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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야금의 전통적 연주법이 어떻게 계승되고 또한 현대적으로 발전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
통연주법이 계승 및 확장된 경우와 가야금연주법의 현대적 발전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시기적으로 연주법의 발달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금의 전통적인 연주법은 현대에 와서도 가야금 연주의 가장 기본적인 연주법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더욱 세분화 되면서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통음악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왼손 선율연주 및 화음연주 등의 극한의 현대적인
주법들이 현대곡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셋째, 가야금 창작음악이 나타나는 1960년대 초기에 황병기, 이해식, 이성천 등의 국악작곡가
들이 연주법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이들은 국악창작곡의 선두주자로서 창작국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국악계 내부의 새로운 요구를 가야금 창작곡에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후반이후 구본우, 나효신, 이혜성, 김대성, 김은혜, 정일련 등의 서양작곡가들이 새로운 연주법에
기여 하였는데, 이는 현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가야금 창작곡에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국악작곡
가와 양악작곡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Christian Utz, Donald Womack, Thomas Osborne, Baudoouin de Jaer, Jared Redmond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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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작곡가들이 가야금연주법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이는 가야금의 세계화에 초석이 되고 있
다.
【주제어】가야금, 창작곡, 연주법, 작곡가

1. 서론
가야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로 이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경 민속음악이 발전하면서 오랜 전통을 가진 정악가야금에 이어 이를 개

량한 산조가야금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야금연주법은 훨씬 다채로워졌다. 이후
가야금은 1960년대 초 현대적 창작 작품이 작곡되기 시작하면서 질적으로나 양
적으로 한국 창작음악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야금의 전통적 연주법이 어떻게 계승되고 또한 현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전통연주법이 계승
및 확장된 경우를 살피고 3장에서는 작곡가들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연주법을
최초로 나타낸 악곡의 악보를 통해 제시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겠다.1) 4장에서
는 각 연주법이 나타난 시기를 연도순을 분석하여 가야금연주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어떤 작곡가들이 어느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가야금연주법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현대 가야금작품을 작곡하는 작곡가는 처음부터 국악을 전공하며 작품활동을
한 국악작곡가와 서양음악을 전공으로 하였지만 가야금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서양작곡가로 나눌수 있으며 여기에 또한 가야금에 관심을 가진 외국
작곡가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작곡가들이 작품활동은 현대
가야금창작곡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곡가들을
위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연주법의 기보는 다음 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지영,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서울대학교 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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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연주법의 계승 및 확장
가야금의 전통연주법은 오른손으로 현을 뜯거나 튕겨주고 왼손으로 농현이나
전성 등을 사용하여 여음을 다양하게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연주법들은 현
대곡에서도 계속 계승되어 가야금의 기본 연주법으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확장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선율연주 주법과 음색변화 주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선율연주 주법의 계승 및 확장
(1) 튕김주법(ㅇ)

전통음악에서는 같은 음이 2번 연속하여 출연할 때 손톱으로 줄을 튕기는 주
법(ㅇ)을 사용하며, 장지와 식지를 사용하여 연튕김(280)하기도 한다. 또한 정악
곡에서는 80 0 0 0으로 기보하면서 한박에 한음씩 소지로부터 튕기는 연주법이
나타난다. 현대곡에서는 이러한 튕김주법 외에도 좀더 많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많은 음을 빠른 시간안에 동시에 튕겨주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주법은
<악보 1>에서 보듯이 황병기 작곡 침향무(1974)에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1> 황병기 작곡 ‘침향무’

(2) 농현주법(

)

농현은 오른손으로 현을 뜯으며 왼손으로 현을 위아래로 흔들어 여음의 굴곡
을 만들어 주는 주법으로 현대작품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전통음악에서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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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조(調)나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굵기가 달리 연주된다. 이러한 농현법은
현대에 와서 여러줄을 동시에 농현하는 등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런 다양한 농현들이 여러 부호를 사용하여 구분되어 기보하게 되었다.
① 여러음을 동시에 농현－현대곡에서는 두음이나 세음 이상부터 10개 이상
의 음을 동시에 뜯거나 글리산도 한 후 농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두음을
동시에 농현하는 경우는 <악보 2>에서 보듯이 백병동 작곡 ‘운악’(1976)에서 처
음 나타났다.
<악보 2> 백병동 작곡 ‘운악’(1976)

② 한음의 다양한 농현－현대곡에서는 농현을 좀더 구분하여 굵은 농현
(

), 가는 농현(

점점 가늘어지는 농현(

), 빠른농현(

), 점점 굵어지는 농현(

), 농현강도가 변하는 농현(

),
) 등으로

구분한다. <악보 3>에서 보듯이 나효신 작곡 ‘지장불공Ⅱ’(1997)에서 처음으로
굵은 농현과 빠른농현을 구분하여 기보하였다.
<악보 3> 나효신 작곡 ‘지장불공Ⅱ’(1997)

③ 농현과 함께 다른음 연주－다음 <악보 4>와 같이 한음의 농현을 지속하는
동안 다른 음을 연주하여 두 소리가 어우러지며 매우 독특한 음향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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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주는 <악보 4>에서 보듯이 나효신 작곡 ‘지장불공’(1997)에서 처음 쓰
였다.
<악보 4> 나효신 작곡 ‘지장불공’(1997)

④ 여러음을 연주할 때 특정음만 농현(

등등)－다음 <악보 5>와

같이 여러음을 연주하면서 특정음만 농현할 경우 그 음이 강조되면서 독특한 음
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주법은 이혜성 작곡 ‘고요Ⅱ’(1999년)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5> 이혜성 작곡 ‘고요Ⅱ’(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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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음이 엇갈리는 농현(

)－다음 <악보 6>과 같이 두현을 동시에 뜯으

며 농현할 때 두음의 농현이 한 방향이 아니고 서로 엇갈리게 농현 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음향을 만들 수 있다. 이 주법은 <악보 6>에서 보듯이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에서 처음 나타났다.
<악보 6>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

⑥ 손바닥이나 팔꿈치 아래로 농현( , )－전통적 농현은 왼손 손가락으로
연주하지만 현대곡에서는 손바닥이나 팔꿈치로 연주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전
통 농현에 비해 깊은 농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손바닥과 팔꿈치로 하는 농현은 <악보 7>에서 보듯이 나효신 작곡 ‘정지
향’(2000)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7> 나효신 작곡 ‘정지향’(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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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성주법( )

전성이란 가야금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 손목을 들어서 현을 강하게 눌러준
후 바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그 음을 강조하는 연주법이다. 전성은 현대에 이
르러서는 그 세기를 구분하거나 여러음을 동시에 전성하는 경우 등으로 그 연주
법이 확장되고 있다.
① 여러음을 함께 전성－전통음악에서는 모든 경우 한 음만을 전성하는데, 현
대곡에서는 두음이나 세음 등 여러음을 함께 전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2음
이상을 전성하는 연주법은 <악보 8>에서 보듯이 이해식 작곡 ‘흙담’ (1969)에서
처음 나타났다.
<악보 8> 이해식 작곡 ‘흙담’(1969)2)

② 특정음만 전성－전성 연주법은 더 확장되어 2음 이상의 음을 연주하면서
특정한 한음만 전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주법은 <악보 9>에서 보듯이 이
해식 작곡 ‘흙담’(1969년)에서 처음 나타났다.
<악보 9> 이해식 작곡 ‘흙담’(1969)3)

2) 이 악보에서

표시는 전성 을 나타냄, 이후 두음 전성은

3) 이 악보에서

표시는 전성 을 나타냄.

부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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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성의 세기 구분－전성의 강도를 구분하여 약한 전성은
며 강한 전성은

부호를 사용하

부호를 사용한다. 처음으로 두 부호를 사용하여 전성의 세기

를 구분하여 쓰인 경우는 <악보 10>과 같이 김은혜 작곡 ‘가야금과 소프라노,
장구를 위한 가야금’(2001년)에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10> 김은혜 작곡 ‘가야금과 소프라노, 장구를 위한 가야금’(2001)

(4) 여음의 연결

가야금은 왼손으로 여음의 다양한 모습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주법이
라 말한 바 있다. 특히 산조에서는 본음보다 높은 음에서 휘여 내리거나 홀리는
등 다양한 모습의 여음을 연주하며

,

,

,

등으로 기보한다. 현대곡에서

는 이러한 여음의 연주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① 연주하면서 동시에 특정음만의 여음을 변화－선율을 연주하는 동시에 특
정음의 여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두음의 여음이 동시에 울리면서 독특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악보 11>과 같이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에서 처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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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② 그림여음진행(

,

,

)－현대곡에서는 여음의 연결을 다양한 선의

모양으로 기보하여 다양한 여음의 진행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보를
사용한 경우는 다음 <악보 12>와 같이 Dylan Lardelli 작곡 ‘오동나무’ (2004)에
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12> Dylan Lardelli 작곡 ‘오동나무’(2004)

2) 음색변화 주법의 계승 및 확장
전통연주법에서 하모닉스나 콘소르디노와 같은 뜯는 연주법이나 손톱연주 등
은 음색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간혹 쓰이고 있다. 이러한 연주법은 현대곡에서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훨씬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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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손 뜯기 주법

가야금의 오른손 뜯기 전통 연주법은 현대에 와서도 가야금연주의 가장 기본
적인 연주법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통음악에서는 특별히 악보
에 기보 되지 않았지만 연주자의 음악성이나 표현의지에 따라 뜯는 위치나 뜯는
방법 등이 달리 연주하여 음색을 바꾸어 연주하였다. 이러한 연주법들이 현대곡
에서는 여러 부호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악보에 기보하여 줌으로써 미
세한 음향의 차이를 좀더 구분하여 기보하게 되었다.
① 하모닉스(◇)

하모닉스는 산조 연주에서 나타나는 연주법으로4) 현침과 안족의 중간을 손바
닥으로 막고 현을 뜯어 주어 한옥타브 위의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다. 현대곡에
서는 <악보 13>에서 보듯이 황병기 작곡 ‘숲’(1963)에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13> 황병기 작곡 ‘숲’(1963)

이후 하모닉스는 더욱 확장되어 <악보 14>에서 보듯이 Christian Utz작곡
‘Together//Apart’(2001년)에서는 옥타브 위의 음을 내는 하모닉스 외에 두옥타

브위, 4도위, 5도위 음을 내는 하모닉스도 쓰이게 되었다.

4) 전통음악에서 하모닉스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휘모리 등에서 나타나는데, 귀곡성(鬼哭聲)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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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Christian Utz작곡 ‘Together//Apart’(2001)

② 현을 막는 방법의 다양화

현을 막는 방법에는 음의 여음을 짧게 끊어주는 스타카토(․)와 손으로 현을
막아서 연주하여 여음의 음색을 바꾸어 주는 콘소르디노(C.S), 뮤트(mute) 등이
있다. 창작곡에서 콘소르디노(C.S)는 <악보 15>에서 보듯이 황병기 작곡
‘숲’(1963년)에서 처음 나타났다.
<악보 15> 황병기 작곡 ‘숲’(1963)

한편 콘소르디노는 이후 좀더 변화하여 위의 <악보 16>과 같이 콘소르디노의
정도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보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악보에서

부호는 현

침 가까이에 5번째 손가락을 대어서 살짝 막히게 하는 연주이며,

부호는 이

보다 막히는 정도가 심하게 연주하는 부호이다.5)

5) 이 부호들은 일반화된 부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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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Baudoouin de Jaer 작곡
'Solo Kayagun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2008)

뮤트(mute) 는 콘소르디노보다 좀 더 막아서 연주하는 것으로 <악보 17>과
같이 이해식 작곡 ‘줄풀이 제2번’(1989년)에서 처음 기보되었다.
<악보 17> 이해식 작곡 ‘줄풀이 제2번’(1989)

한편 다음 <악보 18>과 같이 왼손으로 현을 완전히 막고 오른손으로 연주하
여 가야금이 타악기 소리와 흡사하게 나도록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왼손으로 현을 완전히 막고 연주하는 부호이다.6)

6) 이 부호는 일반화된 부호는 아님.

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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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Baudoouin de Jaer 작곡
'Solo Kayagum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2008)

③ 뜯는 위치 기보의 구분

가야금은 현을 뜯는 위치에 따라 현침 가까이 연주하면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현의 중간을 연주하면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작곡가가 원하는 음색을 얻기
위해 뜯는 위치를 지정하여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들이 있다. 이렇게 위치를 지정한
최초의 작품은 <악보 19>에서 보듯이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이다.
<악보 19>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

이후 뜯는 위치를 구분하여 현침 가까이 연주( ), 현의 중간 연주( ), 일반
적인 연주법(ㅂ) 등으로 뜯는 위치를 구분하여 기보하게 되었다. 다음 <악보
20>은 현침 가까이 연주하는 예이다.
<악보 20> Chou Wen－chung 작곡 ‘Eternal Pine’(2010)

또한 다음 <악보 21>과 같이 뜯는 위치를 더욱 세분하여 악보에 기보한 경우
도 있다. 이 악보에서

는 현침으로부터 10cm부분을 연주하는 부호,

과 현침의 중간부분을 연주하는 부호,

는 안족

는 현침 가까이 연주하는 부호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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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Baudoouin de Jaer 작곡
'Solo Kayagun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2008)

④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의 식지연주법 기보의 구분

정악가야금의 식지주법은 줄을 당겨 뜯어 좀 더 단단한 소리를 내며 산조가야
금의 식지 주법은 줄을 제쳐 뜯어 크고 화려한 소리를 낸다. 1960년대 초 이후
가야금독주곡이 작곡되기 시작하면서 식지의 기본연주는 산조가야금 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후 많은 창작곡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작곡가
들은 그동안 창작곡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정악가야금의 식지 주법에 주
목하면서 이를 자신의 작품에 수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정악가야금 식지 연
주법은 <악보 22>에서 보듯이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에
서 처음 쓰였다.
<악보 22>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8)

7) 이 부호들은 일반화된 부호는 아님.
8) 정악가야금 식지주법으로 당겨연주하는 것을 2-2-2부호로 기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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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톱연주

전통음악에서 손톱으로 연주하는 연주법은 정악에서 가끔 쓰였다. 이후 이러
한 주법은 손톱으로 긁거나 한 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계승되면서 나타난다. 현
대곡에서 손톱을 처음 사용한 경우는 <악보 23>과 같이 황병기 작곡 ‘비단길’
(1979)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23> 황병기 작곡 ‘비단길’(1979)

이와 같이 가야금의 전통적인 연주법은 현대에 와서도 가야금 연주의 가장
기본적인 연주법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기본 뜯는 주법은 뜯는 위치나 방법 등
특별한 기보 없이 연주자에 따라 달리하던 방법이 더욱 세분화 되면서 여러 다
양한 연주부호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구분되어 기보되고 있다. 또한 튕김, 농현,
전성, 하모닉스 등은 전통연주법 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 확장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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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야금연주법의 현대적 시도
전통음악에서는 보이지 않던 여러 새로운 연주법들이 현대작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주법의 현대적 변화양상은 선율연주 주법과 음향효과 주법으로 나누어 살
펴보겠다.

1) 선율연주 주법의 새로운 시도
(1) 왼손 선율연주(L.H) 및 화음연주

전통적인 가야금연주법은 오른손으로 현을 뜯고 왼손으로 현을 움직여 여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1960년대 초에 왼손이 안족의 왼쪽에서 농현 등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족의 오른쪽으로 넘어가(연주자쪽에서 보았을때) 선율을 연주하
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가히 가야금연주의 혁명이라고 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왼손은 단순한 선율연주를 벗어나 마치 피아노의 왼손처럼 화음을 연주하
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왼손이 안족의 오른쪽으로 가서 연주하는 연주법
은 <악보 24>에서 보듯이 황병기 작곡 ‘숲’(1963)에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24> 황병기 작곡 ‘숲’(1963)

‘숲’에서는 특별히 왼손으로 연주하라는 부호가 쓰이지는 않았으나 마지막 음

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왼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후 <악보 25>에서 보듯이
황병기 작곡 ‘가을’(1963)에서 왼손으로 안족의 오른쪽을 연주하는 부호인 L.H
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후 이러한 주법은 이성천 작곡 ‘놀이터’에서 보다 빈번
히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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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황병기 작곡 ‘가을’(1963)

왼손연주에 의한 본격적인 화음이나 반주의 연주는 다음 <악보 26>과 같이
1986년 21현금이 나타나면서 이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9)
<악보 26> 이성천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중 제5악장 저녁기도(1986)

(2) 글리산도( ↑↓ 등등 )

글리산도는 두 음 이상의 음을 위나 아래 방향으로 긁어 연주하는 것을 말하
며 <악보 27>에서 보듯이 1964년 이성천 작곡 ‘독주곡 8번’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27> 이성천 작곡 ‘독주곡 8번’(1964)

9) 21현금은 1986년에 작곡가 이성천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초연음악회에서 5음음계에 의한 곡 이외에
도 7음음계로 조율하여 서양음악을 편곡한 곡들이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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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산도 연주법은 이후 더욱 확장되어 직선의 방향이 글리산도의 방향을 지
시하기도 한다.
<악보 28> Qin Wen-chen 작곡 ‘Sounds, Arousing MemoriesⅡ’(2008)

(3) 트레몰로( )

트레몰로는 한 음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트레몰로는 <악보 29>에서
보듯이 1974년 황병기 작곡 ‘침향무’에서 처음 쓰였다. 이 곡에서는 손톱으로
한 음을 트레몰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음을 첨가하여 여러음을 트레몰로 하고 다
시 점차적으로 한 음씩 줄여가면서 트레몰로로 연주하게 된다.
<악보 29> 황병기 작곡 ‘침향무’(1974)

또한 트레몰로는 일반연주법에 의한 트레몰로, 튕기는 주법에 의한 트레몰로,
손톱긁기 연주법에 의한 트레몰로 등 다양한 연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으며 주법
에 따라 매우 다른 소리가 난다. 다음 <악보 30>과 같이 구본우 작곡 가야금과
현악삼중주를 위한 ‘원근’(1998)에서는 튕기는 주법으로 트레몰로를 계속 연주
할 때 연주법을 달리하여 매우 독특한 음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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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구본우 가야금과 현악삼중주를 위한 ‘원근’(1998)

다음 <악보 31>은 연주위치를 변화시키며 트레몰로 연주하여 음색의 변화를
주는 예이다. 이 악보에서

는 현침 가까이 연주,

는 현의 중간에서 연주, ⌧

는 현침 위에서 연주하는 부호이다. 현침 위에 놓여 있는 줄을 손톱으로 긁으면
매우 작은 소리가 나게 된다.
<악보 31> Jared Redmond 작곡 ‘An Ever Dimmer Light’(2016)

(4) 한줄을 두손으로 연주( )

다음 <악보 32>와 같이 한 줄을 안족의 오른쪽(연주자가 보았을때)에서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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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으로 함께 연주함으로써 약간 막힌 듯한 음색이 나게 된다. 이러한 연주법
은 이해식 작곡 ‘줄풀이 제2번’(1989년)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32> 이해식 작곡 ‘줄풀이 제2번’(1989)

(5) 안족 양쪽 동시 연주하기(

)

다음 <악보 33>과 같이 안족을 중심으로 한 현의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양
손으로 연주하여 매우 독특한 음향이 난다. 이러한 연주법은 이해식 작곡 ‘춤바
래기’(1997)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33> 이해식 작곡 ‘춤바래기’(1997)

또한 다음 <악보 34>과 같이 오른손과 왼손을 분리하여 양쪽을 함께 연주하
기도 한다. 이때 왼손으로 연주하는 안족 왼쪽의 음들은 불특정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야금소리와 안족 왼쪽의 독특한 음향이 함께 어울려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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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6) 미세한 음의 변화 이용

가야금의 줄은 명주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가늘고 높은 안족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연주하는 도중 음높이가 미세하게 변하게 된다.
이에 가야금 연주가는 연주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변화를 감지하여 조율
을 고쳐가면서 연주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
람처럼’(1999)과 같은 현대곡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처음 조율한 이후
연주하는 동안 음이 변하여도 조율을 다시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곡이 연주되는
동안 변하는 미세한 음의 변화를 활용한 작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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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음과 미분음 동시 연주

한 음은 지속적으로 동일음을 연주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음은 미분음으로
상행이나 하행하면서 연주하여 독특한 음향을 만드는 연주법은 <악보 35>에서
보듯이 Donald Womack이 작곡한 ‘Highwire Act’(2009년)에서 나타났다.
<악보 35> Donald Womack 작곡 ‘Highwire Act’(2009)

아래 <악보 36>의 경우는 동일한 선율과 미분음을 교차하여 연주하는 연주법
으로 Thomas Osborne 작곡 'Pieces of the Sky'(2009)에서 나타났다.
<악보 36> Thomas Osborne작곡 'Pieces of the Sky'(2009)

2) 음향효과 주법의 새로운 시도
가야금의 본래의 악기소리가 아닌 독특한 음향을 추구하는 연주법들이 현대
곡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1) 악기 두드리기

현대곡에서는 좌단, 몸통 등 악기의 여러 부분을 두드려 타악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야금을 두드려 최초로 타악기 효과를 낸 악곡은 황병기 작곡 ‘미
궁’(1975년)이다. 또한 다음 <악보 37>과 같이 줄 위를 두드려 독특한 음향을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양상

119

만드는 연주법은 김대성 작곡 ‘호호굿’(2002년)에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37> 김대성 작곡 ‘호호굿’(2002)

다음 <악보 38>과 같이 백병동 작곡 ‘환명’(1988)에서는 곡의 마지막 부분에
서 안족을 차례로 쓰러뜨림으로써 매우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악보 38> 백병동 작곡 ‘환명’(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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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족 왼쪽 부분 연주

가야금의 연주는 오른손으로 안족의 오른쪽(연주자쪽에서 보았을 때) 부분의
현들을 연주하지만 현대곡에서는 다음 <악보 37>과 같이 안족의 왼쪽 부분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왼손이 안족의 오른쪽에 와 연주하는 경우의 반대
되는 경우로, 악보의 기보되어 있는 음을 연주하여도 기보음과는 전혀 다른 불
특정음이 연주된다.
이와 같은 연주법은 황병기 작곡 ‘비단길’(1979)에서 처음 쓰였다. <악보 39>
에서는 오른손 손톱으로 안족의 오른쪽 제12현을 튕겨주고 안족의 왼쪽 부분을
왼손으로 긁어 연주한다.
<악보 39> 황병기 작곡 ‘비단길’(1979)

(3) 특수도구 사용

다음과 같이 가야금 연주에 특수한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독특한 음향을 내
거나 타악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가야금에 특수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악곡은
황병기 작곡 ‘미궁’(1975년)이다. ‘미궁’에서는 활, 장구채, 거문고술대가 쓰였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야금 작품에서 다양한 특수도구들이 쓰였다.
․활－황병기 작곡 ‘미궁’, 임지선 작곡 ‘또 다른 세상에는’, 김희정 작곡 ‘묵음’,
김남국 작곡 ‘여해의 술잔에 소리를 적시어’ 등

․기타피크－Christin Utz 작곡 ‘Together//Apart’
․bottleneck－Christin Utz 작곡 ‘Together//Apart’
․쇠골무－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 강은수 작곡 ‘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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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술대－Chihchun Chi-Sun Lee 작곡 ‘Rhyme of Strings for Pipa &
18-strings Gayageum’

․동전－김대성 작곡 ‘반서름’
․장구채－황병기 작곡 ‘미궁’

(4) 불특정음 클러스터 (

)－)

불특정음 클러스터는 다음 <악보 38>과 같이 악보에 기보되어 있는 음역대의
임의의 여러음을 연주하여 자유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 연주법은 <악보 40>에서
보듯이 이성천 작곡 ‘독주곡 40번 노천명의 4월의 노래에 의한 시상’(1991년)에
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40> 이성천 작곡 ‘독주곡 40번 노천명의 4월의 노래에 의한 시상’(1991)

(5) 현 문지르기

다음 <악보 41>과 같이 현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름으로써 신비스러운 음향을
소리낼 수 있다. 이러한 연주법은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년)에서
처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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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

(6) 현을 누른다음 손 들어주기(

)

다음 <악보 42>와 같이 손가락으로 현을 눌러준 다음 위로 올라오면서 손가
락을 줄에서 떼어 주면 독특한 음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연주법의 최초의 악곡
은 <악보 42>에서 보듯이 작곡된 정일련 작곡 ‘무’(2009년)에서 처음 나타난다.
<악보 42> 정일련 작곡 ‘무’(2009)

<표 1> 가야금연주법의 시대별 변화양상

시기

전통 가야금연주법의 계승 및 확장
선율연주주법

․하모닉스사용
․(황병기 ‘숲’)
․콘소르디노 사용(황병기 ‘숲’)

1963년
1964년
1960년대 1965~1968년

1969년

음색변화주법

․여러음 동시 전
․(이해식 ‘흙담’)
․특정음전성
․(이해식 ‘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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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통음악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왼손연주 및 화음연주, 글리산
도, 트레몰로, 현문지르기, 안족 왼쪽연주, 안족 양쪽 동시 연주, 한줄 두손으로
연주, 불특정음 클러스터, 안족 들어서 치기, 악기 두드리기, 특수도구 사용 등의
극한의 현대적인 주법들이 현대곡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4. 시대별 가야금연주법의 변화양상
전장에서 가야금연주법을 전통연주법이 계승․확장된 경우와 새로운 연주법
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러 가야금연주법이 처음 나타난
악곡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가야금연주법의 현대적 발전
선율연주주법

음향효과주법

작곡가의부류

․왼손 선율연주
․(황병기 ‘숲’)
․글리산도사용(이성천 ‘독주곡 8번’

<국악작곡가>
황병기, 이해식,
이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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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73년
1974년

․여러음 튕기기
․(황병기 침향무)

1975년
1970년대
1976년

․두음 동시 농현
․(백병동 ‘운악’)

1977년
1978년

․손톱연주
․(황병기 ‘비단길’)

1979년
1980~1988년
1980년대

1988년

․mute사용
․(이해식 ‘줄풀이Ⅱ’)

1989년
1990년
1991년
1992~1996년

1997년
1990년대

․한음의 다양한 농현
․(나효신 ‘지장불공’)
․농현과 함께 다른음 연주(나효신 ‘지장
불공’)

1998년

2000년대

1999년

․특정음만 농현
․(이혜성 ‘고요’)
․연주하면서 동시에 특정음 여음변화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정악뜯기주법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2000년

․엇갈리는 농현
․(나효신 ‘황하가 푸르도록’)
․손바닥, 팔꿈치 농현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뜯는 위치 구분
․(나효신 ‘황하가 푸르도록’)

2001년

․전성세기구분
․(김은혜 ‘가야금’)

․다양한 하모닉스
․(Christin Utz ‘Together//Apart’)

2002년
2003년
2004년

․그림여음진행
․(Dylan Lardelli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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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몰로
․(황병기 침향무)
․악기두드리기
․(황병기 ‘미궁’)
․특수도구사용
․(황병기 ‘미궁’)

<국악작곡가>
황병기
<서양작곡가>
백병동

․안족왼쪽연주
․(황병기 ‘비단길’)

․안족쓰러뜨리기(백병동 ‘환명’)

<국악작곡가>
이해식
<서양작곡가>
백병동

․한줄두손으로 연주(이해식 ‘줄풀이Ⅱ’)

․불특정음 클러스터(이성천 ‘시상’)

<국악작곡가>
이해식, 이성천

․안족양쪽 동시연주
․(이해식 ‘춤바래기’)

<서양작곡가>
나효신, 구본우

․트레몰로의 연주법을 다양하게 함
․(구본우 ‘원근’)

․현무지르기
․(나효신 ‘황하가 푸르도록’)

․줄위두드리기
․(김대성 ‘호호굿’)

<서양작곡가>
나효신, 김은혜,
김대성, 정일련
<외국작곡가>
Christin Utz,
Dylan Lardelli,
Baudoouin de Jaer,
Donald Womack,
Thomas
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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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7년

2008년

․다양한 막기주법
․세분화된 뜯는주법
․콘소르디노 정도구분
․뜯는 위치 세분
․(Baudoouin de Jaer 'Solo Kayagum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

2009년

2010~2015년
2016년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국악작곡가인 황병기, 이해식, 이성천 등은 창작곡이 발
표되기 시작한 1963~1964년부터 전통연주법을 계승 및 확장한 연주법이나 새
로운 연주법의 선율연주 주법에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국악창작곡
의 선두주자로서 창작국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국악계 내부의 새로운
요구를 가야금 창작곡에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악작곡가들은 1960
년대 초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야금연주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60년대 초에 전통연주법을 계승 및 확장한 연주법이나 새로운 연주법의 선

율연주 주법이 나타난 것에 비해 전통연주법에 없던 새로운 음향을 연주하는 악
기 두드리기나 특수도구 사용 등의 주법은 비교적 늦게 1975년경에 나타났다.
서양작곡가 중 처음으로 백병동이 1976년에 새로운 가야금연주법을 선보였
으며 1997년 이후 구본우, 나효신, 이혜성, 김대성, 김은혜, 정일련 등이 가야금
연주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주로 전통연주법의 계승 및 확장
에 기여를 많이 하였는데 전통주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연주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화라는 시대
적 요구를 가야금 창작곡에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국악작곡가와 양악작곡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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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음과 미분음 동시연주
․(Donald Womack ‘Highwire Act’)
․현 누른다음 손 들어주기
․동일한 선율과 미분음의 교차
․(정일련 ‘무’)
․(Thomas Osborne 'Pieces of the Sky')
․연주위치를 변화시키며 트레몰로 연주
․(Jared Redmond ‘An Ever Dimmer
․Light)

<외국작곡가>
Jared Redmond

2001년 이후에는 Christian Utz, Donald Womack, Thomas Osborne,
Baudoouin de Jaer, Jared Redmond 등의 외국인 작곡가가 가야금연주법 발전

에 기여를 하였는데, 이들은 전통연주법의 음색변화 주법을 극도로 섬세하게 세
분하거나 선율연주 주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가야금의 세계화에
초석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야금 창작음악이 나타나는 1960년대 초기에 국악작곡가들
이 새로운 연주법에 기여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서양작곡가들이 새로운
연주법에 기여하였고, 2000년 이후 외국인 작곡가들의 가야금연주법 발전에 기
여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연주법은 특히 2000년에 집중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나효신과 같은 서양작곡가가 연주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가야금의 전통적 연주법이 어떻게 계승되고 또한 현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전통연주법이 계승 및 확장된 경우와 가야금연주법의 현대적
발전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전통연주법이 계승 및 확장된 경우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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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주법과 음색변화 주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연주법의 현대적 발전
은 선율연주 주법과 음향효과 주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금의 전통적인 연주법은 현대에 와서도 가야금 연주의 가장 기본적
인 연주법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기본 뜯는 주법은 뜯는 위치나 방법 등 특별한
기보 없이 연주자에 따라 달리하던 방법이 더욱 세분화 되면서 여러 다양한 연
주부호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구분되어 기보되고 있다. 또한 튕김, 농현, 전성,
하모닉스 등은 전통연주법 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 확장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둘째, 전통음악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왼손연주 및 화음연주, 글리산도,
트레몰로, 현문지르기, 안족 왼쪽연주, 안족 양쪽 동시 연주, 한줄 두손으로 연
주, 불특정음 클러스터, 안족 들어서 치기, 악기 두드리기, 특수도구 사용 등의
극한의 현대적인 주법들이 현대곡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셋째, 국악작곡가인 황병기, 이해식, 이성천 등은 창작곡이 발표되기 시작한
1963~1964년부터 전통연주법을 계승 및 확장한 연주법이나 새로운 연주법의

선율연주 주법에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국악창작곡의 선두주자로
서 창작국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국악계 내부의 새로운 요구를 가야금
창작곡에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악작곡가들은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야금연주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60년대 초에 전통연주법을 계승 및 확장한 연주법이나 새로운 연주법의 선

율연주 주법이 나타난 것에 비해 전통연주법에 없던 새로운 음향을 연주하는 악
기 두드리기나 특수도구 사용 등의 주법은 비교적 늦게 1975년 경에 나타났다.
서양작곡가 중 처음으로 백병동이 1976년에 새로운 가야금연주법을 선보였
으며 1997년 이후 구본우, 나효신, 이혜성, 김대성, 김은혜, 정일련 등이 가야금
연주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주로 전통연주법의 계승 및 확장
에 기여를 많이 하였는데 전통주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연주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화라는 시대
적 요구를 가야금 창작곡에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국악작곡가와 양악작곡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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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01년 이후에는 Christian Utz, Donald Womack, Thomas Osborne,
Baudoouin de Jaer, Jared Redmond 등의 외국인 작곡가가 가야금연주법 발전

에 기여를 하였는데, 이들은 전통연주법의 음색변화 주법을 극도로 섬세하게 세
분하거나 선율연주 주법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가야금의 세계화에 초
석이 되고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보면 가야금 창작음악이 나타나는 1960년대 초기에 국악작
곡가들이 새로운 연주법에 기여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서양작곡가들이
새로운 연주법에 기여하였고, 2000년 이후 외국인 작곡가들의 가야금연주법 발
전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연주법은 특히 2000년에 집중적으로 발전하
였으며 나효신과 같은 서양작곡가가 연주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야금의 연주법이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한 것은 가야금의 또
다른 소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곡가의 노력이라 생각되는데 이의 근저에는
연주가와의 협엽이 필수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가야금주법의 발전과 함께
주법의 미세한 차이를 악보로 기보하는 기보법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악보

이지영(2011).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30

동양음악 제40집

【ABSTRACT】

A Historical Overview of Succesion and
Modernization of Classicsl gayageum Techniques

Yi, Ji-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sought to examine the succession and modernization of the
classical gayageum-technique in order to document critical respects of the
development of gayageum skills across history.
To date, in case of the classical gayageum-techniqu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fundamental technique principles remain unchanged.
Yet it needs to note that a variety of non-classical and delicate techniques
transformed from traditional skills exist. Contemporary gayageum notations for
example feature with utilizing the left-hand techniques not used for traditional
repertoires or complex harmonic patterns produced with both hands.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60s that the contemporary Korean music genre stands
as an independent part of Korean music. Since after then, a need toward new
Korean music composed with original performance skills distinctive from classical
fingerings began to be pervasive. In particular, Korean music composers including
Hwang Byung-ki, Lee Hae-sik, and Yi Sung-chun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modern gayageum techniques in the initial stage of contemporary Korean music.
Since the late 1990s, the tendency that gayageum techniques became
considerably evolved in ways as Western music composers-Koo Bo-nu,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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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shin, Lee Hye-seong, Kim Dae-seong, Kim Eun-hye, Chung Il-ryun-engaged
actively in developing gayageum skills. The contemporary gayageum-music
compositions at this time period also seem to reflect the need to modernization
of Korean music. More importantly, the involvement of composers outside of
Korean music field in gayageum repertoire may blur the boundaries of composition
called Korean or Western in each.
During the 2000s, a number of composers-Christian Utz, Donald Womack,
Thomas Osborne, Baudoouin de Jaer, Jared Redmond-involve in creating technical
changes in performing gayaguem. Not only does this tendency form a new phase
of gayageum performance, also contributes to its globalization.

【Keywords】gayageum, contemporary music, technique,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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