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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음악에서 창작음악은 전통음악의 ‘형성’ 개념이 아닌 서양음악

의 ‘작곡’ 개념이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는 장르이다. 2000년대 이후

부터는 여러 외국인 작곡가들이 자신의 곡에 국악기를 활용하기 시

작하면서 창작음악이 한층 더 다변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이례로 국악기로 구성된 창작곡을 활발하

게 작곡해오고 있는 작곡가 Thomas Osborne에 주목하고, 현재까지

유일한 그의 해금 독주곡인 <Trembling Light>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 작곡가의 작품 세계 고찰과 악곡 구조의 분

석이 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연주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

여 작곡가와의 온라인으로 서신을 교환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작

곡가가 직접 사보한 악보와 연주 실황 음원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

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연주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Thomas Osborne은 한국을 포함하여 아

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국악기로 구

성된 작품으로 총 19곡을 작곡하였고, 자신의 작품을 한국음악이 아

닌 국악기를 활용하여 작곡한 서양음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T. Osborne은 국악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유연한 음고를 꼽

았고, 이러한 음높이의 유연성은 작품 <Trembling Light>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농현과 포르나멘토를 통하여 드러난다.

<Trembling Light>는 단악장 형식으로서 연주 속도와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크게 , , , , ,  등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단락별로 작곡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음악 용어를 포

함한 다양한 나타냄말로 표현하였으며, 단락 내에서 박자의 변화가

잦은 것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율 진행을 중심으로 세부 악곡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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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단락 는 해금과 피아노의 유니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락

는 해금과 피아노가 캐논 형식으로 이루어져 피아노가 해금을 모

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락 는 전체 악곡 중

클라이막스이며, 단락 는 단락 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리듬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단락 와 단락 에서
해금은 대부분 비교적 긴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반면, 피아노는 빠르

고 짧은 리듬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락 의 경우, 해금과

피아노가 캐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듬이 동

일하게 구성되는데, 대부분 긴 지속음이 아닌 짧은 시가의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락 의 경우, 해금은 짧은 시가의 리듬으로 시작

해 긴 지속음으로 마무리하는 리듬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피아

노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리듬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단락 의
경우 짧은 단위의 동일한 리듬을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하

다가 단락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지속음 위주로 진행한다.

운지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포지션은 16가지이고, 포지션의 이동은

총 23회 나타난다. 선율의 흐름과 악상의 표현에 적합한 운지를 위

하여 포지션을 이동하는데, 이 때 특정한 규칙성이나 경향성을 보이

지는 않는다. 운궁법의 경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붙임줄과 이음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편적인 연주법에서 벗어나 2

음 1활, 3음 1활 등으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작곡가의 해금 창작곡을 대상으로 작곡가 인터

뷰 및 작품 구조와 연주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Trembling

Light>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작품의 배경과 악곡 구조의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고, 해금을 활용한 창작음악 연구의 다양성 확대 측

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주요어: 해금, 창작음악, Thomas Osborne, Trembling

Light, 농현

학 번: 2012-21638



- iii -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II. 작곡가 Thomas Osborne의 작품세계 ················7

III. 「Trembling Light」 구조 분석 ···················12

1. 작품 개관 ················································································12

2. 악곡 구조 ················································································13

1) 단락  ····························································································17
2) 단락  ····························································································27
3) 단락  ····························································································32
4) 단락  ····························································································39
5) 단락  ····························································································43
6) 단락  ····························································································47

IV. 「Trembling Light」연주법 분석 ···················53

1. 운지법 ······················································································53

1) 단락  ····························································································54



- iv -

2) 단락  ··························································································57
3) 단락  ··························································································58
4) 단락  ··························································································59
5) 단락  ··························································································60
6) 단락  ··························································································61
2. 운궁법 ······················································································64

1) 단락  ····························································································64
2) 단락  ····························································································67
3) 단락  ····························································································68
4) 단락  ·························································································· 69
5) 단락  ····························································································70
6) 단락  ····························································································71
3. 특징적 연주법 ········································································72

1) 농현 ··································································································72

2) 포르타멘토 ······················································································76

V. 결론 ·············································································82

■ 참고문헌 ·····································································84

■ Abstract ····································································86

■ 부 록 ···········································································89



- v -

표 목 차

<표 1> 국악기로 구성된 Thomas Osborne의 작품 목록 ··················8

<표 2> <Trembling Light>의 악곡 구조 ···········································16

<표 3> 단락 의 세부 구조 ·································································18
<표 4> 단락 의 세부 구조 ·································································27
<표 5> 단락 의 세부 구조 ·······························································33

<표 6> 단락 의 세부 구조 ·································································39
<표 7> 단락 의 세부 구조 ·······························································43

<표 8> 단락 의 세부 구조 ·································································48

예 보 목 차

<예보 1> 음이름 표기 ···········································································17

<예보 2> 단락 의 구성음 ···································································18
<예보 3> 단락 의 세부 분석 1 ·························································19
<예보 4> 단락 의 세부 분석 2 ·························································19
<예보 5> 단락 의 세부 분석 3 ·························································20
<예보 6> 단락 의 세부 분석 4 ·························································21
<예보 7> 단락 의 세부 분석 5 ·······················································21
<예보 8> 단락 의 세부 분석 6 ·························································22
<예보 9> 단락 의 세부 분석 7 ·························································23



- vi -

<예보 10> 단락 의 세부 분석 8 ·······················································23
<예보 11> 단락 의 세부 분석 9 ·····················································24
<예보 12> 단락 의 세부 분석 10 ···················································24
<예보 13> 단락 의 세부 분석 11 ·····················································25
<예보 14> 단락 의 세부 분석 12 ···················································26
<예보 15> 단락 의 세부 분석 13 ·····················································26
<예보 16> 단락 의 구성음 ·································································27
<예보 17> 단락 의 세부 분석 1 ·······················································28
<예보 18> 단락 의 세부 분석 2 ·······················································28
<예보 19> 단락 의 세부 분석 3 ·······················································29
<예보 20> 단락 의 세부 분석 4 ·······················································30
<예보 21> 단락 의 세부 분석 5 ·······················································30
<예보 22> 단락 의 세부 분석 6 ·······················································31
<예보 23> 단락 의 세부 분석 7 ·······················································32
<예보 24> 단락 의 구성음 ·································································33
<예보 25> 단락 의 세부 분석 1 ·····················································34
<예보 26> 단락 의 세부 분석 2 ·····················································35
<예보 27> 단락 의 세부 분석 3 ·····················································36
<예보 28> 단락 의 세부 분석 4 ·····················································37
<예보 29> 단락 의 세부 분석 5 ·····················································37
<예보 30> 단락 의 세부 분석 6 ·······················································37
<예보 31> 단락 의 세부 분석 7 ·······················································38



- vii -

<예보 32> 단락 의 세부 분석 8 ·····················································38
<예보 33> 단락 의 세부 분석 9 ·······················································39
<예보 34> 단락 의 구성음 ·································································39
<예보 35> 단락 의 세부 분석 1 ·······················································40
<예보 36> 단락 의 세부 분석 2 ·······················································40
<예보 37> 단락 의 세부 분석 3 ·······················································41
<예보 38> 단락 의 세부 분석 4 ·······················································42
<예보 39> 단락 의 세부 분석 5 ·······················································42
<예보 40> 단락 의 구성음 ·································································43
<예보 41> 단락 의 세부 분석 1 ·······················································44
<예보 42> 단락 의 세부 분석 2 ·······················································45
<예보 43> 단락 의 세부 분석 3 ·······················································45
<예보 44> 단락 의 세부 분석 4 ·······················································46
<예보 45> 단락 의 세부 분석 5 ·······················································46
<예보 46> 단락 의 세부 분석 6 ·······················································47
<예보 47> 단락 의 구성음 ·································································47
<예보 48> 단락 의 세부 분석 1 ·······················································48
<예보 49> 단락 의 세부 분석 2 ·······················································49
<예보 50> 단락 의 세부 분석 3 ·······················································50
<예보 51> <Trembling Light>의 음역 ···············································54

<예보 52> 단락 의 운지법 1 ·····························································55

<예보 53> 단락 의 운지법 2 ·····························································55



- viii -

<예보 54> 단락 의 운지법 3 ·····························································56

<예보 55> 단락 의 운지법 4 ·····························································56

<예보 56> 단락 의 운지법 5 ·····························································57

<예보 57> 단락 의 운지법 1 ·····························································57

<예보 58> 단락 의 운지법 2 ·····························································57

<예보 59> 단락 의 운지법 3 ·····························································58

<예보 60> 단락 의 운지법 1 ·····························································58

<예보 61> 단락 의 운지법 2 ·····························································59

<예보 62> 단락 의 운지법 3 ·····························································59

<예보 63> 단락 의 운지법 1 ·····························································60

<예보 64> 단락 의 운지법 2 ·····························································60

<예보 65> 단락 의 운지법 1 ·····························································60

<예보 66> 단락 의 운지법 2 ·····························································61

<예보 67> 단락 의 운지법 3 ·····························································61

<예보 68> 단락 의 운지법 1 ·····························································62

<예보 69> 단락 의 운지법 2 ·····························································62

<예보 70> 단락 의 운지법 3 ·····························································62

<예보 71> 단락 의 운궁법 1 ·····························································65

<예보 72> 단락 의 운궁법 2 ·····························································65

<예보 73> 단락 의 운궁법 3 ·····························································66

<예보 74> 단락 의 운궁법 4 ·····························································66

<예보 75> 단락 의 운궁법 5 ·····························································66



- ix -

<예보 76> 단락 의 운궁법 6 ·····························································67

<예보 77> 단락 의 운궁법 7 ·····························································67

<예보 78> 단락 의 운궁법 1 ·····························································68

<예보 79> 단락 의 운궁법 2 ·····························································68

<예보 80> 단락 의 운궁법 1 ·····························································69

<예보 81> 단락 의 운궁법 2 ·····························································69

<예보 82> 단락 의 운궁법 1 ·····························································69

<예보 83> 단락 의 운궁법 2 ···························································70

<예보 84> 단락 의 운궁법 1 ·····························································70

<예보 85> 단락 의 운궁법 2 ·····························································70

<예보 86> 단락 의 운궁법 3 ·····························································71

<예보 87> 단락 의 운궁법 1 ·····························································71

<예보 88> 농현 유형 1 ···········································································73

<예보 89> 농현 유형 2 ···········································································74

<예보 90> 농현 유형 3 ···········································································75

<예보 91> 농현 유형 4 ···········································································75

<예보 92> 농현 유형 5 ···········································································76

<예보 93> 포르타멘토 유형 1-1 ···························································77

<예보 94> 포르타멘토 유형 1-2 ·························································78

<예보 95> 포르타멘토 유형 2-1 ···························································79

<예보 96> 포르타멘토 유형 2-2 ···························································80





- 1 -

I. 서론

1. 연구목적

한국 전통음악은 외래 음악을 수용하면서도 전통을 지속시키는 형

태로 발전해왔다.1)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음악을 창작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한국 음악은 이와 같이 주변 국가들과 음악을 교류

하며 전승된 전통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전통음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갈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김기수2)의 <황화

만년지곡>3) 이후부터이다.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은 서양 음악

의 작곡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곡으로 이후 한국음악에 서양 음악

의 작곡 방식이 도입되었고, 창작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

였다. 창작음악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는 한국음악의 한 장르

라고 할 수 있다.4)

전통음악의 창작은 작곡(作曲, compositio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성(形成, formation)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작품을 창작하

는 주체가 작곡가이면서 연주자로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1)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2) 죽헌 김기수(1917∼1986)는 이왕직 아악부 제4기생으로 이왕직 아악부와 이왕직
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를 거치며 악기실기는 물론 아악이론을 비롯한 서
양음악이론, 작곡 등을 공부하였다. 정간보로 되어있는 악보를 오선보로 역보하
는 작업을 하였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제39호 처용무 예능 보
유자이며 제3대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황화만년지곡>을 비롯하여
<송광복>, <세우영>, <다시 온 서울> 등을 작곡하였다(김은지, “김기수와 이강
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 관현악곡 '새나라'와 '새하늘'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3) 김기수의 처녀작인 동시에 서양음악의 작곡 개념을 도입하여 최초로 오선보를
사용한 작품이다. 이능화의 한시 악장 “황화만년지곡”을 통해 작곡한 곡이며, 부
민관에서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초연되었다. 노래를 포함하여 당적·대금·피리·적·
훈·북·장고·경·종·현금·비파·가야금·대쟁·해금·아쟁의 악기로 편성된다. 악보 위
에 조표는 C장조로 되어 있고, 음계는 황종평조로 표기되어 있다(계성원, “창작
국악관현악의 작곡기법 변천연구 – 시대별 음악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 서
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2).

4) 송방송, 『韓國音樂史硏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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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음악을 변주하거나 차용하였기 때문이

다.5) 한편, 전통음악에서의 ‘형성’의 개념이 아닌 서양음악에서의 ‘작

곡’ 즉,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6)를 도입한 창작음악은 앞서 밝혔듯

이 김기수가 1939년에 작곡한 <황화만년지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 초 이성천7), 황병기8), 이해식9), 이강덕10) 등의 국

악 작곡가들이 창작음악을 활발하게 작곡하였으며,11) 1970년대 이후

로는 강준일12), 백병동13), 김정길14), 구본우15)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

5) 이성천, 『한국전통음악형성론』 (민속원, 2004)
6) composition. Don Michael R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7) 이성천(1936∼2003)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작곡 전공으로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국악과에서 국악이론을 전공하였다. 1967년 제1회 작곡
발표회 개최 이후, 200여 편에 이르는 국악작품을 발표하였다. <독주곡 35번
“쥐구멍에 볕들었어도”>, <국악관현악 입문>, <협주곡“새야새야 민요주제에 의
한 가야금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을 비롯하여 무제음악, 전통음악적
작품, 자연 소재의 작품 등을 작곡하였다(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8) 황병기(1936∼)는 가야금 연주가이자 작곡가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첫 작품인 가야금 독주곡 <숲>을 비롯하여, <춘설>, <영목>,
<남도환상곡> 등을 작곡하였다(이종찬, “황병기 가야금 음악의 양식변화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9) 이해식(1943∼)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였고, KBS 라디오 국악
프로듀서, 영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8년도에 동아콩쿠르 최초로
<Piano trio>와 <가야고를 위한 3장>으로 각각 서양 음악 작곡과 국악 작곡에
서 동시에 입상하였다. <젊은이를 위한 춤 – 바람의 말>, <해동신곡>, <박
삭>, <춤사리기>, <춤맞이>,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등을 작곡하였다(이지
애, “이해식 작곡 25현 가야고로 그리는 4장의 <춤그림> 분석연구”, 서울: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10) 이강덕(1928∼2007)은 1941년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에 입학하여
피리와 거문고를 전공하였다. 이후 경성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서양음악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국립국악원 국악사,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의 무용 강사,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악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첫 작품인 <새하늘>을 비롯
하여 <다시 찾은 빛>, <가야금과 소금의 병주>, <아쟁을 위한 합주> 등을 작
곡하였고, 특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재직하면서 협주곡과 관현악곡을 상당
수 작곡하였다(김은지,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 관현
악곡 '새나라'와 '새하늘'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1) 이지영,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양상”, (『동양음악』 제40
집, 2016).

12) 강준일(1944∼2015)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
학 시절, 음악대학 작곡과에서도 수학하였다. 서울음악학회를 창립하였고, ‘제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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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의 곡에 국악기를 편성하면서 서양음악어법이 점차 창작

음악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Thomas

Osborne16), Donald Reid Womack17), Jared Redmond18) 등의 외국

인 작곡가들이 자신의 곡에 국악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19) 창작

음악은 더욱 다변화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연주자와 작곡가가 분리되고, 작곡의 주체도 다양해지며

악곡의 해석 역시 다양성을 띠면서 작품에 대한 다각적 분석 연구

대’ 작곡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무용음악인 <무영탑>을 시작으로, <마당>, <춤
의 유희>, <국악합주를 위한 “소릿결”> 등을 작곡하였다(김보현, “음악작품에
담긴 작곡가의 이념에 대한 고찰 – 강준일 作曲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되어>를 중심으로 -”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 백병동(1936∼)은 서양음악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에 애착을 가져
온 작곡가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신별곡>, <가야
금을 위한 명>, <운락>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정효성, “백병동 가야금 독주
곡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4) 김정길(1933∼2012)은 하노버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윤이상으로부터 작곡을 배웠
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세 개의 플루트와 타악
기를 위한 곡>, <8주자를 위한 추초문> 등의 작품을 작곡하였다(김희연, “김정
길의 작곡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5) 구본우(1958∼)는 성신여자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악기를 이용한
작품으로는 <divertimento for ensemble CMEK>, <change>, <quasi sempre
soffiare…> 등이 있다(김유경, “구본우의 ‘Dancing rhythm for piano solo’에 대
한 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6) Thomas Osborne은 University of Hawaii에서 작곡 및 음악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였다. 국악기를
이용해 작곡한 곡은 <Verses>, <Dancing with Shadows>, <Pieces of the
Sky> 등이 있다. - Thomas Osborne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 참
고

17) Donald Reid Womack은 University of Hawaii에서 작곡 및 음악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현악곡, 실내악곡, 독주곡 등 80편 이상의 다양한 곡을 작곡한
작곡가이다. 국악기를 이용해 작곡한 곡은 <Highwire Act>, <Sori>, <Crossed
Wires> 등이 있다. - Donald Reid Womack 홈페이지
(http://www.donaldwomack.com) 참고

18) Jared Redmond는 한국과 독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로 실내악 앙상블인 Geori
와 Ehnahre, 즉흥음악 듀오인 Beheaded의 피아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Brandeis University와 University of Califormia Berkeley에서 학위를 받았다.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An Ever Dimmer Light>와 판소리를 위한 <Black
Flower Blossoming> 등의 곡을 작곡하였다. - Jared Redmond 홈페이지
(https://www.jaredredmond.com/about) 참고

19) 이지영,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양상”, (『동양음악』 제40
집, 2016)

http://thomas-osborne.com
http://www.donaldwom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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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시대

적·지리적·역사적 배경과 작곡가의 음악 철학, 작품 세계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20) 작품의 시대적·지

리적·역사적 배경은 작곡가의 음악 철학과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치

고 이는 곧 작품에 반영되기 때문에 외국인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

의 경우에는, 작품의 배경과 작곡가의 음악 철학 등의 측면을 더욱

유의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인 Thomas Osborne의 <Trembling Light>

를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그가 현재까지 국악기로 구성된 작품을

총 19곡 작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한 건21)

이 전부이며, 해금독주곡에 대하여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Thomas Osborne이 작곡한

<Trembling Light>의 작품 배경 및 악곡 구조, 연주법을 분석하여

연주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Thomas Obsorne의 국악 창작곡 작품 중 해금을 포함하여 작곡된

작품은 총 5곡이다. 해금독주곡인 <Trembing Light>(2011)를 시작

으로, 국악관현악곡인 <Aura>(2014)22)와 <Haru>(2016)23), 해금협

주곡인 <Verses>(2012)24), 2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20) John D. White, 『음악분석』, 세광음악출판사, 1984
21)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Shadows> 분석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2) 2014년 10월 23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린 제10회 기악단·성악단 정
기공연 “신(新)음악-전통에 대한 경의”에서 이영섭, 이종철, 하재원, 김희영, 박
혜신, 김애리, 진민진, 강정용,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이 초연하였다.

23) 2016년 4월 22일, 국립국장에서 열린 “관현악시리즈Ⅰ 무위자연”에서 국립국악
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24) 2014년 9월 17일, 부산국립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린 “‘201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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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hadows>(2012)25), 18현 가야금과 해금, 장구를 위한

<Faraway Sanjo>(2013)26), 피리․해금․가야금․거문고․장구로

구성된 중주곡인 <Paralle Lines>(2017)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작품들 중에서 그가 작곡한 첫 해금 독주곡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해금 독주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Trembling

Light>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악곡 분석에 앞서 작곡가 Thomas Osborne의 생애와 작품

경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작품 분석과 연주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이어질 연구에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 단악장으로 구성된 곡을 연주 속도와 분위기의 전환에 따라

크게 , , , , , 의 여섯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별로

선율의 진행, 리듬의 구성, 피아노 반주의 패턴에 따라 악절을 나누

어 세부 악곡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셋째, 앞서 살핀 작곡가의 생애, 작품 경향과 악곡 구조 분석을 바

탕으로 악곡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연주법을 연구하

도록 하겠다. 연주법은 크게 운지법과 운궁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와 같이 , , , , , 의 여섯 단락을 기준으로 분석하

고, 포르타멘토와 농현 등 작곡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특징적 연주

법은 출현 위치와 관계없이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자료는 총 네 가지이다. 작곡가 Thomas

Osborne과의 인터뷰 자료, 작곡가가 직접 사보한 악보 그리고 연주

실황 음원과 영상자료이다. 작곡가가 직접 사보한 악보는 작곡가의

홈페이지27)에서 구매하였고, 음원28)은 작곡가로부터 직접 제공받았

메인콘서트Ⅳ”에서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지휘자 권성택, 해금연주가 여수연이
초연하였다.

25) 2012년 8월 1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해금연구회 20주년 기념연주
회”에서 여수연, 이승희, 정다연, 노지연, 안혜진, 문선경, 강지은, 정겨운, 서수복
이 초연하였다.

26) 2013년 12월 1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시리
즈Ⅷ “散調2013産造”에서 정길선, 여수연, 서수복이 초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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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영상자료는 유튜브(youtube)에 게시되어 있는 실황 연주 자

료이다.29)

27) 작곡가 Thomas Osborne 홈페이지(http://thomas-osborne.com)
28) 해금 연주가 여수연과 <Trembling Light>의 작곡자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Thomas Osborne이 함께 연주한 음원이다.

29) 2012년 4월 6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열린 “여수연 해금 독주회
<Beyond the world>”의 연주 실황으로 해금 연주가 여수연과 작곡가 Thomas
Osborne에 의해 연주되었다.
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zlC00elo3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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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작곡가 Thomas Osborne의 작품세계

1978년 미국에서 출생한 Thomas Osborne은 인디애나 주의 그린

필드(Greenfield)에서 자랐다. 현대음악 작곡가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던 그는 16살 무렵에 작곡 공부를 시작하였다.30) 이후 Indiana

University에서 작곡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Rice University

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풀브라이트

(fulbright) 수석연구원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적극적인 작곡활동을

한 바 있다.31) 현재는 University of Hawaii에서 작곡·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비서구권음악(non-claasical music)에 관심을 갖고 있던 Thomas

Osborne은 대학원생 시절, 음반판매점에서 일하다가 동양음악의 음

반이 있었던 “World Music” 코너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인

도네시아 음악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동양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은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헤이안 시대 시인들의

시를 연구하였던 경험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궁정음악인 가가

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

악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6년에서 2007년 즈음

University of Hawaii에서 본 시나위 공연이었다. 이후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하여 공부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국악원에서 개최

한 “International Workshops in Korean Traditional Music”에 참가

하여 가야금·단소·장구 등 국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많은 국악 공연

30)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Shadows>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1) 작곡가 Thomas Osborne 홈페이지(http://thomas-osborne.com) About 카테고
리 참고.

http://thomas-osbor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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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접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간 풀브라

이트(fulbright) 수석연구원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국악기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Thomas Osborne의 동양음악에 대한 관심은 작품 활동으로 이어

졌다. 특히 그는 한국, 중국, 일본의 악기를 이용한 작품을 다수 작

곡하였다. 이 중 국악기를 이용한 작품이 총 19곡인 점은 중국의 악

기를 이용한 작품이 총 3곡, 일본의 악기를 이용한 작품이 총 4곡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작품은 한국음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악기

를 이용하여 작곡한 서양음악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3)

Thomas Osborne은 가야금 독주곡인 <Pieces of the Sky>(2009)

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곡의 국악 창작곡을 작곡하였다. 국악기

로 구성된 그의 작품을 작곡 연도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32) 작곡가 Thomas Osborne 홈페이지(http://thomas-osborne.com) 작품(Works)
카테고리 참고.

33) 작곡가 Thomas Osborne과의 이메일 인터뷰 (2017. 5.)

연번
작곡
연도

제목 구성악기 초연정보(초연자)

1 2009 Pieces of the Sky 가야금
2009.
(이지영)

2 2011
Won’t Do Wrong
No More

가야금, 피리,
장구

2011.
(이지영, 박치완, 김웅식)

3 2011 Trembling Light 해금, 피아노

2011. 10. 28.
Mae Zenke Orvis Auditorium

(여수연,
Thomas Osborne)

4 2011 Dancing with 해금, 피아노 2012. 8. 12.

<표 1> 국악기로 구성된 Thomas Osborne의 작품 목록

http://thomas-osbor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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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s

국립국악원예악당,
해금연구회 20주년기념연주회,
(여수연, 이승희, 정다연,
노지연, 안혜진, 문선경,
강지은, 정겨운, 서수복)

5 2012
Singing Through
the Endless Night

12현 가야금,
String
Quartet

2014. 2. 25.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이슬기 <그리고그리다Ⅱ>
(이슬기, 조은기, 서진희,
홍수정, 장유진)

6 2012 Verses
해금,

국악관현악

2014. 9. 17.
부산국립국악원연지당

부산국제음악제메인콘서트Ⅳ
(여수연, 부산국립국악원)

7 2013 Mass Migration
가야금
Orchestra,
타악기

2013. 5.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8 2013 Chants of Rain 피리, 장구

2013. 3. 28.
국립국악원우면당,
박치완의피리네번째
“점으로부터…Ⅱ”
(박치완, 김웅식)

9 2013
Spinning in
Circles

18현 가야금,
타악기

(이지영, 이규봉)

10 2013 Gateways

가야금, 대금,
생황, 피리,
기타, 첼로,
클라리넷,
국악타악기,
서양타악기

2013. 5. 5.
토마스오스본작곡발표회
(이지영, 김정승, 이향희,
박치완, 김우재, 박정민,
임명진, 김웅식, 이규봉)

11 2013 Farwawy Sanjo
18현가야금,
해금, 장구

2015. 정길선가야금
창작음악시리즈 Vol. Ⅶ
(정길선, 여수연, 서수복)

12 2013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거문고
2014. 9. 10.
Honolulu, HI
(허익수)

13 2014 Aura
8개의
독주악기,

2014. 10. 23.
국립부산국악원연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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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homas Osborne은 국악이 다른 아시아 음악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국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소

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쟁과 일본의 고토처럼 가야금도 현

악기에 속하지만 가야금의 안족34)은 쟁이나 고토의 다리(Bridge)35)

국악관현악

제10회 기악단·성악단
정기공연 <신(新)음악-전통에

대한경의>
(국립부산국악원기악단)

14 2015 Cleaing the Path
18현가야금,
대금, 장구

2015. 11. 26.
한국문화의집 KOUS,
정길선가야금

창작음악시리즈Ⅸ [굿]
(정길선, 김상연, 황영남)

15 2015 Nocturne 거문고, 장구
2015. 11. 26. 국립국악원

우면당, 허익수거문고독주회
<HETERO>

16 2016
A Machine of
Silk and Wood

산조가야금

2016. 7. 12.,
국립국악원풍류사랑방,
(사)김병호류가야금산조
보존회제17회 정기연주회
(박정미, 김진경, 임은정,

유희정)

17 2016 Autumn Winds 가야금

2016. 10. 1.
의정부예술의전당대극장
제4회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

무지개저너머꿈,
(문재숙, 이슬기, 이하늬)

18 2016 Haru 국악관현악
2016. 4. 22. 20:00

관현악시리즈I <무위자연>
(국립국악관현악단)

19 2017 Paralle Lines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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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길기 때문에 음높이가 더 많은 범위에서 굴곡지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악기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지

만, 일본과 중국의 악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

에서 국악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음높이의

유연성을 꼽고 있으며, 국악에서는 음높이가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

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강조하였다.36)

Thomas Osborne이 국악기의 특징으로 뽑은 고정되지 않은 음높

이(pitch)37)는 성경린이 “흔들리는 음을 가진 한국 음악은 이웃나라

인 중국과 일본의 음악들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라고 강

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38)

이와 같이 Thomas Osborne이 주목했던 음의 높이가 상당히 유연

하면서도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국악기의 특징은 작품 전반에 걸쳐

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농현의 모양과 폭이 악보에 구체적으로 지

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국악의 특징이 작곡 방

식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농현에 대한 상세

한 분석은 작품분석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34) 현악기의 줄을 받치고 있는 ㅅ모양의 받침목. 일명 주(柱) (송방송, 『한겨레음
악대사전』, 보고사, 2012)

35) 현악기에 사용하는 목제의 줄받침. 현을 몸통(body), 지판(finger board), 목
(neck) 등으로부터 알맞은 높이로 유지함과 동시에, 현의 진동을 공명체에 전하
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브리지의 재료, 형태, 무게는 음색에 큰 영향을 준다.
바이올린의 약음기나 가야금의 기러기발(안족)은 그 좋은 예이다. (삼호뮤직편집
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36) 작곡가 Thomas Osborne과의 이메일 인터뷰 (2017. 5.)
37) 음의 높이. 음높이의 차이는 음이 가진 진동수(주파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생
기지만, 악음의 고저를 느끼는 경우에는 진동수와 함께 여러 가지의 감각적인
요소도 가미된다(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
전』, 삼호뮤직, 2002).

38) 성경린, 『韓國 音樂論攷』, 同和出版公社,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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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rembling Light」 구조 분석

1. 작품 개관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Thomas Osborne의 <Trembling Light>는

2011년 10월 28일 Mae Zenke Orvis Auditorium에서 초연되었다.39)

<Trembling Light>은 작곡가 Thomas Osborne이 달빛이 반사된

물의 표면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이 다시 그 달빛을 아

름답게 왜곡시키는 이미지를 연주곡에 담아내어 창작한 작품이다.40)

<Trembling Light> 작품 해설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이

곡에 반영되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41) 특히 이 곡의 주요한 이

미지인 물의 표면에 반영된 빛의 흔들림을 해금에서는 농현으로, 피

아노에 있어서는 빠른 반복으로 그려내고 있다.

“전 악장에 걸쳐 빠른 반복과 비브라토42)는 이 곡의 음조와 화음이 마
치 떨리는 듯한 효과를 그려낸다. 해금과 피아노의 단순한 합주로 시작
되는 이 곡은 탄력을 얻으면서 점차 템포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더욱 
풍부한 소리를 들려준다. 마지막에 이르러 한 순간 뚜렷했던 음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건너며 산산이 부서지는 달빛처럼 완전한 왜곡을 표현하
기에 이른다.”43)

39) 해금연주가 여수연과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Thomas Osborne에 의해 초
연되었다. 여수연은 University of Hawaii에서 방문 학자로 활동하며 Thomas
Osborne과 많은 작품을 함께 작업하였다.

40) “여수연 해금 독주회 <Beyond the world>” 실황 영상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zlC00elo3jY) 참고.

41) “여수연 해금 독주회 <Beyond the world>” 실황 영상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zlC00elo3jY) 참고.

42) vibrato. 성악이나 많은 악기의 연주에 있어서, 목소리나 음을 위 아래의 아주
작은 음정차(差)로 떨게 하는 것. 목소리나 음을 아름답게 울리기 위해 사용한
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43) 이 내용은 작곡가의 program note에 영문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Trembling Light> was inspired by beautiful distortoins, the kind created
when a peddle is tossed into a pond reflecing the moon. Throug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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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에 따르면 이 곡은 국악기와 피아노의 협주를 다룬 유일한

곡이라고 하면서, 당시 국악 연주자와 피아니스트였던 자신이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작곡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보통 피아노

의 고정된 음높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악기의 유연한 음높이와 조화

를 이루기가 어려워 피아노와 국악기의 협주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피아노와 국악기가 함께 편

성되는 곡에서 피아노가 주로 화성 반주를 하는 것에 비해

<Trembling Light>에서는 피아노는 독자적인 선율 진행을 하도

록 하였다. 곡의 도입부에서 피아노가 계속해서 빠른 반복을 하

며 곡의 제목인 “Trembling”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렇듯 이 곡은 자연물에 투사된 이미지를 국악기인 해금과 양악

기인 피아노를 함께 활용하여 표현해 내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작품의 창작배경과 해설을 기반으로 하여 악곡의 구조

와 연주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겠다.

2. 악곡 구조

<Trembling Light>는 총 186마디의 단악장으로 구성된 곡이다.

악기 구성은 해금과 피아노로 이루어진다. 연구 자료로 사용한 음원

과 Thomas Osborne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본 작품의 연주시간은

약 8분이다.

단악장으로 구성된 곡을 빠르기에 따라 나누면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6개의 악구에는 각 악구의 첫머리에 템포와 악상과

piece, tones and chords are “shaken” by quick repetitions and added vibrato.
The piece begins simply, with both haegeaum and piano playing in unison,
then gains momentum as the tempo gradually increases and the texture
thickens. By the end, what was once clear has been completely disorted, like
the moonlight shattered across a churning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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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를 표현하는 지시어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악곡에 걸쳐 악보

위에 조표는 없으며 각 단락별로 중심음을 골격으로 하여 전개된다.

단락 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박자의 변화가 잦은 것이 특징적

이다.

전체 악곡의 템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88인 단
락에 비해 단락은 =ca.88로 조금 더 느려지고, 단락은 
=ca.88로 단락에 비해 조금 빨라진다. 단락은 =ca.88 앞선 
단락에 비해 조금 느리게 연주하고, =ca.88인 단락은 단락에
비해 조금 빨라진다. 단락은 ♩=84-92로, 단락에 비해 약간 느

리게 시작했다가 조금 빠르게 끝마친다. 이와 같이 전체 악곡에 걸

쳐 빠르기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를 반복한다. 이와 같은 빠르기

는 전체적으로 극적인 변화 없이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각 단락별로 템포와 함께 제시되는 지시어는 빠르기와 함께 악상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Thomas Osborne은 작품의 악상

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음악 용어와 함께 보편적

인 음악 용어 외의 표현을 혼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 는 제1마디부터 제39마디까지 총 39마디이며, 연

주 속도는 =ca.88이다. Floating and rocking, with deep accents
의 지시어는 ‘강한 악센트와 함께 부유하고 흔들거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다. 
 , 

 , 
 , 
 의 박자로 구성되며 총 16회에 걸쳐 박자의

변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 단락 는 제40마디부터 제58마디까지 총 18마디이며, 연

주 속도는 ♩=ca.83이다. 속도에 대한 지시어는 ‘약간 더 느리게’로

악보에는 A bit slower로 표기되어 있다. 
 박자로 시작하여 제46

마디부터 제48마디까지 
 박자로 진행하다가 다시 

 박자로 돌아

온다.

세 번째 단락 는 제59마디부터 제93마디까지 총 35마디이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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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속도는 ♩=92이다. 속도에 대한 지시어는 ‘더 빠르게’로 악보 위

에는 Faster로 표기되었고, ‘공격적이고, 음 하나하나를 강조하라’는

표현에 관한 나타냄말을 aggressive, marcato44)로 표기한다. 
 박

자와 
 박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박자의 변화는 총 6회에 걸쳐

나타난다.

네 번째 단락 는 제94마디부터 제118마디까지 총 25마디이며,

연주 속도는 ♩=80이다. 나타냄말은 더 느리게, 고요하게라는
의미의 Slower, calm이다. 기준박의 변화 없이 박자의 변화가 이루

어졌던 이전의 단락들과는 달리 기준박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 
 , 
 , 
 박자로 구성되며 총 11회에 걸쳐 박자의 변화가 나타

난다.

다섯 번째 단락 는 제119마디부터 제162마디까지 총 44마디이

며, 연주 속도는 ♩=ca.88-92이다. 나타냄말은 ‘점차 쌓아나가라’는

의미의 gradully building이다. 
 , 

 , 
 박자로 구성되며 총 11회

에 걸쳐 박자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 단락 는 제163마디부터 제186마디까지 총 24마디이

며, 연주 속도는 ♩=84-92이다. 나타냄말은 ‘장단감을 가지고’의 의

미인 with a groove45)이다. 
 , 

 , 
 , 
 박자로 구성되며 총 10

회에 걸쳐 박자의 변화가 나타난다.

위에서 밝힌 <Trembling Light>의 악곡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44) 마르카토. 음 하나 하나를 명확하게 새겨서 리듬을 강조하라고 지시하는 용어
로, 약자는 marc.이다. 이는 <강조된>이란 뜻. 음 하나하나를 명확하게라는 뜻
을 말한다(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
호뮤직, 2002).

45) 이는 흔히 말하는 ‘장단’을 가리킨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
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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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 분류한 단락에 따라 선율 진행과 리듬 구성을

중심으로 악곡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락
마디

(마디수)
박자의 변화 연주 속도, 지시어

 1∼39
(39)




→ 


→ 


→ 


→




→ 


→ 


→ 


→




→ 


→ 


→ 


→




→


→


→


→





=ca.88, 
Floating and rocking, 

with deep accents

 40∼58
(18) 


→


→
 ♩=ca.83

A bit slower

 59∼93
(35)




→ 


→ 


→ 


→ 


→


→


♩=92
Faster, aggressive,

marcato

 94∼118
(25)




→ 


→ 


→ 


→ 


→ 


→ 


→ 


→ 


→




→


→


♩=80,
Slower, calm

 119∼162
(44)




→ 


→ 


→ 


→ 


→ 


→ 


→ 


→ 


→




→


→


♩=ca.88-92,
Faster, 

gradully building

 163∼186
(24)




→


→


→


→


→ 


→ 


→ 


→ 


→




→


♩=84-92,
Slightly slower, 
with a groove

<표 2> <Trembling Light>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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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름(Tone name)46)을 표기할 때는 영문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

기하고, 옥타브(Octave)47)에 따른 표기는 아래의 <예보 1>과 같이

‘가온 도(c’)’를 중심으로 C-c-c’(가온 도)-c’’-c”’로 한다.48)

<예보 1> 음이름 표기

C c c’ c” c”’

1) 단락 

해금과 피아노의 유니즌49)으로 시작하는 단락 는 제1마디부터

제39마디까지이다. 하지만 선율의 진행상 단락 에 해당하는 제40

마디 해금의 첫 음인 c’음까지 포함하여 분석한다. 단락 의 음역

은 e음부터 a♭’음까지이며, 해금의 구성음을 악보로 나타내면 아래

의 <예보 2>와 같고, 단락 를 구성음과 선율 진행, 리듬 패턴에

46) 옥타브 안에 포함되는 12개의 다른 음에 붙은 고정적인 이름. 으뜸음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계이름과는 구별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47) 완전8도 음정. 높고 낮은 두 음의 진동수비가 1：2인 음정. 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은 음처럼 느껴진다. 이 두 음은 같은 음이름을 가진다. ＜옥타브로 연
주한다＞는 말은 1옥타브 사이를 두고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삼
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48) Several competing schem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fic octaves are in
use. The one employed in this dictionary and widely used elsewhere is the
first of the three illustrated here, in which middle C (the C occurring
roughly in the middle of the piano keyboard) is designated c’. Don Michael
R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9) ＜하나의 음＞이라는 뜻. 몇 개의 인성(人聲), 몇 개의 악기 혹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같은 음 혹은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일. 엄격하게 같은 높이의 음일 
때도, 다른 옥타브에 걸칠 때도 있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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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세부 악절로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예보 2> 단락 의 구성음

단락 악절 마디 (마디수)


ⓐ 1∼12 (12)

  ⓐ 13∼23 (11)
ⓑ 24∼29 (6)
ⓒ 30∼39 (10)

<표 3> 단락 의 세부 구조

제1마디부터 제12마디까지인 악절 ⓐ와 제13마디부터 제23마디까

지인 악절 ⓐ는 리듬과 음정의 변형을 포함한 악절 ⓐ의 반복으

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단락 의 세부적인 악곡 분석은 ⓐ와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악절 ⓐ와 악절 ⓐ’에서 공통적으로 해금이 한 음을 길게 지속하

는 반면, 피아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표 삽입)의 리듬 형태를 반

복한다. 악절 ⓐ에서 해금과 피아노의 음정 관계 완전 1도로 진행되

고, 셈여림 역시 아래 <예보 3>의 제10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

치한다. 하지만 악절 ⓐ’는 제16마디, 제18마디에서 해금과 피아노의

음정 관계가 증4도와 감5도로 각각 부딪히고 셈여림 역시 해금은

작게 시작하여 3박 동안 점차 커지는 반면, 피아노는 갑자기 크게

시작하여 3박 동안 점차 작아진다.

<예보 3>을 보면 악절 ⓐ의 제1마디부터 제3마디까지 11박자에

해당하는 f’음에서 증9도 상행 진행하여 g’음으로 도달하여 12박자를

지속한다. 이렇게 f음과 g’음은 총 6마디, 총 23박자에 걸쳐 나타난



- 19 -

다. 이에 반해 동일하게 증9도 상행 진행을 하는 악절 ⓐ‘에서 f음은

제13마디에서 4박자, g’음은 제14마디에서 4박자로 총 2마디, 8박자

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3> 단락 의 세부 분석 1

아래 <예보 4>와 같이 악절 ⓐ의 제7마디부터 제9마디까지는 앞

선 제1마디부터 제6마디까지의 f음과 g’음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제

7마디에서 b♭으로 진행하는데 반해 악절 ⓐ’에서는 이러한 반복 없

이 제15마디에서 바로 b♭음이 등장한다.

<예보 4> 단락 의 세부 분석 2

아래 <예보 5>에서는 앞선 두 경우는 반대되어 악절 ⓐ의 박자가

악절 ⓐ’에서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 악절 ⓐ의 제10마디에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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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자로 할 때, b♭음이 3+
박인 것에 비해 악절 ⓐ’의 제15마디

부터 제16마디까지 두 마디에 걸쳐 b♭음이 5박자 지속된다. 악절 ⓐ

의 제11마디 마지막 음정인 e♭’음은 ♩.를 한 박으로 기준할 때, 총

3마디에 걸쳐 6박과 
박만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7마디부터 제18마디까지 총 두 마디, 총 7박자 지속하는

e’음으로 확대되어 반복된다. 또한 악절 ⓐ의 제10마디를 보면 b♭에

서 e’로 증4도 상행 진행하는 데 반해, 악절 ⓐ’의 제16마디부터 제

17마디까지를 보면 b♭에서 e♭’로 완전4도 상행 진행하는 선율의 변

화가 나타난다.

<예보 5> 단락 의 세부 분석 3

악절 ⓐ는 아래 <예보 6>처럼 b♭에서 e’로 도달한 후 e’음을 지

속하며 마무리된다. 하지 만 악절 ⓐ’는 제18마디 e♭’에서 끝나지 않

고 해당 음에서 제19마디 c’음으로 하강 진행하고 이후로 c’-d’-e
♭’-f’로 다시 상행 진행하여 다음 악절 ⓑ의 주요음인 f’로 도달하여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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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 단락 의 세부 분석 4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악절 ⓐ’는 악절 ⓐ의 반복이지만 축소

와 확대를 통해서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보 7>의 제10마디를 보면, 이전에 해금과 피아노의 음정

변화가 같은 박자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b음에서 e’음으로 증4

도 상행 진행은 피아노가 먼저 e’음으로 변화하는 해금이 뒤따라 e’

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박자에서 각기 변화하

지만 해금과 피아노에서의 e’음은 모두 정박에서 벗어난 약박에 악

센트로 연주하면서 더욱 불완전한 느낌으로 긴장감을 구축하게 된

다.

<예보 7> 단락 의 세부 분석 5

아래 <예보 8>을 보면, 악절 ⓐ’의 제15마디부터 제23마디까지 중

해금과 피아노의 유니즌이 제15마디, 제17마디, 제19마디, 제21마디,

제23마디에서 두 마디 간격으로 한 번씩 나타난다. 이와 교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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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마디, 제18마디, 제20마디, 제22마디에서는 해금과 피아노가 각

각 증4도, 감5도, 감8도, 증8도의 음정관계를 보이는데, 이처럼 완전

한 음정 관계와 불완전한 음정 관계의 교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효

과가 강화되고, 피아노와 해금의 선율이 유니즌으로 진행하는 제15

마디의 b♭음, 제17마디의 e♭음, 제19마디의 c’음과 제21마디의 d’음,

제23마디의 f음이 강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보 8> 단락 의 세부 분석 6

악절 ⓑ는 f단조의 조성을 띠는 부분으로 악절 전반에 걸쳐 f’음을

주요음으로 하고, f’음을 수식하는 형태로 선율이 진행된다. 악절 ⓐ

의 마지막 마디인 제23마디에서 미리 제시된 악절ⓑ의 주요음인 f’

음을 토대로 리듬이 아래 <예보 9>와 같이 세 단계에 걸쳐 점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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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는 양상을 보이며 운동성을 띤다.

<예보 9> 단락 의 세부 분석 7

제24마디는 f’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제25마디에서 단3도 위의 a
♭’음이 등장하여 f’음을 수식하고 제27마디에서 f’음의 장2도 아래인

e♭’음이 등장하여 f’음을 수식한다. f’음이 악절 ⓑ의 주요음이라는

것은 아래 <예보 10>에서와 같이 해금 선율 뿐 아니라 피아노 선

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10> 단락 의 세부 분석 8

아래 <예보 11>을 보면, 제27마디에서 피아노의 새로운 리듬 형

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아노의 리듬 형태는

이어지는 악절 ⓒ의 예비라고 볼 수 있으며, 악절 ⓑ의 마지막 마디

인 제29마디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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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 단락 의 세부 분석 9

악절 ⓑ의 마지막 마디인 제29마디는 아래 <예보 12>와 같이, 해

금과 피아노 모두 짧은 악구를 반복하고 해금은 악구를 반복하면서

점차 크레센도를 한다. 이를 통해 상승하는 느낌이 강화된다.

<예보 12> 단락 의 세부 분석 10

악절 ⓒ에서는 앞선 악절 ⓐ, ⓐ’, ⓑ와는 달리 새로운 국면을 맞

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선 피아노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앞선 악절에서는 피아노의 리듬은 주로 셋잇단 음표와 사분음표의

리듬 형태로 이루어졌고, 넷잇단 음표의 리듬 형태가 나타난 경우는

제27마디와 제29마디로 동일한 리듬 형태가 한 마디에서 지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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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악절 ⓒ에서는 아래 <예보 13>과 같이 리듬 형태가 한

마디 내에서 교차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아노에서

악절 ⓒ의 모든 마디에 걸쳐 첫 박에는 모두 클러스터50)가 나타나

앞선 악절 ⓐ부터 악절 ⓑ까지 단선율을 연주하던 형태에서 벗어난

다.

<예보 13> 단락 의 세부 분석 11

악절 ⓒ에서 해금의 선율 진행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장 7

도 상행 진행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

<예보 14>에서 알 수 있듯이, 악절 ⓒ의 첫 마디에 해당하는 제30

마디는 d♭’에서 c”음으로 상행 진행하는데 이는 장7도 관계이다. 제

31마디의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은 제30마디의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의 반복으로 앞선 제30마디와 동일한 형태로 장7도 상행 진

행한다. 또한 제39마디의 두 번째 박 g♭’와 세 번째 박 f” 역시 장7

도의 음정 관계를 형성한다.

50) 밀집 화음 중의 하나. 2도로 구성되는 다중 화음을 가리킨다. 모든 스케일 노트
(음계음)를 2도로 쌓아올린 것과 스케일과 음까지도 포함한 것이 있다. 예를 들
면, 흰 건반을 옥타브 위에서 동시에 울리는 경우(a)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옥타브를 지나서 동시에 울리는 경우(b) 이 둘의 차이에 해당한다. (a)는 코드
사운드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b)는 효과음으로서의 용법이 많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음향을 톤 클러스터라고 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
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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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4> 단락 의 세부 분석 12

제32마디 이후에는 제30마디와 제31마디의 장7도 상행 진행의 모

티브를 장6도 위에서 반복한다. 앞선 제30마디와 제31마디와는 달리

여러 단계를 거쳐 장7도 상행 진행을 형성한다. 제32마디에서는 b♭’

음에서 f”음으로 완전 5도 상행 진행하고, 제32마디 f”음에서 제33마

디 g”음으로 장2도 상행 진행을 한다. 이를 종합하면 첫 음인 b♭’음

부터 마지막 음안 a♭”음까지 장7도 상행 진행을 한 것을 알 수 있

다. 제33마디의 네 번째 박부터 제34마디까지는 f’-b♭’-c”-e♭”로 증4

도, 장2도, 단3도의 관계를 통해 점차적으로 상행 진행을 하는데, 이

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음인 f’부터 마지막 음인 e♭”까지의

장7도 상행 진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7도의 상행 진행

은 아래 <예보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15> 단락 의 세부 분석 1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단락 는 특징은 f’음이 지배적으로 나타

나는 주요음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음을 부각시키기 위하

여 그 외의 요소들은 절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금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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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주로 지속되는 것에 반해 피아노는 리듬을 쪼개어 연주하는데

이는 운동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마치 타악기와 같은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단락 

단락 는 단락 에 비해 조금 느린 속도로 연주된다. 총 18마디

의 비교적 짧은 단락이며, 구성음은 아래 <예보 16>과 같다.

<예보 16> 단락 의 구성음

단락 는 선율 진행, 구성음, 리듬 패턴을 고려하여 ⓐ, ⓐ’, ⓑ의

총 세 악절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악절은 6마디, 7마디, 6마디로

단락 는 다른 단락과 비교하여 비교적 짧은 악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표 4>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단락 악절 마디 (마디수)


ⓐ 40∼45 (6)

  ⓐ’ 46∼52 (7)
ⓑ 53∼58 (6)

<표 4> 단락 의 세부 구조

단락 의 악절 ⓑ를 제외하고 피아노의 리듬 형태는 <예보 17>

과 같이 모두 동일하다. 이는 단락 의 주된 피아노 리듬 형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악절 ⓐ는 제40마디부터 제45마디까지 총 6마

디까지이다. 아래 <예보 17>과 같이, 악절 ⓐ의 첫 마디인 제4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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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아노 첫 음에서 나타나는 최저음과 최고음은 F음과 e음으로

장7도의 음정 관계인데, 이는 단락 의 악절 ⓒ의 주된 음정 관계

인 장7도로 다시 한 번 장 7도의 음정 관계를 각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보 17> 단락 의 세부 분석 1

아래 <예보 18>을 보면, 제42마디부터 제43마디까지 악센트와 이

음줄을 통해 형성되는 헤미올라51)를 통해 강조된 음과 제44마디의

지속음이 g음에서 a음을 거쳐 b음으로 점차 상승하며 진행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18> 단락 의 세부 분석 2

제46마디부터 제52마디까지 총 7마디에 해당하는 악절 ⓐ’는 악절

ⓐ의 변형된 반복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아래 <예보 19>에서 보듯

51) hemiola. 두 개로 나누어야 하는 길이를 세 개의 음표로 나눈 리듬. (삼호뮤직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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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절 ⓐ가 
 박자였던 것에 비하여, 악절 ⓐ’는 

 박자로 축소된

형태이다.

제47마디는 제42마디와 구성음은 완전 8도의 관계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제47마디는 제42마디의 리듬 형태가 변화된 양상이지만 g’음

과 e’음이 3회 반복하여 나타나고, 악센트와 이음줄 역시 같아서 제

43마디와 마찬가지로 g’이 강조된다. 제48마디는 제43마디와 동일하

게 a’음이 강조되고 모두 셋잇단 음표로 이루어졌는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악절 ⓐ는 
박자이고, 악절 ⓐ’는 

박자이기 때문에 제

43마디가 셋잇단 음표 4개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셋잇단 음표 3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제43마디의 마지막 음인 g음과 제44마디의 첫

음인 b음의 음정 관계는 단 3도로, 제48마디의 마지막 음인 a’와 제

49마디의 첫 음인 c#’음의 음정 관계와 동일하다. 이 역시 아래 <예

보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19> 단락 의 세부 분석 3

아래 <예보 20>에서처럼 악절 ⓐ’는 악절 ⓐ가 점차 상행 진행하

며 제45마디의 b음에서 끝나는 것과는 달리 제47마디와 제48마디를

통해 악절 ⓐ를 변형하여 반복한 뒤에 c#’음, d#’음, b음을 거쳐 a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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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끝난다. 이처럼 반복을 거치며 확대하는 양상은 앞선 단락 
의 악절 ⓐ와 악절 ⓐ’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보 20> 단락 의 세부 분석 4

아래 <예보 21>을 보면, 악절 ⓑ에서 해금은 리듬이 모두 헤미올

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마디가 한 프레이즈인 총 6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53마디부터 제54마디까지의 두 마디를 바로 뒤의 제55마디

부터 제56마디에서 모방한다. 이 중 제54마디에서 제54마디를 연결

할 때 e’음에서 a’음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제55마디에서 제56마

디를 연결할 때는 e’음에서 d#”음으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제54마디

와 제56마디는 모두 b’음으로 끝나지만 제54마디는 상행하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제56마디는 하행하는 느낌이 강하다.

<예보 21> 단락 의 세부 분석 5

<예보 22>에 제시된 것처럼, 피아노는 6마디에 걸쳐서 총 12회의

화성 진행을 하는데 이는 주로 단선율로 이루어진 이전의 악절 ⓐ,

악절 ⓐ’와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락 의 피아

노가 악절 ⓐ부터 악절 ⓑ까지는 단선율로만 진행하다가 악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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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음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리듬

형태 역시, 이전에는 해금선율이 지속음을 연주하는 동안 피아노 선

율이 리듬을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악절 ⓑ에서 해금은 비

교적 리듬을 쪼개어 연주하고, 피아노는 리듬을 쪼개지 않고, 지속

음을 연주한다.

<예보 22> 단락 의 세부 분석 6

또한 제53마디에서 피아노는 해금에 종속된 화음의 기능을 하는

데, 곧바로 이어지는 제54마디의 해금의 a’음과 피아노의 g#’음은 단

2도의 음정 관계로 부딪히는 느낌을 준다. 제55마디에서 해금은 제

53마디의 선율을 반복하고, 피아노는 제53마디와 같이 해금의 선율

에 피아노가 화성적 색채를 더한다.

제57마디와 제58마디는 앞선 제53마디부터 제56마디까지 해금이

셋잇단 음표를 3회 반복하고 2분 음표를 굵은 농현으로 지속하며

마무리하는 리듬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이음줄과 쉼표를 사

용한다. 이러한 리듬 형태의 변화는 아래 <예보 23>에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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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선 악절 ⓐ와 ⓐ’에서 공통적으로 g(g’)음과 a(a’)이 강조되

었다면 악절 ⓒ에서는 지속음을 통해 b’음이 강조되며 주요음의 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23> 단락 의 세부 분석 7

이상 단락 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락 는 비교적 단

순한 선율 진행과 구성을 가진 짧은 단락으로 g’음, a’음, b’음이 주

요음이라고 볼 수 있고 셋잇단 음표와 헤미올라의 사용이 리듬 구

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 단락 

구체적으로 농현에 대한 지시가 되어 있는 앞선 단락들과는 달리

제89마디를 제외하고는, 농현에 대한 지시가 빠른 농현을 하라는

fast vibrato 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다른 단락들과 구분되는 특징

이라고 볼 수 있다. <Trembling Light>의 주요 요소인 다양한 형태

의 농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악상을 그려냈는지를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보겠다. 분석에 앞서 단락 의 구성음은 아래

<예보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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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4> 단락 의 구성음

단락 는 선율 진행과 리듬 구성에 따라 세 악절로 나눌 수 있

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단락 악절 마디 (마디수)


ⓐ 59∼72 (14)
ⓑ 73∼89 (17)
ⓒ 90∼93 (4)

<표 5> 단락 의 세부 구조

아래 <예보 25>와 같이, 제63마디부터 제71마디까지 총 9마디에

걸쳐 해금의 선율을 피아노가 1박자 뒤에서 모방한다. 이때 피아노

의 선율은 악센트를 포함한 해금의 선율을 변화 없이 그대로 반복

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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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5> 단락 의 세부 분석 1

아래 <예보 26>을 보면, 제73마디부터 제84마디까지는 앞선 제63

마디부터 제71마디까지 보다 모방 간격이 좁아지며 총 12마디에 걸

쳐 해금의 선율을 피아노가 
 박자 뒤에서 모방한다.

제74마디에서는 해금의 g’음을 모방하는 피아노는 g’음과 동시에

a’음을 낸다. 이는 제76마디, 제80마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

75마디에서는 해금의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의 a’음과 a”음은 각

각 피아노의 a음과 a’음으로 한 옥타브 낮게, 네 번쨰 박의 a’음은

a”음으로 한 옥타브 높게 나타나는 등 단순 모방에서 벗어나는 양상

을 보인다. 제77마디부터는 피아노의 오른손 선율을 한 옥타브 낮춘

선율이 왼손 선율에 추가된다. 또한 제78마디, 제79마디, 제81마디,

제82마디, 제83마디, 제84마디는 한 마디를 기준으로 한 마디 내에

서 주로 앞선 음정들을 누적시키며 점차 두꺼워지는 클러스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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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인다.

<예보 26> 단락 의 세부 분석 2

아래 <예보 27>을 보면, 제91마디부터 제93마디까지 총 3마디에

걸쳐 해금의 선율을 피아노가 1박자 뒤에서 모방한다. 해금의 선율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마디의 첫 음과 마지막 음은 그대로 모

방하고 이외의 음들은 모두 직전의 음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며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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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형하여 모방한다.

<예보 27> 단락 의 세부 분석 3

Thomas Osborne에 따르면 이처럼 그는 캐논 형식을 활용하여 물

결을 표현하고자 했다. 해금의 주제를 피아노가 모방하면서 따라가

는 듯한 이미지는 물결이 계속해서 이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악절 ⓐ는 모두 특정 리듬 형태가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고, 불규

칙한 리듬의 배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음줄과

붙임줄, 악센트를 이용해 강세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59마디부터 제62마디까지는 악절 ⓐ의 제시부로 볼 수 있다. 아

래 <예보 28>을 보면, 제62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센트가 첫 박

의 a’음에서만 나타나며 이음줄과 붙임줄의 사용은 한 마디 내에서

만 나타난다. 구성음은 대부분 주요음인 a’음, c”음, e”음이지만, 4마

디에 걸쳐 c”음이 2회 나타나고, e”음이 1회 나타나 대부분이 주요

음인 a’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62마디에서 악센트가 두 번째 박인 c”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어지는 악절 ⓐ의 제63마디부터 제71마디까지 나타나는 악센트의

변화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덧붙여 제63마디는 앞선 제59마디부터 제61마디까지와 동일하게

주요음인 a’음이 첫 번째 박에 등장할 때 악센트가 붙는다. 반면에

제64마디에서는 여기에 두 번째 박에 해당하는 c”음에 악센트가 붙

으면서 제62마디에서 예고되었던 대로 악센트의 변화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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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8> 단락 의 세부 분석 4

악절 ⓑ는 악절 ⓐ와는 달리 짧은 악구들의 반복이 특징적으로 나

타난다. 우선 아래 <예보 29>와 같이, 제75마디부터 제76마디는 제

73마디부터 제74마디에서 옥타브를 이동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예보 29> 단락 의 세부 분석 5

아래 <예보 30>을 보면, 제78마디는 제79마디에서 반복되는데, 이

때의 리듬 형태는 제74마디와 제76마디, 제80마디의 리듬 형태와 같

다.

<예보 30> 단락 의 세부 분석 6

또한 아래 <예보 31>과 같이 제81마디는 제83마디에서 반복되고,

제84마디에서도 마지막 음을 제외하고는 반복된다. 이 때 나타나는

리듬 형태는 제86마디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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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1> 단락 의 세부 분석 7

이처럼 악절 ⓑ는 짧은 악구나 리듬 형태의 반복을 통해서 특정

악구나 리듬 형태가 각인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통해 피아노가

해금을 모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락 의 모방이라는 아이디

어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악절 ⓑ에서는 악절 ⓐ의 주요음인 a’음에서 완전 8도 위인

a”음으로 이동하고, 또 그보다 완전 4도 위인 d”’음으로 점차 상승하

며 이동한다. 이러한 주요음은 주로 반복을 통해 각인된다.

아래 <예보 32>를 보면, 제89마디는 제86마디부터 줄곧 d”’음을

반복하며 주요음이 이동하였고, 직전의 제88마디에서 d”’음과 c#”’ 총

8회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d”’음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의도적으로 d”’음을 회피하고 b”음으로 하행 진행한다.

<예보 32> 단락 의 세부 분석 8

<예보 33>과 같이, 악절 ⓒ는 단락 와 단락 의 경과구 역할

을 하며 단락 의 제53마디부터 제58마디와 같이 늘어지고, 모호한

느낌의 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주요음이 분명하고, 리드미컬한 단락

의 악절 ⓐ, 악절 ⓑ와 완전히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단락 의 예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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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3> 단락 의 세부 분석 9

이상 단락 를 분석한 결과, 단락 전반에 걸쳐 모방이라는 아이

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는 주요 요소인 농현이 아닌

모방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여 악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음은 a’음으로 단락 전반에 걸쳐서 a’음을

수식하는 형태의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4) 단락 

단락 는 빠르고 복잡한 리듬으로 구성되었던 단락 에 비해

비교적 느리고 단순한 리듬으로 구성되었고, 연주 속도 역시 느려진

다. 단락 의 구성음은 아래 <예보 34>와 같다.

<예보 34> 단락 의 구성음

단락 는 피아노의 선율과 리듬에 따라 두 악절로 나눌 수 있다.

세부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단락 세부 마디 (마디수)

 ⓐ 94∼103 (10)
ⓑ 104∼118 (15)

<표 6> 단락 의 세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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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5>를 보면, 단락 는 제94마디, 제104마디, 제105마디, 제
109마디, 제113마디, 제116마디, 제117마디, 제118마디의 총 25마디

중 8마디를 제외하고는 마디와 마디 사이는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이에 따라 강약의 도치 현상이 발생한다.

<예보 35> 단락 의 세부 분석 1

아래 <예보 36>에서 보듯이, 악절 ⓐ의 선율진행은 e’-g’-a’-(c”)-c#”,

g’-a’-(c”)-f#”-d”로 온음 음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달

빛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예보 36> 단락 의 세부 분석 2

<예보 37>과 같이, 악절 ⓐ의 피아노 선율 진행을 보면 반복되는

e’음은 리듬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음의 경우, 장 3화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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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 3화음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절 ⓑ의 경우, 아래 <예보 38>에서 볼 수 있듯이 제106마디부

터 제116마디까지 피아노와 해금이 마치 주고 받듯이 한 마디씩 교

차하며 선율을 진행한다. 또한 악절 ⓑ 전체적으로 피아노는 유사한

리듬 형태를 반복하는데 이 역시 아래 <예보 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절 ⓐ에서 피아노 선율의 화음이 장3도와 증3도에 근간을

두었다면, 악절 ⓑ의 피아노 선율을 완전5도 근간을 둔다.

<예보 37> 단락 의 세부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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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8> 단락 의 세부 분석 4

아래 <예보 39>를 보면, 제116마디부터 제118마디까지는 해금은

e’-f#’, e’-g#’의 상행 진행으로 다음 단락인 단락 으로 연결하는 경

과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보 39> 단락 의 세부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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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단락 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3도 화음과 완전5도 화

음을 근간으로 한 피아노 선율 진행을 바탕으로 해금은 온음 음계

와 유사한 음정 관계를 형성하며 선율을 진행하는데 이는 달빛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단락 

단락 는 <Trembling Light> 전체 악곡 중 클라이막스에 해당

한다. 피아노는 전체 악곡 중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해금 역

시 전반적으로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고, 빠른 리듬의 형태가 반복된

다. 단락 의 구성음은 아래 <예보 40>과 같다.

<예보 40> 단락 의 구성음

단락 는 해금의 선율 진행과 피아노의 선율 진행을 고루 반영하

여 총 4개의 악절로 나눌 수 있다. 단락 의 세부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단락 악절 마디 (마디수)


ⓐ 119∼131 (13)
ⓑ 132∼136 (5)
ⓒ 136∼145 (10)
ⓓ 146∼162 (17)

<표 7> 단락 의 세부 구조

아래 <예보 41>에서 알 수 있듯이, 악절 ⓐ의 피아노 리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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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동일하거나 규칙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는 단락 의 악절 ⓐ와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피아노의 선율 진행을 보면 화성 진행을 하고 있지

만 f”’음은 악절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악절 ⓐ의 주요음이 f”’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41> 단락 의 세부 분석 1

또한 위의 <예보 41>과 아래 <예보 42>의 피아노를 보면, 점차

층이 두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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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2> 단락 의 세부 분석 2

아래 <예보 43>에서 알 수 있듯이, 해금의 경우 16분 음표와 8분

음표가 결합된 리듬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보 43> 단락 의 세부 분석 3

제135마디부터 제140마디까지는 리듬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는 아래 <예보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리듬은 점

차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선율 진행 역시 점차 높아지며 반복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승하는 분위기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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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4> 단락 의 세부 분석 4

제144마디부터 제145마디까지는 <Trembling Light> 전체 악곡

중에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래 <예보 45>와 같이,

셈여림은 해금과 피아노 모두 fff로, 전체 악곡 중 가장 크게 연주되

고, 해금과 피아노 모두 <Trembling Light>의 구성음 중 가장 높은

음인 f’”음을 유니즌으로 연주한다.

<예보 45> 단락 의 세부 분석 5

앞선 악절 ⓒ가 클라이막스에 해당했다면, 악절 ⓓ는 음역이나 주

법 측면에서 이와는 매우 대비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피아노

는 다시 단선율로 선율을 진행하고 해금 역시 주로 지속음으로 단

순한 리듬 형태를 보인다.

아래 <예보 46>을 보면, 제148마디부터 제156마디까지는 g”-b’♭

-e”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축약된 형태로 제157마디부터 제159마디

까지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제154마디, 제158마디의 b♭’음과 제

155마디, 제159마디의 e”음이 이루는 음정 관계와 제159마디의 e♭”

음과 제160마디의 a’음의 음정 관계가 모두 증 4도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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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6> 단락 의 세부 분석 6

이상 단락 를 세부 분석한 결과, 단락 의 악절 ⓒ는

<Trembling Light>의 전체 악곡 중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짧은 악구의 반복과 높은 음역을 통해 강조된다. 악절 ⓐ와 악

절 ⓑ를 통해 점차 클라이막스인 악절 ⓒ로 진행하였다면, 악절 ⓓ

는 악절 ⓒ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악절 ⓒ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

에 단락 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한다.

6) 단락 

단락 는 단락 의 전체적으로는 재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

에도 앞선 각 단락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단락 내에 포함되어 있

다. 주요음이 f로 단락와 마찬가지로 농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가 마지막 마디인 186마디를 제외하고는 악보 위에 나타나지 않는

다.

단락 의 구성음은 아래 <예보 47>과 같다.

<예보 47> 단락 의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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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는 단락 와 같이 다시 f’음을 주요음으로 하여 f’음을 수

식하고 강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피아노의 역할은 타악기로서의

역할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단락 의 세부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단락 악절 마디 (마디수)


ⓐ 163∼167 (5)
ⓑ 168∼176 (9)
ⓒ 177∼186 (10)

<표 8> 단락 의 세부 구조

<예보 48>과 같이, 해금의 솔로로 이루어진 악절 ⓐ는 제163마디

부터 제167마디까지이며, 단락 의 악절 ⓑ와 같이 f’음을 주요음으

로 하고, 이를 수식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

다. 특이한 점은 주요음인 f’음이 아닌, 이를 수식하는 a♭’음, e♭’음에

악센트가 붙는다는 것이다.

<예보 48> 단락 의 세부 분석 1

아래 <예보 49>를 보면, 악절 ⓑ의 제168마디부터 피아노 연주자

는 피아노의 건반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친다. 양손을 이용해 피아

노의 건반 아랫부분을 치며 각 손의 음고 차이가 발생하고 되고, 피

아노는 마치 장구 같은 타악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해금과

동등한 역할을 하던 피아노는 해금을 반주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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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금은 악절 ⓐ와 마찬가지로 f’음을 수식하는 형태로 진행

하면서 g♭”음을 거쳐 f”음까지 도달하여 음역의 확장을 이룬다. 제

177마디부터는 악절 ⓒ에 해당하는데 앞선 악절 ⓐ와 악절 ⓑ에서

수식하는 음들에 악센트를 붙였다면 악절 ⓒ에서는 주요음인 f’음에

악센트를 붙인다. 이를 통해 f’음이 더욱 강조된다.

<예보 49> 단락 의 세부 분석 2

악절 ⓐ와 ⓑ에서 a♭’음, e♭’음, b♭’음 순서로 나타나며 f’음을 수

식하였다면, 반대로 b♭’음, e♭’음, a♭’음 순서로 점차 수식하는 음정

들은 사라지며,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보인다. <예보 50>을 보면

제183마디에 이르러서는 f’음만 남고, 이는 제185마디까지 지속되며,

전체 악곡의 마지막 마디인 제186마디는 f’ - f” - f”’의 완전 8도

상행 진행의 반복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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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0> 단락 의 세부 분석 3

단락 는 단락 의 재현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주요음인 f’를 중심으로 f minor의 조성을 느낄 수 있으며, e♭’음, a
♭’음, b♭’음이 차례로 나타나며 f’음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악곡 구조는 연주 속도와 악상에 따라 크게 여섯 단

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단락 는 ⓐ, ⓐ’, ⓑ, ⓒ의 네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악절 ⓐ와 악절 ⓐ’는 해금과 피아노의 선율이 대부분 유니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9마디 중 26마디 동안 피아노는 동일한 리듬 형

태를 반복한다. 해금은 악절 ⓑ에 이르러서야 리듬이 분절되는 형태

를 보이며, 악절 ⓐ와 악절 ⓐ’은 한 음을 길게 지속하는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절 ⓐ’는 악절 ⓐ와 피아노의 반주 패턴과 구성음

이 유사하고, 악절 ⓐ의 리듬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선율 진행을

변형하는 형태로 반복한다. 악절 ⓑ는 주요음인 f음을 중심으로 주

요음을 수식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f단조의 조성을 띤

다.

단락 는 ⓐ, ⓐ’, ⓑ의 세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해금은 셋잇단

리듬이나 헤미올라를 주로 사용한다. 악절 ⓐ와 악절 ⓐ’에서 피아

노는 모두 동일한 리듬 형태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단락

의 악절 ⓐ와 악절 ⓐ’에서처럼 유사한 구성음을 반복하는 과정에

서 축소 또는 확대를 통해 변형한다. 악절 ⓑ에서 피아노는 최초로

단선율이 아닌 화성 진행을 하고, 분절된 형태의 리듬이 아닌 2박자

의 지속음을 낸다. 악절 ⓑ는 2마디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

사한 리듬의 형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단락 는 ⓐ, ⓑ, ⓒ의 세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는 해금

의 선율을 피아노가 반복하는 캐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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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특징이다. 악절 ⓐ와 악절 ⓒ에서는 피아노가 한 박자 뒤

에서 해금의 선율을 뒤따르며 반복하고, 악절 ⓑ에서는 피아노가 반

박자 뒤에서 해금의 선율을 뒤따르며 반복한다. 이러한 캐논 형식을

통해 작곡가는 흔들리는 물빛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악절 ⓐ에서 피

아노가 단순히 해금의 선율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악절 ⓑ와 악절 ⓒ에서 피아노는 앞선 음정들을 누적시키며 점차

두터워지는 형태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단락 는 ⓐ, ⓑ의 두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에서 해금은
온음음계와 유사한 음정관계를 지속하고, 피아노는 장 3도 화음, 단

3도 화음, 완전 5도 화음을 근간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

로 달빛의 이미지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프레이즈가

작게 시작하는데, 해금은 주로 크레셴도를 하여 다시 디크레셴도를

하며 작게 끝나는 반면, 피아노는 크레셴도를 하여 크게 마무리한

다.

단락 는 ⓐ, ⓑ, ⓒ, ⓓ의 네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악곡

중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다. 해금 선율을 살펴보면 단락 전반에

걸쳐 짧은 단위의 반복이 나타난다. 구성음의 음역 역시 전체 악곡

중 가장 높다. 특히 악절 ⓒ의 경우, 해금이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동일한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된 짧은 형태가 반복되면서 클라이막

스를 형성한다. 피아노 역시 악절 ⓐ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125마

디부터 한 번에 5개음 혹은 6개음을 내며 한 마디 혹은 그 이상 동

안 동일한 음을 짧은 시가로 계속해서 반복한다.

단락 는 ⓐ, ⓑ, ⓒ의 세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단

락 의 재현부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앞선 단락들의 특징이 재

현된다. 피아노는 손바닥으로 피아노의 아랫면을 치며 유율 악기가

아닌 무율 악기 같은 효과를 낸다. 악절 ⓐ에서는 단락 에서처럼
주요음인 f음을 중심으로 f음을 수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 하지

만 단락 와는 달리 악절 ⓑ부터는 점차 수식하는 음들이 사라지

고, 악절 ⓒ의 제183마디에 이르러서는 f음만 남아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Trembling Light>의 구조에 대하여 정리하면, 단락

는 전체 악곡 중 제시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락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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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까지는 전개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단락 는
전체 악곡에서 가장 고조되는 클라이막스이며, 단락 는 재현부라

고 볼 수 있다.

<Trembling Light>에서 반복이라는 아이디어가 지배적으로 사

용되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비교적 큰 범위에 걸쳐 나

타나는 반복은 피아노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리듬 형태나 선율을 반

복하거나, 해금의 선율을 모방하는 캐논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짧은 단위의 리듬 패턴이나 선율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

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의 반복을 통해 흔들리는 빛이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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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embling Light」 연주법 분석

해금의 연주법은 왼손 주법을 결정하는 운지법과 활을 쓰는 방향

을 정하는 운궁법이 대표적이다. 전통음악의 경우, 대다수의 악곡이

운지법과 운궁법이 제시되어 있어 운지법과 운궁법 등의 연주법을

정하는 데 있어 연주자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작

음악의 경우 운지법, 운궁법 등 연주법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연주자의 해석을 토대로 다양한 양상의 연주법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Trembling Light>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음

색과 음량을 적절히 낼 수 있도록 운지법과 운궁법에 대해 분석해

보고, 운지법, 운궁법과 외에 주의해야 할 특징적인 연주법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운지법

해금은 다른 악기와는 달리 지판이나 지공이 없이 연주하기 때문

에 조옮김(transposition)52)과 조바꿈53)이 수월하고 미분음 연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54) 이러한 연유로 연주자의 자율성이 보

장되지만 이와 동시에 포지션 설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여기

서 포지션의 설정이란 유현 1지(指)를 어떤 음정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포지션 내에서 발음할 수 있는 음역이 한정

52) 각 음의 상호 음정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즉 계이름을 바꾸지 않고), 악곡 전
체를 그대로 위(높이거나) 또는 아래(낮추거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E
♭장조의 곡을 D장조로 반음 낮추어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성악곡을 가
수의 성역(聲域)에 맞추는 경우나, 기악곡을 원곡과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경우
등에 흔히 쓰인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
전』, 삼호뮤직, 2002).

53) 어떤 곡이 도중에서 지금까지 키(조)를 벗어나, 다른 키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54) 여수연, “金勝根 作曲 <奚琴 獨奏曲 2004> 分析硏究”,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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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구성음과 음역대를 파악하고 프레이징에 따라 연주

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설정한다. 포지션을 설정하면 이에 따라 각

음정에 대한 운지법을 설정할 수 있다.

운지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단락별로 포지션의 이동이 이루어지

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악보 위에 손가락 번호를 표

기할 때는 유현의 경우 ○안에 숫자로, 중현의 경우 ●안에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한 손가락 번호에서 내에서 반음 눌러서

잡는 것은 (+1)로, 그 보다 반음 더 눌러서 잡는 것은 (+2)로, 반음

풀러 잡는 것은 (-1)로, 그 보다 반음 더 풀어서 잡는 것은(-2)로, 1

指를 올려서 본래의 음정보다 낮은 음정을 내는 것을 ↥로, 각 손가

락 번호 오른쪽에 표기하겠다. 4指를 내려서 옥타브 이상의 음을 내

는 것은 ⑤로 표기하겠다. 또한 동일한 운지의 음정이 반복될 때는

앞선 음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각 단락의 운지법을 밝히 전에 앞서 전체 곡의 음역을 확인하여

모든 음정이 발음 가능하도록 조율법을 파악하여야 한다.

<Trembling Light>의 음역은 아래 <예보 51>과 같이, 최저음인 e

음부터 최고음인 f”’음까지로 최저음인 e를 발음하기 위하여 개방현

기준, 유현을 b♭로, 중현을 e♭로 조율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보 51>

<Trembling Light>의 음역

1)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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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보 52>에서 보듯이, 단락 의 제1마디부터 제22마디의

두 번째 박까지는 유현 1指를 c’로 잡는 것이 적합하다. 해당 부분의

음역이 최저음인 f음부터 최고음인 g’까지로 포지션의 이동 없이 연

주가 가능하다.

<예보 52> 단락 의 운지법 1

❶ -

아래 <예보 53>과 같이, 제22마디의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포르타멘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금은 유현 2指로

d’음을 내다가 시프팅을 통해 유현 2指로 e♭’음을 낸다. 이를 통해

포지션이 d’포지션으로 변화한다. 이후 포르타멘토를 하며 제23마디

로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유현 2指 시프팅을 통해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e♭’포지션은 제30마디 첫 번째 박까지이다.

<예보 53> 단락 의 운지법 2

② ② ② ② ② ② ②

아래 <예보 54>와 같이, 제30마디 두 번째 박인 c”음에는 비교적

짧은 포르타멘토가 붙어 있는데 이 포르타멘토를 표현하며 시프팅

을 하여 a♭’ 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앞의 d♭’음은 e♭’ 포지션의 중현

3指에 해당하는 음이고, c”음은 a♭’포지션에서 유현 3指지에 해당하

는 음으로 동일한 운지에서 자연스러운 시프팅이 가능하다. a♭’포지

션은 제31마디까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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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4> 단락 의 운지법 3

④ ④(+1) ①②③(+1)- - - ❸(+1) ③ ❷

이후 제33마디에서 a♭”음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a♭’포지션에서 발

음이 가능한 음역이지만 새끼손가락을 세워서 연주해야 한다. a♭”음

에 앞서 g”음이 앞꾸밈음으로 나타나고 이에 앞서서는 동일한 음인

g’‘음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새끼손가락을 세워서 발음하는 것은 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아래 <예보 55>와 같이, 제32마디

에서 시프팅을 통해 b♭’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 제31마

디의 마지막 음인 a♭’음은 유현 1指로 발음하는데, 제32마디를 b♭’

포지션으로 이동할 경우 동일한 유현 1指로 운지가 가능하기 때문

에 포지션의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에 점차 음역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32마디의 b♭’음에서 손가락을 벌려서 c”포지션

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f”음은 유현 4指가 아닌 유현 3指로 발음

해야 한다.

<예보 55> 단락 의 운지법 4

❶ ③ -①-- ① ③(+1) ④ -④(+1) ❶ ❸(+1)

이후 단락 의 마지막 음인 c’”음이 제40마디의 첫 음으로 나타

나는데 c’’포지션의 경우 이를 새끼손가락을 세워 발음해야 한다. 하

지만 앞선 b♭”음과 포르타멘토로 연결되어 있고, 그보다 앞서서는

유현 4指에 해당하는 a♭”음이 나타나는데, 이를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보 56>과 같이 제39마디의 f”음으로 이동할 때 손가락

을 아래로 벌려서 d”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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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6> 단락 의 운지법 5

④(+2) ④(+4)④(+2)- - ②(+1)-③ ④ - ①(+1) -① ❶(+1) ②(+1)④ ④(+2)

이상 단락 의 운지법을 정리하면, c’포지션, c#’포지션, d포지션,

a♭’포지션, b♭’포지션, c”포지션, d”포지션을 사용하며 포지션의 이

동은 총 6회 나타난다. 점차 유현 1指로 잡는 음정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보아 악곡을 구성하는 음역이 점차 상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2) 단락 

아래 <예보 57>에서 보듯이, 제42마디에는 <Trembling Light>의 최

저음인 e음이 총 3회 나타난다. 이를 발음하기 위해서 b포지션으로

설정하고, e음은 중현 1指로 발음한다.

<예보 57> 단락 의 운지법 1

④(+4) ❸ ❶ ❸ ❶ ❸ ❶

아래 <예보 58>과 같이, 제47마디부터 제48마디는 앞선 제42마디

부터 제43마디를 완전 8도 위에서 진행하므로 음역대가 상승한다.

따라서 제46마디에서 3박자를 쉬는 동안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예보 58> 단락 의 운지법 2

②(+1)① ②(+1)① ②(+1)① ③(+1)②(+1)- - -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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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마디부터는 g’포지션으로 연주한다. 제53마디부터 제58마디까

지의 최고음은 d#”음으로 e’포지션에서도 발음 가능하지만 이럴 경

우, 유현 4指를 이용해서 d#”음, b음, c음을 모두 발음해야 하므로 각

각의 음정을 명확하게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g’포지션으로 아래

<예보 59>와 같이 연주하여야 한다.

<예보 59> 단락 의 운지법 3

❶ ❷- - ❸- - ②- - ③ ❷- -❸- - ④(+4)- - ③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락 에서는 b포지션, g’포지션, e’포

지션이 사용되고, 포지션의 이동은 총 2회에 걸쳐 나타난다.

3) 단락 

아래 <예보 60>에서 보듯이, 제73마디와 제74마디는 제75마디와

제76마디에서 완전 8도 위에서 반복된다. 제74마디와 제75마디 사이

에 포지션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74마디의 마지막 음인

g’음과 동일한 유현 1指를 이용하여 시프팅을 하면서 a’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제75마디 마지막 음인 a’음에서 제76마디 첫 음인 a”음 사

이에서 손가락을 벌려 유현 1指에서 유현 4指로 시프팅을 하여 d”

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예보 60> 단락 의 운지법 1

② ① ② ① ① - ⑤ ① ④(+1)③(+1) ④(+1)③(+1)④(+1)④(+4)- - -④(+4)④(+1)- - ④(+4)

아래 <예보 61>을 보면, 제81마디부터 d’”음이 나타나는데 이를

d”포지션에서 발음할 경우, 4指를 내려 완전 8도 위의 음을 발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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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빠르게 반복되는 d”음과 c”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

다. 이 때문에 제79마디의 포르타멘토를 활용해 유현 1指에서 유현

3指로 시프팅하며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예보 61> 단락 의 운지법 2

④(+1)③1)② ① ①↥ ④(+1)③(+1)② ① ①↥ ③(+1)②(+1) - ③(+1)④(+2)④(+4)-④(+2)- ③(+1)-②(+1)--②

아래 <예보 62>를 보면, 제91마디부터 제93마디까지는 한 마디에

3음씩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이음줄로 이어진 3음을 발음하는 동안은 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

다. 그러므로 제90마디부터는 c”포지션으로 연주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④ ④(+1)③②❹❸❷(+1)④(+1)③②❹❷(+1)❸①④(+2)②❹❷(+1)❷ ❶↥

이상 단락 의 운지법을 정리하면 g’포지션, a’포지션, d”포지션,

e”포지션, c”포지션의 총 5가지 포지션을 사용하며, 포지션 이동은

총 4회 나타난다.

4) 단락 

단락 의 제97마디부터는 g’포지션으로 연주한다. g’음을 유현
1指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보 63>과 같이 제97마디의 경우,

g’음이 앞선 e’음과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음과 같이

중현 4指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보 62> 단락 의 운지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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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3> 단락 의 운지법 1

❷❹(+1) - ②(+1)③(+1) ③(+2)

아래 <예보 64>를 보면, 제101마디부터 제103마디 첫 번째 박까

지는 c”포지션으로 연주하고, 이후 두 번째 박의 쉼표 동안 g’포지

션으로 이동하여 제104마디부터는 g’포지션에서 연주한다.

<예보 64> 단락 의 운지법 2

❷❸❷❸❹(+1)❸❹(+1)❸④ ② ②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락 에서는 포지션의 이동이 2회 나

타나며, g’포지션, c”포지션을 사용한다.

5) 단락 

단락 는 제119마디부터 제133마디까지 포지션의 이동 없이 g’포

지션으로 연주하다가 아래 <예보 6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34

마디의 마지막 음인 c”음에서 c”포지션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전에

b♭’음에 스타카토가 붙어 있어 포지션을 이동하는 데 있어 편리하

다.

<예보 65> 단락 의 운지법 1

❶(+1)-❷(+1)❶(+1)-❶(+1)❷(+1)❶(+1)❷(+1)❸(+1)③(+1) ❸(+1) ③(+1) ❸(+1)❹(+1) ①②(+1) ②(+1) ①

제136마디와 제137마디에서는 g”음, a”음, c”’음이 반복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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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이를 c”포지션에서는 발음하기 위해서는 유현 4指와 새끼손

가락을 벌리는 주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비교적 짧은 시

가에 해당하는 음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 이에 아래 <예보

66>과 같이, 제135마디의 마지막 음인 f”음에서 e”포지션으로 이동

하여 각각의 음을 유현 2指, 유현 3指, 유현 4指로 발음한다.

또한 제137마디의 세 번째 박부터는 동일한 리듬 형태의 g#”음,

c#”’음, d”’음이 총 10회 반복된다. 이를 정확한 음정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136마디 두 번째 박 마지막 음인 c”’음에서 스타카토를 한

뒤에 g#”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이는 제144마디에서 나타나는

<Trembling Light>의 최고음인 f”’음을 발음하기에도 적합하다.

<예보 66> 단락 의 운지법 2

①③(+1) ①③(+1) ① ①(+1) - ②③④(+2)- - - - ①③(+1)④ ①③(+1)

제148마디부터는 아래 <예보 67>과 같이 앞선 제147마디의 쉼표

를 이용하여 c”포지션으로 이동하고, 단락 의 마지막 마디인 제

162마디까지 포지션의 이동 없이 연주한다.

<예보 67> 단락 의 운지법 3

④(+1) -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단락 는 g’포지션, c”포지션, e”포지

션, g#”포지션의 총 4가지 포지션을 사용하며, 총 4회의 포지션 이동

이 나타난다.

6) 단락 

제163마디부터 시작되는 단락 는 아래 <예보 68>과 같이 e♭’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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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션으로 시작한다. 단락 의 중심음인 f’음을 비교적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유현에서 발음할 수 있고, 제164마디와 제167마디에 등장하

는 e♭’음과의 이음줄을 줄의 이동 없이 유현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 - - - ② - - - - - - - - - -③(+1)②

아래 <예보 69>와 같이, 제175마디까지 점차 상승하는 음역을 자

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제170마디와 제172마디에서 유현 1指를

이용한 시프팅이 나타난다. 제170마디에서는 e♭’포지션에서 f’포지션

으로 이동하고, 제172마디에서는 f’포지션에서 a♭’포지션으로 이동한

다.

<예보 69> 단락 의 운지법 2

② -④(+3)②①① - - ❷ ① ❷ ① -②(+3)①②(+3)①①②④(+1)③❸❹(+1)❸-❹(+1)❷② ❸ ④(+1)④(+3)

<Trembling Light>의 마지막 음인 f”’음을 발음하기 위하여 f’음

에서 f”음으로 진행할 때, 아래 <예보 70>에서처럼 중현 3指에서

유현 1指로 시프팅을 통해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보 70> 단락 의 운지법 3

❸❹(+1)- - - - - - - ❸ - - - - - - - - - - - - ① 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단락 는 e♭’ 포지션, f’ 포지션, a♭’

포지션, f” 포지션의 총 4가지 포지션을 사용하며, 총 3회의 포지션

<예보 68> 단락 의 운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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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나타난다.

이미 서술한 바를 토대로 하여 <Trembling Light>의 운지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Trembling Light>의 전체 음역은 e음부터 f’”음까지로 최

저음인 e음의 발음을 위하여 유현은 b♭’음으로, 중현은 e♭음으로 각

각 조율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락 의 음역은 e음부터 b♭”음까지이지만 단락 의 마지막 음

인 b♭”음이 다음 단락인 단락 의 첫 음인 c”’음과 이음줄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c”’음까지 포함해 포지션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았을 때, 낮은 음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행하여 높은 음

역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포지션의 이동은 총 6회 나타나며, c’

포지션을 포함해 총 7가지 포지션이 사용된다.

단락 는 총 18마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구성 음역은 e음부

터 c”음으로 효과적으로 소리내기 위해서는 단락 내의 포지션 이동

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b포지션을 포함하여 총 3가지의 포지션이

사용되고, 포지션의 이동은 총 2회 나타난다.

단락 는 d’음부터 d”’음까지 두 옥타브의 음역으로 구성된다. 단

락  내에는 해금은 쉼표 없이 연주되는데, 악절 ⓑ에서 급격히 음

역대가 상승하므로 두 단계에 걸쳐 포지션을 이동하여 끊기지 않고

연주하도록 한다. 단락 내에서 총 4회의 포지션 이동이 나타나며, g’

포지션을 포함하여 5가지 포지션을 사용한다.

단락 는 e’음부터 f#”음까지의 음역으로 구성된다. 총 25마디로

단락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음역도 넓지 않아 총 2회의 포지션 이

동이 나타나며, g’포지션과 c”포지션의 2가지 포지션이 사용된다.

단락 는 d♭’음부터 f”’음까지의 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카

토나 포르타멘토, 쉼표를 활용하여 포지션을 이동한다. 총 4회의 포

지션 이동이 나타나며, g’포지션을 포함하여 4가지 포지션이 사용된

다.

단락 는 c’음부터 f”’음까지의 음역으로 구성된다. f”’음은 마지막

마디인 186마디에 단 한 번 등장하고, 그 외에는 모두 c’음부터 g

♭”음까지의 음역 내의 음으로 구성된다. e♭’포지션을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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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포지션이 사용되며, 포지션의 이동은 3회 나타난다.

<Trembling Light>의 운지법을 연구한 결과, 포지션의 이동에서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4도 간격으로 포지션

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선율의 흐름과 음역에 따라 불규

칙적으로 포지션의 이동이 나타난다.

포지션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선율의 흐름을 위해서 쉼표나 스타카

토가 있는 경우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시프

팅을 통하여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운궁법

운궁법이란 활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는 활”,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넣는 활” 중에서 어떤 음을 어떤 활로 사용할지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1음 1활을 기준으로 하여 활을 사용하되,

붙임줄이나 이음줄, 악센트 및 셈여림의 표현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악보 위에 운궁법을 표기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는

활은 +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는 활은 –로 각각 표기한다.

1) 단락 

단락 의 제1마디와 제2마디는 f음이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다.

붙임줄로 연결된 경우에는 보통 활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연자인 여수연 역시 제1마디와 제2마디를 활 변경 없이 사용하였

다. 이는 제1마디부터 제2마디까지의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

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1마디 세 번째 박자부

터 제3마디까지 점차 굵어지는 농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보 71>

과 같이 제2마디에서 활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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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1> 단락 의 운궁법 1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음에서 농현과 셈

여림의 적극적인 표현을 위하여 운궁을 바꾸는 경우이다. 이는 아래

<예보 72>와 같이, 제7마디부터 제8마디까지, 제10마디의 마지막 음

e’, 제13마디까지, 제17마디부터 제18마디까지의 경우에서 각각 나타

난다.

<예보 72> 단락 의 운궁법 2

<예보 73>을 보면, 제4마디부터 제6마디까지의 3마디는 g’음이

♩.를 기준으로 총 12박자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한 활로

표현하기 다소 긴 박자일 수도 있으나 셈여림이 제4마디의 악센트

이후에 점차 작아지고, non vibrato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운

궁의 변화 없이 한 활로 연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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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3> 단락 의 운궁법 3

아래 <예보 74>를 보면, 제18마디에서 제19마디, 제20마디에서 제

21마디, 제22마디에서 제23마디에 걸쳐 나타나는 한 활로 연결하는

것이 포르타멘토를 표현하며 음정과 음정 사이를 연결하는 데에 있

어서는 효과적이겠으나 셈여림에 있어서 포르타멘토에 의해 연결되

는 음에 주로 악센트가 붙고 셈여림이 ff이다. 이에 따라 음을 강조

하기 위해 운궁을 분리하도록 한다.

<예보 74> 단락 의 운궁법 4

반면에 아래 <예보 75>와 같이, 제28마디는 이와 비슷한 형태이

고 셈여림 역시 f이지만 악센트가 없이 점차적으로 소리가 커지는

형태이므로 한 마디를 한 활로 사용한다.

<예보 75> 단락 의 운궁법 5

<예보 76>과 같이, 제18마디의 마지막 음인 e’에서는 한 박자동안

pp에서 ff로의 급격한 크레셴도를 표현하며 포르타멘토 표현을 적극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붙임줄로 이어져 있지만 운궁을 바꾼다.



- 67 -

<예보 76> 단락 의 운궁법 6

아래 <예보 77>에서 알 수 있듯이, 제30마디, 제33마디, 제34마디

의 마지막 음은 모두 이음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짧은 음가를 가지

고 있으므로 활을 바꾸지 않고 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예보 77> 단락 의 운궁법 7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단락 에서 기본적으로 한 음을 한 활로

사용하였고, 붙임줄과 이음줄로 연결된 경우에는 한 음으로 판단하

여 한 활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농현과 셈여림의 표현을 위하여 붙

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궁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처럼 단

락 에서 운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농현과 셈여림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락 

제42마디, 제43마디, 제48마디는 유사한 활의 형태로 나타난다. 활

의 운용에 있어서는 악센트와 이음줄에 따라 강약도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 음이 아닌, 두 음을 한 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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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8> 단락 의 운궁법 1

제57마디의 e’음-d’음과 제58마디의 c”음-b’음은 이음줄로 연결되

어 있으므로 아래 <예보 79>처럼 활의 변경 없이 연결하여 사용한

다.

<예보 79> 단락 의 운궁법 2

이상 단락 의 운궁법을 분석한 결과, 단락 는 1음 1운궁의 원

칙에 따르되 이음줄을 표현하기 위하여 2음 1운궁으로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 단락 

단락 의 경우, 붙임줄과 이음줄의 사용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운

궁 역시 붙임줄과 이음줄에 따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보

80>의 제62마디를 보면, 두 번째 박의 c”음과 a’음은 이음줄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운궁의 변화 없이 한 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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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0> 단락 의 운궁법 1

아래 <예보 81>과 같이, 제88마디의 경우 각 활을 쓰는 것이 음

정을 정확히 내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짧은 음가를 가진 4개의

음이 반복되고,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4음을 한 활로 사용하

도록 한다.

<예보 81> 단락 의 운궁법 2

이상 단락 의 운궁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붙임줄과 이음

줄에 의해 1음 1운궁 원칙이 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는 단락 전반에 걸친 붙임줄과 이음줄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풀

이되는데 이 때문에 단락 를 연주할 때 붙임줄과 이음줄에 유의

하여 활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단락 

단락 의 경우, 포르타멘토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음줄 내에

있는 포르타멘토의 경우에는 운궁을 변화하지 않고, 이음줄이 없는

포르타멘토의 경우에는 운궁을 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아래 <예보 82>의 제98마디를 보면, 포르타멘토로 연

결된 c’음과 c#’음이 이음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c#’음으로 진행할

때, 운궁의 변화는 없다.

<예보 82> 단락 의 운궁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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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아래 <예보 83>의 제109마디를 보면 a’음과 e♭”음은 포

르타멘토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음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포

르타멘토를 살려 표현하되, a’음에서 포르타멘토를 한 이후에 e♭”음

에서 운궁을 변화시킨다. 제111마디의 e♭”음과 e”음의 경우에도 동

일하다.

<예보 83> 단락 의 운궁법 2

5) 단락 

단락 는 앞선 단락 의 제118마디를 포함하여 총 3마디가 붙

임줄로 연결된 g#’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3마디 12박자의 긴 시가

이고 단락 의 경우, 크레센도와 농현을 표현해야 하므로 단락 
의 시작인 제119마디에서 활을 바꾼다.

<예보 84> 단락 의 운궁법 1

아래 <예보 85>의 제132마디를 보면, 두 번째 박부터 마지막 박

까지 e♭’음과 d’음의 장2도 하행 진행이 3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활의 사용은 이음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보 85> 단락 의 운궁법 2

아래 <예보 86>의 경우, 제140마디는 이음줄 없이 d”’음과 g#”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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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가의 음을 각 활로 사

용하는 것보다는 4음을 한 활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제140마

디의 악센트를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예보 86> 단락 의 운궁법 3

이상 단락 의 운궁법을 정리하면, 단락 는 다른 단락에 비해

비교적 빠른 템포와 리듬으로 인해 4음 1운궁이 나타나거나 이음줄

로 연결된 경우 2음 혹은 3음 1운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운궁해야 한다.

6) 단락 

아래 <예보 87>과 같이, 제164마디의 네 번째 박에 해당하는 a♭’

음과 f’음은 이음줄로 이어져 있고, a♭’음에 악센트가 붙어있으므로,

활을 바꾸지 않고 넣는 활로 f’음까지 연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

한 운궁은 제166마디, 제168마디의 a♭’음과 f’음, 제167마디, 제169

마디의 e♭’음과 f’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보 87> 단락 의 운궁법 1

위와 같이 <Trembling Light>의 운궁법은 보편적인 1음 1활의

연주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악곡 전체에 걸쳐 이음줄과

붙임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

음 1활이나 3음 1활과 같이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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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운궁법은 연구자료로 활용한 영상자료에 비해

운궁의 변화가 잦은데 이는 농현과 셈여림의 표현을 극대화하고, 해

금과 피아노의 음량 차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3. 특징적 연주법

<Trembling Light>의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해금의 특징적

연주법은 농현과 포르타멘토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 부분들을 각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

해 세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1) 농현

앞서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Thomas Osborne은

<Trembling Light>에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농현

을 사용하였고, 그 음정이나 다이나믹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농현

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농현을 악보 위에 나타낼 때, 굵은 농현, 가

는 농현 등 농현의 폭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기하며 비교적

단순하게 분류하여 표기하는 것에 비해 <Trembling Light>에는 악

보 위에 농현의 표현이 비교적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작곡

자가 악보 위에 지시한 농현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하도록 하겠

다.

<Trembling Light>의 악보 위에 나타나는 농현은 총 43회로 각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농현 없이 시작해서 점점 굵어지는 경우, (2) 농현 없이 시작해

서 점점 굵어지다가 다시 가늘어지며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 (3)

가늘게 시작해서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지며 끝나는 경우, (4)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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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작해서 가늘어지다가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 (5) 굵은 농현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1) 농현 없이 시작해서 점점 굵어지는 경우

아래 <예보 88>과 같이, 농현 없이 시작해서 농현의 폭이 점점 굵

어지는 경우는 제1마디부터 제3마디까지, 제7마디부터 제8마디까지,

제13마디, 제142마디부터 143마디까지, 제160마디, 제162마디의 10마

디에 걸쳐서 총 7회 나타난다. 농현의 폭이 점차 커지는 부분에는

주로 크레센도가 지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 농현의 폭과 셈여림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88> 농현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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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현 없이 시작해서 점점 굵어지다가 다시 점차 가늘어지며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

아래 <예보 89>와 같이, 농현 없이 시작해서 점차 농현이 굵어지

다가 점차 다시 농현이 가늘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농현이 사라지면

서 농현 없이 지속하는 경우는 제11마디부터 제12마디까지, 제18마

디부터 제19마디까지, 제30마디, 제44마디부터 제45마디까지의 7마

디에서 총 4회 나타나며, 주로 비교적 긴 박자의 음에 지시되어 있

으며, 셈여림 역시 농현의 폭과 일치한다.

(3) 가늘게 시작해서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지며 끝나는 경우

아래 <예보 90>과 같이, 농현이 가늘게 시작해서 점차 굵어지다

가 다시 점차 가늘어지는 경우는 제50마디, 제98마디, 제102마디, 제

104마디, 제110마디, 제112마디, 제118마디의 7마디에서 총 7회 나타

난다. 제50마디와 제108마디를 제외하고는 셈여림과 농현의 폭이 같

은 양상으로 변화한다.

<예보 89> 농현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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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90> 농현 유형 3

(4) 굵게 시작해서 가늘어지다가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

아래 <예보 91>과 같이, 굵은 농현으로 시작해서 점차 가늘어지

다가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는 제148마디부터 제150마디까지, 제152

마디부터 제153마디까지, 제154마디, 제155마디부터 제156마디까지,

제157마디, 제160마디, 제161마디의 11마디에 걸쳐서 총 7회 나타난

다.

<예보 91> 농현 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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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굵은 농현을 비교적 짧은 시가로 연주하는 경우

아래 <예보 92>와 같이, 굵은 농현은 제54마디, 제56마디, 제89마

디, 제107마디, 제109마디, 제121마디, 제122마디, 제133마디, 제134마

디, 제171마디, 제173마디의 11마디에서 총 15회 나타나난다. 주로

셈여림이 강한 부분에서 나타나며, 4박자 동안 굵은 농현을 지속하

는 제89마디를 제외하고는 짧은 시가의 음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보 92> 농현 유형 5

2) 포르타멘토

Thomas Osborne은 유연한 음고를 한국음악의 특징을 꼽았던 만

큼 <Trembling Light>에서는 음정을 바로 내지 않고 끌어올리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악보 위에 나타

나는 포르타멘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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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bling Light> 곡 전반에 걸쳐 포르타멘토는 총 35회 나타

난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 뒤꾸밈

음처럼 표현하는 경우, (2) 앞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경우이다.

(1) 뒤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경우

뒤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총 17회 나타나는데 아래 <예보

93>의 제18마디와 제19마디를 연결하는 포르타멘토만 하행 진행하

는 형태를 보인다.

<예보 93> 포르타멘토 유형 1-1

앞선 예를 제외하고는 아래 <예보 94>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

행하는 포르타멘토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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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94> 포르타멘토 유형 1-2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뒤꾸밈음처럼 표현하는 포르타멘토의

경우 18마디부터 19마디 사이에 나타난 하행하는 포르타멘토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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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상행하는 포르타멘토의 형태이다. 이 중에서도 제78마디와

제79마디 사이, 제79마디와 제80마디 사이, 제109마디, 제113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2도의 음정 관계에서 포르타멘토가 나타난다. 또한

포르타멘토는 제22마디, 제28마디, 제109마디, 제111마디, 제113마디

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포르타멘토를 통해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 앞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경우

음표 앞에 짧게 붙어 있는 포르타멘토와 c주법으로 나눌 수 있다.

c주법은 음표 위에 소문자 c로 표기되어 있으며, slide 하여 음에 도

달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주법은 Thomas Osborne이 작곡한

<Dancing with Shadows>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짧은 포르타멘토는 제30마디와 제31마디에 걸쳐 총 2회 나

타난다. 아래 <예보 95>와 같이, 2회 모두 d♭’부터 c”까지 도약 진

행을 할 때 나타난다.

<예보 95> 포르타멘토 유형 2-1

한편, c주법은 총 14회 나타나는데, 주로 같은 음을 반복해서 내는

경우에 많이 보이고 있다. <예보 96>과 같이 제60마디, 제61마디,

제64마디, 제67마디를 제외하고는 한 마디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24마디와 제135마디는 f’음과 f”음에서

나타나고, 그 외의 제60마디, 제61마디, 제64마디, 제67마디, 제72마

디, 제75마디에서는 a’음과 a”음에서 나타난다. 이는 각 마디가 속한

단락의 주요음으로 c주법은 주요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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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96> 포르타멘토 유형 2-2

이와 같이 c주법이나 앞꾸밈음 형태로 나타나는 포르타멘토는 주

로 그 음정을 강조하거나 주요음의 역할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특징적 연주법 대해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악보상에 제시된

농현은 총 5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농현 없이 시작해서 점점

굵어지는 경우, 농현 없이 시작해서 점점 굵어지다가 점차 다시 가

늘어지며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 가늘게 시작해서 굵어졌다가 가늘

어지며 끝나는 경우, 굵게 시작해서 가늘어지다가 농현 없이 끝나는

경우, 굵은 농현을 비교적 짧은 시가로 연주하는 경우이다.

이 중 다섯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굵은 농현을 비교적 짧은 시가

로 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현은 2박자 이상의 지속음에서 나

타나고, 농현의 폭과 셈여림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농현과 셈여림은 서로 상호 보완하며 모두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

다.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굵게 시작해서 가늘어지다가 농현 없

이 끝나는 경우가 단락 의 악절 ⓓ에서만 등장하는데, 이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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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특정 유형의 농현이 특정 단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농현이 고루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포르타멘토에 대해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포르타멘토는

총 35회 나타나는데,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뒤꾸밈

음처럼 표현하는 경우, 앞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경우이다. 뒤꾸밈음

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행하는 음정 관계

에서 나타나고, 특히 2도 상행 진행하는 경우에 마디와 마디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앞꾸밈음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짧은 포

르타멘토와 c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짧은 포르타멘토는 총 2회

나타나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다. c주법은 총 14회 나타나는데,

대부분 주요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c주법은 강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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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논문은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를 분석 대

상으로 하여 작곡가의 작품 세계 고찰을 통해 작품의 배경과 의미

를 분석하였다. 선율 진행과 리듬 형태를 중심으로 악곡 구조를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궁법과 운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연주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작곡가는 본인의 작품을 한국음악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

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어법에 국악기가 가진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Trembling Light>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

한 형태의 농현과 포르타멘토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농현의 형태를

악보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Trembling”이라는 악곡의 중심 소재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단악장 형식인 <Trembling Light>는 템포 변화와 나타냄말

에 따라 크게 , , , , , 의 6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단락별로 작곡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음악 용어를 포함한

다양한 나타냄말로 표현하였으며, 단락 내에서 박자의 변화가 잦은

것이 특징적이다.

셋째, 선율 진행을 중심으로 세부 악곡을 분석한 결과 단락 는
해금과 피아노의 유니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락 는 해금과 피

아노가 캐논 형식으로 이루어져 피아노가 해금을 모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락 는 전체 악곡 중 클라이막스이

며, 단락 는 단락 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리듬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단락 와 단락 에서
해금은 대부분 비교적 긴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반면, 피아노는 빠르

고 짧은 리듬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락 의 경우, 해금과

피아노가 캐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듬이 동

일하게 구성되는데, 대부분 긴 지속음이 아닌 짧은 시가의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락 의 경우, 해금은 짧은 시가의 리듬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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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긴 지속음으로 마무리하는 리듬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피아

노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리듬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단락 의
경우 짧은 단위의 동일한 리듬을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하

다가 단락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지속음 위주로 진행한다.

다섯째, 운지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포지션은 16가지이고, 포지션의

이동은 단락 에서 6회, 단락 에서 2회, 단락 에서 4회, 단락

에서 2회, 단락 에서 4회, 단락 에서 3회로, 총 23회 나타난다.

선율의 흐름과 악상의 표현에 적합한 운지를 위해서 포지션을 이동

하는데, 이때 특정한 규칙성이나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운궁법

의 경우, 1음 1활의 연주법이 보편적이나, <Trembling Light>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붙임줄과 이음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편적인 연주법에서 벗어나 2음 1활, 3음 1활 등으로 연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의 연구 분석 결

과, 외국인 작곡가인 Thomas Osborne이 꼽은 국악기의 대표적인

특징인 유연한 음고가 농현과 포르타멘토의 사용으로 강조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Trembling Light>의 선율 진행이나 리

듬 구성에서 한국음악적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Thomas Osborne은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된 한국음악의 특징을

곡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서 한국음악

적인 특징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작곡가가 작곡한 곡일지라도 한국음악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욱 한국음악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지는 계기

가 되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Trembling Light>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작

품의 배경과 악곡 구조를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 나아가 다양한 국적의 작곡가들에 의하여 해금을 사용한 창작

음악 작곡이 활발히 진행되어 폭 넓은 한국음악의 창작과 연구뿐만

아니라 해금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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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rembling Light」

Composed By Thomas Osborne

Kim Bo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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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ive music in Korean traditional music is described as a

developing genre that has adopted the concept of “composition”

of western music rather than using the concept of “formation” of

traditional music. Since the 2000’s, creative music has been

changing even more diversely as numerous composers outside of

Korea us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in their songs.

In this study, the author focused on the composer named

Thomas Osborne who has been proactively writing many creative

music pieces, incorporat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since

2009 and selected <Trembling Light>, the composer’s only

haegeum solo piece,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main research methods include analyzing the composer’s

style and the music structure. Based on the findings, thi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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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nalyzed its required playing techniques. For this, an

interview was conducted by exchanging emails with the

composer and media materials such as live music recordings and

videos as well as the composer’s handwritten music sheets were

used. Through this analysis, the author also hopes to help

performers understand the piece better.

This contemporary composer from USA, Thomas Osborn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music writing across Asia, including

South Korea. He has written 19 pieces that incorporat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recognizes his own pieces not as

Korean music but as western music played by Korean

instruments. T. Osborne chooses flexible pitch as the most

unique attribute of Korean instruments. This attribute is

demonstrated throughout <Trembling Light> in various forms,

such as Nonghyeon (vibrato) and portamento.

<Trembling Light> is an one-movement piece and can be

roughly divided into 6 parts, - , , , , ,  - depending
on tempo and the change of ambience. Each part contains

expressive words, including musical terms, to demonstrate the

composer’s intention and there are frequent tempo changes within

each part.

As a result of examining details by studying melodic

progressions, haegeum and piano play in unison during part .
During part , piano imitates melody of haegeum. part  is a
climax of the entire movement, and part  can be viewed as a
replay of part .
Also, as a result of studying the rhythmic structure, haegeum

plays relatively long sustained notes during part  and part ,
whereas piano repeats the fast and short rhyth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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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s of short rhythms. For part , haegeum repeats the

rhythmic pattern of starting off with short rhythms and ending

with long sustained notes while piano continuously repeats the

same or similar rhythmic shape. Part  progresses by playing
short measures of the same rhythm for numerous times and then

continues mainly with sustained notes towards the end.

Regarding fingering, there are 16 ways for positioning and it

changes 23 times. Fingering positions can be moved for a better

melodic flow and expression but no certain regularity or tendency

is observed in this case. With bowing techniques, it can be

effective to use 1 bowing for 2 notes or 3 notes, which is not a

conventional technique, in order to express slurs or ties more

effectively.

This study focuses on the haegeum solo piece composed by a

non-Korean composer and analyzes its structure and playing

techniques as well as the interview with the composer. Through

this study, this author hopes to help performers playing

<Trembling Light>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background and its music structure and also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diverse studies on creative music that incorporates

haegeum.

Keywords: Haegeum, Creative Music, Thomas Osborne,

Trembling Light, Vibrato

Student number: 2012-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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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작곡가 Thomas Osborne과의 이메일 인터뷰

1. Overview of Korean Music

1)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oriental music?

(You can tell me specific event with your views)

I have always had an interest in non-classical music.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I had a part-time job working in a

classical record store, and I found myself intrigued by the “World

Music” section, which including some music from Asia. I took

particular interest in music from Indonesia, mostly because that

was what was available to me.

My doctoral dissertation was a piece of music, settings of

poetry by two Japanese poets from the Heian era. As I

researched the poets and their world, I discovered gagaku

(Japanese court music) and incorporated some of that music into

my own piece. By this time I was eager to search out more

traditional music from Asia, and I continued to do so (and

continued to do so today).

2) What does oriental music mean to you?

Quite simply, it means music from Asia (these days in the

West we refer to it as “Asian music” rather than “orient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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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ly purposefully try to avoid grouping “Asian music” into a

single category, since it encompasses so many styles and

philosophies. But if I had to think of all these various styles

under one umbrella, I suppose I see music which has a very

different sense of time from Western music. I also see – at

times – a flexibility of pitch that is not part of most Western

classical music.

3) Was there any event for you to write Korean music?

While I write music for Korean instruments, I do not find my

music to be “Korean.” In fact, my music would be “American,”

since I’m an American composer. It just so happens that I’m

composing for Korean instruments.

The first opportunity I had to write for a Korean instrument

came in 2009, when I composed a solo gayageum piece for Prof.

Yi Jiyoung. She had visited my university and given a workshop

on composing for gayageum and I was intrigued by the idea of

composing my own piece for this instrument. So I did, and she

premiered that piece (P ieces of the Sky) in summer 2009.

4) Do you think Korean music is different from other

Asian music? (If so, please let me know the reason)

Yes, of course. When one compares Korean music with other

Asian music one can find a number of unique aspects that

separate gugak from the other cultures’ music. A look at the

instruments themselves can be revealing. For instance, the

gayageum is a zither, like the Chinese guzheng and the Japanese

koto. However, its bridges are taller than those on the guz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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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oto, allowing for pitches to be bent to a much greater

degree. Most Korean folk instruments are capable of bending

pitches widely this way, whereas their counterparts in Japan and

China are not necessarily able to do the same.

And all of this stems from what I hear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fining characteristics of gugak: the flexibility of

pitch. So often in Korean music, the pitches are not steady. They

change, sliding, and bending in various ways: sigimsae and

nonghyeon are pervasive in gugak. When one listens to the

music of many other Asian cultures, one doesn’t hear this nearly

as much.

2. About <Trembling Light>

1) What background did you compose <Trembling

Light>?

Often, when composing, I need to imagine some image in my

mind, and then I try to compose the music to accompany that

image. In this piece, I’d imagined the way moonlight lights the

sea, and how the ripples and waves distort its light.

The piece was composed for haegeum soloist 여수연(Soo Yeon

Lyuh), who was in Honolulu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Hawaii Music Department, and is a performer with

whom I’ve worked many times.

2) You have composed many korean music pieces. Then,

what 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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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only piece I have written that combines piano and a

gugak instrument. Ms. Lyuh had asked me to compose a piece

that we could play together (I am a pianist). Normally I avoid

piano in my works that use gugak instruments, mostly because

its fixed pitches are difficult to blend with the flexible pitches of

most gugak instruments.

So in this piece I tried to give the piano a different role than it

often takes in pieces with gugak instruments. So often, the piano

is used solely as a harmonic one, laying the foundation over

which the soloist plays. I wanted to avoid this, and so I have

the piano play many single lines (rather than just chords). The

quick repeated notes at the opening represent the “trembling” of

the title, as do the 16th notes throughout much of the part. The

nonghyeon in the haegeum part also contributes to this idea of

“trembling.”

3) Why did you use piano in this piece?

See previous answer.

3. Details of <Trembling Light>

1) There are a lot of vibration marks in the score. Why

did you want to tell it in detail?

Because the nonghyeon is crucial to the idea of the piece, I was

specific about it in the notation. I wanted to highlight the

haegeum’s ability to take a single pitch and shape it with

dynamics and vibrato. So the nonghyeon is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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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 the haegeum part, just as important as dynamics

and pitch.

2) In the score, there is “c” marks in 24th and 60th

measures. Does that mean “slide up to note”, right?

Yes, that’s right.

3) Throughout the song, the tempo changes regularly

(faster and slower). In other words, The two tempos

(faster and slower) appear alternately three times.

Why did you place tempos like the way?

It’s been some time since I composed the piece, so it’s difficult

for me to remember why I made each decision regarding tempos,

but I see this piece as having variations of the same tempo. In

other words, the tempo changes are mostly subtle, rather than

extreme. There is a slight increase in tempo towards the end,

which helps increase the tension a bit. Mostly, though, the

tempos separate various sections within the work.

4) From page 5th to 7th, piano follows haegeum after one

beat or half beat. Why did you use that way?

The idea of having the haegeum and piano play in canon comes

from the image of waves, which follow each other. So I applied

the same concept of “following” or “chasing” into the music this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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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rembling Light>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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