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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주자의 연주활동에는 반드시 작품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악

기를 위한 다양한 현대 창작곡이 양산됨으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의

과정은 연주자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이영자의 대금 독주곡 <나비의 연가Ⅲ>을 통하여 전체적인 악

곡구조 및 선율구조에 나타나는 창작 기법을 분석하고, 연주에 있어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서 대금 독주곡의 창작 가능성과 창조적 연주해석에 대

해 고찰하였다.

본 작품은 이해인의 시 <나비의 연가>를 상징화한 기악 독주곡이다. 본

곡은 전체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과 박자가 거의 나타나

지 않고, 마디가 규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주자의

ad lib(즉흥연주)을 요구하며 연주에 있어 독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ad

lib.’으로 정확히 기보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도 리듬이 없는 선율을 제시함

으로서 또는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 않는 리듬의 형태를 제시함으로서 곡

전반에 걸쳐 연주자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한다.

구조는 크게 , , ,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미시적 단락 구

분은 는 ⓐ, ⓑ, ⓒ 세 부분, 는 ⓓ, ⓔ, ⓕ, ⓖ, ⓐ′ 다섯 부분, 는
ⓗ, ⓗ′, ⓗ″, ⓑ′, ⓔ′, ⓖ′ 여섯 부분, 는 ⓒ′, ⓘ,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단락별 세부분석을 살펴본 결과, 첫 단락 에서는 첫 번째 선율단편을 동

기로 선율이 변형, 확대 또는 축소되며 선율이 파생된다. 종결구에서는 새로

운 선율을 제시하며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에서는 주제선율에서

변화된 선율이 처음과 끝에 나타나며, 중간 부분에는 Trumpet sound와

Flatter tonguing 주법과 함께 새로운 선율이 출현한다. 는 초반부터 중후

반까지 확장된 꾸밈음과 긴 음가의 음이 교차로 등장한다. 의 후반부터는

리듬이 복잡해지고 음가가 점차 짧아지며 sf와 ff까지 crescendo되는 흐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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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본 곡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에서는 의 선율이 변화되어 의
처음과 끝에 나타난다. 의 중반에는 ad lib.(Multiphonic)이 나타나며 연주

자의 해석적 기량을 발휘하는 구간으로 cadenza와 같은 성격을 띤다.

<나비의 연가Ⅲ>의 출현음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 나타난다. D를 중심

으로 하는 5음 중심(B♭ ․ C ․ D ․ F ․ G)의 음조직과 E♭․A♭․B

♭장조의 조성이 드러나는 형태의 음조직, 그리고 완전4도(완전5도) 진행의

음조직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주요음의 흐름을 통하여 살펴본 선율의 윤곽은 완전4, 5도의 움직임, 증4도

의 움직임, 상행과 하행의 움직임, 종지음으로의 상행도약 또는 급격한 하강

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 등으로 나타난다.

본 곡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음형은 주제선율로 나타나는 확장된 농음 형

태의 선율과 다양한 형태의 꾸밈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4분음표

셋잇단음의 묶음은 본 곡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규칙적인 리듬 형태이다.

이외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리듬의 형태,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 선율의

불협화 음정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법적인 특징은 농음과 퇴성,

Flatter tonguing, Trumpet sound, Multiphonic(다음주법)으로 나타난다.

연주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악곡의 재구성과 Phrase 해석, 리듬과

악상기호의 해석, ad lib.의 해석 그리고 특수주법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

다. 악곡의 재구성은 <나비의 연가Ⅲ>을 중심으로 <Requiem>을 부분적으

로 발췌하여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자연스러운

짜임이나 분위기 전환, 또는 연주자의 기량을 돋보이기 위해 새로운 선율을

첨가하는 창작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Phrase 해석은 대부분 본

고에서 제시한 선율단편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악상기호나

선율의 흐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연주자마다 프레이즈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리듬과 악상기호의 해석에 대한 가능성은 먼저 본 곡에서 나타나는

열린 형태의 리듬(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리듬)에서 기인한다. 이

러한 리듬은 악상기호와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곡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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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d lib. 선율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수주

법의 적용에서 필자는 Multiphonic trill 주법과 air sound 주법을 적용하였

고, 트릴, 목소리를 이용한 주법, 순환호흡 등 다양한 특수주법이 적용 가능

하다.

주요어 : 이영자, <나비의 연가Ⅲ>, 대금 독주곡, 연주해석, 특수주법.

학 번: 2010-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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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의 전통 음악에 있어 창작 행위는 대부분 연주자에 의한 것이었다. 전

통 음악가들은 기존의 곡을 변화, 발전시키거나 자신만의 음악을 새롭게 만

들어 내며, 창작활동을 해왔다. 영산회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주자에 의

해 변화되고, 산조는 연주자가 새로운 가락을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며 창조

된다. 이처럼 전통 음악연주자는 작곡가의 기능적 역할을 함께 하였다.

한편 20세기 서양 음악에서는 작곡가와 연주자의 분리가 정형화1)되어 나

타났으며,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창작 국악에서 또한 음악가의 역할에

경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음악인구의 증가와 음악 분야가 세밀하게 나누

어져 전문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미학적 변화에 의해 음악의 연주는 ‘연주’에서 ‘해석’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음악작품은 작곡가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로서 고유

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연주자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전문 영역의 분리와 20세기 음악의 미학적 변화로 인해 ‘해석

(Interpretation)2)’이라는 개념은 음악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음악을 해석한다는 의미는 ‘문자로 기록된 음악 작품을 청각적으로 재현한

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독자적인 예술적 의미’가 첨가된 것이다. 다

1) 오희숙, “즉흥연주와 재생산: 파울 베커의 해석이론에 관한 소고”, 계간 낭만음악 제5권 제3호, 

1993.

2) “연주”와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독일의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 유용하다. 독일어에서는 음악 연주에 대한 용어가 매우 섬세하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악보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로 Vortrag/Wiedergabe, 음악 연주를 실행

한다는 의미로 Ausfuehrung, 표현, 재현한다는 의미인 Darstellung, 작품의 창작을 생산으로 보고, 

음악 연주는 이에 따른 재생산으로 이해하는 Reproduktion, 그리고 해석의 의미를 갖는 

Interpret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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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20세기에 들어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된 것

이다. 예를 들어 한 청중이 정경화의 베토벤 연주를 듣는다면 그는 베토벤

을 감상하는 동시에 정경화를 감상하는 것이다. 이때 다른 연주가의 연주와

는 구별되는 정경화 특유의 연주를 우리는 <해석>3)이라 부른다.4)

나아가 20세기 이후의 음악에서는 기존의 어법을 탈피하고자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채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생산되면서 연주자가 갖는 ‘해석’의 영

역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5) 이는 음악에 나타나는 불확정적인 요소와

관계되며, 그러한 요소는 연주자에게 창조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해석적

관여를 유도한다.

이때 연주자는 해석이라는 중요한 음악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연주자의

해석은 곡에 대한 분석과 작곡가의 사상적 이해를 통해 예술적이고 창조적

인 작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도르노는 작품의 연주에 앞서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고찰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정확하고 치밀한 연주만이 예

술적 판타지를 진정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 작품의 적

절한 해석을 통해 음악적 의미가 탄생된다”라고 말하며, 음악에 있어서 연

3) 음악에서 ‘해석’의 개념은 ‘음악연주’를 의미하는 것 외에도 이론적인 그리고 해석학적 작업을 뜻한

다. 즉 한 작품을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서 그 작품의 구조와 예술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 

또한 ‘해석’으로 이해된다.

4) 오희숙, 위의 논문에서 인용.

5) 작곡가가 철저히 연주의 세부사항까지 규정하는 음악들(총렬주의 작품이나 리게티의 여러 작품들), 

작곡가가 연주의 세부사항들을 아주 치밀히 기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연주자의 해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들, 연주자가 아닌 연주환경이 음악을 결정하는 음악(존 케이지의 <4분 

33초>), 20세기 초 쇤베르크(A. Schoenberg)가 도입한 Sprechstimme도 불확정적 음가를 지시, 

아이브즈(C, Ives), 카웰(H. Cowell)에게서도 20세기 전반에 이미 단편들의 순서를 연주자에게 정

하게 하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존 케이지는 우연적 또는 불확정적 작곡의 대표적 인물이라 하

겠는데, 처음에는 우연적 작곡방식을 통해 <역의 음악> 등의 작품을 쓴 후, 작곡가의 ‘무의도

성’(non-intention)이라는 개념을 연주자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에도 확장․적용하여 연주자의 수, 

악기를 비롯한 음원의 종류, 연주시간 등을 규정하지 않는 <변주곡Ⅰ-Ⅷ>시리즈 등 다수의 불확정

적 작품들을 작곡했다. 그런가하면 극적(theatrical) 성격을 띤 헨체(H. W. Henze), 카겔(M. 

Kagel), 베리오(L. Berio) 등의 작품들과 락헨만(H.Lachenmann)의 기악적 구체음악에서도 불확정

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정은, “불확정적 요소를 띤 20세기 음악에서의 연주자의 해석적 관

여”, 국제학술대회: 음악분석과 연주와의 상호관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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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도리안(F. Dorian)은 “음악은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갖는다”고 하며, 해석된 연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누저

는 “해석은 우리 시대, 우리 세기의 미적 의식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서로 다른 해석을 통한 개별적인 음악 작품이 가능

함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비의 연가Ⅲ>의 작품분석을 통해서 작곡가의 음악 어법

을 고찰해보고, 연주에 있어 해석의 가능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때 연주해

석의 가능성은 필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본 곡의 초연자 김정승의 연주를 참

고하였다. 본 곡은 많은 부분 연주자의 애드립을 요구하였고, 구분이 명확하

지 않은 리듬 형태나 쉼표, 페르마타, 리듬이 없는 선율 등을 제시하며, 연

주자의 해석이 적극 관여될 수 있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작곡가는 연주자에게 두 개의 원전악보를 주고, 이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비의 연가Ⅲ>은 고도의 연주 기술과 특수 주법뿐만 아니라 연주자 스

스로의 창조적인 해석 능력을 요하는 곡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대금 연주

자들의 연주력과 음악 해석능력에 있어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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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2002년 발표된 이영자의 대금 독주곡 <나비의 연가Ⅲ>을 대상

으로 작품 분석과 연주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분석에

앞서서는 이영자의 삶과 작품세계를 통해 작곡가의 음악관을 고찰함으로서

본 곡이 어떠한 이념과 철학을 배경으로 작곡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의 분석은 총 세 단계로 나누어 구조 분석, 단락별 세부 분석, 본 곡에

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으로 분리하여 다루었다. 첫 번째 구조 분석에서는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 구조를 미시적 구조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본 곡과 비슷한 선율 구조를 가진 <나비의 연가Ⅱ>와의 비교를

통해 음악 구조와 해당 시구의 위치를 살피고자 한다. 두 번째 단락별 세부

분석에서는 각 단락에서 나타나는 선율을 파악하며, 주요 동기의 변주 형태

를 분석한다. 마지막 작품 분석 단계에서는 본 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

징을 다루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음조직과 주요음의 윤곽, 특징적 음형,

주법적 특징을 살펴보고 본 곡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파악한다.

연주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악곡의 재구성과 음악적 해석을 다루고

자 한다. 음악적 해석에는 Phrase 해석, 리듬과 악상기호의 해석, ad lib. 선

율에 대한 해석과 특수주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적 가능성을 찾아 연구한다.

연구 자료는 작곡가에게 직접 방문하여 받은 악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악

보 『나비의 연가Ⅲ』을 중심으로, 『플롯, 하프와 세 개의 현을 위한 오중

주 “나비의 연가(戀歌)Ⅰ”』, 『대금과 세 개의 현을 위한 사중주 “나비의

연가(戀歌)Ⅱ”』와 『Requiem-진혼의 노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음원

자료는 『이영자 작곡 모음집 Vol. Ⅲ』과 2003년도 김정승의 석사과정 졸

업연주 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 나눈 분석 단위의 기준은 네 개의 큰 단락에서 나눈 작은 악절이

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선율단편들로 이루어진 악절은 선율단편에 번호

를 붙여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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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세계

1. 이영자의 생애 및 음악관

가. 이영자의 생애

이영자는 1931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1940년 춘천 초등학교에서 일

본인 교사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입문하였다. 1950년 이화여자대학교

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그 해 바로 6.25사변으로 인해 대학을 다니

지 못하고 피난을 다니던 시절 우연히 나운영 교수를 만나 사제의 인연을

맺고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영자는 나운영 교수에게 작

곡을 사사 받고 1953년 작곡과로 전과를 한 후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예술

대학 대학원을 작곡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그의 스승 나운영의 제안으

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58년부터 1961까지 4년 동안 프랑스 파리 국립

음악원에서 작곡을 수학하였다. 이영자는 파리에서 작곡은 Tony

Aubin(1907～1981)에게, 대위법 및 Fuga는 Noёl Gallon(1891～1966)에게 사

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프랑스 파리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에서 대위법, Fuga 및 관현악법을 Daniel-Lesur(1908～2002

<Jeune France 프랑스 4인조>의 일원)에게 사사하였다. 같은 시기 파리 소

르본 대학에서 Oliver Messian의 작곡 특강을 접하고 작곡은 단순히 선율,

리듬, 화성 등의 요소의 집합이 아닌 이들의 결합에서 맺어진 음색의 조화

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만의 중요한 음악적 어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다. 1964년부터 2년간은 미국 뉴욕 Manhattan 음악대학에서 수학하였고,

Ludmila Ulela에게 사사하였으며, 1969년부터 3년간은 벨기에 Brussels 왕

립 음악원에서 Marcel Quine에게 사사하였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를 돌아다

니며 여러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작곡가들에게 작곡을 사사하였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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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4년간 네덜란드 작곡가 톤 데 루이(Ton de Leeuw)에게 작곡을

사사했는데 이영자는 그 4년간의 음악수업으로 인하여 그의 음악 인생 최고

의 예술 철학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 이영자의 음악관

이영자의 음악어법은 몇 가지 특색으로 나타난다6).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조성을 탈피하는 Dodecaphony(12음 음악)적 색채이다7). 그의 미학은 불규

칙 균형의 미에서 색채가 있는 소리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를 12음 음

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찍이 의도적으로 조성의 테두리에서 벗

어난 선율을 창작하였고, 그러한 선율 진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음

정의 도약이 거의 불협화음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증2도, 증4도, 감7도, 증8

도, 장9도의 선율 진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위법적 어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음악을 만드는 소재,

기법, 방법을 초월하여 음악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음의 생명력을 균형

있는 대위(對位)로 구성, 발전시키며 수직적인 울림과는 다른 음악의 수평적

흐름에 예술적 영혼을 추구해왔다.

세 번째로 이영자는 자신의 음악어법은 시대의 변화를 초월하여 서정적,

신비주의적이며 新 낭만주의적(Neo-Romanticism)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 말한다. 그 속에서 polytonal8), polychord9) 기법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에서 화성은 먼저 ‘색채’를 찾은 후에 찾는다. 주로

polychord의 동시에 겹쳐지는 화음과 해결되지 않는 불협화음을 이용, 음악

의 빛깔의 밝고 어두움의 대조로 고뇌를 표출한다.

6) 이영자, “한국의 작곡가: 이영자의 음악세계 -나의 음악을 말한다.-”, 한국음악학 학회 월례발표회, 

2006.

7) 쇤베르크가 1921-3년경 개발한 12음을 동등하게 다룬 음렬(Reihe)을 바탕으로 한 작곡방식.

8) 다조성(多調性).

9) 복합 화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화음을 동시에 사용하여 내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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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이영자의 음악은 한국적, 민족적인 색채를 띤다. “나는 음악이

한국적이며 민족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슴에 안고 산다. 이는 의식적이

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나의 인간의 소리로 표현됨으로 나의 음악은 한국적

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관을 확고히 한다.

마지막으로 이영자는 리듬어법에 있어서 불규칙 리듬을 자주 사용한다.

음의 길이를 확대 혹은 축소하며 3, 5, 7, 9의 연속 리듬을 사용하며, 박자

개념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박(拍)을 애용한다.

이영자는 “비록 오늘날 순수예술음악이 사양길에 들고 Fusion 음악,

cross-over 음악, 영상음악, 전기 전자 매체음악 등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범

람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한 때의 시대적 조류에 의해 생산된 것이기에 한시

적으로 쇠퇴할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경과적, 실험적 음악이 될 것이라고 나

는 생각한다. 반면 긴 역사의 전통이 깊이 뿌리박힌, 인간의 내면의 존엄성

을 철학적, 미학적 음악으로 표현한 순수 예술음악은 시간을 초월해서 빛을

더 할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작곡자의 심오한 사상적 작품과 고도의 기술의

연주자와 세련된 청각의 소유자인 청중들에 의한 <三位一體>가 이뤄지는

음악세계를 기대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음악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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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품 제목

1953
가곡 <무덤> (박기원 詩)

<Piano를 위한 두 개의 Bagatelles>

1954

가곡 <길> (고 고 詩)

가곡 <밤 호수> (모윤숙 詩)

<Piano를 위한 여섯 개의 변주곡>

1955

가곡 <오월에> (김세익 詩)

<Violin과 Piano를 위한 Sonata>

<Piano를 위한 두 개의 전주곡>

1956

<Piano 3 중주>

<Clarinet, Violin, Cello, Double bass와 Piano를 위한 오중주>

<Cello와 Piano를 위한 Sonata>

1958 <Piano를 위한 두 개의 詩 曲> (조병화 詩)

1959 <Piano를 위한 주제와 변주곡>

1966 <Cello와 Piano를 위한 조곡>

1967

<Oboe, Bassoon 및 Piano를 위한 삼중주>

<현악 4중주와 Clarinet을 위한 오중주>

<Piano를 위한 낭만적 조곡>

1968
가곡 <송행> (조지훈 詩)

가곡 <완화삼> (조지훈 詩)

1969 <Piano와 Violin를 위한 Sonata」

1970 <Clarinet과 Piano를 위한 Ballade>

1971 <관현악을 위한 조곡>

1972
<관현악을 위한 교향적 章>

<Piano Sonata>

1973 <Piano 협주곡>

1974 <Violin과 관현악단을 위한 협주적 章>

1975 <관현악을 위한 축전 서곡>

1983 <Flute을 위한 진혼 Sonata>

1985 <Piano Sonata “熱” 그리고 情>

1988 <Piano를 위한 Reminiscence(회상)>

2. 이영자의 작품목록

<표 1>은 작곡가 이영자의 1953년～2007년까지의 작품목록이며, <표 2>

는 이영자의 국악작품 목록이다.

<표 1> 이영자의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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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e과 Clarinet을 위한 “Reflection(반영)”>

1989 <Oboe와 Piano를 위한 “哀歌(애가)”>

1990 <Harp와 Piano를 위한 Auto-portrait(자화상)>

1991
Soprano와 Harp를 위한 <세 개의 사랑 노래> (김남조 詩)

   1) 雅歌; 2) 꽃; 3) 가을 햇볕에 

1992 Flute, Harp와 현악 삼중주를 위한 오중주 <나비의 戀歌(연가)>

1994 Harp를 위한 <Aquarelles(수채화)>

1995

혼성 무반주 합창곡 <새가 부르는 아리랑> (천상병 詩)

   1) 강물; 2) 행복; 3) 편지

교성곡 <대한민국 광복 50주년 찬가>

교성곡 <음악인의 찬가>

교성곡 <국제 음악제 20주년 찬가>

가곡 <초록 노래> (노유섭 詩)

가곡 <내 혼에 불을 놓아> (이해인 詩)

1996

연가곡 <빈 꽃 병의 말 그리고...> (이해인 詩)

   1) 빈 꽃 병의 말; 2) 안개 꽃; 3) 아카시아 꽃; 4) 할미꽃

연가곡 <천상병 詩에 의한 서정시 곡>

   1) 약속; 2) 꽃 빛; 3) 회상; 4) 들국화

Piano 변주곡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詩)

Violin, Clarinet, Piano를 위한 삼중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주

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1998

대금과 현악 삼중주를 위한 <나비의 戀歌 Ⅱ>

<여성 3부 합창곡> (이해인 詩)

   1) 빈 꽃 병의 말; 2) 안개 꽃; 3) 아카시아 꽃; 4) 할미 꽃

혼선 합창, Piano, Harp를 위한 <대한민국 찬가>

연가곡 <내 영혼의 輓歌>

   1) 허상; 2) 부재; 3) 흙이 되네; 4) 모습; 5) 바람 되어

혼성 합창곡 <시편 150>

   1) 복 있는 사람은; 2)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2000 가곡 <사랑>, <가을> (이해인 詩)

2001

<가야금을 위한 輓歌(만가)>

성가곡 Soprano를 위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

두 대의 쳄발로를 위한 <홍난파 주제에 의한 변주곡>

<Soprano를 위한 송가>

2002

대금 독주를 위한 <나비의 戀歌 Ⅲ>

대금 독주를 위한 <진혼의 노래>

Flute, Clarinet, Bassoon을 위한 <Tryptique>

회현 거문고를 위한 <할미꽃 戀歌>

Soprano를 위한 <다섯 빛깔의 삶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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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대 세월; 2) 雅歌; 3) 기쁨; 4) 겨울 꽃; 5) 바람

2003

Soprano를 위한 <이별이 아니면 영영 몰랐으리>

Violin, Cello, Piano를 위한 <영혼의 순례>

<가야금 독주를 위한 戀歌>

Cantata 혼성 합창과 Soprano, Tenor, Baryton 독창을 위한 <백두산

을 바라보고> (이은상 詩)

   1) ‘높다 높다 한 밝메여’; 2) ‘우리의 옛 터’; 3)‘나도 가야지’; 4) 

‘겨레의 영봉’ 

2004

여성 3부 합창곡 <달맞이 꽃> (김남조 詩)

세 대의 거문고를 위한 <喜壽(희수)에 부르는 노래>

Piano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Ⅱ <닻을 내리며>

김남조의 열세편의 詩에 의한 서정시 가곡 <세월의 거울 앞에서>「고

난의 주여, 주의 불 화살이여」(<사랑 초서>中); 「봄에게」; 「항구」;

「노을」

2005

<Soprano와 Piano를 위한 노래> (김남조 詩)

   1) 달 밤; 2) 노래 있기에; 3) 요람 소곡; 4) 모래 시계

Soprano와 관현악을 위한 노래 <노래 있기에> (김남조 詩)

<여성 3부 합창을 위한 MASS>

   1) Kyrie; 2) Gloria; 3) Sanctus; 4) Agnu Dei

가곡 <박경리 詩의 노래>

   1) 내 모습; 2) 기억; 3) 그리움

가곡 <신달자 詩의 노래>

   1) 어머니의 땅; 2) 자정 기도; 3) 어머니의 일생

가곡 <당신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슬픔>

2006
Soprano와 Piano를 위한 <나비의 연가 Ⅳ> (이해인 詩) (미발표)

가야금 독주를 위한 서정시 곡 <만남, 고별, 기도>

2007

Cello와 Clarinet을 위한 <나비의 연가Ⅴ>

Soprano를 위한 노래 <쑥국새로 잠든 당신> (이일향 詩) (미발표)

Soprano와 관현악을 위한 <Poėme Concertante> (김남조 詩) (미발표)

가곡 <바람> (김남조 詩)

<Elgar의 “사랑의 인사” 주제에 의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적 변

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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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품 제목 편성

1998 대금과 현악 삼중주를 위한 <나비의 戀歌 Ⅱ> 대금, Violin, Viola, Cello

2001 <가야금을 위한 輓歌(만가)> 가야금

2002

대금 독주를 위한 <나비의 戀歌 Ⅲ> 대금

대금 독주를 위한 <진혼의 노래> 대금

회현 거문고를 위한 <할미꽃 戀歌> 회현 거문고

2003 <가야금 독주를 위한 戀歌> 가야금

2004

세 대의 거문고를 위한 <喜壽(희수)에 부르는 노

래>
세 대의 거문고

Piano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Ⅱ <닻을 내

리며>
Piano와 국악관현악

2006 가야금 독주를 위한 서정시 곡 <만남, 고별, 기도> 가야금

<표 2> 이영자의 국악 작품목록

그의 작품목록(1953～2007)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곡, 교성곡, 연가곡

등의 성악곡과 피아노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독주곡, 실내악,

협주곡, 칸타타,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에 이른다. 특히 이영자의 작품 중

다수는 시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 활동의 후반부인 1998년부터 대금과 현악 삼중주를 위한 <나비의

戀歌 Ⅱ>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악기를 소재로 한 작품은 총 9곡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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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의 戀歌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처음부터 알았읍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 날으는

 한 마리 순한 나비인 것을

 가볍게 춤추는 나에게도

 슬픔의 노란 가루가

 남몰래 묻어 있음을 알았읍니다

 눈멀듯 부신 햇살에 

 차라리 날개를 접고 싶은

 황홀한 은총으로 살아온 나날

Ⅲ. 작품분석

1. 작품개관

이영자의 작품 <나비의 연가Ⅲ>은 2002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대

금 연주자 김정승에 의해 초연되었다. 본 곡은 이해인10)의 동명(同名)시를

바탕으로, 이를 상징화한 순수 기악곡이다. 이해인의 <나비의 연가>는 하느

님께 바치는 인간의 사상적, 철학적 사색을 담은 시이다. 이영자는 이 시의

종교적인 뜻과 인간의 철학적인 고뇌를 자신의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은 이해인의 시 <나비의 연가>이다.

이해인 詩 <나비의 戀歌11)>

10) 성베네딕도 수녀원의 수녀이자 시인.

11) 이해인, 『내 혼에 불을 놓아』, 서울: 분도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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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하늘이 

 훨훨 날으는

 나의 것임을 알았읍니다

 행복은 가난한 마음임을 가르치는

 풀잎들의 합창

 수없는 들꽃에게 웃음 가르치며

 나는 조용히 타버릴

 당신의 나비입니다

 부디 꿈꾸며 살게 해 주십시오

 버려진 꽃들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들릴 듯 말 듯한 나의 숨결은 

 당신께 바쳐지는

 無言의 기도

 당신을 향한

 맨 처음의 사랑

 不忘의 나비입니다. 나는

<나비의 연가Ⅲ>은 대금과 현악 삼중주을 위한 <나비의 연가Ⅱ>를 무용

음악으로 사용하면서 대금 독주곡으로 편곡된 곡이다. 본 곡은 네 개의 단

락으로 구분되어지며, 조성이 없고, 박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마디 또

한 규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또한 ad lib.의 요소를 곡 전반에 적용시

켜 연주자의 해석을 요구하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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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연가 작곡연도 편성

Ⅰ 1992 플룻, 하프와 현악 삼중주

Ⅱ 1998 대금과 현악 삼중주

Ⅲ 2002 대금 독주

Ⅳ 2006 (미발표) 소프라노와 피아노

Ⅴ 2007 첼로와 클라리넷

<나비의 연가>는 1992년 플룻, 하프와 현악 삼중주의 5중주로 처음 발표

가 되었다. 이후 <나비의 연가Ⅴ>까지 작곡되었으며 <표3>은 현재까지 작

곡된 이영자의 나비의 연가 작품목록이다.

<표 3> <나비의 연가 Ⅰ-Ⅴ>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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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마디 박자 Tempo

 1-11 무박, 3/4, 5/4, 6/4 ♩=ca.66(ad lib)

 12-17 무박 〃

 18-19 무박 ♩=ca.60

 20-24 무박 〃

2. <나비의 연가 Ⅲ> 분석

가. 구조 분석

1) 거시적 구조

<나비의 연가 Ⅲ>은 총 24마디로 악장의 구분 없이 , , , 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작곡가가 악보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다. 이

곡은 2-5마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디에 박자를 제시하지 않았고, 악곡

은 ‘선율 단편(melodic fragment)’ 단위로 진행된다. 빠르기는 ～가♩

=ca.66, ～는♩=ca.60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곡 전반을 걸쳐 ad lib. 지시

가 나타나며, 실질적인 템포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악곡 동기의 반복과

변형 형태에 따라 는 세 부분, 는 다섯 부분, 는 여섯 부분, 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는 <나비의 연가 Ⅲ>의 거시 구조이

다.

<표 4> <나비의 연가 Ⅲ>의 거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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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악절 마디 선율단편


ⓐ 1 ⓐ-1 ⓐ-2 ⓐ-3 ⓐ-4

ⓑ 2-6 ⓑ-1 ⓑ-2 ⓑ-3 ⓑ-4

ⓒ 7-11 ⓒ-1 ⓒ-2 ⓒ-3 ⓒ-4 ⓒ-5



ⓓ 12 ⓓ-1 ⓓ-2 ⓓ-3

ⓔ 13 ⓔ-1 ⓔ-2

ⓕ 14-15 ⓕ-1 ⓕ-2 ⓕ-3

ⓖ 16 ⓖ-1 ⓖ-2 ⓖ-3

ⓐ' 17 ⓐ'-1 ⓐ'-2



ⓗ 18 ⓗ-1 ⓗ-2 ⓗ-3 ⓗ-4 ⓗ-5 ⓗ-6

ⓗ' 19 ⓗ'-1 ⓗ'-2 ⓗ'-3 ⓗ'-4 ⓗ'-5

ⓗ'' 19 ⓗ''-1 ⓗ''-2 ⓗ''-3

ⓑ' 19 ⓑ'-1 ⓑ'-2 ⓑ'-3 ⓑ'-4

ⓔ' 19 ⓔ'-1 ⓔ'-2 ⓔ'-3 ⓔ'-4 ⓔ'-5 ⓔ'-6

ⓖ' 19 ⓖ'-1 ⓖ'-2

 2) 미시적 구조

본 곡은 선율단편 단위로 짜여 있으며, 선율 단편의 단위는 긴 음가의 마

지막 음이나 쉼표로 구분되어진다.

본 곡에서는 정확한 마디의 개념이 없으므로 분석의 편의상 선율단편 단

위에 번호를 붙였으며, 이러한 선율단편이 모여 하나의 악절로 모인 집합을

영문 소문자로 묶어 미시 구조 구분을 하였다.

원본 악보에는 미시 구조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원고에는 미시 구

조를 구분하여 악보에 표기하였다. 이는 본 논문의 참고악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5>는 <나비의 연가Ⅲ>의 미시 구조이다.

<표 5> <나비의 연가Ⅲ>의 미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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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2 ⓒ'-3 ⓒ'-4 ⓒ'-5 ⓒ'-6

ⓘ 23

ⓐ'' 24 ⓐ''-1 ⓐ''-2 ⓐ''-3 ⓐ''-4 ⓐ''-5 ⓐ''-6

 3) <나비의 연가Ⅱ>와의 구조 비교

본 곡은 <나비의 연가Ⅱ>에서 독주화된 곡으로 대금 선율은 매우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두 악곡의 구조 비교에서는 대금 선율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며, 현악 삼중주의 분석은 생략하겠다. 또한 <나비의 연가Ⅱ>에서는 시

구가 악곡의 정확한 위치에 기보되어 있으나 본 곡에서는 시구를 기보해 놓

지 않았다. 이에 <표 6>의 해당시구 부분에서 <나비의 연가Ⅱ>에 기보된

시구를 바탕으로 본 곡의 악곡 위치와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나비의 연가Ⅱ>는 악곡 구분에 대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으며, 빠르기

표시는 <나비의 연가Ⅲ>에 비해 좀 더 명확하게 기보되어 있다. 이는 <나

비의 연가Ⅱ>가 현악 삼중주와의 합주곡이므로 독주곡보다는 좀 더 정확한

템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주가 가능하므로 기보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에 반해 <나비의 연가Ⅲ>은 템포가 좀 더 자유로워지며 리듬과 박자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본고에서 정리한 <나비의 연가

Ⅲ>의 미시적 구조 구분을 기준으로 <나비의 연가Ⅱ>와 비교하여 살펴보

겠으며, 이하 <나비의 연가Ⅱ, Ⅲ>은 Ⅱ, Ⅲ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Ⅱ의 앞부분과 Ⅲ의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 ⓒ는 모두 동

일한 선율로 진행되며, ⓑ에서 조금 변화되었다. Ⅱ에서 ⓑ부분의 선율을 비

교하여 살펴보면, 선율의 옥타브가 바뀌어서 진행되었고, ⓑ-3의 선율이 나

타나지 않는다. 또한 ⓑ-4의 전개에서 마지막 길게 뻗는 음 없이

accelerando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후 ⓒ-5까지 동일한 선율로 진행되며, 
로 진행하기 전 새로운 선율이 현악기와 주고받는 형태로 등장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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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연가Ⅲ>

의 형식구분
<나비의연가Ⅱ>와의 구조 비교 <나비의연가Ⅱ>의 해당 시구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템포 - Ⅱ: ♩=ca.70(ad lib.), 

       Ⅲ: ♩=ca.66(ad lib.)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처음부

터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한 마리 순한 나비

인 것을

ⓐ-2

ⓐ-3

ⓐ-4

ⓑ

ⓑ-1 Ⅱ의 템포: ♩=ca.100

Ⅱ에서는 ⓑ의 선율이 옥타브가 

변화되어 나타나며, 전체적인 진

행은 비슷하나 ⓑ-3의 선율이 없

고, ⓑ-4의 전개에서 마지막 

accelerando에서 긴 음가 없이 

선율이 마무리 됨. <악보 1>

가볍게  춤추는 나에게도 슬

픔의 노란 가루가 남몰래 묻

어있음을 알았습니다.

ⓑ-2

ⓑ-3

ⓑ-4

Ⅲ의 부분과 Ⅱ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와 ⓔ의 선율은 비슷하지만 조금

씩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의 선율은 옥타브가 변화하

였고, ⓔ-1에서는 리듬이 변화하였으며 ⓔ-2의 선율이 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3 선율이 출현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선율이 동

일하다. 부분의 선율 또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며, 미세한 리듬과 음정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1에서는 ⓑ′-4로 건너뛰어 진행되었으며,

ⓔ′선율 이후와 ⓖ′선율 이후 Ⅱ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선율이 있다. Ⅱ

의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ad lib.(Multiphonic)이후 새로운 선율단편이

나타나며, ⓐ''에서의 미세한 리듬 차이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선율이다.

<나비의 연가Ⅱ>와 <나비의 연가Ⅲ>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표 6>에 제시

하였다.

<표 6> <나비의 연가Ⅱ>와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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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Ⅱ에서는 ⓒ-5 이후 새로운 선율 

출현. <악보 2>

눈 멀듯 부신 햇살에 차라리 

날개를 접고 싶은 황홀한 은

총으로 살아온 나날

(ⓒ-5 이후 대금 선율의 시

구)

ⓒ-2

ⓒ-3

ⓒ-4

ⓒ-5



ⓓ

ⓓ-1 Ⅱ와 ⓓ는 선율 진행이 매우 유사

하며 옥타브 변화가 나타난다. 

<악보 3>

빛나는 하늘이 훨훨 나는 나

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2

ⓓ-3

ⓔ
ⓔ-1

같은 음정으로 나타나지만 앞 부

분의 리듬이 Ⅱ에서는 셋잇단음의 

형태이다.

ⓔ-2 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1

Ⅱ와 ⓕ-1, 2는 동일한 선율.
 행복은 가난한 마음임을 가

르치는 풀잎들의 합창 (ⓕ-2

의 선율이 끝난 후 현악 삼중

주 선율이 시작될 때의 시구)

ⓕ-2

ⓕ-3 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2

ⓖ-3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2

 ⓗ

ⓗ-1 Ⅱ와 ⓗ~ⓗ''-2는 

동일한 템포(♩=ca.60)와 동일한 

선율.

단, Ⅱ에서는 ⓗ'-5에서 마지막 

음의 음가가 8분 음표로 짧게 나

타남.

수없는 들꽃에게 웃음가르치

며 나는 조용히 타버릴 당신

의 나비입니다.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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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보 4>

ⓗ'-2

ⓗ'-3

ⓗ'-4

ⓗ'-5

ⓗ''

ⓗ''-1

ⓗ''-2

ⓗ''-3

Ⅱ와 ⓗ''-3의 선율진행은 유사하

나, 미세하게 리듬과 음정에서 차

이가 나타남. <악보 5>

ⓑ′

ⓑ′-1
Ⅱ에서는 ⓑ′-1의 첫 음에서 

ⓑ′-4로 건너뛰어 진행 됨. 

<악보 6>

ⓑ′-2

ⓑ′-3

ⓑ′-4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 이후 Ⅱ에서는 현악 삼주중

주 선율이 등장하며 다시 새로운 

대금 선율이 나타남. <악보 7>

부디 꿈꾸며 살게 해주십시

오. 버려진 꽃들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 선율이 끝난 후 현악 삼

중주 선율의 시구)

ⓔ′-2

ⓔ′-3

ⓔ′-4

ⓔ′-5

ⓔ′-6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이후 ⓒ′선율이 나타나기 전, 

Ⅱ에서 Lent 와 TempoⅠ, 두 개

의 단락이 나타난다. 

TempoⅠ의 선율은 intro 이후 ⓑ

의 선율과 비슷하다. <악보 8>

들릴듯 말듯한 나의 숨결은 

당신께 바쳐지는 無言의 기도

(ⓖ′이후 Lent부분의 시구)ⓖ′-2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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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
ⓓ′-1 Ⅱ와 ⓓ′는 동일한 선율.

ⓓ′-2

ⓘ

Ⅱ에서 Multiphonic 주법이 아닌 

ad lib.이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이 있음. <악보 9>

ⓐ″

ⓐ″-1

Ⅱ와 ⓐ″-1은 동일한 선율이나, 

뒷 부분에서 리듬없이 음가만 나

열된 음이 Ⅱ에서는 정확한 리듬

이 제시되어 있음.

 템포 - Ⅱ: ♩=ca.80 <악보 10>

당신을 향한 맨 처음의 사랑

不忘의 나비입니다

ⓐ″-2 Ⅱ와 ⓐ″-2는 동일한 선율.

나는...

ⓐ″-3
Ⅱ에서의 ad lib.은 Multiphonic 

주법이 첨가되어 있음. <악보 11>

ⓐ″-4

Ⅱ와 ⓐ″-4, 5, 6은 동일한 선율.ⓐ″-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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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에서 <악보 11>까지는 <나비의 연가Ⅲ>과 다르게 진행되는

<나비의 연가Ⅱ>의 선율이다.

<악보 1> <나비의 연가Ⅱ> 2～5마디

<악보 2> <나비의 연가Ⅱ> 13～1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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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나비의 연가Ⅱ> 17마디

<악보 4> <나비의 연가Ⅱ> 21마디

<악보 5> <나비의 연가Ⅱ> 21마디

<악보 6> <나비의 연가Ⅱ> 2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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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나비의 연가Ⅱ> 21마디

<악보 8> <나비의 연가Ⅱ> 26～3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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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나비의 연가Ⅱ> 41～42마디

<악보 10> <나비의 연가Ⅱ> 47마디

<악보 11> <나비의 연가Ⅱ> 47마디



- 26 -

나. 단락별 세부 분석

단락별 세부 분석에서는 선율의 분석에 앞서 출현음과 셈여림을 살펴보고

본 곡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겠다.

1) 단락별 출현음12)과 셈여림

사용된 음과 음역을 각 단락별로 살펴보기 위해 출현음을 악보화하였다.

또한 본 곡에서는 셈여림을 자세하게 지시하였으며 이는 음악의 흐름을 살

피는데 있어 큰 틀을 제시해 준다. 셈여림은 선율에 출현하는 순서대로 기

술하였고, 셈여림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악절에서는 앞의 선율에 나타나는

셈여림으로 해석하였다.

본 곡에 사용되는 음은 9개이며 중심음으로 사용되는 음은 D로 나타난다.

출현음 중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음에 대한 분석은 ‘음조직과 주요음의 윤곽’

부분에서 다루겠다. <악보 12>는 <나비의 연가Ⅲ>에 출현하는 모든 음을

나열한 것이다. 가장 낮은 음은 대금의 최저음인 B♭3이며 최고음은 F6이

다. <악보 13>에서는 본 곡의 출현음을 한 옥타브로 정리하였다. 각 단락의

출현음과 출현 셈여림은 <표 7>～<표 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악보 12> 전체 출현음

<악보 13> 한 옥타브로 정리한 출현음

12) 출현음 악보는 저음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또한 음역을 언급할 경우의 음높이 표기는 미국식 

표기법을 따랐으며, 선율의 음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고의 세

부분석에서 사용된 소문자 알파벳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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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 출현 셈여림

ⓐ mp, pp

ⓑ mp

ⓒ

mp, f,

mf, pp, 

ff, sff

(가)  (제1-11마디)

<표 7> 의 출현음과 출현 셈여림

ⓐ의 최저음은 C4이며, 최고음은 E♭6이다. ⓑ의 음역은 ⓐ와 같지만 출현

음은 다소 적게 나타난다. ⓒ의 음역은 ⓐ와 ⓑ 보다 확장되어 B♭3에서

F6까지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곡의 최저음과 최고음이다.

셈여림은 곡 초반 mp로 작게 시작하여 ⓒ에서 커지기 시작하며, ⓒ의 마지

막 선율에서는 sff까지 커지며 본 곡의 최고음에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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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 출현 셈여림

ⓓ mf, f

ⓔ mf

ⓕ f

ⓖ f, ff

ⓐ′ pp, mp

(나)  (제12-17마디)

<표 8> 의 출현음과 출현 셈여림

의 최고음은 E♭6이며, D♭이 ⓔ에서 처음으로 출현한다. 는 초반 mf

로 시작하여 f와 ff까지 점차 커진 후 ⓐ′에서는 pp와 mp의 여린 소리로

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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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 출현 셈여림

ⓗ
p, mp, pp, 

ppp

ⓗ′ ppp

ⓗ″ mf, f

ⓑ′ mf, pp

ⓔ′ pp

ⓖ′
sf, ff, mp, 

p, pp,

(다)  (제18-19마디)

<표 9> 의 출현음과 출현 셈여림

의 음역은 B♭3에서 F6까지이며, B가 처음으로 출현한다. 는 초반 p

와 ppp의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에서 mf로 시작해 f까지 커진다. 이후

ⓑ′와 ⓔ′에서는 pp로 다시 작아지며 마지막 ⓖ′에서는 sf와 ff로 강하게

시작하여 점차 작아지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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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음 출현 셈여림

ⓒ′ pp, sff

ⓘ

ⓐ″  pp, mp

(라)  (제20-24마디)

<표 10> 의 출현음과 출현 셈여림

의 음역은 본 곡의 최저음과 최고음인 B♭3에서 F6까지이다.

ⓒ′는 초반 pp로 시작하여 마지막 선율에서 sff로 최고음에 도달한다. ⓘ는

ad lib.으로 셈여림을 기보하지 않았다. ⓐ″는 pp와 mp의 여린 소리로 본

곡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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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분석

세부분석은 각 단락에서 나눈 작은 악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에 관한 설명 이후 악절별로 자른 악보를 제시한다.

(가)  (제1-11마디)

는 ⓐ, ⓑ,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진행

방식은 각 악절의 첫 선율을 모티브로 그 선율을 부분적으로 변형, 추가하

여 발전시킨 후 마지막 선율에서는 그 악절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선율

을 등장시켜 종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1. ⓐ의 분석

<나비의 연가Ⅰ,Ⅱ>를 살펴보면, 두 곡 모두 본격적인 현악과의 합주에

앞서 악곡의 맨 첫 부분에 ⓐ와 동일한 선율을 제시하였으며 이 부분은 서

곡(Intro)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주악기가 따로 없는 독주곡인 본 곡에서

ⓐ는 서곡의 위치에 있지만 서곡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의 선율단편은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곡의 주제선율로 볼 수 있

다. 이 선율의 움직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등장하여 주제 선율을

상기시킨다. ⓐ의 요소는 의 ⓑ-4, 의 ⓓ와 ⓐ′, 의 ⓐ″에 변형되어

나타난다.

ⓐ는 모두 한 음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짧은 시가의 빠른 움직임에서 시작

하여 긴 음가의 음으로 끝난다. 이때 앞의 빠른 움직임을 가진 선율은 농음

이 확장되어 선율화된 느낌을 주며, 이는 정확한 음높이를 지닌 ‘확장된 농

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13) ⓐ-1의 선율단편(melodic fragment)에서는 이

13) 오용록은 ‘음 억양의 선율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와 유사한 음악적 현상을 설명하였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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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중심음 D가 짧은 시가의 빠른 운동성을 보이며 긴 지속음을 향한 도

약을 준비한다. 이때 C가 D의 움직임에 출현하며 선율이 물결치듯 출렁인

다. 이러한 빠르고 물결치듯 출렁이는 움직임은 이후 넓은 음역대의 도약을

하고 페르마타의 긴 지속길이를 갖는 안정적인 음 G에 종착한다. 이때의 도

약은 한 옥타브를 넘는 넓은 음역의 상행 도약이다. 이러한 도약에 앞서 짧

은 앞꾸밈음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A♭ · G · A♭의 세 꾸밈음들은 운동적

인 D와 정적인 G사이를 이어주는 강한 상승에너지로서, G로의 갑작스런 진

입이 수월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1의 선율단편은 ⓐ-2, ⓐ-3으로 변형과

확대로 발전된다. ⓐ-2는 물결치듯 출렁이는 D의 움직임 뒤에 새로운 리듬

이 추가되며 G로의 도약 이전에 E♭이 추가되며 변형되었고, 꾸밈음 또한

D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3은 D의 움직임의 음폭이 C에서 F로 상승하며

변화되고 마지막 안정적인 긴 음가의 C에서 종착한다. 이후 마지막 ⓐ-4에

서 물결치듯 출렁이는 D의 움직임이 accelerando의 음형으로 나타난다. 이

때 ⓐ-4의 첫 음은 앞의 선율단편과 같이 중심음으로 시작되며 한 옥타브

높게 나타난다. accelerando 음형의 중간에는 가장 높은 음역의 D가 좀 더

긴 음가로 나타난다. 이후 긴 음가 F로 맺는듯하다가 완전5도 진행의 하강

과 상승이후 다시 긴 음가의 F로 돌아와 종지한다.

전체적인 ⓐ의 흐름은 ⓐ-1의 선율이 ⓐ-2와 ⓐ-3으로 부분적으로 변형

되어 재출현하며, ⓐ-4에서는 ⓐ-1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요소가 등장

하며 ⓐ가 마무리 된다.

음에서 다음 음으로 진행 할 때에 요성을 하거나 앞 음의 꼬리를 위로 치키거나 밑으로 흘리는 현

상이 나타나는데, 빠르기가 매우 느려져서 ‘선율확대’가 되면 요성, 추성, 퇴성은 선율 형태로 바뀌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저자는 ‘음 억양의 선율화’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용록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에서 살펴보았는데, 곡의 초반부분, 태주에서 탁남려로 깊게 굴러 

다시 태주로 돌아온 후 황종이 태주 사이를 물결치듯 출령인 후 태주에서 머무는 부분이 있다. 오

용록은 이러한 현상을 ‘음 억양의 선율화’라는 말로 설명하며 황종은 태주의 분화음으로 내적으로 

태주에 종속되는 음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오용록, “한국 기존음악 음관계론(1)-우조 초수대엽

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 1992.

    ⓐ의 선율도 마찬가지로 D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율에서 D 사이를 물결치듯 출렁이며 나타나는 

C가 D의 농음에서 나온 종속되는 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C와 D가 교차로 나타나는 선율은 

농음이 확장되어 선율화된 느낌을 준다. 이는 정확한 음높이를 지닌 '확장된 농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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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

가-2. ⓑ의 분석

ⓑ의 선율단편은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는 처음으로 박자표를 제시

하였다. 사용되는 박자는 3/4, 5/4, 6/4이며 박자표의 박자가 늘어날수록 선

율선도 확장되며 진행한다. ⓑ의 선율은 한 박 안에서 나눠지는 리듬 형태

가 세 가지로 나타나며 이러한 리듬형태는 교차로 출현하며 선율을 변화시

킨다. ⓑ의 선율단편은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의 작은 선율에서 시작

하여 ⓑ-4로 진행하며 점차 선율의 꼬리를 늘려가며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된다. ⓑ-4에서는 가장 크게 선율이 확장되며 D까지 상승한다. 이후 D

가 ⓐ의 주제선율에서 변화된 선율로 움직이며 긴 음가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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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의 흐름은 ⓑ-1의 선율이 ⓑ-2와 ⓑ-3으로 추가, 변형되어 재

출현하며, ⓑ-4에서는 ⓑ-1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요소가 뒷부분에 등

장하며 ⓑ가 마무리 된다. 이는 ⓐ의 선율 확장 방식과 비슷한 구도임을 알

수 있다.

<악보 15> -ⓑ

가-3. ⓒ의 분석

ⓒ는 5개의 선율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율단편의 첫 음은 온음

간격으로 하행하며 마지막 ⓒ-4의 첫 음은 ⓒ-3의 첫 음에서 단3도로 하행

한다. ⓒ의 선율단편에서는 마디의 첫 음은 항상 꾸밈음이 붙는다. ⓒ-1과

ⓒ-2에서는 각 G음과 F음이 꾸밈음과 함께 3회 출현한다. 그 뒤에는

accelerando 되는 glissando의 음형이 나타난다. ⓒ-3과 ⓒ-4는 첫 음이 꾸

밈음과 함께 한차례 나타나고 바로 전 선율과 같은 음형으로 진행된다.

glissando 이후의 리듬에는 D와 A♭이 나타난다. D와 A♭은 ⓒ-1과 ⓒ-2

에서는 리듬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3에서는 D가 A♭앞에 꾸밈음으로 나

타난다. ⓒ-4에서는 D 이후에 A♭이 단2도 아래음인 G로 변화되어 나타나

하강하며 C로 종지한다. ⓒ-5는 이러한 D와 A♭의 관계를 시작으로 앞의

선율과 다른 새로운 선율을 등장시켰다. 하강하는 세음이 같은 리듬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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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나타나며, 그 이후의 선율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점차 상행하는

패시지이며, 본 악곡의 최고음 F를 향해 accelerando, crescendo되며 를
마무리한다.

<악보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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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2-17마디)

는 ⓓ, ⓔ, ⓕ, ⓖ, ⓐ′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의 시작은 의
종지음인 F에서 두 옥타브 하강한 같은 음으로 시작한다.

나-1. ⓓ의 분석

ⓓ는 세 개의 선율단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와 비슷한 진행으로 ⓐ의 주

제선율인 다양한 시가로 빠르게 운동하는 D의 움직임이 ⓓ에서는 F의 움직

임으로 바뀌어 등장한다. 이때 ⓓ-1과 ⓓ-2에서 F의 움직임은 결국 중심음

D로 진행된다. ⓓ-1에서는 F 움직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G로 잠시 상승한

후 C로 하강하였다가 D에서 머물러 길게 지속하며 종지한다. 이후 ⓓ-2은

같은 선율로 진행되나 그 길이가 축소되었다. ⓓ-3에서는 F의 움직임에 장3

도 아래인 D음이 나타난다. 이 두 음은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진행한 후 상

승과 하강의 운동성을 보이며 E♭으로 도약하여 종지한다.

ⓓ-1의 선율은 ⓓ-2에서 축소되어 나타나며, ⓓ-3에서는 같은 선율로 시

작한 후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며 확장되어 마무리 된다. 이러한 ⓓ의 선율

진행 방법은 와 비슷하다.

<악보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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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의 분석

ⓔ는 두 개의 선율단편으로 이루어져있다. ⓔ에서는 모든 음이 Flatter

tonguing으로 점차 상승 진행하며, 4분 음표의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하다

종지 시에는 점4분 음표 길이로 맺어진다. ⓔ-1에서 음의 진행은 단2도로

하강하다가 완전 4도로 2회 상승한다. 이 때 E♭에서 D로 단2도 하강한 것

은 중심음 D에서 선율이 시작하기 전 E♭이 꾸밈음의 역할로 출현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겠다. ⓔ-2에서는 전체적으로 장2도 낮아진 같은 패턴의 선

율 진행이 나타나며, 선율의 끝자락에 완전 4도의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오

며 선율선이 확장된다.

<악보 18> -ⓔ

나-3. ⓕ의 분석

ⓕ는 3개의 선율단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Like trp.(trumpet sound)으로

연주되는 부분이다. ⓕ-1과 ⓕ-2는 같은 리듬 형태로 시작되며, ⓕ-2에서는

ⓕ-1의 음보다 장2도 상승하여 선율이 시작되며, 선율의 마지막 부분에 음

이 추가되어 확장되었다. ⓕ-3에서는 ⓕ-2의 끝 음인 D에서 시작하여 C로

잠시 머물러 있다 다시 D로 돌아와 종지한다. ⓕ-3의 마지막 쉼표에는 박을

길게 쉬라는 강조의 표시로 페르마타가 지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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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

나-4. ⓖ의 분석

ⓖ의 선율단편은 두 개로 이루어져있다. ⓖ-1과 ⓖ-2의 연주기법은

Flatter tonguing이며 4분 음표로 묶인 셋잇단 리듬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또한 Flatter tonguing 주법과 함께 f와 ff를 부과하여 강렬한 효과

를 이끌어 내려는 작곡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1과 ⓖ-2의 음정 진행은

완전4도 또는 완전5도로 상·하행하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이며, ⓖ-2 선

율단편에서는 완전5도와 단2도로 상승이 추가된다. ⓖ-3에서는 crescendo와

함께 리듬이 점차 빨라지면서 C에서 출발해서 E♭까지 상승하여 종지한다.

이 때 앞의 두 선율단편에서는 모두 D ․ G ․ C의 진행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진행은 ⓔ-1의 선율진행과 같다. 또한 ⓔ-2에서 C ․ F ․ B♭ ․

E♭으로 나타나는 음이 ⓖ-3의 선율에 숨어 있으며, 첫 음과 끝 음은 C와

E♭으로 같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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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 ⓐ′의 분석

ⓐ′는 두 개의 선율단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의 마지막 두 선율은 주제

선율인 ⓐ와 비슷한 진행으로 시작된다. ⓐ′-1에서는 D음이 pp의 다이내

믹으로 한 박 이상 지속되며, 이후 스타카토를 통한 짧은 시가의 빠른 운동

성을 보인다. D의 운동에 이어 상승과 하행의 빠른 선율선을 거친 후 첫 음

으로 돌아와 길게 지속한다. 지속하는 상태에서 C로 잠시 하행했다가 다시

길게 지속된다. ⓐ′-2 또한 빠르게 운동하는 D로 시작되며, D음들 사이에

간혹 C가 출현한다. 마지막 선율단편은 상승하는 아첼레란도 후에 C로 도

약하여 퇴성하며 종지한다.

<악보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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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8-19마디)

는 ⓗ, ⓗ′, ⓗ″, ⓑ′, ⓔ′, ⓖ′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의
시작은 의 종지음인 C에서 완전5도 하강한 F로 시작한다.

다-1. ⓗ의 분석

ⓗ는 6개의 선율단편으로 나누어진다. 이 6개의 선율단편은 모두 확장된

꾸밈음14) 이후에 긴 지속음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때 확장된 꾸밈음은 점

차 음의 갯수가 추가되며 길게 나타난다. 첫 번째 선율단편인 ⓗ-1을 살펴

보면, 낮은 E♭을 밟고 한옥타브를 넘는 F으로의 급격한 도약을 취한다. 이

때 나타나는 E♭과 F의 관계는 ⓗ'와 ⓗ"에서 재등장하므로 새로운 선율의

동기를 제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부터 ⓗ-6까지의 선율단편은

장식음적 효과의 accelerando 패시지를 거쳐 마지막 음을 농음을 하며 길게

끄는 형태로 나타는데 뒤에 출현하는 선율단편일수록 아첼레란도의 선율은

점차 길어진다. 길게 끄는 음의 움직임은 F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승하다가

다시 하강한 후 마지막 D에서 농음과 함께 점차 작아지며 종결된다. 이 때

종지음인 D는 본 악곡에서 온음표 4개로 이어진 가장 긴 리듬으로 나타난

다.

14) 본고에서는 주요음으로 향하기 위한 꾸밈음의 역할을 하는 선율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확장된 꾸

밈음'이라고 이른다. 이는 본고의 ‘특징적 음형’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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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

다-2. ⓗ′의 분석

ⓗ′의 선율단편은 5개로 이루어져있다. ⓗ′-1과 ⓗ′-2의 첫 부분은 짧

은 음가의 C에서 길게 지속하는 D로의 진행으로 동일하다. 이는 ⓗ-1의

움직임에서 변화된 선율진행(ⓗ의 시작은 꾸밈음의 역할인 E♭이 F로 장2

도 진행, ⓗ′는 ⓗ보다 단3도 내려온 상태에서 시작하며, 꾸밈음 역할인 C

가 D로 장2도 진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의 선율을 살펴보면, ⓗ′-1

에서는 상하행이 얽힌 빠른 패시지가 두 번 나타나며 빠른 패시지 사이에

C음이 길게 나타난다. 그리고 ⓗ′-2에서는 빠른 패시지 한 번으로 끝난다.

ⓗ′-3, 4, 5도 마찬가지로 첫 음은 길게 지속되며 이후 빠른 패시지가 나타

난다. 이 때 첫 음은 모두 F이며 ⓗ′-5에서는 한 옥타브 상행 도약한 F이

다. ⓗ′-5에서 빠른 패시지 이후에는 C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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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

다-3. ⓗ″의 분석

ⓗ″의 선율단편은 3개로 이루어져있다. ⓗ″-1, 2, 3의 시작은 ⓗ-1과 유

사한 형태로 짧은 E♭이 꾸밈음처럼 등장하고 F로 급격히 도약한다. ⓗ″

-1, 2는 F가 긴 호흡으로 이어지며 빠른 패시지가 나타나고 ⓗ″-3은 F가

accelerando 음형 안에서 매우 짧은 음가로 나타난다. ⓗ″-2에서는 빠른

패시지 사이에 긴 음가의 A♭이 나타나며, 마지막 빠른 패시지 이후에는 B

♭에서 잠시 시가를 길게 늘인 후 C로 가볍게 떨어진다. 모든 빠른 패시지

사이에는 긴 음가의 음이 나타난다. ⓗ″의 마지막 부분인 ⓗ″-3에서는 f의

강세로 한 차례의 accelerando의 선율형태, 속도의 변화가 없는 선율형태,

ritardando의 선율형태가 차례로 출현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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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

다-4. ⓑ′의 분석

ⓑ′의 선율단편은 4개로 이루어져있다. ⓑ′의 선율은 ⓑ-1의 모티브인

G와 A♭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1과 ⓑ′-2에서 G와 A♭은 리듬이

변형된 형태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후 ⓑ′-3, 4는 동일한 리듬형태의

선율로 시작된다. ⓑ′-3에서는 9개의 음이 세음단위로 하강하는 듯하다 8

번째 음 F에서 C로 완전5도 도약하여 점차 커지며 길게 지속되고, 마지막

선율단편 ⓑ′-4에서는 9개의 음이 세음단위로 하강하며 마지막음 F에서

점차 작아지며 종지한다.

<악보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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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의 분석

ⓔ′는 6개의 선율단편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는 ⓔ와 같이 flatter

tonguing 주법을 사용하는 선율이 주를 이루며, ⓔ에서 E♭-D-G의 순서로

진행된 음이 ⓔ′에서 음 구성순서가 리듬과 함께 변화되었다. ⓔ′-1의 E

♭-G-D, ⓔ′-3의 G-D-E♭이 ⓔ와 같은 음으로 나타나며, ⓔ′-2의 선율

은 앞부분 D의 지속음을 반복하기 위한 변형패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에서는 같은 리듬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러한 리듬형의 끝 음

의 시가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리듬적 accelerando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음

은 점차 상승해 나간다. 동일한 리듬형 반복이 끝날 무렵 ⓔ′-4의 마지막

음 A♭에서 ⓔ′-5의 강한 첫 음 G로 단7도의 급격한 도약을 한다. 이후

오잇단으로 묶인 세 개의 음들이 점진적으로 선율선을 상승시키며

decrescendo와 함께 세 차례 동형진행을 한다. Flatter tonguing의 선율단편

이 끝난 후 ⓔ′-6에서는 4분 음표 길이의 동일한 박자의 C와 D가

crescendo 되며 등장하여 안정적인 상승을 한 후 고음역의 E♭-F-C가 셋

잇단음 형태의 리듬으로 두 번 반복된다. 마지막 음은 퇴성을 하며 종지한

다.

<악보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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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의 분석

ⓖ′는 두 개의 선율단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은 점차 커지면서 빠

르게 상승하며 움직이는 패시지이다. 이후의 선율을 ⓖ′-2로 보았는데, ⓖ

의 리듬과 같은 형태인 4분음표 셋잇단음인 리듬꼴이 7회 반복되며 flatter

tonguing으로 연주된다. 음 진행은 초반엔 급격한 단7도 도약을 하며 상행

과 하행을 반복한다. 이 후 점차 하강 진행하며 음폭이 줄어든다. 다이내믹

또한 음폭이 큰 도약을 할 경우에는 sf 또는 ff, cresc.로 강한 소리를, 음폭

이 줄어들면서 음역이 낮아갈 수록 mp, p, pp로 점차 작아지는 여린 소리

를 지시하고 있다.

<악보 27> -ⓖ′

의 마무리를 하는 ⓔ′와 ⓖ′는 급격한 도약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리

듬에도 많은 변화를 준다. 또한 지속음도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셈여림 또

한 가장 강한 sf나 ff에서 pp까지 나타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은 본 곡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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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0-24마디)

는 ⓒ′, ⓘ,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라-1. ⓒ′의 분석

ⓒ′는 6개의 선율단편으로 구분된다. 의 첫 부분인 ⓒ′는 ⓒ와 매우

비슷하게 진행된다. ⓒ′-1과 ⓒ′-2를 살펴보면, ⓒ′-3, 4의 축소 형태로

예비 선율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선율단편은 ⓒ와 같은 리듬형태로 진행

되며 마디의 첫 음이 온음 간격으로 하강 진행한다. ⓒ′-3, 4, 5에서

accelerando ․ glissando 패시지 이후의 음 진행 또한 ⓒ와 비교하였을 때

약간의 축소, 변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의 D와 A♭은 ⓒ′-4에

서 한음이 올라간 형태로 변형되었고, ⓒ′-5에서는 본래 D와 A♭의 진행

에서 A♭대신 G를 선택하여 C까지 완전5도 반복 하강하는 패시지로 종지

한다. ⓒ′-6은 D와 A♭의 관계로 시작하며 본 곡의 가장 높은 음 F에서

강하게 종지한다. ⓒ′-6는 ⓒ-5와 동일한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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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

라-2. ⓘ의 분석

ⓘ는 Multiphonic으로 연주하며 ad lib. 지시가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연

주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소나타형식에서 클라이맥스가 끝난 후, 재현부 직전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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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adenza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는 ad lib.을 요구하며 연주자의 즉흥

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리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cadenza에서 나타나는 템포 루바토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cadenza 이후 재현부가 출현하는 소나타의 특징이 본 곡에서 또한 나타난

다. ⓐ″는 본 곡의 맨 처음 의 선율이 집약되어 재출현하는데 이는 소나

타 재현부의 특징과도 같다.

<악보 29> -ⓘ

라-3. ⓐ″의 분석

ⓐ″는 6개의 선율단편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인 의
끝자락에서는 곡의 주제선율인 ⓐ를 재현한다. ⓐ″-1에서는 ⓐ의 주요한

특성인 D음의 고요하고 빠른 운동성으로 시작되어, 이어지는 뒷부분 선율에

서는 정확한 시가 없이 음높이만 나열되어 있다. 이 때 마지막음 A♭은 pp

로 길게 지속하며 decrescendo와 함께 퇴성하며 선율을 마무리 한다. 이는

ⓐ-1과 ⓐ-4의 선율이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합쳐진 선율로 볼 수 있다.

ⓐ″-2는 ⓐ-3과 유사한 진행으로 시작하여 이 후 상승과 하행의 움직임

으로 F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마지막 F는 매우 길게 지속된 후 그

음을 이어가며 ⓐ″-3에서는 ad lib.으로 리듬이 없는 선율이 출현한다.

ⓐ″-4에서는 16분음표 묶음으로 된 4개의 음이 점차 하강하다가 온음표 G

로 진행한다. 다음 ⓐ″-5에서는 같은 음 G로 시작되며 강한 악센트 F이후

B♭이 등장한다. 이 때 F와 B♭은 변화된 형태로 바로 뒤에 재등장하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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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5도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지막 ⓐ″-6에서는 F에서 시작하

여 완전 5도 연속 도약 상행하여 중심음 D에서 퇴성하며 종지한다.

<악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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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비의 연가Ⅲ>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1) 음조직과 주요음의 윤곽

(1) 음조직

<나비의 연가Ⅲ>은 무조음악이다. 총 9개의 음이 출현하며, 8개의 음이 주

로 사용된다. 이 음들은 D음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D는 주요한

선율을 움직이는 중요한 음으로 사용된다. 본 곡에 출현하는 음들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며 나타나, 분석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5

음 중심의 음조직, 둘째 E♭, A♭, B♭Major Scale, 셋째 완전4도(완전5도)

진행의 음조직으로 나누었다.

① 5음 중심의 음조직

<악보 31> 5음 중심의 음조직

C, D, G 3음을 중심으로 단2도 위, 장2도 아래에서 꾸미는 음이 추가로 구

성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중 C의 장2도 아래 음인 B♭과 G의 장2도 아래

음인 F까지 주요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악보 31>의 5음 중심의 음

조직과 일치하게 된다. 이에 5음 중심의 음향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위에서 반음, 아래에서 온음이 5음을 꾸며주는 기능을 보이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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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곡 중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부분을 <악보 32>와 <악보

33>에 제시한다.

<악보 32> 5음 중심의 음조직으로 이루어진 예1. (-ⓐ)

<악보 33> 5음 중심의 음조직으로 이루어진 예2. (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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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 A♭, B♭Major Scale

<악보 34> E♭Major Scale

<악보 34>의 8음을 D가 아닌 E♭를 중심으로 재배열 하면, 위와 같이 E

♭Major Scale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중 어떤 음을 선택하여

쓰느냐에 따라 A♭Major Scale과 B♭Major Scale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본

곡은 조성이 없는 무조음악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장음계(Major

scale)를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성음악의 느낌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다.

곡 중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부분을 각 조성별로 <악보 35>～

<악보 37>에 제시한다.

<악보 35> E♭Major Scale이 나타나는 예. (의 ⓕ-1)

<악보 36> A♭Major Scale이 나타나는 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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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B♭Major Scale이 나타나는 예. (의 ⓒ-2)

③ 완전4도(완전5도) 진행의 음조직

<악보 38> 완전 4도 진행

<악보 39> 완전 5도 진행

위의 8음을 D에서부터 완전 4도로 배열하면 <악보 38>과 같이 되고, 다시

A♭에서 D♭를 제외한 7음을 완전5도로 배열하면 <악보 39>와 같이 된다.

완전5도와 완전4도는 전위음정 관계로 상행-하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전환

이 가능하다.

이 음들 간에는 음정관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심음이 존재하지 않

는다. 중심음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 음들 중 어떤 음을 시작으로 두는

데는 제한이 없어진다.

본 곡에서는 주로 완전4도 상행, 완전5도 상행의 형태로 이 음계가 사용되

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부분을 <악보 40>과 <악보

41>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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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완전 4도 진행이 나타나는 예. (의 ⓔ)

<악보 41> 완전 5도 진행이 나타나는 예. (의 ⓐ″-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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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락별 주요음15)의 윤곽

본 곡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긴 음가의 음에 의

해 움직이는 선율의 윤곽이다. 그 음들의 사이에는 빠르고 복잡한 패시지가

나타나며 긴 음가의 음을 향해 움직이는 선율이 진행된다. 이 장에서는 주

요음의 윤곽을 살펴보고 이러한 음의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율을 대

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요음의 윤곽에 대한 분석을 서술한 후 원본 악보를 제시하고, 그

다음 윤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음만을 간추려 악보를 제시한다.

(가) 에서 나타나는 주요음의 윤곽

가-1. -ⓐ

에서는 ⓐ의 선율에서 주요음의 윤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의

선율에서는 D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이다가 긴 음가의 음으로 도약 진

행을 한다. 이러한 선율단편은 세 번 연속 나타나는데, 이 때 D에서 도약하

는 음은 G, G, C로 진행된다. 이 때 나타나는 주요음의 윤곽은 D → G , D

→ C 로 나타나 완전4도, 단7도로 진행된다. ⓐ-4에서는 한 옥타브 위인 D

로 시작한다. 이때 시작음에서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으로 페르마타의 긴 E

♭을 거쳐 D, F로 진행한다.

15) 주요음기법(Hayptton)은 윤이상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이상의 고유 작곡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주요음기법은 각 음 하나하나에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서양의 12음 기법에서 ‘주요음’

을 중심으로 한 단음으로 이어진 작은 덩어리로 중심이 되는 음과 그 음의 주위를 장식하는 음으로 

이루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음이 중심음이 되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그 중심음 주변

에 많은 장식음과 멜리스마적인 음형들-전타음, 진동음, 비브라토, 악센트, 후타음 등-로 하나의 선

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 중심이 되는 음이 ‘주요음’이 되는 것이다. 김용환, 『윤이상연

구』, 서울: 시공사, 2001.

     이것은 한국전통음악의 선율선과 매우 유사하다. 주요음이 울리기전에 짧은 앞꾸밈음, 또는 여러

개의 음군을 동반한 멜리스마적인 장식음으로 준비과정을 갖는 것이 진동의 시작이다. 전타음은 주

요음으로 연결되며 움직임이 서서히 증가되는 중간단계를 거친다. 그 후 이 움직임을 마무리하는 

맺음의 움직임-후타음-으로 끝난다. 주요음을 꾸며주는 비브라토, 글리산도, 트릴, 트레몰로 등의 

장식요소들은 각각의 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주요음기법이 동양음악적 표현 언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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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

<악보 43>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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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 -ⓑ

ⓑ에서는 A♭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이다가 D로 중심을 이동하여 종지한

다.

G로 선율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는 뒤의 A♭을 꾸미는 기능이 강하므로,

ⓑ에서 출현하는 네 음들(G, A♭, C, E♭)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A♭이

중심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A♭과 D의 관계는 증4도이며,

이는 앞의 ⓐ의 완전협화음정인 완전4, 5도 진행과는 반대되는 불협화음정

의 진행이다.

<악보 44> -ⓑ

<악보 45>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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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3. -ⓒ

ⓒ에서는 각 선율단편의 첫 음이 긴 음가로 나타나며, 이 음들은 온음간격

으로 하행하다, ⓒ-4에서는 단3도인 C로 하행한다. 또한 각 선율단편의 끝

자락에 있는 음들은 특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움직인다. ⓒ-1과 ⓒ-2는 D

와 A♭으로 선율을 마무리하는데 이들은 증4도 관계이다. ⓒ-3에서는 한

옥타브를 넘는 도약을 하는 단2도 관계의 진행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선율

의 진행을 보이다 점차 ⓒ-4의 끝자락에서는 단7도, 단3도, 완전4도, 장3도,

두 번의 완전5도 진행을 하며, 점차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며 종지한다.

ⓒ-5에서는 A♭을 중심으로 음이 이동하며 종지음을 향해 상승한다. A♭은

G로 내려갔다가 B♭으로 상행한 후, 다시 A♭으로 내려와 E♭을 거쳐 긴

음가의 종지음 F로 이동한다. 의 종지음은 F이며 는 두옥타브 아래의

같은 음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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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

<악보 47>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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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서 나타나는 주요음의 윤곽

나-1. -ⓓ

에서 ⓓ의 윤곽을 살펴보면 F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에서 긴 음가의

D로 움직이는 음의 이동이 두 차례 연속 나타난다. 이후 또다시 F를 중심

으로 선율을 시작한다. 이 때 F에 D가 섞이며 확장된 농음의 형태를 보이

다, E♭으로 중심을 이동하여 종지한다. 이는 ⓐ에서 나타난 주요음의 진행

과 음정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1에서 ⓐ-3까지 나

타나는 주요음의 음정 관계는 완전4도→완전4도→단7도, ⓓ-1에서 ⓓ-3까지

는 단3도→단3도→장7도의 진행으로 두 악절 모두 비교적 편안한 음정으로

두 차례 반복했다가, 긴장을 주는 7도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점은 작곡상 의

도적인 음조직의 통일성을 부여한 것이다.

<악보 48> -ⓓ

<악보 49>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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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 -ⓕ

ⓕ에서는 ⓕ-1에서는 B♭으로 시작하여 E♭으로 종지, ⓕ-2에서는 C로 시

작하여 D로 종지하고, ⓕ-3은 D로 시작하여 D로 종지한다. 시작음은 온음

간격으로 상행하며, 종지음은 단2도로 하강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악보 50> -ⓕ

<악보 51> -ⓕ의 주요음 윤곽

나-3. - ⓐ′

ⓐ′에서는 D의 움직임이 상당히 길고 중요한 주제선율로 반복적으로 나

타나며 긴 음가의 C로 이동하여 종지한다.

<악보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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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의 주요음 윤곽

(다)  에서 나타나는 주요음의 윤곽

다-1. -ⓗ

의 ⓗ에서 첫 선율은 E♭에서 F로 도약하여 시작된다. 이후 긴 음가의

음의 윤곽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음폭으로 점차 상승한 후 점차 하강하며

마지막 음에서는 한 옥타브를 넘는 하강으로 중심음인 D에서 종지함을 알

수 있다.

<악보 54> -ⓗ

<악보 55> -ⓗ의 주요음 윤곽



- 63 -

 다-2. -ⓗ′

ⓗ′의 첫 부분은 C를 거쳐 중심음 D로 시작한다. 이후 D에서 C, D에서

F로 움직이며, 낮은 F에서 한 옥타브 상승한 F로 이동한 후 높은 음역의 C

에서 종지한다.

<악보 56> -ⓗ′

<악보 57>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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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

ⓗ″에서는 ⓗ 처음부분과 같이 E♭을 거쳐 한 옥타브 높은 F로 도약을

한다. 이후 같은 패턴으로 F가 다시 출현하고 단3도 상행하여 A♭, 장2도

상행하여 B♭까지 이동한다. ⓗ″-3의 시작도 E♭을 거쳐 한 옥타브 높은

F로 도약을 하며 각 프레이즈의 첫 음이 온음 간격으로 상행한다.

<악보 58> -ⓗ″

<악보 59> -ⓗ″의 주요음 윤곽



- 65 -

다-4. -ⓑ′

ⓑ′에서는 초반 G와 A♭이 중심으로 번갈아 움직이며, 마지막 G에서 C

로 완전4도 상승한다. 이후 완전5도 하강하여 F에서 종지한다.

<악보 60> -ⓑ′

<악보 61> -ⓑ′의 주요음 윤곽

다-5. -ⓔ′

ⓔ′의 선율 골격은 세 음씩 묶여 있다. 그 중 긴 음가로 나타나는 첫 음

과 끝 음을 주요음으로 보면 E♭-D, B-D, G-E♭, D-A♭으로 ⓔ′-4까지

의 윤곽이 잡힌다. 이러한 패턴으로 ⓔ′-5를 살펴보면 G-B♭, A♭-C,

C-E♭으로 윤곽이 나타난다. ⓔ′-6의 선율에서는 셋잇단음 리듬의 선율패

턴에서 첫 음과 끝 음을 주요한 음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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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

<악보 63> -ⓔ′의 주요음 윤곽

(라) 에서 나타나는 주요음의 윤곽

라-1. -ⓒ′

ⓒ′의 처음 부분 ⓒ′-1과 ⓒ′-2는 뒷 선율의 예비 선율로 각각 G와 F

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이후의 선율단편에서 또한 길게 나타나는 첫

음이 G와 F로 이동하고 E♭까지 온음간격으로 하강한다. 또한 각 선율단편

의 끝자락에 있는 음들의 관계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3 끝자락의 D

와 A♭은 증4도, ⓒ′-4의 E♭과 B♭은 완전4도, ⓒ′-5의 D, G, C는 완전

5도 연속하강 진행을 한다. 마지막 ⓒ′-6은 ⓒ-5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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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

<악보 65>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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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

ⓐ″의 선율에서는 ⓐ와 같이 D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이다가 긴 음가

의 음으로 도약 진행을 한다. D에서 도약하는 음은 A♭과 F이다. 이 때 D

와 A♭의 관계는 감5도이고, D와 F의 관계는 단3도이다. ⓐ″-4 이후의 선

율에서는 G → F로 음을 이동시키며 F에서 B♭으로 완전5도 하강을 한 후

완전5도 연속 도약 진행으로 중심음인 D까지 도달하여 곡을 맺는다.

<악보 66> -ⓐ″

<악보 67> -ⓐ″의 주요음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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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음형

(1) 확장된 농음

한 음을 중심으로 짧은 시가로 빠르게 움직이는 음형이다. 이러한 선율은

농음이 확장되어 선율화된 느낌을 주며, 이를 정확한 음높이를 지닌 ‘확장된

농음’으로 해석하겠다.

이 음형은 한 음을 중심으로 짧은 시가의 음이 모여 빠른 운동성을 보이

는 형태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짧은 시가의 리듬에는 16분음표의 집합, 오잇

단음의 다양한 형태, 또는 셋잇단음 등이 출현한다. 이 곡에서 가장 현저히

출현하는 음형이며, 곡의 첫머리에서 D음을 중심으로 하는 음형이 3회 연속

으로 출현하고, 의 ⓑ부분에서 두 옥타브 높은 D를 중심으로 하는 음형이

출현하고, 의 처음 선율에 F를 중심으로 하는 음형이 출현한다. 마지막

부분인 에서는 D음을 중심으로 하는 음형이 2회 연속으로 출현한다. 또한

<나비의 연가Ⅲ>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음형의 특징은 후에 긴 지속음으로

종지한다는 점이다.

<악보 68> D를 중심으로 C가 섞이며 움직이는 확장된 농음 (ꆲ의 ⓐ-1)

<악보 69> D를 중심으로 F가 섞이며 움직이는 확장된 농음 (ꆲ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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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D를 중심으로 E♭이 섞이며 움직이는 확장된 농음

(ꆲ의 ⓑ-4)

(2) 꾸밈음

본래 한국전통음악에서 꾸밈음은 시김새에 해당하는 독특한 동양의 음색

이다. 이 곡에서는 뒷 음을 짧게 꾸며주는 시김새에서부터 복잡한 선율을

지닌 다양한 길이의 장식음까지 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꾸밈음음의 범위

를 앞 꾸밈음과 같은 짧은 장식음에서부터 목표하는 음에 다다르기 위해 생

동하는 다양한 장식적인 움직임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겠다.16)

① 1개 또는 2개의 꾸밈음

<악보 71> 1개 또는 2개의 꾸밈음의 예.

16) 본 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장식음의 특징은 윤이상 음악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윤이상은 장

식적 우회(Umspielung)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의 음악의 장식적 움직임을 설명했다. 윤이상이 사

용하는 음은 어떤 장식이나 준비음을 통해 머무르고, 그 음을 살리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다. 즉 다

음에 출현할 음을 생동화 시키고, 개별음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끊임없는 연결을 목적으로 장

식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장식적 움직임은 윤이상의 음악에서 1/2마디, 혹은 2,3마디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국전통음악에서 또한 이러한 장식적인 요소가 음에 생동력을 주기 위해

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음악적 흐름에 관여한다. 김용환, 『윤이상연구』, 서울: 시공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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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이 여러 개인 꾸밈음 또는 확장된 꾸밈음

<악보 72> 음이 여러 개인 꾸밈음의 예.

<악보 73> 확장된 꾸밈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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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빠르기가 변하는 꾸밈음

본고에서는 이러한 빠르기가 변하는 꾸밈음의 음형을 붓글씨에 비유하여

뿌린음17)이라고 해석된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곡에 등장하는 뿌린음은 4가

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음이 정해져 있으며 점차 빨라지는 리듬 형

태이고, 두 번째는 음이 정해져 있으며 빠른 속도에서 점차 느려지는 리듬

형태이다. 세 번째 형태는 음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빨라지

는 리듬이고, 네 번째는 첫 음과 끝 음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차 빨

라지는 리듬이다.

<악보 74> 음이 정해져 있으며 점차 빨라지는 뿌린음(accelerando)

(ꆲ의 ⓐ-4)

<악보 75> 빠른 속도에서 점차 느려지는 뿌린음(ritardando)

(ꆴ의 ⓗ″-3)

17) 홍정수는 시김색적 현상을 서양식 이론 용어들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김새’라는 용어만으

로는 음들의 관계성을 구체화시키기 어렵다고 하여 붓글씨 기법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시김새에 적

용시켰다. 번진음, 번진선율, 번짐, 튄음, 뿌린음들, 농담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 중 뿌린음은 본래

의 음에 붙여 있는 많은 수의 장식적 음들이다. 다시 말해, 음들의 길이 짧고 많아 뿌려진 느낌을 

주는 장식적 음들을 가리킨다. 홍정수ㆍ지형주ㆍ서혜라ㆍ김지은, 『이영조 음악』, 서울: 태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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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 뿌린음(=glissando) (ꆲ의 ⓒ-1)

(3) 4분음표 셋잇단음의 묶음

이 곡에서는 셋잇단음의 출현이 빈번하며,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셋

잇단음이 출현한다. 특히 4분음표 셋잇단음의 출현이 많고, <나비의 연가

Ⅲ>에서 이 리듬은 대부분 단독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선율을 끌어가는

경우에 나타난다. 또한 본 곡에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나오는 유일한 형태이

며, 주로 Flatter tonguing 주법과 함께 나타난다.

<악보 77> 4분음표 셋잇단음 묶음의 예1. (의 ⓖ-1과 ⓖ-2)

<악보 78> 4분음표 셋잇단음 묶음의 예2.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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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리듬의 형태18)

이 곡에서는 다(多)잇단음 형태의 리듬과 16분음표가 다수 묶여 있는 형

태의 리듬이 상당수 출현한다. 다잇단음 형태의 리듬에는 5잇단음의 리듬부

터 6잇단음, 7잇단음, 9잇단음의 형태가 있으며, 보통 빠른 패시지의 복잡한

음형으로 표현된다. 5잇단음의 리듬은 가장 많이 출현하며 다양한 형태의

리듬꼴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리듬의 형태는 독주곡에서는 더욱이 명확한 시가를 얻어내기 힘들

다. 작곡가는 이러한 리듬형을 제시하며 악보에 기보된 음형과 유사한 음악

적 느낌을 연주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음악적 해석의 결정권은 연주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79>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리듬 형태의 예1.

(ꆴ의 ⓗ′-1 ～ ⓗ′-4)

18) 이러한 리듬 형태는 주요음 사이에 나타나는 장식적인 요소로 자주 등장한다.



- 75 -

<악보 80>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리듬 형태의 예2. (ꆴ의 ⓗ″)

(5)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

<나비의 연가Ⅲ>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ad lib.지시이

다. 본 곡은 리듬 없이 음정만 제시해 놓은 ad lib. 파트를 첨가하여 연주자

자신의 주체적 해석으로 즉흥적인 리듬을 창조해서 연주하는 부분을 만들었

다.

의 ⓐ-4, 의 ⓘ, ⓐ″-1, ⓐ″-3에서 총 4회 나타난다. 특히 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Multiphonic ad lib.으로 다음(多音)주법의 연주를

연주자의 기량에 무조건적으로 맡겼다.

<악보 81>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의 예1.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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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의 예2. (의 ⓘ)

<악보 83>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의 예3. (의 ⓐ″-1)

<악보 84>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의 예4. (의 ⓐ″-3)

(6) 선율의 불협화 음정진행

본 곡에서는 선율의 불협화 음정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증4도

관계인 D와 A♭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불협화음정의 도약진행을 의도적으

로 사용하였다.

<악보 85> 증4도(D와 A♭) 진행의 예. (ꆲ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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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불협화음정의 도약진행의 예. (ꆲ의 ⓒ-5)

증4 단6 증7 증11 증4 단6 단7 단6 단7 감5 단7 단9 감5

<악보 87> 단7도 도약진행의 예. (ꆴ의 ⓖ′-2)



- 78 -

3) 주법적 특징

(1) 농음과 퇴성

한국전통음악에 있어 음을 움직이는 농음, 퇴성, 추성은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연주 기법이다. 농음은 전통음악에서 음을 흔들어 내는 소리를 뜻하

며 서양음악의 비브라토에 해당한다. 이 농음은 본고에서 분석한 ‘확장된 농

음’과는 구별된다. 퇴성은 어떤 음을 낸 후 그 음을 아래로 흘려 내리는 연

주법이며, 추성은 반대로 음을 끌어 올리는 연주법이다. 본 곡에서 추성은

나타나지 않고, 농음과 퇴성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때로 이 둘이 동시에 출

현하는 경우도 있다. 본 곡에서는 보통 음을 두박이상 길게 뻗는 경우에 농

음을 제시하였다.

<악보 88> 농음의 예. (ꆲ의 ⓐ-1)

<악보 89> 퇴성의 예. (ꆲ의 ⓑ-4)

<악보 90> 농음과 퇴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예. (ꆲ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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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atter tonguing

Flatter tonguing은 음을 지속하면서 입천장에서 혀를 rre 발음으로 굴리

며 떠는 음을 만드는 것이다. 싱글텅잉(single-tonguing), 더블텅잉

(double-tonguing) 또는 트리플텅잉(triple-tonguing)과는 다르게 텅잉으로

인하여 음이 끊기는 현상 없이 지속되며, 독특한 음향적 효과를 만들어 내

는 특수주법이다. 본 곡에서는 주로 같은 리듬형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이

주법이 출현한다.

<악보 91> Flatter tonguing의 예. (ꆳ의 ⓔ)

(3) Trumpet sound

Mouth Piece 악기의 취법을 이용한 주법이며, 대금의 취구에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넣은 상태에서 나발이나 나각을 불 때처럼 입술을 마찰시켜서 공

기를 밖으로 내보내며 연주한다. 음높이는 입술의 긴장과 입안의 공간에 따

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특수주법은 특정한 음정을 내기 어렵다. 본 곡에서

이 특수주법은 Like trp.으로 기보된다.

<악보 92> Trumpet sound의 예. (ꆳ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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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phonic

다음주법(multiphonic)은 한 운지법에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기존의 전통

적 연주방식과는 달리 하나의 운지를 통해 두 개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주법으로 20세기 현대음악의 서양 목관악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

운 주법 중 하나이다. 서양 목관악기의 경우 취법과 더불어 악기에 창작된

여러 개의 key를 활용함으로써 이 주법이 가능해지는데 대금은 그 운지의

가능성이 6개의 지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지보다는 취법의 원리를 적극

적으로 이용하여 한 운지법에서 위, 아래의 배음을 만들어내는 연주를 한다.

대금을 비롯한 동 서양의 관악기에는 이처럼 호흡의 양과 속도, 입술의 조

정에 따른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바탕음 대신 위쪽의 배음을 이끌어 내는

주법이 사용되는데 서양의 관악기에서는 이와 같은 주법을 overblowing이

라고 한다. 이러한 주법으로 바탕음과 1옥타브위의 제2배음, 그 완전 5도 위

의 제 3배음과 같이 정수배의 진동수를 가진 배음렬을 가지고 연주한다.19)

본 곡의 멀티포닉에서는 몇 가지 음을 제시해 놓았지만 작곡가는 사실상

온전히 연주자의 해석에 맡겼다.

<악보 93> Multiphonic의 예. (ꆵ의 ⓘ)

19) 김정승, “현대창작곡을 위한 대금 연주기법-특수주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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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주해석의 가능성

모든 음악의 악보는 기보가 아무리 상세하다 하더라도 결코 완벽하고 정

확한 연주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음악은 ‘연주’라는 매체를 거쳐야 비

로소 그 실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음악은 연주자의 해석으로 인해 재탄생하

게 된다. 이렇듯 연주자의 해석은 음악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본 곡과 같

은 경우는 그러한 해석의 범주를 확장시켜 연주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비의 연가Ⅲ>은 의식적으로 창조적 선택을 요구하는 ‘열린 형식(open

form)’의 작품이다. 세부적인 기보는 명확하고 규정적이되, 일부 또는 대부

분의 요소를 연주자의 결정에 맡기며 연주자의 창조적 해석 능력을 요구한

다. 또한 연주자가 이러한 작곡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서 작

곡가와 연주자가 각각의 독립된 고유 영역에서 벗어나 연주자가 작곡가의

역할까지 포함하게 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연주자는 이러한 음악에서

이상적인 연주를 위해 연주자 자신의 음악적 판단력과 상상력을 확장하여

작곡가가 제시한 악보로부터 가능한 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낳아야 한다. 성

공적인 연주는 작곡가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곡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

고 연주자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열린 형식의 음악은 연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개별적 가치를 확대시킨

다. 동일한 작품에서 연주자마다 또는 연주자의 연주마다 각기 다른 해석과

개성을 가지며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본고에

서 제시하는 연주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주자들에게 창조적이

고 독자적인 해석의 연주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비의 연가Ⅲ>에서는 악곡의 재구성, ad lib. 지시, 구분이 명확하지 않

은 리듬 형태, 음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리듬, 리듬이 없는 음정들의 나열 등

다양한 요소에서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

가능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필자의 해석을 제안하겠다. 또한 필자의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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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초연자의 연주20)를 참고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악곡의 재구성

작곡가 이영자는 <나비의 연가Ⅲ>의 연주에 본인 작곡의 대금 독주곡

<Requiem(진혼의 노래)21)>을 연주자의 해석으로 삽입과 재구성이 가능하

다고 밝혔다.

필자 해석의 <나비의 연가Ⅲ> 악곡의 재구성은 <Requiem>의 선율을 추

가하였으며 재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나비의 연가Ⅲ>의 첫 부분인 는 ⓐ부터 ⓒ까지 연주하고, 의 ⓓ에

서 <Requiem> 21마디(♩= ca. 66 Calme)로 넘어간다. 이때 의 시작인 ⓓ

는 <나비의 연가Ⅲ>의 주제선율이 변화되어 새롭게 출현하며, 선율의 마지

막에는 cresc.와 상행하는 움직임으로 고조되며 E♭으로 길게 종지한다. 이

후 <Requiem>의 21마디는 p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대조적으로 전환 시키며

새로운 선율을 등장시킨다. 여리게 시작하여 점차 빠르고 긴장되는 선율이

추가되며 새로운 긴장감의 요소가 출현한다.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G음을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도록 해석한다. 이때 G음은 p

에서 시작해 ppp까지 작아지며 점차 사라진다. 이후 의 ⓕ 선율을 연주하

고 의 ⓐ′로 건너뛰어 의 ⓗ까지 연결한다. 이때 ⓕ는 trumpet sound

주법으로 연주되어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며, 이후 ⓐ′로의 진행은 주제

선율의 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의 ⓗ 이후에는

<Requiem>의 37～40마디와 43마디 세 번째 박부터 46마디까지를 삽입한

다. 의 ⓗ는 ppp의 D로 종지하며, 이어지는 <Requiem> 또한 ppp의 D로

시작되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후 <Requiem>의 선율은 서정

20) 김정승의 2003년도 서울대 석사과정 졸업연주를 참고함. (초연은 2002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21) 이영자 작곡 대금 독주곡. 2003년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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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곡명 형식구분(마디) 경과시간

① 나비의 연가Ⅲ  ⓐ~ⓒ 00″~2′20″

② 나비의 연가Ⅲ  ⓓ 2′20″~2′50″

③ Requiem ♩= ca. 66 Calme 21~33마디 2′50″~4′06″

④ 나비의 연가Ⅲ  ⓕ 4′06″~4′34″

⑤ 나비의 연가Ⅲ  ⓐ′~ ⓗ 4′34″~5′35″

⑥ Requiem
♩= ca. 66 Calme 

 37~40마디, 43마디 세 번째 박~46마디
5′35″~6′27″

⑦ 나비의 연가Ⅲ  ⓑ′~ⓖ′ 6′27″~8′10″

⑧ 나비의 연가Ⅲ    ⓒ′~ⓐ″ 8′10″~10′48″

적으로 진행하다 45마디를 accel.로 해석하며 cresc.와 함께 상행진행으로

긴장감을 높여가다가 D에서 종지한다. 이후 <나비의 연가Ⅲ>으로 돌아와

의 ⓑ′로 진행하며 첫 음 G를 air sound로 연주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킨

다. 의 ⓑ′부터는 <나비의 연가Ⅲ> 끝까지 그대로 연주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악곡의 재구성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표 11>을 제

시한다. <악보 94～96>은 <나비의 연가Ⅲ>에 삽입된 <Requiem>의 선율이

다.

<표 11>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곡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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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 <Requiem> 21 ~ 33마디

<악보 95> <Requiem> 37 ~ 4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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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Requiem> 43마디 세 번째 박 ~ 46마디

2003년 김정승의 연주에서 또한 <Requiem>을 포함시켜 연주하였으며, 이

연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악곡을 재구성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나비의 연가Ⅲ>의 첫 부분인 는 처음부터 끝까지 삽입이나 삭제되는

부분 없이 연주된다.  다음 바로 로 이어지며 의 두 번째 마디인 ⓔ

-2까지 연주한 후 Like trp.부분부터 세 마디인 14-16마디를 삭제하고 17마

디 ⓐ′로 건너뛴다. ⓐ′-2까지 연주한 후 의 ⓗ′-3으로 건너뛰어 의
끝까지 연주한다. 에서는 ⓒ′-1에서 ⓒ′-5까지 연주한 후 <Requiem>

을 삽입한다. <Requiem>은 5마디를 삽입하고 이어서 10-18마디까지 삽입

된다. <Requiem> 10-18마디를 연주한 후에는 다시 <나비의 연가Ⅲ>의

ⓒ′-6으로 돌아와 ad lib. (Multiphonic)까지 연주를 이어간다. 이후 마지막

부분의 ad lib.인 ⓐ″-3으로 건너뛴 다음 이 곡의 마지막까지 이어간 후 연

주를 마친다. 본 연주에서는 연주자에 의해 창작된 선율을 찾아볼 수 있다.

연주의 시작부분과 ad lib. (Multiphonic) 이후의 선율이다.

<표 12>는 2003년도 김정승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버전이다. <악보 97～

98>은 김정승 연주의 <나비의 연가Ⅲ>에 삽입된 <Requiem>의 선율이다.

<악보 99>와 <악보 100>은 김정승의 창작으로 추가된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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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곡명 형식구분(마디) 경과시간

① 나비의 연가Ⅲ  ⓐ~ⓒ 00″~3′30″

② 나비의 연가Ⅲ  ⓓ~ⓔ 3′30″~4′30″

③ 나비의 연가Ⅲ  ⓐ′ 4′30″~4′50″

④ 나비의 연가Ⅲ  ⓗ′-3~ⓖ′-2 4′50″~7′00″

⑤ 나비의 연가Ⅲ  ⓒ′-1~ⓒ′-5 7′00″~7′40″

⑥ Requiem   ♩= ca. 58 Avec tristesse(서글피) 5마디 7′40″~7′57″

⑦ Requiem   11~20 마디 7′57″~9′05″

⑧ 나비의 연가Ⅲ  ⓒ′-5~ⓘ 9′05″~11′30″

⑨ 나비의 연가Ⅲ  ⓐ″-3~ⓐ″-6 11′30″~12′16″

<표 12> 김정승 해석에 의한 악곡의 재구성

<악보 97> <Requiem> 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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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8> <Requiem> 10-18마디

<악보 99> 김정승의 악곡 시작 전 애드립 선율

<악보 100> 김정승의 ad lib. (Multiphonic) 이후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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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rase 해석

본 곡은 선율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Phrase는 대부분 이러한 선율단편

단위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분석을 통하여 선율단편에 번호를 붙였으며 이는 본고의 참고악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악보에 작곡가가 제시한 프레이즈를 따라 연주하

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한편 모든 프레이즈를 선율단편 단위와 악보

에 제시된 단위로 해석하는 것 외에 다양한 해석으로 프레이즈 구성에 변화

를 주는 것 또한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악보 101>에 의 ⓐ의 선율

을 제시하였다. ⓐ-1, 2의 프레이즈는 긴 음가로 도약하기 전에 나누어 해석

하였고, ⓐ-3은 악센트가 제시된 F를 강조하기 위해 F를 기준으로 프레이

즈를 나누어 놓은 해석이다. ⓐ-4은 하나의 선율단편 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프레이즈를 다르게 해석한 예이다. 첫 번째 프레이즈 안에서 프레이즈를 둘

로 나누어 변화를 주었다. 이때 나누어진 경계는 첫 번째 프레이즈의 D가

한 프레이즈의 다른 음보다 비교적 길게 제시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서 생

겨난다. D를 경계로 생겨난 두 번째 프레이즈는 긴 지속음 F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 B♭․F․C를 하나로, 다음 꾸밈음과 F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해석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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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1> 프레이즈 해석의 예. (의 ⓐ)



- 90 -

3. 리듬과 악상기호의 해석

<나비의 연가Ⅲ>은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리듬22)을 전반적으

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리듬은 결과적으로 연주되는 순간 해석으로 재탄생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연주자는 악보에 제시된 리듬을 바탕으로 해석

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리듬은 악상기호와

관계를 맺으며 해석되기도 한다. 리듬은 또한 연주자의 즉흥적인 해석을 통

해 다양하게 변화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리듬의 accel 또는 rit 효과 등으

로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tonguing, accent, 농음 등의 다양한 해석을 통

해 악상기호를 재해석 할 수 있다.

<악보 102>는 악센트 해석의 예이다. 의 ⓐ-3에서 F에는 accent와

cresc. 지시가 되어 있다. 이때 F를 악보의 시가보다 의도적으로 길게 연주

하면 강조의 효과와 cresc.의 효과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악보 102> 악센트 해석의 예. (의 ⓐ-3)

<악보 103>은 악보상에서 제시한 레가토 연주법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경우이다. 첫 음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시작하여 악센트를 주고 호흡

을 다시 넣어 그 다음 음부터는 각 음에 텅잉을 하며 빠르게 연주한다. 이

는 악상기호 f를 염두에 둔 해석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첫 음과 다음 음들의

리듬을 대조시키며 리듬을 독특한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22) 쉼표와 함께 나타나는 다잇단음이나 앞의 음과 다잇단음의 첫음이 이어진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리듬은 독주곡에서는 정확한 리듬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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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3> 리듬 해석의 예1. (의 ⓗ″-3)

<악보 104>에서 의 ⓑ′-2는 리듬이 반대로 해석되었다. 이는 김정승

의 해석이며, 김정승은 의 ⓑ′-2 선율에서 두 번째 G와 A♭의 리듬을

거꾸로 연주하였고, 세 번째 G와 A♭은 악보와 반대로 매우 짧게 연주하고

세 번째 G앞의 16분음표 길이의 짧은 C는 길게 연주한다. 이후 9개의 16분

음표 덩어리의 첫 음인 C음을 한 박 이상의 길이로 연주하여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악보와 리듬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악보 104> 리듬 해석의 예2.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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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 lib. 선율에 대한 해석

본 곡에서의 ad lib. 선율은 리듬이 없는 음정들의 나열로 나타난다. 그러

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시된 음정을 바탕으로 리듬의 해석, 또는 음색

또는 주법의 선택, 더 나아가 새로운 음을 추가하는 등의 해석을 통해 다양

한 창조적 접근이 가능하다.

<악보 105>는 ad lib.(Multiphonic)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다. 원본 악보에

제시되어 있는 음을 기준으로 그 음에서 가능한 멀티포닉 주법을 적용시켰

다. 불협화와 협화음정을 사용하며 불안정한 음색을 유도하였다. 또한 멀티

포닉 사운드에 트릴을 적용시켜 동일한 멀티포닉 사운드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음색 사이에 새로운 음색을 첨가하였다. 마지막 C와 G의 멀티포닉

에서는 아래의 배음열 C를 사라지게 한 후 G를 길게 끌며 종지한다.

<악보 105> 필자 해석의 ad lib.(Multiph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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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은 ad lib.(Multiphonic)에서 김정승 해석의 선율을 채보한 악

보이다.

<악보 106> 김정승 해석의 ad lib.(Multiphonic) 채보 악보

<악보 107>는 ⓐ″-3 ad lib. 선율을 해석한 악보이다. 첫 음 C는 길게

유지한 후 F는 짧은 시가로 G를 꾸며주듯 이어지며, G는 퇴성한다. 이후 C

는 air sound로 시작하여 본래의 소리로 점차 돌아온 후 다시 air sound로

사라지며 종지한다.

<악보 107> 필자 해석의 ad lib. 선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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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주법의 적용

필자는 본 곡의 연주에 있어 음색을 다양화하기 위해 특수주법을 적용하

였다. 사용된 주법은 air sound와 트릴이다. 이 때 트릴은 Multiphonic과 함

께 적용하여 본 곡에서 나타나지 않은 복합적인 음향을 유도하였다. 다음주

법과 트릴을 동시에 적용시킨 예는 <악보 105>에서, air sound 주법의 예는

<악보 107>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정승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특수주법은 트릴, 목소리를 이용한 주법, 순

환호흡이다. 트릴은 <Requiem>의 14마디 첫 음에서 나타나며, ff로 강하게

연주되는 부분을 트릴의 사용으로 확연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ad

lib.(Multiphonic)에서 목소리를 이용한 주법23)을 사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음악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악보 106>의 김정승 해석의 선율에서 ☐로 기

보된 부분이 목소리를 이용한 주법이다. 또한 ad lib.(Multiphonic)의 끝자락

에서 순환호흡을 사용하였다.24) 순환호흡25)은 호흡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소

리를 멈추지 않고 지속시키는 주법이다. <악보 106>의 마지막 부분이 순환

호흡 구간이다.

23) 목소리를 이용한 주법은 대금을 불면서 동시에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 또는 Humming을 하는 연주

법으로 김정승의 연주에서는 대금 소리와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연주법을 사용하였다.

24) 김정승은 순환호흡을 본 곡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작곡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순환호흡을 넣기로 결정하였다고 본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김정승, “현

대창작곡을 위한 대금 연주기법 -특수주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0

25) 순환호흡의 원리는 Multiphonic 주법과 마찬가지로 입술 모양과 호흡의 속도 및 세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overblowing(관악기에서 숨의 속도 · 압력과 입술 조정에 인해, 바탕음 대신 상부

배음(上部倍音)을 내는 주법의 하나.)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순환호흡은 입안에 모아 

놓은 공기를 혀와 볼을 이용하여 밖으로 내뿜으면서 코로 밖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뿜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주법이다.



- 95 -

Ⅴ. 결론

대금독주곡 <나비의 연가Ⅲ>은 작곡가 이영자의 음악관을 내포하고 있으

며 본 곡을 통해 전통 서양 음악 작곡법에서 탈피한 20세기 이후의 현대 음

악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요소에서 열린 형식의 음악적 특

징을 내포하고 있어, 연주자의 창조적인 음악적 해석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작품분석과 연주해석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하였다. 작품의 분석은 구조분석,

단락별 세부분석, 본 곡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

주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악곡의 재편집과 Phrase 해석, 리듬과 악상

기호의 해석, ad lib. 선율에 대한 해석, 특수주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본 작품은 이해인의 시 <나비의 연가>를 상징화하였다. 대금과 세 개의

현을 위한 사중주 <나비의 연가Ⅱ>에서 무용과 대금 독주를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으며, 두 곡은 비슷한 선율구조를 갖고 있다. 본 곡은 전체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과 박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마디가 규칙

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구조는 크게 , , ,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락은 악

절 단위로 나누어 영문 소문자로 기술하였고, 각 악절은 선율단편들이 모인

형식으로, 각 선율단편 또한 번호를 붙여 분석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 미시적 구조는 는 ⓐ, ⓑ, ⓒ 세 부분, 는 ⓓ, ⓔ, ⓕ, ⓖ, ⓐ′

다섯 부분, 는 ⓗ, ⓗ′, ⓗ″, ⓑ′, ⓔ′, ⓖ′ 여섯 부분, 는 ⓒ′, ⓘ,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지었다.

단락별 세부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본 곡의 주제선

율인 확장된 농음의 형태로 시작된다. 첫 번째 선율단편을 동기로 선율이

변형, 확대 또는 축소되어 진행되며, 마지막 종결구에서는 새로운 선율을 제

시하며 마무리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에서는 주제선율에서 변화된

선율이 처음과 끝에 나타난다. 의 중간 부분에는 Trumpet soun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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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ter tonguing 주법이 나타나며 불안정한 느낌의 새로운 선율이 출현한

다. 는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확장된 꾸밈음과 긴 음가의 음이 교차로 등

장한다. 의 후반부터는 Flatter tonguing 주법이 출현하고, 리듬이 복잡해

지고 음가가 점차 짧아지며 sf와 ff까지 crescendo되는 흐름으로 보아 본 곡

의 클라이맥스로 해석된다. 에서는 에서 나타난 ⓒ와 ⓐ의 선율이 변화

되어 의 처음과 끝에 각각 나타난다. 의 중반에는 ad lib.(Multiphonic)

이 나타나며 연주자의 해석적 기량을 발휘하는 구간으로 cadenza와 같은 성

격을 띤다.

<나비의 연가Ⅲ>의 출현음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 나타난다. D를 중심

으로 하는 5음 중심(B♭ ․ C ․ D ․ F ․ G)의 음조직과 E♭․A♭․B

♭장조의 조성이 드러나는 형태의 음조직, 그리고 완전4도(완전5도) 진행의

음조직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또한 본 곡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윤곽은 주요음의 흐름을 통해 드러난다.

주요음의 윤곽은 완전4,5도의 움직임, 증4도의 움직임, 상행과 하행의 움직

임, 종지음으로의 상행도약 또는 급격한 하강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 등으로

나타난다.

본 곡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선율형태는 주제선율로 나타나는 확장된 농

음과 다양한 형태의 꾸밈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4분음표 셋잇단음의 묶음은

본 곡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규칙적인 리듬 형태이다. 이외에 구분이 명확

하지 않은 리듬의 형태, 리듬이 없는 선율 형태, 선율의 불협화 음정진행이

특징적인 선율형태로 나타난다. 주법적인 특징은 농음과 퇴성, Flatter

tonguing, Trumpet sound, Multiphonic(다음주법)으로 나타난다.

연주해석의 가능성에서는 첫 번째로 필자와 초연자 해석의 악곡의 재구성

을 제시하여 본 곡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악곡의 재편집은

<나비의 연가Ⅲ>을 중심으로 <Requiem>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자연스럽

게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자연스러운 짜임이나 분위기 전환,

또는 연주자의 기량을 돋보이기 위해 새로운 선율을 첨가하는 창작 또한 가



- 97 -

능하다.

선율의 음악적 해석에서 있어서 Phrase의 해석은 대부분 필자가 제시한

선율단편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한 해석 외에 본고에서는

해석에 변화를 주며 프레이즈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악상기호나 선율의 흐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주자마다 프레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리듬과 악상기호의 해석에 대한 가능성은 먼저

본 곡의 열린 형태의 리듬(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리듬)에서 기

인한다. 이러한 리듬은 악상기호와 관련을 지어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따

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곡에서 나타나는 ad lib. 선율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특수주법의 적용에서 필자는

Multiphonic trill 주법과 air sound 주법을 적용하였으며 트릴, 목소리를 이

용한 주법, 순환호흡 등 다양한 특수주법이 연주자의 해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영자의 대금독주곡 <나비의 연가Ⅲ>은 고도로 훈련된 연주 기술과 연주

자의 창조적인 해석 능력을 요한다. 선율의 표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

수주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대금 연주자들은 본 곡을 통해 창작음악의

연주법에 있어 기량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현대음악을 분석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 연주자들의 발전적

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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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Study on Young ja Lee's

<Love Song of the Butterfly Ⅲ>

Kyeongeun Yoo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erformance of a player surely requires the process of analysis on

the work. Furthermore, as a diverse type of modern music for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s constantly created, it is certain that the process

of originative interpretation on the music is very important for the

performer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reative techniques of the whole

structural and melodic forms in the <Love Song of the Butterfly Ⅲ> for

solo Daegeum composed by Youngja Lee and has identified feasibility on

the interpretation for the performance, and by doing so, it has ultimately

examined the possibility to create solo Daegeum piece and also creative

performance interpretation.

This music is an instrumental solo that symbolizes the <Love Song of

Butterfly>, a poet written by Haein Lee. It consists of four sections

without entailing tonality, specific meter and consistent bars. In addition,

it requires ad-lib by the performer and also the creative interpretation of



- 101 -

the play. Other than a part exactly indicating an 'ad-lib,' it also

suggests melodies without a specific type of rhythm that cannot be

obviously classified into a certain category. So i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quires for the performer to interpret the overall music.

The structure mainly consists of four sections of , , , and .
Microscopic classification of the sections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of ⓐ, ⓑ, and ⓒ in the , five parts of ⓓ, ⓔ, ⓕ, ⓖ, and ⓐ in

the , six parts of ⓗ, ⓗ′, ⓗ″, ⓑ′, ⓔ′, and ⓖ in the , and
three parts of ⓒ′, ⓘ, and ⓐ″in the .

According to the detailed analysis on each section, in the , melodies

are specifically derived from the first melodic fragment by the composing

techniques such as deformation, extension and reduction. In the coda, a

new type of melody is suggested and progressed as a closing shape. In

the , melodies modified from the thematic melody are shown in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and in the middle, a new type of melody is

emerged with the playing styles of Trumpet sound and Flatter tonguing.

In the ,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extended ornamental tones and

notes with long duration alternatively appear. The last part of  is
interpreted as the climax of this piece by the facts of that rhythms

become more complicated, notes duration are shortened and crescendo to

sf and ff is shown. In the , melodies changed from the  are show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 In the middle of , ad-lib

(Multiphonic) is shown, which is a phrase to display interpretive capacity

of the player in a similar characteristic with cadenza.

Notes shown in the <Love Song of Butterfly Ⅲ> are organized in a

diverse shape. I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firstly, the tone-structure

based on five center-tones(B♭ ․ C ․ D ․ F ․ G) focusing o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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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the structure indicated with tonality of E♭․A♭․B♭ majors,

and thirdly, the structure of tetrachord including perfect 4th and 5th.

The melodic contour shown through the flow of major notes is

indicated with movements of tetrachord and triton making the

progression of up and down, and upward leap or rapid downward falling

towards the final tone.

Particular types of the note shown in this music are based on the

melodies of the extensive vibrational shapes and a diverse form of

ornamental tones from the thematic melody. Also, the triplets of quarter

note are the unique regular form of rhythm in this music. In addition, an

obscured form of rhythm, a type of melody without rhythm, and

discorded progression of melodies are specifically shown in this music.

All characteristics of the playing style shown in the music are as such:

Nongeum(vibration tones), Toesung(downward-gliding tones), Flatter

tonguing, Trumpet sound, and Multiphonic, etc.

The study about the possibility on the performance interpretation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piece,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s, rhythm, musical symbols and ad-lib, and

the application of specific playing techniques. The re-construction of the

piece was completed by the method of natural editing <Love Song of

Butterfly III> with the partially extracted <Requiem>. At this time, it

also represents feasibility on the creation by adding a new melody to

change into harmonious texture and different atmosphere and show the

outstanding ability of the performer. Also, it seems to be natural to

interpret the piece by the unit of melodic frag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according to each player, it might be different to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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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symbols and a stream of melodies. At first, the feasibility on the

interpretation of rhythm and musical symbols is related to the opened

form of rhythm(a specific rhythm difficult to be clearly articulated) in

this music. Such a rhythm can be interpreted based on the musical

symbols. Moreover, the interpretative feasibility on the improvised

melodies in this music has been suggested through this investigation.

Finally, in the application of specific technique, the author applied

Multiphonic trill and air sound technique, and it can be possible to

express it by the various types of playing such as some techniques

using trill and voice and circular breathing, etc.

Key words: Youngja Lee, <Love Song of Butterfly Ⅲ>, Solo for

Daegeum, Performance interpretation, Specific technique for Daegeum

Student Number: 2010-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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