹ♭, Aʹʹ는 모두 

전성으로 수식하며, 99마디 Bʹʹ♭과 102마디 D는 지속음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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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주기법 분석

  앞에서 ＜맥류＞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한 결과 이 곡에는 전통적 연주기

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① 창작 연주기법 

㉮ 겹리듬

  겹리듬은 대조적인 리듬이 2성부 이상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맥류＞의 해금과 장구 리듬, 해금과 가야금 리듬 사이에서도 나

타났는데 다음 ＜악보 65＞는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65＞  ＜맥류＞에 나타난 겹리듬의 예

  ＜악보 65＞에 나타난 ＜맥류＞ 1악장의 22마디, 23마디의 1~3박 부분

에서 장구는 중모리 장단을 연주하고 해금의 경우 4잇단음표로 연주하며 

같은 �길이를 각각 3분박, 4분박으로 대조적으로 분할하며 겹리듬이 형성

된다. 이와 같은 겹리듬은 ＜맥류＞ 1악장의 20, 22, 23마디 1~3박, 53마

디 4~6박, 3악장 80마디 1~3박에도 출현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같은 1

기의 ＜해금을 위한 상＞, ＜풍무＞에도 겹리듬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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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고엑센트

＜악보 66＞ ＜맥류＞에 나타난 음고엑센트  

  음고 엑센트는 ＜맥류＞의 52마디에 나타난다.  Bʹʹʹʹ♭-D로 두 옥타브 

이상을 뛰어넘는 하행은 음고엑센트를 형성하며, 갑작스러운 하행과, f의 

농현으로 긴장감을 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음고엑센트는 같

은 1기의 작품 ＜해금을 위한 상＞과 ＜풍무＞에도 자주 쓰인 기법이며, 

지판이 없는 해금의 경우 이와 같이 도약이 심한 경우 정확한 음정의 표현

을 위해 운지법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변화음

＜맥류＞에는  si♭, fa♯, do♯의 변화음이 다수 출현하는데, 다음은 그 

세 변화음이 모두 출현하는 부분의 보례이다. 

＜악보 67＞ ＜맥류＞에 나타난 변화음의 예

  ＜맥류＞의 전체 해금 선율 중 변화음으로는 re♯도 출현하지만 이는 1

3마디에 1회뿐이며, 이에 비하여 fa♯은 5회, do♯은 8회, si♭은 12회로 

출현비중이 높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변화음은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에서 

즐겨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것의 의미에 관한 작곡가의 철학을 참고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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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국악기로 연주하는 작품에서 내가 특히 선호하는 변화음은 Fa#. Si

♭.Do# 등 이다. 서양음악에서 이 3개의 계명들은 화성변화나 전조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Fa#은 완전5도 위의 조의 이끔음(leading 

tone)이, B♭은 완전5도 아래의 하속음(sub-dominant)이, Do#은 단3

화음을 장3화음으로, 장3화음을 감3화음으로 변성시킨다. 

  ＜수제천＞의 전곡을 통하여 3. 4장의 피리에서 단 한번 나오는 중

려(仲呂 Aʹ♭)는 임종(林鐘 B♭)의 퇴성이다. 악보에는 중려(仲呂)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음정은 유빈(貧遊 Aʹʹ)이다. 이것을 계명으로 바꾸

어 보면 Re. Do#.Re이지만 Sol. Fa#.Sol로 보아도 무방하다. ＜수제

천＞의 퇴성은 자극적인 음고 엑센트(pitch accent)이다. 

  ＜동동＞ 7장 끝의 연음에서 미리 제시되고 마지막 8장의 피리에서 

딱 한번 나오는(절제된) 夾鐘(Gʹ)은 Si♭이며, 음고 일탈에서 생기는 

음고 엑센트이다. ＜수제천＞의 퇴성이나 ＜동동＞의 Gʹ를 음고 일탈

로 보는 까닭은 악곡의 전후 관계에서 처음 나오는 불안정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리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특별한 자극과 음

악적 수식을 위해서이며, 이들이 악보대로 정확한 소리가 안 되는 것

은 민속악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이 Si♭은 재즈의 블루스에서 

Mi♭.Sol♭과 함께 서아프리카의 정서를 나타내는 블루노트(blue 

note)의 하나이다.103)

  즉 작곡가는 ＜수제천＞의 퇴성(fa♯), ＜동동＞의 Gʹ(si♭)을 우리 전통

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음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변화음들로 인해 발생

하는 특별한 자극, 불안정한 소리에서 오는 독특한 느낌 등에 착안하여 

＜맥류＞에도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해식의 해금 작품 연주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음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해야 하며, 역안법에 의해 줄을 눌렀다 풀었다 하면서 음정을 만들

103) 이해식, “prism을 통해서 본 내 작품의 색깔에 관하여”, �한국음악연구�제31호(서울: 한국

국악학회, 2002), 13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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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는 해금의 경우 ♯, ♭을 통해 만들어지는 반음과 온음 사이의 미묘

한 음정 차이를 잘 표현하기 위한 운지법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전통 연주기법

㉮ 지속음

  ＜맥류＞에는 불임줄을 통해 긴 박동안 이어지는 지속음이 다수 출현하

며, 제13~15마디, 16~17마디, 20~21마디, 23~24마디, 51~52마디, 53~

54마디, 62~63마디, 66~67마디, 80~81마디, 82마디, 91~92마디, 93~9

4마디, 95~96마디, 99~100마디, 101~102마디에 나타난다. 다음 ＜악보 

68＞은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68＞ ＜맥류＞에 나타난 지속음의 예  

  ＜악보 68＞과 같은 지속음은 같은 1기의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 

＜풍무＞에도 꾸준하게 사용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식은 1기의 작

품들을 작곡할 KBS 프로듀서 재직 당시 전통음악의 학습을 위해 가곡의 

관현반주를 채보하던 중 결국 그 가곡반주음악의 정수가 지속음이라는 것

을 발견했고, 이러한 지속음이야말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음악에 

가깝다는 아이디어를 얻어 이후의 작품들에 반영했음을 밝힌바 있다.104)

  즉, 이해식 작품 속에서의 지속음의 활용은 전통가곡의 관현반주에서 모

티브를 얻어 출발한 것이며, 지속음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음악효과와 함

께 원시성을 추구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104) 2019. 5.30. 자택에서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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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규칙한 농현

  불규칙한 패턴의 농현은 앞서 살펴본 같은 1기의 작품 ＜해금을 위한 

상＞에 중요하게 사용된 바 있으며, ＜맥류＞에서는 52마디, 82마디에 2

회 출현하였다. 다음 ＜악보 69＞는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69＞  ＜맥류＞ 불규칙한 농현의 예 

  ＜악보 69＞에서와 같은 불규칙한 농현은 피리의 경우도 74, 74, 86마

디에서 출현한다. 이 농현들은 모두 서양식의 균일한 비브라토가 아닌 불

규칙한 패턴으로 기보되었으며, 이는 ‘산조’를 소재로 한 ＜해금을 위한 

상＞과 ‘시나위’를 소재로 한 ＜맥류＞에서 보다 전통음악에 가까운 농현

을 재현하기 위한 작곡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 전성

  전성은 ＜맥류＞의 65마디와 98마디에 나타나며 다음 ＜악보 70＞은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70＞ ＜맥류＞에 나타난 전성의 예 

  이와 같은 전성은 추성, 퇴성, 요성과 함께 작곡자가 생각하는 우리 음

악의 특별한 악센트로, 본 곡에서도 전통음악적인 색채를 위해 활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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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맥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9년작 ＜맥류＞는 이해식이 남도 시나위에 맥락을 두고 시나

위 스타일로 작곡한 작품이다. 그 결과 ＜맥류＞에서는 특별한 주제선율이

나 한 가지 동기를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

이며, 이 같은 이유는 이 곡의 소재가 ‘시나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흥

연주는 시나위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시나위는 연주자가 특정 선율을 즉흥

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동일선율의 반복이 거의 없이 진행되는 음악

이다. 이해식은 시나위의 즉흥성이 만들어 내는 멋과 흥, 그 안에서의 교

감과 에너지를 ＜맥류＞에 담아내기 위해 선율의 반복을 배제하였다.

  둘째, 전통음계와 선율에서의 의도적 탈피이다. ＜맥류＞의 해금 선율 

중 전통 시나위의 남도 계면조에 부합하는 음계나 선율, 시김새는 등장하

지 않으며, 오히려 do♯, fa♯, si♭의 세 종류의 변화음을 빈번하게 활용

하여 의도적으로 일정한 선법이나 음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인다.    

시나위를 소재로 했으나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감각으로 자유롭게 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해

식의 작곡 스타일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셋째, ＜맥류＞에서는 지속음과 겹리듬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지속음은 전통 가곡의 관현반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해식의 작품에서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내는 장치로 중요하게 쓰이며, 겹리듬은 작품 안에

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지속음과 겹리듬은 같은 1기의 ＜해금을 위한 상＞, ＜풍

무＞에도 나타난 바 있어 전통을 소재로 하는 1기의 모든 작품에 공통적

으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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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마다

  본 항에서는  해금독주곡 ＜사마다＞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조, 선

율과 리듬,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개관

  사마다(SAMADA)는 1985년 12월 6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국립

국악원 제67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에서 강사준의 해금과 박문규의 장구

로 초연되었다. 작곡자의 작품해설은 다음과 같다. 

  “SAMADA는 퉁구스어로 굿을 뜻한다. 굿이란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복

을 비는 행위이다. 해금독주곡 �사마다� 는 이러한 행위를 춤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80년대 초중반 이해식은 ‘굿’을 중요한 작곡 소재로 삼아 실내악 삼굿(1

981), 국악관현악 들굿(1983), 국악관현악 산굿(1984), 국악관현악 대굿(1

985) 등을 발표하였고,  80년대 중반 이후~2000년대에는 다양한 독주곡

과 중주곡, 관현악곡 등을 통해 ‘춤’이 작곡의 모티브로 등장한다. 두 시기

의 경계점이라 볼 수 있는 1985년도에 작곡한 ＜사마다＞의 작품 해설에

도 두 단어 ‘굿’과 ‘춤’ 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80년대 초중반의 주요

화두인 ‘굿’과 이후 시기의 주요화두인 ‘춤’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공존하

는 작품이 ＜사마다＞였을 것이다. 

이에 관해 작곡자는 ＜사마다＞는 굿이 갖는 민속성을 기본 배경으로 하

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굿의 선율이나 장단을 차용하지는 않고 

이를 대신하여 굿에서 빠질 수 없는 춤(탱고)의 이미지를 통해 굿의 느낌

을 표현하려 했다고 밝힌바 있다.105)

본고에서는 작곡가가 이 작품에서 춤의 이미지, 굿의 느낌과 민속성 등을 

105) 2018년 3월 20일 작곡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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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표현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악곡을 분석하고, 본 곡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연주기법을 고찰하겠다.

(2) 악곡구조 분석

  사마다는 총 187마디로 전체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악장은 6/4박자이며 플랫 세 개의 조표이다. 1악장의 속도는 ♩=ca 10

0이며, 변박인 5/4가 47번째 마디에서 출현한다.

  2악장은  4/4박자이며 플랫 네 개의 조표이다. 2악장의 속도는 ♩=ca 1

20 alla tango 이다. alla tango란 탱고풍으로 연주하라는 뜻이다.

사마다의 전체적인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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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1

악

장

�

a 1~5

6/4

(47마디만 5/4)

♩=

100

aʹ 6~7

b 8~14

aʹʹ 15-18

b 19~26

�

aʹʹʹ 27~32

c 33~38

d 39~46

e 47~51

dʹ 52~62

2

악

장

�

a 1~10

4/4
♩=

120

aʹ 11~22

b 23~26

aʹʹ
27마디

~31마디 3박

c
31마디 4박

~46마디

�

d 47~64

e 65~70

f 71~82

eʹ 83~92

dʹ 93~101

�ʹ

aʹʹʹ 102~114

aʹʹʹʹ 115~125

＜표 11＞ ＜사마다＞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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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과 리듬 분석

① 제1악장 �-a (제1~5마디)

＜악보 71＞ ＜사마다＞ 제1~5마디

  제1~2마디에서 주제선율이 제시되는데 이 선율은 1악장 전반에 끊임없

이 변형, 발전되어 등장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마디 E♭에서 Aʹ♭으

로 완전 4도 상행하여 Aʹ♭을 지속음으로 유지하며 농현하는데 이와 같이 

완전 4도 상행 후 지속음으로 유지하는 패턴 또한 1악장 전반에 계속 등

장한다. 

  리듬의 경우 � 가 연속한 부점리듬이 1마디 5-6박, 3마디 3-4박에 나

타나 박절감을 살리고 곡에 활기를 준다. 이렇게 연속한 두 개의 부점리듬

은 1악장 전반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1마디 2~4박, 2마디 5~6박에서는 약박의 리듬을 강박보다 길게 

배치함으로써 당김음(syncopation) 효과를 주고, 3마디 5박의 Aʹ♭은 다음 

마디의 첫박까지 붙임줄을 통해 마찬가지로 당김음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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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악장 �-aʹ (제6~7마디)

＜악보 72＞ ＜사마다＞ 제6~7마디

  이 부분은 주제선율 a의 축소, 재현인 aʹ로 볼 수 있다. 6마디 1~4박 선

율은 a부분 1마디의 선율진행과 유사하게 E♭에서 Aʹ♭으로 완전 4도 상

행진행한 후 지속음으로 요성하며, a부분 4마디의 종지와 유사하게 점진적

으로 하강하여 종지한다. 

③ 제1악장 �-aʹʹ(제15~18마디)

＜악보 73＞ ＜사마다＞ 제15~18마디

  제15~16마디의 선율진행은 1~2마디(a)를 5도위로 재현하고, 17~18마

디는 6~7마디(aʹ)를 재현한 것이기에 이 부분은 aʹʹ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 부분에서는 하나의 주제선율(a)을 반복, 변주(aʹ, aʹʹ)하는 

방식으로 곡을 만들어 나간다. 이는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의 주조를 이룬

다고 이야기한 반복과 변주 기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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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악장 �-aʹʹʹ(제27~32마디)

＜악보 74＞ ＜사마다＞ 제27~32마디

  제27~32마디까지의 선율진행은 이전의 a, aʹ와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이

므로 이 부분을 aʹʹʹ로 볼 수 있다. 31마디 4박에는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

던 음인 D♭이 강하게(f) 드러나며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의 선율

변화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의 D♭은 계명상 si♭에 해당하며, 이 

si♭은 작곡가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에 자극과 불안정한 느낌을 위해 의도

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변화음 중 하나로, ＜사마다＞의 1악장에도 빈번

하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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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악장 �-c(제33~38마디)

＜악보 75＞ ＜사마다＞ 제33~38마디

  제33마디 선율진행에서는 첫 박부터 본격적으로 변화음인 D♭(si♭)이 

드러나며 새로운 성격의 주제선율 c가 시작된다. 35~36마디에는 마디 사

이를 잇는 붙임줄을 통해 Fʹ음이 긴 지속음으로 출현하며 37~38마디 또

한 한 옥타브 아래 F음이 지속음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장구 반주 리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34마디 6박부터 

엑센트로 인한 당김음 리듬이 연속되며 앞으로 이어질 해금파트의 역동적

인 선율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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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악장 �-d(제39~46마디)

＜악보 76＞ ＜사마다＞ 제39~46마디

  새로운 주제선율 d의 등장으로, 39마디부터 43마디까지 계속해서 음역

이 상승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어 44마디에서 긴장감이 절정에 이른다. 44

마디는 6박동안 쉬지 않고 8분음표로 리듬을 분할하는 것과 동시에 C’’에

서 전성을 추가하여 음악적 밀도를 더한다.

  또한 d의 선율진행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39마디 5박과 40~42마디 6박

에서 프레이즈가 시작되어 선율의 도입이 첫박이 아닌 이전마디의 끝박에

서 시작되어 못갖춘 마디의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4마디에 걸쳐 

의도적으로 정박을 흐트러트림으로써 44마디 정박에 시작하는 선율에 대

한 기대감을 주며 더 극적인 효과를 내게 한다. 

  장구반주의 경우 30마디 장구와 해금은 마치 주고받는 듯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음악적 재미를 더함과 동시에 장구와 해금 주자간의 긴밀한 호흡

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또한 40마디, 41마디, 42마디의 마지막 박에 모두 

‘덩’으로 연주하고 41마디, 42마디, 43마디의 1~3박은 비워두는 것으로 

해금선율의 못갖춘 마디의 느낌을 강조하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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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악장 �-dʹ(제52~62마디)

＜악보 77＞ ＜사마다＞ 제52~62마디

  제52마디는 d부분 39마디의 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동일하게 재연

하며, 53~61마디의 선율진행도 d에서와 동일하게 6박에서 프레이즈가 시

작하여 못갖춘 마디의 느낌을 준다. 즉, 이 이 부분은 d와 유사한 선율진

행을 하는 dʹ라 할 수 있다. 

  제52마디와 53마디에서 변화음인 D♭(si♭)은 마디를 잇는 붙임줄에 의

해 길게 지속되며, 62~63마디에서도 Fʹʹ음이 지속음으로 나타난다.

  정리하면 1악장 �부분은 도입부에 �부분의 a를 회상하며 시작하나 이

후 선율진행에서는 새로운 성격의 주제선율인 c, d, e 가 전개되며, 변화

음(si♭)과 지속음이 출현하고, 못갖춘마디 형식을 사용하여 정박과의 대비

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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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악장 �-a (제1~10마디)

＜악보 78＞ ＜사마다＞ 제2악장 제1~10마디

  제2악장의 1~2마디에서 동기선율이 제시되며 이 동기선율은 2악장 전

반에 계속 등장한다. 이 동기선율의 특징은 당김음에 있는데, 1~2마디에는 

팔분쉼표를 통한 당김음과, 붙임줄을 통한 당김음으로 두 마디 안에서 세 

개의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4, 5, 7마디에서도 8분쉼표를 이용

한 당김음이 출현하며 이후로도 2악장 전반에 끊임없이 드러나는데, 이 당

김음은 역동적인 춤(굿)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라 하겠다. 

  앞서 이해식이 이 작품에 굿의 직접적인 선율이나 장단보다는 춤을 통해 

굿의 이미지를 표현하려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마다의 2악장은 춤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4/4박자, 120의 빠른 템포, Alla tango(탱고풍으로 연주하

라)라는 지시어를 활용하며 리듬에 있어서는 당김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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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접적으로 굿의 느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제1~2마디는 당김음과 함께 음역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2악장의 도

입부부터 긴장감을 주는데, 3마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리듬의 형태를 

취한다. 당김음이 나오며 리듬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격의 1~2마디를 편

의상 �라 하고, 안정적인 리듬형태인 3마디를 �라 하면 (� �) + (� �) 의 

구조로 볼 수 있다. 

  마치 주고받는 듯한 이 구조는  4~5마디(� �) + 6마디 도돌이(� �), 7

마디(�) + 8마디(�)에서도 나타나며, 긴장과 이완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

타나며 대비효과를 주고 있다. 

⑨ 제2악장 �-aʹ(제11~22마디)

＜악보 79＞ ＜사마다＞ 제2악장 제11~22마디

  제11~14마디는 a부분과 마찬가지로 (� �)+(� �)의 구조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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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도입부 a를 변형한 aʹ로 볼 수 있다. 

  제13~14마디 D♮음의 출현으로 인해 음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주는데 

이 는 fa♯으로 변화음으로써도 작용한다. 17마디 2, 4박의 선율을 19, 20

마디에서도 반복하며, 이와 같은 부점리듬의 연속적 출현은 곡에 활기를 

띄게 한다. 이 부점리듬은 1악장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는데, 특히 21마

디 2~3박과 같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부점리듬은 1악장과 동일한 패턴이

다. 

⑩ 제2악장 �-c (제31마디 4박~46마디)

＜악보 80＞ ＜사마다＞ 제2악장 제31마디 4박~4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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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마디 4박에 변화음인 sib이 등장하며 음계가 확장된다. 이 si♭은 3

2마디 1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전성을 통해 강조해주며, 31마디 3박

과 4박에 이어 32마디에서도 1박에 적극적으로 드러나며 변화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제37마디의 동기선율은 39마디, 43마디에서 반복되는데 이와 같은 ♪♬ 

의 리듬꼴이 이전에는 주로 3박과 4박(약박)에 출현한 것과 대조적으로 첫

박(강박)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긴장감을 높여준

다. 이전에 출현했던 리듬형태이지만 약박에서 강박으로 위치를 바꾸어 재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음악적 효과를 주고 나아가 악곡에 통일감을 부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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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2악장 �-d(제47마디~64마디)

＜악보 81＞ ＜사마다＞ 제2악장 제47~64마디

  이 부분은 �(긴장)와 �(이완)으로 짝을 이루던 전반부와 대조적으로, 다

소 긴 호흡으로 쉼 없이 달려가는 선율진행을 보이므로 큰 분류로 �로 나

눌 수 있겠으며 새로운 선율인 d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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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에서는 작은 단위의 선율이나 리듬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49, 50, 51, 56, 60마디는 같은 리듬을 반복한다. 

  제61마디 2박~64마디의 선율은 E♭-F 사이를 반복하며 pp에서 ff까지 

음량을 확대함으로써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이 부분의 선율에서도  팔분쉼표를 활용한 당김음과 이음줄을 활용한 당

김음이 빈번하게 출현하며, 빠른 템포 안에서의 4연음부(♬♬)리듬이 역동

적인 성격을 더한다. 

⑫ 제2악장 �-e(제65~70마디)

＜악보 82＞ ＜사마다＞ 제2악장 제65~70마디

  d에서 쉼 없이 달려오던 선율을 잠시 쉬어가는 부분으로 새로운 선율 e

이다. 이 부분은 긴 박 리듬(�,�)을 활용하며, 음역 또한 A♭~E♭의 5도 

안에서 이루어져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제65~66마디  두 마디에 사용된 동기선율은 66~70마디 4마디에 걸쳐 

확장되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반복과 변주 수법이 사마다 2악장에서 중

요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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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2악장 B-dʹ(93~101)

＜악보 83＞ ＜사마다＞ 제2악장 제93~101마디

  제93~101마디의 선율진행은 작은 단위의 선율 혹은 리듬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다시 역동적인 느낌을 주며, d의 재현인 dʹ로 볼 수 있다. 

  제97마디 3박에 시작한 F음은 이후 100마디까지의 선율진행에서 F-E

♭을 오가는 진행을 반복하는데, 이 부분의 선율진행은 특히 61~64마디의 

선율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다음 ＜악보 84＞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악보 84＞ ＜사마다＞ 제2악장 61~64마디(d)와 97~101마디(dʹ) 부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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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84＞를 통해 비교해보면 d에서는 E♭-F 의 상행선율이 점점 커

지고, dʹ에서는 F-E♭의 하행선율이 점점 작아지며 대구를 이룬다. 

  즉, 사마다 2악장의 후반부에 d와 유사한 선율진행을 갖는 d’를 배치해 

통일감을 부여하되, 악곡의 클라이맥스인 d에서는 상행선율의 반복과 크레

센도를 사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후반부인 dʹ는 하행선율과 디크레센도로 

곡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⑭ 제2악장 �-aʹʹʹʹ(제115~125마디)

＜악보 85＞ ＜사마다＞ 제2악장 제115~125마디

  앞 부분에서 B♭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선율은 115마디를 기점으로 한 

음 상승하여 C음을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 역시 붙임줄과 쉼표에 의

한 당김음이 다수 출현하며, a부분 선율과 유사성을 갖는 aʹʹʹʹ로 볼 수 있

다. 122마디부터는 당김음이 출현하지 않고 음역이 하행하여 124마디 A

♭의 지속음만으로 이어지고, 셈여림도 점차 작아지며 악곡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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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주기법 분석

  앞에서 ＜사마다＞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한 결과 이 곡에는 전통적 연주

기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① 창작 연주기법 

㉮ 변화음

  ＜사마다＞에는 si♭, fa♯ 두 개의 변화음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악보 86＞, ＜악보 87＞과 같다.

＜악보 86＞ ＜사마다＞에서 변화음 si♭의 예

＜악보 87＞ ＜사마다＞에서 변화음 fa#의 예

  이와 같이 ＜사마다＞에서는 si♭, fa♯ 두 개의 변화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같은 1기의 작품 ＜맥류＞에서 si♭, fa♯, do♯의 세 변화음이 빈번

하게 출현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음들은 이해식의 작품 안에서 특별한 자극, 불안정한 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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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독특한 느낌 등을 추구하는 수단이며, 항상 새로운 소리를 찾는 

그의 작곡 모토의 반영이기도 하다. 

㉯ 당김음

  ＜사마다＞의 1, 2악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당김음이 빈번하게 출현했

는데, 리듬에 의한 당김음,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쉼표에 의한 당김음, 엑

센트에 의한 당김음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악보 88＞은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88＞ ＜사마다＞에 나타난 당김음의 예

  이와 같이 ＜사마다＞에서 약박의 리듬을 강박보다 길게 배치하거나, 붙

임줄이나 쉼표, 엑센트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당김음(syncopation)

효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 곡의 주제인 굿이 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작곡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마다＞는 굿이 갖는 민속성을 기본 배

경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굿의 선율이나 장단을 차용하지

는 않고 이를 대신하여 굿에서 빠질 수 없는 춤(탱고)의 이미지를 통해 굿

의 느낌을 표현하려 했다고 밝힌바 있다. 굿(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마다＞에서는 굿판의 신명과 축제의 분위기, 춤의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당김음을 활용하였고, 강박과 약박이 도치되면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느낌을 통해 리드미컬한 춤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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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과 변주 기법

  ＜사마다＞에서는 주제선율을 4, 5도 위에서 변형 재현하거나, 작은 동

기를 반복하는 수법이 다수 등장한다. 다음 ＜악보 89＞는 그 중의 한 보

례이다. 

＜악보 89＞ ＜사마다＞ 반복과 변주 기법의 예

  이러한 반복과 변주 기법에 관한 작곡가 이해식의 철학은 다음 글에 잘 

드러나 있다. 

  J. J. Bachofen에 의하면 밧줄 엮기는 자주 반복되는 상징적 행위이

며 운명의 세 여신이 실을 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실을 잣고 짜는 모습은 자연을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는 힘을 표

현한다...자연의 활동과 그 예술적인 구성 및 강조는 이렇게 잣고 엮고 

짜는 동작으로 표현되며, 인간은 이러한 수공예품에서 지상의 창조물

과의 또 다른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두 개의 실을 엮으면서 그들은 

또한 출산에 필요한 남녀의 잠재력의 투입과 힘의 이중성을 알 수 있

게 된다. 이 관계는 직조 기술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교대로 나

타났다가 교대로 사라지고 하는 실의 엇갈리는 모습은 자연의 영구적

인 활동에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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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 Sachs, Eine Weltegeschichte des Tanzes. 김매자 역 : 세계 

무용사 (서울: 풀빛, 1983), P.182에서 재인용)

  C.Sachs의 �세계무용사�는 춤을 추구하는 나의 작품 배경에 커다란 

영향과 민속적 도움을 준 책이다. 여기서 C.Sachs가 인용한 J. J. 

Bachofen의 말을 재인용한 것은 나의 작품이 마치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가는 것처럼 주로 단순한 반복과 spin out의 수법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골의 농부들이 밤 새우며 꼬아내는 새끼는 매끈하기도 하고 거칠

기도 하니 이 모두가 한국 사람의 개성이 잘 나타나는 토속적 생산품

이다. 기계 새끼가 아닌 두 손바닥으로 비비는 피부 사이를 거쳐서 엉

덩이 밑으로 나오는 새끼는 자연적인 출산이나 다름이 없는 훌륭한 

texture라고 할 수 있다. 두 갈래의 볏짚은 두 손바닥 사이에서 

stretto를 이루고 sustainedtone을 이어가며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에서 설명하는 동양적 contrast를 엮어 간다. 내 작품의 texture는 

새끼를 자아가는 민속적 의미와 같다. 새끼와 같은 줄은 내 작품의 주

조를 이룬다.106)

  이 글을 통해 이해식은 서양의 밧줄 엮기(실을 잣고 짜는 행위)가 자연

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자신의 작품도 마치 새끼를 꼬는 것과 같은 단순 

반복과 확장(spin out)의 수법으로 전개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서양의 

기계직조와 달리 손으로 직접 꼬아내 다소 거칠기도 한 볏짚 새끼 꼬기는 

토속적이고 동양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신의 작품에 주조를 이룬다고도 언

급했다. 따라서 반복과 변주 기법은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굿’과 연관하여 ‘춤’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 ＜사마다＞에서 이러

한 반복과 변주의 기법을 중요하게 활용한 것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하나의 기본 동작에서 파생된 응용동작으로 점차 발전, 확장해나가는 춤의 

전개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6)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머리말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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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적 연주기법

㉮ 지속음

  ＜사마다＞에서는 느린 템포의 1악장 전반과 2악장 종지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긴 박의 지속음이 특징적이며, 이는 같은 1기의 ＜해금을 위한 

상＞, ＜풍무＞, ＜맥류＞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다음 ＜악보 90＞은 ＜사마다＞에 나타난 지속음의 보례이다.

＜악보 90＞ ＜사마다＞에 나타난 지속음

  ＜사마다＞에서는 ＜악보 90＞에서와  같이 붙임줄을 활용하여 한 마디 

혹은 두 마디까지 이어지는 이 지속음들이 1악장(A)과 2악장 후반(Aʹ)에 

끊임없이 등장하며 이 곡의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데, 작곡가의 저술에 따

르면 이 지속음은 ＜사마다＞의 주제인 ‘굿’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면 민속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계곡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모든 인

간사의 흔적이라 하겠다. 크게 보면 굿도 하나의 민속에 속한다. 인간 

삶의 계곡에서 굿판의 chaos는 ‘거리’ 또는 ‘풀이’ 라는 독특한 

process에 의하여 chatharsis에 이르기까지에는 매우 질긴 민족성과 

원초적인 인간성이 깔려있다. 이러한 민속적 맥락에서 보면 굿이야말

로 참으로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인간사의 전개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

는데 이러한 민속이 나의 작품에서는 원시성을 추구하는 민속적 

rhythm과 함께 길고 긴 지속음으로 표현된다...중략....지속음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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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면서도 그 주변에 무한한 긴장과 이완을 자아내는 기능을 지니

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음은 나의 작품에서 음악을 맺고 풀어가는 중

요한 실마리가 된다.”107)

  즉, 작곡가는 ＜사마다＞에 지속음을 사용함으로써 굿판에 깔려 있는 원

초적인 인간성, 질긴 민족성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전성 및 퇴성

  ＜사마다＞의 1, 2악장에는 전성 및 퇴성이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9

1＞은 그 중의 한 가지 보례이다.

＜악보 91＞ ＜사마다＞에 나타난 전성 및 퇴성

  이와 같은 전성과 퇴성은 추성, 요성과 함께 작곡자가 생각하는 우리 음

악을 우리스럽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본 곡에서도 전통음악적인 색채를 위

해 활용되었다.

  따라서 작곡자의 의도를 살려 전성과 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운지

법의 선정 시 가급적 중현보다는 유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으뜸자리 선정

을 고려해야 하며, 운궁의 경우도 우-＞좌방향 보다는 좌-＞우방향으로 선

정하여 보다 선명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107) 이해식, �이해식류 국악기 독주를 위한 창작곡집  흙담�(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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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마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마다＞는 1985년 작품으로, SAMADA란 퉁구스어로 굿을 뜻

한다. ＜사마다＞는 굿이라는 작품소재와 발표시기로만 보았을 때는 전통

을 소재로 한 1기(1968~1986)에 해당하지만, 춤과 바람을 소재로 삼은 2

기(1987~2009)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사마다＞는 굿을 소재로 하였으나 굿의 직접적인 장단이나 선율을 차용

하기보다는 굿의 행위를 춤과 연관시켜 춤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

용하였다.

  둘째, 굿에서 연행되는 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마다＞에서는 

작은 동기를 반복하거나, 반복과 변주기법을 통해 주제선율을 재현하는 방

식으로 악곡을 전개해 나갔다. 이해식은 마치 새끼를 꼬는 것과 같은 단순 

반복과 확장(spin out)의 수법이 자신의 작품에 주조를 이룬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굿’과 연관하여 ‘춤’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 ＜사마다＞

에서 이러한 반복과 변주의 기법을 중요하게 활용한 것은, 같은 동작을 반

복하거나 하나의 기본 동작에서 파생된 응용동작으로 점차 발전, 확장해나

가는 춤의 전개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마다＞에는 붙임줄을 통한 긴 박의 지속음과 당김음, 부점리

듬이 빈번하게 출현했다. 지속음은 1기의 다른 작품들에도 모두 공통적으

로 나타난 바 있으며, 특히 ＜사마다＞에서는 지속음을 통해 굿판에 깔려 

있는 원초적인 인간성, 질긴 민족성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 했다. 

  또한 ＜사마다＞의 2악장에서는 4/4박자의 빠른 템포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당김음과 부점리듬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역동적인 춤의 느낌

과 굿판의 신명을 표현하려 했다. 

5) 제1기 해금 작품의 특징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이해식의 제1기 해금 작품에 나타나는 주

요 기법과 그 음악적 효과와 및 의의를 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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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소재 주요기법 음악적 효과 및 의의

해

금

을 

위

한

상

산

조

변화음 전통음계 의도적 탈피-＞이해식류 해금산조의 완성 

지속음 가곡의 관현반주에서 착안-＞긴장과 이완의 효과+민속성 표현

미분음 민속음악에서 착안-＞민속음악적, 산조적 음색 표현

음고엑센트 극단적 고음-＞해금창작곡 초기 음역 확장 역할

겹리듬 정박, 정리듬 탈피-＞새로운 리듬 추구

불규칙한 농현 농현의 심도 표현, 민속음악적 색채 추구

전성, 퇴성 

및 추성
한국음악의 특별한 악센트-＞전통음악적 색채 표현

산조의 시김새 꺾는음, 앞꾸밈음 등 민속악에서의 시김새 활용

헤미올라 산조, 민속악에서 착안-＞정박 탈피와 민속적 색채 

중음주법 해금창작곡 최초 5도화음 시도-＞이후 해금창작곡에 영향

하이브리드

리듬
민속악의 엇리듬에서 착안-＞ 작곡자가 최초로 개발한 리듬

풍

무

민

요

변화음 전통음계 의도적 탈피, 음계 확장+불협화음으로 긴장감 조성

지속음 원초적 민속성, 질긴 민족성 표현-＞굿의 원시적 느낌 표현

미분음 민속음악에서 착안-＞민속음악적 정취 

음고엑센트 갑작스러운 도약으로 인한 긴장감 조성

겹리듬 정박, 정리듬 탈피-＞새로운 리듬 추구

퇴성 전통음악적 색채 표현

메기고 받는 

선율
민요의 메기고 받는 선율 형식 차용

맥

류

시

나

위

변화음 전통음계 의도적 탈피-＞이해식만의 개성적 시나위 완성

지속음 긴장과 이완의 효과+민속성 표현

음고 엑센트 갑작스러운 도약으로 인한 긴장감 조성

겹리듬 정박, 정리듬 탈피-＞새로운 리듬 추구

불규칙한 

농현
농현의 심도 표현, 민속음악적 색채 추구

전성 전통음악적 색채 표현

동일선율 無 시나위의 즉흥성 표현

사

마

다

굿

변화음 전통음계 의도적 탈피+불안정한 음정, 특별한 자극 추구

지속음 원초적 민속성, 질긴 민족성 표현-＞굿의 원시적 느낌 표현

전성과 퇴성 전통음악적 색채 표현

당김음 역동적인 춤(굿), 굿판의 신명 묘사

반복과 변주 기본 동작을 통해 발전, 확장해가는 춤의 전개방식 묘사

＜표 12＞ 이해식 제1기 해금곡 주요기법과 음악적 효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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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제1기의 작품들은 산조, 민요, 시나위, 굿 

등 민속악(전통음악)을 소재로 했다. 그러나 음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5음 음계는 물론 모든 고정된 음계나 선법으로부터 벗어나려 했

으며, 그 수단으로 변화음을 적극 활용하였다. 

  음계나 선법을 대신하여 1기 작품에서 민속악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불규칙한 농현,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미분음 등이 나타났다. 

또한 이해식이 가곡의 관현반주에서 착안한 지속음은 악곡에서 긴장과 이

완의 효과와 함께 원초적인 민속성을 표현하는 작곡재료로 사용되었다.

  1기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음계와 선법에서 자유롭고자 한 경향은 리

듬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 ＜맥류＞, ＜사마다＞에는 모두 겹리듬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박이나 

정리듬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해식 작곡 스타일

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식의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작곡 방식은 초기 해금 창작곡

에서 새로운 연주기법을 만들어 내고 해금 음역을 확장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과 ＜풍무＞, ＜맥류＞에 사용된 

음고 엑센트는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던 극단적인 고음까지 해금의 음역을 

확장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기의 첫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 이해식이 최초로 도입한 

해금의 중음주법은 이후 발표된 다른 작곡가들의 해금곡에도 영향을 주었

으며, 민속악의 엇리듬(헤미올라)에서 착안하여 이 작품에 시도한 하이브

리드 리듬은 작곡자가 최초로 개발한 리듬구조라는 의의를 갖는다.

2. 제2기 작품

  이해식의 제2기 해금 작품은 ＜바람의 여자＞, ＜춤 불러내기＞의 두 곡

이다. 이 절에서는 작곡시기 순서에 따라 각 작품을 분석하고, 제2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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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적인 음악적 특징 및 기법을 고찰하겠다. 

1) 피리와 실내악 ＜바람의 여자＞

  본 항에서는  실내악 ＜바람의 여자＞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조, 

선율과 리듬,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 개관

  피리와 실내악 ＜바람의 여자＞는 1992년 KBS 국악관현악단의 제49회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90년대는 이해식이 ‘춤’과 ‘바람’을 중요

한 소재로 삼은 2기이며 이 작품 또한 ‘바람’을 소재로 한다. 

-작곡 노트-

  바람의 여자는 한국인의 근원적인 심성을 추구하는 내 작품의 또 다

른 모습이다. 무악과 농악 등의 광범위한 민속에서 출발한 나의 작품

들은 그 동안 굿의 맥락으로 일관되어 바람의 형태로 통하고 있다. 바

람의 여자도 그 중 하나이다. 

바람은 나의 작품들에서 자유스러운 춤과 같은 것이다. 바람의 여자

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줄기차게 춤추는 사람이란 뜻으로 붙인 제목이

며 그것은 곧 감추어진 나의 자화상 같은 것이다(이해식)

-해설-

  바람의 여자는 1991년에 썼던 앵매기춤(액막이)라는 작품을 수정한 

것이다. 독주피리와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의 현악기와, 두부장

수종. 장고. 꽹과리. 징(쟁). 북 등의 타악기로 편성되는 작은 피리협주

곡이다. 그리고 특수악기로 wind-chime과 벨(bell, glockenspiel)이 

편성된다.

  1악장 ＜맞이(영)＞는 �=♩=ca. 110으로써 4/4박자이지만, 장고만 

12/8박자인 복박자(poly meter)로 전개된다. 여섯 부분으로 연결되며 

가야고는 hamonics 주법이 자주 쓰인다.



- 130 -

  2악장은 ＜놀이(오)＞이며 ‘제’와 ‘오’를 포함한 세 부분으로 구성된

다. 는 ♩=ca.72 4/4박자, 는 �=ca.96~100 12/8박자이며, 여기서는 

피리를 역취하는 overtone이 사용된다. �=ca. 130 6/8에서는 장고가 

특별하게 연주된다. 즉 장고줄을 죄고 풀면서 소리에 변화를 주는데

(roto 주법) 이것은 무속성의 표현이다.

  ＜떨이＞인 3악장은 ♩=120(tempo giusto) 4/4박자이며 두 부분으

로 구성된다.

바람의 여자는 내 유년 시절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당의 정신세계와 

특히 한국이라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무속성을 추구해 본 작품이다. 

이 속에 나의 자화상이 녹아 있다. 

  이해식은 작곡 노트를 통해 이 곡의 제목인 ＜바람의 여자＞에서의  ‘바

람’은 자유스러운 춤이며, ‘바람의 여자’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줄기차게 춤

추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즉, 이 작품의 제목에 사용된 ‘바

람’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기상학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바람의 여자’는 굿판에서 춤추는 무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이 작품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에 관한 그의 작곡 지론을 참고

하면 다음과 같다.

  “내 작품의 준거가 되는 민요. 굿. 춤 등의 토속적 idiom은 모두 바

람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물과 산을 동반하는 바람은 이미 나의 다

른 작품들에서 표상되어 왔으며 ｢바람의 말｣도 그것이 연속되는 결실

의 하나다.

  바람은 기상학적 의미 외에 굿-놀이, 춤-풀이에서 소용돌이치는 신

바람처럼 한국인은 언제어디서나 바람 속에서 산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축적 정서를 자아낸다.”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람’은 중의적인 단어로, 기상학적 바람이기

도 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신바람이기도 하며, 혹은 기원을 뜻하

는 바람과 같이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민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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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춤 등 민속적인 소재들은 모두 이 바람이라는 단어로 통한다는 것이

다.  즉, ＜바람의 여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작품이 2기의 작품으로서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하는 동시에, 이때의 ‘바람’은 무속과 민속적인 정서와

도 연결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소들

이 작품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겠다. 

(2) 악곡 구조

부분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1. 

맞

이

A - 1~20 12/8

♩=110

B - 21~52 4/4

C

a 53~60

4/4

b 61~64

bʹ 65~71

c 85~91

cʹ 92~96

d 97~100

D - 101~133

E
e 134~140

f 141~144

2. 

놀

이

A - 1~44 4/4

♩=72

B - 45~88 12/8

C

a 153~156

6/8

aʹ 157~160

a 161~164

aʹ 165~168

b 169~172

bʹ 173~176

a 177~180

bʹ 181~184

3. 

떨

이

D - 1~5 Ad lip

E

- 6~11

4/4 ♩=120
a 12~15

aʹ 16~21

aʹʹ 22~25

＜표 13＞ ＜바람의 여자＞ 해금선율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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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과 리듬 분석

① 제1악장 �-a(제53~60마디)

＜악보 92＞ ＜바람의 여자＞ 제1악장 제53~60마디

  해금의 첫 선율은 제53마디에 등장하며 이 때 거문고, 아쟁, 장구가 함

께 연주되는데, 다른 파트의 경우 모두 53~54의 두 마디를 동일하게 4회 

반복하며 해금 선율만 53~60마디 안에서 변화를 나타내며 전개되므로, 해

금이 중요한 선율적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해금 선율은 4/4박자 안에서 ♩를 기준으로  전개되지만, 장

구는 12/8박자 안에서 �를 기준으로 하는 다박자(poly meter)로 전개된

다. 또한 도입부에서부터 붙임줄로 인한 당김음과 붙점 리듬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역동적인 춤을 추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작음과 종지음 모두 B♭으로 B♭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어 나가

며, B♭-B♮, D♭-D♮-E♭의 반음씩 순차상행하는 진행이 긴장감을 더한

다. 

② 제1악장 �-b(제61~64마디)

＜악보 93＞ ＜바람의 여자＞ 제1악장 제61~6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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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역시 해금선율만 새롭게 전개해 나가며 거문고와 아쟁은 2마디

를 단위로 반복을 이어간다. a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디 사이를 잇는 붙임줄

로 인해 당김음이 발생하고, 시작음과 종지음 역시 B♭으로 동일하게 나타

난다. 이 때 종지음 B♭은 63~64마디의 두 마디에 걸쳐 긴 지속음으로 

출현하며 크레센도, 디크레센도와 농현을 통해 수식한다. 

③ 제1악장 �-bʹ(제65~71마디)

＜악보 94＞ ＜바람의 여자＞ 제1악장 제65~71마디

  제65~66마디의 선율은 이전 b부분 61~62마디의 선율을 동일하게 재현

하고 있어, 이 부분은 bʹ로 볼 수 있다. 이전 b부분의 지속음과 마찬가지로 

70~71마디에서 Eʹ♭지속음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와 농현으로 수식한다. 

이 때 70~71마디 해금의 선율이 피리 솔로의 선율과 호흡을 같이 하는데, 

이를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95＞ ＜바람의 여자＞ 중 해금과 피리 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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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악장 �-c(제85~91마디)

＜악보 96＞ ＜바람의 여자＞ 제1악장 제85~91마디

  제85마디의 Bʹ♭-Eʹ♭의 완전4도 상행은 이전의 a, b, bʹ 의 선율에서도 

꾸준히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바람의 여자＞ 1악장에의 해금 선율

에서는 도입부에서 Bʹ♭-Eʹ♭의 완전4도 상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감을 준다.

  이전 선율에서와 마찬가지로 85, 88, 89마디에서 리듬에 의한 당김음, 8

6마디에서 쉼표에 의한 당김음이 출현한다. 

⑤ 제1악장 �-cʹ(제92~96마디)

＜악보 97＞ ＜바람의 여자＞ 제1악장 제92~96마디

  제92~96마디 선율은 이전 c부분의 88~91마디 선율을 변형 재현한 것

으로, 이 부분을 cʹ로 볼 수 있다. c에서와 마찬가지로 92, 93마디에 리듬

과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출현하며, 종지음 Cʹʹ는 붙임줄에 의해 93~96

마디의 네 마디동안 긴 박의 지속음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1악장의 해

금 선율진행에서는 당김음과 지속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악곡을 전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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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

⑥ 제1악장 �-e(제134~140마디)

＜악보 98＞ ＜바람의 여자＞ 제1악장 제134~140마디

  새로운 선율 e의 출현으로, 도입부인 134마디부터 연속적인 당김음과 ff

의 악상으로 강렬하게 선율을 시작하며, 136마디 Cʹʹ, Bʹʹ♭의 고음에서의 

엑센트로 인해 강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등 1악장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이다. 137마디에서부터 음역은 점차 하행하여, 마지막 지속음 

Bʹ♭을 농현으로 수식하며 앞의 선율과 마찬가지로 B♭이 중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⑦ 제2악장 �-a~aʹ(제153~160마디)

＜악보 99＞ ＜바람의 여자＞ 제2악장 제153~160마디

  해금선율은 2악장 중에서는 �파트에서 처음 출현하는데, 6/8박자 안에

서 비교적 단순한 패턴의 반복과 변주로 구성된다. 153~156마디와 157~

160마디는 앞의 두 마디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a와 aʹ로 볼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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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해금과 솔로피리, 타악만이 연주되는데 솔로 피리의 선율은 일

정하지 않게 흘러가고 해금은 계속 단순한 선율의 반복을 통해 피리 선율

을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⑧ 제2악장 �-b~bʹ(제169~176마디)

＜악보 100＞ ＜바람의 여자＞ 제2악장 제169~176마디 

  제169~172마디는 a 선율을 4도 아래에서 재연하고, 173~176마디는 aʹ

선율을 4도 아래에서 재현하여 이 부분은 b와 bʹ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

도 마찬가지로 피리 선율은 변화를 보이나 해금은 같은 리듬패턴의 선율을 

반복한다.

⑨ 제3악장 �-a(제3악장 제12~15마디)

＜악보 101＞ ＜바람의 여자＞ 제3악장 제12~15마디

  3악장의 도입부인 이 부분에서 가야금, 거문고, 아쟁은 모두 같은 패턴

을 2마디 단위로 반복하며 반주 역할을 하고 솔로피리와 해금이 유니즌으

로 주 선율의 역할을 한다. 여러 악기 중에서도 해금을 피리와 함께 솔로 

역할로 대두시킨 이유에 대해 작곡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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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여자＞는 결국 무녀이다. 실제굿 음악에서 피리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중요한 선율을 끌고 가는 것

은 피리로 정해졌다.

  악곡을 전개해 나가던 중, 3악장에서는 피리와 함께 다른 어떤 악기

가 유니즌으로 선율을 함께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바람의 여자＞에 편성된 악기 중에서는 해금이 정악에서나 민속

악에서 피리와 동일 선율을 연주하거나, 피리가 호흡할 때 빈 곳을 채

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3악장에서 피리와 함께 해

금이 솔로 선율을 연주하기로 했다.”108)

  이와 같이 해금이 주 선율 역할을 하는 a부분의 12, 14, 15마디에서는 

1악장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한 바 있는 4도 상행 진행(F-Bʹ♭)이 반복적으

로 나타나며 이를 엑센트 혹은 리듬에 의해 당김음으로 강조한다. 

⑩ 제3악장 �-aʹ(3악장 제16~19마디)

＜악보 102＞ ＜바람의 여자＞ 제3악장 제16~19마디

  제16~19마디 3박까지 세 마디는 C-Bʹ♭의 2도 사이를 오가는 진행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같은 음 진행에서 리듬패턴만을 달리하며 마디를 넘

나드는 선율을 자유롭게 전개한다. 

108) 2019.08.05. 작곡가 자택에서의 인터뷰 중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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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3악장 �-aʹʹ(3악장 제20~23마디)

＜악보 103＞ ＜바람의 여자＞ 제3악장 제20~23마디

  

  제3악장의 마지막 해금선율로, 20~21마디 선율은 12~13마디(a부분)와 

유사하게 진행하나 22마디에서 음역이 하강하고, 리듬패턴도 단순해지며 

pp와 디크레센도로 종지감을 주며 선율을 마무리한다. 

(4) 연주기법 분석

  앞에서 ＜바람의 여자＞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한 결과 이 곡에는 전통적 

연주기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① 창작 연주기법

㉮ 여러 종류의 당김음

＜바람의 여자＞에는 여러 종류의 당김음이 등장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쉼표에 의한 당김음

＜악보 104＞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쉼표에 의한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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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

＜악보 105＞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

㉢ 리듬에 의한 당김음

㉣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악보 107＞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위의 보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람의 여자＞에는 다양한 종류의 당

김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당김음의 활용은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2기 작품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부분으로, 당김음을 통해 역동

적인 춤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 반복과 변주 기법

  ＜바람의 여자＞에서는 작은 동기나 주제선율을 변형, 재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중 일부를 보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6＞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리듬에 의한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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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기법

  이와 같은 반복과 변주 기법은 이해식이 작품을 전개해 나가며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로, 특히 ＜바람의 여자＞의 2악장은 a와 b 두 선율만을 반복

적으로 사용하고(a, aʹ, a, aʹ, b, bʹ, a, bʹ), 3악장은 a의 한가지 주제선율

만을 변주시켜나가는 방식(a, aʹ, aʹʹ)으로 악곡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반복과 변주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 곡의 주제인 춤에서의 연행방

식을 연상하게 하는데, 기본 동작을 반복하거나 그 동작을 토대로 발전시

켜 나가며 이루어지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는 오랜 기간 춤을 배우고 몸

으로 체득한 이해식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 복박자(poly meter)

  ＜바람의 여자＞의 1악장에서 해금을 비롯한 선율악기들은 모두 4/4박

자이지만, 장고만 12/8박자인 복박자(poly meter)로 전개된다. 이를 합보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09＞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복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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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해금은 4/4박자, 장구는 12/8자를 기반으로 

전개되며, 2:3의 비율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리듬은 계속 엇갈리게 되

는데 이와 같은 엇나감, 혼돈과 같은 분위기를 통해 작곡가는 무엇에도 얽

매이지 않는 생동감 넘치고 자유스러운 춤, 그러한 바람과 같은 춤을 추는 

무녀, 즉 바람의 여자를 은유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또한 항상 자신의 작

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바람의 여자＞에서는 

이와 같은 poly meter를 도입하였다.

② 전통적 연주기법

  ＜바람의 여자＞의 해금 선율에는 앞서 1기의 작품들에 등장한 바 있는 

불규칙한 농현이나 추, 퇴성, 전성 등과 같은 전통적 연주기법이 출현하지 

않는다. 이는 전통을 소재로 한 1기의 작품들과,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2

기 작품 ＜바람과 여자＞에서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바람의 여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악 ＜바람의 여자＞는 1992년 작품으로, 90년대는 이해식이 

‘춤’과 ‘바람’을 중요한 소재로 삼은 2기이며 이 작품 또한 제목에 ‘바람’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바람은 단순한 기상학적 현상으로서의 바람이 

아닌 굿(놀이), 춤(풀이)에서 발생하는 신바람과 같은 것이며 민요, 굿, 춤 

등 토속적인 그의 작곡소재들은 바람으로 통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바

람의 여자＞는 굿판에서 원초적인 생명력을 춤추는 무녀를 상징적으로 표

현한 것이며, 1기에 무악, 농악 등의 민속에서 출발한 이해식의 작품세계

가 굿의 맥락으로 통하여 2기의 춤과 바람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둘째, 피리와 함께 해금, 가야금, 아쟁, 거문고, 타악기가 편성된 ＜바람

의 여자＞에서는 솔로 피리와 해금이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이 많았

다. 특히 3악장에서는 해금과 피리가 유니즌으로 주 선율의 역할을 도맡는

다. 이는 정악, 민속악에서 피리와 해금이 주로 유사한 선율을 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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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이 피리의 호흡이 비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셋째, ＜바람의 여자＞에는 쉼표, 붙임줄, 리듬, 엑센트를 이용한 네 가

지 종류의 당김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이해식이 생각하는 바람

의 여자(원초적인 생명력을 줄기차게 춤추는 사람=무녀)를 표현하기 위해 

당김음을 통해 역동적인 춤의 느낌을 묘사하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2, 3악장은 주로 반복과 변주기법을 통해 곡을 

전개해 나가며 춤에서 기본동작을 반복, 변형해가며 전개해 나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바람의 여자＞에는 전통적 연주기법이 출현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을 소재로 한 1기의 작품들과,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2기 작품 ＜바

람과 여자＞에서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2) 춤 불러내기

본 항에서는 중주곡 ＜춤 불러내기＞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조, 선율

과 리듬,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개관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는 1999년 12월 30일부터 2000

년 1월 12일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2000년 9월 2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에서 열린 ‘최희연. 원영실 2인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109) 이 곡에서 선

율악기인 가야금, 해금과 함께 타악기로는 특이하게도 봉고를 편성하였는

데 이는 이해식의 다른 해금독주곡이나 중주곡에서 타악기로 주로 장구를 

사용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작곡자의 작품 해설은 다음과 같다.

109) 본고에서는 초연자인 원영실.최희연의 음반�異人�(서울: 신나라 레코드, 2003) 중 ＜춤 불

러내기＞ 음원과 작곡가 이해식이 제공한 악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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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확한 빠르기를 요구하는 1악장에서는 (♪=ca.154 tempo giusto) 

Jazz의 Blue Note를 원용했다. Blue Note는 미국의 흑인들이 그들의 

고향인 서아프리카의 언어 감각과 정서를 유럽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평균율 음계의 제3음인 mi와 mi♭을 충돌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Blue 

Note의 시김새는 미묘한 불안감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해금과 가야고 

사이에서, 또는 가야고 혼자서도 구사하지만 그렇다고 다박자(multi 

meter)로 전개되는 1악장이 블루스는 아니다.

2악장은 탱고풍으로(♪=ca. 112 alla tango) 지시되었지만 오히려 차

차차(cha cha cha) 리듬에 더 가깝다. 탱고. 차차차와 같은 라틴 아메

리카의 음악은 그 활기찬 리듬과 이국적인 느낌으로 하여 자주 나의 

작품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작품의 내용을 확대하고 생명력을 높

인다. 2악장도 그렇게 쓰여진 작품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해식의 작품에서 끊임없

이 등장하는 중요 소재는 바로 춤이다. 1987년도 ＜춤을 위한 협주피리＞

를 시작으로 국악 관현악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1990), 3중주

곡 ＜춤바래기＞(1997), 해금 독주곡 ＜춤사리기＞(1999), 피아노와 타악

기를 위한 ＜춤두레＞(2000), 25현금으로 그리는 ＜춤악보＞(2006), 국악

관현악 ＜바래기춤＞(2009) 등 긴 시간에 거쳐 다양한 종류의 작품에서 

‘춤’을 소재로 삼았다. 

  본고에서 분석할 작품 ＜춤 불러내기＞ 역시 제목에서부터 ‘춤’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며 영어 부제로는 ＜Korean dance call＞이라고 쓰여 있다.

또한 위의 작품해설에서도 ‘탱고풍으로’, ‘차차차 리듬’과 같은 단어가 등장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춤을 주요한 소재로 다룬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작곡가 이해식이 작품에서 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내 작품은 전통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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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악기의 연주기법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악관

현악법을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한 서양음악기법은 

전통적인 요소와 융합하여 개성적인 변주수법으로 바꾸어지고 한국적

인 이디엄(idiom)을 수용하는 수단이다."110)

  위의 작품해설과 작곡가 저술을 통해 ＜춤 불러내기＞는 블루노트, 다박

자, 탱고풍의 차차차 리듬을 소재로 활용하며 전통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확장시키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악곡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실제분

석을 통해 알아보고, 작곡자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연주기

법을 고찰하겠다. 

(2) 악곡구조 분석

  ＜춤 불러내기＞는 2악장, 총 257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1악장(♪=ca.154 tempo guisto)은 다장조로 6/8, 7/8, 8/8박이 함께 

쓰이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악장(♩=ca. 112 alla tango)

도 제1악장과 같은 다장조이며 4/4박자이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

다. ＜춤 불러내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110) 이해식, "음악사적 의미로서의 작곡가의 작품양식 연구-이성천의 평론에 투영된 나의 작품

양식의 재접근", �음악과 문화 제5호�,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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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1

악

장

�
a 14~20

6/8

♪=ca.154 

tempo 

guisto

b 21~34

�

c 41~44

6/8

cʹ 45~50

cʹʹ 51~56

cʹʹʹ 57~63

d 64~72

e 73~90

eʹ 91~96

�
봉고

솔로
97~112 6/8 -

�

aʹ 113~121 6/8

bʹ 122~132 6/8, 7/8

2

악

장

�

a 1~5

4/4
♩=ca. 112 

alla tango

aʹ 6~12

b 13~17

c 18~22

cʹ 23~26

d 27~37

e 38~52

�

f 69~76

g 77~82

fʹ 83~96

�ʹ

a 97~101

aʹ 102~108

b 109~113

c 114~118

cʹʹ 119~125

＜표 14＞ ＜춤 불러내기＞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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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과 리듬 분석

① 제1악장 

㉮ 제1악장 �-a (제14~20마디)

＜악보 110＞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14~20마디 

  해금선율이 시작되는 제14마디의 동기선율은 이어지는 15마디에서 동일

하게 재현하여 강조하며, 1박의 4연음부( ) 리듬은 16, 18, 19, 20마디

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며 1악장 전반에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앞의 두음 

내지 한음을 전성으로 강조하며 전통적인 음색을 더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빠른 템포 안에서 4연음부( ) 리듬이 마디의 앞부분에 연이어 

출현함으로써 활기를 띄고 역동적인 춤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제18~20마디는 모두 첫 박의 시작음을 이전 마디 마지막 음과 붙임줄

로 연결하여 당김음 효과를 준다. 이렇게 세 마디가 연속하여 마디의 첫 

박이 밀려 나오며 이로 인해 마디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리듬적 재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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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b (제21~34마디)

＜악보 111＞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21~34마디

  새로운 선율 b의 등장으로, 21마디는 마디 전체를 16분음표의 4연음부

( )로 밀도 있게 채우고 음역의 상승과 함께 크레센도로 음량도 증폭하

여 분위기가 고조된다. 

  a에서와 마찬가지로 b에서도 마디 첫박의 시작음을 이전 마디 마지막 

음과 연결하여 당김음 효과를 주며, 특히 24~27마디는 이렇게 붙임줄로 

인한 당김음에 이어 4박에 엑센트를 줌으로써 당김음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한다. 

  제24~27마디는 리듬패턴은 동일하나 음이 1도씩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긴장감을 유발하며, 이렇게 형성된 긴장감은 28마

디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28마디 3박에 등장하는 다섯잇단음표로 인해 더

욱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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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c (제41~44마디)

＜악보 112＞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41~44마디 

  �부분의 도입인 41마디에서는 이전 �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선율 c가 등장한다. a와 b에서는 선율이 분주하게 진행하며 활기 있는 느

낌을 준 데 비하여, c의 도입부인 41마디와 42마디 모두 긴 박의 리듬이 

등장하여 비교적 여유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c에서는 이전에 등장하지 않던 F♯, E♭의 출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작

곡가가 곡 해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Blue note의 수용이다. 

  note는 음계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음을 말하며, Blue note란 3음(mi)과 

7음(si), 경우에 따라 5음(sol)까지도 반음 낮춰서 연주하는 재즈의 독특한 

음계를 말한다. 블루노트는 흑인 민요 계통의 가곡인 블루스 음계의 특색

으로, 이 블루스 스케일이야말로 재즈의 기초이자 특질이며 재즈의 대명사

로서 블루노트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블루스 스케일(블루노트)을 장

음계와 비교하여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11)

111) 남용, �음악용어사전�, 일신서적출판사(서울, 1969), 256쪽.



- 149 -

＜그림 113＞ C Major Scale과 C Blues Scale

  ＜춤 불러내기＞에서 블루노트의 차용 의도에 관해 작곡가는 다음과 같

이 밝힌 바 있다. 

  1악장은 미국 흑인들의 블루스에서 블루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블루

노트를 간단히 설명하면 미 플렛으로 된 단조성의 반주가 화성적으로 

충돌하여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흑인들이 자기네 고향 

서아프리카 조상들의 정서를 서양악기로 표현하기 위한 재즈 화성법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노트를 저의 ＜춤 불러내기＞에서 

한국적으로 수용한 것이지요. 112)

  앞서 분석한 ＜사마다＞에서 작곡가가 fa♯, si♭의 변화음을 우리 전통

음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극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춤 

불러내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mi♭의 변화음을 포함하여 블루노트라

는 이국적 음계의 차용까지 범주를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지론이 

작품에 투영된 결과물이라 하겠다.

112) 이해식,�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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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cʹʹ (제51~56마디)

＜악보 114＞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51~56마디

  제51마디는 41~42마디를 한 옥타브 위에서 축소 재연한 선율로 시작하

기에 이 부분의 선율은 cʹʹ로 볼 수 있다. 

  제53마디에 등장하는 변화음들을 살펴보면 Fʹ#, Eʹ♭, Bʹʹ♭의 세가지로 

이 중 완전한 블루노트 음계(c 블루스 스케일)가 한마디 안에 등장한다.

  또한 이 부분의 선율은 Eʹ♭~Eʹʹ♭의 높은 음역대 안에서 f, sf의 강한 

볼륨과 함께 엑센트를 더하여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다. 

㉲ 제1악장 �-cʹʹʹ (제57~63마디)

＜악보 115＞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57~63마디

  제57~58마디의 선율은 이전 55~56마디의 선율을 축소 재현한 것으로 

다음의 ＜악보 116＞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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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춤 불러내기＞ 제55~57마디 선율 축소재현과정  

  ＜악보 1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7마디의 선율은 55~56마디 선율

을 축소 재현하며, 58마디 1박은 또다시 57마디 2~3박의 선율을 축소 재

현하여 유사한 선율의 반복으로 인한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선율이 점점 

축소되면서 점차 좁은 공간으로 조여드는 듯한 긴장감을 준다. 

  이렇게 형성된 긴장감은 59마디 고음들의 연속적인 등장으로 점차 고조

되어 60마디 1악장 통틀어 가장 높은 음인 Gʹʹ♭에서 최고조를 이룬다. 

  제61~63마디까지는 선율의 움직임 없이 C음을 지속음으로 길게 이어가

고 poco a poco dim로 볼륨도 점차 작아지며 이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다음 선율을 준비한다. 61~63마디의 정적인 흐름은 57~60마디의 밀도 

높은 고음역 선율로 인해 형성된 강도 높은 긴장과 급격하게 대비를 이루

고 있다. 

㉳ 제1악장 �-d (제64~72마디)

＜악보 117＞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64~72마디

  새로운 선율 d의 시작으로, c~cʹʹʹ에서와 달리 Mi♭, Si♭, Fa♯은 사라

지고 블루노트 음계-＞장음계로의 변화로 인해 마치 장면이 전환된 듯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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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환기한다. 

  d의 도입부에서는 동형2도 하행이 두드러지는데, 64~65마디의 Aʹ-Gʹ와 

E-D 는 모두 긴 앞 음가에서 짧은 뒤 음가로 하행하는 동형진행을 보여준

다. 

  제66마디, 68마디에서는 플랫이 소거된 E♮음을 전성을 통해 강조하며, 

69마디의 B♮ 역시 전성으로 등장하고, 71마디 종지음도 E♮음으로 마무

리하며 다시 장음계 성격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66~68마디에는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이 붙

임줄은 마디와 마디 사이를 연결하고 있어, 마디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혼란을 연출한다. 

  선율 도입부에 동형 2도 하행을 활용한 것과 유사한 양상이 선율의 종

지구에도 드러나는데, 68마디 E-D, Bʹ-Aʹ의 2도하행을 70마디에 재현하

며 동형진행을 통해 종지하고 있다. 

㉴ 제1악장 �-e (제73~90마디)

＜악보 118＞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73~91마디

  이전의 선율진행에서 헤미올라와 당김음, 붙임줄로 인해 모호해지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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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의 경계 등 복잡한 리듬이 많이 등장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73마디에서

는 정적인 선율진행이 시작되는 새로운 선율 e라고 볼 수 있다. 

  제73~76마디의 선율은 서정적인 선율흐름과 함께 음역도 E-B의 5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전의 긴장을 이완하는 듯한 부분이다.

  77마디 5박에서 옥타브를 뛰어넘는 갑작스러운 도약, 음고 엑센트의 출

현으로 긴장감을 형성한 후,  78~87마디까지 10마디에 거쳐 동일한 리듬

이 이어지는데, 86마디만 붙임줄을 생략하여 규칙을 깨고 변화의 흐름을 

보인다. 작곡자가 제공한 자필악보를 사보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86마디에 

붙임줄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 확인했으나, 이는 명백히 의도

된 것이며 연속된 규칙 속의 불규칙을 통한 느닷없는 느낌과 재미를 추구

한 것이라는 작곡가의 의도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113)

  또한 이 부분은 E♮과 E♭ 음정이 계속해서 교차하는데, 78~79마디 E

♮, 80마디 E♭, 81마디 E♮/E♭, 83~84마디 E♮, 85~86마디 E♭으로 

반음 차이의 음정들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음정의 충돌로 변화를 준다. 

  ＜춤 불러내기＞ 1악장 � 부분에는 2분박과 3분박이 교차하는 헤미올

라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마디 리듬꼴 마디 리듬꼴

41~42 3 3 (��) 54 3 3  (��)

43 2 2 2 (♩♩♩) 55 2 2 2 (♩♩♩)

44~46 3 3  (��) 56 3 3  (��)

47~49 2 2 2 (♩♩♩) 57~60 2 2 2 (♩♩♩)

50~52 3 3  (��) 61~63 3 3  (��)

53 2 2 2 (♩♩♩)

＜표 15＞ ＜춤 불러내기＞ 1악장 �부분 헤미올라

113) 2018.8.30. 작곡가 이해식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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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미올라는 서양음악작곡에서는 자극, 일탈과 같은 효과를 주는 동시에 

음악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사용되는데,114) 앞서 분석한 이해식의 ＜해금을 

위한 상＞에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3마디동안 3분박과 2분박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헤미

올라 리듬의 연속적인 진행은 ＜춤 불러내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선율에 역동성이 가미되고 악곡전체의 흐름에 긴장감을 형성하

는 효과를 준다. 

  헤미올라에 관한 작곡자의 평소 지론은 다음과 같다. 

거의 셋과 관련된 겹박자 계통인 우리나라 음악의 헤미올라야말로 국

악의 리듬을 다채롭고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로 생각된다. 헤미올라는 

국악을 구성지고 흥겹게 하는 박자체계의 전환이다.115)

“엇붙임 장단, 즉 헤미올라 리듬은 한국음악의 가장 본질적인 강점이

다. 헤미올라 리듬이 민요나 판소리와 같은 성악에 많음은 음정과 자

연스럽게 일치됨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헤미올라 리듬은 종묘제례악에

서 본원적 리듬이라니 전문가의 상상 밖일 듯 하지만 제례악의 인성

(人聲 human voice) 성부인 악장은 거의 헤미올라 리듬이다. ”116)

  즉, 작곡자는 헤미올라 리듬을 한국음악의 특징이자 강점으로 생각하며 

＜춤 불러내기＞에서도 중요한 작곡의 재료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 제1악장 � (제97~112마디)

  제97~112마디는 ‘Bongo dance’로, 해금과 가야금은 등장하지 않는 타

114) “헤미올라는 길고 짧음을 대어보는 리듬조합에서 생기는 가장 돋보이는 자극이며, 한편으

로는 그 분방한 다양성과 일탈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게까지 하는 리듬에 의해 특

별한 흥미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Paul Creston(崔東善 譯),｢리듬 원리｣(서울: 세광출판

사), 1977, p. 197.

115) 이해식 �산조의 미학적 구조론�(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138쪽.

116) 이해식, ＜해금의 말＞과 ＜바람의 춤＞ 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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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솔로 구간이다. 본고에서는 해금 선율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파트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은 하지 않겠으나, 장고가 아닌 봉고를 편성

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의 저서에서 이와 

관련된 두 부분을 발췌했다. 

이윤경 : 그런데 ＜춤 불러내기＞에서 장고가 아닌 봉고를 편성한 특

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해식 : 처음에 얘기한 블루노트가 아프리카 관련이고, 우리가 잘 아

는 재즈의 중심에 블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타악기는 

장고도 좋지만, 아프리카 악기인 봉고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윤경: 좀 더 본토다운 느낌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군

요. 117)

나의 작품에서 타악기가 동서를 가리지 않음은 굿을 놀고 춤을 풀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샤머니즘의 변화를 추구한다. 굿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한 손엔 무당방울을 한 손엔 탬버린을 들게 한다. 한 

쪽에서는 장고를 치고 한 쪽에서는 봉고와 탬버린을 치는 것이 나의 

작품이요 굿이다.118)

  이 두 글로 미루어 볼 때, ＜춤 불러내기＞에서 봉고의 사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춤 불러내기＞의 1악장에 블루노트가 사용되었고, 이 

블루노트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본토의 느낌을 살리려 한 것이 

봉고선택의 직접적인 이유다. 둘째, 자신의 작품에 동서양의 타악기를 가

리지 않고 두루 수용하려는 작곡가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117)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63~64쪽.

118) 이해식,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서울: 수문당, 1990),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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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aʹ (제113~121마디)

  봉고댄스 이후 해금선율이 다시 시작하는 부분은 113마디부터이며 1악

장의 마지막 파트인 � 부분이다.

＜악보 119＞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113~121마디

  제113~118마디의 선율은 1악장 도입부인 �-a의 선율을 재현한 것이

다. 113마디는 팔분쉼표를 제외하면 14마디와 완전히 동일하며 114~117

의 선율도 15~17마디의 선율을 확대, 재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aʹ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악장의 후반부인 �에서 다시 도입부 �의 선율을 

재현하여 주제선율을 회상하고, 도입부와 후반부를 통일하여 수미상관과 

같은 구조를 취했다.

  마디에 맞게 선율이 진행되던 �와 달리 �의 113~116마디에서는 마디 

사이를 넘나드는 선율과 붙임줄로 인해 고의적으로 마디를 파괴하고 혼란

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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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bʹ (제122~132마디)

＜악보 120＞ ＜춤 불러내기＞ 제1악장 제122~132마디 

  제122~123마디 선율은 21~22마디 선율을 변형 재현한 것이며, 129~1

32마디 역시  31~33마디를 변형 재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b의 재현인 

bʹ로 볼 수 있다. 또한 124, 126, 129마디는 6/8박으로 구성된 1악장에서 

7/8박의 출현으로 변화를 주는데, 이 세 마디 모두 첫 음을 이전 마디의 

끝 음과 붙임줄로 연결하여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1

악장의 종지구에서 6/8-＞7/8-＞6/8-＞7/8을 연속적으로 교차하며 변화

를 줌으로써 2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정리하면 ＜춤 불러내기＞ 1악장은 변화음 Mi♭, Fa♯, Si♭을 포함한 

블루노트의 차용, 마디 사이를 잇는 붙임줄과 마디를 넘나드는 선율로 인

한 박자의 혼돈, 반복과 변주,  헤미올라, 전성기법이 중요하게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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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악장

㉮ �-a (제1~5마디)

＜악보 121＞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1~5마디

  제2악장의 도입부 선율 a에서는 한 음을 길게 뻗으며 음역도 D-Aʹ의 4

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등, 선율이 역동적으로 진행하는 1악장 도

입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작곡자의 해설에 따르면, ＜춤 불러내기＞의 2악장은 alla tango의 지시

어로 탱고풍으로 연주할 것을 명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차차 리듬에 더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차차차’에 대하여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차차’란 라틴 아메리카 스타일의 댄스 음악, 혹은 그에 맞춰 추는 

춤 두 가지 모두를  일컬으며, 쿠바의 춤곡인 ‘단손’(danzón)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차차차’의 어원은 서인도 제도(카리브해역)에서 타타(Ta 

Ta), 또는 콰콰(Kwa Kwa)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든 차차(Cha 

Cha)라는 악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4/4박자로 첫째 박에 악센트가 

있으며 기본 리듬은 2, 3, 4 & 1 로,  ‘쿵 작 쿵 작’이 이지만 잘 들

어보면 ‘쿵 작 쿵 차차’의 연속된 연결 음이 반복하여 들린다. 빠르고 

경쾌한 스타카토조의 리듬과 밝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춤이다. 다음 악

보는 차차차의 몇 가지 기본 리듬패턴이다.119)

119) 이봉재, 아프로 쿠바 음악의 문화적 의미와 악곡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 클라베의 리듬 

형성과 음악적 기능을 중심으로 (부산: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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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차차차＞의 리듬패턴 예시

  위의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차차차는 대게 4/4 박자 안에서 빠른 

템포로 박을 짚어가며 활기 있게 진행되는 리듬형이며, 실제춤 동작에 있

어서도 화려하고 활기찬 동작이 많은 편이다. ＜춤 불러내기＞의 2악장에

서는 이와 같은 차차차 리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서양음악의 기법을 

자신의 스타일로 변용하는 개성적인 이해식의 작품 스타일을 엿볼 수 있

다. 

㉯ 제2악장 �-aʹ(제6~12마디)

＜악보 123＞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6~12마디

  제6~11마디의 선율은 1~5마디 선율을 한 옥타브 위에서 변형 재현한 

것으로 이 부분을 aʹ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춤 불러내기＞ 2악장 도

입에서부터 a-aʹ의 선율을 배치함으로써 반복과 변주 수법이 드러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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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악장 �-c(제18~22마디)

＜악보 124＞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18~22마디

  새로운 선율 c의 출현으로, 한마디에 한음만으로 채워져 느리고 긴 호흡

으로 진행하다 종지음 A’를 두 마디에 걸쳐 지속음하며 마무리한다. 

㉱ 제2악장 �-cʹ(제23~26마디)

＜악보 125＞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23~26마디

  c(18~22마디)를 한 옥타브 아래에서 축소, 재현한 것으로 cʹ에 해당한

다. c의 선율이 축소된 부분을 살펴보면, 23마디 E는 팔분음표에서 앞꾸밈

음으로 축소하고, 20마디 Cʹ 역시 4박에서 2박으로, 종지음인 A도 7박에

서 4박으로 축소하였다.  

  이렇게 c 의 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재현한 cʹ가 이어지는 것은 a의 

선율을 한 옥타브 위에서 재현한 aʹ가 이어지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며, 2

악장에서는 이렇게 특정 동기선율 이후에 그 선율을 옥타브 위나 아래에서 

재연한 선율이 뒤따르는 식의 반복과 변주기법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춤 불러내기＞의 2악장 제시부에서 반복과 변주를 활용한 것은 마치 춤

에서 같은 기본 동작을 반복하고, 기본동작을 토대로 응용한 동작으로 발

전시켜나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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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악장 �-d(제27~37마디)

＜악보 126＞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27~37마디

  계속 긴 음들이 이어지던 이전의 흐름에서 벗어나, 차츰 리듬이 세분화

하며 활기를 띄기 시작하며, 새로운 선율 d의 출현이다. 27~28마디까지는 

소극적으로 리듬을 분할하던(♩,�) 움직임은 29마디의 리듬분할(♪��)과 

당김음(♪♩♪) 출현으로 점차 활기를 띄며, 빠르고 경쾌한 분위기로 전환되

어 간다. 

34마디에서 선율이 종지하고 이완되는 듯하나 35마디 헤미올라 리듬이 

출현하며 31~34마디를 축소 재현한 선율이 다시 등장한다.

이 부분 선율은 마치 본격적인 춤에 앞서 예열을 하는 듯한(춤을 불러내

는) 분위기로, 이어질 본격적인 춤의 선율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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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악장 �-e(제38~52마디)

＜악보 127＞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38~52마디 

  제38마디부터는 이전에 정적으로 흐르던 선율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발전부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38~42마디는 규칙적인 차차차 리듬(♪♪)이 

이어지며 분할되고, 43마디부터는 ♪♩♪의 당김음 패턴과 함께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출현하며 박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혼란과 함께 분위기가 

고조된다. 음역 또한 폭넓게 하행하거나 상행하는 가운데 점차 상승하여  

44마디 Dʹʹ까지 도달하며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간다. 

  제49마디에서는 음역이 옥타브 아래로 급격히 하강하며 이완하는 듯하

나, 50마디에서 다시 높은 음역에서 시작된 선율은 51마디 A’’음으로 종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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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악장 �-f(제69~76마디)

＜악보 128＞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69~76마디 

  제69~72마디와 73~76마디는 유사한 패턴의 변형 반복인데, 73~74마

디 3박의 선율은 69~71마디를 4도 위에서 동일하게 재연하고 있다. 또한

72마디의 종지음 Gʹ와 76마디의 종지음 Bʹ 모두 끝을 길게 뻗으며 퇴성하

는 형태를 취하고, 70마디 Dʹ 71마디 G, 74마디 Gʹ 음은 모두 전성으로 

강조해주고 있다. 

  이 부분 선율에서는 마디 사이를 잇는 붙임줄(69~71마디, 73~76마디)

로 인해 마디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당김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제2악장 �-g(제77~82마디)

＜악보 129＞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77~82마디 

   

  제1악장에서 블루노트 음의 하나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변화음 Bʹʹ♭이 

2악장 들어 처음으로 출현하여 세 마디 동안 길게 이어진다. 긴 지속음이 

3마디동안 이어지며 분주하던 움직임(춤)이 갑자기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

고, 80, 81마디 리듬 또한 한 마디에 한 박만이 출현하여 정적인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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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 부분은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음역 또한 점차 하행하여 앞의 

선율 f에서의 긴장감을 이완한다. 

㉶ 제2악장 �-fʹ(제83~96마디)

＜악보 130＞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83~96마디

  제83~88마디의 선율에서는 ♪♪♪♪의 규칙적인 리듬패턴에 전성을 부여

하고, 음역 또한 점차 상승하여 분위기가 고조되는 부분이다. 86, 87, 89, 

93마디는 팔분쉼표에 의한 당김음이, 90마디는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출현하여 역동적인 느낌과 춤을 추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러나 88

마디까지 상승하던 음역은 90마디부터 다시 하행하며 93마디에서는 한 옥

타브 아래로 급격하게 하강하여 퇴성하며 2악장의 발전부를  마무리한다.  

㉷ 제2악장 �ʹ-a(제97~101마디)

＜악보 131＞ ＜춤 불러내기＞ 제2악장 제97~10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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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101마디는 2악장의 도입부인 1~5마디의 선율을 동일하게 재현한

다. 제시부에서 춤을 위한 준비를 하는 몸짓에 이어 발전부를 통해 활발하

고 역동적인 춤을 추다 재현부에서는 다시 제시부의 선율을 상기하며 반복

을 통해 통일감을 주고 춤을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이다. 

㉸ 제2악장 �ʹ-aʹ(제102~108마디)

＜악보 132＞ ＜춤 불러내기＞ 2악장 제102~108마디 

  제102~108마디 선율 역시 6~12마디의 선율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 제2악장 �ʹ-b(제109~113마디)

＜악보 133＞ ＜춤 불러내기＞ 2악장 제109~113마디  

  제109~113마디 역시 13~17마디의 선율을 그대로 재현했다. 

㉺ 제2악장 �ʹ-c(제114~118마디)

＜악보 134＞ ＜춤 불러내기＞ 2악장 제114~11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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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118마디 역시 18~22마디 선율을 그대로 재현했다.

㉻ 제2악장 �ʹ-cʹʹ(제119~125마디)

＜악보 135＞ ＜춤 불러내기＞ 2악장 제119~125마디 

  제119~125마디의 선율은 23~26마디 선율을 종지음만을 제외하고 그대

로 재현했다. 122마디에 등장하는 종지음 D는 이전 마디 C음보다 한 음 

위의 음으로, 26마디의 종지음이 A로 F-D-C-A로 점진적으로 하행한 것

에 비교하면 오히려 종지의 느낌을 주기보다 마치 곡이 계속되는 듯한 느

낌을 갖게 한다. 

  이상으로 2악장을 분석한 결과, 제시부 �에서는 다소 단순한 리듬의 정

적인 선율을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제시한 후, 발전부 �에서는 본격적으로 

차차차 리듬을 활용하며 리듬이 세분화되고 음역이 상승하며 전성, 퇴성, 

여러 종류의 당김음의 출현 등으로 긴장감 넘치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형성

된다. 재현부 �ʹ에서는 제시부의 선율을 그대로 재현하여 1악장과 동일하

게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한다. 

(4) 연주기법 분석

앞에서 ＜춤 불러내기＞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한 결과 이 곡에는 전통적 

연주기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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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작 연주기법

㉮ 변화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춤 불러내기＞에서는 mi♭, si♭, fa♯의 변화음

을 사용한 블루노트 음계를 차용하며, E♭/E와 B♭/B 사이를 끊임없이 오

가며 악곡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불협화음정으로 인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이해식의 1기 작품 분석을 통해서도 다수의 변화음을 확인한 바 있

으며, 그가 ＜수제천＞의 퇴성(fa♯), ＜동동＞의 Gʹ(si♭)을 우리 전통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음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자극, 

불안정한 소리에서 오는 독특한 느낌 등에 착안하여 작곡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춤 불러내기＞에서도 변화음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mi♭, si♭, fa♯ 을 주로 사용하는 블루노트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해 작곡자 본인은 ‘＜춤 불러내기＞를 통해 이국적 음계인 블루노

트를 한국적으로 수용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음의 적극적 활용은 항상 작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자

신의 작품이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 안에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작곡자

의 지론이 투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악보 136＞은 이러한 변화음 활용이 잘 드러난 부분의 예이다. 

＜악보 136＞ ＜춤 불러내기＞ 변화음 사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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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36＞의 제51~56마디를 살펴보면 총 6마디의 짧은 구간 안에서 

mi♭, si♭, fa♯ 세 종류의 반음이 무려 7회 출현하는데, 지판 없이 왼손 

손가락의 조절만으로 음정을 표현해야 하는 해금에 있어서 이러한 연속적

인 반음의 출현 시에는 정확한 음정 표현을 위해 운지법 선정에 더욱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여러 종류의 당김음

  ＜춤 불러내기＞ 의 2악장에는 여러 종류의 당김음이 출현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춤 불러내기＞에는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마디 

안에서의 붙임줄과 마디와 마디사이를 잇는 붙임줄 모두를 활용하여 당김

음 효과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악보 137＞은 ＜춤 불러내기＞

에서 붙임줄에 의해 당김음이 발생한 부분의 예이다. 

＜악보 137＞ ＜춤 불러내기＞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의 예 

  이와 같이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은 2악장 31~33마디, 43~44마디, 47~

48마디, 49마디, 50~51마디, 69~71마디, 73~74마디, 89~90마디에도 등

장한다. 

㉡ 쉼표에 의한 당김음

  ＜춤 불러내기＞ 2악장에는 8분쉼표로 인한 당김음이 빈번하게 등장하

는데 다음은 그 ＜악보 138＞은 중 일부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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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8＞ ＜춤 불러내기＞ 쉼표에 의한 당김음의 예  

  이와 같이 쉼표에 의한 붙임줄은 2악장의 86~87마디, 88~89마디, 90

마디, 93마디에 발생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당김음을 ＜춤 불러내기＞ 2악장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한 것은 강박과 엇박이 도치되면서 발생하는 긴장감과 역동성을 

통해 춤을 추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춤 불러내기＞에서 작곡자의 의도를 살리는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당김음을 통해 강박과 약박이 바뀐 부분을 강조하며 선명하게 드

러나도록, 그리고 리드미컬한 리듬을 세세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전통적 연주기법 

㉮ 전성과 퇴성

＜춤 불러내기＞에도 앞서 분석한 ＜해금을 위한 상＞, ＜사마다＞와 마

찬가지로 전성과 퇴성이 활용되었다. 다음 ＜악보 139＞는 그 두 가지 수

법이 잘 드러난 부분의 예이다. 

＜악보 139＞ ＜춤 불러내기＞ 전성과 퇴성의 예  

  이러한 전성 기법은 1악장 14, 16~19, 21~22, 43, 48~49, 53, 5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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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8, 70, 113, 117~120, 122, 2악장 49, 51, 70~71, 74, 83~84, 86~

88, 93, 109마디에 나타나며, 퇴성 기법은 1악장 14, 44, 56, 60, 69, 2

악장 81, 92, 94마디에 나타난다. 

  이렇게 전성과 퇴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작곡자가 전성과 퇴성, 요성을 우리 음악의 특별한 악센트라 생각하기 때

문이며, 특히 이 작품 ＜춤 불러내기＞의 소재인 ‘춤’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한국적인 악센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한국적인 악센트와 춤의 연관성에 관련해 이해식이 제공

한 저술이다.120)

  장단의 악센트. 스트레스. 에너쿠르시스는 몸에 활력을 주고 기를 살

린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해학을 낳거나 이해하는 순간은 냉

소적인 순간이다. 해학과 냉소는 일체양면의 속성을 가진다. 이 해학과 

냉소가 한국의 장단 속에 들어 있다. 특히 판소리에서 다이내믹.아고

긱.악센트.스트레스.에너쿠르시스, 다양한 리듬그룹 등이 해학과 냉소를 

표현하는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이 신체적인 춤과 관련되었을 때 양

쪽이 모두 역동적이다. 음악은 춤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춤은 음악

의 리듬보다 훨씬 더 융통성에 있고 변화가 많으며 또 모호한 요소이

다. 121)

  따라서 이 작품에서 작곡자의 의도를 잘 살리려면 해금의 전성과 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으뜸자리 선정을 고려해야 하며, 퇴성에 있어서도 특히 

크레센도 되면서 퇴성하는 부분과 같은 경우 운궁을 우-＞좌방향 보다는 

좌-＞우방향으로 선정하여 보다 강한 질감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상으로 ＜춤 불러내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 는 1999년작으로, 춤과 바

120) 2018년 3월 20일 작곡가와 인터뷰에서 제공받음

121) Rovert C. Provine, Drum Rhythms in Korean Farmersʹ Music,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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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주 소재로 한 2기의 작품 중 하나이다. 이해식은 자신의 춤과 관련된 

작품들을 통해 전통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확장하고 연주기법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춤 불러내기＞에서도 1악장에 블루노트 음

계, 2악장에 탱고풍으로(♪=ca. 112 alla tango)를 지시하고 라틴 음악의 

차차차 리듬을 활용하는 등 개성적인 수법으로 악곡을 전개해 나갔다. 

  둘째, ＜춤 불러내기＞에는 춤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

류의 당김음과 연속적인 헤미올라 리듬을 사용하고,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춤의 전개방식과 유사한 반복과 변주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중 당김음의 활용, 반복과 변주 기법은 같은 2기의 ＜바람의 여자＞와 

＜춤 불러내기＞에서의 공통점으로 드러났다. 

  셋째, ＜춤 불러내기＞에는  mi♭ ,si♭, fa♯의 변화음을 포함하는 블루

노트 음계를 차용하며, E♭/E와 B♭/B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불협화 음

정을 통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변화를 준다.  이와 같은 변화음의 적극적 

활용은 항상 작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작품이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 안에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작곡자의 지론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넷째, ＜춤 불러내기＞에는 전성과 퇴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성과 퇴성은 작곡자가 생각하는 우리 음악의 특별한 악센트로, 춤을 소

재로 한 본 곡에서도 역동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한국적 악

센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3) 제2기 해금 작품의 특징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이해식의 제2기 해금 작품에 나타나는 주

요 기법과 그 음악적 효과 및 의의를 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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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작품

소재
기법 음악적 효과 및 의의

바람

의

여자

춤과

바람 

당김음 역동적인 춤의 리듬, 에너지 표현

반복과 변주 기본 동작을 통해 발전, 확장해가는 춤의 전개방식과 유사

복박자 엇나감, 혼돈-＞ 자유스러운 춤, 바람의 여자를 표현

전통적 

연주기법 無

전성, 추성 및 퇴성, 불규칙한 농현이 일체 등장하지 않음

-＞전통을 소재로 한 1기 작품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양상

춤

불러

내기

춤과

바람

당김음 강약의 도치로 긴장감, 역동성 부여+ 춤의 리듬, 에너지 표현

반복과 변주 기본 동작을 통해 발전, 확장해가는 춤의 전개방식과 유사

전성과 퇴성 한국적 악센트 표현

변화음 고정음계 탈피-＞블루노트 수용, 이국적 음계 수용

차차차 리듬 새로운 리듬 추구-＞이국적 음계의 수용

＜표 16＞ 이해식 제2기 해금곡 주요기법과 음악적 효과 및 의의

  

  ＜표 16＞에 포함된 2기 작품들에는 공통적으로 당김음과 반복과 변주 

기법이 중요하게 나타냈다.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이 작품들에서 당김음

은 역동적인 춤의 리듬과 에너지를 표현하며, 반복과 변주 기법은 기본동

작을 통해 발전, 확장해나가는 춤의 전개방식과 유사했다. 

  2기의 두 작품 중 ＜바람의 여자＞에는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불규칙한 

농현 등 전통적 연주기법이 일체 출현하지 않아 전통을 소재로 한 1기 작

품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1기의 마지막 작품 ＜사마다＞에도 2기와 동일하게 당

김음, 반복과 변주기법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로써 

＜사마다＞는‘굿(전통)’을 소재로 하나 굿에 필수적으로 연행되는 

‘춤’을 동시에 포함하기도 하며, 1기와 2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작

품임을 알 수 있었다. 



- 173 -

3. 제3기 작품

  이해식의 제3기 해금 작품은 ＜날듬＞, ＜들듬＞의 두 곡이다. 이 절에

서는 작곡시기 순서에 따라 각 작품을 분석하고, 제3기 작품의 종합적인 

음악적 특징 및 기법을 고찰하겠다. 

1)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

  본 항에서는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조,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개관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은 노은아 해금독주회 위촉작품으로 2010년 

3월 7일 작곡되어, 2010년 6월 4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노은아 

해금독주회에서 초연되었다.122)

  작곡자의 작품해설은 다음과 같다.

  ‘날듬’은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가는 드나듬이다. 작곡자가 생겨

난 곳에서는 날이 밝아올 때도 ‘날이 든다’고 말한다. ‘날듬’은 날듬과 

드나듬은 호흡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작곡에서는 명암이고 대비

(contrast)이다. 연속적인 날듬과 드나듬의 순환이 춤이며 연주이고 보

면 ｢해금독주를 위한 ‘날듬’｣은 넘나듬의 춤사위를 그리는 해금의 거듭

남(born again)이고 지극한 생명활동이다(이해식). 

  작품해설을 통해 작곡자가 말하는 ‘날듬’ 이란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과 호흡이며, 이 날듬과 드나듬을 통해 명암과 대비가 이루어

지고 해금 또한 넘나드는 움직임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다는 작곡의도를 알 

122) 본고에서는 작곡자가 제공한 ＜들듬＞의 실황 음원, 악보를 연구자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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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날듬＞은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거문고 독주를 위한 ‘넘듬’＞

과 함께 ‘순환구조 시리즈’의 3부작 중 한 작품에 해당한다. 1970년대 산

조와 민요, 1980년대 초중반 굿,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춤과 바람이라는 소재를 주로 활용해왔던 작곡자가 2010년도 ‘순환구조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날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도에 이와 같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연이어 발표한 배경에 관

련하여 이해식은 ‘나는 항상 작품을 구상하기 전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사유한 끝에 작곡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으며, 이 당시에는 이중구조(순

환구조)에 심취해 있었다.’ 고 회상하였다.123) 전통 가옥의 미닫이문(밀고 

닫는), 빼닫이 서랍(열고 닫는)도 이중구조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행위가 

항상 함께 이루어지나 결국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악기 중에서는 특히 해금이 악기구조와 연주법 그 자체로 이중구조

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나가고 들어옴’의 동작은 해금의 

연주에서 필수적인데, 오른손을 통해 활대가 나가고 들어오는 동작과, 왼

손으로 줄을 당겼다 폈다 하며 줄이 나가고 들어오는 두 가지 드나듬의 동

작을 통해 해금의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두 가지 상반된 동작을 통해 호흡하고 생명을 살

아가듯이 나가고 들어옴, 음과 양은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대비현상

이며 이 작품에서도 중요한 화두를 이룬다고 작곡가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날듬＞ 의 분석에 있어서 선율과 리듬의 대비되는 부분과 악상

의 명암을 찾아내고 작곡자가 의도한 해금의 거듭남과 생명활동을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주기법을 고찰하겠다. 

123) 2019.05.30. 작곡자 자택에서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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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곡구조 분석

  ＜날듬＞은 총 302마디로, 제1마디부터 제300마디까지 해금 독주 후에 

제301~302마디에서 독주자가 장구를 쳐서 연주를 끝낸다.

  악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Ⅰ악장은 제시부로, � � �

� �의 다섯 부분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Ⅱ악장은 발전부로 � � � 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Ⅲ악장은 재현부이며 � � � � � �의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날듬＞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Ⅰ

제

시

부

�

a 1~5

4/4
Andante 

Moderato

b 6~9

c 10~12

cʹ 13~15

d 16~20

�

e 21~24

eʹ 25~28

dʹ 29~32

eʹʹ 33~36

f 37~44

�

g 45~52

gʹ 53~58

gʹʹ 59~64

�

aʹ 65~68

bʹ 69~73

dʹʹ 74~78

�
h 79~96 4/4

5/4a 97~102

＜표 17＞ ＜날듬＞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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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기법 분석

  ＜날듬＞에는 전통적 연주기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으며 이

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Ⅱ

발

전

부

�
i 103~116

6/8

Moderato

j 117~128

�

k 129~152 6/8

l 153~180
6/8

5/8

� iʹ 181~200 6/8

Ⅲ

재

현

부

�

aʹʹ 201~205

4/4

Moderato

bʹʹ 206~209

� m 210~241

�

g 242~249

gʹ 250~255

gʹʹ 256~260

�

aʹʹʹ 261~264

bʹʹʹ 265~269

dʹʹ 270~276

�
hʹ 277~294 4/4 

5/4aʹʹʹʹ 295~300

� 타악 301~302 4/4 Moder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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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작 연주기법 

㉮ 당김음

  ＜날듬＞에는 쉼표에 의한 당김음, 리듬에 의한 당김음,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액센트에 의한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 쉼표에 의한 당김음

  ＜날듬＞에는 8분쉼표로 인한 당김음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악보 14

0＞은 보례이다.

＜악보 140＞ ＜날듬＞ 쉼표에 의한 당김음의 예

  제33마디 2박과 4박, 34마디 2박 앞머리에 8분쉼표를 배치함으로써 쉼

표 이후 등장하는 ♪ 은 당김음이 되며 엑센트를 통해 강조해준다. 마찬가

지로 35마디 첫 박도 8분쉼표를 배치하여 이어지는 ♪는 당김음이 되며 이

를 sf로 강조해준다.

  이와 유사한 쉼표에 의한 당김음은 ＜날듬＞의 44~45마디, 86마디, 9

0~91마디, 210~211마디, 213마디, 215마디, 218마디, 220~223마디, 22

4~225마디, 228~229마디, 241~242마디, 277~278마디, 284~285마디, 

288~289마디에도 나타난다. 

㉡ 리듬에 의한 당김음

  다음 ＜악보 141＞은 ＜날듬＞에 등장하는 리듬에 의한 당김음의 보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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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1＞ ＜날듬＞ 리듬에 의한 당김음의 예 

  제41마디 2~3박은 ♪뒤에 �가 이어져 앞박보다 뒷박의 리듬이 길어짐

으로써 당김음이 발생하며 42마디 1~2박과 3~4박도 ♪♩♪ 리듬으로 인해 

당김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리듬에 의한 당김음은 ＜날듬＞의 58~60마디, 70~72마디, 

156마디, 218마디, 223마디, 242마디, 255~257마디, 266~268마디에도 

나타난다. 

㉢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날듬＞에는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특히 마디와 

마디사이를 잇는 붙임줄을 통해 당김음 효과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악보 142＞는 ＜날듬＞에 등장하는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의 보례

이다.

＜악보 142＞ ＜날듬＞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의 예 

  이와 유사한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은 ＜날듬＞의 49~51마디, 53마디, 6

1마디, 63마디, 70~72마디, 106~108마디, 110마디, 112마디, 117~118

마디, 125마디, 127마디, 132마디, 158마디, 161~164마디, 168~171마

디, 183마디, 186~187마디, 198~199마디, 202마디, 212마디, 239마디, 

245마디, 247~251마디, 255마디, 258~259마디, 266~268마디에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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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

  다음 ＜악보 143＞은 ＜날듬＞에 등장하는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의 보

례이다. 

＜악보 143＞ ＜날듬＞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의 예 

  

  제21마디 2,4박과 22마디 2,4박은 모두 ♪♪ 로 분할되는데 이 중 뒤의 

♪에 엑센트를 붙임으로써 당김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은 ＜날듬＞의 25~26마디, 218마디

에도 나타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당김음을 ＜날듬＞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은 강박과 약박의 도치를 통한 대비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긴장감과 역동

성을 통해 넘나드는 춤사위, 해금의 거듭남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날듬＞에서 작곡자의 의도를 살리는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당김음을 통해 강박과 약박이 바뀐 부분을 강조하며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리드미컬한 리듬을 세세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헤미올라

  헤미올라는 3박형 음악에서 나타나는 2박형 리듬으로, 다음 ＜악보 14

4＞는 ＜날듬＞에 나타난 헤미올라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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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4＞ ＜날듬＞ 헤미올라의 예 

  이와 유시한 헤미올라는 113마디, 123마디, 173마디, 175마디에도 나타

난다. 

  이처럼 헤미올라를 통해 2분박과 3분박이 교차하며 대비되는 모습은 

＜날듬＞에서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감, 음과 양의 순환을 강조하며 

작곡기법상 명암과 대비를 강조한 작곡의도와도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날듬＞의 연주시 헤미올라의 3분박과 2분박이 교차하는 부분

이 잘 드러나도록 연주에 주의를 요한다. 

㉰ 음고 엑센트

음고 악센트 기법은 일반적인 악센트 기호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갑작

스럽고 극단적인 도약을 통해 악센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날듬＞에서도 

빈번하게 출현했다. 다음 ＜악보 145＞는 ＜날듬＞에서 활용된 음고 엑센

트의 보례이다. 

＜악보 145＞ ＜날듬＞ 음고 엑센트의 예

  이와 유사한 음고 엑센트는 51마디, 155마디, 157~158마디, 168~171

마디, 174마디, 176마디, 227마디에도 나타난다. 

  이처럼  한 옥타브 이상 차이가 나는 높은 음과 낮은 음 사이의 도약이 

반복되면서 고음과 저음의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날듬＞을 통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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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옴, 음과 양의 순환구조를 표현하고자 명암과 대비를 강조한 작곡자의 

의도와도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판 없이 왼손 손가락의 조절

만으로 음정을 표현해야 하는 해금에 있어서 이처럼 도약이 큰 음정의 표

현시에는 정확한 음정을 잡기 위한 운지법 선정이 중요하므로, 작곡자의 

의도에 맞게 음고 엑센트를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운지법을 고찰해야

겠다. 

㉱ 중음 주법 

  다음 ＜악보 146＞은 ＜날듬＞에 활용된 중음 주법의 보례이다. 

＜악보 146＞ ＜날듬＞에 나타난 중음 주법의 예

  이와 같은 중음주법은 90~91마디, 171~173마디, 179~180마디, 275~

276마디, 288~289마디에도 나타난다. 

㉲ 강약의 대비

  이해식은 ＜날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금의 넘나듬을 표현하려 했

고, 그 중 하나의 방편으로 음량을 크고 작게 조절하는 강약의 대비를 통

해 음과 양을 묘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 ＜악보 147＞은 그러한 

수법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악보 147＞ ＜날듬＞에 나타난 강약 대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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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 147＞의 10~12마디와 13~15마디의 경우 같은 선율을 각각 

f와 p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여 강약의 대비를 양과 음을 간접적으로 묘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작곡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경우 각활을 사용하여 f를 선명하고 강하게 드러내고, 

13마디의 경우 동일한 활로 두 음을 함께 운궁하여 p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통적 연주 기법

㉮ 불규칙한 농현

  ＜날듬＞에는 불규칙한 농현의 지시표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불규칙한 

농현은 이해식의 초기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1977)에도 중요하게 사

용되었다. 다음은 ＜악보 148＞은 ＜날듬＞의 1마디부터 등장하는 불규칙

한 농현의 보례이다. 

＜악보 148＞ ＜날듬＞ 불규칙한 농현의 예

  이와 같은 불규칙한 농현은 23~24마디, 27~28마디, 77~78마디, 85~8

6마디, 204~205마디, 261마디, 283~284마디, 295~297마디에도 나타난

다. 

  이 농현은 악보에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서양식 비브라토가 아니라  

와 같이 불규칙한 모양을 따로 그려 넣을 만큼 강조하고 있으며, 

＜날듬＞에서는 농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을 통해 음과 양의 대

비를 표현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의 농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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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의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농현과는 차별성을 띄고 심

도가 깊은 농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주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 전성과 퇴성

  ＜날듬＞에도 앞서 분석한 ＜해금을 위한 상＞, ＜사마다＞, ＜춤 불러

내기＞와 마찬가지로 전성과 퇴성이 활용되었다. 다음 ＜악보 149＞, ＜악

보 150＞은 그 두 가지 수법이 잘 드러난 부분의 예이다.

＜악보 149＞ ＜날듬＞ 전성의 예

＜악보 150＞ ＜날듬＞ 퇴성의 예

  이러한 전성 기법은 33~34, 143~145, 153~155, 169, 191, 마디에 나

타나며, 퇴성 기법은 13, 72, 229~230, 265, 268마디에 나타난다. 

  이렇게 전성과 퇴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작곡자가 생각하는 특별

한 엑센트이자 한국 음악적인 색채를 드러내주는 방편으로, 이해식의 다른 

해금 작품들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 바 있다. 

따라서 작곡자의 의도를 잘 살리려면 해금의 전성과 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으뜸자리 선정을 고려해야 하며, 운궁에 있어서도 우-＞좌방향 보

다는 좌-＞우방향으로 선정하여 보다 강한 질감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상으로 ＜날듬＞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작 ＜날듬＞은 ‘순환구조 시리즈’의 3부작 중 한 작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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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날듬’ 이란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과 호흡을 의미한다. 

작곡자는 해금의 연주 시 왼손의 역안법과 오른손의 운궁법을 통해 줄과 

활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해금의 악기구조

와 연주방식 그 자체를 순환구조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음양의 순환구조

를 표현하기 위해 본 곡에서는 작곡기법상 명암과 대비를 특히 강조하였

다. 

  둘째, ＜날듬＞에는 여러 종류의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

지 유형의 당김음을 ＜날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강박과 약박의 

도치를 통한 대비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긴장감과 역동성을 통해 작곡자

가 본 곡에서 표현하고자 한 ‘넘나드는 춤사위, 해금의 거듭남’ 과 같은 분

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날듬＞에는 2분박과 3분박이 교차하는 헤미올라 리듬과 한 옥타

브 이상을 도약하는 음고 엑센트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헤미올라를 통해 2

분박과 3분박이 교차하며 대비되는 모습과, 음고 엑센트를 통해 한 옥타브 

이상 차이가 나는 높은 음과 낮은 음 사이의 도약이 반복되면서 고음과 저

음의 대비를 이루는 모습은 음과 양의 순환을 주제로 한 본곡에서 명암과 

대비를 강조한 작곡자의 의도와도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2)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본 항에서는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의 악곡을 개관한 후, 악곡구

조, 연주기법을 분석하겠다.

(1) 악곡개관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은 2010년 10월 9일 토탈미술관에서 열린 이승

희 해금 독주회에서 위촉 초연되었다. 순환구조 시리즈 3부작 중 하나인 

＜들듬＞은 ＜날듬＞이 발표된 이후 같은 연도에 작곡되었다. 

  다음은 ＜들듬＞의 작품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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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는 순환한다. ‘들듬’은 해금으로 실천하는 들고 나면서 순환하는 

음양양립이요 생명현상을 이름이다. 해금독주곡 ‘들듬’은 자유를 추구

하는 산문적인 작품이다. ‘들듬’을 작곡하는 동안은 내내 자유를 추구

하는 춤을 추는 시간이었다. 

  앞서 분석한 ＜날듬＞과 마찬가지로 ＜들듬＞에서도 작곡자는 해금의 연

주 시 왼손의 역안법, 오른손의 운궁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주방식 자체

를 이중구조로 보고 이를 ‘해금으로 실천하는 음양양립이요 생명현상’이라

고 표현하고 있다. 즉, 순환구조 시리즈 중 하나인 ＜들듬＞에서도 ＜날

듬＞과 마찬가지로 음과 양의 순환구조를 중요한 화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들듬＞은 자유를 추구하는 산문적인 작품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들듬＞의 악곡진행은 일정한 박자가 정해

져 있지 않고 단위박만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들듬＞의 분석에 있어서 작곡자가 ‘자유로운 춤’ 안에서 해금

의 들고 나는 음양현상(명암과 대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에 중점

을 두며 찾아보고, 작곡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주기법

을 고찰하겠다. 

(2) 악곡 구조 분석 

  ＜들듬＞은 총 304마디로, 제1마디부터 제303마디까지 해금을 연주한 

뒤 제304마디에서 독주자가 타악기를 치면서 연주를 마친다. 이와 같은 

악곡의 종지 형태는 ＜날듬＞에서와 동일한 방식이다. 

＜들듬＞은 따로 악장의 구분 없이 �부터 �까지의 9개의 단락으로 제시

된다. ＜들듬＞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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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단위박)
빠르기 출현음

�

a 1~8

(♩)
Free, 

Largo

b 9~13

c 14~21

�

d 22~31

e 32~35
f 36~46
fʹ 47~58

�

g 59~82

h 83~101

� i 102~114 9/8(�) Free

�

aʹ 115~123 (♩) Free

i 124~136 (�) Free

�

e 137~140

(♩) Freef 141~151

fʹ 152~165

�

j 166~180

(♪)

엇모리

(3+2)

jʹ 181~191

bʹ 192~197

cʹ 198~208

�

dʹ 209~218
(♪)

엇모리

(2+3)

eʹ 219~222
fʹʹ 223~226
eʹʹ 227~233

gʹ 234~256

(♩) 
hʹ 257~278

�
aʹʹ 279~286 Free
k 287~304 Allegro

＜표 18＞ ＜들듬＞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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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기법 분석

  ＜들듬＞에는 전통적 연주기법과 창작 연주기법이 두루 사용되었으며 이

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창작 연주기법 

㉮ 당김음

  ＜들듬＞에는 여러 종류의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당김음의 연주기법을 

유형별로 살펴보겠다.

㉠ 쉼표에 의한 당김음

  ＜들듬＞에는 16분 쉼표로 인한 당김음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151＞은  그 중 일부분의 예이다. 

＜악보 151＞ ＜들듬＞ 쉼표에 의한 당김음의 예

  88~90마디 모두 16분 쉼표를 사용하여 당김음 효과를 주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쉼표에 의한 당김음은 ＜들듬＞의 3, 7, 59, 69, 71, 74, 116, 12

0, 234, 243, 244, 246, 249, 262~264, 268, 285마디에도 나타났다.

㉡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

  다음 ＜악보 152＞는 ＜들듬＞에 나타나는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의 보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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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2＞ ＜들듬＞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의 예

  두 개로 분할된 4분음표 중 뒷박에 위치하는 8분음표에 엑센트를 배치

함으로써 당김음 효과를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형의 당김음은 ＜들

듬＞의 9, 36, 47, 81, 141, 174, 178, 179, 181, 182, 183, 219, 228마

디에도 나타났다.

㉢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다음 ＜악보 153＞은 ＜들듬＞에서 붙임줄에 의해 발생한 당김음의 보

례이다. 

＜악보 153＞ ＜들듬＞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의 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붙임줄에 의해 강박과 약박이 도치되는 당김음 효

과를 주며, 이와 같은 유형의 당김음은 ＜들듬＞의 38, 49, 52, 60, 61,  

63, 64, 66, 127, 132, 133, 134, 135, 143, 154, 158, 163, 166, 168, 

171, 179, 182, 183, 194, 195, 228, 232, 235, 236, 238, 244. 259, 2

60마디에도 나타났다. 

  이처럼 ＜들듬＞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당김음을 활용하여 역동적 분

위기와 긴장감을 조성하는 리듬을 악곡 전체에 배치하였고, 이는 작곡자가 

작곡노트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춤’을 묘사하기에 적절하였다. 

  나아가 정박자와 당김음의 대비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감, 나가고 들어옴

과 같은 음과 양의 순환구조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189 -

  이와 같은 작곡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김음을 통해 강박과 약박

이 바뀐 부분을 강조하며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가급적 당김음 리듬을 중현

이 아닌 유현에서 보다 명료하게 소리 낼 수 있도록 운지법 선정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 중음 주법

  다음 ＜악보 154＞는 ＜들듬＞에 나타난 중음 주법의 보례이다.

＜악보 154＞ ＜들듬＞ 중음주법의 예

  이와 같은 중음 주법은 ＜들듬＞의 18, 136, 204, 206, 232, 233마디

에도 나타났다. 

㉰ 변화음

  변화음은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에서 새로움, 일탈을 추구하며 일정한 음

계나 선법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작곡 재료이다. 그는 변화

음 중에서도 특히 si♭, fa♯, do♯의 세 가지 종류를 주로 사용한다고 밝

힌 바 있는데, 다음 ＜악보 155＞는 ＜들듬＞에 나타난 si♭ 변화음의 보

례이다. 

＜악보 155＞ ＜들듬＞ 변화음의 예

  이해식은 이전의 작품에서도 변화음을 빈번하게 활용하며 의도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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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선법이나 음계를 탈피하고 자신만의 감각으로 자유롭게 곡을 전개해 

나가는 특유의 작곡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후기 작품인 ＜들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극대화되어, 6개의 각

각 다른 조표가 등장하며 그 조표 안에서도 변화음을 통해 고정된 음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간다. 

  작곡자는 본 곡 ＜들듬＞은 자유를 추구하는 산문적인 작품이며, ＜들

듬＞을 작곡하는 동안은 내내 자유를 추구하는 춤을 추는 시간이었다고 언

급한 바 있다. 즉, 변화음을 통해 음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곡

을 전개해 나가는 수법은 이전의 작품에서도 이어지는 경향이며, 이 곡의 

주제와도 연관되었기에 ＜들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약의 대비

  이해식은 ＜들듬＞에서 해금의 들어오고 나감, 순환과 호흡, 음양의 양

립현상을 표현하려 했고, 그 중 하나의 방편으로 급격한 강약의 대비를 통

해 음과 양을 묘사했다. 다음은 그러한 수법이 잘 드러난 부분의 보례이

다.

＜악보 156＞ ＜들듬＞에 나타난 강약의 대비 

  이러한 강약의 대비는 ＜들듬＞의 2/3, 33/34, 101/102, 115/116, 122

/123, 138/139, 206/207, 280/281 마디에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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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 연주기법

㉮ 불규칙한 농현

  다음 ＜악보 157＞은 ＜들듬＞에 나타난 불규칙한 농현의 보례이다.

＜악보 157＞ ＜들듬＞에 나타난 불규칙한 농현의 예

  이와 같은 불규칙한 농현은 ＜들듬＞의 2, 5~6, 119, 279, 280, 285마

디에도 나타난다. 불규칙한 농현은 1기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 ＜맥

류＞, ＜풍무＞등에 나타난 바 있고 3기 작품 ＜날듬＞, ＜들듬＞에 다시 

출현한다. 

㉯ 지속음

  다음 ＜악보 158＞은 ＜들듬＞에 나타난 지속음의 보례이다.

＜악보 158＞ ＜들듬＞에 나타난 지속음의 예 

  ＜악보 158＞에서 5~6마디의 지속음은 불규칙한 농현을 통해, 6~7마디

의 지속음은 규칙적인 비브라토를 통해 수식하며 마지막의 페르마타로 인

해 지속음의 실제연주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이와 같은 지속음은 이해식

의 작품에서 음악을 맺고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이며, 그 자체로 긴장과 

이완을 자아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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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들듬＞은 2010년 발표된 순환구조 시리즈 3부작 중 하나로, 전

작인 ＜날듬＞과 동일하게 음과 양의 순환구조를 중요한 화두로 하고 있

다. 작곡자는 해금의 구조와 연주방식 자체를 이중 및 순환 구조로 보고, 

＜들듬＞을 통해 나가고 들어옴, 들어오고 나가는 음과 양의 순환을 표현

하려 했으며 이를 해금으로 실천하는 음양양립, 생명현상으로 보았다. 

  둘째, ＜들듬＞에는 박자표가 제시되지 않으며, 일정한 박자가 없이 각 

마디마다 단위박(♩,�)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

해식에게 ＜들듬＞은 자유를 추구하는 산문적인 작품이며, 이와 같은 자유

박자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춤을 추는 듯한 분위기를 묘사하기에 적절

하였다. 

  셋째, ＜들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작곡자는 

＜들듬＞에서 ‘자유로운 춤’을 묘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당김음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며 역동적인 분위기와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정박자와 

당김음의 대비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감, 나가고 들어옴과 같은 음과 양의 

순환구조를 표현하였다. 

3) 제3기 해금 작품의 특징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이해식의 제3기 해금 작품에 나타나는 주

요 기법과 그 음악적 효과 및 의의를 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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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작품

소재
기법 음악적 효과 및 의의

날듬
순환

구조

불규칙한 농현 1기 ＜해금을 위한 상＞, ＜풍무＞, ＜맥류＞와 공통됨

전성과 퇴성 한국음악적 색채 표현

음고엑센트
고음과 저음의 도약-＞나가고 들어오는 음과 양의 

순환, 명암과 대비를 표현

헤미올라
2분박, 3분박의 교차-＞나가고 들어오는 음과 양의 

순환, 명암과 대비를 표현 

중음주법 1기 ＜해금을 위한 상＞과 공통됨

당김음
긴장감과 역동성 부여+강박과 약박의 도치를 통한 

대비, 해금의 거듭나는 춤사위 표현

강약의 대비 ff, pp의 급격한 대비-＞음양의 양립현상 표현

들듬
순환

구조

불규칙한 농현 1기 ＜해금을 위한 상＞, ＜풍무＞, ＜맥류＞와 공통됨

변화음 고정된 음계와 선법 탈피

당김음
강약의 도치로 긴장감과 역동성 부여+‘자유로운 

춤’의 표현

강약의 대비 ff, pp의 급격한 대비-＞음양의 양립현상 표현

박자표 無 자유를 추구하는 산문적인 작품, 자유로운 춤을 표현

＜표 19＞ 이해식 제3기 해금곡 주요기법과 음악적 효과 및 의의

  ＜표 19＞의 3기 작품들은 순환구조를 주제로 하며, 작곡자는 해금 그 

자체를 이중구조로 인식하고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해금을 통해 음

과 양의 양립현상, 생명의 순환을 표현하기 위해 음고 엑센트(저음과 고음

의 대비), 당김음(강박과 약박의 도치를 통한 대비), 헤미올라(2박과 3박

의 대비), 강약의 대비를 활용했다. 

  또한 3기 작품에는 불규칙한 농현과 중음주법, 당김음과 헤미올라와 같

이 1기와 2기에서 사용한 기법들이 출현하며 1기와 2기의 작품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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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상으로 이해식의 제1~3기의 해금 작품 8곡을 분석하여 각 악곡별 특

징 및 주요기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의 작품들은 산조, 민요, 시나위, 굿 등 민속악(전통음악)을 소재

로 했으나 선율분석 결과 전통음계나 선법, 장단을 차용하지 않았으며, 오

히려 의도적으로 고정된 음계나 박자로부터 탈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1기의 곡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음계나 선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수

의 변화음을 도입했으며, 나아가 고정된 음계나 선법에 구속받지 않고 자

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기의 작품들이 음계와 선법에서 벗어나려 한 경향은 리듬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 ＜맥류＞, 

＜사마다＞에는 모두 겹리듬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박이나 정리듬에서 탈피

하여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해식 작곡 스타일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음계나 선법을 대신하여 1기 작품에서 민속악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불규칙한 농현,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미분음 등을 사용했다. 

또한 이해식이 가곡의 관현반주에서 착안한 지속음은 악곡에서 긴장과 이

완의 효과와 함께 원초적인 민속성을 표현하는 작곡재료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이해식의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작곡 방식은 초기 해금 창작곡

에서 새로운 연주기법을 만들어 내고 해금 음역을 확장하는데 공헌했다. 1

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과 ＜풍무＞, ＜맥류＞에 사용된 음고 엑

센트는 당시에 쓰이지 않았던 극단적인 고음까지 해금의 음역을 확장한 계

기가 되었다. 

  또한 1기의 첫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 이해식이 최초로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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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의 중음주법은 이후 발표된 다른 작곡가들의 해금곡에도 영향을 미쳤

으며, 민속악의 헤미올라에서 착안한 하이브리드 리듬은 작곡자가 최초로 

개발한 리듬구조라는 의의를 갖는다.   

  제2기 작품은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바람의 여자＞와 ＜사마다＞의 

두 곡으로, 공통적으로 당김음과 반복과 변주 기법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당김음은 역동적인 춤의 리듬과 에너지를 표현하며 동시에 정박과 정리

듬에서 탈피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반복과 변주 기법은 기본동작을 통해 

발전, 확장해나가는 춤의 전개방식을 연상하게 했다. 

  2기의 작품 중 ＜바람의 여자＞에는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농현 등 전통 

연주기법이 일체 출현하지 않아 전통을 소재로 한 1기 작품들과 확연히 대

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3기 작품은 순환구조를 주제로 한 ＜날듬＞과 ＜들듬＞의 두 곡으로, 

작곡자는 해금 그 자체를 이중구조로 인식하고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 그

는 해금을 통해 음과 양의 양립현상, 생명의 순환을 표현하기 위해 음고 

엑센트(저음과 고음의 대비), 당김음(강박과 약박의 도치를 통한 대비), 

헤미올라(2박과 3박의 대비), 강약의 대비를 활용했다. 

  또한 3기 작품에는 불규칙한 농현과 중음주법, 당김음과 헤미올라와 같

이 1기와 2기에서 중요하게 사용한 기법들이 종합적으로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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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해식 해금 작품의 음악적 특징 및 연주기법

  Ⅳ장에서는 이제까지 이해식의 해금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해식

의 해금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음계 및 선율, 리듬, 전개방식, 전통적 요소

의 수용 및 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에 더하여 이해식 해금 작품의 

스타일을 잘 살려 연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주기법을 운지법과 운궁법으

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1. 음악적 특징

  본 절에서는 이해식 해금 작품의 종합적인 음악적 특징을 음계 및 선율, 

리듬, 전개 방식,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용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음계 및 선율

  이해식의 해금곡에서 음계 및 선율에 관한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전

통음계에서의 탈피, 고정된 음계 및 선법에서의 탈피, 해금 음역의 확장, 

중음주법의 개발, 변화음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1) 전통 음계에서의 의도적 탈피

  앞서 분석한 이해식의 1~3기 해금곡들은 공통적으로 음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감각

으로 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해식의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기의 작품들은 산조, 시나위, 민요 등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악곡을 구성하고 있는 음계는 전통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않았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작곡가들의 전통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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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5음 음계를 위주로 곡을 전개해 나가는 것과 대비되는 이해식만의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20＞은 ＜해금을 위한 상＞에서 작곡자가 악곡해설을 통해 

제시한 1악장의 ‘중려 중심 계면조’, 2악장의 ‘황종 평조’ 음계와, 실제선율

진행에서 드러난 출현음을 비교해서 나타낸 결과이다. 

1악장

중려 중심 

계면조

실제

출현음

2악장

황종 평조

실제

출현음

＜표 20＞ ＜해금을 위한 상＞의 작곡자 제시 음계와 실제출현음 

  ＜표 2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금을 위한 상＞에서는 작곡자

가 제시한 전통 음계에 해당하지 않는 음들이 다수 출현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악곡분석을 통해, 오히려 이러한 비음계음(변화음)들을 긴 박의 지

속음으로 유지하거나 불규칙한 농현 등을 통해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조성

성을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악곡해설에서 표방한 음계와 실제 출현음이 차이를 보이는 것

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 작곡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금을 위한 상은 내 첫 해금독주곡이고, 그 때는 해금을 위한 이해

식 스타일만의 산조를 쓴다는 생각으로 음계나 여러 가지 연주기법 면

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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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곡을 구상하는 시점에서는 음계상의 기준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중려 중심 계면조, 황종 평조를 기반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실제악곡을 전개해 나가면서는 의도적으로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음계에 해당하지 않는 음들(나는 내 작품에 이러한 

변화음들을 즐겨 쓴다.)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며 실제음악에서는 전통음

악의 음계는 거의 찾을 수 없게 하려 했다. 

  내 곡에서 전통을 소재로 한 곡이더라도 5음 음계나 전통선법, 혹은 

전통장단이나 선율을 가져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한 작품도 없다. 

작품의 소재는 전통에서 출발하더라도,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피

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만의 개성으로 작곡해 나가는 것이다. 124)

  즉, 이해식은 전통에서 소재를 두고 착안한 작품이더라도, 전통음계나 

선법의 틀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데 중점을 두어 악곡을 전개해 나갔으

며, 초기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도 의도적으로 다양한 변화음을 사

용하여 전형적인 5음 음계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 ＜표 21＞은 동일하게 전통(민요)을 소재로 한 1기의 ＜풍무＞의 

출현음이다. 

풍무

�첫거리

�징굿 전반부

(c~e)

�징굿 후반부

(eʹ~g)

＜표 21＞ ＜풍무＞ 출현음

124) 2019.8.5. 작곡자 이해식 자택에서의 인터뷰 내용 중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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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을 통해 살펴 본 풍무의 경우 �첫거리 부분은 la, do, re, sol

의 네 음만으로 mi(C)가 탈락한 F 계면조에 가깝게 출발하지만, 악곡이 전

개되어 나감에 따라 �징굿의 전반부에서는 si♭, re♯, sol♯을 추가하고, 

�징굿의 후반부에서는 do♯, mi, fa, sol♯을 추가하며 변화음의 의도적인 

사용을 통해 전통음계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22＞는 시나위를 소재로 한 1기의 ＜맥류＞의 출현음이다.

맥류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표 22＞ ＜맥류＞ 출현음

  ＜표 22＞에 나타난 ＜맥류＞의 1~4악장의 출현음에는 re♯, fa♯, sol

♯, si♭, do♯ 등의 변화음을 자유분방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음계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음들의 사용으로 인한 감음정과 

단음정의 연속적인 출현은 전통 시나위와 오히려 맥락을 달리하며 역시 의

도적인 것으로, 전통음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나위를 만들고자 한 작곡

가의 의지의 표출이다. 

  ＜맥류＞(1980)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시나위를 소재로 한 다른 작

곡가들의 작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백대웅의 ＜회혼례를 위한 시나위＞(1

985)는 우조, 메나리조, 남도계면조를 차용하였고 김희조의 ＜합주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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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1982)은 G를 黃으로 하는 계면조를 기반으로 곡을 전개해 나갔다.   

  이에 비하여 ＜맥류＞는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에서 의도적으로 탈피하기 

위해 임시표에 의한 변화음들을 활용하는 점이 특징적이며, 시나위를 소재

로 했으나 전통음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만의 감각

으로 작품을 전개해 나간 이해식의 작곡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이해식은 전통을 소재로 한 1기의 해금 작품들에서 전통음계

에 기반하여 악곡을 전개해나간다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의도적

으로 전통음계를 탈피하였고, 그로 인해 이해식의 1기 해금 작품들은 그만

의 개성을 갖게 되었다. 

(2) 탈 음계, 탈 선법 및 음계의 확장 시도

  앞서 이해식의 해금 작품을 분석한 결과, 전통을 소재로 한 1기의 작품

들뿐만 아니라, 2기와 3기의 작품들 또한 음계나 선법을 뚜렷하게 정의하

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탈 음계, 탈 선법 또한 이해식 해

금 작품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 ＜표 23＞은 2기 작품 중 ＜바람의 여자＞의 주요 출현음이다. 

바람의 여자

1. 맞이

2. 놀이

3. 떨이

＜표 23＞ ＜바람의 여자＞의 출현음

  ＜표 23＞의 ＜바람의 여자＞ 출현음을 살펴본 결과, 3악장의 경우 si 

한음을 제외하고는 la do re mi sol의 la 계면조의 틀에 맞추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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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악장에서는 fa♯, do♯, 2악장에서는 si♭의 변화음을 사용함

으로써 이 부분의 음계의 성격은 모호해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고, 결론적으로 ＜바람의 여자＞의 1, 2악장의 음계 혹은 선법을 무엇으

로 정의해야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작곡가는 자신의 곡을 분석

함에 있어 어떤 음계 혹은 어떤 선법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내리는 것은 무

의미하다고 대답했다. 고정된 음계나 선법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악곡

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해식 작곡 스타일의 핵심이며, 굳이 음계를 한 

단어로 규정짓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의도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125)

  다음 ＜표 24＞는 3기 작품 중 ＜날듬＞의 주요 출현음이다.

날듬

Ⅰ. 제시부

Ⅱ. 발전부

Ⅲ. 재현부

�

�~�

�~�

＜표 24＞ ＜날듬＞의 주요 출현음

  ＜날듬＞의 출현음을 살펴본 결과 발전부는 B Minor의 성격으로 정의내

릴 수 있다. 그러나 제시부는 do~si의 7음을 모두 사용한 데 더하여 mi♭, 

sol♯, si♭의 변화음으로 인해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재현부의 

경우는 악곡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중심이 되는 음을 do-＞mi-＞sol로 점

차 상승시켜 나가며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간다. 

  이와 같은 작곡방식은 이해식의 다음과 같은 저술을 통해 보다 자세히 

125) 2019.8.5. 작곡가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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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나는 작곡할 때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작품

을 쓰는 동안에 이 부분은 평조, 저 부분은 계면조 하는 의식적인 구

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의 작품 중 어떤 곡들은 음계나 선법을 의

식하지 않으면서 12음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렇다고 12음 기법은 아니

며 오로지 내 자신의 감각에 의한 기법이 아닌 기법으로 쓴 작품들이

다...

국악기로 연주하는 작품은 악기의 기능상 5음 음계가 자연스럽지만 

변화음의 삽입, poly mode, 연주법 개발로 선법을 확장해 나간다. 126)

  즉, 이해식은 자신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기를 

원치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음계에 상관없이 12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신만의 감각으로 자유롭게 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와 같은 작곡방식에 의

해, 이해식의 해금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변화음을 통해 음계를 확장하며 

탈 음계, 탈 선법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3) 해금 창작곡 초기 음역의 확장

  이해식은 ＜해금을 위한 상＞(1977)을 작곡하면서 당시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덧줄이 많은 고음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해금의 다양한 

음색을 사진 찍기 위해서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초기 

해금작품에서 해금 음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 다른 작

곡가들의 해금곡과 이해식의 해금곡의 음역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26)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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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악장별 음역

김기수
등롱

(1978)

이강덕
행운유월

(1978)

이성천

쥐구멍에 

볕들었어도

(1988)

이해식

해금을 

위한 상

(1977)

＜표 25＞ 작곡가별 해금곡의 음역 비교

  위의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등롱＞의 최고음은 Aʹʹ♭, ＜행운

유월＞의 최고음은 Fʹ, ＜쥐구멍에 볕들었어도＞의 최고음은 C’’로 나타나

는데 비하여, 이 곡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작곡된 ＜해금을 위한 상＞의 1

악장은 Eʹʹ♭, 2악장은 Fʹʹ로 각각 덧줄을 세 개, 네 개씩 사용한 고음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이해식은 자신의 해금곡에서 다른 작곡가들보다 음역

을 더 넓게 사용하며 초기 해금곡에서 음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다. 

(4) 중음주법에 의한 화음의 개발

  중음주법이란 인접되어 있는 두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해식은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과 3기의 ＜날듬＞, ＜들듬＞에

서 중음 주법을 통해 만들어진 완전5도의 화음을 작곡재료로 활용했는데, 

다음 ＜악보 159＞는 그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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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9＞ ＜날듬＞ 중음주법의 예

  이와 같은 중음주법, 즉 해금에서 화음을 구현한 것은 1977년도 이해식

이 ＜해금을 위한 상＞에서 최초의 시도이며,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해금

곡에서 중음주법을 활용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27)

  이처럼 작곡자가 자신의 작품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한 고민

과 노력이 해금의 중음주법을 발견하게 했으며, 나아가 해금의 연주기법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5) 변화음

  이해식은 평소 자신의 작품에  Fa♯. Si♭. Do♯ 등의 변화음을 즐겨 사

용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1기의 ＜해금을 위한 상＞, ＜사마다＞, 2기의 

＜바람의 여자＞, ＜춤 불러내기＞, ＜춤사리기＞, 3기의 ＜날듬＞, ＜들

듬＞에는 모두 변화음이 출현한다. 128)

  다음 ＜악보 160＞은 그 중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변화음의 예

이다. 

127) 이러한 중음주법의 시도에 대해 이해식은 작곡에 있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

의 과제이며, ＜해금을 위한 상＞을 작곡할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끝에 두 줄의 해금으로 화음을 내는 것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2019

년 5월 30일 자택에서의 인터뷰 중에서-

128) ＜해금을 위한 상＞에는 mi♭, si♭, fa♯, sol♯, ＜사마다＞에는 si♭, fa♯  ＜바람의 여

자＞에는 fa♯, do♯, ＜춤 불러내기＞에는 mi♭ fa♯ si♭을 활용한 블루노트 음계, ＜춤사

리기＞에는 fa♯ do♯ si♭, ＜날듬＞에는 mi♭, si♭, do♯, fa♯, sol♯, ＜들듬＞에는 fa♯, 

si♭의 변화음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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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0＞ ＜해금을 위한 상＞의 변화음

  앞서 작품분석을 통해,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이 특정한 음계나 선법에 

구속되지 않기를 추구하며, 그 중 하나의 수단으로 변화음을 통해 음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그는 ＜수제천＞의 퇴성(fa♯), 

＜동동＞의 G’(si♭)을 우리 전통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음으로 생각하

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자극, 불안정한 소리에서 오는 독특한 느낌 

등에 착안하여 작품에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

여, 이해식은 1~3기 작품에 변화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6) 음고 엑센트

  음고의 엑센트 기법은 일반적인 악센트 기호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갑

작스럽고 극단적인 도약을 통해 악센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1기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과 3기 작품인 ＜날듬＞과 ＜들듬＞에서 빈번하게 출

현했다. 다음 ＜악보 161＞은 ＜날듬＞에서 활용된 음고 엑센트의 보례이

다.

＜악보 161＞ ＜날듬＞ 음고엑센트

  

  이와 같은 음고 엑센트는 음역의 도약으로 인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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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특히 ＜날듬＞과 ＜들듬＞에서는 한 옥타브 이상 차이가 나는 높

은 음과 낮은 음 사이의 도약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고음과 저음의 대

비를 이루는데, 이는 ＜날듬＞과 ＜들듬＞을 통해 나가고 들어옴, 음과 양

의 순환구조를 표현하고자 명암과 대비를 강조한 작곡자의 의도와도 연관

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기의 ＜해금을 위한 상＞에 이와 같은 음고 엑센트 기법을 적용

하기 위해 덧줄이 많은 고음을 시도했는데, 당시에는 해금의 작곡에 있어 

이와 같은 고음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으며 연주자에게도 도전

적인 과제였다. 즉, 이해식이 1977년도 ＜해금을 위한 상＞에 음고 엑센트 

기법을 사용한 것은 해금창작곡의 음역 확대와 연주기법 확대를 가져왔다

는 의미를 갖는다. 

2) 리듬

  앞서 이해식의 해금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리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정박에서의 탈피를 위한 리듬 활용이다. 이해식은 자신의 작품에

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고정된 박자나 리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와 같이 정박과 정리듬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에 겹리듬, 당김

음, 다박자, 복박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둘째,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리듬 활용이다. 이해식은 전통음악과 장단을 

학습하며 발견한 헤미올라와 지속음을 자신의 작품에 즐겨 사용했고 나아

가 헤미올라의 엇리듬을 통해 하이브리드 리듬의 계발까지 확장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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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박에서의 탈피

① 겹리듬(polyrhythm)

  겹리듬은 대조적인 리듬이 2성부 이상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1기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의 해금과 장구의 리듬, 2기 작

품 중 ＜춤 불러내기＞의 해금과 가야금의 리듬에서 다수 나타났다. 다음 

＜악보 162＞는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162＞ ＜춤 불러내기＞의 겹리듬

  제21~22마디에서 해금은 2분박, 가야금은 3분박으로 어긋나는 리듬이 

동시에 진행하며, 제28마디에서와 같이 가야금은 3분박으로, 해금은 2분박

을 5잇단 음표로 분할하며 겹리듬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겹리듬의 활용은 

두 파트가 서로 어긋나며 상대의 정박을 흐트러트리는 역할을 했다. 

② 당김음

  이해식의 제1~3기 모든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당김음이 등장한다. 이 당

김음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악보 163＞~＜악보 

166＞은 종류별 당김음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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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에 의한 당김음

＜악보 163＞ ＜춤 불러내기＞ 중 쉼표에 의한 당김음

㉯ 리듬에 의한 당김음

＜악보 164＞ ＜바람의 여자＞ 중 리듬에 의한 당김음

㉰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

＜악보 165＞ ＜바람의 여자＞ 중 엑센트에 의한 당김음

㉱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악보 166＞ ＜춤 불러내기＞ 중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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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보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1~3기의 작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당

김음이 등장하며, 특히 춤과 바람을 소재로 한 2기의 작품에 당김음이 적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당김음의 사용은 강박과 약박이 엇갈리면서 발

생하는 긴장감과 역동성을 통해 춤을 추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간접적

으로 ‘춤’과 ‘신바람’ 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또한 정박 리듬

에서 탈피하여 강박과 엇박이 도치되는 리듬을 다양하게 구사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지를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③ 다박자

  다박자란 서로 다른 박자들이 동시에 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악보 

167＞은 ＜춤 불러내기＞에 나타난 다박자의 보례이다.

＜악보 167＞ ＜춤 불러내기＞ 에 나타난 다박자

  악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춤 불러내기＞에서 6/8박자와 7/8박자

가 함께 쓰여진 다박자 구간으로, 123~130마디의 8마디 안에 무려 6회의 

박자 변화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다박자는 3기의 ＜들듬＞에서는 더욱 극대화된다. 다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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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68＞은 ＜들듬＞에서 나타난 다박자의 보례이다.

＜악보 168＞ ＜들듬＞에 나타난 다박자

  ＜악보 168＞에서 볼 수 있듯이 ＜들듬＞의 경우 다박자의 경향은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데, 전체 악곡에서 박자표가 전혀 기보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제28~35마디의 경우 5/4, 3/4, 4/4, 

3/4, 4/4로 다박자를 사용하며 연속적인 박자 변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다박자 현상은 역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며, 고정된 박자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이해식 작곡 스타일의 반영으

로 볼 수 있다. 

④ 복박자(poly meter)

  ＜바람의 여자＞의 1악장에서 해금을 비롯한 선율악기들은 모두 4/4박

자이지만, 장고만 12/8박자인 복박자(poly meter)로 전개된다. 이를 합보

로 살펴보면 다음 ＜악보 169＞와 같다.

＜악보 169＞ ＜바람의 여자＞에 나타난 복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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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169＞에서 볼 수 있듯이 해금은 4/4박자, 장구는 12/8자를 

기반으로 전개되며, 2:3의 비율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리듬은 계속 엇

갈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엇나감, 혼돈과 같은 분위기를 통해 작곡가는 무

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생동감 넘치고 자유스러운 춤, 그러한 바람과 같은 

춤을 추는 무녀, 즉 바람의 여자를 은유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또한 항상 

자신의 작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바람의 여

자＞에서는 이와 같은 poly meter를 도입하였다. 

(2)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리듬

  이해식의 전통음악의 학습을 통해 발견한 헤미올라와 지속음을 자신의 

1~3기 해금 작품에 즐겨 사용했다. 또한 헤미올라의 활용을 통해 하이브

리드 리듬이라는 새로운 리듬체계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헤미올라

  헤미올라는 3박형 음악에서 나타나는 2박형 리듬을 말하며, 1기의 ＜해

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헤미올라 리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미올라란 2:3의 비율, 즉 두 개의 길이로 나누어야 하는 길이를 세 개

의 음표로 나눈 리듬 혹은 3박형 음악에서 나타나는 2박형 리듬을 말한다.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 2기의 작품 중 ＜춤 불러내기＞, 3기

의 작품 중 ＜날듬＞, ＜들듬＞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다음 ＜악보 17

0＞은 그 중 ＜들듬＞의 헤미올라 리듬의 보례이다. 

＜악보 170＞ ＜들듬＞ 중 헤미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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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자는 1기의 작품 ＜해금을 위한 상＞의 작곡노트에서도 특별히 헤

미올라 리듬을 정확하게 구사할 것을 주문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2기

의 작품 ＜춤 불러내기＞에서는 1악장에는 41~63마디까지 23마디동안 3

분박과 2분박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헤미올라 리듬의 연속적인 진행이 나

타나며, 이로 인해 선율에 역동성이 가미되고 악곡전체의 흐름에 긴장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해식은 우리 음악의 장단은 헤미올라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고 

보며, 국악의 리듬을 다채롭고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국악을 구성지고 흥겹

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의 반영으로 1~3기의 

작품에 꾸준하게 헤미올라를 중요한 작곡의 재료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하이브리드 리듬

  이해식은 헤미올라 리듬이 민속음악 장단의 본질이라 생각하며 이와 같

은 엇리듬을 하이브리듬 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였다.129)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에 하이브리드 리듬이 출현하며, 다음 ＜악보 171＞을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171＞ ＜해금을 위한 상＞의 하이브리드 리듬

129) “엇나가는 헤미올라 리듬이 우리 민속음악 장단의 본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이 엇

리듬을 이해하면 우리 전통음악 장단을 거반 이해함이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악 실기자들은 이 리듬을 구전심수로 학습하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엇붙임 

엇리듬을 하이브리드 장단(hybrid rhythm group)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식, 

｢하이브리드 리듬｣ �낭만음악� 제22권, 제1호(낭만음악사, 2009),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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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71＞의 제17마디 1~3박과 7~9박, 18마디 1~3박과 7~9박에

서 해금과 장구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리

듬은 전통음악 장단의 헤미올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곡자가 새롭게 탄

생시킨 리듬구조라는 의미를 갖는다. 

③ 지속음

  이해식은 평소에도 지속음이 자신의 작품에서 음악을 맺고 풀어가는 중

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1기 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과 

＜사마다＞, 2기 작품인 ＜춤사리기＞, 3기 작품인 ＜날듬＞, ＜들듬＞에 

꾸준히 지속음을 활용하였다. 다음 ＜악보 172＞는 그 중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지속음의 보례이다. 

＜악보 172＞ ＜해금을 위한 상＞의 지속음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붙임줄을 사용해 긴 박 동안 이어지는 지속음

이 나타나는데, 이해식의 저술 및 인터뷰를 종합하면 이러한 지속음은 음

악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KBS에 근무하며 한창 작곡활동을 할 

시기에 공부를 위해 가곡을 채보하면서 지속음을 접한 것이다. 채보를 통

해 가곡에서의 관현반주에 많은 지속음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후 인도음악 등을 공부하면서 지속음에 매료된 그는 작품에 다양하게 지속

음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로, 이해식에게 지속음은 자신의 작품에서 질긴 생명력, 민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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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느낌, 원초적인 원시성을 표현하는 방편이다. 1기의 ＜해금을 위한 

상＞에서는 긴 지속음에 불규칙한 농현을 통해 민속적인 느낌을, 2기의 

＜사마다＞에서는 굿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지속음을 활용하여 

굿판에 깔려 있는 원초적인 인간성, 질긴 민족성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 

했다. 

이해식의 작품 속 지속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저술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일면 민속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계곡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모든 인

간사의 흔적이라 하겠다. 크게 보면 굿도 하나의 민속에 속한다. 인간 

삶의 계곡에서 굿판의 chaos는 ‘거리’ 또는 ‘풀이’ 라는 독특한 

process에 의하여 chatharsis에 이르기까지에는 매우 질긴 민족성과 

원초적인 인간성이 깔려있다. 이러한 민속적 맥락에서 보면 굿이야말

로 참으로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인간사의 전개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

는데 이러한 민속이 나의 작품에서는 원시성을 추구하는 민속적 

rhythm과 함께 길고 긴 지속음으로 표현된다...중략....지속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 주변에 무한한 긴장과 이완을 자아내는 기능을 지니

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음은 나의 작품에서 음악을 맺고 풀어가는 중

요한 실마리가 된다.”130)

  즉, 이해식은 자신의 작품에 지속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곡반주에

서 발견한 지속음의 미를 담아내고, 긴장과 이완이라는 음악적 효과를 주

며, 간접적으로는 원초적인 인간성, 질긴 민족성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30) 이해식, �이해식류 국악기 독주를 위한 창작곡집  흙담�(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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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개방식

(1) 동형진행

  이해식의 1~3기 작품에는 작은 단위의 리듬형이나 동기를 반복하는 부

분이 많았는데 다음 ＜악보 173＞은 그 중의 보례이다. 

＜악보 173＞ ＜춤 불러내기＞ 동형진행의 예

  ＜악보 173＞에서 제24, 25, 26마디는 같은 선율을 변형하여 반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법이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되었

다. 

(2) 반복과 변주 기법

  앞서 살펴본 동형진행에서 더 큰 단위로 발전하여, 주제선율을 옥타브 

위나 아래로 변주하여 반복하는 수법 또한 이해식의 1~3기 작품에 다수 

등장한다. 다음 ＜악보 174＞는 그 중의 보례이다. 

＜악보 174＞ ＜춤 불러내기＞ 반복과 변주 기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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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반복과 변주 수법에 관한 작곡가 이해식의 철학은 다음 글에 잘 

드러나 있다. 

  J. J. Bachofen에 의하면 밧줄 엮기는 자주 반복되는 상징적 행위이

며 운명의 세 여신이 실을 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실을 잣고 짜는 모습은 자연을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는 힘을 표

현한다...자연의 활동과 그 예술적인 구성 및 강조는 이렇게 잣고 엮고 

짜는 동작으로 표현되며, 인간은 이러한 수공예품에서 지상의 창조물

과의 또 다른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두 개의 실을 엮으면서 그들은 

또한 출산에 필요한 남녀의 잠재력의 투입과 힘의 이중성을 알 수 있

게 된다. 이 관계는 직조 기술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교대로 나

타났다가 교대로 사라지고 하는 실의 엇갈리는 모습은 자연의 영구적

인 활동에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Curt Sachs, Eine Weltegeschichte des Tanzes. 김매자 역 : 세계 

무용사 (서울: 풀빛, 1983), P.182에서 재인용)

  C. Sachs의 �세계무용사�는 춤을 추구하는 나의 작품 배경에 커다

란 영향과 민속적 도움을 준 책이다. 여기서 C.Sachs가 인용한 J. J. 

Bachofen의 말을 재인용한 것은 나의 작품이 마치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가는 것처럼 주로 단순한 반복과 spin out의 수법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골의 농부들이 밤 새우며 꼬아내는 새끼는 매끈하기도 하고 거칠

기도 하니 이 모두가 한국 사람의 개성이 잘 나타나는 토속적 생산품

이다. 기계 새끼가 아닌 두 손바닥으로 비비는 피부 사이를 거쳐서 엉

덩이 밑으로 나오는 새끼는 자연적인 출산이나 다름이 없는 훌륭한 

texture라고 할 수 있다. 두 갈래의 볏짚은 두 손바닥 사이에서 

stretto를 이루고 sustainedtone을 이어가며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에서 설명하는 동양적 contrast를 엮어 간다. 내 작품의 texture는 

새끼를 자아가는 민속적 의미와 같다. 새끼와 같은 줄은 내 작품의 주

조를 이룬다.131)

131) 이해식,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서울: 수문당, 1990), 머리말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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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통해 이해식은 서양의 밧줄 엮기(실을 잣고 짜는 행위)가 자연

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자신의 작품도 마치 새끼를 꼬는 것과 같은 단순 

반복과 확장(spin out)의 수법으로 전개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서양의 

기계직조와 달리 손으로 직접 꼬아내 다소 거칠기도 한 볏짚 새끼 꼬기는 

토속적이고 동양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신의 작품에 주조를 이룬다고도 언

급했다. 따라서 반복과 변주 기법은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고 볼 수 있으며 1~3기의 작품에도 많은 부분에 활용되었다. 

특히 ‘춤’을 주 소재로 한 2기 작품들에서 이러한 반복과 변주의 기법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하나의 기본 동작에서 파생된 응용동작으로 점차 

발전, 확장해나가는 춤의 전개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4)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용

이해식은 전통음악의 여러 요소를 자신의 작품에 활용하였다. 추성, 퇴성 

및 전성과 같은 시김새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산조에서의 꺾는음, 

악장 전환 방식을 차용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산조의 종지형 차용

  전기의 작품 중 1977년 작곡된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 종지부는 

해금산조 중 진양, 중중모리의 종지와 같은 단 3도 상행 종지로, 산조에서

의 악장 전환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으며, 다음 ＜악보 175＞는 그 보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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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5＞ ＜해금을 위한 상＞의 단3도 상행종지

  ＜해금을 위한 상＞의 1악장 종지부인 35마디 선율은 E♭-G의 단 3도

로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영희류 해금산조에서는 진양의 종지부이자, 

중모리로 악장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C-E♭의 단 3도 상행하는 음정으로 

선율을 맺는다. 해금산조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의 산조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종지하며 악장(장단)이 전환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작

곡자는 이러한 산조의 음악적 형식을 차용하여 1악장에서 2악장으로 장면

이 바뀌는 것을 예고해준다.

(2) 민속악적 시김새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의 2악장에는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

음, 남도계면조의 꺾는음을 차용하며 산조의 시김새를 부분적으로 도입하

였다. 이를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조의 앞 꾸밈음 도입

  ＜해금을 위한 상＞ 에는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음이 빈번하게 출현하

는데, 이는 산조에서의 앞꾸밈음을 연상하게 하며, 다음 ＜악보 176＞은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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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6＞ ＜해금을 위한 상＞의 앞꾸밈음

  이러한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음은 ＜해금을 위한 상＞ 2악장에 다수 

출현하며, 해금산조 중 중모리에 출현하는 앞꾸밈음을 연상하게 한다. 

② 남도 계면조의 꺾는 음 차용

  ＜해금을 위한 상＞의 2악장에서는 Fʹ음에 Gʹ♭의 앞 꾸밈음을 부여하

는데, 이러한 단 2도 하행의 시김새는 남도 계면조의 꺾는청과 동일한 음 

간격이다. 다음 ＜악보 177＞은 그 중 일부의 보례이다. 

＜악보 177＞ ＜해금을 위한 상＞의 꺾는 음

  ＜악보 177＞의 제70, 71마디에는 Gʹ♭-Fʹ의 단 2도 하행이 나타나며 

작곡가는 이를 꺾는음으로 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이해식류 해금산조 상’ 이라는 부제를 가진 ＜해금을 위한 

상＞에서 산조(남도 계면조)의 꺾는음과,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음을 차용

함으로써 전통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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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성과 퇴성 및 추성

  제1~3기의 이해식의 모든 해금 작품에는 전성, 퇴성, 추성이 출현하는데 

다음 ＜악보 178＞은 그 중 ＜춤 불러내기＞에 나타난 전성과 퇴성의 보

례이다.

＜악보 178＞ ＜춤 불러내기＞ 전성과 퇴성의 예

  이해식은 우리 전통음악의 전성, 요성, 퇴성 등은 우리 음악을 가장 우

리스럽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악센트들이며 음악에 활력을 주고 역동적이게 

만드는 요소라는 지론을 밝힌 바 있다. 1~3기의 대부분의 작품에 전성과 

퇴성, 추성과 같은 시김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국음악적인 색채를 드

러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132)

(4) 불규칙한 농현

  제1기의 ＜해금을 위한 상＞과, 2기의 ＜바람의 여자＞, 3기의 ＜날듬＞

과 ＜들듬＞에는 공통적으로 불규칙한 농현의 지시표가 등장하는데 다음 

＜악보 179＞는 ＜들듬＞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불규칙한 농현의 보례이

다.

132)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에는 퇴성, ＜사마다＞에는 전성과 퇴성이 출현하며 2기

의 작품 중 ＜춤사리기＞에는 전성과 퇴성, 추성, ＜춤불러내기＞에는 전성과 퇴성, 3기의 작

품 중 ＜날듬＞에 퇴성, ＜들듬＞에 전성과 추성, 퇴성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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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9＞ ＜들듬＞의 불규칙한 농현

  이 농현은 악보에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서양식 비브라토가 아니라  

와 같이 불규칙한 모양을 따로 그려 넣을 만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패턴은 농현의 심도를 표현한다. 작곡자는 이 농현의 연주법에 

대해 시작과 끝 부분은 깊지 않으나, 중간에 가서는 음정이 2도를 넘을 정

도로 깊은 농현으로, 서양음악에 없는 전통음악적인 수법의 표현이라고 강

조했다. 

2. 연주 기법

  해금의 연주 기법은 왼손의 운지법과 오른손의 운궁법으로 구분된다.    

운지법과 운궁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해금의 음량 및 음색이 달라지

게 되며, 작곡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음악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 운지법과 운궁법의 선정은 중요한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악곡분석을 통해 찾아낸 이해식 해금작품의 특징과 주요기

법에 중점을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운지법과 운궁법을 고

찰하겠다.

1) 운지법

  해금은 지판이 없이 두 줄을 왼손으로 조절하며 음정을 만들어 내는 악

기로, 유현과 중현 사이의 간격을 완전 5도로 조율하고 유현 1지를 기준으

로 음정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연주하며, 유현 1지가 으뜸자리의 이름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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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Cʹ으뜸자리의 기본 스케일을 한 가지 예로 

살펴보겠다.  다음 ＜표 26＞은 유현 1지를 Cʹ, 중현 1지를 완전 5도 아

래의 F 음으로 하는 도식화한 결과이다.

-① 미(E)
시 ( B )      

-1

① 파(F) 도(Cʹ) 1

② 솔(G) 레(Dʹ) 2

③ 라(A) 미(Eʹ)파(Fʹ) 3

④ 시(B) 솔(Gʹ)라(Aʹ) 4

시(Bʹ)도(Cʹ) ↓

중현 유현

＜표 26＞ Cʹ 으뜸자리 운지법 

  위의 ＜표 26＞에서 숫자는 왼손 손가락의 번호 순서로, 유현의 식지, 

장지, 명지, 소지를 순서대로 1, 2, 3, 4로 표기하고 중현은 구분을 위해 

①, ②, ③, ④로 표기했으며, 유현의 Bʹ와 Cʹ음을 ↓ 로 표기한 것은 소지

를 세워서 음을 잡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중현과 유현에 각각 –로 

표기한 것은 식지를 위로 올려 잡아 음을 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133)

  이와 같은 Cʹ으뜸자리 중현과 유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음을 온음을 기

준으로 나타내면 다음 ＜악보 180＞과 같다.

133) 이후 내용에서 다루게 될 이해식 해금곡의 운지법 제시에서도 식지, 장지, 명지, 소지의 표

기가 필요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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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0＞ Cʹ 으뜸자리에서 구사할 수 있는 음정-온음

위의 ＜악보 180＞은 Cʹ으뜸자리에서 연주 가능한 음들을 온음을 기준

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온음과 온음 사이에 위치하는 반음들이 출현

할 경우, 지판이나 지공이 없는 해금은 역안법을 통해 반음을 얻게 된다. 

이러한 반음까지 전부 포함하여 Cʹ으뜸자리에서 발음 가능한 모든 음정을 

악보로 나타내보면 다음 ＜악보 181＞과 같다.

＜악보 181＞ Cʹ 으뜸자리에서 구사할 수 있는 음정-반음 포함

  위 ＜악보 181＞에서와 같이 Cʹ으뜸자리에서는 유현 1지 Cʹ, 중현 1지 

F를 기준으로 경안법과 역안법을 통해 음을 쌓아가며 한 옥타브 안의 12

음을 모두 얻을 수 있으며, E~Cʹʹ 까지 한 옥타브 반에 해당하는 음역 안

의 음들을 소화할 수 있다. 

  따로 지판이 없는 해금의 경우는 위에서 예로 든 Cʹ으뜸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음(D♭, D, E♭, E, F, G♭...)을 유현 1지로 시작해서 쌓아

가는 다양한 경우의 으뜸자리가 존재하며 따라서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

다. 이 중에서 연주자가 어떤 으뜸자리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절대적

인 기준이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음계와 음역, 정확한 

음정, 악상기호의 효과적인 표현, 음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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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 

  이해식의 해금곡 또한 운지법의 선택지는 여러 가능성으로 열려 있으며 

연주자의 해석과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선율의 운지법을 제

시하지는 않겠다.134) 이를 대신하여 본고에서는 이해식이 중요하게 사용한 

기법 중 운지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기

로 하겠다.

(1) 불규칙한 농현의 운지법

  불규칙한 농현은 일반적인 비브라토가 아니라 폭이 깊은 형태의 농현으

로, 1기의 작품 ＜해금을 위한 상＞, ＜맥류＞, ＜풍무＞와 3기 ＜날듬＞, 

＜들듬＞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 농현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줄을 당겼다 펴는 폭이 깊

어져야 하고, 따라서 역안법을 사용하기보다 경안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역안을 통해 이미 줄을 누른 상태에서 더 깊게 줄을 누르는 것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농현이 부여된 음에 역안법 대

신 경안법을 활용한 운지법을 표기해보면 다음 ＜악보 182＞와 같다. 

134) 연주기법에 관한 인터뷰 결과, 작곡자는 자신의 작품에서 운지법과 운궁법은 정해진 답이

나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연주자의 해석에 맡길 것을 권한다. 다만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

용된 기법의 경우는 선명한 음색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기에, 그 부분에 관련된 운지

법과 운궁법에 한정하여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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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2＞ ＜해금을 위한 상＞ 불규칙한 농현의 운지법

  ＜악보 182＞의 제5~6마디에 지속음으로 출현하는 F♭은 E♭으뜸자리

로 잡았을 때 유현1지를 역안하여 소리 낼 수 있다. 그러나 불규칙한 형태

의 농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역안1지 대신 경안2지로 소리 내

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제7~8마디의 A음은 E♭으뜸자리에서 중현 1지를 경안하므로 일정한 폭 

이상으로 줄을 당겼다 펴며 불규칙한 농현의 깊이를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

다.

  제10마디와 11마디의 G♭은 본래 E♭으뜸자리에서는 유현2지를 역안하

여 소리 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농현의 심도를 표현하기 

위해 유현 3지를 경안하여 운지한다.

  이와 같이 이해식의 해금곡 중 불규칙한 농현이 출현할 경우 역안법 대

신 경안법을 사용하여 농현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2) 음고 엑센트의 운지법

  지판이 없이 두 줄로만 이루어진 해금의 구조상, 고음역과 저음역을 넘

나드는 음고 엑센트가 출현할 경우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는 운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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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 중요하다. 이 때 운지법 선정의 기준은 정확한 음정 표현과 함께 

으뜸자리의 종류 및 이동 횟수를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삼았다.      일반

적인 선율의 경우 연주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으뜸자리를 이동할 수 

있으나, 음고 엑센트와 같이 저음과 고음이 계속 넘나드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으뜸자리를 사용하고 이동하게 되면 정확한 음정표현에 방해가 될뿐

더러 연주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으뜸자리의 종류와 이동 횟

수를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운지법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 ＜악보 183＞과 

같다. 

＜악보 183＞ ＜해금을 위한 상＞ 음고 엑센트의 운지법

  

  <악보 183>의 제95~96마디 4박까지는 E♭으뜸자리에서 모든 음을  연

주할 수 있으나, 95마디 5~6박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음고 엑센트로 

인해 포지션의 이동이 필수적이게 된다. 음역이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95마

디의 Dʹ♭에서 Aʹ♭으뜸자리로 이동하면, 96마디의 첫음 A♭을 제외하고

는 98마디 3박까지 포지션의 이동 없이 모든 음을 연주할 수 있다. 즉 96

마디의 첫 음 A♭만 E♭으뜸자리로 소리 내야 하며, 98마디의 4~5박에 

출현하는 Dʹʹ♭-Eʹʹ♭의 고음은 이전에 이어져 오던  Aʹ♭에서 연주가 불

가하므로 E’♭으뜸자리로 이동하며, 98마디 6박의 A♭음부터는 E♭으뜸자

리로 운지하면 이후의 선율은 모두 연주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해금을 위한 상＞ 95~99마디 음고 엑센트의 운지는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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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 Eʹ♭ 세 개의 으뜸자리로 연주할 수 있으며 포지션의 이동횟수는 총 

4회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해식의 해금 작품에서 음고 엑센트가 출현하는 경우, 으뜸

자리의 종류와 이동 횟수를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운지법을 선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3) 반복과 변주 시 운지법

  반복과 변주는 이해식이 자신의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중요한 수법으로, 

같은 주제선율을 옥타브 위나 아래에서 반복, 변주하는 것이다. 

같은 선율을 반복할 경우 가급적 으뜸자리와 운지를 통일하게 되면 동일

한 질감과 음색으로 들리게 하는데 효과적이다.135) 이에 중점을 두고 운지

법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 ＜악보 184＞와 같다.136)

＜악보 184＞ ＜춤 불러내기＞ 반복과 변주 기법의 운지법  

  ＜악보 184＞는 ＜춤불러내기＞의 114~118마디(a)와, 이를 옥타브 아

135) 노은아, “해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33~235쪽.- 이 논문에서는 음향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 같은 패턴의 선율이 조옮김 되어 나

타날 경우,  포지션의 위치를 조옮김과 함께 이동하여 동일한 운지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

이 일정한 음색으로 선율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증했다. 

136) 악보에 표기한 숫자는 왼손의 운지 번호로, 유현 식지1 중지2 약지3 소지4이며, 중현의 경

우 식지① 중지② 약지③ 무명지④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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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변형하여 반복한 119~123마디(aʹ)이다. 이와 같은 반복과 변주의 

경우 먼저 출현하는 선율 a의 운지법을 정한 후, 반복되는 선율 aʹ는 a와 

같은 운지법으로 통일하겠다. 

  먼저 a의 경우 Cʹ으뜸자리로 잡으면 모든 음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

다. aʹ의 경우 반복과 변주기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지법을 선정

한다면 G으뜸자리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운지할 경우에는 a의 첫 

3마디는 모두 유현에서 소리 내는 것과 달리 aʹ의 선율은 중현에서 소리 

내게 되므로 음색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같은 선율을 반복할 경우 가급적 으뜸자리와 운지를 통일하게 되면 동일

한 질감과 음색으로 들리게 하는데 효과적이므로, aʹ의 선율도 C으뜸자리

로 운지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되면 a부분의 첫 3마디와 옥타브 차이로 

동일한 aʹ부분의 첫 3마디를 같은 현과 같은 자리에서 운지할 수 있어 원 

선율과 변형 선율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된다.137)

  이와 같은 운지법은 이해식의 다른 해금 작품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 

기법의 선율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4) 전성의 운지법

  전성은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한 전통음악적 시김새로 사용되었다. 해

금에서는 동일한 음의 경우 중현보다는 유현에서 소리 내는 것이 선명한 

음색표현에 더 효과적이기에138),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전성

을 가급적 중현이 아닌 유현에서 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지법을 선

정해 보려 한다. 이에 중점을 두고 운지법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 ＜악보 1

137)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동일한 반복과 변주기법의 연주시 대비를 위하여 다른 음색과 질

감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 선율과 변형 선율에서 각기 다른 으뜸자리를 선정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작곡자는 동일한 으뜸자리를 통해 같은 현에서 연주할 것을 권장하였다. 

-2019.10.05. 작곡자와의 인터뷰 참고-

138) 앞의 글, 138~140쪽. -이 논문에서는 음향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 같은 선율을 중현에서 

연주할 때보다 유현에서 연주할 때 음의 세기가 크고 밀집도가 높으며, 음마다의 파형도 일

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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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와 같다.

＜악보 185＞ ＜춤 불러내기＞ 전성의 운지법  

  ＜악보 185＞의 선율은 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G으뜸자리로 잡으면 

모든 음을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E음에 부여된 

전성을 중현 3지에서 소리 내게 된다. 

  따라서 모든 전성을 가능한 유현에서 소리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서 운지법을 선정해 보면 D으뜸자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E와 B’음의 전

성을 모두 유현에서 소리 내게 되어 전성의 선명한 음색표현에 더 적합하

다. 

  이와 같이 이해식의 해금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전성을 유현에서 소

리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지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운지법은 이

해식의 다른 해금 작품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5) 변화음의 운지법

  앞서 분석한 이해식의 1~3기 해금 작품에는  Fa♯. Si♭. Do♯ 등의 변

화음이 빈번하게 출현했다. 이해식은 ＜수제천＞의 퇴성(fa♯), ＜동동＞의 

Gʹ(si♭)을 우리 전통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음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변화음들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자극, 불안정한 소리에서 오는 독특한 

느낌 등에 착안하여 자신의 작품에 중요한 소재로 활용한다 하였다. 따라

서 변화음을 선명하게 강조하여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지법을 선정해 

본 결과는 다음 ＜악보 18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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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6＞ ＜해금을 위한 상＞ 변화음의 운지법 

  ＜악보 186＞의 선율에서 변화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지를 정할 경우 

Dʹ♭으뜸자리 혹은 Eʹ♭으뜸자리가 가능하며 포지션의 이동 없이 제12~1

5마디 선율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포지션에서는 모두 

제13, 14마디에 출현하는 si♭의 변화음을 중현에서 연주하게 되어 유현에 

비해서 음색이 탁하고 음량이 작다는 불리함이 있다. 따라서 이해식이 작

품에서 중요하게 사용한 변화음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려면 선율의 중간

에서 으뜸자리를 이동하더라도 변화음을 유현에서 연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부분의 운지법은 si♭ 변화음이 출현하는 12~13마디 3박까지

는 Aʹ♭으뜸자리를 적용하고, 음역이 상승하는 13마디 3박부터는 D’♭으

뜸자리 혹은 Eʹ♭으뜸자리로 변경하여 si♭ 변화음을 유현  2지로 선명하

게 표현한다.

  이와 같은 변화음의 운지법은 이해식의 다른 해금 작품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2) 운궁법

  운궁법의 중요한 요소로는 활의 방향, 활의 각도, 활의 길이, 활의 속력, 

활의 압력, 활의 위치, 사운딩 포인트가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변수

가 아니라 상관관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때 좋은 음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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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139)

  운궁법은 연주자의 해석과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곡의 템포와 선율진행, 리듬, 특수주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

합한 운궁을 정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해식의 해금 작품에 나타난 주요 기법 중 운궁법에 따라 

유의미하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전성, 중음주법, 엑센트에 관련한 운궁

법을 고찰하겠다. 

(1) 전성의 운궁법

  전성은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한 전통음악적 시김새로 출현했다. 

  해금은 동일한 길이의 음을 일반적으로 좌방향 운궁보다 우방향 운궁으

로 하는 것이 음량의 크기, 선명한 음색표현에 더 유리하다. 좌방향 활이 

우방향 활에 비해 현과 활이 닿는 지점이 손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자연스

럽게 현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140) 따라서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전성을 가급적 좌방향 운궁 대신 우방향 운궁에

서 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궁법을 제시하겠다. 

  ＜악보 187＞의 경우, 전성을 우방향 운궁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주자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운궁을 정해도 무방하다. 그러

나 전성을 가급적 우방향 운궁으로 통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궁

을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9) 앞의 글, 267쪽. 

140) 앞의 글,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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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7＞ ＜들듬＞ 전성의 운궁법

  이와 같이 이해식의 해금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전성의 경우 가급적 

우방향 운궁으로 통일하는 것을 고려하여 운궁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이러

한 운궁법은 이해식의 다른 해금 작품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2) 중음주법의 운궁법

  이해식은 1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과 3기의 ＜날듬＞, ＜들

듬＞에서 중음 주법을 통해 만들어진 완전5도의 화음을 작곡재료로 활용

했는다. 

  해금에서 중음 주법을 표현하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해금 울림통을 옆으로 돌려 연주하는 방법, 둘째로는 말총과 활을 동시에 

마찰하여 두 음을 발음하는 방법, 셋째로는 활 안쪽에 말총을 덧붙여 두 

개의 말총으로 화성을 내는 방법이다.

  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총을 중현에, 활대를 유현

에 밀착하여 두 현을 함께 울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활대를 중현에 마찰하

는 과정에서 유현과의 음색 차이와 함께 다소 탁한 음색이 나게 되므로, 

좌방향 운궁보다는 우방향 운궁을 통해 선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악보 188＞은 날듬에 나타난 중음주법으로, 제188마디와 제191마디

에 나타난 중음주법을 우방향 활로 운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

궁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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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8＞ ＜들듬＞ 중음주법의 운궁법

  일반적으로 해금의 운궁은 좌방향과 우방향이 교대로 반복되지만, 191

마디의 중음주법을 우방향으로 운궁하기 위해서 190마디를 좌방향이 아닌 

우방향으로 다시 한번 운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해식이 작품에

서 중요하게 사용한 중음주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우

방향 활이 적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우방향 활 다음에 다시 우방향 활로 

시작하는 운궁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3) 엑센트의 운궁법

엑센트는 이해식의 해금 작품에 빈번하게 출현했으며 특히 당김음에 붕

된 엑센트는 강박과 약박의 도치를 더욱 강조하며 리듬감과 긴장감을 더하

는 역할을 했다. 

  엑센트는 활의 방향이 우방향일 경우 음의 세기가 크고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141) 그러므로 엑센트로 표기된 음의 경우 활의 방향이 좌방향에 

비해 우방향일 때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악보 189＞ ＜바람의 여자＞ 엑센트의 운궁법

141) 앞의 글, 270~271쪽.- 이 논문에서는 음향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 sf와 엑센트의 표현에서 

활의 방향이 우방향일 경우 음의 세기가 크고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며, 효과를 더한다는 것

을 입증했다. 



- 234 -

  ＜악보 189＞는 ＜바람의 여자＞ 3악장의 해금 도입부 선율이다. 해금

은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모두 일반적으로 선율의 첫 시작에서는 우방향 활

로 운궁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 부분은 엑센트의 표현을 위해 선율의 첫 

시작 부분을 좌방향 활로 시작하는 것으로 운궁을 정해보았다. 이후의 운

궁도 엑센트가 부여된 부분은 가급적 우방향으로 운궁할 수 있도록 안배한

다. 142)

  이러한 엑센트의 우방향 활은 이해식의 다른 해금 작품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4) 강약대비의 운궁법

  이해식 해금곡에서는 셈여림표를 통해 강약이 급격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다이나믹의 표현은 활의 방향 및 길이 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 

  음향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 해금의 효과적인 운궁법을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 해금의 음량은 우방향의 활로 운궁할수록, 활의 길이가 길수록, 활의 

속력이 빠를수록, 활의 위치가 현에서 가까울수록 큰 음량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143) 이와 반대로 음량이 작은 부분은 좌방향의 활일수록, 

길이를 짧게 할수록, 활의 속력을 느리게 할수록, 활의 위치가 현에서 멀

수록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악보 190＞은 이해식의 해금곡 ＜맥류＞ 중 극적으로 강약이 대

비되는 부분의 보례이다. 이러한 부분의 다이나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의 방향, 활의 길이, 활의 속력, 활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2) 예외적으로 12마디 마지막 B’♭과 15마디 2박의 B’♭은 엑센트이지만 좌방향 활로 운궁했

는데, 이는 이전 선율의 이음줄 프레이즈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며 작곡가는 엑센트의 우방향 

활도 중요하지만 프레이즈를 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5. 자택에서

의 인터뷰 중에서-

143) 앞의 글,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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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0＞ ＜맥류＞ 강약대비의 운궁법

  제50마디의 첫음 Eʹʹ는 f의 악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방향 활로 운궁하

며, cresendo가 부여된 Dʹʹ과 sf로 지시된 Fʹʹ도 우방향으로 운궁한다. 기

본적으로 f 이상의 셈여림으로 표현해야 하는 50마디는 1음1운궁으로 하

며 활의 길이도 길게, 속력도 빠르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와 대조적으

로 51마디는 pp와 p의 셈여림을 표현해야 하므로, 여러 음을 한 운궁으로 

묶어 활의 길이를 나누어 쓰고 속력도 자연스럽게 느리게 하는 것이 좋다.  

  제52마디 마지막 음 D는 불규칙한 농현과 함께 f의 악상을 표현하기에 

우방향 운궁이 적합하며, 마찬가지로 53마디의 D음도 sf를 강조하기 위해 

우방향 운궁으로 통일하며, ♪의 짧은 시가이지만 활의 길이를 길게 쓰고 

속력도 빠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이해식 해금곡 중 강약이 대비되는 구간은 활의 방향, 길이, 속

력을 조절하여 다이나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결

  Ⅳ장에서는 이해식 해금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음계 및 선율, 리듬, 전

개방식,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연주기법을 운지법과 운궁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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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해금 작품의 음계 및 선율에 관한 특징은 ‘탈 음계 및 탈 선법’, 

‘해금 창작곡 음역의 확장’과 ‘중음주법의 개발’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해식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고정된 음계나 선법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방편으로 여러 종류의 변화음을 활용하였다. 

또한 첫 해금독주곡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 파격적인 고음을 시도하여 

초기 해금창작곡에서 음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최초로 중음주법에 의

한 화음을 개발하여 해금의 연주기법 확대에 기여했다.

  이해식 해금 작품에서 리듬에 관한 특징은 ‘정박에서의 탈피를 위한 리

듬활용’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리듬활용’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해식의 1~3기 해금작품에는 겹리듬, 당김음, 다박자, 복박자 등을 통해 

고정된 박자나 리듬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통음악에서 착

안한 헤미올라와 지속음이 꾸준히 사용되었다. 나아가 민속악 장단의 헤미

올라 리듬을 통해 하이브리드 리듬이라는 새로운 리듬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해식의 1~3기 해금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전개방식은 ‘동형진

행’과, ‘반복과 변주수법’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작은 단위의 리듬형이나 

동기를 반복하는 동형진행과, 이 동형진행을 더 큰 단위로 발전시켜 주제

선율을 옥타브 위나 아래로 변주하여 반복하는 수법이 이해식의 1~3기 작

품에 다수 등장했다.  

  이해식 해금 작품에서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용은 ‘산조의 종지형’, 

‘민속악 시김새’,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불규칙한 농현’으로 나타났다. 1

기의 작품 중 ＜해금을 위한 상＞은 1악장 끝 부분에 단3도 상행하는 해

금 산조의 종지형을 차용하고, 2악장에는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음, 남도

계면조의 꺾는음과 같은 민속악적 시김새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이해식 해금곡에 사용된 불규칙한 농현은 중간의 음정이 2도를 넘는 깊은 



- 237 -

심도를 표현해야 하며 전통음악적 수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식 해금작품의 음악적 특징과 주요기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해식 해금곡의 실제연주에 있어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운지법과 

운궁법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운지법에서 음고 엑센트는 으뜸자리의 종류와 이동횟수를 최소한으로 하

며, 반복과 변주 수법은 원 선율과 변형선율의 으뜸자리와 운지를 통일하

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성과 변화음의 경우 가급적 유현에서 운지하여 

선명한 음색으로 표현한다. 

  운궁법은 이해식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전성, 중음주법, 엑센트는 

모두 가급적 좌방향 활이 아닌 우방향 활로 운궁하여 보다 선명한 음색으

로 강조해서 표현한다. 또한 강약이 대비되는 구간에서 강한 음량에는 우

방향 활, 긴 활, 속력이 빠른 활을 사용하며 약한 음량에는 반대 활을 적

용하여 다이나믹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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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식의 해금독주곡, 중주곡을 포함한 총 8곡의 해금

선율 분석을 통해 이해식 해금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금 작품을 세 시기로 분류한 후 각 시기별 

해금작품의 음악적 특징 및 주요기법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금 작

품 전체에 나타나는 종합적 특징과 이에 적합한 연주기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금 작품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각 시기별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기(1968~86)는 산조와 민요, 굿 등 민속악을 중요한 작품 소재로 삼

은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해금작품인 <해금을 위한 상>, <풍무>, 

<맥류>, <사마다>를 분석한 결과 음계와 선법은 탈 전통의 양상이 나타난 

반면, 시김새를 통해 전통적 색채를 극대화하였다. 이 시기 작품들은 전통

을 소재로 했으나 음계와 선법은 의도적으로 전통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보

였으며, 나아가 고정된 음계나 선법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음계나 선법을 대신하여 민속악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수

단으로는 불규칙한 농현,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미분음 등을 사용했다.

  제2기(1987~2009)는 춤과 바람을 중요한 작품 소재로 삼은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해금작품인 ＜바람의 여자＞와 ＜춤 불러내기＞를 분석

한 결과, 다양한 리듬패턴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음악요소 차용을 통해 춤

과 바람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여러 종류의 당김음

을 통해 춤의 리듬과 역동적인 에너지, 반복과 변주기법을 통해 춤의 동작

을 묘사했으며, 서양음악의 블루노트를 차용하고 라틴악기 봉고를 사용하

는 등 동서를 넘나드는 작품경향이 드러났다. 

  제3기(2009~현재)는 사색과 명상을 통한 순환 구조를 중요한 작품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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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은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해금작품인 ＜날듬＞과 ＜들듬＞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상반되는 음악요소를 번갈아 활용함으로써 순환 구조

를 표현하였다. 작곡가는 해금의 악기구조와 연주원리 자체를 이중구조로 

인식했으며, 해금을 통해 음과 양의 양립현상, 생명의 순환을 표현하기 위

해 음고 엑센트, 당김음, 헤미올라, 강약의 대비를 활용했다. 

  

  둘째, 이해식 해금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음계 및 

선율, 리듬, 전개방식,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음계 및 선율에 나타나는 특징은 탈 음계 및 탈 선법, 해금 창작곡 음역

의 확장과 중음주법의 개발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해식의 작품

은 공통적으로 고정된 음계나 선법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

개되었으며 그 방편으로 여러 종류의 변화음을 활용하였다. 1968년 발표

한 첫 해금독주곡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는 극단적인 고음을 시도하여 

해금창작곡의 음역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최

초로 중음주법에 의한 화음을 개발하여 해금의 연주기법 확대에 공헌했다.

  리듬에 나타나는 특징은 정박에서의 탈피를 위한 리듬활용과 전통음악에

서 착안한 리듬활용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겹리듬, 당김음, 다박

자, 복박자 등을 통해 고정된 박자나 리듬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나타났

으며,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헤미올라와 지속음이 꾸준히 사용되었다. 나아

가 민속악 장단의 헤미올라 리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하이브리드 리듬이

라는 새로운 리듬 체계를 개발하였다.

  전개방식에 나타나는 특징은 동형진행과, 반복과 변주수법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리듬형이나 동기를 반복하는 동형진행은 주로 작은 단위

에서, 반복과 변주수법은 이보다 더 큰 단위의 주제 선율에서 주로 활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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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요소의 수용 및 변용에 관한 특징은 산조의 종지형, 민속악 시김

새, 전성과 퇴성 및 추성, 불규칙한 농현의 차용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민속악의 종지형과 시김새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은 제1기의 ＜해

금을 위한 상＞으로, 이 작품에서는 산조의 종지형을 차용하고, 동음의 2

연음부 앞꾸밈음, 꺾는 음과 같은 민속악적 시김새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

다. 또한 제1~3기의 모든 작품에는 전성과 퇴성 및 추성을 활용하여 한국

음악적인 색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사용된 불규칙

한 농현은 시작과 끝 부분은 깊지 않으나 중간의 음정이 2도를 넘는 깊이

를 표현해야 하며, 역시 전통음악에서 착안한 요소로 나타났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해식 해금작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에 적합한 운지법과 운궁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지법은 음고 엑센트를 연주할 때 으뜸자리의 종류와 이동횟수를 최소

한으로 하며, 반복과 변주수법에서는 원 선율과 변형선율의 으뜸자리와 운

지를 통일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성과 변화음은 가급적 유현에서 운

지하여 선명한 음색으로 표현한다.

  운궁법은 전성, 중음주법, 엑센트를 연주할 때 가급적 우방향 활로 운궁

하여 선명한 음색으로 표현한다. 또한 강약이 대비되는 구간에서 강한 음

에는 우방향 활, 긴 활, 속력이 빠른 활을 사용하며 약한 음에는 반대 활

을 적용하여 다이나믹의 대비를 극대화한다.

  이해식은 전통에서 출발했으나 전통에서 탈피하였다. 나아가 동서양의 

음계나 선법⋅정박자나 정리듬, 즉 정형화된 음악어법에서 탈피하여 자신

만의 어법으로 자유롭게 작품을 전개했다. 그 결과 그만의 개성을 갖는 해

금 작품을 발표하고, 해금창작곡의 음역을 확장하였으며 새롭게 개발한 연

주기법을 소개함으로써 창작국악의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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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시기별 이해식 작품의 주요기법과 음악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해식 해금곡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연주기법을 고찰한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연주자들이 이해식의 해금작품의 이해와 실제연주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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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ic analysis of Lee Hae-sik’s 

Haegeum pieces

Cho Hye Lyung

        Major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musical features and playin

g techniques of Lee Hae-sik’s eight Haegeum pieces including Haeg

eum solo and quartet by analyzing its melody. Divided into three pe

riods of 1st, 2nd, and 3rd period based on the composition period a

nd the material of the work, these haegeum works were analyzed fo

r each perio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ale and melody of Lee Hae-sik’s Hae

geum works were represented by the de-scale and delineation meth

ods,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Haegeum original songs, and the 

development of the midtone method.  His work was developed in a 

way that was intentionally deviated from a fixed scale or line metho

d. In addition, by attempting extreme high notes in his first Haegeu

m solo song, <Shape for Haegeum>, he introduced a chord by the 

midtone method for the first time,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t

he playing technique of Hae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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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ee Hae-sik’s Haegeum's works, the characteristics of rhythm 

appear in two ways: rhythmic use to avoid a fixed beat and rhythm

s taken from traditional music. His works tend to escape from fixed 

beats through polyrhythm, multirhythm, and syncopation, and use ma

ny continuous tone and hemiola that were inspired by traditional mu

sic. Moreover, he developed a new rhythm system called hybrid rhy

thm through the hemiola rhythm of folk music.

  The development methods commonly used in Lee Hae-sik’s 1st to 

3rd Haegeum works appeared in two ways: motif repetition, and rep

etition and variation method. His works have used a number of moti

f repetition repeating small units of rhythm or motif, or developed it 

into a larger unit and varied the subject melody above or below oct

ave.

  In Lee Hae-sik’s works,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elements appeared as cadence pattern of Sanjo, Sigimsae 

from folk music, Jeongseong, Taeseong, and Chuseong, and the borr

owing of irregular vibrato irregular nonghyun. One of the first perio

d works the first works, <Shape for Haegeum>, borrows Cadence p

attern of Haegeum Sanjo, and folk musical Sigimsae  such as ornam

ent and Breaking note are introduced. In addition, the irregular nong

hyun used throughout his Haegeum works shows deep depth and ca

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raditional musical techniques.

  Considering these musical characteristics of Lee Hae-sik’s Haegeu

m works, the criteria of fingering and bowing techniques are as foll

ows.

  When setting the criteria for fingering technique, pitch accents mi

nimize the type and number of shifts of Position, and the iteration a

nd variation techniques focus on unifying Position and fingering of t

he original and varied melodies. In addition, Jeongseong and cha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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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ounds are fingered in Yoo-hyun to express them in clear tone.

  In terms of the bowing technique, all the important Jeongseong, C

hord technique, and accents in Lee Hae-sik’s Haegeum works shoul

d be right-bowed. Also, in the contrast zone, use the right bow, lon

g bow, and fast bow for strong notes, and apply the opposite to we

ak notes to stand out dynamics.

  In the abov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techniqu

es we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Lee Hae-sik’s Haegeum 

works. Lee Hae-sik developed his work in a unique way, breaking a

way from fixed scales, line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reate 

his work with his unique style, and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musical range of early Haegeum songs and development of vari

ous playing techniques.

  I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he performers to better understan

d the nature of Lee Hae-sik’s works and that it will be helpful in a

ctual performance.

                                                                    

keywords : Lee Hae sik, Haegum pieces, scale breaking, Play Tech  

            nique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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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작곡가 이해식과의 대담

1. 2019년 5월 30일자 대담

Q 선생님,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진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본래는 고등학교 때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했고, 고교 3년때 교내 발

표회에서 ＜진달래꽃＞이라는 가곡을 발표하기도 했어. 대학 때는 작곡과

에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작곡과 정원이 15명인데 16등을 하면서 작곡과

에 탈락하고 제2지망으로 서울대 국악과에 진학했어. 나중에는 그것이 오

히려 좋은 결과가 된것이지.

Q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발표하시고 수상하신 젓대독주곡 ＜산조＞, ＜가야

고를 위한 3악장＞ 등은 산조와 연관이 깊다고 알고 있는데, 재학시절 산

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건가요?

A 아무래도 그렇지. 이전에 어린 시절에 농요나 민요, 굿 음악을 자연스레 

듣고 체득한 적은 있어도 산조와 같은 음악은 대학 입학 후에 선배들이 열

심히 연마하고 연주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매료되었지. 그리고 나도 거

문고로 산조를 열심히 연습하곤 했어. 그러면서 대학 재학 중에는 산조를 

많이 공부하고 작품에도 반영하게 되었지.

Q 첫 해금 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1977)도 부제를 ‘이해식류 해금산

조’로 하셨는데, 이 때의 영향이 있겠네요.

A 그렇지. 해금을 위한 상은 산조에서와 같이 해금으로 할 수 있는 어려운 

테크닉을 모두 총동원한다는 느낌이었지. 



- 249 -

해금의 ‘상’, 말 그래도 카메라에 찍히는 ‘상’과 같이 해금을 사진 찍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작품이고, 포지티브와 네가티브의 대비를 생각하면 쉬워. 

예를 들면 이 곡에서 고음과 저음이 많이 오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

은 음역의 고음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지. 아주 덧줄이 많은 고음, 저음을 

사용해서 해금 소리를 사진 찍는다는 기분으로 작곡했지.

Q ‘이해식류 해금산조’라는 부제가 인상 깊은데요.

A 산조는 그 악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해

금을 내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탐구하고, 해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원시적인 소리나 음색, 여러 테크닉이라던가 이런것들을 끄집어내주자, 한 

것이지.

Q ＜해금을 위한 상＞에서의 중음주법은 최초로 시도하셔서 이후 작곡가

들에게도 영향을 주신것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도하신건가요?

A 그것은 이전에 없던 수법인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까, 악기들의 새로운 주법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 보니, 해금이 

두 줄이니까 두 줄을 같이 긁어서 내보자고 아이디어를 냈지. 해금이 할 

수 있는, 해금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 여러 가지 글리산도도 

그렇고 이 곡에서 해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지. 장구와의 헤

미올라 리듬도 그렇고.

Q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금을 위한 상＞에 헤미올라 리듬이 정말 많이 

나와요.

A 헤미올라는 우리 음악, 우리 장단의 진수야. 우리 장단이 헤미올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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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곡도 그렇고 내 작품에 헤미올라는 

많이 등장하지.

Q ＜해금을 위한 상＞에서는 긴 박 동안 지속음이 유지되고, 또 이 지속음

을 불규칙한 농현으로 수식하는데요. 선생님 작품에서 지속음의 의미는 무

엇인가요?

A 내가 가곡에 흥미를 갖고 연구해 보았어. 가곡을 다 사보를 해보니까, 

관현악 반주가 다 지속음이 아주 많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도 음악도 지

속음을 예술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해금을 위한 상＞ 에서는 지속음을 

많이 사용하고, 또 농현으로 더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렇게 한거지. 다른 

작품에도 지속음을 많이 쓰고, 또 내 작품에서 역할이 커.

Q 가곡에 관심을 갖고 사보하신 건 언제의 일인가요?

A 졸업한 이후에 KBS 다닐 때의 일이지. 그 때 낮에는 프로그램 만들고, 

밤에 작곡도 하고 바쁘게 지낼 때인데, 작곡 공부를 위해서 가곡을 사보해

보기도 하고 그랬어. 그 결과 지속음을 발견하고 그런 거지.

Q 선생님, 두 번째 해금독주곡 ＜사마다＞에서 SAMADA 가 퉁구스어로 

굿을 뜻한다는데, 퉁구스어를 사용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그것은 내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작품을 작곡한 이

후에 ‘굿’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목 붙일까를 고민하다가 단어 사전을 펴보

기도 하고, 그러다가 퉁구스어로  SAMADA라는 단어를 찾아내어 붙인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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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작품은 굿이 주제인데, 2악장은 다분히 춤적인 요소, 이를테면 4/4박

자와 빠른템포, 당김음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 alla tango라고, 탱고처럼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A 굿에는 춤이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서양춤에서 탱고음악이 많이 연

주되기도 하고. 내 음악에는 국적이 없으니 굿에 탱고춤도 나오는 거지. 

다양한 시도, 항상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다보니..

굿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굿이 주제라고 해서 어떤 지방의 굿 장단이나 

가락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내 작품 중에 단 한 개도 없어. ＜사마

다＞에서는 널뛰는 박자, 당김음 리듬, 그런 춤추는 듯한 선율로 굿의 신

명나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거지. 굿 장단이나 가락을 직접 쓰는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굿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거야.

Q ＜사마다＞의 1악장에는 정악적인 선율도 등장해서 흥미로워요. 의도하

신 건가요?

A 그것은 의도했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멜로디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

이지. 특히 정악이나, 민속악이나, 그 시기에도 그랬고 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지.

Q 사마다에는 짧은 구간에서 포르테와 피아노를 오가는 강약의 대비도 눈

에 띄어요.

A 춤을 으-싸/ 으-싸/ 추듯이 강약의 조절, 완급 조절하는 느낌을 주는거

야.

Q 선생님 작품에서 ＜사마다＞도 그렇고, ＜춤 불러내기＞에도 반복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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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법이 많은데요. 이것이 춤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A 그것은 내가 즐겨 쓰는 작곡 수법이기도 하고, 또 춤도 동작의 반복이거

든, 반복과 응용동작. 그래서 선율이 변주되고 반복되면 춤을 추는 것 같

은 그런 연상을 하게 하지. 춤은 그 자체가 베리에이션이야.

Q 변화음들은 어떤 효과와 의미인가요

A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리, 자

극 그런 것들을 찾다보니 사용하게 된거지. 예측하지 못한 음들이 나오면

서 그 느낌이 아주 자극적이거든. 또 변화음들을 거듭 쓰게 되면 정해진 

음계에서 탈출하는 방편도 되는 것이고.

Q 선생님, 춤에 입문하시고 오랜기간 취미활동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

해요.

A 사람은 본래 뱃속에 잉태되고부터 말보다 몸짓을 먼저 하는 법이지. 춤

은 이 몸짓에서 시작해서 그냥 원래 타고 나는 거야. 춤이 말보다 더 중요

해.

Q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게 언제이고 얼마나 계속하셨나요?

A 졸업하고 KBS를 다니면서 1986년경부터 10년 이상 춤을 배웠어. 일주

일에 한번 가량 댄스 스포츠를 했지. 아내와 함께 다니기도 하고. 같이 대

회도 나갔어. 

Q 춤은 선생님의 작품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253 -

A 춤은 취미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즐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작곡활동을 

위해서, 작곡에 도움이 되려고 시작한 이유가 더 컸어. 책으로 글로만 배

우는 게 아니라 그 춤의 리듬, 에너지를 내 몸으로 체득하고 싶어서 입문

하게 된 것이야. 

꼭 춤의 리듬패턴만을 곡에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춤을 출 때의 에너

지와 생기, 그때의 여러 가지 감정도 작품에 이용하고, 내 작품에 그래서 

춤이 빠질 수가 없지.

Q ＜춤 불러내기＞에서도 재즈에서의 블루노트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궁금

해요

A 그 또한 새로움의 추구야. 어떻게 하면 늘 새로울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것들도 그렇게 가져와 보는 거지. 변화음을 쓰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서 확장되고, 블루노트도 사실 변화음으로 만들어진 것

이기 때문에...

Q 2010년에는 날듬, 들듬, 넘듬으로 순환구조 시리즈의 3부작을 발표하셨

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작곡경향을 표방하신 배경이 궁금해요. 당시의 철

학이라던가요.

A 항상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중구조에 심취해있었

어. 나는 항상 작품을 쓰기 전에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 거기에

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작품을 쓰고.

언어의 이중구조도 그렇고, 우리 전통 가옥 문의 미닫이, 빼닫이, 열고 닫

다, 빼고 닫다 이런 것들. 이게 이중구조이지만 결국 하나를 가리키는 거

야. 말은 두 개이지만 행위는 하나야.

그런것들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순환구조 시리즈 작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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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금도 이중구조와 관련이 있나요?

A 해금은 악기 연주 그 자체로 이중구조야. 활을 넣고 빼는 것, 왼손을 펴

고 당기는 것, 그것에서도 착안을 한 것이지.

Q ＜날듬＞이나 ＜들듬＞에서 이 넘나듬, 명암과 대비를 표현한 것은 어떤 

장치인가요?

A 음량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한다거나, 또 고음과 저음이 넘나드는 것도 

여기서 명암이고 대비지. 헤미올라도 그렇고. 농현이 있다가 없다가, 활을 

넣었다 뺐다가 그런 것들도 다 넘나드는 행위야. 

Q ＜날듬＞에서 마지막에 해금 연주자가 장구를 치면서 끝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A 그건 그냥 내 아이디어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한번 시도

해 보자 한것이지.

Q 이 때를 기점으로 순환구조 시리즈, 또 ＜실크로드 탐색＞이라는 곡도 

그렇고 철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A 아무래도 한창 바쁘던 예전보다 시간 여유도 많고 책 읽고 생각에 잠기

는 시간도 많아졌지. 또 이제내 곡에 항상 굿이나 춤이나 그런 것들은 많

이 보여줬으니까 또 새로운 걸 찾아나서는 과정인거지.

Q ＜해금을 위한 해궁＞은 어떤 작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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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금합주곡인데, 해금의 집, 해금모음곡이야. 춤이랑도 연관이 깊은 곡

이고. 8개가 다 춤곡이야. 해낭고사랑 연관이 깊어.

Q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해금은 어떤 악기인가요?

A 해금은 아주 특수악기야. 그 소리 자체가, 음색이 국악기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악기야. 

작곡할 때도 그런 것에 아이디어를 두고 쓰지.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

가.

Q 변화음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와 효과인가요?

  

A 조바꿈의 의미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아. 장면의 전환이지. 곡 안에

서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거야, 단조롭지 않게, 새로움을 추구해서.

Q 선생님 작품에 공통적으로 전성, 퇴성 등이 많이 등장해요.

A 그것은 국악적인 느낌을 위해서지. 전성과 퇴성은 우리 음악에 아주 특

징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을 통해 국악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거지. 

Q 헤미올라도 선생님 작품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A 헤미올라만 알아도 우리 음악장단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

니야. 헤미올라가 우리 음악장단의 그 자체야. 그래서 헤미올라를 즐겨 사

용해. 

Q ＜해금을 위한 상＞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고, 또 날듬이나 들듬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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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려진 농현이요, 어떤 의도인가요

A 그것은 연주자가 표현을 잘해야 해. 서양식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처음

에는 깊지 않게 시작해서 점점 아주 격하게 해야 하고, 또 음정도 하나 위

의 음 혹은 그것도 넘게 해서, 깊이를 보여주는 거지. 

                        

2. 2019년 8월 5일자 대담

Q 선생님, 작곡가 이해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작곡가로서 이해식 스타일은?

A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토속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어. 시골에서 굿이나 

농악이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자라면서 그 음악들이 다 내 

안에 들어 있지. 그래서 항상 내 작품의 저변에는 전통적인 소재들이 있

고, 또 춤과 바람도 결국 전통에서 나온거야. 그런데 또 작곡기법상으로는 

전통에서 탈피하려고 아주 애를 써. 음계도 일부러 하나로 정의되거나 국

한되지 않게 어긋나고, 전통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 전통적인 음계나 선법

이나, 그런 것들을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가져다 쓴 것은 거의 없어.

전통에서 출발하여 전통을 탈피-그를 통한 작곡영역의 확장, 연주기법의 

확대, 나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흡족하겠어. 모든 변주는 전통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야.

Q ＜맥류＞에서 12/8박에서 중모리 풍으로-라고 하셨는데, 보통 12/4박을 

중모리로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쓰신 걸까요?

A 그렇게 따져보면 꼭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진양을 보통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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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니까, ＜맥류＞에서도 다 통일해서 ♪기준으로 중모리도 12/8로 해 

본 것이야. 우리 선조들은 진양은 8분음표 단위로, 중모리는 4분음표로 했

는데, 나는 ＜맥류＞에서는 내 멋대로 그냥 같은 8분음표 계통으로 통일해

서 가는거야.

Q 또, ＜맥류＞가 시나위를 기반으로 하는데 시나위에 보통 쓰이는 굿거

리, 자진모리가 아니라 쓰이지 않는 중모리, 중중모리 풍으로-가 등장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A 그것도 그냥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전개해본 것이야. 전통시나위와 다

른, 내 멋대로의 시나위야.  해금을 위한 상이 이해식류 해금산조이듯이, 

＜맥류＞는 이해식만의 시나위야. 시나위의 정신을 가져와 본것이지, 꼭 

시나위에서 쓰이는 선법이나 음계나, 장단을 쓰는 것은 아니야.

Q ＜맥류＞에서는 정확한 템포 지정이 없고 중모리 풍으로, 중중모리 풍으

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A 그것은 연주자들이 임의로 그 정도의 템포에 기하여 연주하면 되는 것

이지.

Q ＜맥류＞의 음계를 보면 사실상 시나위의 음계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

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A 그 때는 특히 내가 젊을 때라 더욱 내 개성을 추구할 때야. 지금 만일에 

시나위를 소재로 쓰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기도 하네(웃음). 그

때는 나만의 시나위를 만들고 싶었어. 시나위가 소재이지만 오히려 전통음

계에서 더 탈피하고 벗어나려고 애썼지. 떠는 음이라던가 본청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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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적인 직접적인 시김새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이해식만의 현대적인 

시나위, 이해식 스타일 시나위라고 해주면 좋겠어. 

Q ＜맥류＞에는 동일한 선율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까요?

A 그것이 전통 시나위의 정신이지. 시나위는 항상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즉

흥적으로 흘러가면서도 그 안에 우주의 질서가 있어. 그런 자유로움 속에

서의 질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본 것이야. 그래서 반복과 변주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아.

Q ＜맥류＞에서 해금의 네잇단음표가 거듭 등장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

을까요?

A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리듬의 변화, 새로움.

Q ＜풍무＞의 첫거리, 징굿, 뒷거리, 이런 용어들이 궁금합니다.

A 징굿이 본격적인 굿이지. 첫거리는 부정거리라고 해야하나, 굿을 준비하

는 과정이자 인트로 같은 것이고. 뒷거리는 이제아웃트로 같은거지, 굿을 

마무리하는 단계.

Q ＜풍무＞에서 메기고 받는 소리는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인가요?

A 메기는 소리는 성악전공이나 노래 가장 잘하는 사람 1인이 하고, 나머

지 기악 연주자들, 피리, 해금, 단소 연주자들이 다 같이 받는 소리를 했

어. 노래의 일부가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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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풍무＞에서 해금을 두 대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 해금 두 대를 통해서 소리도 풍성하게 내고, 또 일부러 해금 두 개가 불

협화음도 내고 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소리의 그림자를 만든 거

야. 이색적인 소리, 소리의 질감을 추구한거지. 

그리고 또 해금1, 해금2가 주고받는 선율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들을 위해 두 대 편성한 것이지.

Q ＜풍무＞도 앞의 곡들처럼, 음계를 정의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A 내 곡에서 음계가 어떻다, 선법이 어떻다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 전

통적인 음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의 음계 무슨 B메이저 A마이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분석에 굳이 필요하다면 중요하게 출현하는 음들을 그려서 넣어주면 

그게 더 좋겠어. 

처음에 곡을 써 나갈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조표와 

음계가 있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러 어긋나며 나 혼자만의 감각

과 개성으로 자유롭게 전개해나가는 것이 핵심이야. 그것이 이해식 스타일

이야.

Q 선생님, 그러면 초기 해금곡인 ＜해금을 위한 상＞에서 중려 중심 계면

조, 황종 평조를 악곡해설(작곡 노트)에 언급하셨는데요. 실제출현음이 이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고 또 그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A 해금을 위한 상은 내 첫 해금독주곡이고, 처음 곡을 구상할 때는 어떠

한 기준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중려 중심 계면조, 황종 평조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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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발했지. 그러나 실제곡을 써 나가면서는 의도적으로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 곡에 항상 변화음이 그래서 나와. 그리고 

변화음을 많이 쓰고 과장되게 쓰다 보면 처음에 기준점을 두었던 그 조성

은 희미해지게 되는 거야. 사실상 중려 계면조, 황종평조가 아니게 되는거

지. 

Q ＜바람의 여자＞에서 복박자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장구는 12/8, 다른 

기악은 4/4로 진행되는데요.

A 결국은 같은 4박으로 가는 건데, 기악은 2(♩)로 가고, 장구는 3(�)으

로 가면서 2:3을 만들어 본 것이지. 어긋남, 엇갈림 속에서 긴장되고 생동

감이 넘치고, 전형적이지 않은, 뻔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주고 싶었던 것

이지.

Q ＜바람의 여자＞에서 다른 악기들이 반주 역할을 하고, 피리솔로와 해금

이 유니즌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해요.

A 3악장에서 갑자기 해금이 피리와 함께 유니즌으로 솔로선율을 연주하는 

것은 작품을 전개하는 또 하나의 기술인데, 솔로피리 혼자 연주하기 보다 

다른 악기와 같이 하는 것이 더 재미있겠다 싶었지.

바람의 여자는 결국 무녀야. 그런데 실제굿에서 보면 피리가 중요한 역할

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피리로 정해졌어.

그런데 정악에서도 그렇고 민속악에서도 그렇고 피리와 비슷한 선율을 연

주하거나 주고받거나 빈 곳을 채워주고 하는 게 해금이야. 그런 역할을 생

각해서도 3악장에서 피리와 함께 연주하기로 해금이 좋다 싶었고, 또 내 

작품에 피리와 해금곡이 많기도 해, 둘 다 내가 좋아하는 악기야. 그래서 

3악장에서는 솔로피리와 해금이 같은 선율로 연주를 해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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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의 곡들을 분석하면서 보면 시기별로 소재는 다르지만, 결국은 당

김음, 복잡한 박자들, 변화음 이런 것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

오기도 하고요. 음고엑센트 같은 경우는 1기에 나오다가, 2기에는 없고 3

기에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기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나

요?

A 그것은 다 내가 즐겨 쓰는 작곡의 기법이지. 자꾸 말하게 되지만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복잡한 리듬이나 음정을 쓰지만 또 익숙

해지면 내 곡이 연주하기 어렵지만은 않아. 소재도 제목도 항상 다양하게 

달리하려고 궁리하고 노력했고...기법은 같아도 다 나름대로 각각의 곡들마

다 그 소재를 표현하고 그려나가는 도구야. 

Q 후기 작품인 ＜날듬＞, ＜들듬＞에서는 불규칙한 농현이나 중음주법, 음

고 엑센트처럼 2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1기의 기법들도 다시 쓰이고, 또 

＜들듬＞ 같은 경우 아예 박자도 없이 진행되구요. 이 두 작품을 조금 어

렵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A 그 곡들은 둘 다 해금만 나와. 장고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해금 연주

자가 혼자 연주하다가 마지막에 타악기를 쳐서 끝내는 것만 있어. 그 때 

곡을 쓸 당시에는 해금을 그 자체로 이중구조라고 보고, 음과 양, 우주의 

질서, 생명의 순환, 그런 것들을 해금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많

은 기법들을 욕심내서 쓴 것 같기도 하네. 박자가 없이 흘러가는 것도 그

저 자유로움,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자유로움을 그려 나가

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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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10월 5일자 대담

Q 선생님의 해금 작품들을 분석해서 중요한 음악적 기법을 찾아내고, 그 

기법들을 잘 표현하기 위한 운지법과 운궁법을 찾는 작업에 있는데요. 작

곡가로써 선생님의 작품의 연주법에 대한 큰 틀이라던가 연주자들에게 바

라시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A  나는 전적으로 연주자에게 일임하고 싶어. 그것은 그 사람만의 해석이

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음정이나 박자, 프레이즈, 그런 것들이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정답은 없는 거야. 

Q 그러면 각 작품마다 중요하게 나타난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연주자 나름대로 운지법과 운궁법을 정하면 될까요?

A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 곡에 당김음이 많은데 당김음을 잘 살리려면 어

떤 운지법이 좋다던가,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따라주면 더 좋겠지.

Q  기법 중에 전성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음반 내면서 춤사리기 렛슨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좀 더 선명하고 야성적으로, 강

하게 굴려달라고 주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성을 안줄로 연주했을 

때 보다 바깥 줄에서 연주했을 때 더 선명해서 좋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곡의 전성도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A 그렇지. 그 음은 거의 2도 차이가 나게 강하게 굴려줘야 하고, 음색도 

또렷하게 잘 들렸으면 좋겠어. 악보에 표기된 기본적인 강약은 지켜야 하

지만, mp나 p이더라도 음색 자체는 선명하면 좋겠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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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복과 변주 기법의 경우에요. 

옥타브 위나 아래에서 반복되는 선율의 경우 같은 현, 같은 자리에서 소

리내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A 선율의 1마디 3박을 유현3지에서 냈다면 옥타브 위인 A’선

율의 1마디 3박도 같은 유현3지로 통일하는 식으로요.

A 아무래도 음역이 다르면 음색 자체도 달라지니까, 같은 선율이라는 느

낌이 살려면 그렇게 섬세하게 고려해주면 더 고맙겠지. 

Q 운궁도 통일하는 게 좋지요?

A 응, 같은 선율의 반복할 경우 빼는 활과 넣는 활 방향이 같으면 더 통일

되겠지. 그러나 너무 복잡스러우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아. 

Q 변화음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

게 안줄에서 표현하는 것과, 바깥 줄에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표현이 

좋을까요?

A 후자가 낫게 들리네. 두 번째 것.

Q 선생님, 엑센트도 해금의 경우에는 우방향 운궁이 더 효과적인데요. 혹

시 바람의 여자 13~16마디 같은 경우에, 우방향 운궁으로 엑센트를 하기 

위해서 프레이즈를 과감하게 버리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좌방향 활로 가더

라도 전체 프레이즈는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엑센트를 살리는 것이 좋기는 한데..내 곡에서 엑센트가 중요하거든. 그

러나 이 프레이즈 같은 것도 중요해. 그래서 왠만하면 혜령이 말대로 우방

향 운궁으로 가지만, 프레이즈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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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이해식 작품목록

                       

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1.

젓대

독주곡 

산조

독주곡

대금 김정수, 장고 

김정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리사이틀홀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콩쿨 

입상작품

1968.

08.17

Op.2. Piano trio 중주곡

바이올린 장희자, 

첼로 이창우, 피아노 

장인정, 서울 

동아일보사

제5회 

동아음악콩쿨

서양작곡 

당선작품

1968.

11.05

Op.3.
가야고를 

위한 3장
독주곡

가야금 심영인, 장고, 

김정수, 서울 

동아일보사

제5회 

동아국악콩쿨 

국악작곡 

당선작품

1968.

11.05

Op.4.

Torso of 

cello and 

Piano

중주곡
첼로 이창우, 피아노 

변화경.

KBS 라디오 

제2방송

1969.

01. 

?144)

Op.5.
김소월-진

달래꽃
가곡

소프라노 방경숙, 

피아노 변화경

KBS 라디오 

제2방송

1969.

01.?

Op.6.
김소월-맘 

캥기는 날
가곡

소프라노 방경숙, 

피아노 변화경

KBS 라디오 

제2방송

1969.

01.?

Op.7.
김소월-두 

사람
가곡

바리톤 이무웅, 

피아노 변화경.

KBS 라디오 

제2방송

1969.

01.?

Op.8.
박목월-나

그네
가곡

바리톤 이무웅, 

피아노 변화경

KBS 라디오 

제2방송

1969.

01.?

Op.9.
노천명-임 

오시던 날
가곡

소프라노 방경숙, 

피아노 변화경

KBS 라디오 

제2방송

1969.

01.?

Op.10.

가야금 

독주곡 

흙담

독주곡

가야금 심영인, 

장고 김정수, 

명동 국립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0회 

정기연주회

1969.

11.04

Op.11.

가야금 

독주곡 

구름터

독주곡

가야금 심영인, 

장고 김정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리사이틀홀

심영인 

졸업연주회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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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로 표기한 것은 작곡자 본인이 기록해 두지 않아 분명치 않은 일시이다. 

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12.

국악

관현악 

당산

관현악
지휘 한만영, 

명동국립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1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0.

11.16

Op.13.
Contrast 

and Frisk
중주곡

클라리넷 김동진, 

피아노 김세정, 징 

최승준, 

명동 국립극장

제3회 

서울음악제당선

작품

1971.

10.05

Op.14.

국악

관현악 

원풍

관현악

지휘 한만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2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1.

11.03

Op.15.

국악

관현악 

춤거리

관현악

지휘 한만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3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3.

06.01

Op.16.

인형극 

호랑이와 

두 남매

관현악

지휘 한만영, 연주 

서울시립국악관현악

단, 국립극장 대극장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4.

11.05

Op.17.

국악

관현악 

탑원

관현악

지휘 한만영,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4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4.

11.20

Op.18.

국악

관현악과 

합창 

뜰모리

관현악
지휘 한만영,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7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6.

10.16

Op.19
허민

-광무월
가곡

알토 백남옥, 북 

이세환, 국립극장 

소극장

한국문화예술진

흥원 위촉작품

197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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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20.

국악

관현악과 

합창 밧삭

관현악

객원지휘 이성천, 

연주 

서울시립국악관현악

단, 서울 시민회관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1976.

12.07

Op.21.

Clarinet 

Quintet 

Clay 

Statues

중주곡

클라리넷 고광설, 

바이올린 우숙설 

우광제, 비올라 

김순원, 첼로 도완녀, 

한국일보사 강당

4인작곡발표회
1977.

06.21

Op.22. 세악 사위 합주곡

국립국악원 연주단, 

KBS 라디오 

제1방송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위촉작품

1977.

07.?

Op.23.

가야고 

독주곡 

별풍류

독주곡

가야금 박정희, 장고 

박문규, 국립극장 

소극장

박정희 가야금 

독주회 

위촉작품

1977.

10.07

Op.24.

국악

관현악 

사위 

제2번

관현악

지휘 한만영, 

서울시립국악관현악

단, 서울 시민회관 

별관

서울시립국악관

현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1977.

10.19

Op.25.

해금 

독주곡 

해금을 

위한 상

독주곡

해금 양경숙, 장고 

최지애, 국립극장 

소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9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7.

11.30

Op.26.

국악

관현악 

원심과 

구심

관현악

지휘 김용만, 연주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 

제12회 

한국음악창작발

표회

1978.

05.30

Op.27.

국악

관현악 

승천

관현악

지휘 한만영,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립극장 소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0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78.

10.11

Op.28.
중주곡 

삼위위상
중주곡

가야금 성심온, 대금 

최삼범, 장고 최지애,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신국악 

예술인회 

2인연주회 

위촉작품

1979.

10.22

Op.29.

실내악 

바람의 춤 

풍무

실내악
지휘 김용만, 

국립극장 소극장

미래악회4 

작곡발표 

위촉작품

197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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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30.

국악

관현악 

해동신곡

관현악

지휘 김용만, 연주 

국립국악원 연주단,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 

한국창작음악발

표회 위촉작품

1979.

08.02

Op.31.

국악 

관현악과 

합창 

두레사리

관현악

지휘 김용진, 연주 

서울시립국악관현악

단, KBS 다리오 

제1방송

한국방송공사 

창립 7주년 

기념 위촉작품

1980.

03.03

Op.32.
실내악 

맥류
실내악

연주 국립국악원 

연주단,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 

제13회 

한국음악창작발

표회 위촉작품

1980.

12.03

Op.33.
실내악 

삼굿
실내악

오보에 임종면, 

퍼커션 최창호,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음악회

1981.

05.06

Op.34

가야금 

독주곡 

달구벌 

소리

독주곡

가야금 조난형, 장고 

정미화,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한국음협 

대구지회 제8회 

한국음악의 밤 

위촉작품

1981.

11.10

Op.35
박목월 

이별가
가곡

노래 최명용, 피아노 

강중수,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최명용 교수 

가곡의 밤 

위촉작품

1982.

11.01

Op.36.

실내악 

관을 위한 

류

실내악

피리 곽태천 김관희, 

요령 홍선국, 징 

방승환, 북 김기동,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 

제17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위촉작품

1983.

05.17

Op.37.

중주곡 

압량벌

소리

중주곡

가야금 여은옥 

문지숙, 장고 정명애, 

영남대학교 대강당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제2회 

국악과 

연구발표회 

위촉작품

1983.

10.05

Op.38.

국악

관현악 

들굿

관현악

지휘 이성천,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립극장 소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5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3.

11.05

Op.39.

혼성합창 

아부레이

수나

합창

지휘 최홍기, 연주 

서울시립합창단,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제15회 

서울음악제위촉

작품

198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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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40.

국악

관현악 

산굿

관현악

지휘 이성천,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립극장 소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6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4.

10.26

Op.41.

피리를 

위한 

호드기

독주곡

피리 박문규, 장고 

하주화, 국립극장 

소극장

신국악예술인회 

제7회 

창작국악발표회 

위촉작품

1984.

11.13

Op.42.
가곡 

그 여자
가곡

바리톤 조덕복, 

피아노 추승옥, 

경성대학교 연주홀

이영순 조덕복 

2인 음악회 

위촉작품

1984.

11.27

Op.43.

연극 

달아달아 

밝은달아

연극음

악

극단 우리무대,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제2회 

대구연극제위촉

작품

1985.

03.20

Op.44.
혼성합창 

왕의 왕
합창

지휘 김광일,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부산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

1985.

03.30

Op.45.

국악

관현악과 

합창 

어방굿

관현악

지휘 이의경,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

단,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5.

09.16

Op.46.

국악

관현악과 

합창 

향발굿

관현악

지휘 이성천,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7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5.

09.27

Op.47.
심인택

-시련
가곡

노래 조덕복, 대구 

어린이회관꾀꼬리 

극장

조덕복 독창회 

위촉작품

1985.

11.04

Op.48.

해금

독주곡 

사마다

독주곡

해금 강사준, 장고 

박문규, 국립국악원 

소극장

국립국악원 

제67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1985.

12.06

Op.49

국악

관현악 

대굿

관현악

지휘 김정길, 연주 

국립국악원 연주단,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국악원 

제23회 

한국음악창작발

표회 위촉작품

198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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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50.

거문고 

독주곡 

술대굿

독주곡

거문고 채주병, 장고 

박종설, 국립극장 

소극장

한국창작음악연

구회 제5회 

발표회

1986.

03.17

Op.51.

국악

관현악을 

위한 

굿 연습

관현악

지휘 이해식, 연주 

영남대학교 국악과, 

대구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제5회 

국악정기연주회

1986.

06.04

Op.52.

국악

관현악과 

합창 종굿

관현악

지휘 이성천,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8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6.

09.11

Op.53.
굿을 위한 

피리
독주곡

피리 배양현, 장고 

정명회,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제5회 

달구벌축제대구

음악제위촉작품

1986.

09.22

Op.54.
무용조곡 

흙

무용음

악

지휘 이해식, 연주 

황규상 외 6인, 

호암아트홀

정귀인 

현대무용발표회 

위촉작품

1986.

12.13

Op.55.
춤을 위한 

협주피리

관현악

(협주

곡)

지휘 이의경, 피리 

박인기,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

단,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7.

05.04

Op.56.

국악

관현악 

디스코

관현악

지휘 이해식, 대구 

어린이회관꾀꼬리 

극장

영남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국악정기연주회 

초연

1987.

05.20

Op.57
가곡 

가슴소리
가곡

지휘 김정수, 노래 

송창식, 반주 

한국창작음악연구회, 

국립극장 소극장

KBS FM 제9회 

FM국악무대 

위촉작품

1987.

11.30

Op.58.

피리와 

타악기를 

위한 

꼭두각시 

놀음

독주곡

피리 문정일, 타악 

강호중, 국립국악원 

소극장

KBS FM 

민요변주곡을 

위한 제13회 

FM국악무대 

위촉작품

198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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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59.

가야고 

독주곡 

줄풀이 

제1번

독주곡

가아금 홍재동, 장고 

정회석, 국립국악원 

소극장

KBS FM 

제14회 

국악무대 

위촉작품

1988.

11.30

Op.60.

국악

관현악 

춤을 위한 

지와 간

관현악

지휘 이상규, 연주 

KBS국악관현악단,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KBS국악관현악

단 제22회 

정기연주회

1988.

11.30

Op.61.
무용음악 

갈숲

무용음

악

부산현대무용단,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

제11회 

대한민국 

무용제부산현대

무용단 

위촉작품

1989.

10.20

Op.62.

국악

관현악 

춤을 위한 

국악연습

관현악

지휘 이해식, 연주 

대구시립국악단,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대구시립국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89.

10.30

.

Op.63.

무용음악 

춤을 위한 

두 사람의 

연주

무용음

악

알토 색소폰 최봉학, 

퍼커션 김영윤, 

국립극장 소극장

미래악회 

제14회 

작곡발표회

1989.

11.01

Op.64.

18현금 

독주곡 

줄풀이 

제2번

독주곡

가야금 지애리, 장고 

김선옥,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

제21회 

서울음악제위촉

작품

1989.

11.07

Op.65.

피리

독주곡 

춤피리

독주곡

피리 강호중, 타악기 

이준호, 국립국악원 

소극장

강호중 

피리독주회 

위촉작품

1989.

11.15

Op.66.

국악

관현악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관현악

지휘 박범훈, 연주 

중앙국악관현악단, 

호암아트홀

중앙국악관현악

단 제7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1990.

04.30

Op.67.

국악

관현악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제2번

관현악
지휘 장명화,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제10회 

대한민국 

국악제위촉작품

199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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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68.

무용음악 

가문날의 

꿈

무용음

악

안무 김은이,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

제12회 

서울무용제위촉

작품

1990.

10.16

Op.69.

국악

관현악 

춤을 위한 

부새바람

관현악

지휘 김영동,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

단, KBS홀

제11회 

대한민국 

국악제위촉작품

1991.

09.17

Op.70.

국악

관현악 

젊은이를 

위한 춤의 

말

관현악

지휘 강사준,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33회 

국악정기 

연주회 

위촉작품

1991.

11.04

Op.71.

가곡 꽃을 

바치는 

노래

가곡 KBS FM 라디오

KBS FM 특집 

음악과 역사 

위촉작품

1991.

12.?

Op.72.

피리와 

실내악 

바람의 

여자

실내악
피리 문정일, 지휘 

이상규, KBS홀

KBS국악관현악

단 제49회 

정기연주회

1992.

04.23

Op.73.

국악

관현악 

길춤

관현악

지휘 곽태천, 연주 

영남대학교 국악과,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립 

10주년 

기념연주회 

위촉작품

1992.

06.03

Op.74.
가곡 

애원성
가곡

베이스 김인수, 

피아노 박희숙, KBS 

라디오

KBS FM 특집 

창작가곡의 

향연 위촉작품

1992.

07.30

Op.75.

국악

관현악 

성주춤

관현악

지휘 이상규, 연주 

KBS 국악관현악단, 

국악고등학교 우륵당

국악 

중고등학교 

준공기념 

국악제위촉작품

1992.

10.07

Op.76.

Piano독주

곡 The 

Junction

(정선)

독주곡
피아노 김민숙, 

KBS홀

KBS FM 

한국작곡가를 

위한 제66회 

FM 콘서트 

위촉작품

199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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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77.

국악

관현악 

춤맞이

관현악
지휘 강사준, 연주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제37회 

한국음악창작발

표회 위촉작품

1993.

06.11

Op.78.
민들레 

날고

국악가

요

노래 홍순관,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극장

홍순관의 

우리노래 

콘서트 민들레 

날고

1994.

07.21

Op.79.
피천득

-꿈

국악가

요

노래 홍순관,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극장

홍순관의 

우리노래 

콘서트 민들레 

날고

1994.

07.21

Op.80.
김준태

-고향

국악가

요

노래 홍순관,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극장

홍순관의 

우리노래 

콘서트 민들레 

날고

1994.

07.21

Op.81 묵은 옷
국악가

요

노래 홍순관,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극장

홍순관의 

우리노래 

콘서트 민들레 

날고

1994.

07.21

Op.82. 풍경
국악가

요

노래 홍순관,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극장

홍순관의 

우리노래 

콘서트 민들레 

날고

1994.

07.21

Op.83.

김관식

-해 

넘어가기 

전의 기도

국악가

요

노래 홍순관,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극장

홍순관의 

우리노래 

콘서트 민들레 

날고

1994.

07.21

Op.84.

단소와 

18현금 

기도

중주곡
단소 이준호, 가야금 

이지영

이해식 

국악작곡집 CD 

수록

1994.

07.21

Op.85.

18현금 

독주곡 

금파람

독주곡

가야금 이지영, 장고 

박환영, 국립국악원 

소극장

이지영 가야금 

독주회 

위촉작품

1994.

10.28

Op.86.

풀륫과 

18현금을 

위한 춤터

중주곡
풀륫 김희숙, 18현금 

이지영, KBS홀

KBS FM 

제36회 

FM국악무대 

위촉작품

1994.

11.16



- 273 -

작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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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87.
피천득 

시내
가곡

바리톤 조덕복, 대구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

바리톤 조덕복 

독창회 

위촉작품

1995.

05.09

Op.88.
임병호

-그림자

국악동

요

지휘 이상규, 노래 

백민성, 반주 카톨릭 

우리소리 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 ‘96 

국악동요제위촉

작품

1996.

11.01

Op.89
3중주 

춤바래기
중주곡

해금 윤문숙, 가야금 

송안나, 거문고 

장은선, 국립국악원 

우면당

한모음 3중주단 

제2회 발표회 

위촉작품

1997.

06.13

Op.90.

피리

합주를 

위한 

춤피리

중주곡

지휘 이준호, 연주 

경기도립국악단, 

국립국악원 우면당

국립국악원 

1997 

피리역사축제“

현대 피리 

작품세계”

1997.

10.17

Op.91. 그 여자 가곡

지휘 김덕기, 

소프라노 윤인숙, 

연주 KBS 교향악단, 

KBS홀

KBS FM 특집 

신작가곡

1997.

10.30

Op.92.

국악

관현악과 

독창 

새취풍형

관현악

지휘 김철진, 노래 

이정규.김병오, 연주 

국립국악원 

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 

제47회 

한국음악창작발

표회 

＜우리노래 

새롭게 

만나기＞

1998.

06.18

~19

Op.93.

해금

합주곡 

해궁

중주곡

연주 

경기도립국악단,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 

1998 

해금역사축제위

촉작품

1998.

09.23

Op.94.

거문고 

독주곡 

고춤

독주곡

거문고 허윤정, 장고 

유경화, 국립국악원 

우면당

허윤정 거문고 

독주회 

위촉작품

1998.

09.28

Op.95.

화현 

거문고 

독주곡 

고풀이

독주곡

화현금 이재화, 장고 

강호중, 국립국악원 

우면당

임전금회 

창단연주회 

위촉작품

199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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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96.

관현악과 

독창 

등장춤

관현악

지휘 김철호, 노래 

김병오, 연주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 

제48회 

한국음악창작발

표회 “새가락 

삼일야” 

위촉작품

1998.

11.06

Op.97.
2중주 

바람터
중주곡

풀륫 김희숙, 가야금 

지애리, KBS홀

KBS FM 

제45회 

국악무대 “25현 

가야금 대축제” 

위촉작품

1999.

06.12

Op.98.

국악

관현악을 

위한 

디스코

관현악

지휘 임평용, 연주 

KBS 국악관현악단, 

KBS홀

KBS 

국악관현악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1999.

07.15

Op.99.

해금 

독주곡 

춤사리기

독주곡

해금 안희봉, 장고 

김상순,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연구회 네 

번째 연주 “99 

해금연주회” 

위촉작품

1999.

10.27

Op.100.
중주곡 

달춤
중주곡

클라리넷 정희주, 

25현금 김방울,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

김용진 교수 

회갑기념 ‘99 

한양국악제위촉

작품

1999.

11.03

Op.111.

양금 

2중주 

두 대의 

양금을 

위한 

Prepared

중주곡
양금 김경희, 

국립국악원 우면당

김경희 

양금독주회 

위촉작품

2000.

05.17

Op.112

피아노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춤두레

관현악

지휘 임평용, 피아노 

서재희, 연주 KBS 

국악관현악단, 

KBS홀

KBS 

국악관현악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00.

09.21

Op.103.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춤두레

중주곡

피아노 서재희, 봉고 

박보형, 꽹과리 

이승훤, 장고 이수정, 

북 김문섭, 징 

박은혜, 연강홀

미래악회 

제25회 

정기발표회

200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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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104
춤 

불러내기
중주곡

해금 최희연, 가야금 

원영실, 봉고 김웅식, 

국립국악원 우면당

원영실.최희연 

이인음악회 

위촉작품

2000.

09.22

Op.105.

25현금  

독주곡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깔

독주곡
가야금 김민주, 금호 

리사이틀홀

금호갤러리 

영재콘서트 

김민주 가야금 

이야기 그 두 

번째 위촉작품

2000.

11.07

Op.106.

국악

관현악 

소리살이

관현악

지휘 이용탁, 연주 

중앙국악관현악단, 

동숭홀

한국국악협회 

2000 

국악작곡축제위

촉작품

2000.

12.03

Op.107.

25현금 

독주곡 

나위사위

독주곡
25현금 조수현, 

국립국악원 예악당

이재숙 교수 

회갑기념 헌정 

가야금작품 

연주회

2001.

05.31

Op.108.

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

부터의 

명상

독주곡
25현금 고연정, 

국립국악원 우면당

고연정 가야금 

독주회 

위촉작품

2001.

12.05

Op.109. 사랑산가 가곡

노래 강권순, 대금 

유기준, 25현금 

이지영, 국립국악원 

예악당

선화 김정자 

교수 화갑기념 

음악회 

위촉작품

2002.

09.13

Op.100.
박금규

-사랑
가곡

노래 강권순, 대금 

유기준, 25현금 

이지영, 국립국악원 

예악당

선화 

김정자교수 

화갑기념 

음악회 

위촉작품

2002.

09.13

Op.111.

2중주곡 

소리질

내기

중주곡

25현금 정효성, 

거문고 조경선, 

국립국악원 우면당

정효성.조경선 

이인음악회 

위촉작품

2003.

05.15

Op.112.

현대인을 

위한 

춤덜구

중주곡
연주 CMEK, 

국립국악원 예악당

한국현대음악앙

상블(CMEK) 

위촉작품

2003.

08.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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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113.

현대의 

거믄 학 

접어보기

중주곡
연주 금율악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금율악회 

제13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03.

09.23

Op.114.

국악원 

삼바

-그리움으

로 부르는 

노래

중주곡

소프라노 박정희, 

클라리넷 강현주, 

지휘 원용석

국립국악원 

제57회 

창작음악발표회 

“새가락 

삼일야” 

위촉작품

2003.

11.13

Op.115.

Piano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춤질내기

관현악

지휘 임평용, 피아노 

이영자, 연주 

KBS국악관현악단, 

KBS홀

KBS 

국악관현악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04.

04.14

OP.116.

박금규의 

시조이수 

＜쇠주와 

갈망＞

가곡

소프라노 김원진, 

피아노 김은찬,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미래악회 

제30회 기념 

작품발표회

2005.

10.07

Op.117.

25현금으

로 그리는 

춤그림

독주곡 가야금 이유나

이유나 가야금 

독주회 

위촉작품

2005.

06.01

Op.118.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가곡

소프라노 김원진, 

피아노 제갈소망,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미래악회 

30주년 기념 

작품 발표회

2006.

10.14

Op.119.

국악

관현악을 

위한 전이

관현악

지휘 원영석,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제48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06.

11.02

Op.120.
차뜰 차종 

차뜻
중주곡

단소 이영섭, 25현금 

이유나, 국립국악원 

우면당

한국창작음악연

구회 위촉작품

2006.

12.22

OP.121.
임 만나러 

가는 길
가곡

소프라노 신주련, 

피아노 장미경,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미래악회 

제32회 

작품발표회

20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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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122. 시편23 가곡

소프라노 신주련, 

피아노 장미경,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미래악회 

제32회 

작품발표회

2007.

10.12

Op.123.

피아노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춤두레 

제2번

관현악

지휘 조정수, 피아노 

이향아,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국악관현악

단 제45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07.

11.29

Op.124. 바람의 강 독주곡

거문고 김선옥, 장고 

김정수, 국립국악원 

우면당

김선옥 거문고 

독주회 

위촉작품

2008.

04.02

Op.125.
아쟁 

도스리기
독주곡

아쟁 이화연, 장고 

최윤정, 국립국악원 

우면당

한국아쟁연구회 

제6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08.

12.11

Op.126. 바래기춤 관현악

지휘 임평용, 연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세종 M시어터

서울시국악관현

악단 제298회 

정기연주회

2009.

04.01

Op.127.

라틴춤.피

아노.국악

관현악을 

위한 

춤수레

관현악

지휘 임평용, 피아노 

장미경, 플라멩코 

오순희, 연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국악관현

악단 

특별연주회 

제5회 창신제

2009.

06.14

Op.128.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

독주곡
해금 노은아, 

국립국악원 우면당

노은아 

해금독주회 

위촉작품

2010.

06.04

Op.129.

거문고 

독주를 

위한 넘듬

독주곡
거문고 주윤정, 한국 

문화의 집

주윤정 거문고 

독주회 

위촉작품

2010.

11.28

Op.130.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독주곡

해금 이승희, 토탈 

미술관 흰물결 

화이트홀

이승희 

해금독주회 

위촉작품

2010.

10.09

Op.131.
실크로드 

탐색
중주곡 국립국악원 예악당

아시아 금 

교류회 제14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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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품명 장르 초연자 및 장소 비고 연도

Op.132. 소리맥 관현악

지휘 임재원, 연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54회 

국악정기연주회 

위촉작품

2012.

11.02

Op.133.

호적을 

위한 

트럼펫

관현악

지휘 원일, 호적 

박세라, 트럼펫 

배선용,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국악관현악

단 작곡가 

시리즈 3 

위촉작품

20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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