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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작곡가 이해식은 전통음악의 요소와 서양음악의 기법을 넘나들며 자신
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춤’이 모든 예술 중의 가장 근
본이라고 생각했으며 작곡가로서 그의 정체성을 구현해내는데 중요한 요
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동작과 몸짓이 춤의 근원이라 보았는
데 움직임, 심장박동, 맥박, 호흡 등이 한 박자가 되고 생명의 리듬이 된
다고 말하였다. 그가 작곡한 다수의 ‘춤’에 관한 작품 중, 「달춤」은 이러한
춤의 의미를 리듬의 화려함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달춤」은 헤미올라 리듬이 곡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세밀하고 구조
적인 리듬분할이 중심을 이루며 선율의 흐름과 더불어 리듬의 구조를 통
해 전개가 바뀐다. Balkan리듬, 의도적인 악센트의 파괴로 인한 리듬의
다양성과 당김음의 다채로운 변화의 형식을 통해 ‘춤’의 역동성이 표현되
며,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달춤」은

시작음이 E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종지하는

E

phrysian 선법 중심의 작품이다. 따라서 조성이 중심이 되는 작품과는 독
특하게, E phrysian 선법의 사용이 선율의 더욱 자유로운 진행을 돕는다.
음계에서 등장하는 반음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달이 가지고 있는 음의 속
성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클라리넷과 25현금의 두 성부가 매우 교차적인
진행을 보이는 동시에, 크게는 A-B-A′의 형식으로 구성이 뚜렷하게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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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단락에서

단락에서

까지 9개의 단락 중

까지는 발전부인 B부분이며

는 곡의 제시부인 A부분,

단락은 재현부의 A′부분이다.

곡 진행의 의미적 구조는 달의 뜨고 지고, 차고 기우는 대립을 나타내며,
A-B-A′의 전체 구성은 ‘달’의 원형적인 순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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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목적
작곡가 이해식은 전통음악의 요소와 서양음악의 기법을 아우르며 자신만
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곡가로, 그의 음악은 구조적으로는 매우 현대적
이지만 작품에서 나오는 감성은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독특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 이해식은 ‘그 만의 음악’을 구축한 작곡
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연주자에게는 그의 음악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
잡하고 고난이도를 요하는 곡이 많다. 때문에 이해식의 작품은 연주자에게
때로는 연주 전 심리적으로 도전적인 마음을, 연주 후에는 묘한 성취감마
저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 1999년 작곡된 클라리넷과 25현금을
위한 2중주인 「달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달춤」은 그의 여러 25현금 작
품 가운데 1999년 초연 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은 작품의 악곡을 분석함으로써 악곡의 이해
를 돕고, 이후 「달춤」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연주를 위한 음악적 해석
의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주를
위한 해석의 목적 이외에도 국악계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 이
해식의 작품관과 작품형식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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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분석에 앞서 먼저 이해식의 생애와 작품경향을 알아볼 것이다. 작곡가는
본인의 삶의 철학, 또는 인생을 작품에 나타낸다. 따라서 한 작품을 탄생
시킨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경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악보에서 나타내지 못한 작품 내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분석의 순서로는 작곡가 이해식의 방대한 작품들 중에서 ‘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작품들을 장르별로 나열해보고 그 중 25현금과
타 악기의 중주곡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성격을 개관할 것이다. 그 후 이해
식의 여러 작품 가운데 「달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달춤」이라는 제목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략
히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달춤」에 대한 개관을 한 뒤 악기의 편성과 조
현법, 음계를 나열한 후 곡에 기보된 구조와 본고에서 분류한 구조를 표로
정리할 것이다.
본격적인 악곡의 분석으로, 악곡의 세부 마디 단위가 곡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례로 분석 할 것이며, 작품의 성격상 리듬의 분할이 주를
이루는 곡이기 때문에 선율보다 리듬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클라리넷 선율과 25현금 선율의 교차진행이 악곡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두
악기의 선율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클라리넷과 25현금의 역할을 단락별로 비교하고 악곡에서 나타나는 클라
리넷과 25현금의 음악적인 상관관계를 밝힐 것이다.
달춤에 관련된 자료는 현재 이해식 소장의 악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악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음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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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음원과 작곡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악보는 작곡가 본인의 자필 소장악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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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이해식의 작품세계
가. 배경
작품에는 그 작곡가의 숨결이 살아있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작곡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식은 현대음악
분야에서도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나 그의 삶의 밑바탕에는 토속적이고 한
국적인 정서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1943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난 이해식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음악이란 예술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해식의 『국악관현악집 해동신곡』1)에서 언급된 그의 유년시절
이다.

작곡자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이다. 이곳에서
자라며 보고 들어온 한 여름 밤 동구(洞口)의 모정(茅亭)에서 들려오는 춘향가 소
리, 유난히 청승맞게 불러 넘기던 동네 할머니들의 육자배기 가락, 명절 전야에
벌어지던 풍장굿, 작곡자의 어린 시절 시름시름 아플 때, 얽었지만 미인이었던
단골이 와서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주문을 외우며 콩 튀기던 일, 가을 달밤 오
동잎 스치는 바람소리를 타고 넘어오던 건너 마을의 구슬픈 대오라기소리(출상
전날 밤의 상여소리), 놀이판에서 어머니가 두들기시던 흥겨운 장고장단, 이러한
내 주변의 민속적인 생활과 taboo(禁忌)들이 농악이나 무악, 민요로서 여기 창작
곡의 배경을 이룬다. 또한 십여 년의 방송사 생활과 함께 시작된 전국에 걸친 민
요채집에서 피부로 느낀 산골과 섬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민요가락과 순수한 춤사
위, 여러 민속행사장이나 굿판의 chaos적인 민속음악의 소재들은 여기 수록된

1) 이해식, 『국악관현악집 해동신곡』,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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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적지 않은 제의적(祭儀的) 요소와 놀이적(遊戱的) 성격으로써 표출된다.

이 글은 그가 어린시절 주변의 모든 토속적인 소리와 음악을 남다르게
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학교 입학 후에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수집하여 음악사를 탐독
하고, 1959년 전주사범학교를 다니면서 바하의 푸가를 풍금으로 연주한
공연을 본 스승과 선배들은 그가 피아니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발견하여 작곡을 권유하였다. 그때부터 이해식은 본격적으로 피아노와
작곡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196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
하게 된다.
그는 피아노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서양 음악가들의 작품을 접하고 사
조와 양식 그리고 작품에 담겨진 음악기법과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며 자
연스럽게 서양음악에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악작곡을 계
속 전공한 것은 자라온 성장배경과 어린 시절의 민속적인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그는 故 장사훈, 정해갑 선생님에게 이론과 작곡의 가르
침을 받게 되는데 이 가르침으로 국악에 관련된 이론과 서양작곡·국악작곡
을 함께 공부하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역량 있는 작곡가로서 성장해 나
갈 수 있었다. 그는 1968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신국악 작품공모에 당선
을 시작으로 국악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가을에는 국악 작
품심사가 처음 생긴 동아음악콩쿨에서 서양음악부문의 1등 없는 2등, 국
악부문 1등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1969년 당시 프로듀서였던 권오성의 권유로 KBS 라디오방송국에서
1980년까지 11년간 KBS FM 프로듀서로 재직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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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 훗날 작곡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 방송 프로
그램 제작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갖가지 음악과 사
진 민속자료들이 작품 활동의 발상적 소재가 되며 이후 그의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통해 대학 재학 당
시 학습과 훈련을 기본으로 연마했던 서양음악의 터전 위에 성장배경에서
묻어나온 서민들의 정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몸소 체험한 향토적 색채를
더하여 자신만의 색이 뚜렷한 개성이 있는 작곡가로서 발돋움하게 된다.
작곡가 이해식은 1981년부터 교수로 재직했던 영남대학교를 2009년
정년퇴임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작곡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4년 대
한민국 방송상을 수상하였으며 1975년에는 일본방송 문화재단상, 1979년
에는 대한민국작곡상, 아시아 음악제전 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증 다
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2)
1968년 대금 독주곡 「산조」 작곡을 시작으로 이해식은 독주곡에서 관
현악, 독창(가곡)과 합창, 그리고 무용음악까지 장르를 불문하며 현재까지
무려 120여곡을 작곡하였다. 이와 같이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는 국악관현악집 「해동신곡」에서 작품은 궁극적으로
개성의 표현과 작품성을 위한 것이므로 전통성이든 이국성이든 다 받아들
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해식은 또한 “내 음악은 과거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음악이라는 그릇에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담는 것
이다”3)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김유진, “이해식 25현금 독주곡 「나위사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중
국악방송 <이 땅의 오늘의 음악, 윤중강입니다.> 부분을 참고하였다.
3) 이해식, 『춤을 위한 협주피리』, 수문당, 1990,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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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품경향
작곡가 이해식은 1968년 대금독주곡 「산조」4)부터 현재까지 여러 장르
와 주제로 곡을 써왔다. 1970년대에는 한반도 구석구석을 현지조사하며
토속민요를 바탕으로 한 「당산(當山)」5), 「사위」(1975)6), 「밧삭」(1976)7),
「사위 제2번」(1977)8) 등을 발표하였고 1970년대에 작곡한 곡들 중 1979
년 발표한 국악 관현악곡 「해동신곡」은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하
며 이 시기 그의 작품경향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969~1980년 KBS FM 프로듀서로 재직하였을 때 프로그램 제작을 위
해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여러 음악과 민속자료들이 작품 활동의 발상적
소재가 되어 이 시기 그의 작품은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색깔이 진하다. 이
후 1980년대부터 그는 ‘굿’, ‘바람’, 그리고 ‘춤’에 관련된 곡을 많이 작곡
하였는데, 특히 ‘춤’이 주제가 되는 곡들이 1980~2000년대 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표의 년도를 통해 알 수 있다.
1968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악 작품 목록 중 ‘굿’, ‘바람’, 또는 ‘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작품을 장르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 ~ <표 6>과 같다.9)

4)
5)
6)
7)
8)
9)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콩클 입상작품. 1968. 8. 17. 국립국악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 11회 국악정기연주회 작품. 1970. 11. 16. 명동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위촉작품.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제 55회 정기연주회. 1976. 12. 07. 시민회관.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제 60회 정기연주회. 1977. 10. 19. 시민회관 별관.
이해식, 『작곡노트 넘겨보기』 중 “Ⅱ. 흐름의 시간에서 멈춤의 기록으로” 부분의 작품해
설을 참조하였다. 작곡가는 ‘굿’, ‘바람’을 ‘춤’과 함께 포함시키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춤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한다. (『작곡노트 넘겨보기』, p.33,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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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악독주 작품목록10)

10) 진나정, “25현금과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의 분석” 중 장르별 작품목록을 인용하
였다. 작품제목의 앞에 붙은 번호는 연도순으로 정리된 목록의 번호이다. 『이해식의 작
곡노트 넘겨보기』(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pp.468-472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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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주 및 앙상블 작품목록

<표 3> 국악관현악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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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현악과 독창, 또는 합창 작품목록

<표 5> 합주 및 협주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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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무용음악 작품목록

장르별로 정리된 작품의 수만 보아도 작곡가 이해식은 그의 작품에
‘춤’을 직접적인 곡의 주제, 또는 작품세계의 근본적인 밑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달춤」 또한 그의 작품
경향의 연장선에서 작곡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곡가 이해식은 자신이 춤에 대해 다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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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의 작곡 테크닉을 접목하고, 거기에다 제 나름대로의 리듬을 구사하
는 거, 이런 면면들이 제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듬을 구사하다보
니 자연히 춤과 관련된 테제(these)가 자주 이입되고 곡목에 나타납니다. 제가
작품에서 한국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출 수 있는 모든 춤을 다 망라하는 이유는,
인간은 말을 하고 사물을 보기 전에 태내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것을 저는 춤
의 시초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인간 생명의 태동은 움직임, 곧 춤이다.” 라는 생
각의 저변에서 리듬을 구사하는 쪽에 무게를 둠이 제 작품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11)

이와 같이 작곡가 이해식은 작품의 기본에 춤을 두고 있으며, 이를 리
듬으로 구사하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 설명한다. 「달춤」과 같은 시
기 작곡된 중주곡 중 Flute·18현·25현금을 위한 「춤터」(1994), 해금·25현
금·거문고를 위한 「춤바래기」(1997),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춤두레」
(2000), 해금·21현·25현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2000) 등 연속적인 네 곡
만 보아도 그의 춤에 대한 열정과 작곡으로 이어지는 영감이 얼마만큼 크
게 자리하고 있는지, 또한 작곡가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구현해내는 중요한
요소인지 잘 알 수 있다.

11) 이해식, 『작곡노트 넘겨보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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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춤」의 의미와 구조

본 장에서는 위의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의 경향에 대한 배경을 바탕으
로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달춤」의 각각의 단어가 작곡가에게 상징하는
의미를 알아보고 「달춤」의 곡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 달, 춤의 상징적 의미
1) 달의 의미

조상들의 삶에서 달은 예로부터 풍요와 성스러움, 기후, 농사, 시간 등
을 의미했다. 보름달 아래에서 풍요를 기념하는 강강술래를 추었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으며, 달의 모양을 보며 날짜를 세었다. 달은 陰의 속성
이며, 天地에서는 地의 속성이며, 父母에서는 母 이고 男女에서는 女이
다.12) 달은 여성적인 상징을 지닌다. 동양사상에서의 달은 매우 성스러운
존재였으며 달빛을 매우 소중히 생각했다. 옛날 한국의 여성들이 시집가기
전에 여성의 상징인 보름달빛을 받으며 음기를 보충하는 관습이나, 대보름
날에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던 풍습에서도 달을 성스러움과 넉넉함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달은 또한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달은 둥근 원형에서 점차 바뀌
다가 다시 원으로 돌아간다. 「달춤」에서는 이러한 달의 순환을 이야기한
다.14) 달이 뜨고 지고, 차고 기우는 원형의 완성과 소멸에 대해 말하며,

12) 류경한, “정읍사에 나타난 달(月)의 원형적 심상”, 『새국어 교육』 61호, 한국국어교육
학회, 2001.
13) 김수희,“고전시가에 나타난 달의 의미”, 전북대학교, 2006.
14) 이해식, 「달춤」의 작품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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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에서 그 순환이 투영되어있다.
작곡가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달’에 대해 유년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며 작품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작은 동산 밑이었는데 동네 앞으로는 넓은 평야
가 전개 되었고, 뒤 안은 대나무 밭이 길게 둘러 있었는데 그 뒤로 내가 살던 집
이었으니 말하자면 내가 살던 집은 동네의 가장 높은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대
나무를 꺾어서 단소 취구도 만들어 불고, 퉁소도 만들어 보았다. 그런 어느 여름
달밤에 여동생과 둘만이 집에 있었는데, 그날 달빛은 너무 아름다웠고 바람 한
점 없어 대나무 잎은 침묵이었다.
농경민족에게 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월 초하루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벌
어지는 농경축제 기간에 는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의 행사가 벌어진다. 내가
작곡한 ｢달춤｣은 달을 보는 농경민족의 춤이다.15)

2) 춤의 의미

모든 동작과 몸짓은 춤의 근원이다. 춤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근본
적인 것 중 하나이며, 춤과 음악은 떼어놓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 같은 것
이다. 이해식의 작품에서의 굿은 곧 놀이이며 또한 제의적 의미인데, 이는
춤을 통해 표현되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굿은 인간의 현실주의적인 인생
관이 반영되는 원초적인 행위(축제 또는 제의)이다. 그는 이러한 굿을 놀
이와 춤으로 파악하여 작품의 실마리를 풀어간다.16)
춤은 또한 인간에게 근본적인 것이며 리듬이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
에 있을 때의 움직임, 심장박동, 맥박, 호흡 등이 한 박자가 되고 생명의
리듬이 된다. 리듬이라는 요소는 춤과 음악 두 예술 모두를 지배하고 있으
15)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013. 11. 11.)
16) 김선림, “이해식 25현금 독주곡 「줄풀이 제 2번」 연구”, 서울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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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리듬이 없이는 무질서한 움직임으로부터 질서 있는 표현을 도출해 낼
수 없다.17) 「달춤」에서는 이러한 춤의 의미가 리듬의 화려함으로 표출된
다.

나. 악곡 개관 및 구조
1) 악곡 개관

「달춤」은 김용진 교수 회갑기념 ’99 한양국악제 위촉작품으로 Bᵇ클라
리넷의 정희주, 25현금의 김방울 연주로 1999년 11월 3일 한양대학교 백
남음악관에서 초연된 2중주곡이다. 원래는 다악장의 곡으로 계획했으나 단
악장의 작품으로 작곡되었다. 다음은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에서
「달춤」의 작품배경에 대한 작곡자의 글이다.

달의 궤도는 다양하다. 달은 시계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그것이 떠오르는 지점
은 시계와 반대방향으로 더 먼 어떤 지점이다. 이러한 달은 운행의 흥미로움과
함께 그 형태 또한 흥미롭다.
달이 뜨고 지고, 차고 기울면서, 이루어지는 원형의 완성과 소멸은 빛과 어두
움 사이의 분명한 주제와 대립이다. 이것은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발상으로 가득
찬 누리인가！얼마나 풍부한 주제인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와 춤을 위한 새
로운 힘의 근원 같은 것이다.
달이 풍요와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고대로부터 인류의 숭배 대상인 것은, 달의
흥미로운 운행 주기(週期)에서 생기는 힘이 인류에게 커다란 활력소를 주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현대의 달에 인류의 족적이 남겨졌다 해도 달이 가진 신
비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천문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달춤」은 그 중 하나

17) Elizabeth Sawyer, 손윤숙 나선영 역, 『무용음악』, 도서출판 금광, 1995,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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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8)

악기는 클라리넷과 25현금의 2중주로 두 악기가 사용되는데, 25현금의
조현법은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25현금의 조현법

클라리넷은 연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악기인 Bᵇ 클라리넷
을 사용하는데, 25현금과 음고를 맞추기 위해 클라리넷 악보에만 ♯이 2
개 표기된다. 「달춤」은 연주자의 기교가 매우 중요한 곡이다. 작곡가는 기
교를 달리 말해 ‘스윙’19)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스윙을 가장 잘 표현

18) 이해식,『작곡노트 넘겨보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pp.398-399.
19) 스윙(swing): 재즈 용어. 재즈연주의 리듬을 형용하는 말에서 1930년대에 재즈 자체를
뜻하는 말이 되고, 한때는 재즈라는 말에 대신해서 사용되었는데, 1940년 중기이후에는
1930년대의 재즈를 뜻하게 되었다. (『음악대사전』, 세광출판사,1984. pp.794. )
아고긱(agogik): 속도법. 속도변화에 따른 그리스어 agoge에서 유래된 말로서, 후고
리만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연주할 때에 엄격한 템포나 리듬에 미묘한 변화를 붙여
다양한 색채감을 내는 방법. 즉, 랄렌탄도, 앗첼레란도, 템포루바토 등.(『음악대사전』,
세광출판사, 1984. pp.1045.)
-‘스윙’은 원래 재즈리듬을 뜻하는 용어이지만 작곡가는 이를 클래식용어로는 ‘아고긱’,
국악용어로는 ‘시김새’와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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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악기는 리드악기라고 말한다. 따라서 음색이 독특하고 몽환적인 느낌
을 위해 리드악기인 클라리넷을 이 작품에서 사용하였다.20)
곡에서 연주되는 Bᵇ클라리넷의 악보 기보상의 음역대와 실음의 음역대
를 <악보 2>와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 클라리넷의 작품에서의 음역대

e --------------

d″′

(기보)

d --------------- c″′

(실음)

2) 곡의 구조

달춤은 총 101마디로 구성된 곡으로 .= 56 의 템포가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진행되며

단락부터

단락까지 5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져 있다. 하지만 표기되어 있는 단락의 구성이 광범위하여 필자가 분석을
통해 단락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단락을 정한 기준은 악곡 분
석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악보상의 단락, 그리고 본고에서 분류한 단락을 도표로 각각 정리하면
다음 <표 7>, <표 8>과 같다.

20)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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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악보상의 단락
단락

<표 8> 본고에서 분류한 단락
단락

마디

마디

제 1 ~ 8마디

제 1 ~ 12마디

제 9 ~ 19마디

제 13 ~ 19마디

제 20 ~ 27마디

제 20 ~ 27마디
제 28 ~ 36마디

제 28 ~ 47마디

제 37 ~ 47마디

제 48 ~ 101마디

제 48 ~ 55마디
제 56 ~ 82마디
제 83 ~ 88마디
제 89 ~ 101마디

본고에서 분류한 단락을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악구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달춤」의 악구별 구분
단락

악구

마디

A-1

제 1 ~ 6마 디

A-2

제 7 ~ 12마디

B

제 13 ~ 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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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제 20 ~ 23마디

C-2

제 24 ~ 27마디

D-1

제 28 ~ 31마디

D-1′
E-1

제 32 ~ 36마디
제 37 ~ 40마디

E-1′

제 41 ~ 44마디

E-2

제 45 ~ 47마디

F

제 48 ~ 55마디

G-1

제 56 ~ 62마디

G-1′

제 63 ~ 71마디

G-2

제 72 ~ 77마디

G-2′

제 78 ~ 80마디

G-3

제 81 ~ 82마디

H

제 83 ~ 88마디

I-1

제 89 ~ 94마디

I-2

제 95 ~ 10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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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곡 분석
1)

: 제 1마디 ~ 제 12마디

는 곡의 첫 부분에 주제선율이 있는 단락으로 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주선율은 클라리넷이 담당
하며 25현금은 리듬 분할과 베이스 역할을 한다.
작곡가는

를 8마디까지로 지정하였으나 본고에서 12마디까지로 분류

한 것은 <악보 3>과 같이 8마디에서 클라리넷 선율이 종지를 하나, 25현
금은 12마디까지 같은 리듬꼴이 이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25현금의 솔
로 부분이 13마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마디까지

<악보 3> 제 8마디~제 15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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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①

- 1 (제 1마디~제 6마디)

곡의 처음부터 헤미올라 리듬21)이 등장한다.

인 6/8박자가 ♫♫

♫인 3/4박자인 것처럼 들리며 마치 3/4박자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한 첫 마디부터 강박의 어긋남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클라리넷 리
듬은 곡의 시작이 당김음으로 강박이 첫 번째의 박이 아닌 두 번째 박에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25현금은 16분음표의 정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박에 강박이 나온다. 후에도 6/8박자의 네 번째 박에 악센트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도적인 악센트의 파괴로서 리듬적인 재미를 추구
한다.
제 3마디까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다 4마디부터 클라리넷과 25현금의
리듬이 16분음표로 분할된다. 이후 25현금은 화음이 등장하는데, 이는 첫
번째 주제선율의 종지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음의 밀도를 높여주는 것
은 다이나믹한 요소를 더하는데 효과적이다. 5마디부터 셈여림 또한 <악
보 4>에서 알 수 있듯이 mf에서 ff로 점점 커지며 종지를 향해 간다.
클라리넷의 6마디 마지막 음인 d″(실음c″)가 꾸밈음으로 종지를 알리며
25현금이 후에 화음으로 종지를 받아 반주를 시작한다.

21) 헤미올라(hemiola) 리듬: 3박자계의 리듬에서 2박으로 구사되는 리듬을 헤미올라
(hemiola) 리듬이라고 한다. 라틴 어(語) hemiola는 1.5 또는 3:2를 뜻하는 그리스 어

hemiolis에서 유래한 유럽 중세의 음악용어인데, 이 헤미올라 리듬을 우리의 민속음악
에서는 엇(旕)붙임, 또는 엇장단이라고 부른다. (이해식, “하이브리드 리듬”, 효성대학교
작곡과 특강노트, 1985, 7, 5.)
작곡가는 리듬이 엇나갈 때 특별한 힘(energy)이 생긴다고 말한다. 또한 이 리듬을
‘하이브리드 리듬’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 「달춤」에서는 이 헤미올라 리듬이 주 리
듬으로 진행한다. 또한 당김음 리듬을 많이 쓴 이유는 음악의 “절뚝거림”을 추구한 것
인데, 엇붙임(하이브리드) 리듬으로 곡의 역동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2013, 5, 7. interview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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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 1마디～제 6마디 선율

②

- 2 (제 7마디~제 12마디)

클라리넷의 주제선율 종지 후 25현금의 솔로 부분이 등장하기 전 작
은 연결구의 역할로 25현금 반주가 제 7마디에서부터 같은 패턴으로 12마
디까지 이어진다. 이 때 클라리넷의 종지음은 d″(실음c″)로 맺는다. 6마디
에서 받은 d″(실음c″)음을 화음 등장 후 그 화음이 차례로 하행하며 나타
나는 하행분산화음으로 연결시킨다.
이 부분은 다음 <악보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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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 6마디~제 7마디 선율

이 악구에서의 화음은 의도적인 음의 결합으로 음량에 의해서 악센트를
자연스럽게 주고자 하였다. 리듬꼴은

로 일정하게 진행되나 화음 및

악센트는 <악보 6>에서 알 수 있듯이 제 8마디부터 12마디까지 차례로 8
마디에서 5번째, 9~11마디까지 4번째, 12마디 첫 번째 리듬꼴에서 3번째
에 나타나며 역순으로 앞으로 이어진다. 마치 틀린 박을 연주하는 것과 같
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의도적인 악센트 질서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다.

<악보 6> 제 7마디~제 12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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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13마디 ~ 제 19마디

25현금의 solo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락으로, 이 곡에서 25현
금이 선율을 홀로 담당하는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16분음표의 정분할 박으로 곡이 진행되나 제 14마디 둘째 박의 전반과
15마디 첫째 박의 후반에 당김음의 대비가 처음 출현한다.
제 14, 15마디를 제외하고 12마디부터 19마디까지 한 마디의 마지막
음이 다음 마디의 첫 음으로 붙임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
해 박자가 2박 계열의 정박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박에 강
박이 오지 않고 두 번째 음으로 악센트가 전해진다. 또한 붙임줄 뒤에 시
김새(전성, 또는 강한 농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두 번째 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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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한다.
선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d′에서 f까지 하행진행을 하다 붙임줄이 등장
하면서 f″′까지 상행한다. 그 후

단락을 향해가며 다시 하행진행을 A음

까지 하는데, 하행진행을 하는 이유는

단락의 저음 성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악보 7>과 같다.

<악보 7> 제 13마디~제 19마디 선율

3)

: 제 20마디 ~ 제 27마디

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라리넷과 25현금이 교차되며 연주되기 시작한
다. 25현금과 클라리넷이 대략 4마디씩 선율과 베이스를 교차하며 대비를
이룬다. 제 20~23마디까지는 클라리넷이 선율을 담당하며 제 24~27마디
는 25현금이 선율을 담당하고, 클라리넷은 지속음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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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제 20마디~제 23마디)

클라리넷의 리듬분할이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다. 클라리넷의 리듬은 악보에서 3+3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2+2 인 헤미올라 리듬이 된다. 다음 <악보 8>을 통해 알 수 있다.

<악보 8> 제 20마디~제 23마디 클라리넷의 3+3 → 2+2+2 리듬

25현금은 대박으로 시작하고 3+3로 진행되다 제 23마디 2+2+2의 헤미
올라 리듬이 한 마디 등장하며 패턴이 달라짐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한다.
제 24마디부터 25현금의 패턴이 바뀌면서

-2에서는 25현금이 선율로

전환하게 된다.
<악보 9>에 표기된 원은 클라리넷과 함께 합으로 연주되는 부분이며
그 외에 화음은 모두 클라리넷과 엇박으로 연주된다. 하지만 화음이 클라
리넷 선율의 붙임줄과 당김음 부분의 사이사이를 매워 주는 역할을 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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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음색이 만들어진다.

<악보 9> 제 20마디~제 23마디 선율

②

- 2(제 24마디~제 27마디)

-1과는 대비되는 부분으로, 클라리넷과 25현금의 선율과 베이스의
역할이 바뀐다. 클라리넷은 대부분 지속음으로 진행된다.
제 24마디의 클라리넷 부분부터 살펴보면 헤미올라로 나누어져 있으나,
앞의 제 23마디 마지막 박인 16분음표 f′음과 24마디 첫째 f′음 사이에 붙
임줄이 있어 정확한 박이 마디의 첫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붙
임줄은 정 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제 25마디 첫 번째 음 앞에는 꾸밈음이 등장하는데, 이는 클라리넷으로
하여금 국악적 음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셈여
림이 ffp로 국악의 꾸밈음과는 반대되는 셈여림을 가지고 있으며 꾸밈음이
본음보다 더욱 강조되며 주가 된다. 그 후 지속음이 27마디까지 계속되는
데 종지가 f♮(실음e)음으로 마무리된다.
이 때, 클라리넷의 종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춤」은 곡의 전반
적으로 E phrysian 선법22)이 사용되었다고 작곡가는 말한다.23) 따라서
22) E phrysian 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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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의 종지를 알리는 음 또한 실음 e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법이 사용된 부분의 설명은 뒷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25현금은 제 24~25마디에서 모두

의 분할 아래 조금씩의 리듬차이

를 보인다. 제 26~27마디에서는 <악보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락

에서 등장했던 리듬과 악센트적 요소가 동일하게 활용되며 반복함을 알
수 있다.

<악보 10> 제 24마디~제 27마디 선율

4)

: 제 28마디 ~ 제 36마디

이 단락은 헤미올라 리듬의 사용이 두 성부의 리듬꼴의 차이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는 다시

-1과

-1′로 나누었는데 2로 나누지 않

고 1′로 구분한 것은 먼저 클라리넷이 4마디씩 유사한 리듬을 유지하고

초기 중세에 그레고리 대제(590~604)가 로마의 카톨릭 교회에 쓰일 선율을 체계화하
고자 만든 교회 8선법 중 하나로, 정격선법과 변격 선법 가운데 선율이 마침음과 마침
음 사이에 있는 정격선법이다. E-e까지의 음역(Ambitus)를 가지고 있으며 마침음
(Finalis)은 e이다. 딸림음(Dominant), 또는 긴 시간을 머무는 지탱음(Tenor)은 c로,
다른 정격선법에서는 5음 위의 음이나, E phrysian선법의 경우 c로 대치된다.
(Stella Roberts, Irwin Fischer, 『대위법』, 수문당, 2008, pp6~7.)
23)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05.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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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 구가 끝날 때에는 동일하게 선율종지를 의미하는 지속음이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5현금 또한 6/8박자의 2박 계열로
가는 제 47마디까지를
진행과 리듬의 구분에 따라

①

단락의 끝까지 진행된다. 작곡

단락으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는 이를 선율의
와

로 세분화하였다.

- 1(제 28마디~제 36마디)

2마디씩 다시 나누어 이 부분을 살펴보면 클라리넷은 제 28~29마디에
서 3/4박자처럼 선율과 리듬이 진행된다. 악센트 또한 각 박의 첫 번째
음에 표기되어있어 더욱 뚜렷한 3/4박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한다. 다음
<악보 11>를 통해 뚜렷한 헤미올라 리듬의 진행과 악센트를 확인할 수 있
다.
제 29마디 마지막 박에는 5연음표가 등장하는 데 이러한 불규칙적인
분할은 곡에 긴장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며 음이 반음씩 올라가면서 상행
진행을 하는 것은 후에 고음의 종지가 나오기 위한 일종의 꾸며주기 위함
이라고 말할 수 있다.
25현금은 6/8의 기본 2박 계열로 나누어져있으며 같은 리듬꼴로 진행
하며 정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 11> 제 28마디~제 29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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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31마디를 살펴보면 클라리넷은 3/4박자 3박 계열로 나눠지던
박이 6/8 2박 계열로 다시 바뀐다.

단락의 첫 번째 선율종지가 c″′(실음

b″ᵇ)의 지속음으로 연주된다. 25현금은 7연음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연
음표 등장의 의미는 작곡가가 곡에서 당김음을 사용하는 이유인 ‘절뚝거
림’을 위한 다른 방법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아고긱’을 리듬을 통해 표현
한 것이기도 하다.

<악보 12> 제 30마디~제 31마디 선율

②

- 1′(제 32마디~제 36마디)

이 부분은 클라리넷의 리듬분할이 세밀해지며 25현금과 마찬가지로
6/8박의 2박 계열로 진행된다. 또한 이 구절부터 클라리넷의 꾸밈음이 많
이 등장하며 국악 관악기의 시김새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
25현금은 앞의 구절과 같이 2박 계열이 36마디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서 전성이 연속적으로 두 번씩 출현하여 마디별로 강세를 주는데 전성이
등장하는 위치가 마디별로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32마디에서는 마지막
박의 두 음에, 33마디에는 첫째 박의 후반, 34마디는 둘째 박의 전반, 35
마디에는 제일 첫 박에 전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두 다
른 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악보 13>의 네모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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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 32마디~제 36마디 선율

5)

: 제 37마디 ~ 제 47마디

악보상의 마디 구분과 실제 리듬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단락이다. 마디
선이 리듬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으며 세로줄을 넘나들면서 마치 다른 박
자의 곡을 연주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1구절과

-1′은 클라리넷의 리듬대비가 이루어진다.

-1′은 선율

또한 6도 위에서 시작하여 종지를 옥타브위의 음으로 끝나는 대비를 볼
수 있다. 이후

-2에서는

단락으로 가기 전 3마디의 긴 종지가 이어

진다.

①

- 1(제 37마디~제 40마디)

이 구절의 첫 마디부터 클라리넷의 리듬이 세로줄을 무시하는 발칸 리
듬24)이 클라리넷 성부에서 등장한다.

의 꼴로 흘러가며 이는 마치 4/8

24) 발칸 반도(Balkan peninsula)는 유럽의 남동부에 있는 반도이다. 또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1](영어로는 보통 Balkans) 보통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터키의 유럽 부분, 그리고 구 유고연방의 일부였던 나라들이 발칸 반도에 포
함된다. 루마니아가 포함되기도 한다. 아드리아 해·이오니아 해·에게 해·마르마라 해·흑
해에 둘러싸였지만 유럽 대륙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지협이 없기 때문에 발칸 반도의
범위와 지형적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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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처럼 들리게 한다. 25현금은

의 6/8박자 정박으로 연주되기 때

문에 비율로 보자면 클라리넷 : 25현금 이 4:3 으로 연주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성부의 합이 달라 서로 맞지 않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점을 의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5현금은 제 40마디 마지막 박에서 8연음표가 나타나는데, 이 연음표
는 뒤의 선율과 리듬대비로의 전환을 위한 연결부분이다.

<악보 14> 제 37마디~제 40마디 선율

②

- 1′(제 41마디~제 44마디)

이 구절에서는

-1와 클라리넷의 리듬이 대비된다. 클라리넷의 대비되

는 리듬꼴을 정리해보면 다음 <악보 15>와 같다.

http://ko.wikipedia.org/wiki/%EB%B0%9C%EC%B9%B8_%EB%B0%98%EB%8F%84 )
-‘발칸리듬’은 발칸 반도 의 범위와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마디
의 세로줄을 무시하고 리듬을 전개하는 리듬을 말한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05.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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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1과

-1′의 클라리넷 리듬대비 비교

제 41마디부터 43마디까지 동일한 리듬꼴로 진행되나, 41마디 두 번째
박과 43마디 첫 번째 박에는 붙임줄로 인해 연주될 때는 정확한 대비처럼
들리지 않는다. 대비되는 동시에 꾸밈음이 배가가 되면서 점층적으로 곡이
풍성해진다.
같은 리듬이지만, 41마디 첫 번째 박의 후반에 8분음표가 따로 표기되
어있다. 이것은 작곡자가 클라리넷 연주자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표를 지정해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25현금은 제 41마디에서 44마디까지 점차적으로 리듬이

-

-

순으로 분할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나오게 될 긴 선율종지를
돕기 위한 반주, 또한 박자의 간격이 짦아짐에 따른 긴장과 decresc의 효
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반주라고 할 수 있다.
25현금은 또한 42마디 두 번째 박에서 성부가 둘로 나뉘는데, 저음성
부가

-2까지 지속된다. 성부는 둘로 나뉘지만 3옥타브의 음역대가 연주

되기 때문에 마치 세 개의 성부가 등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때
가장 저음의 성부는 G – F - E 순25)으로 하행한다.
통해 알 수 있다.

25) 이는 뒤에 E phrysian 선법의 쓰임에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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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16>을

<악보 16> 제 41마디~제 44마디 선율

③

- 2(제 45마디~제 47마디)

앞의 짧은 선율종지 부분과 달리 세 마디 동안 종지음이 지속되며 긴
종지가 나타난다. 이것은

단락의 25현금 솔로부분을 더욱 돋보이게 하

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 전체의 전반부가 끝났음을
잠정적으로 의미한다. 클라리넷은 b″(실음a″)음으로 지속되며 한마디를 지
속한 후 종지한다.
25현금은 2박 계열로 47마디까지 이어지고 제 44마디에서 E음으로 하
행진행 했던 저음성부가 F – E 로 이어진다. 그 후 옥타브 두 음을 <악보
17>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에 각 리듬꼴의 둘째 박에 연주하는데 제
45~47마디 모두 약박인 두 번째 음을 강조하며 음량으로 화음악센트를 준
다.
단락은 E phrysian 선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 중 한
단락인데, 저음성부 부분에서 출현하는 음이 E phrysian의 선법 음계인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선법은 첫째 음인 E와 둘째 음인 F가 반음이다. 반
음은 곡의 분위기를 슬프게 또는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작은
요소로 인해 ‘달’이 가지고 있는 음 적인 기운의 느낌이 여기에서 잘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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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 45마디~제 47마디 선율

6)

: 제 48마디 ~ 제 55마디

이 단락에서 두 번째 25현금 솔로 부분이 등장한다. 7마디동안 같은
리듬패턴과 선율패턴을 이어가며 곡의 발전부분에 속하는

단락으로 가

기 전 전개부분과 같은 역할, 또는 악구와 악구 사이의 경과구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과구로서의 단락인 것만이 아닌 25현금의 성부를 더욱 돋
보이게 위한 삽입구의 부분이기도 하다. 선율과 정확한 박자가 악보에 표
기되어 있어 동일한 사전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지만 마치 25현금의 카덴
차(cadenza)26) 부분의 느낌과 유사한 부분이기도 하다.
작곡가는 이 마디부터 곡의 끝 마디까지를

로 보았는데, 이는 매우

광범위한 분류이며 기준이 모호하였다. 따라서 그 분류를 더 세분화를 하
는 것이 단락의 나눔과 곡의 이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단락부터 이

와 같이 솔로 부분만 따로 나누었다.
이 단락에서 25현금은 6/8박자의 정박으로 곡이 이어진다. 8마디 안에
26) 카덴차(cadenza): 원래는 카덴차 디브라부라(cadenza di bravura), 카덴차 피오리투
라(cadenza fioritura)가 줄여진 것. 마침전에 주자의 테크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삽입한, 연주가 까다로운 자유 무반주 부분. (『음악대사전』, 세광출판
사,1984. pp.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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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먼저 제 48마디와 제 50마디이다. 두 마
디는 첫 박의 전반 리듬꼴이 대비가 되고 후반은 동일하다. 제 51마디 두
번째 박자 리듬꼴은 52마디부터 53마디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후에 바뀐
리듬꼴이 두 번 등장하고 다시 3/4박처럼 들리는 3박 계열이 나오면서 솔
로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 다음 <악보 18>에서 알 수 있다.

<악보 18> 제 48마디~제 55마디 선율

7)

: 제 56마디 ~ 제 82마디

앞의 단락의 중심선율을 대부분 클라리넷이 담당했다면

단락은

-1′까지 25현금의 선율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상대적으로 25
현금 연주자의 기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
다.
-2와
-3는

-2′는 곡의 절정으로 닿는 마지막 계단과도 같은 부분이다.
단락 전 두 마디인데, 굳이 두 마디를 하나의 구절로 나눈

이유는 이 작품에서 곡의 절정에 다다르기 전 앞의 단락과 연결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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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 단락에서 클라리넷은 꾸밈음이 화려하고 요성과도 같은
선율의 진행이 많으며 25현금 또한 전성, 퇴성과 같은 시김새가 많이 등
장하는 부분으로 다른 단락보다 국악적 요소의 쓰임으로 인해 국악의 느
낌이 더욱 짙게 나타나기도 한다.

①

- 1(제 56마디~제 62마디)

제 56마디는 앞의 25현금 솔로 마지막 마디인 55마디 2+2+2의 헤미올
라 리듬을 25현금이 이어받아 연결시킨다. 따라서 56마디에서만 25현금의
패턴이 이러하고 그 후에는 3+3의 리듬으로 진행된다.
클라리넷은 제 56~58마디, 제 59~61마디가 작은 종지가 되는데 종지음
은 각각 d′(실음c′)와 c″(실음b′)이다.
-1과

-1′의 전반에 클라리넷의 선율은 하행 진행을 하는데, 이는

지속음이 등장하기 위한 것으로 꾸밈음처럼 지속음 앞에 음이 각각 동일
한 간격으로 진행된다.
이는 다음 <악보 1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밑의 <악보 20>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9> 제 56마디~제 62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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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제 63마디~제 71마디)

이 악구를 다시 종지별로 나누면 c″(실음b′)음으로 종지하는 제 63~65
마디, b(실음a)음으로 종지하는 제 66~68마디, e(실음d)음27)으로 종지하는
제 68~71마디,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눌 수 있다.
제 65마디에는 클라리넷 꾸밈음이 종지 앞에 붙는데, 이 꾸밈음이 국악
관악기에서 나타나는 ‘떠이어’와 같은 시김새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5현금은 제 63마디부터 일정한 2박 계열로 연주되다 제 68마디에서
전성이 첫째 박의 후반에 등장한다. 작곡가는 이러한 ‘stress’라고 명명하
였는데 이는 즉 정상적이 아닌 악센트를 뜻한다고 말한다.28) 이러한 박자
는 마치 중모리의 9번째 박29)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이는 제 68, 70마디
에 등장한다.
제 70마디에서는 dim(=diminuendo 점점여리게)의 악상기호가 나타나
는데 이 느낌을 더 살려주기 위해 제 71마디의 클라리넷 종지음을 f(실음
e)로 마무리하지 않고 1도 낮은 음인 e(실음d)음으로 종지를 한다.
27) 실질적인 종지음은 f(실음e)음이라고 할 수 있다.
28)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05.17, 2013.)
29) 중모리 장단은 중간속도로 몰아가는 장단을 의미하며 민속악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장단 중 하나이다. 총 12박으로 대부분 9번째 박에 강박이 주어진다. (채수정, “판소리
다섯 바탕의 중모리 대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pp.11, 16~18.)
전체 박을
x 4로 묶었을 때
의 첫째 박이 아닌 세 번째 박에 강박이 주어진다.
따라서 첫 박의 후반에 등장하는 악센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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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 63마디~제 71마디 선율

③

- 2(제 72마디~제 77마디)

32분음표의 리듬이 등장하고 이러한 분할이 두 성부 모두 각기 나타나
며 박자진행이 매우 빨라지므로 이는 마치 꾸밈음, 또는 시김새를 연주하
는 것처럼 들린다. 선율은 마디별 대체로 상행진행 한다.
-1′ 후반부분에서 악센트로의 ‘stress’를 주었다면, 이 악구는 성부에
서의 ‘stress’를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부간의 stress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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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악보에서 한

을 기준으로 첫 음, 장음, 또는 화음을 악센트

로 가정하고 두 성부의 악센트를 비교해보면 다음 <악보 21>과 같다.

<악보 21> 제 72마디~제 77마디 악센트 비교

다음과 같이 두 성부가 3번의 동일한 악센트 외에 모두 다른 지점에서
악센트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성부의 stress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제 77마디에서 d″(실음c″)의 종지음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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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제 72마디~제 77마디 선율

④

- 2′(제 78마디~제 80마디)

이 단락은 25현금 리듬이 앞의 단락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구간이 많지
않아 크게는
하는

-2로 보아도 무관하나, 선율의 종지가 뚜렷하며 뒤에 등장

-3와의 구분을 짓기 위해 따로 단락을 나누었다.

제 78~79마디는 25현금 리듬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 때 전성의 대비
가 이루어지고, 그 후 제 80마디에서 클라리넷의 종지 d″(실음c″)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다음<악보 23>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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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제 78마디~제 80마디 선율

⑤

- 3(제 81마디~제 82마디)

이 부분은 곡의 절정 부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연결구라고 할 수 있
다.

에서 나올 클라이막스 부분을 위한 긴장을 주고, 음량으로서의 대비

를 주기 위해 클라리넷을 제외한 25현금만 사용이 되었다.
악상기호는 ff를 사용함으로써 절정으로 가는 연결구를 강조하기 위해
표기하였다고 여겨진다. 음계 또한 한 옥타브 위가 쓰이고 곡에서 쓰인 가
장 높은 음인 b″가 악센트 표기와 함께 나타난다.
리듬은 바로 앞 마디인 제 80마디에서 등장한 리듬꼴과 동일한 리듬꼴
이 첫 박에 나오며 연결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의도하였다. 전성
또한 동일하게 등장하며 임팩트를 살린다.
25현금의 저음 성부는 각 마디당 32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네 번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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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다음 <악보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4> 제 81마디~제 82마디 선율

8)

: 제 83마디 ~ 제 88마디

단락은 곡의 절정 부분이다. 셈여림이 ff의 세기로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짐으로써 곡의 절정임을 나타낸다.
제 83~84마디에서는 클라리넷과 25현금의 리듬이 동일하게 교차하며
이루어지고 선율 또한 음의 동일한 간격 진행으로 전개된다.
성부의 리듬대비 외에 마디별로 또한 리듬의 대비가 나타나는데, 제
83~84마디와 제 85~86마디의 25현금 선율이 그러하다. 앞의 두 마디에서
두 성부의 리듬꼴이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면, 뒤의 두 마디가 앞의 리듬꼴
의 반대되는 리듬꼴로 대비가 된다.
두 성부의 음역, 특히 클라리넷의 음역이 점차 상행하며 제 87마디에서
는 Bᵇ 클라리넷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역대인 d″′(실음c″′)음이 등
장한다. 그 후 마지막 제 88마디에서는 78마디 클라리넷의 d″′(실음c″′)음
에서 2옥타브에서 2도위의 음인 e음으로 급작스럽게 큰 간격으로 음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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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32분박의 세밀한 분할로 절정의 극적인 효과를 준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통해 절정의 단락이 끝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클라리넷의 마지막 음은 f(실음e)로 종지한다.

<악보 25> 제 83마디~제 88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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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 89마디 ~ 제 101마디

「달춤」의 마지막 단락으로 전체작품을 소나타형식으로 보았을 때
A-B-A'의 A' 재현부분에 속하고, 선율과 리듬이 다시 주제의 단락으로
돌아오며 전체 작품의 끝을 맺는다.

①

- 1(제 89마디~제 94마디)

제 89마디~91마디가 변주되며 그 뒤의 마디부터는

와 동일하다.

전체적인 클라리넷의 선율의 흐름은 제 89마디에서 클라리넷은 한 옥
타브 아래에서 시작하고 90마디까지 이어지다 3박 계열의 제 91마디 두
번째 박에서부터 동일하게 진행된다.
제 89~90마디 25현금은 화음이 많아지며

단락 제 1~2마디에서 6/8

박 정박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두 마디에서는 3/4박의 클라리넷 박과 같은
3박 계열 리듬으로 분할된다. 악센트 또한 두 마디의 전반 2+2+2의 첫 박
에 등장하는데 이는 음량을 통한 곡의 마지막을 알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악보 26> 제 89마디~제 94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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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제 95마디~제 101마디)

곡의 마지막 종지인 제 95마디 클라리넷의 선율은 2도 위인 f″(실음e″)
음에서 마무리되며 E phrysian 선법의 맺는음(Finalis)으로 종지한다.
제 96마디부터 셈여림이 매우 작아지며 클라리넷이 종지하는 시점에는

ppp의 크기로 작게 마치 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의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악보 27> 제 95마디~제 101마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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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석한 것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는 「달춤」의 주제가 등장하는 주제단락, 즉 제시부분으로 곡의 주제
를 제시하는 주요한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에는 첫 마디부터 헤

미올라 리듬이 등장하며 리듬적 재미를 추구한다. 또한 강박의 어긋남으로
두 성부가 의도적인 악센트의 파괴를 주기도 한다.

-2는 제 7마디에서

화음이 등장하고 화음 안의 포함된 음이 하행하는 하행분산화음이 나타나
며 이는 작은 연결구의 역할을 한다. 이후 의도적인 음의 결합으로 음량에
의해 악센트를 자연스럽게 주며, 일정한 박이 아닌 5-4-3째 박의 역순으
로 악센트가 나타난다.
는 25현금의 첫 번째 솔로부분으로 6/8의 2박 계열로 진행한다. 당
김음의 대비가 처음으로 나타나며 붙임줄의 연속으로 인해 악센트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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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첫째 음이 아닌 둘째 음으로 전해진다. 전체적인 곡의 전개 가운데
첫 번째 연결구라고 말할 수 있다.
는 클라리넷과 25현금이 서로 성부의 중심, 다시 말해 중심선율과 베
이스가 교차되는 단락이다.

-1에서는 클라리넷이 중심이 되고,

-2에

서는 반대로 25현금이 주선율이 되며 클라리넷은 지속음으로써 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1은 특히 클라리넷의 리듬에서 헤미올라 리듬이 표면적

으로 나타난다. 분석 중

-2의 종지에서 처음으로 「달춤」의 E phrysian

선법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지음을 통해서 E phrysian선법이 사용
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곡의 전반에 걸친 종지음을 정리해보면 다
음 <표 10>과 같다.

<표 10> 각 단락별 선율 종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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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 phrysian 선법의 음계이다.

<악보 28> E phrysian 선법 음계

<표 10>과 <악보 28>에서 알 수 있듯이

를 제외한 모든 종지음은

실음으로 설명했을 때 으뜸음인 e음이 4번으로 가장 많이 출현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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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음계의 으뜸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곡 전체가 끝나는 마지막
의 종지음 또한 e음으로 곡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음과 일치한다. 2번
출현한 c음은 E phrysian 선법의 지탱음, 또는 딸림음과 같다.
는 성부의 헤미올라 리듬이 뚜렷하다.
행을 보이며

-1과

-1′는 유사한 선율진

-1′에서 리듬이 더욱 분할된다. 이 단락에서 처음 연음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연음표 등장의 의미는 작곡가가 곡에서 당김음을 사용
하는 이유인 ‘절뚝거림’을 위한 다른 방법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아고
긱’30)을 리듬을 통해 표현하고자 함이다.
는 「달춤」의 특징적인 단락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단락은 악보상의 마
디와 실제 리듬의 구분이 사라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마디선을 무시하고
리듬이 자리하는 Balkan 리듬이 등장한다. 클라리넷과 25현금은 4 : 3의
박자 비율로 진행되며 이는 마치 두 성부가 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단락의 후반부에는 25현금의 가장 저음인 E음이 F음과 교차적으로
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E phrysian 선법이 더 강하게 들리며 또한
이러한 반음의 교차는 ‘달’이 가지고 있는 슬픔, 또는 음기를 표현을 극대
화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는 두 번째 25현금의 솔로 부분이다.

와 동일한 6/8박의 2박 계열

로 진행이 되나 32분음표의 분할로 더욱 세밀하고 화려한 선율의 흐름을
의도하였다. 마찬가지로 앞 단락과 뒤 단락의 전개를 잇는 연결구, 경과구
의 역할과 함께 카덴차(cadenza)부분과도 같은 삽입구의 역할도 하고 있
다.
는 곡의 전체 부분을 문학에서의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다섯
30) 아고긱(agogik): 속도법. 속도변화에 따른 그리스어 agoge에서 유래된 말로서, 후고
리만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연주할 때에 엄격한 템포나 리듬에 미묘한 변화를 붙여
다양한 색채감을 내는 방법. 즉, 랄렌탄도, 앗첼레란도, 템포루바토 등.(『음악대사전』,
세광출판사, 1984. pp.1045.)
- 작곡가는 이를 국악의 ‘시김새’와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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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보았을 때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음악적으로 다시 말해 클라
이막스로 가기위한 발전부분이다. 절정인

단락으로 향하기 위해 정박에

등장하지 않은 악센트, 즉 stress를 연속적으로 이용하여 곡의 긴장과 재
미를 조성한다. 전반부에 악센트로 인한 stress를 주었다면 후반부는 성부
를 통한 stress를 준다. 두 성부의 박자 분할을 고의적으로 악센트가 빗나
가게 하여 첫 박의 모호함을 가져온다. 전반부에는 25현금이 선율을 담당
하고, 후반부는 두 성부가 함께 리듬 분할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음량 또한
커진다.
는 곡의 절정, 즉 클라이막스의 단락이다. 음역이 대체적으로 한 옥
타브 위가 되고 셈여림은 ff가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짐으로써 곡의
절정임을 나타낸다. 성부의 리듬대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디별로도 대
비가 나타난다. 두 성부의 음역, 특히 클라리넷의 음역이 점차 상행하며
제 87마디에서는 Bᵇ 클라리넷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역대인 d″′(실
음c″′)음이 등장한다. 이 부분이 가장 절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전반적으로 ff의 셈여림으로 곡이 흘러가지만, 다른 단락에 비해
cresc, decresc 등의 악상기호가 상대적으로 짧은 간격 안에 등장한다.
이것은 곡에서 가장 극적인 절정의 구절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
는 「달춤」의 주제선율이 다시 재현되는 단락이다. 전체적인 클라리넷
의 선율은 곡의 전반부에는 한 옥타브 낮은 선율로 시작하여 후반부에서
는 다시

와 동일한 선율로 진행한다. 25현금은 리듬이

보다 세부 분

할이 되며 화음이 더해지고 이를 통해 음량을 통한 곡의 마무리를 강조한
다. 클라리넷의 종지음은 「달춤」의 첫 시작음 f′(실음e′) 의 한 옥타브 위
의 동일음인 f″(실음e″)으로 E phrysian 선법의 으뜸음으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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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석을 통해 얻은 클라리넷과 25현금의 음악적인 상관관계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클라리넷과 25현금의 상관관계

다음은 각각의 성부가 어느 단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두 성부가 매우 교차적인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단락과 같이 한 성부에서 한 단락의 주 선율이 나

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단락 안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성부 교차가
이루어진다.
~ ,

~ ,

~

단락은 한 성부 씩 교차 한 후 한 성부가 주선율

이 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곡의 발전부분인
체로 두 성부가 함께 주를 이룬다. 이후

와 절정부분인

의 구조는

는 대

와 동일하게 구성

이 되어 곡을 재현한다.
「달춤」을 작품 전체에서의 역할에 따라 분류해 보면
로 곡의 주제를 제시한다.

는 연결구로

와

사이의 연결구 역할을 하

며 제시와 전개부분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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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시부분으

~ 는 전개부분이

며 곡의 중심부분으로 각 단락마다 다른 구조가 나타난다.

는

와 마찬

가지로 전개부분과 발전부분을 이어주는 연결구이며 또한 카덴차와 같은
삽입구의 역할도 한다.
극적인 부분이다.

~ 는 곡의 발전 및 절정부분으로 곡에서 가장

는 다시 제시부분을 재현하는 재현부분으로 곡의 마지

막을 나타낸다.
이를 다시

를 곡의 제시부인 A부분,

~ 는 발전부인 B부분,

는

재현부의 A′부분으로 집약하여 A-B-A′의 하나의 큰 형식으로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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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해식 작곡 「달춤」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춤」은 헤미올라 리듬이 곡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세밀하고
구조적인 리듬분할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선율의 흐름과 더불어 리듬의
구조를 통해 곡의 전개가 바뀜을 알 수 있다. Balkan 리듬, 의도적인 악
센트 파괴로 인한 리듬의 다양성과 당김음의 다채로운 변화의 형식이 ‘춤’
의 역동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인 동시에 작곡가
이해식이 의도하는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둘째, 「달춤」은 시작음이 E로 시작하여 e로 종지하는 E phrysian 선
법이 사용되었다. 조성이 중심이 되는 작품과는 독특하게, E phrysian 선
법의 사용이 선율의 더욱 자유로운 진행을 돕는다. 또한 음계에서 등장하
는 반음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달’이 지니는 陰의 속성을 강하게 나타
낸다.
는 「달춤」의 주제가 등장하는 주제단락, 즉 제시부분으로 곡의 주제
를 제시한다. 첫 마디부터 헤미올라 리듬이 등장하는 동시에 강박의 어긋
남으로 두 성부가 의도적인 악센트의 파괴를 주며 리듬적 재미를 추구한
다.
는 25현금의 첫 번째 솔로부분으로 6/8의 2박 계열로 진행한다. 당
김음의 대비가 처음으로 나타나며 붙임줄의 연속으로 인해 악센트가 자연
스럽게 첫째 음이 아닌 둘째 음으로 전해진다. 전체적인 곡의 전개 가운데
첫 번째 연결구라고 말할 수 있다.
는 클라리넷과 25현금의 중심선율과 베이스가 교차되는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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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는 클라리넷이 중심이 되고,

-2에서는 반대로 25현금이 주선율이

되며 클라리넷은 지속음으로써 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2의 종지에서

처음으로 「달춤」의 E phrysian선법이 사용된다.
는 성부의 헤미올라 리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락이며
-1′는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이면서

-1과

-1′에서 리듬이 더욱 분할된다. 이

단락에서 처음 연음표가 등장하는데, 연음표 등장의 의미는 ‘절뚝거림’을
위한 방법이며 한편으로 ‘아고긱’을 리듬을 통해 표현하고자 함이다.
는 「달춤」의 특징적인 단락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단락은 악보상의 마
디와 실제 리듬의 구분이 사라지는 Balkan 리듬이 등장한다. 클라리넷과
25현금은 4 : 3의 박자 비율로 진행된다. 단락의 후반부에는 25현금의 가
장 저음인 E음이 F음과 교차적으로 출현을 하는데 이는 E phrysian 선법
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달’이 가지고 있는 슬픔, 또는 음기를 표현을 극대
화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는 두 번째 25현금의 솔로 부분이다.

와 동일한 6/8박의 2박 계열

로 진행이 되나 32분음표의 분할로 더욱 세밀하고 화려한 선율의 흐름을
의도하였다. 앞 단락과 뒤 단락의 전개를 잇는 연결구, 경과구의 역할과
함께 카덴차(cadenza)부분과도 같은 삽입구의 역할도 하고 있다.
는 곡의 절정으로 가기위한 발전부분이다.

단락으로 향하기 위해

정박에 등장하지 않은 악센트, 즉 stress를 연속적으로 이용하여 곡의 긴
장과 재미를 조성한다. 두 성부의 박자 분할을 고의적으로 악센트가 빗나
가게 하여 첫 박의 모호함을 가져온다.
는 곡의 절정 단락이다. 음역이 대체적으로 한 옥타브 위에서 진행되
며 셈여림은 ff가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짐으로써 곡의 절정임을 나
타낸다. 성부의 리듬대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디별로도 대비가 나타난
다. 음역이 점차 상행하며 제 87마디에서는 Bᵇ 클라리넷의 가장 높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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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실음c″′)음이 등장한다.
는 「달춤」의 주제선율이 다시 재현되는 단락이다. 전체적인 클라리넷
의 선율은 곡의 전반부에서 한 옥타브 낮은 선율로 시작하여 후반부에서
는 다시

와 동일한 선율로 진행한다. 25현금은 리듬이

보다 세부 분

할이 되며 화음이 더해지고, 음량을 통한 곡의 마무리를 강조한다. 클라리
넷의 종지음은 「달춤」의 첫 시작음 f′(실음e′) 의 한 옥타브 위의 동일음인
f″(실음e″)으로 E phrysian 선법의 으뜸음으로 종지한다.
셋째, 「달춤」은 전반적으로 클라리넷과 25현금의 두 성부가 매우 교차
적인 진행을 보이는 동시에, 크게는 A-B-A′ 의 형식으로 구성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 ,

~ ,

~

단락은 각각의 성부가 한 번씩 교차

한 후 한 성부가 주선율이 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곡의 발전부분인
와 절정부분인
조는
락 중

는 대체로 두 성부가 함께 주를 이룬다. 이후

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곡을 재현한다. 전체 9개의
는 곡의 제시부인 A부분,

~ 는 발전부인 B부분이며

의 구

~ 의 단
는 재현

부의 A′부분이다. 곡 진행의 의미적 구조는 달의 뜨고 지고, 차고 기우는
대립을 나타내며, A-B-A′의 전체 구성은 ‘달’의 원형적인 순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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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Moon Dance> b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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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ae-sik is a composer who seeks to invent his own style
by embracing elements of Korean music as well as techniques of
Western music. He uses western technique, but has traditional
korean sentiment inside his musical piece. He believes ‘Dance’ is
basis thing in every work of art and also the most essential
source to identify his composing life. He also thinks all motions
and gestures form the basis for dance, elaborating that each
move, heartbeat, pulse, and breath form one beat, and ultimately
a turns into rhythm of life. Among his numerous compositions
about dance, 「Moon Dance」 in particular expresses the meanings
of dance through rhythmic splendor.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of this analysis:
Hemiolas appear throughout the piece. Minutely structured
rhythmic divisions prevail and the piece moves on as rhythmic
structure

varies

along

with

melodic

progression.

The

piece

expresses the dynamism of dance through the use of Balkan
rhythms and rhythmic variety stemming from the deliberate
de-stressing of notes and various syncopations such as using
different syncopation in every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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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ece is in the mode of E-Phrygian as it begins on E
and ends on e. The mode enables the piece to flow more freely
than does tonal music; the repetition of semitones of the mode is
meant to describe the yin-like nature of the moon.
On the whole, the clarinet and the 25-stringed gayageum
cross over each other, while at the same time the piece has a
clear form of A-B-A′, each of the three letters representing a
section. From section
to
,
is exposition part A,
through
A′.

The

is development part B, and
semantic

structure

of

progress

is recapitulation part
signifies

opposition

between moon rise and set, wax and wane. And the whole A-B-A′
construction means the circulation of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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