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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음악에 서구적 개념의 음악창작이 도입된 것은 1940년대로 오선보를 시작으로 서양식
음계, 화성진행, 음악용어 등 서양식 음악어법 및 서양식 지휘자가 세워지는 연주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기수 이후, 대학교육 내에서 국악작곡을 전공한 이성천, 백대웅, 이상규,
박일훈, 이해식, 전인평, 박범훈 등은 본격적으로 서양식 작곡방식을 그들의 창작활동에 도입하며
국악창작의 지평을 넓혀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악작곡가들 가운데 많은 작품편수와 다양한 작곡기법을 시도한 이성천, 이해
식, 전인평의 대표적 작품들을 선정하여 각 작품에서 중요한 특징이라 간주되는 작곡기법들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요소들이 어떻게 발전, 변용 혹은 재구성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성천은 잘 계획된 구조적인 악곡의 형식미를 보여준다. 소재는 전통음악의 정악과 산조뿐
아니라 자연, 일상, 종교, 문학, 사회와 관련된 표제음악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특히 가야금 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또한 악기를 개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주법을 개발하여 이성적이면서도 실험
적인 작곡가의 면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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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은 전통음악 중 향토음악과 토속민요, 무속의례를 소재로 작곡하였고 특히, 무속의례에
서 영향 받은 언어, 춤, 음악, 연극, 감정의 표출 등이 자유로우면서도 종합적인 그의 예술적 지향
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는 악기별 연주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다중주법, 겹리듬, 하이브
리드 리듬 등을 사용하여 그만의 개성적인 음악적 억양을 구사하였다.
전인평은 만․중․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전통형식과 표제음악의 형식, 고악보, 범아시아의
민요, 설화, 음계 등을 그의 작품에 사용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리듬 등을 연주자가 자유롭게
변형시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적 즉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술대주법을 계발 및 사용함으
로 다양한 음악적 효과를 얻었으며, 거문고 병창 등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과 연주법을 확대하는데
공헌하였다.
세 작곡가는 선호한 악기, 음악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전통음악적 요소를 작품
에 활용하고 새로운 창작기법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국악작곡가들이 계발하여 사용하였던 ‘새
로운’ 창작기법들 중 다수가 현행 국악작곡의 일반적 작곡기법으로 자리잡았다. 본 논문이 현재의
국악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활용과 개성 있는 창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를 바라며 나아가 연주자들에게도 ‘작곡’과 ‘연주’ 라는 분리될 수 없는 음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창작국악, 작곡가,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 작곡 기법

1. 머리말
한국음악에 서구적 개념의 음악창작이 도입된 것은 반세기를 조금 넘는 비교
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1940년대에 이르러 오선보와 함께 서양식 음계, 화성
진행, 음악용어 등 서양식 음악어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 연주형태에 있어
서도 합주 때에 서양식 지휘자가 세워지는 등 소위 근대적이라고 칭하는 연주형
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1959년 이후 국악교육이 대학교육 체재
내에 자리 잡으며 국악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출되었다.2) 이렇게 전문적
인 국악작곡가로 양성된 이들은 ‘한국음악창작발표회’나 국립국악원의 ‘신국악

1) 창작국악의 효시로 알려진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은 1939년 작곡되어 1940년에 초연되었으며, 4중
주 <세우영>은 1941년, <고향소>는 1944년에 작곡되었다[전인평, ｢창작국악 60년의 회고와 전망｣, 음
악학 제9권(한국음악학회, 2002), 71~72쪽].
2)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국악과가 설립되면서 국악이 대학교육 내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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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공모’와 같은 기회를 통해 창작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되었다.3)
창작국악의 문을 연 인물로 간주되는 김기수 이후,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된
국악작곡가들인 이성천, 백대웅, 이상규, 박일훈, 이해식, 전인평, 박범훈 등은
본격적으로 서양식 작곡방식을 그들의 창작활동에 도입하며 국악창작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게 되었다. 이들 작곡가들은 전통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악기에
대한 이해, 나아가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각자의 독특한
음악언어로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곡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적 음악요소
에 집중한 작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적인 철학, 사상, 세계관과 같
은 음악외적인 요소를 담아낸 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국악작곡가들 가운데 많은 작품편수와 다양한 작곡기법
을 시도한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각 작곡가의 작품에서
전통음악요소들이 어떻게 발전, 변용되었는지, 작품을 만드는데 현대적 음악어
휘가 어떠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표출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4) 제한된 작
품편수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것으로 한 작곡가의 작곡기법 전체를 다
룰 수는 없으나, 작곡가별로 대표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라 간주되는 작곡기법들
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각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을 살펴본 후 그들의 작

3) 이외에 연주자이면서 작곡활동을 동반한 성금연, 지영희, 황병기, 정대석 등과, 양악작곡 전공자로서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쓴 백병동, 이건용 등이 본문에 언급 된 국악작곡가들과 함께 창작국악 활동을
한 동시대 음악가들이다.
4) 위의 세 작곡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대학에서 국악작곡을 전공한 작곡자; 둘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곡수가 많은 작곡자; 셋째,
1980년대까지 작곡한 창작국악 작품수가 많은 작곡자를 선택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설립은 이후
한국음악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특별히 초기에는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창작곡
목들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작곡계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 될 정도로 음악적 영향력이 대단하였다[전인평, ｢창작분야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 국악과 30년의
발자취｣, 민족음악학 제11권 1호(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9), 41쪽]. 이 연주회에서 30년간
이성천의 작품들은 16회 선정되어 가장 많이 연주되었으며, 이해식의 작품들은 11회 선정되어 2번째로
많이 연주되었다. 그 다음으로 김용진의 작품들은 8회, 전인평의 작품들은 7회 연주되었다[위의 글, 46
쪽]. 서울대 정기연주회 연주 횟수는 김용진이 근소한 차이로 전인평보다 앞서 있으나, 1980년대까지
작곡된 작곡가 개개인의 작품편수를 살펴보면 이성천 104곡, 이해식 43곡, 전인평 33곡, 김용진 22곡으
로 전인평이 김용진보다 11곡을 더 많이 작곡하였다[학회자료, ｢자료: 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 민족
음악학 제13권 1호(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1), 53~70쪽].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성천, 이해식, 전인평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곡기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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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나타난 작곡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1) 작곡가 이성천(1936~2003)5)
이성천은 창작국악 초창기인 1960년부터 2003년까지 끊임없는 작품 활동으
로 약 30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을 남긴 작곡가로 “고죽지절(孤竹之節)의 선비 작
곡가”6)라 불렸다. 그는 창작국악의 개념정립과 작곡기법의 개척 및 21현 가야
금의 개발을 통한 표현 가능성의 확장을 꾀하였으며 서양 음악적 작곡기법에 한
국전통음악적 양식과 한국인의 정신을 담아낸 작품을 만들었다.
이성천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61~1975년), 2기(1976~1986년), 3기(1987
~1993년), 4기(1994~2003년)로 나눌 수 있다.7) 1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입

학한 시기로 일상적인 소재와 자연 소재, 종교․철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무제
(無題)음악 작품을 만들었고, 국악기 각각의 특징을 연구하여 독주곡과 중주곡,

실내악 등을 작곡하였다. 2기는 음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미국으로 유
학한 후 귀국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철학을 공부한 시기이다. 이 시
기에 그는 ‘한국음악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전통음악을 규정하
는 어휘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택하였다. 또한 1985년 21현 가야금을 개발,
서양음악의 연주기법을 수용하여 21현 가야금곡을 만들었으며, 민족주의적 소
재와 문학 소재 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5) 이성천은 193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악과
이론전공으로 졸업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2001년
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6) 편성훈, ｢이성천 작곡 기법에 관한 연구: 해금 독주곡을 중심으로｣(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8쪽.
7)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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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 문화부 국악교육협의회 이사, ‘국악의 해’ 조

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국악교육협회 회장 등을 맡으며 국악교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이다. 만대엽, 초수대엽, 황하청 등 많은 전통악곡을
편곡하였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국악동요와 국악 찬송가를 만들었다. 시를 소
재로 한 가곡과 당비파와 향비파를 위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 동안 단절
되었던 비파연주를 되살리려 하였기에 더욱 가치를 지닌다. 4기는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문화계 전면에서 활약한 시기로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개관
하고, 국악연주단의 조직을 정악단․민속악단․무용단으로 편성하는 등 국악계
에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겼다. 이 시기에는 개별적인 주제를 초월한 인간의 삶,
종교․철학적인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성천은 자신의 작품 성향을 “‘전통을 발전시키자’라는 목표 아래 전통음악
양식과 현대음악양식 사이의 갭(gap)을 메우는 작업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설
정하고 있다”8)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치밀한 악곡구성, 논리적 짜임새, 점
진적인 변화양식을 비롯한 남다른 형식미를 보여주며, 악곡의 형식을 통해 한
국 전통문화에 내재된 정신, 의식, 사상, 감정, 정서와 같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2) 작곡가 이해식(1943~ )9)
이해식은 한국의 전통음악 가운데서도 민속음악 어법을 현대적 이미지로 표
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시나위, 농악, 풍물, 민요, 산조, 무악 등을
채집하고 이를 모태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으며 “발로 뛰는 작곡가”10)로 불린다.

8) 이성천, ｢작곡에 대한 나의 견해｣, 1994 국악의 해 기념 학술회의 ‘2000년대를 향한 한국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한국국악학회, 1994).
9) 이해식은 1943년 부안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81년 영
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8년에 퇴직하였다.
10) 변계원, ｢이해식의 창작세계에 반영된 민속 음악적 특징｣, 한국음악연구 제51집(한국국악학회,
2012),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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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음색을 위해 독특한 연주행위와 연주기법을 고안하는 등 새로운 시
도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이해식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70~1980년), 2기(1980~1990년), 3기(1990
~2000년), 4기(2000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

서 작곡을 공부한 뒤 KBS-FM 국악담당 방송 PD로 있던 때이다. 이 시기에 그
는 농요, 무악 등 향토음악을 직접 수집하였고11) 유년기를 농촌문화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무악을 소재삼아 작품을 만들었다. 2기는 영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부임한 시기이다. 그는 음악과 춤, 연극 그리고 이야기로 구성된 굿의
종합예술적인 특성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3기는 춤과 바람을 소재로
작품을 만든 시기로, 그에 관해 이해식은 “내가 춤을 추구하고 춤판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직접적인 몸짓이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12)
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볼룸댄스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춤에서 가지고
온 리듬적 패턴을 작품에 담았다. 4기는 서양악기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와 다양
한 음색을 위해 연주법을 확대하는 시기이다. 각 악기별 특수주법과 기보법을
달리했고 서양음악의 교회선법, 다중주법(multi-phony), 음고 악센트(pitch
accent) 등 다양한 작곡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민속음악과 춤을 그의 음악창작의 중요 요소로 사용해 온 그는 “민요와 민속
춤은 모든 음악의 중심이자 시작점이다”13) 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서 복잡한
리듬, 역동적인 움직임, 실험적인 연주기법, 토속민요의 다양한 변화 형태를 찾
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곡가의 철학과 개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연
주자들이 개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연주하도록 유도했다.

11)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해식은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에서 전통 음악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방송사에서 프로듀서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신예 음악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민요 백일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
속 음악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인 것이다.”[이해식, 춤을 위한 협주 피리(수문
당, 1990), 145쪽].
12) 이해식,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수문당, 1990), 머리말.
13) 위의 책, 해설.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 작품에 나타난 작곡기법연구

47

3) 작곡가 전인평(1944~)14)
전인평은 작곡자이자 교육가로 8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10여 편의 저서를
저술했다. 그의 저서 국악작곡입문은 전통음악작곡의 전반적인 개론을 소개하
며 국악창작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작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은 한국전통음악적 소재와 아시아 음악적 소재가 작품에 잘 활용되어 있다
는 것이다.
전인평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68~1980년), 2기(1981년~2000), 3기(2001
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15) 1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공부하던 시기로 그
는 “어릴 적 고향에서 따라다녔던 농악대의 모습과 시골의 공동체적 삶의 기억
을 토대로 작곡하였으며 이 곡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과
얼을 되살리려 노력하였다”16)고 말한다. 전통음악적 소재와 서양음악의 현대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순수 서양음악 작품을 작곡하
였다.
2기는 고악보를 연구한 시기로 고문헌과 굿, 농악, 민화 등에서 소재를 찾아

서양음악형식과 음향 구성을 사용하여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 등을 작곡하였
으며, 직접 설장고와 농악장단을 배워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그의 작품 전반을 살펴보면 선비음악과 거문고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볼 수 있는데 “거문고 소리는 가히 신선의 소리였다. 유현의 영롱한 소리
도 일품이려니와 대현의 육중한 소리는 깊은 바다에 산다는 잠룡의 꿈틀거림 그
자체였다.”17) 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거문고의 음향과 그 상징성 등을 중요한
음악적 요소로 삼았다.

14) 전인평은 1944년 영동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인도의 델리 간다르
바 마하 비디알라야(Ghandharva Maha Vidhialaya)에서 수학한 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
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중악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5) 전인평 서면 인터뷰(2016년 8월 7일).
16) 국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국악관현악 명곡선 I: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작 연주회 “두레에서
매굿까지”) 프로그램. 2006.
17) 전인평, 거문고 판타지(아시아음악학회, 2013),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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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는 인도 뉴델리의 간다르바 마하 비디알라야(Ghandharva Maha Vidhialaya)

에서 인도음악을 연구한 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범 아시아적 경향을 갖은
시기이다. 그는 “한국 음악사를 보면 외래음악을 여러 차례 수용하였다. 이러한
외래 음악의 수용 작업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음악에서 얻
은 자양분을 이용하여 우리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18)
그는 그의 작품에 인도의 라가(Raga)19)와 지속음(Drone)기법, 터기의 마캄
(Makam)이론20) 등 아시아적 음악소재를 사용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악기의 고

유한 시김새를 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음악적 표현 방식을 통해 서정적이면서
또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음악적인 그의 작품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3. 작곡가별 작품에 따른 작곡기법
1) 이성천의 작곡기법
(1) 전통의 수용과 변용

이성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악곡의
주제에 의해 작곡된 작품들이다.

21)

전통악곡의 정악에 나타나는 선율을 차용하

거나 민속악적 선율을 차용해 새롭게 탄생된 곡들이 51여곡 된다. <악보 1>의

18) 전인평, http://cafe.daum.net/asianmusicology/MA6/12 참고.
19) 라가(Raga)는 서양음악의 선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다양한 음 높이와 길이가 모여진 음 진행의 구성을
뜻한다[윤혜진, ｢인도음악의 현재, 과거에서 미래를 비추어 보다｣, 아시아음악학총서 7권(아시아음악
학회, 2008), 318쪽].
20) 마캄(Makam: 복수는 Makamalar, 아랍어는 Makam)은 작곡하는 법칙(composition rule)이라고 오랑
사이(Orangsay)는 설명한다. 또한 터키의 마캄은 어떤 법칙을 기준으로 추출한 음계(scale)라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라가(raga)나 페르시아의 다스트가(dastgah)처럼 작곡을 위한 뼈대 구
실을 하면서 선율이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선법(mode)으로 이해하면 쉽다. 마캄은 일정한 음계 안에
서 상행선율과 하행선율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시작음과 종지음의 구분이 뚜렷하며, 중요음과 중심음,
그리고 음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송방송, 동양음악개론(세광음악출판사, 1989) 207쪽].
21)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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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령산 변주곡>은 1966에 작곡된 작품으로 전통악곡 세령산의 선율이 가야금

독주에 의해 원래의 선율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1> <세령산 변주곡>

(2) 악곡구조의 형식미

이성천의 작품에는 특징적인 형식미가 존재한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모음곡 형식으로 악장별로 작품을 나누었다. 이러한 모음곡
형식을 다악장 형식(Multi Movement Form)22)이라고 한다. 다악장 형식의 곡
을 살펴보면 <독주곡 33번 바다>, <환상적 소곡>, <놀이터>, <살고지 다리>,
<숲속의 이야기>, <사슴은 노래한다> 등이 있는데 각 악장별로 곡이름이 있어

개별 악장도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작곡 되었다.
반면, 단악장 형식(One Movement Form)23)으로 된 곡들에는 <세령산 변주
곡>, <당비파 중주곡 만대엽>, 실내악곡 <제악> 등이 있다. 이성천은 “악식(형
식)은 음의 연결에 의하여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을 질서 있게 통일시키는 동시
에 그것을 변화 있게 전개시키는 음악적인 계획”24) 이라 말한다. 이렇듯 한정된
음악적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22) “다악장 형식(One Movement Form)은 전곡이 여러 개의 악장으로 된 것을 다악장 형식이라고 한다.
모음곡, 파르티타, 회유곡, 야곡, 소나타, 피아노 3중주곡, 현악 4중주곡, 협주곡, 교향곡 등”[나운영, 악
식론(세광출판사, 1980), 181쪽].
23) “다악장 형식의 곡에 있어서, 4또는 3, 2악장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단악장을 이루는 것”
[위의 글, 184쪽].
24) 이성천, 음악통론과 그실습(음악예술사, 1971),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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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창조해내는 형식화 방법은 기존의 전통음악과는 구별되
는 새로운 개념이라 하겠다.25) 그의 다악장 형식과 단악장 형식으로 된 작품의
악장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악장 형식－<사슴은 노래한다>

악장 구분

악장이름

제1악장

산과 계곡

제2악장

사슴은 울지 않고 노래한다.

제3악장

숲 속의 즐거운 하루

제4악장

노을이 사슴코를 덮다.

<표 2> 단악장 형식－<세령산 변주곡>

악장 구분

악장별 나타냄말

도입부

Andante

I

Moderato

II

Allegro moderato

III

Allegro

IV

Allegro moderato

(3) 새 주법의 개발

이성천은 악기별 독주곡과 연습곡을 가장 많이 쓴 작곡가이며, 그 중에서도
가야금 독주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1985년에는 전통 12현 가야금을 개량하여
풍부한 화성을 위한 저음부 3현, 화려한 가락을 위한 고음부 6현을 추가하여 21
현 가야금 만들었다. 그에 따라 가야금의 음역확대, 음량보완, 새로운 연주법이
개발되었다. 그 이후 <독주곡 제32번－맛뵈기>를 시작으로 <산조2중주>, 모음
곡 <바다> 등 서정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성격이 강조된 작품들을 발표하여 가야
금의 표현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25) 변계원, ｢이성천의 독주곡 33번 <바다>와 이해식의 협주곡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에 나타난
음악형식 논의｣, 한국음악연구 제43집(한국국악학회, 2008),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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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 <벌거벗긴 서울>, <가야금으로

만 연주되는 협주곡>, <나하나>, 가야금 협주곡 <바다>, <벌거벗긴 서울 3중주>
등 주로 사회를 풍자하고 해학적이며, 표제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발표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지의 노래>, <또 다른 바다의 이야기>, <기다
림> 등의 작품을 통하여 빠른 템포의 기교적인 테크닉과 새로운 연주기법을 시
도하였다.26)
이성천은 21현 가야금을 위해 다양한 주법을 고안하였다. 왼손에서 선율이나
화성을 연주하는 주법, 엄지손톱으로 현을 긁으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주법,
안족 오른쪽에서 왼손을 이용하여 지정된 현을 치는 주법, 오른손 네 손톱을 이
용하여 현을 훑어 내리는 주법, 손바닥으로 안족 왼편의 현을 두드리는 주법 등
그가 선보인 신주법이 지금도 가야금 창작곡의 작곡기법으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쓰이고 있다. <악보 2>에 예시된 <대지의 노래>에서는 오른손으로 선율을
뜯으며 왼손으로는 특정 음을 뜯고 아래로 글리산도 주법, 양손을 바꾸어 가며
글리산도 하는 주법, 손톱으로 긁는 주법 등 다양한 연주 주법을 확대하여 사용
하고 있다.
<악보 2> <대지의노래>27)

(4) 묘사 음악적 성격

이성천의 많은 작품 중 다수가 묘사음악이다. 그 중에서도 자연, 일상, 종교,

26) 전지민,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 <5월의 노래>의 분석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4쪽.
27) 노복순, ｢현대가야금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경향에 관한연구－이성천․이해식․나효신의 작품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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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사회와 관련된 묘사음악이 있는데 개인적 사상과 경험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사회적, 음악적 환경에 의해 받은 영향이 드러나 있다. 그는 1961년
전통어법에 중점을 둔 <독주곡 제1번>을 시작으로, 동화 또는 민화의 내용을 바
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묘사적이고 낭만적인 색채의 음악으로 표현하였
다. 중주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는 해금 4중주곡으로 해금 4대가 서로 이야기
하는듯한 선율을 사용하였고,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에서 미
끄럼 타듯이 빠른 하강의 모습을 가야금선율로 묘사하였다.
그는 표제를 표출하기 위하여 리듬과 선율을 단순화 시켰으며, 전통주법과 새
로운 연주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곡의 구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28) <악보
3>에 예시된 <어른이 된 아기고양이>는 해금과 장구의 2중주곡으로 장고 리듬

형은 아기고양이 까망이가 혼자 걷는 모습 또는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29)
<악보 3> 독주곡 50번－해금과 장구2중주 <어른이 된 아기고양이>

<악보 4>는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일부분으로 미끄럼틀에서 빠르게 하강

하는 모습을 가야금선율로 묘사하였다. 가야금의 동일한 음형의 반복적 패시지
와 선율선은 미끄럼틀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28) 전지민, 앞의 글(2009), 53쪽.
29) 강리경, ｢해금창작독주곡분석연구－이성천의 독주곡 50번 <어른이 된 아기고양이>, 독주곡 57번 <여치
와 달과 사슴>｣(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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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

(5) 점진적 발전

이성천의 작곡기법 중 특징적인 부분으로 점진적 발전을 들 수 있다. 그는 동
기의 전개방법에 있어서 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음형과 리듬을 발전시
켜 나간다.
다음의 <악보 5>는 거문고 독주곡 제22번 <춘면곡>으로 이 곡에서 그는 추성
시김새를 통해 순차적으로 음을 확대해 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30) 첫 번째
는 한 마디 안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중심 음을 축으로 리듬이 분할되면서
변형되어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동형진행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선율구조와
리듬을 사용해 변형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구조는 장단의 형태와 비슷하며 기
본 장단과 변형장단의 반복처럼 마디들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큰 형태

30) 김준영, ｢이성천 거문고 독주곡의 작품 경향 분석: ｢질시｣, 독주곡 제 22번, 제 47번, 제 53번을 중심으
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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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기도 한다.
<악보 5> 거문고 독주곡 <제22번 춘면곡>

<악보 6>은 가야금 독주곡 39번 <발가벗긴 서울>로 리듬의 변화가 점차 확장

되며 저음부는 베이스 역할을 하며 단선율인 상부선율과 화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선율이 순차진행으로 변조되고 점진적으로 리듬을 분할하며 반복되고
있다.31) 이와 같이 그는 선율과 리듬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만
들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음악적 통일감과 형식미, 자연스러운 진행을
표현하였다.
<악보 6> 가야금 독주곡 39번 <발가벗긴 서울>

31) 김진선,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 39번 벌거벗긴 서울｣(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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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식의 작곡기법
(1) 전통의 수용과 변용

이해식은 토속민요를 직접 채집하였으며 채집한 민요의 선율을 차용해서 작
품을 썼다. 또한 현장에서 민요와 무속의례음악을 수년간 접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이러한 민속장르의 음악적, 철학적, 미학적 영향을 두루 보여주고 있
다. 특히 무속의례는 이해식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언어, 춤, 음악, 연극 그리
고 감정의 표출 등 모든 예술적 행위를 포함하는 장르로 그의 예술적 영감의
바탕이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굿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다.32) 또
한 채집한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한 곡들 중 대표적인 곡은 <합창과 국악 관현악
을 위한 밧삭>33)이다. <악보 7>은 <밧삭> 중에서 <임실방아타령>34) 선율을 대
위적으로 변주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성악곡인 원곡의 선율을 확대 전개하여
기악화 한 모습이다.
<악보 7> 합창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밧삭>

32) 변계원, ｢이해식의 창작세계에 반영된 민속 음악적 특징｣, 한국음악연구 제51집(한국국악학회,
2012), 91쪽.
33) 1976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 이성천. 1976년 12월 7일, 서울 시민회관
초연[이해식, 작곡노트 넘기기(영남대학교 출판사, 2006), 217쪽].
34) “1971년 6월 7일 KBS-radio 권오성 프로듀서가 최초로 채록한 민요이다.”[이해식, 민요와 국악작곡
(영남대학교 출판사, 2014),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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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은 <임실방아타령> 원곡의 선율이다.
<악보 8> <임실방아타령> 원곡선율

(2) 연주기법의 다양화
① 분절법

이해식 작품에서 모든 이음줄(slur)은 분절법으로 사용된다. 가야금, 거문고
등에서는 줄을 누르거나 미는 것으로 표현되며, 해금, 아쟁 등에서는 운궁법
(bowing)으로, 관악기에서는 운설법(tonguing)으로 표현된다. <악보 9>는 1994

년에 발표한 18현금 독주곡 <금파람>의 일부인데, 줄놀이, 즉 부분적으로 줄을
눌러 음정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열 한 번이나 구사되고 있다. 지금은 어느 창작
곡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음악기법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국악창작곡에서
사용되고 있다.35) 다음의 악보는 <금파람>의 첫 마디로 g음을 눌러 a음까지 누
르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9> 18현금 독주곡 <금파람> 중 첫 마디에 누르는 음

<악보 10>은 1969년에 심영인 가야금독주회에서 초연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이다. 이 곡에서도 분절법이 나타나는데 누른 음을 첫 마디에 보이는 5번

줄과 한 줄 아래 6번 줄을 7번 줄 높이까지 누른 동음으로 거문고의 스트링 주

35) 위의 글,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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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연주한다.36)
<악보 10> 가야금 독주곡 <흙담> 중 첫 마디에 누르는 음

② 음고 악센트

음고 악센트는 이해식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곡기법중 하나이다.37) 이
작곡기법은 <25현 독주와 실크로드 탐색>38)과 <해금을 위한 상>,39) <25현과 거
문고 2중주 소리질내기>40)등 여러 작품에 나타난다. 음고의 극단적인 도약과 함
께 갑작스럽게 돌출하는 음고 악센트는 작품의 다이나믹한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
가 된다. <악보 11>의 1마디~4마디에서 25현금의 음고 악센트 기법이 나타난다.
<악보 11> <25현 독주와 실크로드 탐색>

36) 위의 글, 204쪽.
37) “화(和)를 추구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5음에서는 벗어난 소리이다. 중국의 궁정에서는 5음밖의(non
pentatonin) 반음을 지극히 상스럽고 관능적인 소리로 인식했다. 그런 중에 실크로드, 즉 서역에서 들어
온 <변치>, <변궁>이라는 두 반음이 겨우 자리 잡아서 오늘날 중국의 7음음계가 되었지만 이마저 중국
의 북쪽 변방에서만 사용되었다.”[위의 글, 425쪽].
38) 2011년 10월 13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초연한 <아시아 금 교류회>가 위촉하여 초연되었다.
39) 1977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9회 국악정기연주회용으로 위촉되어 이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
40) 2003년 5월 15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효성, 조경선 ‘2인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이해식, 작곡
노트 넘기기(영남대학교 출판사, 2006),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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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는 해금독주를 위한 <해금을 위한 상>이다. 이 곡에서 나타나는 최

고음과 최저음은 음고의 명암, 즉 음고 악센트를 이룬다. <해금을 위한 상>은
작곡가가 사진의 음화와 양화의 명암이 정반대라는 것을 보고 그것에 착상하여
작곡하였다.41)
<악보 12> <해금을 위한 상>－최고음과 최저음의 음고 악센트

(3) 리듬의 다양화
① 겹리듬

<악보 13>의 <25현과 거문고 2중주 소리질 내기>에서는 25현금의 악센트

이동이 강, 약 박의 패턴 변화를 보이며 사용되고 있다. 거문고의 악센트가 25
현금과 교차적으로 나타나 복잡한 리듬 꼴을 형성하였고 어긋나는 리듬이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어긋나는 리듬의 동시 진행을 겹 리듬(poly rhythm)
이라 한다.

41) “<해금을 위한 상>(像, image)은 사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름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만
필름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현상(development)하는데 그걸 음화(陰畵), 네거티브(negative)라
하고 이걸 다시 사진용지에 인화(印畵print)하면 포지티브, 즉 양화(陽畵)가 되죠…필름을 인화하면 명
암이 또 거꾸로 나타나는데, 이런 광학(光學ﾙ)의 기본 이치에서의 ‘해금을 위한 상’ 그러니까 이것은
해금을 위한 일종의 사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이해식, 민요와 국악작곡(영남대학교 출판사,
2014),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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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25현과 거문고 2중주 소리질내기>－어긋나는 리듬의 동시 진행, 겹리듬

② 하이브리드 리듬(Hybrid Rhythm)

이해식은 엇붙임, 엇 리듬이 민속음악 장단(長短, bar rhythm)의 본질이 된다
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장단들을 전통음악의 역동성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중
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하이브리드 리듬이라고 이름 붙였다.42) 박절적 강약이 어
긋나는 하이브리드 리듬의 패턴은 악센트를 자연스럽게 전이(轉移)시킨다. <악
보 14>의 ｢해금을 위한 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리듬의 연주 시 연주
자, 즉 이 경우 해금과 장고 연주자의 호흡이 특히 중요시 된다.
<악보 14> <해금을 위한 상>

(4) 다중 주법(Multi Phony)

2008년 12월 11일 한국 아쟁악회 제6회 정기연주회 초연곡인 <아쟁 도스리

기>43)에 나타난 주법으로 활을 사용해 연주하는 것(arco)과 손끝으로 현을 튕겨

42) “엇나가는 헤미올라 리듬이 우리 민속음악 장단의 본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이 엇리듬을 이해
하면 우리 전통음악 장단을 거반 이해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악 실기자들은 이 리듬
을 구전심수(口傳心授, oral tradition)로 학습하는 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積功). 그래서 저는 엇붙임 엇
리듬을 하이브리드 장단(hybrid rhythm group), 또는 하이브리드 리듬(hybrid rhythm)이라고 새로운 이
름을 붙였습니다.”[이해식, ｢하이브리드 리듬｣, 낭만음악 제22권, 제1호(낭만음악사, 2009),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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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방법(pizzicato)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아쟁연주자는 오른손은 활대로 연주하고 왼손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동
시에 연주하도록 하여 전통음악에는 없던 연주법을 시도하였다.
<악보 15> <아쟁 도스리기>에 나타난 Multi-Phony 주법

<악보 16>은 <해금을 위한 상>으로 완전5도 화음기법을 최초로 사용하였으

며 두 줄로 완전5도 화음을 글리산도(glissando)로 내는 특수주법을 사용했다.
이때 해금의 활은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화음과 동시에 음색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전통악곡에서 선율 선을 담당하며 중화역할로서의 해금이
창작 독주곡에서 음역과 음색의 확대를 만드는 주법으로 사용된다.
<악보 16> <해금을 위한 상>에 나타난 Multi-Phony 주법

3) 전인평의 작곡기법
(1) 전통의 수용과 변용
① 전통형식의 수용

전인평은 전통을 연구하고 수용하여 다양한 음악형태로 발현하였다. 그의 작
품에는 전통적인 형식과 자유로운 형식, 즉흥적인 형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43) 이화연, ｢이해식 대아쟁 독주곡 <아쟁 도스리기>의 음악구조와 연주법 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
문사과정 석사학위논문, 2012),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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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독주곡 <자장가 주제에 의한 거문고 변주곡>은 전체 4악장으로 빠르
기가 점점 빨라지는 구성이다. 즉, 전통형식에 해당하는 만․중․삭의 형식인
거문고 산조형식이 쓰였으며 정악의 도드리장단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악보
17>은 이곡의 서두부분으로 산조의 ‘다스름’의 느낌으로 순차적인 선율과 자유

로운 음길이로 자유로운 음악적 진행으로 시작한다.
<악보 17> 거문고 독주곡 <자장가 주제에 의한 거문고 변주곡>의 서두부분

이 곡은 다스름과 같이 무장단으로 느리고 자유스럽게 시작하여 2악장에서는
느린 도드리장단에 맞추어 주제선율인 자장가를 거문고 병창의 형식으로 연주
하고, 3악장은 중모리장단, 4악장은 자진모리장단을 전통장단에만 얽매이지 않
고 자유로운 느낌으로 연주를 하도록 작곡되었다. 전인평의 작품들에서 만․
중․삭에 입각한 음악적 흐름이 자주 나타나는데44) <왕산악환상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 등도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전통적인 구
성에 빈번한 변박사용으로 현대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45)

44) 전인평은 2011년 ‘거문고 판타지’음악회의 프로그램에서 곡목 해설에 ‘인도와 한국 중국 일본 음악을
연구해 보니 만중삭 형식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공통 사항이었다. 그래서 나는 곡을 쓸 때마다 대체로
만중삭 형식을 바탕으로 곡을 썼다.’라고 밝혔다.
45) 이로운, ｢전인평 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왕산악 환상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
드, 길 위의 피리>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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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왕산악환상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의 박자와 빠르기

곡목

제1악장
박자

빠르기

<왕산악
환상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

제2악장
박자

빠르기

6/4

♩=80

3/4
→ 2/4
→ 3/4
→ 5/4
→ 3/4
→ 4/4
→ 5/4
→ 3/4
→ 6/4

4/4

제3악장

제4악장

박자

빠르기

박자

빠르기

6/4

♩=80

4/4

♩=90~
100

12/8
→ 3/4
→ 4/4
→ 12/8

♩=60~70
중모리

6/8
→ 4/4
→ 3/4

중중
모리

10/8+
11/8
→12/8

♩.=80~90
\

12/8

♩.=80~90

♩=60

6/8
→ 10/8
+11/8
→ 10/8

♩.=58

4/4

♩=110
(♩=60)

－

－

♩=120

② 전통선율의 차용

전인평은 전통음악 중에서도 고악보 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 고악보에 나오는 주제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였다.46)
<왕산악환상곡>은 우리 전통민요 ‘상주 모내기 소리’를 모티브를 삼아 작곡

되었으며 형식적인 면에서는 ‘메기고 받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46) “한국음악사 이해를 위하여 고악보 연구를 시작하면서 고악보에 나오는 주제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였
다. 대표적인 곡은 <노피곰, 1981>, <우러곰>, <서경별곡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등이다.
<노피곰>은 악학궤법의 처용가에서 나온 것이고 <우러곰>은 서경별곡에서 나온 것이다.”
[전인평 서면 인터뷰, 201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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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왕산악환상곡> 중 ‘상주모내기 소리’ 선율 차용부분

<악보 19> 민요 ‘상주모심기 소리’ 원곡선율

(2) 거문고 연주법의 확대

전인평은 거문고 창작곡의 초창기부터 작품을 발표 해 왔고, 정악과 민속음
악, 특별히 산조에서 음악적 소재(素材)를 찾아 자신의 특징적인 새로운 기법에
담아 사용하였다.47) 그는 술대 주법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기법과 음향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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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同時) 화음효과, 거문고 병창 연주법등을 통해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을
발견하고 연주법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문현과 무현은 전타음으로 사용되었고, 하행 ‘스르렁’ 주법의 청현은 보조음,
종지음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문현과 괘상청이 유현과 교차 반복되거나 펼침 화
음 형태로 주선율과 화음을 이루는 기법을 사용하였다.48)
① 음향적 효과

<악보 20>은 <여섯줄 Fantasy>이며, 제4악장 제200마디~제211마디에서 두

개의 술대를 번갈아 가며 청현을 치는 주법이 나타난다. 제204마디~제205마디
에서는 술대로 현을 친후 현에 술대를 대는 주법으로, 현위에서 술대가 구르는
소리에 의해 음향적 효과가 생기며, 제210마디와 제211마디부분에서는 괘상청
과 무현을 동시에 쳐서 화음을 나타낸다. 즉, 청현을 두 개의 술대로 치는 주법
을 사용하여 화음과 음향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 20> <여섯줄 Fantasy>

47) 전진아, ｢거문고 창작곡의 괘법과 개방현 용법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8) 위의 글,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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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문고 병창

<자장가 주제 의한 거문고 독주곡>에서는 거문고 연주자가 거문고를 연주함과

동시에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거문고 병창49)의 형태로 작곡되었다. <악보
21>에서 예시되어 있듯이 이 곡의 2악장은 느린 도드리장단에 맞추어 주제선율인

자장가를 거문고 연주자가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 거문고 선율은
노래선율을 반주하며 동시에 무현을 간간히 연주하게 함으로써 기악곡으로의 역
할도 담당하도록 작곡되었다. 이곡에서는 작곡가의 거문고라는 악기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곡 안에서 거문고의 기악곡적 기능을 표현
함과 동시에 가야금병창과 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거문고병창의 가능성을 열
어보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 혹은 시도가 나타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악보 21> <자장가 주제 의한 거문고 독주곡>의 2악장

49) “거문고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러 고문서에 등장하나, 단가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부르면
서 거문고로 반주하는 연주형태로써의 거문고병창은 거문고 명인 신쾌동(申快童, 1910∼1977)에 의해
20세기 초반 시작되었다. 창극공연에서 반주악사로 활동하던 신쾌동명인이 1937년 무렵 창극공연에 배
역을 맡아 직접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악기연주능력과 판소리학습을 밑거름 삼아 거문고로 반주
하며 스스로 소리를 한 것이 거문고병창의 시작이다. 거문고병창은 그의 제자 김영재에게 전수되어 전
해지지만 현재 잘 연주되지는 않는다.”[안수련, ｢병창의 전통과 해금 병창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3~35쪽].

66

동양음악 제40집

(3) 범 아시아적 영향50)
① 범 아시아적 형식 수용

전인평의 작품에는 한국의 전통적 음악요소뿐 아니라 범 아시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음악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들이 작
품에 활용되었다.51) 자주 사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무장단에 의한 자유형식의
연주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작곡된 곡이 <알타이 춤곡>인데 이 곡은 작곡가
자 1991년 비단길 초원의 길 탐사 중, 러시아 남부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벡 공화국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굿거리, 자진모리, 동살풀이와 같은 동일형
의 유사장단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여행 중 현지
에서 느낀 다양한 감흥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지역 간에
존재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리듬에 기초하여 작곡되었다.52) 작곡의 근간이 되
는 리듬은 한국 전통장단 중에서는 자진모리장단, 동살풀이장단, 굿거리장단이
며 이와 동류적인 중앙아시아의 알타이계족 음악의 장단이 사용되었다. 장단의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해금독주곡 <알타이춤곡>의 전체형식

악장

소제목

박자

장단

특징

I

서주(Preludes)

II

고려춤
(Korean Dance)

4/4 → 5/4 → 6/4 → 4/4

－

변박자

6/8 → 5/8 → 7/8 → 6/8 →
4/8 → 6/8 → 4/8 → 6/8

굿거리장단/
주어진 장단 혼용․

변박자

III

키르키즈춤

4/4

동살풀이장단/
주어진 장단/

즉흥연주

50) “1985년 인도, 뉴델리 간다르바 음악학교에서 일년간 인도음악을 연구하였고 이후 실크로드와 범아시
아 경향을 갖게 되었다. 실크로드 연구 성과가 작품에 나타난 것은 1991년 이후이다. 이후 작품에 적극
적으로 나타낸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중요한 음악은 다음과 같다.
해금독주곡 <알타이 춤곡>(신악회 위촉, 1991), 실내악 <타골의 노래>(신악회 위촉, 1998), 성악과 관현
악곡 <갠지스강 어머니강>(월화문화재단 위촉, 2003), 국악관현악곡 <바이칼 환상곡>(서울시 립국악관
현악단 위촉, 2008), <갠지스강 어머니강>(월하문화재단, 위촉, 2003), <바이칼 환상곡>(시립국악관현
악단 위촉, 2008), <실크로드의 노래>(성남시립위촉, 2013)”[전인평 서면 인터뷰, 2016년 8월 6일].
51) “가야금독주곡 ｢외오곰｣은 인도음악－캬할형식－을 이용하여 작곡되었다.”[이아예, ｢가야금독주곡의
분석연구－전인평의 ｢외오곰｣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52) 류정화, ｢전인평 작곡 해금독주곡 알타이 춤곡의 분석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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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자진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빠른자진모리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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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연주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전통장단과 창작장단의 혼용, 변박자와 즉흥
연주를 사용하여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형식이 특징적이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틀을 사용하면서도 즉흥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도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53)
<악보 22> 거문고 환상곡–중중모리 즉흥연주

53) “인도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즉흥연주에 기초한다. 즉흥연주는 악보에 기초하여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상황에 따라 달리 연주한다. 즉, 반복․재생산이 아니다.”[전인평, ｢인도음악의 전통과 현적
변용｣, 아시아음악학총서 8권(아시아음악학회, 2008),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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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문고 환상곡>에서 작곡자는 장구장단에 관

해 중중모리 장단을 예시한 후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변형시켜 연주하도록 지시
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즉흥성은 인도의 시타르음악의 ‘열린 구조’와 위구르
마캄의 ‘탁심’54)에서도 나타난다.55)
작곡가는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방식을 연주자에게 제
시함으로써 “환상곡”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악곡의 형식이 더해졌다 할 것이다.
② 범 아시아적 선율차용

전인평은 구전으로 전해오거나, 혹은 특정 지역의 특색을 띄는 가요나 민요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삼거나 주제화했는데 이는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어법
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앞서 소개된 <거문고환상곡>56)은
인도 벵골지방의 타골의 노래를 주요 소재로 삼아 이를 차용 및 변주하였으며,
<신라환상곡>은 몽골의 민요를 사용하였다.57) <악보 23>은 <사매은곡>이라는

작품으로 성악곡 <윤회를 끊어라>를 변용하여 새로 작곡된 곡이다. 이곡에서는
벵골 민요선율을 차용하였는데 그 선율이 가야금에 의해 연주되며 한국적 시김
새의 맛이 잘 살려지고 있다.58) 이렇듯, 전인평 작곡가는 범 아시아적 요소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전통의 요소를 잃지 않고 서로 융화된 새로운 형태의 음악

54) 탁심(Taqim)은 아랍과 터키지역의 예술음악에서 즉흥적 연주되는 부분(an improvisation section)을 일
컫는다[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access.ewha.ac.kr/subscriber/article/
grove/music/52132?q=taksim&search=quick&source=omo_gmo&pos=1&_start=1#firsthit].
55) 인도 음악의 기초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라가와 딸라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만들게 된다. 인도 음악의 형식은 보통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아니바다(anibaddha)와 니바다
(nibaddha)이다. 아니바다는 음악이 고정된 것이 아닌 즉흥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여 열린 형식 또는 자
루 형식이라 불린다. 니바다는 반로 음악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닫힌 형식 혹 은 상자 형식이라 부른다
[전인평, ｢위구르 마캄에 관한 고찰｣, 중앙아시아학회 3권(중앙아시아학회, 1998), 36~37쪽].
56) 전인평은 2011년 KBS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진행된 ‘거문고 Fantasy’ 음악회의 프로그램에서 “이 악상
은 인도 뱅골지방 선율에서 얻은 것이다. 선율 중 [미－솔－화솔화－미화－미－－]의 선율은 벵골 지방
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생활의 고단함과 한스러움을 절절히 나타내는 선율이다. 이 한스런 선율을
우리나라 리듬에 얹고 보니 오히려 흥겨움이 일렁인다. 우리 서민들은 한스러움을 흥과 신명으로 승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로운, 앞의 글(2014), 89쪽].
57) “마지막 악장 천마의 꿈은 본인이 몽골초원에서 들었던 민요가락이 용재되었다”
[이재희, ｢전인평의 신라환상곡 분석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쪽].
58) 강은영, ｢전인평 사매은곡 분석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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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자 하였다.
<악보 23> <사매은곡> 중 벵골민요 선율 차용부분

4. 맺음말
지금까지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의 작품에 나타나는 작곡기법을 살펴보았다.
이성천은 작곡하기 전에 음악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음조직을 만들며, 모티
브의 반복과 점진적 변화, 축소와 확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성 등 잘 계획된
구조를 바탕으로 곡을 만들기에 그의 작품들은 조직적인 구성미와 지성적인 유
려함이 돋보이는 형식미를 보여준다. 그는 전통음악의 정악과 산조를 음악적 소
재로 삼아 작곡하였으며, 자연, 일상, 종교, 문학, 사회와 관련된 묘사음악을 많
이 작곡하였다. 또한 그는 악기별 독주곡과 연습곡, 특히 가야금 곡을 많이 작곡
하였으며, 작곡자 본인이 개량한 21현 가야금을 위하여 왼손에서 선율이나 화성
을 연주하는 주법, 엄지손톱으로 현을 긁으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주법 등
다양한 주법을 사용하여 이성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작곡가의 면모를 나타내었다.
이해식은 전통음악 중 향토음악과 토속민요, 무속의례를 소재로 작곡하였고
특히, 무속의례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언어, 춤, 음악, 연극 그리고
감정의 표출 등 다양한 예술영역과 자유로운 감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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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는 악기별 연주기법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여 줄을
누르거나 미는 분절법, 음고의 극단적인 도약과 갑작스럽게 돌출하는 음고 악센
트, 다중 주법, 겹리듬, 하이브리드 리듬 등을 사용하여 그만의 개성적인 음악적
억양을 구사하였다.
전인평은 만․중․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전통형식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형식적 자유로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기본 리듬 형을
제시한 후 연주자가 자유롭게 리듬을 변형시켜 연주할 수 있도록 음악적 즉흥성
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음악적 특성과 연결
된다. 그는 표제음악의 스타일도 일부 사용하였으며, 전통음악과 고악보, 범아시
아의 민요나 설화, 음계 등을 활용하여 작곡하였다. 또한 거문고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기존의 술대 사용법을 벗어난 새로운 술대주법을 계발하여 사용함으
로써 거문고의 음악적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술대주법을 통하여
음향적 효과, 동시(同時)화음효과와 같은 음악적 효과를 얻었으며, 거문고병창
등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과 연주법을 확대하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그는 범 아
시아적 요소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전통의 요소를 잃지 않고 서로 융화되어 새
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 작곡가는 공통적으로 전통 음악적 요소를 작품에 활용하였으나 그 장르나
범위는 차이가 있다. 즉, 작곡가마다 다수의 작품을 작곡함에 있어서 선호하는
악기 혹은 음악적 장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음악의 맛과
멋, 정신을 지키면서도 ‘창작음악’이 열어줄 수 있는 음악적 도전에 게으르지 않
고 자신의 배움과 역량을 다하여 새로운 창작기법을 만들어 그들의 작품에 활용
하였다. 이러한 국악작곡가들이 계발하여 사용하였던 ‘새로운’ 창작기법들 중 다
수가 이제는 국악작곡의 일반적 작곡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작곡가들의 음악적 배경과 연주기법이 나타나게 된
배경 혹은 그 기술적 설명들이, 새로운 창작방법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현재의
국악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연주자들에게는 작곡가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그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연주기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이 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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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창작국악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작곡’과 ‘연주’라는 분리될 수 없
는 영역에 있는 이들의 음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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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ositional Methods of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ers
－Focusing on Yi Seong-cheon, Yi Hae-sik, and Jeon In-pyeong－

Ahn, Hyun-Jung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1940s, the Western concept of music composition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mmunity. Subsequently, Western-style music practices,
including the appearance of a conductor on the stage and the use of staff notation,
Western scales, functional harmony, and Western music terminology began. In
addition, gugak composers, who had been trained through university-level music
education that began in 1959 with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rted to compose pieces which expressed
the uniqueness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philosophy, and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instruments. The works of these composers have
been continuously promoted through music contests, and introduced and performed
in recitals and concerts.
In this article, I analyze musical works composed by Yi Seong-cheon (1936–
2003), Yi Hae-sik (b.1943), and Jeon In-pyeong (b. 1945), all of whom produced
numerous gugak pieces and applied various compositional methods in their works.
I introduce each composer’s particular compositional methods and examin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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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itional musical elements have been developed, changed, and
restructured in order to understand how each person’s Korean worldviews have
been used and expressed through their creations.
Yi Seong-cheon’s composition displays aesthetic beauty based on the
well-structured form of his pieces. He used various materials as inspiration for
his compositions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court and aristocratic music, and
genres from folk-art music such as sanjo (the representative solo instrumental
music). In addition, he composed many program music pieces in which various
aspects of nature, society, religion, literature, and people’s everyday lives were
reflected. He composed many gayageum (twelve-string zither) pieces, and
contributed to developing a modified gayageum for which he also developed new
playing techniques. Through his works, Yi Seong-cheon demonstrated his rational
yet experimental mind and attitude toward gugak composition.
Yi Hae-sik has applied musical elements from indigenous Korean music and
shaman ritual music. His artistic foundations, in particular, have been based on
the language, dance, music, theatrical aspect, and emotional expression of shaman
ritual. Also, he has been interested in expressing each instrument according to its
idiosyncratic sigimsae (ornaments), and has applied multiphony and hybrid rhythm
in his works, creating his own specific musical style.
For his music, Jeon In-pyeong has applied various materials not only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also from pan-Asian music cultures including the
traditional rhythmic structure of man-jung-sak (slow-moderate-fast), program music
form, legends, old music manuscripts, folksongs, and the musical scales of Asian
countries. He has emphasized the use of musical improvisation in his pieces, in
which performers can freely change and play certain elements such as rhythm.
He has also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realm of geomungo (six-string zither)
music by developing geomungo byeongchang (singing accompanied by geom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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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w techniques for suldae (a bamboo plectrum used for geomungo) resulting
in the achievement of new timbre and various musical effects.
Although these three composers favor different instruments and differ in their
musical expressions, they have in common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musical
elements in their works and the development of new methods for gugak
composition. Many of the “new” compositional methods created by these
composers have become common compositional methods for gugak composers
today. I hope that this article can be of help to today’s gugak composers in finding
new inspiration for their work and in creating their own characteristic styles.
Furthermore, I hope this article can also help performers understand the inseparable
procedures of “composition” and “performance” and lead to better communication
with gugak composers.

【Keywords】Changjak gugak, Newly Created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 composers, Yi
Seong-cheon, Yi Hae-sik, Jeon In-pyeong, Composi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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