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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창작 국악은 1939년 김기수의 <황하만년지곡>을 시작으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음악적 형태가 다양화되었고, 연주가들에 의해 다양한 주법의 개발과

악기 개량에 의한 음역의 확장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창작곡들이

발표되어 왔다. 초기에는 독주곡, 성악곡, 합주곡 등이 많이 창작 되었고, 이후

로 관현악곡, 협주곡 등 새로운 형식의 음악들이 창작되었다.

본고에서는 현대음악 어법을 사용하여 2008년 작곡된 강은구의 대금 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의 독주 대금 선율을 중심으로 악곡의 구조와 선율과 리듬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의 구조는 선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 , 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Prelude, -A, -B,
Bridge, -A, -B, -A', -A, -B, Postlude 부분으로 10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있다. 부분에서는 氷河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부분에
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문명의 발달로 조금씩 불안정해지는 氷河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부분에서는 오염에 시달려 녹아내리는 氷河가 우리에

게 소리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 현대음악 어법의 12음 기법이 많이 사용된 곡으로 12음의 정확한 음

정보다는 독주 대금 선율의 온음과 반음을 율려(律呂)로 보고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편한 전통적인 음들을 양률(陽律),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까다로운

반음으로 표현된 음들을 음려(陰呂)로 해석하였다. 현대음악 어법이 많이 사용

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음을 중시하여 현대음악 어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곡이다.

셋째, 이 곡에서 나타나는 반음진행의 선율은 현대음악 어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곡임에도 전통음악의 표현기법인 퇴성(退聲), 추성(推聲), 전성(電聲)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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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됨으로써 전통대금에 나타나는 기존의 표현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기법을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대금의 운지

법은 반규법(半竅法)을 사용하였다.

넷째, 리듬은 전통장단인 중모리 장단과 순서를 바꾼 반길군악 장단을 사용

하였고 정악적인 장단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덜어낸 중모리’와 ‘덜어낸 중중모

리’ 등의 작곡가가 새로 창작한 리듬이 출현하며 이는 극적인 진행과 관계가

있다. 전체적인 리듬진행은 진양에서 자진모리로 점점 빨라지듯이 전통음악에

서 표현하는 몰아가는 리듬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관현악의 악기편성 중 법금과 산조가야금이 사용되어 전통적인 선

율을 표현하였고 편경, 편종, 절고의 사용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氷河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타악기 중 박(拍)은 氷河가 갈라지는 소리

를 표현한 것으로 독주 대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어 : 대금,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빙하, 강은구, 악곡 구조

학 번 : 2009-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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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창작 국악은 1939년 김기수1)의 <황하만년지곡>2)을 시작으로 많은 작곡가

들에 의해서 음악적 형태가 다양화되었고, 연주가들에 의해 다양한 주법의 개

발과 악기 개량에 의한 음역의 확장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창작곡

들이 발표되어 왔다. 초기에는 독주곡, 성악곡, 합주곡 등이 많이 창작 되었고,

이후로 관현악곡, 협주곡 등 새로운 형식의 음악들이 창작되었다. 이중에서 협

주곡 형식은 1961년 정회갑의 <가야고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에서

최초로 서양음악의 협주곡 형식과 국악기와의 접목이 이루어졌으며, 국악 관

현악과의 협주곡은 조재선의 대금 협주곡 <젓대를 위한 시나위>(1965)와 가

야금 협주곡 <가얏고를 위한 시나위>(1966) 이후 1970년에 이르러 본격적으

로 작곡되었다.

그 중 대금 협주곡도 70년대 이후로 김용만, 이강덕, 이상규, 장일남, 박중후,

최상화, 박재열, 황의종 등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활발히 작곡되었다. 그러

나 9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대금의 창작곡들은 전통음악 연주법으로 작곡, 연

주되었으며 전통 음악적 범주를 넘어선 연주법의 예를 찾기 힘들다.3)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금연주가들이 대금 연주법을 확장시키고 연주법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작곡가들이 이를 활용하여 대금 협주곡을 창작하기 시작한

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도 기존의 연주법을 바탕으로 하고 전통음악중심으

1)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한국창작음악을 개척한 죽헌(竹軒) 김기수(金琪洙)(1917 -

1986). 그가 지향한 창작음악은 주로 관현악곡을 작곡하면서 악기편성과 음량의 확대

와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장대한 국악’과 <송광복>,<파붕선>,<정백혼> 등 역사

적 사건이나 민족적인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이 보여주듯이 ‘시대의 국악’으로 집약할

수 있다. - 윤중강 外, 국악의 향연 5한국의 현대 창작음악 (서울:중앙일보사, 1988)
2)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국악연혁에서는 창작국악곡의 효시를 1939년 이왕직아악

부의 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김기수의 <황하만년지곡>이라고 하면서 이 곡이 ‘신국악

개화기의 효시적 생산품 제 1호’라고 적고 있다. - 국악연혁(국립국악원, 1982)
3)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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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곡된 이상규의 <변조두거>(2004) 등의 곡도 작곡되지만 현대음악 어법

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김대성의 대금 협주곡 <풀꽃>(2005)4), 강은구의 대금

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2008) 등의 곡이 작곡이 되면서 김승근, 김대성,

조원행 등의 젊은 작곡가들과 이건용, 강은구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들이 12음

주법 및 다양한 현대음악 어법을 사용하여 대금협주곡을 작곡한다.

본고에서는 강은구의 작품 중 2008년 초연된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

河>의 독주 대금 선율을 중심으로 악곡의 구조를 분석하였고, 선율과 리듬의

분석을 통해서 이 곡에서 나타나는 전통음악 어법과 현대음악 어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운지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법을 대금의 현대음악 연주법으로 분석하여 이 곡

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에게 작곡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도

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고에서는 강은구 작곡의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 중 독주 대금 선

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곡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 하였다. 곡을 분석하기

에 앞서 지금까지 작곡되었던 대금협주곡들을 정리하여 대금협주곡의 시대적

인 변화를 살펴보고, 작곡가 강은구의 작품세계와 강은구의 작품들을 알아봄

으로써 작곡가의 작곡의도와 이 곡을 해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악곡의 구조와 악기편성을 살펴보면서 악곡 구조에서 나

타나는 이 곡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악기편성에서 나타나는 작곡가의 의도를

4) 김대성 작곡 <풀꽃>, 2005년 9월 8일 세종문화회관 콘서트홀 초연, 2004년 창작 국

악 공모전 입상

주민경, “김대성의 대금협주곡 <풀꽃>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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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이 곡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독주대금의 선율에서 나타나는 전통

적인 연주법과 현대적인 연주법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대금의 운지법을 찾아

내었으며 독주대금 선율과 관현악의 리듬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필자는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를 연구하기 전 작곡가와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독주대금 선율의 구성, 이 곡이 담고 있는 스토리, 반음진행을

표현하는 법 등을 많은 시간 이야기하여 작곡가의 의도가 독주대금 연주가에

게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 독주대금 선율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인 부분을 연구하여 12음기법과 현대음악 어법으로 작곡된 곡을 전통악곡과

비교하여 이 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였고, 연주하기

까다로운 현대음악 어법이 사용된 부분은 새로운 대금의 현대적인 연주법과

전통적인 대금의 연주법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현악에서 나타나는 특정 악기의 선율과 리듬이 이 곡에서 전달하고

자 하는 바를 설명하여, 독주대금 선율에 주는 영향과 감성적인 표현법을 분

석하고 독주대금 선율과 관현악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녹아내리는 氷河>의 독주 대금에서 출현하는 음은 음정을 알파벳으로 표

기하고 옥타브를 숫자로 표기하여 정리하였고5), 운지법에 관한 표는 본고의

5) <녹아내리는 氷河>의 독주 대금에서 출현하는 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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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녹아내리는 氷河의 대금 운지법>에서 기록하여 본문의 설명을 원활하

게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의 악보는 작곡가에게 직접

받은 악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음원 자료는 경기도립 국악단과 임재원의 연

주6)를 참고하였다.

6) 경기도립 국악단 제 95회 정기연주회 <和Ⅴ-만남 그리고 어울림> 2013년 5월 23

일, 지휘: 김재영, 협연: 임재원, 국립 국악원 예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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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 작품명 초연일시

조재선 <젓대를 위한 시나위> 1965

김용만 <대금과 성악을 위한 협주곡 ‘새벽’ -김광섭 時> 1971

이상규 <대금협주곡 ‘石人’> 1972

장일남 <대금과 관현악을 위한 소협주곡> 1975

박중후 <가락> 1977

이상규 <대바람소리> 1978

이강덕 <대금협주곡 2번> 1981

최상화 <대금산조를 위한 관현악> 1983

박재열 <시나위> 1984

황의종 <대금협주곡 제1번> 1986

황의종 <대금협주곡 제2번> 1989

이병욱 <대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새로움’> 1990

임진옥 <대금산조와 관현악> 1991

II. 본 론

1. 강은구의 작품세계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작곡된 대금협주곡을 살펴보

고 대금협주곡 중 강은구의 <녹아내리는 氷河>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위치

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작곡된 대금협주곡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7)

<표 1> 2013년까지 작곡된 대금협주곡

7) 1965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는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 (국립국악원, 한

국국악교육학회), 1996.”을 참고하였다. 1995년 이후 작품은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으

로 누락된 곡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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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1991

박일훈 <청성회상> 1992

김희조 <한범수류 대금산조에 의한 협주곡> 1992

임진옥 <청성곡 주제에 의한 협주곡> 1993

구경모 <대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1993

박환영 <이생강류 대금협주곡 ‘죽향’> 1993

김용만 <꿈마당> 1994

이강덕 <대금협주곡 1번> 1995

김성경 <대금협주곡 제1번 ‘산경’> 2001

이상규 <변조두거> 2004

김대성 <풀꽃> 2005

강은구 <녹아내리는 氷河> 2008

이준호 <산바람> 2008

계성원 <회복> 2011

이건용 <풀> 2012

이준호 <변조두거(경풍년Ⅱ)> 2012

김승근 <대금협주곡 1번> 2013

이동훈 <대금협주곡 ‘심연’> 2013

원 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2번 ‘판의 아리랑’> 2013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5년부터 2013년까지 창작된 대금협주곡들

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창작된 대금협주곡들은 전통음악인 청성곡이나

시나위, 대금산조를 주제로 작곡된 곡들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

상규의 <변조두거>(2004) 와같이 전통음악을 소재로 하여 작곡된 곡이 있으

나 김대성의 <풀꽃>(2005) 이후로 본격적으로 현대음악 어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대금협주곡이 작곡된다. 강은구의 <녹아내리는 氷河>(2008) 또한 2000

년대 이후에 창작된 대금협주곡으로 현대음악 어법의 12음기법이 많이 사용되

어 90년대 까지 대금연주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주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

든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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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초연일시 구분 비고

숨은 물 1992 연극음악 일본 순회 공연

Quartet 1993 연극음악 독일 문화원 공연

산 이야기 1993 연극음악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1993 무용음악

예수 1993 음악극

메디아 1994 연극음악

흰 옷 1995 무용음악

조선의 눈보라 1996 무용음악

온달 1997 1997 무용음악

블랙홀에의 여행 1997 무용음악

오레스테스 3부작 1998 연극음악

나운규 1999 연극음악

거꾸로 1999 연극음악

Puri 1999 무용음악
필라델피아 세계무용축

제

1919 1999 무용음악

붉은 여우 1999 무용음악

포스터속의 비둘기 1999 무용음악

겨울나무 1999 실내악 창작 가곡 발표회

화이트 크로스 2000 연극음악

강은구는 1966년 경기도 파주 태생으로 1993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를 졸업을 하였다. 스승인 강준일로 부터 서양음악을 공부하고 이 후 김영재

에게 거문고와 해금을 배우면서 국악을 접하여 국악곡을 작곡하기 시작하였

다. 처음 발표한 작품은 1992년 <숨은 물>이라는 연극의 음악을 작곡함으로

써 연극음악으로 첫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극동대학교 겸임교수, 한양대

강사, 예술의전당 음악아카데미강사, 극단 물리 단원, 서울음악회 회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작곡가 강은구의 작품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강은구의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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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000 무용음악

바다 2000.10 무용음악 무용원

얼음위의 영혼2 2000.11 무용음악

갈길은 보이나...... 2000.11 무용음악

에쿠우스 2001.2 연극음악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2001.6 무용음악

동심 2001.9 독주곡 개량해금연구회 위촉

논개 2001.10 창 극 국립창극단

배장화 배홍련 2001.11 연극음악

Wozzeck - 달그림자 2001.11.2 무용음악

바이올린과 거문고를 위

한 ‘玄友’
2002.5.3 중 주

움직임과 기호 2002.5.14 무용음악 최 데레사 무용단

그 물속의 불을 보다 2002.12.2 무용음악

바다 - 2003 2003.4.24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소리의 여행 2003.5.20 실내악 아시아 琴교류회 위촉

Wonderland 2003.5.29 무용음악 최 데레사 무용단

울타리 굿 2003.6.18 무용음악 유럽 순회 공연

삼륜 자전거를 타고 2003.6.24 무용음악 박인자 안무

비어 있는 들 2003.10.16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소프라노와 거문고를 위

한 두개의 노래
2003.12.1 중 주

Images - 비천사신무 2003.12.9 무용음악

겨울바다 2004.2 실내악 실내악단 ‘너울’ 위촉곡

다산의 땅 2004.3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여자 이야기 2004.4 무용음악 최 데레사 무용단

소리가 있는 풍경 2004.11 실내악 개인 작곡 발표회

그 한 여름 2005.2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숨은물 2005.6 관현악
국악관현악단 ‘민화’ 위

촉곡

고양이의 늪 2005.11 연극음악

창, 매창 2005.11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축제 2005.12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김용배입니다 2006.5 무용음악 서울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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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리 2006.7 관현악
국악관현악단 ‘민화’ 위

촉곡

이아고와 오셀로 2006.9 연극음악

강철(Iron) 2006.12 연극음악

네바다로 간다 2007.2.14 연극음악

새들은 날아가고 - 그 새

는 어디로
2007.5.31 관현악 창작악단 위촉곡

400년 전 편지 - 오성과

한음
2007.6.23 뮤지컬 포천민속예술단

불의샘 2007.9 무용음악 무용원 정기공연

天方地軸 낮도깨비 - 황

종피리협주곡
2007.9.5 협주곡 황종피리연구회 위촉곡

수줍은 아가씨 -

strongman
2007.9.18 실내악

거문고4중주단 ‘수다’ 위

촉곡

짐 2007.9.20 연극곡연

거문고 독주곡 ‘鉉友(줄

놀음)‘
2007.12.31 독주곡 이선희 앨범 위촉곡

봄, 풍경과 우화 2008.3 무용음악 인천시립 무용단

녹아내리는 氷河 2008.3.28 협주곡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위

촉곡

土窟에서 4월의 봄 아침

을 맞이하다
2008.4 독주곡 김준영 위촉곡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가을노래’
2008.11.30 중 주 김경흔 독주회 위촉곡

제주민요 편곡 2009.2.28 실내악 국악원 상설공연 위촉곡

Images - 비천사신무 2009.3.26 무용음악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

랴
2009.7.10 연극음악 명동예술극장 개관공연

길삼봉전 2009.10.27 연극음악

늙은자전거 2010.2.7 연극음악

신화상생 2010.5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대금 독주곡 ‘不靜놀이’ 2010.6.19 독주곡
정소희 대금독주회 위촉

곡

서울수복국군의날행사 2010.9.28 무용음악

거문고와 현악합주를 위

한 悲庀
2010.9.29 실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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蓮花淵 2010.10 무용음악 무용원 정기공연

실내악을 위한 ‘녹아내리

는 氷河’
2011.10.29 실내악 정소희 독주회 위촉곡

25현가야금을 위한 협주

곡 ‘언제 봄은... 어디로’
2012.3 협주곡 류지연 위촉곡

장군각시 2012.5.4 연극음악 인천시립극단

법금을 위한 ‘생명이 움

틀 때’
2012.6 독주곡 류지연 위촉곡

바리바리 - 강강술래 2012.7 무용음악 이현주 안무

아워타운 - 우리읍내 2012.9.18 연극음악 명동예술극장

신화상생 - 두번째 이야

기
2012.10.28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해금 협주곡 ‘연하일휘(煙

霞日輝)
2013.5 협주곡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위

촉곡
들녘에 부는 바람......, 바

람......,
2013.11 관현악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은구는 관현악곡과 협주곡, 독주곡, 중주곡

이외에 20개의 연극음악, 37개의 무용음악을 작곡하였다. 현재에도 전통을 중

시하면서 현대음악 어법을 사용한 작품을 작곡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무용과 실기반주 강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무용음악 강사, 무

용원 전문사 무용음악, 편집 강사를 역임하는 등 연극음악과 무용음악에서 다

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강은구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먼저 전통적인 선법과 현대적인 표현의

중간에 있다. 강은구는 그의 스승인 강준일의 담담하면서도 세련되게 현대음

악을 표현하는 점과 김영재의 성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다. 강은구의 작품에서 현대음악 어법을 많이 사용 하지만 작곡가가

원하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연주법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보았을 때, 강은구의 작품은 강준일과 김영재의 현대와 전통의 중

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강은구의 작품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은

구의 작품에는 극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강은구의 많은 연극음악과 무용

음악의 작품 활동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작곡한 관현악곡이나 협주곡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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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극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스토리를 중시하는 곡을 살펴볼 수 있

다. 그 중 대표적인 곡이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이다.

2.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

1) 작품 개관

이 곡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위촉곡으로 2008년 3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

서 임재원에 의해 초연 되었다.8) 작곡가는 다음과 같이 곡을 설명하고 있다.

<녹아내리는 氷河> 곡 해설

8)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제 293회 정기연주회 <영상과 함께하는 맑은 서울을 위한 환

경음악회 ‘자연.인간.환경’>, 지휘: 박상진, 협연: 임재원,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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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종류 악기명

독주 악기 solo 대금

관 악 기 소금, 대금, 피리, 생황, 훈

현 악 기
산조가야금, 법금, 거문고,

해금, 아쟁, 대아쟁, 양금

타 악 기
편경, 편종, 절고, 박, 오픈심벌,

심벌, 공, 장고, 모듬북

<녹아내리는 氷河>의 곡 해설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곡가는 환경 문제에 대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곡을 하였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작곡가는 이 곡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

져 가는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점, 氷河가 생성하는 당시

의 시점은 氷河의 바깥의 시점에서 시작하여 氷河의 내면의 시점으로 들어가

서 氷河의 아름다운 모습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다시 氷河

의 바깥의 시점으로 이동하는 극적인 요소가 이 곡에 포함되어 있음을 곡 해

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곡의 악기 편성을 살펴보면 총 21개의 악기가 편성 되어 있는

데 관악기로는 소금, 대금, 피리, 생황, 훈이 있고 현악기로는 가야금(산조), 가

야금(법금), 거문고, 해금, 아쟁, 대아쟁, 양금이 편성되었다. 타악기로는 편경,

편종, 절고, 박, 오픈심벌, 심벌, 공, 장고, 모듬북이 사용되었다.

<녹아내리는 氷河>의 악기편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녹아내리는 氷河>의 악기 편성

악기 편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국악 관현악곡에서 편성되는 25현

가야금을 편성하지 않고 산조가야금과 법금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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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5현가야금에서 나오는 성음과 표현법이 아닌 법금과 산조가야금에서 나오

는 전통적인 성음과 표현법으로 이 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작곡가의 의도이다.

이 부분에서 작곡가가 스승인 김영재의 성음을 중요시 하는 전통적인 성음을

이 곡에서 표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종과 편경, 절고의 악기

편성이 다른 국악 관현악곡에서 보기 힘든 악기들이다. 편종, 편경, 절고는 전

통음악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제례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인데, 종묘제

례악이 인간에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신에게 하는 음악인 것처럼

<녹아내리는 氷河> 역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이 아닌 氷河의 형이상학

적인 이야기와 제례악에서 나오는 기원의 느낌을 담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

이다. 편종, 편경, 절고의 악기편성에서 보듯이 작곡가는 이 곡에서 氷河의 스

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극적인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2) 악곡 구조

이 곡은 악장의 구분 없이 단악장으로 되어있으나 氷河의 시점변화와 선율

의 변화 등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Prelude, -A, -B, Bridge, -A, -B,
-A', -A, -B, Postlude 부분으로 10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Prelude(제1～제6마디)는 6/4박자의 ♩=56의 빠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유롭게’ 나타냄 말로 악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氷河의 시점이 아닌 氷

河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판소리의 도창(導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다. -A(제7～제29마디)는 6/4박자의 ♩=80의 빠르기로 구성되어있으며

‘장엄하게’ 나타냄 말로 악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氷河가 형성되는 과

정을 표현한 부분이며 이 곡의 스토리의 시작부분인 만큼 장엄하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다. -B(제30～제48마디)는 氷河가 형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

분이다. -A에서 중모리 장단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B에서 장구악보에 ‘중모리 장단’ 으로 기록이 되어 장구가 중모리 장단을 연

주하므로 써 중모리 장단이 완성이 되어 氷河가 완전히 형성되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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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다. Bridge(제49～제56마디)는 6/4박자의 ♩=60의 빠르기로 구성되

어있으며 ‘평온하게’ 나타냄 말로 악보에 기록되어 있다. -A(제57～제94마
디)는 6/8박자의 =54의 빠르기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은 氷河가 형성이

되어 태초의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빙하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B(제95～제
154마디)는 6/8박자의 =56의 빠르기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은 -A보다
박자가 약간 빨라지면서 氷河가 자연의 영향을 받아 조금 불안해 지는 과정을

표현한 부분이다. -A'(제155～제188마디)는 -A와 같은 6/8박자의 =54
의 빠르기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은 -A와 선율도 비슷하고 박자와 빠르

기도 같으나 -B보다 불안함이 진행이 되어 점점 불안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다. -A(제189～제312마디)는 3/4박자로 ♩=96의 빠르기로 구성되어있으며

‘혼란스럽게’ 나타냄 말로 악보에 기록되어있다. 이 부분은 氷河가 무너져 내

리는 장면을 표현한 부분이다. 氷河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혼란스러움과 氷河

가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氷河의 외로움과 여러 가지 감정을 번갈

아 가며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다. -B(제313～제338마디)는 제321마디까지는

4/4박자로 ♩=110의 빠르기로 관현악만 연주하고 제322마디부터 독주 대금이

연주하며 3/4+6/8박자로 ♩=120의 빠르기로 빨라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A에서 이어 氷河가 계속 무너져 내려 氷河의 마지막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Postlude(제339～제347마디)는 제343마디까지는 독주 대금의 솔로

연주 부분으로 6/4박자로 ♩=60의 빠르기로 쓸쓸하고 황량하게 표현하는 부분

이다. 이 부분은 Prelude와 마찬가지로 氷河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축하는 부분이다. 제344마디에서 독주 대금 솔로 부분

이 끝나고 관현악이 이어서 마지막마디인 제347까지 3/4박자로 ♩=120의 빠르

기로 폭발하듯이, 매우 격렬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전체 악곡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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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빠르기 박자 비고


Prelude 1～6 ♩=56 6/4 자유롭게

A 7～29 ♩=80 6/4 장엄하게

B 30～48 ♩=80 6/4 중모리장단

Bridge 49～56 ♩=60 6/4 평온하게


A 57～94 =54 6/8 맑은 기분으로

B 95～154 =56 6/8 piu mosso

A' 155～188 =54 6/8 점점 불안하게



A 189～312 ♩=96 3/4 혼란스럽게

B
313～320 ♩=110 4/4 격렬하게

321～338 ♩=120 3/4+6/8 격렬하게

Postlude
339～343 ♩=60 6/4 쓸쓸하고 황량하게

344～347 ♩=120 3/4, 6/8 폭발하듯이, 매우 격렬하게

<표 4> <녹아내리는 氷河>의 전체 악곡 구조9)

3) 의 선율과 리듬분석

<녹아내리는 氷河>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곡의 분석과 작곡

가의 의도를 수월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자가 작곡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설명하고자 한다.

작곡가 강은구는 김영재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적인 국악의 성음을 중요시

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녹아내리는 氷河>에서 현대음악 어법과 12음 주법을

9) <표 6>에서 나타나는 ,,는 악장의 개념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곡의 분석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하고자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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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음정과 박자보다는 전통적인 성음과 음색의 표현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필자가 작곡가와 미팅을 가지면서 12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한 연주와 성음과 음색을 표현하기 위한 연주를 했을 때 작곡가는 성음과

음색의 표현에 집중했던 연주에 더 무게감을 두었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작곡가는 독주 대금 선율의 온음과 반음을 율려(律呂)10)와 같다고 하였다.

이는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편한 전통적인 음들을 양률(陽律)이고 전통대금

으로 연주하기 까다로운 반음으로 표현된 음들을 음려(陰呂)로 해석하였고 음

려(陰呂)에 해당하는 음들의 표현법을 퇴성(退聲)과 추성(推聲), 전성(電聲)으

로 표현하였다. <녹아내리는 氷河>에서는 12음 주법을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

하는 것 보다는 전통대금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성음과 전통적인 표현법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곡가 강은구는

<녹아내리는 氷河>의 선율을 계면조 보다는 우조에 가깝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독주 대금 선율에서 반음선율진행시 계면조의 꺾는 청의 성음이 아닌 우

조의 성음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 강은구의 음

악에서 담담하게 음악을 표현하는 강준일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가) Prelude의 선율과 리듬분석

Prelude부분은 6/4박자의 ♩=56 빠르기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氷河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연주해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氷河가 생

성되어 앞으로 진행될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주이다. 때문에 <악보 1>에서

보듯이 f의 악상기호는 단순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우면서도 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힘차게 표현해야 한다.

10) 육율(六律)과 육려(六呂)의 총칭으로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 권1에 의하면,

12율 중 양(陽)을 상징하는 육율과 음(陰)을 상징하는 육려를 아울러 율려라고 한다.

송방송, ‘악학궤범용어총람’, (서울 : 보고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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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제1∼제8마디

Prelude부분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할 부분이 F음과 E음이다. 작곡가는 이

곡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F음의 음정을 약간 낮게 표현하도록 해석하였다.

이는 F음과 E음의 음사이가 좁아져서 이 부분을 퇴성(退聲)으로 표현하는 방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악보 1>을 살펴보면 제1마디와 제4마디에서 출연하는 F6에서 E6으로 진

행되는 선율을 살펴보면 F6음은 전통음악의 태주(汰簇)음으로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용이한 음으로 양률(陽律)에 해당하고 E6음은 전통음악의 대려(汏

呂)음으로 최근에 연구11)를 통해서 밝혀진 확대된 운지법으로 연주해야 하는

음으로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까다로워 음려(陰呂)에 해당하는 음으로 F6에

서 E6을 퇴성(退聲)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른 운지법12)

을 보았을 때, F6은 ●●◯●●● 으로 연주 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보이

지 않으나 E6의 경우 ◯●◯◯◯●, ◯◐◯◯◯●, ●●◐◯◯● 의 세 가지

운지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 의 반규법(半竅法)을 사용하였

11)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2)
12) 본고의 부록에서 <녹아내리는 氷河의 독주 대금 운지법>을 참고.

운지법의 표기는 원6개를 지공으로 보고 ●는 지공막음, ◯는 지공열음, ◐는 지공 반

막음으로 통일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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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규법은 정확한 음정으로 표현하기 까다로운 주법이나 F6의 주법에서

4,5공의 손가락을 들고 3공의 손가락만 반공을 막으면서 E5으로 퇴성하기 용

이한 운지법으로 취구를 조절하여 음정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지공을 이용하

여 퇴성의 표현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음정보다 표현을 중요하게 해

석하였고 이는 작곡자의 의도와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제5마디에서도 F5에서 E5으로 진행되는 선율이 등장하는데 F5의 경우 ●

●◯◯◯● 의 운지를 사용하고 E5의 경우에도 ●●◐◯◯● 와 ●●◯●●

◯ 의 두 가지 운지법이 있는데 필자는 이 부분을 ●●◐◯◯● 의 반규법으

로 사용하여 퇴성의 표현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제6마디에서는 C5과 B4가 출현하는데 C5과 B4의 전통 대금 운지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개량 대금의 경우 6번째 지공 옆에 키(Key)를 설치하여 B4을

연주하기 용이하나 퇴성의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전통대금으로 연주하여 퇴성

의 표현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이 부분에서 작곡가는 C4과 B4의 진행에서 계

면조의 꺾는 성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우조의 선법으로 담담하게 표현하

도록 이야기 하였다.

나) -A의 선율과 리듬분석

-A부분은 6/4박자의 ♩=80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제7마

디부터 29마디까지이며, 제28마디에 도돌이표가 있어 총 45마디를 연주한다.

이 부분은 氷河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부분으로 이 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야기의 시작인만큼 장엄하게 표현하고 악상기호 또한 f

부터 ff까지 나타나며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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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제7∼제1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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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시작은 전통음악의 정악적인 선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악보 2>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법금이 독주 대금 선율의 반주악기로

사용 되고 제례악에서 사용되는 편경, 편종, 절고의 악기도 이 부분의 시작부

터 출현하고 있다. 이는 정악적인 선법을 관현악에서 표현하고자 함이며 이

부분을 독주 대금 연주가가 관현악에서 표현하는 선율과 유기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제7마디부터 제10마디까지 독주대금 선율이

C5에서 D5로의 진행과 E♭5에서 F5로의 진행이 보이는데 이를 정악적인 선법

으로 분석해보면 C5에서 D5로 진행시 추성(推聲)으로 표현하여 D5의 음을 약

간 낮은듯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김기수의 『대금정악』중

에서 평조회상(平調會相) 중 상령산에 한하여 중려음(仲呂音)을 표현하는 법13)

을 인용하여 D5의 음을 정악적인 선법을 갖게 하였다. 이어지는 제9∼10마디

에서 나타나는 E♭5에서 F5로의 진행도 추성으로 표현하고 F5의 음정도 약간

낮게 표현하는데 이는 Prelude부분에서 F음을 약간 낮게 표현한 부분과 연관

이 있다.

다음으로 제11마디부터 독주 대금 선율을 살펴보면 <악보 3>과 같다.

13) ‘발음에 있어서 중려음(仲呂音)은 상영산에 한하여 약간 못 및어 낮인 듯 하여야

하고...’

김기수, 『대금정악』 (서울: 은하출판사, 1984)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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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제5∼제15마디

<악보 3>을 살펴보면 독주 대금 선율이 4마디 동안 12음중 8음이 출현하고

빠른 선율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부분에서도 온음과 반음을 율려

(律呂)로 분석하여 선율을 해석해 보면 제11마디에서 시작음인 C5와 C6 길게

뻗는 음인 D♭6을 양률로, E♭6과 B6을 음려로 보았을 때 D♭6에서 E♭6을 추
성으로 표현하고 C6에서 B6을 퇴성으로 표현하면 선율도 안정적이고 전통적

인 선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13마디에서 B♭6에서 B5까지의 선

율은 크게 퇴성하는 표현으로 진행하여 B5에서 C5를 추성으로 표현하여 제14

마디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제15마디부터는 관현악에서 피리, 대금, 해금이 이 곡의 주선율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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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대금이 대선율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악보 4>를 보면 알 수 있다.

<악보 4> 제15∼제28마디

이 부분에서는 피리, 대금, 해금이 <악보 4>와 같이 주선율을 진행하며 독

주 대금 선율은 주선율 4도위의 대선율을 진행하여 정악적인 선법을 표현하고

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A부분의 리듬을 살펴보면 6/4박자의 ♩=80 빠르기로 -B부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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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리고 -B부분의 시작 마디인 제30마디에 ‘중모리 장단’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A부분에서는 장단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의 장단을 작곡

가는 ‘정악적인 중모리’ 또는 ‘덜어낸 중모리’로 이야기하였다. -A부분의 선

율이 정악적인 선법이 많이 나타나는데 민속악 장단의 중모리를 사용하면 선

율과 장단이 어울리지 않는 점과 이 곡의 이야기 전개상 氷河가 아직 형성되

지 않았고 형성되는 과정을 -A부분 장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중모리 장

단을 연주하고 -B부분에서 형성이 된 氷河의 모습을 완성된 중모리 장단으

로 진행하므로 이 부분의 장단을 ‘정악적인 중모리’ 또는 ‘덜어낸 중모리’로 해

석할 수 있다.

다) -B의 선율과 리듬분석

-B부분은 -A부분과 같이 6/4박자의 ♩=80 빠르기로 같지만 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B부분은 중모리 장단으로 연주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장구가 중모리 장단을 연주하므로 써 氷河가 형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부분이

다.

선율적인 부분은 -A부분 정악적인 선법이었다면 -B부분에서는 중모리

장단과 함께 민속악적인 선법이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E♭에서 D, C에서 B,

A♭에서 G, F에서 E로 여러 번의 반음진행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표현을

계면조의 꺾는 청이 아닌 우조의 성음으로 연주해야 작곡가의 의도와 맞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B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악보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41∼제42마디에서 독주 대금 선율을 관현악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관현악에

서 해금과 생황을 제외한 모든 악기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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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37∼제4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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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작품에서 극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작곡가의 특성과 스토리

를 중시하는 이 곡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이 부분은 氷河의 독백으로 분

석하였다. 작곡자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녹아내리는 氷河>를 극음악이라고

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았을 때 솔로 대금의 연

주 부분은 단순한 독주 부분이 아닌 氷河의 독백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제42마디부터 독주 대금 선율을 분석해 보면 제42마디에서 출현하는 반음진

행의 운지법은 C6 (●●◯◯◯●) 에서 B6 (●●◐◯◯●) 으로 반규법으로

지공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미끄러지듯이 하여 퇴성으로 표현하고 C6에서 G3

까지 크게 퇴성하는 선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제42마디에서 선율이 하행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악보 6>에서 보이듯이 제43, 제44마디와 제45, 제46마디

가 같은 선율을 반복하여 긴장감을 고조 시킨 뒤에 제47마디에서는 <녹아내

리는 氷河>의 독주 대금 선율에서 출현하는 음정들 중 가장 높은 음정인 G

614)의 음정을 길게 연주하여 완성된 氷河의 웅장함과 장엄함을 표현한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14) 전통 대금으로 G6(㵈)의 운지법은 4가지 (●●●◯●◯, ●●●◯●●, ◐◯◯●◯

◯, ●◯●●●◯)가 있으나 이 부분에서의 운지법은 ●◯●●●◯ 으로 하는 것이 선

율흐름에 있어 연주에 더 수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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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제43∼48마디

라) Bridge의 선율과 리듬분석

Bridge부분은 6/4박자의 ♩=60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시

점이 氷河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氷河의 시점으로 가는 연결부분이며 평온하고

여유롭게 연주하는 부분이다. 작곡가는 -B의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에서 
-A의 맑고 깨끗한 느낌의 사이를 연결하기에 적합한 평온한 느낌을 Bridge부

분에서 표현하였다. 이 부분의 선율은 <악보 7>을 살펴보면 제49∼제52마디

까지 A♭ (仲), B♭ (林), C(南), E♭ (潢), F(汰) 의 5음이 사용되어 전통적인 선

율을 이루고 있으나 제53마디부터 G, D♭ , G♭의 음정과 F4에서 G♭4로 진행

하는 반음선율이 출현하며 전통적인 선법의 선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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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제48∼제61마디

이전까지 현대음악 어법과 12음 기법을 사용한 부분의 선율은 전통적인 표

현기법을 사용하면서 연주하고 전통 음계의 선율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현대음

악 어법을 사용하는 선율진행 하는 부분을 통해 살펴볼 때 <녹아내리는 氷

河>는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부분의 중간에서 전통과 현대 어느 한쪽에

구분을 두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

겠다.

4) 의 선율과 리듬분석

가) -A의 선율과 리듬분석

-A부분은 6/8박자로 =54 빠르기이다. 부분에서 氷河가 형성되는 과

정을 표현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氷河의 시점으로 태초의 氷河를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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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맑은 기분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악상기호는 -B부분으로 넘어가

기 4마디 전에 p가 출현한 것을 제외하고 f로 적혀있는데 여기서 f는 단순히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주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선율적인 특징을 <악보 8>에서 살펴보면 제63∼제67마디의 4

마디와 제71∼제74마디의 4마디 선율이 동일하다. 이는 제63마디부터 선율을

진행하여 제70마디의 F6까지 진행되나 F6음을 짧게 연주하여 마무리한 후 제

71마디부터 반복선율을 연주하고 제69마디에서 B5로 진행하던 선율을 제75마

디에서 B6으로 진행하여 선율의 긴장감을 높인 후에 제79마디의 F6음을 길게

연주한다. 다음으로 제80마디에서 F6에서 E6으로 반음 진행이 나타나는데 이

는 -A부분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반음진행이다. 이 반음진행은 제57∼제

79까지 전통음계인 5음 음계로 태초의 맑은 氷河를 표현하다가 제80마디에서

반음진행이 보이며 이 후 제88마디에서 E♭5에서 D5로 반음진행이 한차례 더

출현하고 점점 불안해지고 녹아내리는 氷河로 진행되는 첫 번째 복선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타악 파트가 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현악과 독주 대금선율

을 바탕으로 리듬을 분석해 보았을 때 6/8박의 중중모리 장단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A부분과 같이 완성된 중중모리 장단이 아닌 ‘덜어

낸 중중모리 장단’ 혹은 ‘정악적인 중중모리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A부
분과는 다르게 氷河가 형성이 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태초의 氷河가

점점 불안해지고 격해지는 감정을 장단이 더해져 점차 완성된 리듬으로 표현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A부분에서는 아직 氷河의 초기 단계이므로 이 부분

의 리듬은 ‘덜어낸 중중모리 장단’ 혹은 ‘정악적인 중중모리 장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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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제55∼제9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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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의 선율과 리듬분석

-B부분은 6/8박자로 =56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氷河

가 점점 불안해져 가는 과정을 표현한 부분으로 <악보 9>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piu mosso’ 라고 적혀져 있고 이를 해석하면 ‘더욱 빠르게’ 가 되

는데 이를 작곡가는 장단을 몰아가는 느낌으로 의도하였다. -A부분에서 
=54로 연주하다가 이 부분에서 =56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A부분에서
부터 점점 장단을 몰아가서 -B부분에서 더욱 빠르게 몰아가는 느낌으로 연

주하여 氷河가 점점 불안해져가는 표현을 템포의 변화로써 표현하였다. 이를

선율과 같이 분석하였을 때 제95∼제116마디와 제117∼제138마디의 선율이 동

일하게 연주되어 반복하는데 제117마디부터 타악기가 합류하여 템포의 긴장감

을 높여 氷河가 불안정해짐을 표현한다. 그리고 -A부분의 제80마디에서 출

현한 반음진행도 이 부분에서는 C에서 D♭ , D♭에서 C로 반음진행이 여러 번

출현하고 있다. 반음진행의 표현은 제98마디의 C5에서 D♭5로 진행하는 부분

은 추성으로 표현하고 D♭5의 운지법 역시 ●●●●◐◯ 으로 반규법을 사용

한다.15) 제100마디와 제105, 제106마디의 C6 - D♭6 - C6 으로 진행되는 표현
은 전성(電聲)으로 전통적인 선율의 선법을 살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악보 9>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악상기호의 변

화가 많이 나타난다. p에서 시작하여 mf - mp - mf - p - mp - mf 로 변화

하여 이 또한 氷河가 점점 불안해져가는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며 셈여

림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氷河가 아직까지는 크게 불안정해지

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15) 전통 음악에서의 운지법과 대부분의 창작음악에서 D♭5의 운지법은 ●●●●◯●
으로 사용한다.



- 32 -

<악보 9> 제91∼제119마디

이 부분의 선율을 자칫하면 C음을 중심으로 하는 C, E♭ , F, G, B♭음계의
계면조로 해석하여 연주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계면조의 꺾는 청으로 표

현할 수 있는 퇴성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의 표현이 전성과 추성으

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위에서 밝혔듯이 이 곡에서 계면조가 아닌 우조의 선

법으로 표현하려는 작곡가의 의도라고 분석되며 이 부분을 계면조로 해석하여

연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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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의 선율과 리듬분석

-A'부분은 -A와 같이 6/8박자로 =54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A와 박자와 빠르기가 동일하고 -A부분의 제81∼제88마디와

-A'부분의 제175∼제182마디 총 8마디가 동일한 선율로 진행한다. 하지만

이 곡의 이야기 진행상 -A에서는 맑은 태초의 氷河를 표현한 것이라면 
-A'에서는 점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지는 氷河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부분의 선율을 분석하기 전에 氷河의 시점에서 氷河가 불안해지고 혼란

스럽게 무너져가는 곡의 진행에서는 대금의 높은 역취의 성음은 氷河가 무너

져 내리지 않기 위한 의지의 소리이며 氷河가 내는 고통스러운 소리이다. 氷

河가 무너져 내리는 부분을 반음진행의 하행선율로 표현하였으며 반대로 상행

하는 선율은 氷河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힘을 내는 부분으로 해석하였

다. 그리고 관현악부분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특징적인 악기 중 하나가

박(拍)이다. 박은 전통음악에서는 시작과 종지에 사용하지만 이 곡에서 박은

氷河가 갈라지는 소리를 표현한 악기이다. 박이 출현하면서 氷河가 깨지고 불

안해지며 혼란스러워 지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곡에서 처음으로 박이 출현하는 부분은 -B부분의 마지막 마디인 제

154마디에서 박이 연주하고 -A'부분으로 넘어가서 점점 불안하게 연주하는

것이다. <악보 10>에서 독주 대금 선율과 타악기 악보를 살펴보면 제154마디

에서 박이 연주되고 독주 대금이 E♭6의 높은 음정을 길게 연주하는데 이것은

氷河가 깨지기 시작하고 氷河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하였고 이는 제162마디에서도 박이 연주되고 독주 대금이 E♭6을 길게 연주

하여 氷河가 점점 깨지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의 리듬은 장구가 중중모리 형태의 박자를 연주하고 있는데 작곡가

는 이 부분에 -B부분의 ‘중모리 장단’으로 표기한 것처럼 중중모리 장단이

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장단인 중중모리 장단을 장구가 연주했을 때

생기는 선율의 안정감 때문에 점점 불안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 부분의 의도와

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단이름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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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제153∼164마디

5) 의 선율과 리듬분석

가) -A의 선율과 리듬분석

-A부분은 3/4박자로 ♩=96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표

4>의 작곡가의 <녹아내리는 氷河>곡 해설 중 문명의 발달로 오염에 시달려

녹아내리는 氷河, 환경재앙으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녹아내리는 氷河를 표현하

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선율상의 특징은 <악보 11>을 통해 알 수 있다.

<악보 11> 제189∼제22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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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제189∼제204마디까지의 선율이 한 음

을 지속하다가 상행과 하행진행을 반복하며 氷河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두 마디씩 나누어 첫 시작 음 역시 C6 – D6 – G5 – A6 – D6 -

E♭6 - A6 - E♭6 으로 상행과 하행진행을 반복하여 이 부분 선율진행의 혼

란스러움을 더하였다. 제189∼제204마디까지의 선율도 위에서 해석한 것과 마

찬가지로 선율을 표현하는데 추성과 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제190마

디의 선율은 C5에서 D♭6으로 추성으로 표현하고 다시 D♭6에서 C6으로 퇴

성, C6에서 B6으로 반규법을 사용하여 퇴성으로 표현하였다. 제194마디에서

G5의 운지법을 ●◯◯◯◯● 로 사용하여야 A♭6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으며 제196마디에서는 G5의 운지법을 ●◯●●●◯ 으로 사용하여야 A6의 운

지법인 ◯●●●◯◯ 로 진행이 수월하여 제194마디의 G5와 제196마디의 G5

의 운지법을 다르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의 특징 중 하나는 제208마디

에서 출현하는 F#6 이다. 제55마디를 살펴보면 작곡가는 F#이 아닌 G♭으로
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F#으로 표기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제208마디부터 나

오는 F#6은 정확하게 F#의 음정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F음보다 높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는 작곡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고 
-A'부분부터 대금의 높은 역취의 성음은 氷河가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한 의

지의 소리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F#6은 제206에서 출현하는 F6보다

는 높은음으로 강하게 연주하여 마치 氷河가 오염에 시달리다 녹아내리지 않

기 위해 버티다 소리치는 비명과 같은 소리와 같다. 지금까지 대금 창작곡에

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F#6, 즉 G♭6의 운지법은 ●◯◯●◯◯ 이나 <녹아

내리는 氷河>의 이 부분의 F#6의 운지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르게 ●◐◯

●●◯ 이렇게 운지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면 F#6보다 약간 음이 낮게 나

타나는데 이 문제를 취구를 넓히고 김을 강하게 넣어서 음정을 높여 F#6을 연

주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16) G♭6의 운지법으로 연주하게 되면 취구를 약간

16) F6의 운지법은 ●●◯●●◯ 으로 제 2공의 지공을 반규법을 사용하여 ●◐◯●●

◯ 운지를 만들었으나 실제 연주는 F#6보다 음정이 30cent 가량 낮게 측정되어 취구

를 넓혀 음정을 해결하여 연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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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여야 정확한 음정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연주하면 비명소리

와도 같이 강한 대금의 소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며 작곡가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작곡가가 이 부분에서 G♭6의 정확한 음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F6보다 높은음정의 비명소리와 같은 강한 소리를 의도하였기에

새로운 운지법인 ●◐◯●●◯ 으로 하였다.

이렇게 F#6의 높은 소리로 氷河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의지의 소리를 표현

하고 제214마디부터 선율이 상행 진행을 하고 제216마디에서도 역시 상행 진

행을 하여 빙하가 다시 힘을 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

고 있으나 다시 제217∼제219마디까지 하행진행을 하며 氷河가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氷河가 무너져 내리는 거친 소리를 작곡가는 제

221마디의 Flauto로 표현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기법으로 Flauto를 연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가장 거친 소리로 Flauto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작곡가가 <녹아내리는 氷河>에서 가장 거친 소리를 내는 부분으로 이야기 한

부분으로 대금의 가장 거친 소리로 연주한다.

Flauto로 연주하는 부분이 끝나고 제253∼제276마디까지 氷河가 과거의 모

습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제253∼제276마디는 -A부
분의 제61∼제84마디의 독주 대금 선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았을 때, -A부
분이 氷河가 형성되어 태초의 맑고 아름다운 氷河의 모습을 그린 부분이므로

비명을 지르고 녹아내리고 거친 소리를 낸 氷河가 자신의 예전 아름다운 모습

을 회상하는 모습으로 분석하는 것이 곡의 흐름상 맞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부분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제253마디에서 갑자기 관현악에서 대부분의

악기가 출현하지 않는데 이는 작곡가 강은구가 연극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

스토리 진행상 주인곡이 독백을 하고 예전 회상을 하는 등의 표현을 음악적으

로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그 중 하나인데 긴장감 있고 밀도

높은 악기편성의 관현악이 연주되다가 갑자기 관현악의 대부분 악기가 출현하

지 않고 -A부분의 선율을 연주 한다는 것은 녹아내리면서 무너져가는 氷河

가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예전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하는 부

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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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하는 부분이 끝나면 <악보 12>에서 보이듯이 F#6이 다시 출현하고 하

행진행을 하며 氷河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표현하였다.

<악보 12> 제275∼제288마디

<악보 12>와 같이 제277마디에서 F#6의 높은 음을 연주하고 4마디의 하행

진행이 이루어지고 제281마디에서도 F#6의 연주 후 6마디의 하행진행이 이루

어지며 2번의 하행진행으로 氷河가 연속하여 무너져 내리고 거의 남아있지 않

아 마지막을 향해 가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반음진행의 선율

적인 표현은 반규법을 이용하여 퇴성으로 하행진행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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氷河가 무너져 내리는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끝나면 제287마디부터 관현

악의 모든 악기가 출현하지 않고 독주 대금이 혼자서 4마디를 연주하는데 이

부분은 氷河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 모습과 氷河의 외로움을 표현한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제287마디와 제289마디에서는 F#4가 출현하는데 이는 F#6이 빙하

의 비명과 같은 소리였다면 여기서 나오는 F#4는 F#6을 두 옥타브 낮추어 연

주하여 무너져 내린 氷河의 마지막 속삭임, 혹은 혼잣말 같은 표현으로 독주

대금이 솔로로 연주하면서 氷河가 독백하는 부분이다.

<악보 13> 제189∼제192마디

-A부분 리듬의 특징을 타악 악보인 <악보 13>을 살펴보면 3/4박을 두

마디를 한 장단으로 ♪가 12박으로 2+2+2+3+3 의 형태를 보이며 이 부분을

작곡가는 반길군악 장단17)의 순서를 바꾸어 리듬을 표현한 것이라 말하여 혼

란스러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54마디에서 처음 출현하여 -A'부분에서 총 2번 출현했던 박(拍)이 이

부분에서 총 13번 출현하면서 氷河가 갈라지는 소리를 여러 번 표현하면서 氷

河가 많이 무너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17) 반길군악은 사물놀이의 장단중 하나로 길군악 가락을 반으로 줄여서 연주되는 변

주가락으로 한 장단은 12박으로 3+3+2+2+2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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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의 선율과 리듬분석

-B부분은 제313∼제320마디까지 관현악의 연주로 4/4박자로 ♩=110 빠르

기로 연주하고 제321∼제338마디부터 독주 대금과 관현악의 연주로 3/4+6/8박

자로 ♩=120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氷河가 마지막으로 무너

져 내리는 장면을 연출한 부분으로 제313∼제316마디까지는 이 곡에서 관현악

의 모든 악기가 출현하고 ff의 강한 악상기호로 연주하여 마지막에 나오는

Postlude의 제344∼제345마디 다음으로 악기밀집도가 높고 강하게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무너진 氷河의 마지막 의지를 관현악이 4마디를

반복하여 강하게 연주하다가 제317∼제318마디까지 p로, 제319∼제320마디까

지 mf로 작아졌다가 다시 점점 커지면서 긴장도를 높여주고 제321마디부터

♩=120의 빠르기로 빨라지면서 독주 대금이 관현악과 같이 연주한다.

독주 대금의 선율은 <악보 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A부분과 같이 한

음을 지속하다가 상행진행과 하행진행을 반복하며 표현하였는데 처음 지속음

이 -A부분보다는 높은음인 D6, E♭6, A6, E♭6의 음이 출현하며 氷河의 마

지막 버티려는 의지가 강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336마디에서 F#6을 3

마디에 걸쳐 길게 연주하는데 이는 氷河의 마지막 비명이며 마지막 한숨과 같

은 표현으로 F#6의 연주가 끝나면서 氷河의 생명이 끝나고 氷河의 시점이 종

료되며 -B부분이 끝나게 된다.
-B부분의 리듬은 제313∼제320마디까지 관현악 부분은 4/4박자로 전통음

악에서 나오는 장단이 아닌 작곡가가 창작한 박자로 전통적인 3박을 사용하지

않고 단호한 느낌으로 연주되도록 4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321마디부터는

-A에서 사용한 2+2+2+3+3 의 형태를 보이며 현대적인 리듬과 전통적인 리

듬이 같이 어우러져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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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제313∼제338마디

다) Postlude의 선율과 리듬분석

Postlude부분은 제339～343마디까지 독주 대금의 솔로연주로 6/4박자로 ♩

=60 빠르기로 연주하고 제344마디부터 관현악의 연주로 3/4, 6/8박자로 ♩

=120 빠르기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Prelude와 같이 氷河를 바라보

는 시점이며 우리에게 소리치고 녹아내린 氷河를 보며 쓸쓸하고 황량하게 표

현하였으며 지금까지 氷河의 이야기를 함축시킨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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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는 B5에서 C5는 추성으로 표현하고 E6에서 F6의 반음진행도 추성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음인 F5음은 -A부분의 제9마디의 F5음처럼 약간 낮은

듯 하게 표현하여 전통적인 선율의 선법으로 표현하였다.

독주 대금의 솔로 선율을 이어서 제344마디부터 관현악이 연주되는데 <악

보 15>에서 보이듯이 이 부분에서는 이 곡에서 출현하는 모든 악기가 fff의

셈여림으로 매우 강하게 연주하여 <녹아내리는 氷河>에서 가장 악기 밀집도

가 높고 강한 셈여림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제343마디까지 독주 대금이 솔

로로 무너져 내린 氷河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연주하였다면 제344마디부터 관

현악이 환경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 氷河는 무너져

내렸지만 미래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관현악이 강하게 연주하

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 마디인 제347마디에서는 모든 악기가 출현하지 않고 쉼표로 되어있

는데 이 부분은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Pause와는 다르게 곡이

끝나고 나서의 여운을 악보에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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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제343∼제34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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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대금 협주곡은 2000년대 이후로 기존의 연주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현대음악

어법과 12음을 사용한 곡들이 작곡되었다. 본고에서는 현대음악 어법과 12음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강은구 작곡의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를

분석함으로써 악곡의 구조와 선율과 리듬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의 구조는 선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 , 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Prelude(여는 소리), -A,
-B, Bridge, -A, -B, -A', -A, -B, Postlude(닫는 소리) 부분으

로 10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있다. 부분에서는 氷河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

현하였으며 부분에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문명의 발달로 조금씩 불

안정해지는 氷河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부분에서는 오염에 시달려 녹아내

리는 氷河가 우리에게 소리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 현대음악 어법의 12음 기법이 많이 사용된 곡으로 12음의 정확한 음

정보다는 독주 대금 선율의 온음과 반음을 율려(律呂)로 보고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편한 전통적인 음들을 양률(陽律), 전통대금으로 연주하기 까다로운

반음으로 표현된 음들을 음려(陰呂)로 해석하였다. 현대음악 어법이 많이 사용

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음을 중시하여 현대음악 어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곡이다.

셋째, 이 곡에서 나타나는 반음진행의 선율은 현대음악 어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곡임에도 전통음악의 표현기법인 퇴성(退聲), 추성(推聲), 전성(電聲)으

로 표현됨으로써 전통대금에 나타나는 기존의 표현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기법을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대금의 운지

법은 반규법(半竅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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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리듬은 전통장단인 중모리 장단과 순서를 바꾼 반길군악 장단을 사용

하였고 정악적인 장단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덜어낸 중모리’와 ‘덜어낸 중중모

리’ 등의 작곡가가 새로 창작한 리듬이 출현하며 이는 극적인 진행과 관계가

있다. 전체적인 리듬진행은 진양에서 자진모리로 점점 빨라지듯이 전통음악에

서 표현하는 몰아가는 리듬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관현악의 악기편성 중 법금과 산조가야금이 사용되어 전통적인 선

율을 표현하였고 편경, 편종, 절고의 사용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氷河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타악기 중 박(拍)은 氷河가 갈라지는 소

리를 표현한 것으로 독주 대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곡가 강은구는 <녹아내리는 氷河>에서 현대

음악 어법과 12음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성음과 표현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극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녹아내리는 氷河>에서

표현하며, 氷河의 일대기를 그리고 氷河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며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담긴 음악을 만들었다.

이 곡의 분석을 통해 현대음악 어법으로 작곡된 선율을 전통음악 어법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것에 맞는 대금의 운지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이 곡에서

나타난 극적인 요소와 氷河의 변화에 맞추어 곡의 구성과 형식을 분석하였으

므로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에게 음악속의 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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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Study on Concerto for Daegeum in

the <Melting Glacier> of Eun-gu Kang

Lee Kyoul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 Tradition Music of Korea has developed and varied in its form

starting from Kim Ki-su’s <Hwanghwamanyeonjigok>(1939), followed by

many other composers’ efforts. At the same time, various types of playing

style and wide range of register in improved instruments have been

achieved by a number of performers, which led to various kinds of

creative pieces in all genres; solo, vocal music, and ensemble in early days

and orchestra works and concertos afterwards. This paper examines Kang

Eun-gu’s Daegeum concerto <Melting Glacier>(2008), which is composed

with the modern phraseology and tones, centering on its structure, melody,

and rhythm in Daegeum solo part.

First, <Melting Glaci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 and ),
which can be made up of 10 paragraphs: prelude, -A, -B, bridge, 
-A, -B, -A’, -A, -B, and postlude. Section  expresses the

formation of glaciers. Section  describes the beautiful glacier in the

beginning and its precarious state with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Section

 gives shape to the melting glacier and its shouting to human beings at

a disastrous j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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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Melting Glaciers> utilizes modern dodecaphonism.

However, it interprets whole-tone and semitone in Daegeum solo as

Yulyeo rather than addresses 12 tones accurately in that the tones which

can be easily played with traditional style are played with Yang-rule and

the complicated and non-traditional tones are expressed with Eumryeo.

Despite its modern phraseology, it highlights traditional sounds as well so

that it achieves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ird, although the semitone melody of this piece substantially

utilizes modern phraseology, it holds on to traditional Daegeum techniques

as it stresses traditional sounds, such as Toeseong, Chooseong, and

Jeonseong. In order to make it easy to use these techniques, Bangyubeop

style of fingering is dominant throughout the piece.

Fourth, Bangilgoonak beat, a variation of Joongmori, are prevalent

throughout the piece and less-Joongmori and less-joongjoongmori appear

from time to time with the traditional music atmosphere, which were

invented by the composer to highlight the dramatic development of the

piece. The overall rhythm progress develops accelerando from Jinyang to

Jajinmori as does in traditional music.

Lastly, <Melting Glacier> includes Beokeum and Sanjo Gayageum

to form a traditional atmosphere and melody. In edition it utilizes

Pyunkyung, Pyungjong, and Jeolgo in order to project the metaphysical,

rather than a story of human being. Furthermore, among the percussion

instruments, the sound of Bak describes the cracking sound of glacier,

which has a closely connection with Daegeum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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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녹아내리는 氷河의 대금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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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B3 C4 D♭4 D4 E♭4 F4 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4 G4 A♭4 B♭4 B4(*) C5 D♭5(*) D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5 E5(*) F5 G5(*) A♭5 A5(*) B♭5 B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6 D♭6 D6 E♭6 E6(*) F6 F#6(*) G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녹아내리는 氷河의 대금 운지법>18)

18)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2)를 참고 하였으며 (*) 표시는 본고에서 언급한 운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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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악 보

대금 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

- 독주 대금 -

강은구 作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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