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음악학 석사학위논문

Donald Reid Womack 작곡

「소리」분석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왕 정 은



Donald Reid Womack 작곡

「소리」분석 연구

지도교수 양 경 숙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왕 정 은

왕정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김 승 근 (인)

부위원장 Hilary Finchum-sung (인)

위 원 양 경 숙 (인)



- i -

국 문 초 록

창작국악은 20세기 초반부터 서양음악의 작곡 개념이 도입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음악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왔

다. 현대의 창작국악은 초기에 서양식악보, 서양식음계, 화성진행 등 서양 음

악적 요소를 차용하는데서 더 나아가 서양악기와 한국 전통 악기를 함께 사용

한 작품, 한국 전통악기로 서양 음악 장르를 연주하는 작품 등 다변화된 형태

를 보인다.

작곡자 Donald Womack 또한 이러한 다변화의 창작국악에 일조하고 있는

작곡자 중 한 명으로서 동아시아 음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그의

작품 <소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선율, 표현법을 분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주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악곡에 나타난 다양한 음악적 특징

을 이해하고 나아가 작곡가가 작품 내에서 강조한 한국음악 및 해금의 특색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소리>의 실제 연주에 도움을 주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

다. 작품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소리>의 악곡구조는 음악적 유사성에 따라 ‘Intro, , -, ,
, -, , -, -, '의 총 10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구
조적표지가 포함된 단락 외에는 단락 간 음악적 특색이 뚜렷이 구별되었다.

‘구조적 표지’란 악곡의 동기를 간헐적으로 반복하여 전체 악곡에 구조감을

부여하는 음악적 장치로 본 악곡에서는 Intro, ,  단락에 등장한다. 위 세

단락은 각각 악곡의 도입부-중반부-후반부이며 동기가 유사하게 변주된 선율

진행을 보인다. 이 외의 단락들은 각각의 단락마다 뚜렷한 음악적 특색을 보

여 단락 간 유기성이 매우 적고 오히려 서로 대조된다.

둘 째, <소리>의 악기 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활을 마찰하여 소리 내는 동

서양의 찰현 악기(擦絃樂器)가 한 대씩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해금과 첼로는

각자의 주법을 부각시키며 진행되지만 모두 한국 음악의 특색을 강조한다. 해

금은 해금만의 주법인 잉어질․다양한 농음․c주법을, 첼로는 첼로만의 주법

인 arco, col legno, pizzicato를 서로 대조시키며 사용하는데 첼로의 arco는

아쟁을, pizzicato와 col legno는 거문고를 연상시킨다. 이로써 첼로와 해금

모두 곡 전체에 동양적 색채를 부여한다.

셋 째, <소리>의 선율 분석 결과, 악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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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특징이 있었다. 먼저 음정 상으로는 반음계적(chromatic) 음계의 사

용과 감5도 간격의 음정 사용이 자주 나타났다. 또한 세 악기는 전반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연주한다. 특히 장구가 한국의 고유한 장단을 그대로 가져오지

는 않지만 단락 내에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며 그 안에 변형을 이루어 진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 째, <소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표현법은 크게 ‘대조법, 농음, c주법’으

로 나타난다. ‘대조법’은 네 가지로 세분할 수 있었는데 테누토와 스타카토를

대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음의 길이에 상대성을 부여하는 ‘표현기법의 대조’,

악기별로 5/8박을 구성하는 리듬 분할에 차이를 둔 ‘리듬 분할의 대조’, 다양

한 음량의 대조를 통한 ‘악상의 대조’, 단락별․선율별 악기의 등장을 달리한

‘악기 구성의 대조’가 그 것이다. 또한 특히 해금선율에서는 다양한 농음형태

와 c주법이 두드러진다. ‘농음’은 시작점․폭의 변화 시점이 기준이 되어 총 5

가지로 분류되어 사용되었고 약 단3도 빠르게 올린 후 본음으로 내려오는 해

금만의 표현기법, ‘c주법’은 전체 악곡 내 끊임없이 등장하며 강조되었다.

다섯 째, 연주법은 운지법과 운궁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왼손 주법인

운지법의 분석 결과 악곡에 사용된 포지션은 d′, e♭′,f′, g′, a♭′, b

♭′, c″, d″,e″, f″로 나타났으며 포지션 이동은 총 20번이 이루어졌다.

한편, 악곡에서 사용된 독특한 운지법은 첫 째, 포지션의 기준이 되는 유현의

1指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반음 낮게 음정을 얻는 운지법과 둘 째, 붙임줄로

묶인 두 음이 하행하는 선율진행에서는 ③-①의 손가락 번호를 지정하여 고

정된 포지션 없이 손가락의 이동만으로 음정을 도출하는 것이 있다. 오른손

주법인 운궁법을 분석한 결과 악곡 전반적으로는 각활 사용이 매우 잦았고 작

곡자가 제시한 붙임줄에서는 음악적 흐름에 맞게 붙임줄의 변화대로 운궁을

바꾸는 것이 적합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소리>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작곡가 Donald

Womack의 작품세계 및 악곡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금 창작곡 분석에도 참고자료로써 적극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

주제어 : 해금, 창작국악, Donald Womack, 소리, 선율분석, 연주법

학 번 : 2016-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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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창작국악은 20세기 초반 한국 전통음악에 서양음악의 ‘작곡’ 개념이 도입

되며 새로이 발전한 한국 음악의 한 장르이다. 기존의 한국 전통음악에 ‘작

곡’ 개념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창작은 작곡자와 연주자가 분리되

지 않은 경우, 기존 음악을 변주하거나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1) 그러나 창작

국악은 작곡자 한사람이 곡의 전반을 계획하고 구성하며 연주자와 분리되어

있다. 1939년 발표된 김기수2)의 <황화만년지곡>은 이러한 창작국악의 효시

로서 서양식악보, 서양식음계, 화성진행, 서양음악용어 등 서구적 음악 요소

를 적극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부터는 이성천3), 황병기4), 이해식5) 등 국악작곡가들이 창작곡을

다수 발표했고, 강준일6), 백병동7)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들도 국악기를 편성

1) 이성천, 『한국전통음악형성론』(서울 : 민속원, 2004)

2) 김기수: (1917-1986) - 대금 연주자·작곡가. 제3대 국립국악원장(1973-1977). 종

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및 처용무(제39호)의 예능보유자. 아악부원양성

소 제4기 졸업생. 전공은 대금(大笒 ).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향소」(1944), 「회

서양」(1953), 「새나라」(1962), 「초롱」(1983), 「대금독주곡 미친 듯 취한

듯」(1976)이 있다.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96-98쪽.

3) 이성천 : (1936-2003) - 국악 연주가, 국악작곡가, 학력 - 1961년 4월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작곡 입학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철학을 수료하였

다. 2002년 전통예술단 영산이사장이었으며 2001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1962년 국립국악원 주최의 ‘신국악작품공모’에 2등으로 입상하였고 1963년

같은 대회에서「세악을 위한 협주곡」작품으로 1등을 수상하였다.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 예술 연구소 지음, 『한국 작곡가 사전』(시공사, 2006), 353쪽.

4) 황병기 : 1936년 출생한 황병기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첫 작품인 가야금 독주곡 「숲」을 비롯하여,

「춘설」,「영목」,「남도환상곡」등을 작곡하였다. 이종찬, “황병기 가야금 음악

의 양식변화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5) 이해식 : 1943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한 이해식은 전주 사범학교 졸업 후 초

등학교 교사를 거쳐, 196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했다. 그는「해

금을 위한 상」(1977),「해동신곡」(1979)과 같은 수작들을 탄생시켰고 1981년 영

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부임한 후 일련의 ‘굿’ 시리즈를 내어놓았다. 1986년의

무용조곡「흙」을 기점으로 무용을 위한 음악창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해식, 『민요와 국악작곡』, (영남대학교출판부, 2014),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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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을 창작하면서8) 창작국악 장르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창

작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전통음악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났고 서양 음악적 요

소는 작곡기법, 음악어법 등의 사용에 머물러있었다. 즉, 악기편성도 한국 전

통 악기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작품들도 전통음악의 어법에 따라 크

게 정악스타일의 창작곡, 민속악스타일의 창작곡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음악의 기존양식을 뛰

어넘은 다양한 양태의 창작국악이 등장하여 한국음악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현대의 창작국악은 초기의 창작국악처럼 서양 작곡개념이나 음악어법

을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양악기나 서양음악장르를 한국음악과 결합함

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서양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음악과 탱고, 재즈 등 서양음악의 장르가 결합된 곡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서양음악을 전공한 작곡자들이 한국의 전통 음악적 요소

를 포함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악관현

악단 및 개인 연주자들이 직접 외국작곡가들과 교류하여 창작곡을 위촉받기

도 하고9) 서양악기와 한국의 전통악기가 함께 사용된 곡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6) 강준일 : 강준일(1944～2015)은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고등학교를 졸

업한 후 1963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독학으

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음악학회를 조직하며 본격적인

음악적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는 1975년에 쓴 무용모음곡「무영탑」을 시작으

로 「만가」,「마당」,「푸리」,「소리 그늘에서」,「사월」 등 수많은 곡을 탄생

시켰다. 이고운, “강준일 작곡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마당」연구”, (서울: 한국

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6), 7-19쪽.

7) 백병동 : 백병동(1936～)은 서양음악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에 애착

을 가져온 작곡가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신별곡」,

「가야금을 위한 명」,「운락」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정효성, “백병동 가야금

독주곡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Trembling Light」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

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3쪽.

9) 국립극장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Recompose(리컴포즈)>를 오는 6월 13일(금)에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선보인다.…국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2014) 6월, 벨기에·

미국·대만·일본의 유명 작곡가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재작곡하는 작업을 위촉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북청사자놀음, 시나위,

승무음악(대풍류), 산조’라는 우리음악 중 제법 흥미롭고 구체적인 음악 소재를

선택하였다. 4개의 한국 전통음악을 면밀히 살펴본 작곡가들이 각자의 해석으로

변환시킨 독특한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2013-2014 국립레퍼토리시즌 <리컴포

즈>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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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대 창작국악의 변화에 따라 연주자들도 창작곡의 연주를 위해 악

기에 대한 숙련 뿐 아니라 개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이 요구된

다.

작곡가 Donald Reid Womack10) 역시 동아시아 음악과 악기를 활용한 창

작활동에 활발하여 한국음악의 다채로운 변화에 일조하고 있는 창작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작품 <소리>는 해금․첼로․장구로 구성된 해금 창작곡으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공연에서 국악기 편성의 편곡으로 여러 번 연주되는 등

국내 음악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곡이다.11) 이 곡은 동․서양의 찰현

악기(擦絃樂器)가 함께 사용된 독특한 편성이 특징적인데 해금과 첼로가 활

을 현(絃)에 마찰시켜 소리 낸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음색과 특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주자에게는 연주에 앞서 이러한 특색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활발한 연주활동이나 작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구 분석의 필요

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작품에 대한 학문적 조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는 Donald Womack 작곡가의 작품 <소리>를 분석

하여 연주자들이 악곡을 이해하고 실제 연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Donald Womack 작곡의 해금․첼로․장구 편성의 작품인

<소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악곡 전체를 연구 범위로 한다. 연구는 크

게 선율분석, 표현법 분석, 연주법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위와 같은 연구

에 선행하여 먼저 작곡가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후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악보 상에 나타난 <소리>의 전체적인

10) 이하 Donald Womack이라 한다.

11) 이 곡은 본래 해금과 첼로, 장구로 구성된 곡이지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는 해금, 저음 해금, 아쟁, 장구로 구성된 국악기버전 <소리>로 재편곡하였다.

이는 2014년 9월12일 오후 8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 <창작악단 창단

10주년 기념 실내악 공연 ‘나무 곁에 눕다’>의 공연에서 연주되었다. Youtube,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연주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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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구조를 파악하여 단락별 조성, 빠르기, 제시어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선율분석 장에서는 각 단락마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세부적인 악절

을 나누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적 유사성에 따라 단락을 구분지어보고

전체적인 악곡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 악기 편성의 특징, 선율 진행에서 나

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표현법 분석에서는 Donald Womack이 작품 내에서 강조한 음악적 표현

요소를 살펴봄과 동시에 특히 해금 선율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정리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연주법 분석에서는 위에서 진행한 악곡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이 곡을 연주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연주법을 제시한다. 연주법은 크게

운지법․운궁법으로 나누어 분석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작곡자의 개인 홈페이지12) 및 인터뷰를 통한 연구 자료와 작

곡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전달 받은 악보, 초연 당시의 음원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연주 영상은 유트브(youtube)13)에서 참고 할 것이다.

12) 작곡가 Donald Womack 홈페이지 참고. www.donaldwomack.com

13) Youtube에 게시된 <소리>초연 영상 참고.

영상 URL-https://www.youtube.com/watch?v=4YeIRqR4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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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곡가 Donald Womack의 작품세계

1. 생애 및 작품 활동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작곡가 Donald Womack의 생애와 작품 활동,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강한 동양 음악적 특색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Donald Womack의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된 소개 글과 Donald

Womack에 대한 선행연구14)를 참고하여 번역하고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Donald Womack에 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Donald Womack은 1966년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에서 출생, 테네

시 주에서 자랐다. 1988년도에 퍼먼 대학교에서 철학 및 음악이론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1989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작곡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부터 하와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현재까지 재직하여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있고, 음악대학 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 외에도 그는 관현악곡, 실내악곡, 독주곡 등 90편 이

상의 다양한 곡을 쓰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는

심포니, 바이올린 협주곡, 사쿠하치, 고토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이중 협주곡,

가야금과 관현악 협주곡, 코러스와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라토리오, 그

리고 해금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등이 있다. 작품 활동으로 시그마알

파오타 인터 아메리카 음악상, 레오 엠 트레이너 경연대회, 오하우 코럴 협회

작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은 바 있다. 현재 그의 작품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도 활

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그의 작품 및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동아시아 음악과 악기에 대한 관심이

녹아들어있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 중국의 아시아 음악을 기반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동양음악과 동아시아 지역의 악기들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

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4) 천진희, “도널드 워맥 <무巫:Mu>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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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아시아 음악에 대한 관심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동경에

기반을 둔 일본 전통음악 앙상블 아우라 제이 (AURA-J)와 함께 예술 레지

던시 작곡가로 지내면서 일본 음악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그는 2009년 이지

영 교수를 만나면서부터 아시아 음악 중에서도 특히 한국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한국 현대음악 앙상블, 부산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과 협업하며

10여 편의 국악 작품을 썼고 2014년에는 서울대학교의 국악 작곡 프로그램

의 초빙 강사이자 레지던시 작곡가로 지내기도 했다.

한편 그가 하와이에서 거주 생활해왔다는 점도 동아시아 색채가 강한 음

악을 창작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 위치

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접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하와이이기에 그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고루 접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여러 아시아

작품을 쓸 수 있었다.

Donald Womack은 현재까지도 하와이대학교에서 일본 연구소 소속 교수

이자 한국 연구소 준회원으로 동아시아 음악에 대한 연구와 창작에 꾸준히

힘 쏟고 있다.

2. 한국 전통 악기로 구성된 음악 작품 활동

Donald Womack은 산조가야금을 위한 작품인 <Highwire Act>(2009)

를 첫 번째 작품으로 하여, 17곡의 한국 전통 악기가 구성된 작품을 작곡하

였다. 그는 가야금, 해금, 피리, 아쟁 등 다양한 한국 전통 악기를 서양음악과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래 <표1>은 이러한 작품들을 작곡 연도별로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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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작곡연도 제목 구성악기

1 2009 Highwire Act 줄타기 산조가야금

2 2010
Spiral Toward the Center

of the Sky
가야금, 피리, 장구

3 2011 Sori 소리 해금, 첼로, 장구

4 2012
The Sound of Drums

Echoes Beyond the Heavens
국악 관현악

5 2013 巫 무 MU 산조가야금, 장구

6 2014 Dancing with sprit 혼무
해금, 서양

오케스트라

7 2015 Scattered rhythms
산조가야금, 서양

오케스트라

8 2015 Ritual resonance 굿 울림 가야금, 아쟁, 타악

9 2015 Scattered rhythms 가야금, 국악 관현악

10 2016 도깨비 산조가야금

11 2016 Crossed wines(혼선) 두 대의 18현 가야금

12 2016 Liquid Metal 가야금 합주

13 2017 intertwined
산조가야금, 비올라,

장구

14 2017 intertwined(quintet version)
해금, 비올라, 거문고,

장구, 피아노

15 2017 Geumgang Jeondo 금강전도 피리, 장구

16 2017 Weaving sound 산조아쟁, 장구

17 2017 Labyrinth(미로) 25현 가야금 4중주

<표1> 한국 전통 악기로 구성된 Donald Womack의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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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리>의 작품분석

1. 작품개관

<소리>는 2011년에 작곡된 Donald Womack 작곡가의 작품15)이다. 이는

2011년 10월 28일 하와이 Honolulu <World premiere performance> 공

연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해금 1대, 첼로 1대, 장구 1대의 악기로 구성되었

다.16)

이 곡은 그가 작곡한 국악 창작곡 중에서도 초기 작품이며 해금을 위해 작

곡한 첫 번째 곡이다. 이 곡을 제외한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은 대체로 가시

적인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다면17) <소리>는 ‘소리

(SOUND)’ 라는 추상적 대상에 초점을 둔 곡이다.18) 작품의 Program note

에 기재되어 있는 곡 해설은 다음과 같다.

“<소리>는 해금․첼로․장구 세 악기의 조합에 내재된 각각의 고유한 소리를 활

용하여 함께 연주되는 ‘sound(소리)’를 의미한다. 주로 리드미컬하게 흘러가는 이 곡

은 음악에 힘이 있고, 독립적인 형태의 소리들이 점차 강하게 연동되며 음악이 전개

15) 이 작품은 해금 연주가 여수연의 위촉으로 작곡되었고 해금과 함께 첼로, 장구

로 편성된 곡이다. 그는 동서양의 찰현 악기가 서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

는 것, 하와이에 훌륭한 첼로 연주자가 있던 것, 자신이 직접 연주가 가능한 악

기가 장구였던 것 등이 이러한 악기 편성으로 작품이 구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

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16) 초연에는 해금 연주자 여수연, 첼로 연주자 I-Bei Lin, 장구 연주에는 작곡가인

Donald Womack이 함께했다.

영상 url-https://www.youtube.com/watch?v=4YeIRqR4CtU 참고.

17) 이는 ‘표제음악’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표제음악’(標題音樂)은 곡이 나타

내고자 한 것을 지시하는 제목 또는 설명문이 붙고, 그로써 듣는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그 제재와 결부된 문학적⋅회학적⋅극적 등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표현 내지 암시하려는 기악곡이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

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18) 작곡가 Donald Womack은 자신의 작품 中 <Labyrinth 미로>는 눈에 보이는

미로의 형태를 상상하며 작곡한 곡으로 제목과 같이 곡의 내용과 여러 표현들

이 미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소리>는 ‘소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상하며 작곡한 곡으로 다른 작품들과는 곡의 형태에 있어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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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처음에 언급된 하나의 동기는 ‘구조적 표지’로서 기능하며, 첫 번째 클라이맥스

부분과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소리>는 다양한 한국 음악의 음악적

요소들을 차용하면서 더 넓은 소리의 세계를 만들었다. 첼로는 때때로 거문고와 아

쟁의 소리를 암시한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반음계적인 음계사용과 독특한 리듬

형태로 복잡하게 꼬여있지만 그 안에는 판소리, 산조, 시나위의 선율이 은은하게 들

리도록 만들었다. 이 세 가지 악기의 소리를 통한 곡은 전반적으로 독특하며 예상치

못한 소리를 내며 연주된다.” 19)

해금․첼로․장구의 편성인 <소리>는 제1마디부터 제228마디로 구성되

어있으며 이는 악보에 Intro20), ～까지 총 14단락으로 나누어져있다. 전
체 악곡에 별도로 표기된 조표는 없으며 임시표21)를 사용하여 음정을 표기

하였다. 각 단락은 경우에 따라 작곡가의 지시어나 템포가 제시되어 있다. 다

음은 작곡자가 구분한 단락별로 악곡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Intro는 제1마디～제11마디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Intense!'22)라는 지

시어가 표기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제시된 박자가 없으며 Free Tempo로 연

주된다. 제1마디부터 제5마디까지는 첼로와 장구만이 연주하고 제6마디 이

후부터는 해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단락은 제12마디～제37마디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A Tempo ♩=72'
로 표기되어 있다. 박자는 

박자에서 제23마디에 
박자로 변하였다가 제24

19) 작곡가의 Program note에는 영어로 기재되어있다. “소리 (Sori), meaning

"sound", makes use of the rich sound qualities inherent in the combination

of haegeum, cello and janggu. Predominantly rhythmic in character, the

music is energetic, evolving into an ever more intense interlocking of

independent gestures. A motive stated at the outset serves as a structural

marker, returning at the first climax, and again to end the piece. 소리 draws

inspiration from various elements of Korean music, while inhabiting a

broader sound world. The cello at times suggests the sound of geomungo
and ajaeng, and shades of the genres Pansori, Sanjo and Sinawi are heard,

though twisted into unusual chromatic and rhythmic shapes. Throughout, the

three instruments play off of each other, making for a unique and

unexpected sound.”

20) Intro는 단락 전, 제1마디∼제22마디까지를 일컫는다. 이는 악보 상에 표기

된 것은 아니며 본고에서 설정한 단락 이전의 마디이다.
21) 악곡에서 음의 높이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표.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22) 극심한, 강렬한. 네이버 어학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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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에서 다시 

박자로 돌아온다.

단락은 제38마디～제57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박자는 박자로 앞
의 단락과 동일하다. 작곡가는 이 단락의 첫 머리에 ‘Like funky Pansori'로

제시한다.

단락은 제58마디～제70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58마디부터 
박

자로 변하였다가 제70마디에서 단위 박을 축소시켜 
박자로 변박한다. 이

단락에 별도로 명시된 제시어나 템포는 없다.

단락은 제71마디～제92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71마디에서 


박으로, 제72마디에서는 
박자로, 제73마디에서는 

 박자로, 제74마디에서

는 
로, 제75마디에서는 

박자로 변하며 잦은 변박을 형성한다. 
마디로

네 마디 진행한 후 다시 제79마디에서는 
박으로 바뀌고 다음 마디부터 

 ,



로 바뀌어 단락을 종결한다.

단락은 제93마디～제104마디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의 시작 부분
에서는 

박자로 첼로만 연주한다. 제94마디부터는 세 악기가 동시에 등장하

여 

박자로 변박되었다가 제95마디～제96마디까지 다시 


박자로 변한다.

제97마디에서는 
 박자, 제98～제 99마디에서는 

박자, 제100마디에서는



 박자, 제103마디에서는 
로 변박하여 단락을 마무리 짓는다. 단락에

이어 단락도 잦은 변박의 양상을 보인다.
단락은 제105마디～제119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제105마디에서 앞선

단락의 
박을 동일하게 이어가다가 제106마디에서 

로 변박, 그 후 제107

마디에서 
로 변하여 단락의 끝까지 동일한 박자를 유지한다.

단락은 제120마디～제131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앞선 단락의 박자를

계속 유지하며 

박으로 단락의 박자를 통일시킨다. 제131마디 마지막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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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n Tempo)로 명시되어 있다.

단락은 제132마디～제13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Intro의 제시어와 동
일하게 'Intense!'로 지시되어있다. 마찬가지로 고정된 박자와 템포는 별도

로 지시된 바가 없으며 Intro부분과 마찬가지로 Free tempo로 인식할 수 있

다.

단락은 제138마디～제165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단락의 Free

tempo에서 
박자로 변화하고 제162마디에서 한마디를 

박으로 변박한 후

다음 마디인 제163마디에서 다시 

박으로 돌아온다. 이 단락은 ♩=72의 속

도이며 'Flowing'23)의 지시어가 제시되어있다. 단락은 해금이 제외된 첼
로, 장구의 악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락은 제166마디～제188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박으로 단락의 박자
가 통일된다. 제169까지는 앞선 단락에 이어 장구, 첼로의 악기 구성으로만

음악이 전개되다가 제170마디에 이르러 해금 선율이 다시 등장한다.

단락은 제189마디～제202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박자로 진행되다가

다음 단락인 의 한 마디전인 제202마디에서 로 변박되어 기준박인 ♪가
한 박 축소된 모습이다.

단락은 제203마디～제216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다시 박자로 변하고
제212마디에서 

로 바뀌어 첼로가 한 마디 연주하고 제213마디부터는 
로

변박된다. 이 단락은 'Grind!'라고 제시되어있다.

단락은 제217마디～제228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Calm, like an echo'
로 제시되어있다. 제217마디～제220마디까지는 Intro와 단락과 같이 Free

tempo로 연주하다가 제221마디부터는 다시 'A Tempo ♩=48'로 제시된

템포와 같이 연주한다. 이 때 제221마디부터 제228마디까지는 
박으로 진행

되며 곡이 마무리된다.

23) 흐르는, 물 흐르는 듯한; 거침없이 이어지는; 유창한(fluent). 네이버 어학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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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2>는 위와 같은 <소리>의 악곡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단락 마디 박자의 변화 빠르기 및 지시어

Intro 1～11 Free tempo lntense!

 12～37 
→ 

→ 


A tempo ♩=72

 38～57 


Like funky Pansori

 58～70 
→ 


x

 71～92

 → 

→
 → 



→
→ 

→ 
→ 


x

 93～104

→

 → 
→



→ 
→

 → 


x

 105～119 
→ 

→ 


x

 120～131 


x

 132～137 Free tempo Intense!

 138～165 
→ 

→ 


♩=72, Flowing

 166～188 


x

 189～202 
→ 


x

 203～216 
→ 

→ 


Grind!

 217～228 Free tempo, 


Calm, like an echo

(221마디～A

Tempo♩=48)

<표 2> <소리>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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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구조 분석

이 장에서는 각 단락의 선율을 음악적 흐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

고 필자가 생각하는 악곡의 구조를 재분류하여 악곡 구조의 특징, 악기 편성

의 특징, 선율 진행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선율구조 분석은 악보에 구분된 Intro～단락24), 즉 전체 악곡을 범위로
하며 이것에 대한 분석 내용은 <예보 1⋯>등의 악보와 함께 서술할 것이다.

세부 선율 구조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며 유사한 선율일 경우에는 ‘ⓐ,

ⓐ′, ⓐ″,…’ 등으로 표기하고 새로운 선율이 등장할 경우 알파벳을 달리

하여 ⓑ로 표기한다. 또한 어떠한 음형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 음형을

‘㈀, ㈁,…’으로 표기하고 음형의 변형된 모습을 서술하는 경우는 ‘㈀¹, ㈀

²…’ 등으로 표기한다.

악곡의 음이름25)을 표기 할 때에는 아래의 <예보1>26)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예를 들면 ‘가온 다’27)는 ‘c′’로 표기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옥타브 낮

은 음은 ‘c’, 두 옥타브 낮은음은 ‘C’, 한 옥타브 높은 음은 ‘c″’, 두 옥타브

높은 음은 ‘c‴’로 표기한다.

24) 악보에 표기된 단락은 작곡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리허설 마크임을 알 수 있

었다. 여기서 리허설마크란 리허설 등에서, 곡의 특정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 스

코어 또는 파트보(譜)의 단락 부분에 붙여 놓은 표시를 가리킨다. 삼호뮤직편집

부,『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25) 옥타브 안에 포함되는 12개의 다른 음에 붙은 고정적인 이름. 으뜸음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계이름과는 구별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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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7쪽 재인용.

27) 가온 다는 높은 음자리 보표의 아래 첫째 줄(또는 낮은 음자리보표의 위 첫째

줄) 에 해당하는 음이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

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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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1> 음이름 표기법

1) Intro 단락의 선율구조

Intro단락은 제1마디～제11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제시된 박자는

없다. 이 부분은 Free tempo로 연주되는데 여기서 Free tempo란 연주자가
자율적으로 박자를 제시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

<예보2> 제1마디∼ 제2마디

위의 <예보2>를 보면 제1마디에서 첼로가 ff 의 악상으로 연주를 시작한
다. 첼로 선율의 첫 번째 화음과 두 번째 화음은 악센트로 연주, 그리고 세

번째 화음은 두 번째 화음을 동일하게 연주하되 추성28)의 기법을 사용하며

28) 유구(徐有榘)의 『유예지』(遊藝志)권6에 의하면, 추성은 거문고의 줄을 밀어

올려 약 2도 높은 소리를 내거나 농음을 한 다음 줄을 밀어 높은 소리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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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fz 로 강하게 연주한다. 이후 연결되는 제2마디에서는 장구가 rit 되면서29)
타점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도록 연주한다.

제1마디∼2마디까지는 이 악곡의 주된 동기이다. 이 동기는 Intro단락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어 발전되며 전체 악곡 내에서는 중반부, 후반부에 재등장

한다. 작곡가의 Program note에 있었듯이 악곡의 동기는 이 곡의 ‘구조적

표지’ 역할을 한다. 구조적 표지란 음악에 구조감을 부여하는 음악적 장치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위의 동기가 반복됨에 따라 곡 전체적으로는 음악적

통일감이 생긴다.

제1마디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음은 하나의 음형 ㈀으로 볼 수 있다. Intro

단락에서 동기가 확장될 때 구체적으로 ㈀의 음형이 제3마디와 제5마디에서

변형되며 호흡이 점차 길어진다.

㈀ ㈀¹
㈀²

<예보3> 제3마디～제4마디

제3마디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제1마디의 ㈀음형이 변형되어 점차 선율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는 ㈀의 음형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이어지는

연주기법이다.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29) 제2마디 장구 선율에 사용된 기보는 악곡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

2마디와 같이 음표의 꼬리가 우측으로 향할수록 좁아지는 경우는 음 간격이 넓

어지고 점차 느려지는 유형이며 반대로 음표의 꼬리가 우측으로 향할수록 넓어

지는 경우는 음 간격이 좁아지며 점차 빨라지는 유형이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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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셋잇단음표로 그 리듬이 분할된다. 이는 ㈀의 첫 번째 변형된 모습으로

㈀¹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의 두 번째 변형으로 ㈀²이며 이는 음형의 두

번 째 화음의 음역이 4도 이상 상행되다가 악센트와 sffz로 악구를 마무리하
는 모습이다. 제4마디는 제2마디와 동일하게 장구의 악상이 f 에서 p 까지
작아지면서 rit된다. 마찬가지로 타점의 간격이 점차 넓어지며 하나의 동기를

완성한다.

㈀
㈁

<예보4> 제5마디

제5마디는 ㈀음형이 다시 변형되어 호흡이 더욱 길어진 모습이다. 제5마

디의 시작은 제1, 3마디와 동일하게 ㈀음형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는 ㈀음

형 첫 화음의 밑 음, 윗 음이 각각 완전 5도 낮아진 화음을 시작 음으로 하여

셋잇단음표로 리듬이 분할되었다. ㈀의 변형으로 리듬 분할 뿐 아니라 새로

운 음정의 출현으로까지 변형의 형태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

형으로 볼 수 있으며 셋잇단음표로 리듬이 분할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선

율을 확장시키는 모습이다. 이 마디에 출현하는 모든 음정은 악센트 각 음을

강하게 연주하도록 되어있다.



- 17 -

<예보5> 제6마디～9마디

제1～5마디까지는 첼로와 장구가 동기의 ㈀음형을 리듬, 음정의 변화로

변형시키면서 선율을 점차 확장시켰다. 그렇게 두 악기의 호흡으로 선율을

진행시키다가 제6마디에 이르러 처음으로 해금 선율이 등장한다.

악곡의 첫 시작부터 세 가지 악기가 함께 등장하지 않고 해금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는 작곡가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작곡가는 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악기가 중간부터 나오게 함으로써 그 악기의 음색과 표현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주고자 했다.

해금 선율의 첫 음인 a♭′음은 이전의 선율 화성에서 벗어난 음정(Off

the harmonic system)으로 이처럼 새로운 음정의 출현 또한 해금의 음색이

강조되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30)

한편, 해금의 악상을 보면 <예보5>와 같이 제6마디에서 a♭′음을 ppp의
악상으로 여리게 시작하여 점차 그 음의 간격을 좁히면서 출현 빈도를 높이

고 악상을 fff 까지 끌어올린다. 그 후 fff 에 도달한 a♭′음을 굵은 농음에

악센트까지 더하여 강하게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해금 선율 안에서는 해금산조에서 차용한 c주법31)과 다양한 폭의 농음, 궁

중음악에서 사용되는 잉어질32)이 사용되며 전통음악에서 해금이 낼 수 있는

30)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31) c주법은 본음에서 약 단3도까지 빠르게 올리는 기법으로 해금의 역안법의 특색

을 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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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 첼로는 활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

락으로 줄을 튕기는 연주 기법인 pizz로 강하게 음을 뜯어 소리 낸다.

제6마디의 첫 박은 처음으로 세 악기가 다 같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해금은

ppp의 악상을 유지하는 반면 첼로와 장구는 악센트와 sffz로 그 음을 강조하
면서 악기간의 음량에 대조를 이룬다.

제7마디로 가기 전에는 점선으로 표기된 것과 같이 해금이 등장하면 순차

적으로 첼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엔 장구, 이어서 해금이 다시 연주하는 형태

로 되어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 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임을 염두 하여 악기 간의 호흡으로 선율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작곡가의 의

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악기가 등장하고 나서 제7마디에는 세 악기의 악상이

mf 로 통일되어 동시에 연주된다. 그 후 제8마디는 선율악기인 해금과 첼로
는 쉬게 되고 장구만 존재한다. 제9마디에서는 제7마디의 해금 음형이 반복

된 모습이다. <예보5> 부분은 Intro단락이 끝나가는 곳으로 전체적인 선율

의 악상을 ‘극단적인 다이내믹’을 사용하여 전개하였다.

10

<예보6> 제10마디～11마디

32) 잉어질은 연주기법이 마치 낚시질을 할 때에 낚시대를 급히 낚아채는 빠른 동

작과도 흡사하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며, 구음으로 ‘잉핫지’라고 발음한다.

조선애, “잉어질 주법연구 및 뜰동과 서침주법과의 관계비교”,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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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마디와 제11마디는 첼로의 pizz로 연주되며 각각의 화음이 mp, pp의
악상으로 연주된다. 이는 Intro의 마무리와 동시에 단락으로 가기 위한 장
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단락으로 가기 위해 설

정한 장치는 Intro 단락 뿐 만 아니라 이후 단락에도 종종 등장한다.

Intro단락을 정리하면, 이 부분은 동기의 확장, 특히 동기 안의 어떠한 음

형이 변형된 형태로 점차 호흡이 길어지는 모습이었다. 변형된 동기의 형태

로는 리듬이 쪼개지거나 음정이 상행⋅하행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율들은 작곡가가 의도한 Free Tempo 안에서 연주자들의 호흡만으로

진행된다.

2) 단락의 선율구조

단락은 제12마디～제37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3마디에 
마디

로 바뀌는 한 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자이다. 또한 속도는 ‘A

Tempo', ♩=72로 명시되어있다. 단락의 전체적인 악곡 구조 형태를 보면
해금과 첼로, 장구가 마디별로 등장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이므로 아직까

지 악기의 앙상블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12

<예보7> 제12마디∼17마디, ⓐ선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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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7>은 단락의 ⓐ 선율 구조로 제12마디～제17마디로 구성된다.

제12마디의 해금은 c＃′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Intro의 마지막 화음 중 가

장 윗 음인 첼로의 c′가 단2도 상승하여 해금선율의 첫 음으로 연결된 것이

다. 이것은 작곡가의 곡 해설에 언급된 반음계적(Chromatic) 음계의 사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금의 c＃′음은 지속음으로 세 마디에 걸쳐 동일한 음

정이 유지되는 한편 음의 시작점은 농음이 없다가 점차 그 폭을 넓혀가는 형

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농음은 pp악상에서부터 ff 까지 음량을 확대하는 데
에 큰 효과를 더한다.

pp로 시작된 c＃′음은 제15마디에서 ff 의 악상까지 도달하며 감5도 상
승한 g′음으로 리듬이 분할된다. 이는 단락 안에서 확장, 축소되며 변형
되는 새로운 음형으로 ㈀으로 설정하겠다. 제15마디의 ㈀음형이 끝난 다음

2박의 쉼표를 통해 긴장감을 유발한 후 장구가 제16마디에 등장하게 되고

제17마디는 다시 한 마디를 통째로 쉰다. 이는 ‘의도된 정지’로 보여 지며 곡

의 진행 중간에 의도적으로 쉬는 마디를 삽입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단락의 초반부는 세 가지 악기가 선율을 진행시키는 것 보다는 쉼표를

사용하여 음악에 여백을 만드는 모습이다.

㈀¹

<예보8> 제18마디～20마디, ⓐ'선율 구조

긴장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금은 제15마디에 등장한 ㈀음형을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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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마디에 ㈀¹모습으로 재등장한다. 이때 ㈀음형의 두 번째 음인 g′음을

단2도 상행하여 a♭′음을 도출하고 그 음의 감5도 아래 음인 d′를 다시

얻어낸다. 이는 해금의 pp악상으로 표현되며 그 후 두 마디에 걸쳐 장구가

같은 pp악상으로 연주를 하며 프레이즈를 완성한다. 이 프레이즈는 ⓐ단락
의 일부분을 덜어내어 확장한 구간으로 단락의 ⓐ'선율 구조로 볼 수 있
다.

㈀²

<예보9> 제21마디～23마디, ⓐ″선율 구조

그 후 제21마디에서는 ⓐ'선율 구조의 제18마디 중에서 ㈀¹음형이 다시 a

♭′-d′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를 ㈀²음형으로 볼 수 있고 제23마디에서

는 이것이 각각 단2도씩 상행하여 a′-e♭′음으로 변화하여 반복 사용되

었다.

이 때 첼로는 여전히 쉬는 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구는 여린 음색으로 해

금 선율과 호흡을 주고받으며 연주한다. 이는 단락의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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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10> 제24마디～26마디, ⓑ선율 구조

<예보10>에서는 단락의 첫 마디를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고 있던 첼
로가 다시금 제24마디에서 등장하게 된다. 제12마디부터 제23마디까지는 주

로 해금과 장구가 선율을 주고받았다면 제24마디부터는 첼로와 장구가 그

역할을 한다.

첼로는 활의 나무 부분으로 현을 두드려 소리 내는 col legno33)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첼로가 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음색을 낸다. 이러한 연주로

a′음을 점차 하행시키며 16분음표로 리듬을 분할하여 선율을 진행시킨다.

장구는 첼로의 선율이 끝나면 홀로 제25마디～26마디를 연주하며 
박자

의 박자감을 조성한다. 이 부분은 단락의 새로운 ⓑ선율 구조로 볼 수 있
다.

33) 콜 레뇨(col legno): 콜레뇨는 활털로 연주하지 않고, 활대를 이용하여 타악기적

효과를 내거나 현에 마찰시켜서 색다른 음을 지속시킨다. 송은영, “첼로 연주기

법에 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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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에서 사용되는
첼로의 규칙패턴

<예보11> 제27마디～29마디, ⓑ′선율 구조

<예보10>와 마찬가지로 첼로는 또다시 col legno기법으로 연주하며 세
마디에 걸쳐 mp에서 pp까지 음량을 점차 줄인다. 이 가운데 제28마디의 첼
로 선율은 단락의 종지 부분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규칙 패턴’이다. 박자
를 쪼개며 특정 리듬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규칙 패턴은 음악이 점

차 리드미컬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암시한다. 첼로는 이 패턴을 사용하며

선율악기임에 불구하고 리듬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때 해금은 여전히 음악에 여백을 만들고 있으며 장구는 제29마디의 첫

박에서 첼로와 같이 pp의 악상으로 만나 여린 악상으로 연주한다. 장구는 각

마디의 첫 박은 두 손을 사용하여 합박으로 연주하고 그 후 쉼표와 ♪를 번

갈아 연주하며 규칙적인 장단감을 형성한다. 이 부분은 단락의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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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12> 제30마디～32마디, ⓑ″선율 구조

해금은 제30마디에서 여린 pp의 음색으로 e♭′음을 등장시킨다. 첼로는
해금 선율과 맞물려 등장하며 제31마디에서 <예보11>에 언급되었던 규칙패

턴을 동일하게 반복시키고 있다. 첼로의 프레이징이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장구가 맞물려 등장하며 제32마디의 첫 박에 pp의 악상으로 선율을 이어서
연주한다. 세 악기가 독립적인 선율을 보이면서도 서로 교대로 등장하며 연

주되는 형태이다. 이는 단락의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예보13> 제33마디～37마디, ⓑ‴선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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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13>은 단락의 종지 부분이며 단락으로 가기 위한 장치이다.34)
제33마디 이전까지는 주로 ppp, pp, mp,의 악상이 사용되면서 전체적으로
음량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기가 교대로 출현하

면서 전반적인 음의 밀도는 낮다.

그러나 제33마디에서부터 제37마디까지는 세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고 출

현 음도 많아지면서 음의 밀도가 확연히 높아진다. 첼로와 장구는 
박자의

정박대로 리듬을 가져가는 반면 해금 선율은 마디의 정박 또는 엇 박, 두 가

지로 나타난다. 제34마디에서와 같이 해금 선율이 앞의 마디에서 붙임줄로

연결되면서 첫 박이 밀려 엇 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제36마디에서는 다시 해금과 첼로가 마디의 첫 박에서 만나게 되고 더욱

음을 리듬적으로 세밀하게 분할하며 자연스럽게 단락으로 연결된다. 이 때
첼로는 앞에서 사용된 규칙 패턴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며 비교적 정적이었

던 곡의 초반부에서 점차 역동적인 선율의 등장을 기대하게 한다. 이 부분은

단락의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단락은 Intro 단락과 연결되어 아직까지 악곡의 초반부로서 기능한다.

전체적으로 음량이 작으며 음의 밀도가 낮게 분포되어있다. 그러나 첼로의

선율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 음악이 역

동성을 가지며 새로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첼로에서 사용된 콜

레뇨 기법은 첼로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음색 중 하나이다. 단락의 장구는


박의 박자감이 느껴지도록 정박에 일정하게 연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단락의 선율구조

단락은 제38마디부터 제57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앞선 단락과 
로 박자가 동일하다. 단락에서는 특히 ‘Like funky Pansori’35) 라고 제시
되어있다. 단락에서는 제38마디에 해금․첼로․장구가 정박에 시작하여

거의 쉬는 박 없이 계속적으로 음을 내고 있지만 악기별로 각기 다른 리듬과

34) 작곡가는 이와 같이 다음 단락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funnel technic’라고 설명하였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35) funky: 비트가 강한, 펑키한. 네이버 어학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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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14> 제38마디～39마디, ⓐ 선율 구조

선율의 양상을 보인다. 즉, 이와 같이 악기별 리듬과 선율 패턴이 규칙성을

띄지 않는 것은 박자의 형성을 막는 역할을 하며 강박의 파괴를 야기한다.

이를 통해 작곡가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리드미컬한 느낌을 주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38마디에서는 해금, 첼로, 장구가 정박에 등장하여 각기 다른 리듬패턴

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해금 선율은 e♭′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단락 마
지막 음정인 e′에서 단2도 낮은 e♭′음정을 도출한 것이다. 단락의 첫
음정으로 제시된 e♭′음정은 앞서 언급한 ‘반음계적 음계의 사용’ 의 일환

이다. 그 후 다시 e♭′음에서 단2도 하행한 d′음정을 도출해낸 것도 동일

하다.

도출된 해금의 d′음정은 단락의 중심이 되는 음으로 반복 사용된다.

동일한 d′음정은 두 개 또는 세 개씩 붙임줄로 묶여 있으며 그 안에서 테누

토와 스타카토를 교대로 사용한다. 묶음의 첫 음은 테누토와 c주법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d′음정을 묵직하게 눌러주는 반면 곧이어 등장하는 다른 d′음

정에는 스타카토를 부여하여 그 음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짧게 느껴지도록 한

다. 이렇듯 대조된 표현기법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음악에 역동성을 준다.

한편, 두 음 또는 세음을 기준으로 해금 선율에 붙임줄이 사용되면서 마디

의 첫 박에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39마디에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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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 스타카토로 시작되고 그 다음 반박이 테누토로 시작되면서 강세가 도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붙임줄로 선율을 묶어 진행시키는 것은 박자의 형성을

막으며 강박의 도치를 야기한다.

제38마디, 제39마디의 첼로 선율은 마디마다 리듬은 동일하나 활대를 사용

하는 col legno 기법과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pizz 기법을 교대로
사용하며 음색에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한다. 이는 다양한 첼로의 연주 기법

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장구는 동일한 리듬을 마디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디의 첫 박

에서는 두 손을 이용해 합 박으로 연주하며 그 다음은 오른손, 왼손의 순서

로 음색을 달리하며 연주한다.

단락의 도입에서는 세 악기가 각기 다른 선율을 보이며 독립적으로 진
행하면서도 모두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지향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는 단
락의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예보15> 제40마디～41마디, ⓐ′선율 구조

<예보15>는 <예보14>의 ⓐ선율이 변형된 것으로 ⓐ′선율구조로 볼 수

있다. 해금선율의 중심이 되는 음은 여전히 d′이며 ⓐ선율구조와 마찬가지

로 테누토, 스타카토의 기법이 교대로 등장함으로써 끊임없이 강박이 도치되

며 음의 길이의 상대성을 통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예보15>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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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음정 a♭′은 a′음정에서 단2도 하행한 것으로 반음계의 반복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첼로는 마디마다 리듬과 음정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나 음과 쉼표,

콜레뇨와 피치카토의 교대 사용을 반복한다.

장구는 일정한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리듬을 변형시키고 있으나

첫 박은 항상 양손으로 연주하는 합박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점이 이전의 리

듬형과 동일하다. 이 때 미세한 리듬의 변화는 있지만 
박자의 박자감을 제

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보16> 제42마디～45마디, ⓐ″선율 구조

제42마디～45마디는 ⓐ″선율 구조로 볼 수 있으며 해금 선율의 중심이

되었던 d′음정을 기준으로 단3도 상행한 f′과 이 음에서 장2도 상행한

g′가 새롭게 출현한다. 출현하는 음정들의 간격은 최대 3도로 넓지 않으며

이 단락의 ⓐ선율에서부터 d′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새

로운 음을 출현시킨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해금 선율을 보면 제45마디에서는 제44마디의 마지막 음이었던 g'음정의

단2도 상행한 a♭'을 시작으로 하여 리듬꼴을 점차 쪼개며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음정을 연주할 때 뒷 박에 악센트와 특수 표현법인 ‘c'주법의 사

용으로 강박이 도치되는 모습이다.

ⓐ″선율에서도 첼로와 장구는 자유로운 리듬을 형성하며 각기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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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인다. 이는 작곡가가 악기마다 선율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

된다.

㈀

46

<예보17> 제46마디～51마디, ⓐ‴선율 구조

제45마디 해금 선율의 마지막 음인 f＃′과 제46마디 f′, e♭′, d′는

반음계가 적극 사용된 부분이다. 이렇게 점차 하행하면서 얻어진 d′는 다시

선율의 중심적인 음이 되어 이것을 기준으로 음형이 변화되며 선율이 진행된

다. 이 부분은 ⓐ‴선율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와 비슷하게 d′음을 중심

으로 진행하다가 제50마디에서는 d′에서부터 감5도 상행한 a♭′까지 도

달하게 된다. 제50마디와 제51마디에서는 a♭′음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폭

넓은 농음과 함께 그 음색을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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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마디의 ㈀음형은 제52마디부터 진행되는 선율의 동기가 되는 음형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서로 증2도 관계의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금과

첼로의 리듬꼴이 동일하다.

첼로는 여전히 끊임없이 음정과 리듬을 변화시키며 선율을 진행하고 col

legno와 pizz의 교대 사용 및 지속음 없이 쉼표와 음을 번갈아 사용한다. 이

를 통해 단락은 전반적으로 리드미컬하게 느껴지게 된다. 해금과 첼로의

선율은 때때로 정박에 만나기도 하지만 보통 그러한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구는 항상 마디의 첫 박은 양손을 함께 연주 한 다

음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치며 리듬을 쪼개는 진행을 반복한다. 장구 선율을

보면 한국 음악의 고유한 장단36) 자체를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으나 작곡

가가 악곡 내에서 장구 선율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18> 제52마디∼55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예보17> ㈀음형을 동기로 하여 점차 선율이 확장되는 부분이

다. 주목할 점은 해금과 첼로의 리듬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까지 각자의 악기 선율이 자유롭게 진행되던 양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36) 예를 들면 세마치장단, 진양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굿거리장단, 자진

모리장단, 휘모리장단, 단모리 장단, 타령장단, 등 고유한 이름이 부여된 장단을

일컫는다. 이러한 장단은 일정한 틀을 가지나 그 안에서 끊임없는 변형이 일어나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음악 장단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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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짧게나마 음악적 통일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음의 움직임을 활발하

게 하여 점차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한편, 해금과 첼로가 동일한 리듬으로 모여지는 것과 달리 여전히 장구는

독자적인 선율을 보이며 리드미컬하게 진행된다. 한 마디씩 악구를 형성하여

자기만의 규칙을 생성하는 장구 리듬은 이 단락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예보19> 제56마디∼57마디, ⓑ′선율구조

이 부분에서 첼로의 선율은 <예보18>의 리듬꼴과 연속성을 띄며 비슷하

게 진행되는 반면 해금은 ♩를 테누토로 연주하며 음을 묵직하게 눌러준다.

제52마디부터 제55마디까지 음의 밀도를 높여 정점을 향해 가던 해금 선율

은 제56마디에 한 박에 1음씩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예

보19>은 단락으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볼 수 있다.
단락은 음의 밀도가 앞선 단락에 비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악기가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

해 곳곳에 대조형식을 사용하여 리듬을 강조했다. 해금은 테누토와 스타카토

의 표현 기법을 교대로 사용하여 음의 길이에 차이를 두고, 첼로는 col

legno와 pizz의 주법을 번갈아 사용하며 음색에 차이를 준다. 또한 첼로는

리듬을 짧게 진행시키면서 리드미컬함을 강조하고 장구는 마디별로 강박을

생성하며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안에 구성 리듬은 계속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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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락의 선율구조

단락은 제58마디부터 제70마디까지로 이루어져있다. 제69마디까지의
박자는 

이다가 제70마디부터 
로 바뀐다. 이 단락은 단락의 여운이 남

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리듬의 시가가 단락과 마찬가지로 짧고

해금 선율과 첼로 선율에서 테누토와 스타카토를 교대로 사용하며 대조의 기

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보20> 제58마디～61마디, ⓐ선율 구조

제58마디～61마디까지는 단락의 ⓐ선율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에서
해금과 첼로는 

박자의 리듬 분할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으로 
박의

리듬을 분할하는 방식은 (♫+), (+♫)의 두 가지인데 이 단락의 선율악
기는 각기 다른 분할법을 선택했다. 해금은 대체로 

박자를 (♫+)의 리듬
으로 분할시키는 반면 첼로는 (+♫)의 리듬으로 분할한다.
한편 장구는 제58마디에 등장하는 리듬을 제66마디까지 반복 진행한다. 세

악기가 같은 박자를 각기 다른 리듬으로 분할하는 것을 통해 악기 간에 강박

이 엇갈려 등장하고 이를 통해 작곡가가 강조하는 ‘대조’의 표현이 극대화 되

고 있다.

리듬 뿐 아니라 음의 표현을 보면, 제58마디에서 해금의 첫 음 f′와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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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음 b′는 둘 다 테누토로 음을 눌러 내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 음

은 스타카토로 음을 짧게 끊어 내도록 되어 있다. 제58마디부터 제66마디까

지 해금과 첼로는 한 음마다 테누토와 스타카토가 교대로 등장한다. 이렇듯

음마다 순차적으로 표현 기법을 번갈아 대조시킴으로써 음악이 더욱 생기 있

게 들린다.

이 부분의 해금 선율을 보면 한 마디마다 프레이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임줄로 인해 다음 마디까지 선율이 이어지도록 되어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 단락의 해금 선율은 테누토와 스타카토의 사용 뿐 아니라 붙임줄을 사
용해서 더욱 강세가 혼잡하게 뒤섞이고 있다. 이는 앞선 단락과 유사한 특
징으로 보인다.

반면 첼로 선율은 한 마디마다 리듬 분할이 완전해지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장구 또한 한 마디마다 악구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예보21> 제62마디∼66마디 선율구조,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위의 <예보20>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했던 ‘테누토, 스타카토의

교대 출현’, ‘
 혼합박의 리듬분할’과 그 의도는 동일하다.

<예보21>의 제63마디부터는 f′음을 기준으로 하여 e♭″로 도약하는

형태를 한 마디에 한번 씩 반복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 부분의 마지막 제66마디에서는 e♭″으로 도약하기 전 기준이 되는 음을

f′에서 c″로 상행시키면서 또다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악상은 제6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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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 마디를 걸쳐 점차 확대된다.

<예보22> 제67마디～70마디, ⓑ 선율 구조

위에서 언급한 <예보21>에서부터 점점 음량을 확대시키다가 제67마디에

이르러 악상과 더불어 해금의 폭 넓은 농음이 더해져 단락의 클라이맥스

를 형성한다. 이전에 등장한 ⓐ＇선율에서 얻어진 e♭″음정은 이 단락의

최고음이며 해금의 굵은 농음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장구와 첼로는 각 음마다 악센트를 사용하여 정점으로 향하는 분위기 형성

에 효과를 더한다. 해금이 하나의 음을 지속하는 반면 장구와 첼로는 마디마

다 리듬을 잘게 쪼개어 선율을 진행시킨다.

이 부분은 해금선율을 기준으로 단락의 제58마디～66마디까지의 선율
진행과 달리 리듬을 분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

율 구조인 ⓑ라고 칭하였다.

<예보22>을 보면 단락으로 가기 한 마디 전인 제70마디는 다음 단락의
박자인 

 로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박시킨 마디로, 이 마디에

서 악기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단락의 마무리를 암시한다. 해금은 앞서 등장

한 음정을 농음으로 유지시키는 반면 장구는 리듬을 더욱 잘게 쪼개서 악센

트로 한 타점씩 강조한다. 특히 첼로는 글리산도기법37)을 사용해 음을 하행

37) 글리산도란 서양 음악 기법으로 현악기에서는, 어느 음에서 다른 음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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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작곡가는 이 부분에서 첼로 선율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하강하여

다음 단락으로 연결되도록 의도했다.38)

단락은 앞선 단락의 연장선이며, ‘대조’의 형식이 계속 유지된다. 더불
어 강박의 혼재가 또 다른 음악적 특징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1)리듬 분할의

대조 2)표현기법의 대조 3)붙임줄의 사용을 통해 나타난다. 악기 간 리듬적

대조와 강박의 혼재는 전통 국악의 장단에서 보여 지는 Polyrhythm39)적인

요소를 곡에 녹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71마디부터 제92마디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박자는  ,  ,

 , 

로 나타난다. 단락은 ‘변박’이 자주 등장하는 것, 일정한 마디에 걸쳐

음정을 계속적으로 하행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예보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하는 패시지를, 악센트 없이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음계 각 음

의 높이를 정확히 표현하는 대신, 무수한 높이의 음을 통과시킨다. 삼호뮤직편집

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38)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39) Polyrhythm: 대조적인 리듬이 2성부 이상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말

하며 크로스 리듬이라고도 한다. 폴리리듬은 상이한 리듬의 대조 그 자체를 목적

으로 하는 수법.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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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예보23> 제71마디～72마디, ⓐ 선율 구조

<예보23>은 단락에 등장하는 하나의 프레이즈로 ⓐ선율 구조로 볼 수
있고 이후에는 ⓐ가 점차 변화⋅발전되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제71마디에서는 해금, 첼로, 장구가 첫 박에서 ff 의 큰 음량으로 다 같이
연주하며 등장한다. 첼로와 장구는 첫 박을 낸 후 남은 제71마디의 박자를

쉼표로 연주하면서 소리에 여백을 만들어 내는 반면, 해금은 리듬을 잘게 분

할시켜 음의 밀도를 더욱 높인다. 이 때 첼로와 장구의 여백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해금의 선율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제71마디의 해금 선율을 보면 □로 설정 된 음들은 e′, d′, c＃′이며

그 음정 간격이 장2-단2로 나타난다. 이 세 음들 사이에는 ◯로 설정 된 부

분과 같이 32분음표의 짧은 시가의 음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e′, d′, c

＃′의 골격음으로 진행하기 위한 ‘경과음’으로 볼 수 있다.40)

제71마디에서는 해금의 선율이 부각되었다면 이어지는 다음 제72마디에서

는 장구의 여백, 해금의 선율과 대조를 이루며 주선율을 이루는 악기가 해금

에서 첼로로 연결된다. 해금은 g′음정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악센트로 
의

첫 박을 짚어주는 역할이 전부인 반면 첼로는 음의 밀도를 높게 하여 리듬을

계속적으로 분할한다.

장구는 마디의 첫 박만 제시해주며 해금과 첼로의 선율을 부각시키는데 그

40) 작곡가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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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다 한다. 제72마디의 장구 선율은 마지막 16분음표의 등장으로 다음

마디에 어떠한 강한 합박 타점과 연결될 것을 암시한다.

73

<예보24> 제73마디～74마디, ⓐ′선율 구조

제73마디에서는 해금이 주선율을 이루고 다음 마디에서는 첼로가 주선율

을 담당하며 그 역할을 주고받는다. 장구는 여전히 타점의 빈도를 낮추며 첫

박을 짚어 주는 역할을 한다. 두 마디는 
 박에서 

로 변박이 되면서 한 박

을 쪼개는 기준 박이 3분박에서 2분박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박자가 끊임없

이 변화하는 느낌을 준다. 이 부분은 ⓐ와 리듬구조나 표현이 유사하므로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선율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제74마디 해금 선율이다. 동일한 구조였던

제72마디는 마지막 박자를 쉼표로 진행했다면 제74마디의 마지막 박자에서

는 바로 이전의 출현 음 d′의 한 옥타브 이상으로 도약한 f″ 음정이 등장

하고 이 음을 글리산도로 연주하며 하행시킨다. 이는 단락으로 오기 전 제
70마디에서 첼로 선율이 글리산도로 연주되어 빠르게 하행하는 장치와 같은

것으로 다음 마디로 가는 연결 장치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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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25> 제75마디∼78마디, ⓐ″선율 구조

제75마디의 해금은 여전히 골격음과 경과음으로 마디가 구성되어있다. 한

마디씩 선율을 주고받던 이전의 선율진행과 달리 제76마디에서부터 제78마

디까지는 해금과 첼로가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며 서로 리듬꼴을 반대로 진

행시킨다. 장구는 제75마디부터 제78마디까지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하여 그

것의 첫 박과 마지막 박만 연주하며 악구를 완성한다.

제75마디의 해금 선율을 살펴보면 골격음이 e′, d′, c＃′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첼로는 골격음을 f′, g′, a♭로 점차 상행 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금과 첼로 두 악기간의 대조를 통하여 선율이 끊이는 부분

없이 들리도록 연속성을 부여한다. 두 악기의 선율은 제78마디에 이르러 해

금은 c′, 첼로는 f′로 도달한 후 음을 끌어 내리며 단2도씩 하행하여 각각

b′, e′의 16분 쉼표로 음을 정지시킨다. 이 때 선율악기의 쉬는 박에서 장

구의 ♬리듬 연주를 통해 다음 제79마디로 자연스럽게 음악이 연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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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26> 제79마디～82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이전까지의 단락에서 보이던 선율 구조와는 달리 해금 선율
이 하나의 지속음으로 진행되므로 새로운 ⓑ선율 구조로 칭하겠다. ⓑ선율

구조에서는 
 -

 -
 박자로 한마디씩 변박이 되며 진행된다.

해금 선율은 b′음정을 sfz로 크게 소리 내다가 바로 pp 악상까지 줄여
세 마디에 걸쳐 점차 ff 의 악상까지 음량을 확대시킨다. 이 때 악상과 동일
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농음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다가 점차 농음의 폭을 넓

히며 그 효과를 더한다.

이 부분의 첼로는 제72마디에 등장했던 리듬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일정

하게 리듬을 분할하여 박자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장구는 변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율의 첫 박마다 연주하며 마디마

다 그 리듬꼴은 동일하다.

이렇게 진행된 선율은 제82마디에 ‘의도적 정지’에 의해 멈춰진다. 작곡가

는 특히 첼로 선율에 ‘ Stop A and D, but let B ring’ 으로 명시하며 b음정

이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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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²

㈀
83

<예보27> 제83마디～93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앞서 등장한 ⓐ, ⓑ 선율구조와 또 다른 선율 구조로 새로운 ⓒ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제83마디에서 해금은 이전 마디에서 여운으로 남겨

진 첼로의 b음을 변형시켜 한 옥타브 높은 b′를 도출하고 그 음에서 단2도

하행시킨 b♭′음으로 여리게 시작한다.

첼로는 f′로 시작하며 해금과 리듬꼴을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시키는데

이는 음악에 통일감을 부여한다. 제86마디 해금의 ㈀은 다음 제88마디와 제

90마디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어 등장하는 음형이다. 제88마디에서는 그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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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지만 ㈀¹의 부분에서 음정이 변하였는데 음정 간격은 감5도로 ㈀

과 동일하므로 ㈀¹라고 하겠다. 제90마디의 표시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듬

과 음정이 변하였지만 음정 간격은 감5도이므로 ㈀²라 하겠다. 제92마디는

이전 마디의 마지막 음인 a′가 단2도 낮아진 a♭′음으로 시작하여 농음과

함께 악상을 확대하고 잉어질로 단락을 마무리 짓는다.

단락 는 끊임없는 변화가 존재하는 구간으로 한 마디마다 변박이 사용
되고 악기 마다 각자 선율도 다르다. 제71마디부터 해금이 주선율을 내면 다

음 마디는 장구가 주선율을 내는 식으로 선율을 ‘주고받는 형식’이 나타났다.

이는 악기 간에 대화를 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단락에 이어서 단락도
선율 내에 반음계적인 음계가 다수 사용되었다. 2도 간격의 음정과 더불어

감5도 간격의 음정도 자주 등장한다. 한편, 해금과 첼로가 선율을 주고받는

동안 장구는 마디의 첫 박에만 양손으로 연주하는데 이는 박자감을 조성하며

변박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박은 마디마다 박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것을 통해 음악의 긴장감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느낌을 준다.

6)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93마디부터 제104마디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크게 3
부분으로 선율 구조를 나눌 수 있다.

<예보28> 제93마디～95마디, ⓐ 선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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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의 첫 마디인 제93마디는 첼로 혼자 화음으로 한 마디를 연주한 후

다음 마디에서 16분음표의 짧은 시가로 프레이즈를 완성시킨다. 이처럼 단락

의 첫 부분에 첼로가 단독으로 화음을 연주하며 시작하는 것은 Intro 단락에

등장했던 동기와 유사한 모습이다. ‘변형된 동기의 재등장’은 음악에 통일감

을 부여한다.

해금은 제94마디에 a♭′-d′, a♭′-g′, a♭′-d′,의 음정으로 진행

되는데 이 음정 간격들을 살펴보면 각각 감5도, 단2도, 감5도가 반복되면서

작곡가가 악곡 전반에 자주 등장시킨 음정 간격을 또 다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구는 해금과 같이 
 박자를 한 박자씩 쪼개며 연주하는데 이 때 제94마

디에서 처음으로 장구에 변죽을 사용한 연주법이 등장한다. 즉, 작곡가는 한

마디에서 복판과 변죽을 번갈아 사용하며 음색의 대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

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전통 어법에서 쓰지 않는 왼손의 변죽 연주가 특징

적이다.41)

제93마디와 제94마디, 이 두 마디에 걸쳐 세 악기가 악구를 형성하고 다음

제95마디에는 모든 악기가 쉬는 박을 통해 의도적으로 음악을 정지한다. 이

는 음악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다음 마디에 나오는 선율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한다.

41) 장구 선율에서 x와 같이 표기된 것은 변죽 연주를 의도한 것이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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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30> 제99마디～104마디, ⓐ″선율 구조

<예보29> 제96마디～98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앞서 언급된 ⓐ와 그 음형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선율 구조로 볼 수 있다. 제93마디에서 첼로가 먼저 등장한 것과 같이 이 선

율 구조의 첫 마디인 제96마디에도 첼로가 재등장하며 시작한다. 다음 마디

에서 해금은 ⓐ선율과 음정은 달라졌지만 마지막에는 감5도로 그 간격을 통

일시킨다. 그 후 제98마디에서는 다시 ‘의도적 정지’를 설정함으로써 긴장감

을 구축시킨다. 하나의 프레이즈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발전되며 선율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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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과 첼로, 그리고 장구의 선율이 ⓐ 구조와 유사한 점을 미루어보아 이

부분은 ⓐ″구조로 볼 수 있다. 제99마디에 첼로 선율은 ⓐ구조와 동일하지

만 arco로 연주되던 것을 pizz로 바꾸어 미세한 변화를 추구한다. 악곡 내에

서 반복되는 형태는 자주 등장하지만 그 반복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려

는 작곡가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제100마디에서는 프레이즈의 축소에 알맞게 박자가 
 으로 변화한

다. 그 후 제103마디의 
박자 한마디의 시가 동안 ‘의도된 정지’를 통해 긴

장감을 유발한 후 해금의 d′음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단락을 이끌어낸다.

단락을 이루는 ⓐ, ⓐ′, ⓐ″선율구조는 해금과 첼로의 대화형식, 장
구의 리드미컬한 연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 안

에서도 기준 박을 달리하던지 음정에 변화를 준다던지 미세한 변화를 추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105마디부터 제119마디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단락은 전
체적으로 음의 도약이 크지 않고 중간 중간 단2도와 감5의 음정간격이 선율

에 삽입되며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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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31> 제105마디∼109마디, ⓐ선율 구조

제105마디, 제106마디에서 해금과 첼로는 둘 다 d′음으로 동일한 음정을

낸다. 그러나 해금은 d′음정을 지속음으로 선택하였고 굵은 농음에서부터

두 마디에 걸쳐 잔 농음으로 그 폭을 좁혀나간다. 반면 첼로는 d′음을 처음

부터 pp 악상으로 여리게 시작하는데 col legno의 기법으로 연주하여 리듬
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장구는 이 때 연주하지 않고 두 찰현 악기

만이 새로운 단락의 도입부에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생성하고 있다.

제107마디에서는 다시 
박자로 변하며 해금 선율은 d′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음의 빈도수를 높이는 와중에 단2도나 감5도로 가끔씩 음정을 상행시켜

미비한 변화를 시도한다.

첼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d′음을 골격음으로 택하지만 중간 중간 단2

도나 감5도로 음을 하행시켜 변화를 준다. 미세한 변화의 진행은 같으나 해

금은 음정을 상행시키고 첼로는 음정을 하행시키는 것으로 대조를 의도한다.

한편, 장구는 제107마디부터 첫 박만 여리게 치면서 첫 박을 드러내는 역

할을 한다. 단락의 첫 부분에서 세 악기는 중심적인 음의 제시와 박자감 조

성에 주력하며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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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예보32> 제110마디～114마디, ⓑ 선율 구조

이 부분도 앞의 ⓐ선율 구조와 마찬가지로 d′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하는

데 점차 음정을 더 잘게 쪼개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제111마디의 □

부분과 같이 해금의 d′, g,′ a′, c′을 상행시키는 음 구조는 제112마디

와 제113마디에 약간씩 그 형태가 바뀌며 진행되고 첼로는 d′, b♭′, a

♭′,g′로 점차 선율을 하행시키며 진행된다. 장구는 ⓐ구조에서 첫 박만

제시하는 정도였는데 그 보다 타점의 빈도가 높아졌다. 선율악기가 리듬을

분할시키며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장구도 리듬을 잘게 쪼개며 긴장감을 구

축시킨다.

제112마디에서부터 모든 악기는 점차 악상을 확대시키며 정점으로 향한다.

d′음정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점은 ⓐ구조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리듬이 많이 분할되고 해금과 첼로, 장구의 움직임이 더욱 많아진 점을 보아

ⓑ구조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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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33> 제115마디∼119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앞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전개되는데 해금과 첼로가 음의

상행과 하행 진행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며 단락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제118마디부터 두 마디에 걸쳐 모든 악기는 음량을 확대시키고 리듬을

더욱 잘게 분할한다. 장구는 점점 모든 박에 리듬을 부여하며 전체적으로 모

든 악기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단락은 두 선율악기가 d′음정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단락의 첫

음 g′로 도달하기까지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음정의 도약은 크지

않고 단2도, 감5도의 음정을 삽입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해금은 상행하는 선

율, 첼로는 하행하는 선율로 대조적이며 장구를 포함한 모든 악기는 리듬을

잘게 쪼개어 단락 자체가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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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120마디부터 제131마디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은 이
악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g′음을 골격음으로 하여 음정 간

격을 점차 넓혀 간다. 이것은 음량을 확대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

을 한다.

<예보34> 제120마디 ～ 125마디, ⓐ선율 구조

제120마디에서 제125마디까지는 이 단락의 ⓐ선율으로 볼 수 있다. 제

120마디에서부터 제122마디까지 해금과 첼로는 첫 박을 g′음으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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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기 다른 리듬형으로 선율을 진행시킨다.

해금 선율을 살펴보면 각 마디의 첫 박은 ♫리듬으로 되어있는데 제120마

디는 g′-g′로 동일한 음을, 제121마디는 g′- c″로 완전 4도 간격의 음

정을, 제122마디는 제121마디와 동일한 음 간격인 g′- c″로, 제123마디에

서는 g′-d♭″의 감5간격의 음정을 낸다. 이를 살펴보면 g′를 딛고 나오

는 다음 음정이 점차 상행되면서 음 간격이 넓혀지는데 이를 통해 전체적으

로 곡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24마디와 제125마디를 살펴보면 두 마디에 걸쳐 점차 음량이 커지도록

크레셴도로 표기되어있다. 또 해금 선율은 제123마디에 등장한 g′-d♭′

의 감5도 간격의 음정을 거꾸로 제시해서 d♭′음에서 g′로 하행하는 음

형을 만들었다. 제125마디의 해금 선율에서는 그 리듬이 32분음표로 분할되

면서 악곡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한편, 장구는 제120마디부터 제125마디까지 각 마디마다 일정한 패턴을

지니며 진행된다. 그것은 마디의 첫 박은 항상 양손으로 연주하고 마디의 세

번째 박을 연주할 때는 리듬을 잘게 쪼개는 것이다. 이 때 첫 박에 꾸밈음을

붙이거나 세 번째 박의 리듬분할에 계속적인 변화를 주긴 하지만 이것은 미

미한 변화에 불과하다. 즉, 장구의 리듬 진행에 미세한 변화는 존재하지만 하

나의 패턴을 형성하며 규칙성을 보이는 것은 각 단락에서 보이는 장구의 음

악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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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35> 제126마디∼131마디, ⓐ′선율 구조

제126마디의 해금 선율이 g′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은 ⓐ선율

구조와 유사하지만 g′음을 딛고 등장하는 음은 f″까지로 그 간격이 단 7

도까지 더 넓어졌으며 계속적으로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있다.

또한 리듬과 붙임줄의 사용을 통해 당김음의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는 강

약의 도치를 야기한다. 즉, 제126마디의 해금 선율에서 g′보다 단7도 도약

된 f″음에 강박이 부여되며 f″이 더욱 부각된다.

반면 첼로는 제126마디에 d′으로 시작하여 반음씩 하행하고 리듬을 16분

음표로 잘게 쪼개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는 제129마디에 이르러 32분음표

로 더욱 잘게 분할된다.

장구는 ⓐ선율 구조와 유사하게 계속적으로 한 마디 간격의 패턴을 반복

시킨다. 그러나 첫 박이 반박으로 쪼개져 등장하며 각 마디의 셋째 박에서

리듬을 더욱 잘게 쪼개며 진행된다. 계속적으로 악곡의 클라이맥스로 도달하

기 위해 각 악기의 선율이 더욱 잘게 쪼개지고 음정이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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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36> 제132마디∼133마디, ⓐ선율 구조

제130마디, 제131마디에서는 해금과 첼로가 동일한 음정과 악상 그리고

리듬형으로 완전하게 만나게 된다. 이는 단락의 제85, 86마디와 유사한 것
으로 리듬이 동일하게 모여지며 종지형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동일한

리듬의 종결은 악구가 일단락되는 것을 암시한다.

단락은 단락의 첫 음 g′부터 점차 음정 간격을 넓히며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음의 밀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이며 리듬을 계속적

으로 잘게 쪼개면서 선율을 진행하는데 이는 분위기를 최고조로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9)  단락의 선율 구조

이 단락은 제132마디부터 제137마디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Intro부분과

유사한 단락이다. 단락도 Intro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점차 확장하는 형태다.

<예보36>은 단락의 ⓐ선율 구조로 제132마디는 이 단락의 동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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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1마디에 등장한 구조적 표지의 같다. 이 동기를 기준으로 점차 음구

를 삽입하거나 리듬을 분할시키며 호흡을 확장시킨다. 해금 선율의 첫 부분

은 d″-a♭″의 감5도 간격인데 이는 곡 전반에 걸쳐 작곡가가 다수 등장

시킨 음정 간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첼로는 arco로 연주하며 화음으로 구성된 동기를 연주한다. 해금과 첼로
그리고 장구는 fff 로 시작하여 sffz 까지 음량을 확대시킨다. 또한 해금의
선율을 살펴보면 마지막 sffz 음정에 도달하기 전까지 크레셴도와 굵은 농

음, 그리고 추성까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첼로도 마찬가지로 악센

트와 크레셴도 그리고 추성을 사용하며 음량의 확대를 극대화시킨다.

이 후 제133마디에서는 해금과 첼로의 악상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

을 볼 수 있다. 해금이 d‴음에서부터 f″음까지 점차 음을 자연스럽게 하행

시키면서 음량을 확대시키는 반면, 장구는 해금이 f″음을 낼 때까지 타점의

간격을 넓히며 동시에 악상을 축소시킨다. 이 부분은 Intro 단락과 같이 고정

박자가 제시되지 않으며 연주자들의 호흡으로 연주되는 구간이다.

작곡가의 Program note 에 언급되었듯이, 구조적 표지의 재등장으로 인

해 악곡 전체에 구조감이 부여되며 악곡의 중반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보37> 제134마디∼135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동기가 변형된 모습으로 ⓐ′로 볼 수 있는데 제134마디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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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마디에 등장한 동기의 리듬이 분할되며 그 호흡을 길게 확장 시킨 것이

다.

해금의 시작은 단락의 동기에서 보인 감5간격의 d″-a♭″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그 후 임의의 고음을 내도록 표기된 해금의 x음은 ♬로 리듬이 분
할되었고 그 사이에 d″- c‴로의 음형이 추가되어 선율이 더 길어졌다. 해

금선율은  단락에 비하여 두 옥타브 이상 음역대가 높아졌는데 이는 음악

이 클라이맥스 구간으로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첼로는 단락의 동기에 등장한 2번째 음을 시작 음으로 하였고 이것의
리듬을 셋잇단음표로 쪼개어 변형된 모습으로 전개된다. 악상은 해금과 동일

하다.

제134마디의 첫 박은 이 악곡의 동기와 같이 모든 악기가 출현하는데 이

때 ff 악상으로 시작하여 악곡의 동기보다 음량을 한 단계 축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제135마디는 제136마디부터 등장하는 동기의 두 번째 변형선율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해금과 장구의 악상이 급격하게 줄

어들었다. 또한 첼로도 활을 사용하여 arco로 연주하던 것을 손가락을 튕기

며 pizz로 연주기법을 바꾼다. 이러한 다이내믹한 변화는 전체적인 음량의
축소를 의도하여 다음 선율에 대한 긴장감을 높인다.

장구와 첼로의 악상이 축소되어 마무리 되는 것과 맞물려 해금이 등장하는

데 여리게 시작된 해금의 c″음은 점차 끌어올려져 d″까지 상행되고 한 음

마다 c주법이 적용되며 점차 악상을 넓힌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기 위해 해

금은 악센트, 악상, 표현기법 등을 더하여 점차 음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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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38> 제136마디∼137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율을 변형시킨 모습이며 이 선율 구조를 ⓐ˝로

볼 수 있다. 제136마디는 ⓐ의 첫 시작과 그 리듬, 음정이 동일하다. 제 135

마디에서 악상이 축소된 것과 대조를 이루어 모든 악기가 정박에 ff로 연주
하며 다시 변형된 동기의 재등장을 알린다.

해금 선율을 보면 동기의 마지막 음이었던 x까지 도달하는 것은 제136마
디도 마찬가지이나 임의의 최고음에 도달하기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음들을

출현시키며 이 단락에서 호흡을 가장 길게 확장시킨 것을 알 수 있다. 해금

은 a♭″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데 굵은 농음으로 세 번 연주하다가 c‴로

음정을 상행시킨 후 x음까지 도달한다.
첼로는 리듬을 점차 쪼개며 진행하다가 해금이 x음을 낼 때 동시에 동일

한 리듬으로 연주한다. 이 때 해금과 첼로가 같은 리듬으로 모여지는 것은

단락의 강렬한 종지를 암시한다.

장구는 첫 박에 등장한 후 멈추어 있다가 해금과 첼로가 쉬는 박에서 그

빈틈을 채워준다. 그 후 제137마디에서는 다시 세 악기가 sffz 악상으로 만
난다. 해금과 첼로는 첫 박을 내고 바로 여백을 만드는 반면 장구는 점차 악

상을 줄여가며 타점을 증폭시킨다. 이 때 장구는 명시된 ‘Gradually move

to edge’와 같이 변죽을 향해 손을 움직이며 음색에 변화를 준다.

단락은 Intro에서 처음 등장했던 ‘구조적표지’가 재등장하여 변형⋅반복
되는 구간이다. 반복을 통하여 구조적 표지의 역할을 확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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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락의 선율 구조

<예보39> 단락 전체 (제138~16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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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은 제138마디부터 제165마디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은 이전
까지와 다르게 악기 구성이 변화된 점에 주목하여 분석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세부 선율을 나누지 않고 단락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볼 것

이다. 단락까지는 해금, 첼로, 장구 세 악기가 모두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락이 시작되면 제138마디부터 제165마디까지는 해금이 아예 제외된 상
태로 첼로⋅장구만이 연주를 이끌어간다. 이는 해금의 음색이 사라졌다가 다

시 등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해금이 부각되는 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로 파악

된다. 악기의 구성 유무에 대조를 주어 협연 곡의 solo악기처럼 그 악기의

음색과 선율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는 작곡기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단락의 템포는♩=72, 박자는 
로 제시되어있고 특히 ‘Flowing’라고 명

시하며 선율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38마디부터 제

141마디까지는 장구가 
박자를 ♫+로 리듬을 분할하며 연주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제142마디에서는 첼로가 pizz로 g-f음을 연주하는데 2도의 음정을
포르타멘토로 연주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며 선율이 더욱 부드럽게 흘러가

도록 한다. 장구는 계속적으로 
박자를 ♫+로 쪼개어 진행시킨다. 첼로는

앞서 언급한 두 음만을 사용하여 그 리듬을 변형시켜 연주한다. 제164마디와

제165마디는 다음 단락으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서 첼로가 리듬을 더욱 잘게

쪼개어 한 마디의 내에서 음의 밀도를 높이고 악상을 통해 음량을 확대시킨

다. 그러다가 제165마디는 상행했던 선율들이 다시 하행하는데 이 때 음정

간격은 2도씩으로 큰 도약 없이 흘러가는 듯한 효과를 준다.

단락에서는 작곡가의 Program Note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첼로가 거

문고, 아쟁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첼로의 다양한 연주기법을 통

하여 발현된다. 작곡가는 첼로의 pizz 연주를 통해 거문고의 음향효과를,

arco를 통한 연주로는 아쟁의 음향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152마
디의 첼로 선율과 같이 pizz 연주법과 굵은 농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부분은

거문고의 ‘대점’을 모방했다.42)

42)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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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166마디부터 제188마디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단락인
단락과의 연속성을 보인다. 단락의 박자는 단락과 마찬가지로 박이
고 단락의 초반부는 첼로와 장구만이 연주하다가 제170마디에 와서 다시
해금이 등장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라졌던 해금의 음색이 재

등장하면서 그 음색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준다.

<예보40> 제166마디∼169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악기 구성이 앞 단락인 와 동일하다는 것에서 그 연속성을 찾

을 수 있다. 여전히 
박자로 전개되는 이 부분은 첼로와 장구가 그 박자를

♫+으로 진행시키는지, +♫으로 진행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첼
로는 

박자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마디마다 ♫+ → +♫→♫+→+
♫로 교차시키는 패턴이다. 그리고 여전히 연주 방법으로는 pizz를 사용하여
거문고의 리듬적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 첼로 선율은 이전보다 지정된 농음

의 수가 많아져서 더욱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장구는 일정한 리듬 형을 가지고 마디마다 동일하게 연주하여 패턴을 형성

한다. 즉 마디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연주되어 첼로의 리드미컬함과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은 단락의 ⓐ선율 구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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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예보41> 제170마디∼174마디, ⓐ′선율구조

이 부분은 이전의 단락에서 존재하지 않던 악기의 음색이 다시 재등장
하는 부분으로 해금의 음색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여전히 첼로와 장구는 리

드미컬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구와 첼로가 리듬을 분할하여 진행시키는 방식

은 <예보40>와 동일하다.

해금은 fp의 악상으로 c″을 시작하고 세 마디에 걸쳐 점차 농음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음량을 확대 한다. 제173마디에서는 단2도 상승한 d♭″까지

음을 끌어올리며 프레이즈가 마무리 된다. 해금이 하나의 지속음에 다양한

표현기법을 더하여 선율을 진행시키는 방법은 앞선 여러 단락에서도 등장한

작곡가의 작곡 기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첼로와 장구는 이 부분에서도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데 첼로는 ⓐ

선율 구조와 마찬가지로 ♫+, +♫의 리듬형으로 박자를 분할하며 역
동성을 지닌다. 또한 장구도 계속적으로 리듬을 쪼개서 혼잡한 리듬을 유지

하는데 그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는 앞선 ⓐ형 선율 구조와 매우 유

사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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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42> 제175마디∼179마디, ⓐ″선율 구조

이 부분은 ⓐ′와 매우 유사한 구간으로 첼로와 장구는 여전히 일정한 패

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금만 지속음을 연주하며 진행되고 있다. 첼로는

마디마다 (♫+), (+♫)로 리듬분할 방식을 달리 하여 박자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장구는 앞선 단락의 장구리듬과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해금은 역시 c″음정을 fp악상으로 시작하여 농음의 폭을 점차 넓히며 다

이내믹을 시도한다. 제177마디에서는 음이 반음씩 하행하다가 a♭′을 ff 
악상으로 내며 서서히 착지한다. 그 후 한 박을 쉼으로써 흐름을 멈추고 감5

간격의 a♭′과 d′를 두 번 반복한다. 제179마디에서는 그 간격이 넓어지

며 b′-d′로 음정이 변화한다.

<예보43> 제180마디∼182마디, ⓐ‴선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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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와 장구는 여전히 혼합박의 리듬분할을 교차시키며 하나의 패턴을 만

들고 있다. 해금은 c″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나 리듬을 쪼개고 강박을

엇 박처럼 들리도록 의도하여 긴장감을 구축한다.

제182마디에서는 장구의 마지막 박 리듬이 잘게 분할되었고 해금도 한 마

디를 굵은 농음으로 연주하게 되어있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다

음에 등장 할 선율에 대해 기대감을 조성한다.

단락에서 장구는 동일한 리듬 패턴을 한 단락 동안 반복하는 것이 특징
이다. 첼로는 계속적으로 

박을 번갈아 (♫+), (+♫)로 리듬 분할하고
있다. 첼로와 장구는 어떠한 패턴을 형성하여 반복하고 있는데 작곡가는 이

패턴이 청자에게는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설정했다고 한다.43) 이는 리듬 패

턴은 동일하지만 선율 악기인 해금과 첼로가 끊임없이 음정과 리듬 분할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43)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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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¹

<예보44> 제183마디～ 188마디, ⓑ선율 구조

해금선율의 ㈀음형을 살펴보면 붙임줄로 이어진 두 음의 음정 간격은 완

전 4도이며 점차 하행하는 선율이다. 또한 붙임줄로 이루어진 두 음 중 첫

음을 골격음이라고 보고 그것을 나열하면 f″-e″-e♭″-d″-d♭″-c″

-b′-b♭′-a♭′-g′로 반음씩 하행하고 있다. 동시에 첼로선율의 ㈁음

형을 보면 포르타멘토로 연주하며 단 2도씩 하행 진행을 반복 사용한다.

제185마디의 해금 선율은 골격음이 g′까지 하행했다가 다시 d′-f′-

f′-g′-g′-a′-a′-d′로 점차 상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186마디의

해금선율은 다시 a♭′-d♭″의 완전 4도 간격으로 넓어지고 다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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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로 6도까지 간격이 넓어져서 쉼표와 교대로 출현시키며 제188마디에 이

르러 b음정으로까지 하행한다. 첼로는 제187마디에서 반음씩 하행하며 종지

를 형성하는데 이는 ㈁음형과 유사하다. 제187마디 해금의 마지막 박에서는

b음정에서 한 옥타브 이상 도약한 c″음정이 나타나며 새로운 단락의 등장

을 암시한다.

단락을 정리하면, 해금은 다양한 형태의 선율 진행을 보이고 첼로는 끊
임없이 리듬분할을 하며 진행된다. 두 선율악기는 독립적인 선율을 보이며

진행하다가 하행선율이 있을 때에는 통일감을 보이며 전개된다. 한편, 장구

는 한마디 간격으로 동일한 패턴을 단락 전체에서 반복한다. 이를 통해 단락

의 리드미컬함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세 악기의 밸런스를 맞추어준다.

12)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189마디부터 제202마디까지 구성되어있다. 박자는 로 이전
의 단락들에서 동일하게 이어져 오며 해금, 장구, 첼로의 선율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구간이다.

<예보45> 제189마디∼191마디, ⓐ선율 구조

이 선율은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프레이즈로 첼로와 장구의 리드미컬한
선율 진행 위에 해금 선율의 당김음과 같은 효과가 더해져 새로운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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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해금 선율을 보면 제189마디부터 제191마디로 어떤 하나의 음정

을 특정한 리듬으로 분할하고 붙임줄과 악센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약

을 도치시키고 있다. 단락에서 해금은 f″음의 리듬을 분할시켜 두 마디
진행시킨 후 제191마디에서 굵은 농음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반면 첼로는 pizz로 연주하던 앞선 단락과 달리 arco로 연주하며 음색에
변화를 준다. 그러나 

박자의 리듬을 다양하게 분할하며 리드미컬함을 강조

하는 것은 앞선 단락들과 유사하다.

장구는 이전 단락과 마찬가지로 한 마디마다 동일한 리듬패턴을 연주하는

것을 반복한다. 세 가지 악기가 각기 다른 선율을 연주하면서도 통일감을 느

껴지게 하는 데에는 장구의 일정한 리듬구의 반복, 첼로의 리듬 분할 반복이

그 역할을 한다. 세 가지 소리는 서로 강하게 연동되어 진행된다.

<예보46> 제192마디～194마디, ⓐ′ 선율 구조

제192마디～제194마디의 해금 선율은 앞선 단락의 ㈀음형과 동일하게

4도 간격의 음정을 하나로 묶어 점차 하행시키고 있으며 그 골격음은 반음씩

하행하고 있다.

반면 첼로는 pizz와 arco의 연주법을 교차시키며 음색의 변화를 주는 것과
동시 여전히 

의 혼합박을 (♫+) 또는 (+♫)로 분할하며 전개된다. 해
금이 세 마디에 걸쳐 하행 선율을 보이는 반면 첼로는 점차 음정을 상행시키

며 대조를 이룬다.

장구는 마찬가지로 변죽과 복판을 번갈아 연주하며 음색의 변화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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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일한 리듬구를 마디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194마디의 마지

막 부분에만 리듬을 잘게 쪼개어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제

191마디의 마지막 부분과 마찬가지로 세 마디에 걸쳐 미미한 리듬의 변화를

보이는 패턴이다.

<예보47> 제195마디∼202마디, ⓐ″선율 구조

제195마디는 ⓐ선율구조와 유사한 부분으로 첼로와 장구가 ⓐ선율구조 부

분과 동일한 선율과 리듬구로 움직이고 있다. 해금은 c＃′에서부터 제198

마디까지 점차 음을 상행시켜 제199마디에 이르러 f″음을 내고 굵은 농음

과 악센트로 표현하며 단락의 정점을 맞는다. 해금선율을 살펴보면 반음씩

음정이 상행하는 음구가 모여 하나의 프레이즈를 생성한다.

첼로는 이와 반대로 점차 하행하는 선율을 보이며 해금선율과 음정 간격을

벌려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고조된 해금과 첼로의 선율은 제201과 제202마

디 두 마디에 걸쳐 의도적으로 정지되고 장구가 ♪와 8분 쉼표를 번갈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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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며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13) 단락의 선율 구조

단락은 제203마디～제216마디까지로 이루어져있으며 앞선 단락과 유사
한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예보48> 제203마디～205마디, ⓐ선율 구조

제201, 제202 마디로 긴장감이 구축된 상태에서 다시 단락이 시작되는
데 이 때 세 악기의 악상은 fff 로 극대화되어있으며 해금 선율은 단락의
동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리듬은 붙임줄과 악센트를 통해 강약을 도치

시키는 것이 동일하나 단락의 ⓐ 구조에서는 f″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단락은 6도가 상승한 d♭‴으로 시작되며 음정의 도약을 통해 점차 악곡의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05마디의 해금선율은 d♭‴음에

서 d‴로 반음 상승하고 굵은 농음으로 큰 악상을 유지하다가 제206마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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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49> 제206마디～211마디, ⓑ선율 구조

제206마디의 두 번째 박에 오면 이전에 등장한 ㈀음형과 동일하게 4도 음

정 간격으로 점차 하행하는 선율을 보인다. 제208마디까지 연속적으로 하행

된 선율은 제209마디에 이르러 감5의 간격으로 음구가 축소되어 쉼표와 번

갈아 등장하며 한층 고조되었던 분위기에 반전을 시도한다.

첼로는 제203마디부터 모든 리듬을 16분음표로 쪼개어 연주하고 3음 또는

2음씩 붙임줄을 사용하여 덩어리째로 계속 흘러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때 pizz와 arco의 연주기법을 교차시키며 음색에 변화를 주며 리듬 분할을
붙임줄과 함께 복잡하게 섞어 놓아 청자는 그 패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

하게 해놓았다.

반면 장구는 여전히 일정한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해금과 첼로의 선율이 각

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음악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제209마

디부터 해금과 첼로의 선율이 점차 축소되며 종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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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50> 제212마디 ～216마디

악곡의 최고조로 향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해금의 선율이 d‴

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행되며 제212마디에 이르러서는 그 음색이 아예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첼로와 장구의 선율도 역동적인 리듬형태에서 점차 여

백으로 향한다. 전체적으로 음량이 한층 축소되었으며 장구도 제213마디부

터 제216마디까지 두 마디에 걸쳐 첫 박만 연주하는 것이 전부이다. 첼로는

제213마디부터 하나의 선율구조를 등장시키는데 이는 제1마디에 등장한 동

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첼로의 ㈀음형은 악곡의 동기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화음으로 이어지는 단락에 구조적 표지가 재등장할 것을 암시한다.

제216마디에는 세 악기가 모두 쉬며 고조되었던 분위기에 이어 새로운 긴장

감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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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락의 선율 구조

<예보51> 제217마디～22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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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은 ‘Calm, like an echo'라고 제시되어있으며 템포를 기준으로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217마디～제220마디까지는 Free tempo로, 제
221마디부터는 A Tempo ♩=48로 볼 수 있다. 제217마디～제220마디는

Intro단락의 동기가 반복된 부분으로 명시된 제시어처럼 고요하고, 메아리치

듯이 연주하는 부분이다.

해금은 제219마디에 등장하며 그 전에는 첼로와 장구가 호흡을 주고받으

며 연주한다. 첼로는 'sul tasto'44)로 동기를 연주하고 제219마디에 동기를
확장시키며 호흡을 길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모든 악상은 p, pp, ppp로 나타
나며 여리게 연주한다.

A Tempo로 바뀐 제221마디부터는 악곡의 종지부분으로 해금은 b, c′,

d♭′, c′음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며 큰 도약 없이 진행되다가 c′음을 5

마디에 걸쳐 연주하며 끝난다. 제221마디부터는 음정을 다양한 농음을 통해

진행시키는데 굵은 농음에서부터 점차 농음의 폭을 좁히다가 마지막 마디인

제228마디에서는 농음이 없는 non vibe 형태로 종지한다.

첼로는 여전히 동기를 확장시키며 전개되다가 제225마디부터는 pizz로 더
욱 여린 음색을 가지고 종지로 향한다. 장구는 제221마디에 악센트를 주며

강하게 종지구의 시작을 알리다가 점차 쉼의 반복으로 고요한 분위기에 일조

한다. 그러다 마지막 마디인 제228마디에서는 pp에서 ppp의 악상으로 타점
의 간격을 넓히며 긴장을 풀어주며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단락에서는 악곡의 동기인 제1,2마디가 재등장하며 구조적 표
지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악곡의 후반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소리의 울림,

메아리와 같이 연주되는 이 단락은 전체적인 음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며 서

서히 종지한다.

위와 같이 <소리>의 선율 구조 분석을 통해 얻게 된 결론은 크게 세 가지

로 정리된다.

첫 째, 악곡 구조 특징에 대한 것인데 본래 이 작품은 악장이 구분되지 않

44) 술 타스토(sul tasto)는 “지판 위로”라는 뜻으로 부드럽고 약한 음색을 얻기 위

해 활을 브릿지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연주하는 기법이다. 송은영, “첼로 연

주기법에 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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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일 악장 곡이다. 그러나 선율 분석을 통하여 음악적 특징이 유사한 부

분끼리 단락을 다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악보에 표기된 리허설 마크로 단

락을 구분하면, ‘intro, , -, , , -, , -, -, '의
총 10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Intro, ,  단락은 서로 유사한 선율 진행

을 보이는데 이는 하나의 동기가 각 단락에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동기는 ‘구조적 표지’로서 악곡 전체를 크게 ‘도입부-중반부-후반부’로 구분

짓는 역할과 동시에 전체 악곡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음악적 장치이다. ‘구조

적 표지’ 단락은 Free tempo로 연주자가 제시하는 자율적인 박자에 의해 전

개된다.

이 외의 단락들은 각각의 단락마다 뚜렷한 음악적 특색을 보인다. 이를 순

서대로 나열하자면, Intro 단락은 제1～2마디의 동기가 변형⋅확장되는 전

체 악곡의 도입부이다. 단락은 Intro단락과 연속성을 보이며 악곡의 초반
부로서 기능한다. 전체적으로 음량이 작으며 음의 밀도가 낮게 분포되어있지

만 다음 단락과 연결 되는 부분에서는 점차 리듬이 잘게 쪼개지며 리드미컬

해진다. - 단락은 전체적으로 모든 악기가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음의 밀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리드미컬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

한 대조를 사용한 것도 두 단락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에서도 해

금 선율은 테누토와 스타카토 등 표현기법의 대조, 첼로는 collegno와 pizz
의 주법 대조를 통한 음색의 차이가 부각된다. 한편, 장구는 마디별로 강박을

생성하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진행된다. 단락 는 끊임없는 변화가 존재
하는 구간으로 한 마디마다 변박이 사용되고 악기 마다 각자 선율도 다르다.

변박은 마디마다 박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해 음악의 긴장감

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느낌을 준다. 단락은 해금과 첼로의 대화형식,
장구의 리드미컬한 연주로 구성되어있다. - 단락에서 리드미컬한 선율

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다면 단락과 단락은 단락마다 특정한 형
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의 단락들과 대조를 이룬다. -단락은 모두 두 선
율악기가 어떤 음정을 기준으로 하여 음들 사이의 간격을 벌리며 점차 클라

이맥스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단락은 d′음정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단락의 첫 음 g′로 도달하기까지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음정의 도

약은 크지 않고 단2도, 감5도의 음정을 삽입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해금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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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선율, 첼로는 하행하는 선율로 대조적이며 장구를 포함한 모든 악기

는 리듬을 잘게 쪼개어 단락 자체가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단락은 g'음을 중심이 되는 음으로 하여 점차 그 간격을 넓히며 도약하고,

첼로와 장구는 리듬을 더욱 잘게 쪼개서 전체적으로 음의 역동성을 높이는

단락이다. 이어서 구조적 표지의 재등장으로 곡의 중반부임을 알 수 있었던

단락은 앞선 클라이맥스 단락들과 대조를 이루며 다시 Intro에서와 마찬

가지로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점차 확장하는 형태다. -단락은 
로 유지되는 것이 큰 특징이며 그 틀 안에서 세 악기들이 (♫+), (+♫)
와 같은 형태로 리듬을 분할하여 진행된다. -단락은 앞선 단락의 리드
미컬함에 해금의 지속음이 더해져 색다른 분위기로 전개된다. 해금의 음역은

도입부에 비해 큰 도약을 이룬 상태에서 점차 하행하는 모습으로 긴장된 분

위기에서 이완을 시켜준다. 그 후 마지막 단락은 마찬가지로 구조적 표지
가 등장하며 메아리처럼 Intro, 단락과 유사한 선율로 종결한다. 이렇게 나
누어진 총 10개의 악곡 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각 단락별로는 유기성이 매

우 적었으며 오히려 서로 대조되는 형상을 보였다. 이는 작곡자가 이 곡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악곡 진행방법이 ‘대조’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다.

둘째, 악기편성에 있어서도 큰 특징이 있었는데, 활을 마찰하여 소리 내는

동서양의 찰현 악기가 한 대씩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해금과 첼로는 각자의

주법을 부각시키며 진행되지만 한국 음악의 특색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

다. 해금은 해금만의 주법인 잉어질․다양한 농음․c주법이 전체 악곡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첼로는 첼로만의 주법인 arco, col legno, pizz를
서로 대조시키며 사용하는데 이 때 첼로의 arco는 아쟁을, pizz와 col legno
는 거문고를 연상시킨다. 특히 단락에서 첼로의 pizz기법은 거문고의 대점
을 모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로써 첼로와 해금 모두 곡 전체에 동양적 색

채를 부여한다.

셋 째, 마지막으로 악곡에 나타난 특징적인 음정과 선율, 리듬의 형태를 정

리 할 수 있었다. 음정 상으로는 반음계적(chromatic) 음계의 사용과 감5도

간격의 음정 사용이 자주 출현하였다.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해금의 선율 내에서 반음계적 하행 선율이 나타난 것, 첼로에서 반음계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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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율이 나타난 것, 첼로의 프레이즈 종결 음을 이어받아 해금 선율에서는

그 음의 반음 또는 감5도 간격의 관계를 보이는 음이 출현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악곡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선율의 반복으로 진행된다기보

다는 선율이 모두 리드미컬하게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 있다. 특히 장구는 한

국의 고유한 장단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으나 단락 내에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며 그 안에 변형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곡 전체

의 텐션을 유지한다.

3. 표현법 분석

이 장에서는 선율분석에서 드러난 악곡의 특징적인 표현기법을 정리해보

고자 한다. 전체적인 악곡에서 작곡자가 주로 사용한 표현기법과 해금 선율

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표현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대조법

작곡자가 곡을 창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 때 중

요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대조법’이 있다. ‘대조’란 서로 달라서 대비

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대상은 상대관계를 이루며 각자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앞서 연구한 선율분석을 통하여 Donald Womack은 이 작품에 ‘대조’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곡 안에서 끊

임없는 ‘대조’가 등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조’는 선율상의 표현 기법⋅리

듬 분할⋅악상⋅악기구성․음정 등 전체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되었

다. 이와 같이 악곡 내 어느 부분에서 대조법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한 음악적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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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기법의 대조

<예보52> 표현기법의 대조

단락과 단락의 해금 선율은 <예보52>과 같이 표현 기법의 대조를 통
하여 선율이 진행되고 있다. 작곡가는 테누토와 스타카토를 교대로 사용하며

끊임없는 대조를 시도한다. 테누토가 제시된 음은 그 음의 지속성이 강조되

며 스타카토가 제시된 음은 상대적으로 음의 길이가 더욱 짧게 느껴진다. 이

렇게 번갈아 등장하는 표현 기법의 사용으로 마디의 첫 박에 스타카토가 나

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박이 도치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정

리하면 테누토․스타카토와 같은 표현기법의 대조를 통하여 음의 길이에 상

대성이 부여됨과 동시에 강박이 끊임없이 도치되어 음악에 리듬감과 생동감

이 주어진다.

(2) 리듬의 대조

167

<예보53> 리듬분할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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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에서는 특히 리듬 분할에 있어 악기별로 대조를 보인다. <예보53>

은  단락의 일부분으로 그 예를 잘 보여준다. 이 부분은 
박자로 한 마디

를 구성하는 리듬 방식을 (♫+♪♪♪)와 (♪♪♪+♫)로 나누어 사용한다.

첼로와 장구는 리듬을 계속적으로 분할하며 리드미컬하게 진행한다. 이 때

장구는 전체 마디의 
박을 (♫+♪♪♪)의 패턴으로 동일하게 연주하는데

첼로는 (♫+♪♪♪)와 (♪♪♪+♫)를 교대로 사용하며 변화를 추구한다.

한 악기는 고정된 리듬 분할 법칙을 사용하고 또 다른 악기는 리듬 분할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악기간의 대조, 리듬간의 대조를 동시에 보이고 있

다. 이를 통해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자에게는 그 것이 두드

러지게 들리지 않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3) 악상의 대조

<예보54> 악상의 대조

이는 많은 작곡가가 창작물 안에 투여하는 대표적인 대조 방법으로 악상에

변화를 주며 음량의 대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보54>에서와 같이 Donald

Womack 또한 다양한 악상을 사용하였다. 해금선율은 ppp에서부터 fff 까
지 점차 음량을 확대시키는데 반해 첼로와 장구는 제6마디의 첫 박을 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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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상과 대조시켜 sffz로 시작한다. 이렇게 한 악기의 선율 안에서도 다양한
악상이 쓰이는 것 뿐 아니라 동시에 악기 간의 악상을 대조시킴으로써 전체

적으로는 극단적인 다이내믹을 형성한다.

(4) 악기 구성의 대조

악곡에서 쓰이는 장구는 해금⋅첼로의 선율악기를 반주하는 개념이 아니

다. 세 악기의 선율은 각기 다르게 진행되며 때로는 어떤 악기가 solo선율처

럼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3개의 다른 선율이 하나로 모여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 3중주 개념이다.

전체 악곡을 살펴보면 해금, 첼로, 장구의 악기 구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예를 들어 Intro부분에서는 첼로와 장구만 서로 선율을 주고받다가 제 6마디

가 되면 해금이 등장한다. 더 나아가 단락에서는 해금 선율이 아예 사라졌
다가 다음 단락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마디끼리 혹은 단락끼리 악기 구성에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며

음색에 대조를 시도한다. 작곡가는 강조하고 싶은 음색의 악기는 잠시 제거

했다가 재등장 시키는 등 악기 구성의 대조와 변화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음색의 제거와 재등장의 설정 또한 음악적 대조형

식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농음

‘농음’은 특정 음을 떨어주는 것으로 서양음악에서의 ‘vibrato(비브라토)’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 음악에서의 ‘농음’은 ‘비브라토’에 비해 그 종

류가 더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전통악기를 통해 창작음악 활동을 하는 많은 외국 작곡가들은 한국

음악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농음’을 언급한 경우가 많다.45) Donald

45) Thomas Osborne은 국악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음높이

의 유연성을 꼽고 있다. 국악에서는 음높이가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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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ck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바이올린의 비브라토와 농음을 비

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미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바이올린의 비브라토는 그 음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내는 데에 그 목적

이 있지만 해금의 비브라토는 해당 음을 흐리게 하여 원래 음에서 벗어난 음

들이 비브라토 자체가 된다고 보았다. 즉, 바이올린은 음을 위해 비브라토를,

해금은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 음을 내기 때문에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

다.

악곡에는 해금 선율에 ‘농음’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한국음악이 가진 특

색을 강조하였다. 이 곡에 등장하는 농음은 총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음

의 시작부터 잘게 떠는 경우’, ‘음의 처음부터 굵게 떠는 경우’, ‘음의 시작은

농음 없이 시작하다가 점차 잘게 떤 후 굵어지는 경우’, ‘음의 시작은 농음 없

이 시작하다가 점차 잘게 떠는 경우’, ‘음의 시작은 굵게 농음 하다가 점차 농

음의 폭이 좁아진 후 농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이것이다.

(1) 음의 시작부터 잘게 떠는 경우

<예보55> 농음 유형 ①

악곡에서 해금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예보55>의 제 6마디 a♭′음이

다. 이 때 ppp의 악상으로 아주 여리게 소리 내는 것과 동시에 음의 시작부
터 잘게 떠는 농음이 제시되어있다. 또한 제225마디에서와 같이 악곡의 종지

에서도 해금 선율에 동일한 농음이 제시된다. 해금선율의 첫 시작과 마지막

변화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보슬, 위의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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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동일한 악상과 농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악곡 전반에 균형을 맞춰주며

통일감을 부여한다. ‘음의 시작부터 잘게 떠는 경우’의 농음은 여린 음색과

작은 음량의 악상과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2) 음의 처음부터 굵게 떠는 경우

<예보56> 농음 유형 ②

위의 악보는 악곡에 등장한 ‘음의 처음부터 농음을 굵게 떠는 경우’의 대표

적인 예시이다. 이 농음은 <예보56>의 제48마디와 같이 이전선율의 움직임

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제50마디처럼 어떤 한 음으로 정착하여 마무

리 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 된다. 마찬가지로 제66마디도 계속적으로 음의 밀

도가 높은 상태로 음악을 전개하다가 제67마디 e♭″음으로 정착하여 음을

굵게 떨어 연주한다. 예보를 보면 음의 처음부터 굵은 농음이 사용된 부분은

보통 단락의 종지부분인데, 이를 통해 농음의 사용은 분위기를 고조시킴과

동시에 단락을 일단락 짓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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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의 시작은 농음이 없다가 점점 굵어지는 경우

<예보57> 농음 유형 ③

위의 악보를 보면 농음의 폭을 점차 넓히는 경우는 보통 농음이 제시된

음정의 호흡이 길고 크레셴도의 악상이 함께 동반된 경우이다. 또한 농음의

폭을 넓힌 후 ff 의 악상과 악센트로의 표현을 통해 프레이즈의 마지막 부분
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농음이 사용되는 곳은 항상 악상이 크레셴도이

며 하나의 프레이즈의 완성이 확실한 경우이다.

(4) 음의 시작은 농음이 없다가 잘게 떠는 경우

<예보58> 농음 유형 ④

다음은 음을 농음 없이 지속시키다가 중간부터 잘게 떨어주는 경우의 예시

이다. 이 농음의 사용은 항상 pp에서 크레셴도 되어 mp까지 음량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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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작지만 그 안에서도 단계를 나누어 음량의 변화를 시도하고 농

음으로 극대화시키고자하는 작곡가의 섬세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5) 음의 시작부터 굵게 떤 후 점점 폭을 줄여 농음이 사라지는 경우

<예보59> 농음 유형 ⑤

<예보59>의 농음 유형은 음을 지속하다가 농음의 폭을 점차 넓히는 경우

와 반대로 넓은 폭의 농음에서 시작하여 그 간격을 점차 줄여나가 농음 없이

음정을 내는 것이다. 악곡 내에서 한번 뿐이 등장하지 않는 농음의 예이다.

이는 단락의 시작인데 제107마디에서부터 d′음정을 중심으로 선율을 전
개하기 위하여 제105마디에서 큰 소리와 넓은 폭의 농음을 사용하면서 점차

농음의 폭을 줄임과 동시에 음량을 축소시키는 모습이다.

5가지의 농음을 살펴본 결과 농음은 주로 악상을 극대화 시키는데 큰 역할

을 하는 장치로 볼 수 있었다. 작곡가는 선율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농음을

해금 선율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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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주법

<예보60> c주법 예시

c주법은 악곡 내의 해금 선율에서 다수 등장하고 있는 주법으로 본음의 약

단3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는 해금의 연주 기법

이다. 이는 해금 산조에서 차용된 기법이다. 작곡가는 c주법을 ‘해금이 가진

정수’라고 표현하며 악곡 내 해금 선율에 이 표현법을 강조했다.

악곡에서는 <예보60>의 여러 예시와 같이 동일한 음을 3번 이상 반복하

여 등장시키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었다. c주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음악

적 효과는 동일한 음을 반복할 때 악상을 확대 하는 효과를 더 해주고 특정

음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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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주법 분석

앞선 선율 구조 분석과 표현법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악곡을 살펴보았

다.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곡의 해금 연주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주법이란 크게 운지법과 운궁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운지법이란 왼손 연주법을 의미하는데 해금 유현 1指의 위치와 악

곡 내 포지션 이동의 설정이 이에 해당된다. 운궁법은 해금의 오른손 연주법

을 일컫는 것으로 활을 쓰는 방향을 의미한다.

전통음악에서는 대체로 운지법과 운궁법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지만 창

작음악은 연주자마다 그 연주법이 다양하다. 연주자는 연주의 정확성, 다이

내믹, 음량, 각자가 이해하는 음악의 흐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며 연주법

을 설정한다. 이것은 연주자의 음악 해석에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창작곡 분석에는 악곡 구조 및 선율 구조 분

석 뿐 아니라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연주법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

다.

1) 운지법

해금은 서양악기인 바이올린과 비올라,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

등의 악기와 달리 지판이 없이 음을 내며 해금만의 주법인 역안법46)을 통해

왼손으로 줄을 눌러내며 소리 낸다. 이와 같은 역안법의 사용으로 해금은 미

분음의 사용이 용이하다. 또한 왼손가락이 현을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조옮김과 조바꿈을 수월한 것을 의미한다.

해금의 개방현47)은 유현과 중현을 완전 5도 간격으로 조율하는 규칙이 있

46) 역안법이라는 말은 줄을 가볍게 밀어서 연주하는 경안법의 대칭어로 사용된다.

송방송,『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47) 찰현 및 발현악기에서, 왼손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는 경우의 현을 가리킨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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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유현 食指48)를 기준으로 손가락을 쌓아 올리며 음정을 조절한다.

운지법이란 유현의 1指를 어느 위치에서 잡을 것인지, 악곡 내에서 운지를

어느 부분에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하는 연주법을 말하며 이것은 ‘포지션 설

정’과 같은 의미이다.

창작곡을 연주할 때 개방현과 운지법의 설정은 선율의 구성음과 음역대 뿐

아니라 음악의 흐름, 음량, 운궁법, 표현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

이루어진다. 연주자의 자율로 이루어지는 포지션 선택에 따라 좋은 음악으로

들릴지 아닐지는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만큼 포지션 설정 및 운지법 분석

은 창작곡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장에서는 악곡 내에 포지션 이동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악곡에 운지법을 표기할 때는 유현의 손가락 번호는 ○안에 숫자로,

중현의 손가락번호는 ●안에 숫자로 한다. 또한 같은 손가락 번호에서 반음

을 눌러 음정을 내는 경우는 번호 위에↑로, 1指를 올려서 반음 풀러 소리

내는 것은 번호 위에 ↓로 표기하겠다.

운지법을 서술할 때 포지션을 지칭하는 음정, 악곡 내의 음정을 지칭할 때

는 <예보1>에서 언급한 음역대 표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본격적으로 악곡

의 포지션 설정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곡의 개방현 조율은 보편적인 조현법

인 유현 b, 중현 e로 하겠다. 악곡 내에 개방현을 사용하는 음정이 없기 때문

에 개방현 조율은 연주자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악보와 함께 운지법의 설정과 선택의 근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운지법과 운궁법에 사용되는 악보는 해금 파트보를 사용한다. 운지법에 사용

되는 용어로는 ‘시프팅’이 있는데 이것은 유현 1指 포지션의 위치를 이동하

는 것을 말한다.

방현으로 연주한 음을 개방현이라고 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

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48) 이하 1指라고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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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61> 운지법 ①

제6마디에는 해금 선율이 처음 등장하는데 제37마디까지 최저음이 c＃′,

최고음이 잉어질의 꾸밈음 c″로 보여 지며 이러한 음역대를 고려했을 때

e♭′포지션을 잡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제9마디, 제18마디, 제21마디의

d′음 같은 경우는 1指를 올려서 반음 풀러 소리 낸다.

<예보62> 운지법 ②

제38마디의 첫 음 e♭′까지는 앞선 포지션으로 잡다가 그 다음 음인 d′

음부터는 d′포지션으로 이동해야하는데 이 때 운지하고 있던 1指를 올려

시프팅한다. 이 부분은 d′이 중심으로 하여 선율이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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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며 표현 기법에만 차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적 표현을 위해서는 운궁법에서 그것을 더욱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운지법에서는 d′포지션을 잡는 것이 적합하다.

<예보63> 운지법 ③

<예보63>를 보면 c″를 더욱 명확하게 소리 내기 위해 제44마디의 f′음

에서 e♭′포지션으로 이동한다. 이 때 d′포지션에서 잡고 있던 2指를 아

래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시프팅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보64> 운지법④

제46마디의 첫 박은 e♭′포지션에서 연주하다가 둘째 박에서 다시 d′

포지션으로 시프팅한다. 이는 다시 d′음이 중심이 되어 선율이 전개되는 것

을 고려한 운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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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65> 운지법 ⑤

제49마디 세 번 째 f′음정에서는 다음 전개되는 선율들을 정확한 음정으

로 연주하기 위해 미리 f′포지션으로 시프팅한다. 이 때 시프팅하는 방법은

d′음정을 잡고 있던 1指를 f′음정까지 끌어 내리는 것이다. 제58마디부터

제70마디까지는 앞서 d′음정을 중심으로 하여 선율이 전개된 것과 마찬가

지로 f′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또한 제67마디부터 e♭″음정에

굵은 농음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때 4指로 농음을 하는 경우 연주자가 더욱

힘을 안들이고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f′포지션 설정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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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66> 운지법 ⑥

이 부분은 악곡 내에 등장하는 특수한 운지법으로 제71마디, 제73마디, 제

75마디와 같은 구간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제71마디를 대표로 그 운지법을

서술하기에 앞서 마디의 구성음을 살펴보면 e′,d′,c＃′의 골격음과 골격

음 사이를 지나가는 경과음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의 마디에서는

고정된 위치에서 음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e′,d′,c＃′과 같은 골격음을

1指로 하여 계속적으로 운지를 시프팅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후 제72마디에서 e♭′포지션으로 시프팅하여 g′음을 ③지로 잡는

다. 마디의 마지막 박자인 4분 쉼표에서는 쉼표를 이용한 시프팅을 통해 다

시 제73마디에서 골격음을 1指로 하는 운지법을 택한다. 제74마디의 둘째박

의 쉼표에서는 다시 쉼표를 이용한 시프팅을 하여 f″음을 잡고 글리산도를

통하여 제75마디의 첫 골격음인 e′음정을 1指로 운지한다. 이어지는 선율

에서도 위와 같은 시프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후 제79마디부

터 제81마디까지는 e♭′포지션에서 중현 ❸로 b음을 얻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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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67> 운지법⑦

이 부분에서는 제82마디의 쉼표를 이용하여 g′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제

85마디와 제89마디의 f′음은 1指를 위로 풀러 음정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보68> 운지법⑧

이 부분은 제89마디의 쉼표를 이용해 e♭′포지션으로 이동하여 연주하는

구간이다. 이때도 d′음정은 1指를 벌려서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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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69> 운지법⑨

이 부분은 제93마디의 쉼표를 이용하여 d′포지션으로 시프팅하여 진행한

다. 제105마디인 단락부터는 d′음정을 중심으로 하여 선율이 전개되는데
이 때 음정의 큰 도약은 없으며 반음씩 상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105

마디부터 세 마디에 걸쳐 d′음을 지속음으로 하거나 리듬 분할에만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운지는 이러한 음악적 흐름에 맞춰 d′포

지션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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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70> 운지법⑩

이 부분은 제120마디의 마지막 쉼표에서 시프팅하여 g′포지션으로 운지

하는 곳이다. 앞서 선율분석에서 언급했듯이 d′음 중심에서 g′음 중심의

전개로 음정이 전체적으로 한층 도약된 프레이즈가 등장한다.

제126마디의 f′음은 붙임줄로 g′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현에서 소리

낼 수 있지만 음악적 흐름에 맞추어 유현 1指 손가락을 위로 벌려 음정을 내

도록 한다. 제129마디에 c＃″음정에는 포르타멘토가 제시되어 있어 운지가

시프팅 될 것을 암시한다.

<예보71> 운지법⑪

이 부분은 글리산도를 통하여 얻어진 g″음정을 d″포지션 유현③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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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서 시작된다. 제 135마디의 c″음 같은 경우는 앞서 자주 등장한 1指

를 벌려 음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예보72> 운지법⑫

제138마디～제169마디는 첼로와 장구만 등장하는 부분으로 해금이 재등

장하는 제170마디에서는 a♭′로 포지션을 설정하여 c″음을 유현 ③指로

잡는다.

제178마디의 붙임줄로 묶인 a♭′-d ′음과 같은 경우에는 a♭′음을 1

指로 소리 낼 수 있지만 다음 음인 d′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음색

을 통일 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중현 ❹-❷로 운지 하는 것이 흐름

상 효과적이다.

<예보73> 운지법⑬

이 부분은 c″포지션으로 잡고 c″음을 제180마디～제182마디까지 다양

한 표현기법과 함께 연주한다. 그 후 제183마디부터는 악곡의 독특한 두 번

째 운지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언급하기 전에 선율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제183마디부터는 앞선 선율 분석에서 서술했듯이, 4도 간격의 두 음정이

붙임줄로 이어져 묶음을 생성하고 이 묶음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점차 하행

하는 모습이다. 묶음을 구성하는 두 음 중 첫 음을 골격음이라고 지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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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격음들의 음정 간격은 반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율 구조를 연주하

기 위해서는 고정된 하나의 포지션에서 음정을 눌러내는 것 보다는 묶음의

손가락 번호를 ③-①로 지정하여 묶음마다 손의 위치를 현의 위쪽으로 시프

팅하는 것이 음악의 흐름상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재등장하

면서 작곡가가 이 곡에서 두드러지게 사용한 선율 구조 그리고 필자가 분석

한 독특한 운지법으로 강조된다.

<예보74> 운지법⑭

제183마디부터 진행된 하행 선율은 제185마디의 d′음까지 내려온다. d′

음을 시작으로 다시 상행 선율을 보이는데 이 때 d′포지션에서 1指를 f′

음까지 끌어내려 f′포지션으로 시프팅한다.

그 후 제188마디 마지막 음인 c″를 ②指로 바꾸어 다음 이어질 선율을

미리 준비한다.

<예보75> 운지법⑮

②指로 잡고 있던 c″에서 f″까지 끌어내려 제189마디부터는 e″포지션

을 잡는다. 제192마디부터는 ‘두 음을 붙임줄로 연결한 묶음의 하행 선율’이

재등장하는데 이를 위해 손가락번호를 ③-①의 형태로 고정시킨 후 선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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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맞게 연주한다. 제192마디의 첫 박은 16분음표로 그 리듬이 분할되어

있고 음정은 b″-f″-a″-e″이다. 이 때 각각의 음정을 ➃-②-③-①의
손가락번호로 운지하고 이후에는 ③-①의 번호로 묶음들을 현 위쪽으로 점

차 하행시킨다.

<예보76> 운지법⑯

점차 하행된 선율은 제194마디의 두 번 째로 등장하는 a♭′으로 착지한

다. 이 음정부터는 다시 하나의 포지션으로 고정한 후 연주하는데 이 때 g′

포지션으로 잡고 ①指를 눌러 a♭′-g′의 포르타멘토 기법을 연주한다.

<예보77> 운지법⑰

제197마디의 16분 쉼표를 이용하여 시프팅하여 g′포지션에서 c″포지션

으로 이동한다. 포르타멘토는 한 손가락을 반음 눌러서 2도씩 상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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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78> 운지법⑱

이 부분은 단락의 시작으로 음정이 전체적으로 크게 도약했으며 이로
인해 악곡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제202마디의 쉼표를 통해 제203마디부

터 f″포지션으로 운지를 설정하고 첫 음 d♭‴음을 ➃指로 눌러 낸다. 그
후 제206마디부터 제208마디는 다시 ‘두 음의 묶음을 하행하는 선율’이 등장

하여 제207마디 a″-e″음정부터 ③-ⓛ손가락 번호로 잡는다.

<예보79> 운지법⑲

제208마디 마지막 음 b♭′을 유현 ①指로 착지한 후 제209마디는 b

♭′포지션으로 잡아서 제211마디까지 마무리한다.

<예보80> 운지법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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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악곡의 종지 부분으로 앞서 크게 도약한 고음이 사라지고 음역

대가 확연히 낮아져 b, c′, d♭′세 가지 음으로만 선율이 구성된다. 따라

서 포지션은 e♭′포지션을 잡아 중현 ❷, ❸으로 소리 내며 포르타멘토 기

법이 있는 부분은 동일한 손가락으로 눌러서 음정을 도출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악곡에서 사용된 포지션은 d′, e♭′, f′,

g′, a♭′, b♭′, c″, d″,e″, f″로 총 10개이다. 악곡의 도입부와 후

반부에서는 낮은 음역대의 포지션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선율이 전개되었다

면 중반부에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음정도 큰 도약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포지션의 음역대도 높아졌다.

이렇게 10개의 포지션 외에 악곡 내에서 자주 사용된 독특한 운지법이 있

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포지션의 기준이 되는 1指 음정을 위로

올려서 반음 낮게 음정을 얻는 것과 두 음을 붙임줄을 이용해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점차 하행하는 선율진행에서는 ③-①의 손가락 번호만 지정하여 음

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있다.

2) 운궁법

운궁법은 해금의 오른손 연주법으로 활을 쓰는 방향을 의미한다. 활을 쓰

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활을 빼는 경우 이를

“빼는 활”이라고 하며 악보 상에 (-)로 표기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활을

넣을 경우에는 “넣는 활”이라고 하며 악보 상에는 (+)로 표기한다.

운궁법은 연주자가 곡의 흐름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 운지법과 함께 곡의

해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운궁을 설정할 때에는 곡의 흐름, 강약, 다

이내믹, 셈여림, 표현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운지법 파트와 마찬가지로 해금 파트보를 연구 악보로 사용하

겠다. 본고에서는 해금 파트보에 전체 악곡의 운궁을 기보하여 아래 악보로

첨부한다. 전체 악곡의 운궁법을 연구한 것을 토대로 <소리>에서 자주 보여

지는 운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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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는 악곡에서 작곡가가 제시한 붙임줄과 운궁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붙임줄은 어떤 하나의 음정에 테누토, 스타카토의 기법을 대조적으로 표현하

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이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붙임줄이 바뀔 때마다 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둘째로 이 악곡에서 자주 쓰이는 운궁은 ‘각 활의 사용’이었다. 여기서 각

활이란 음정마다 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악곡의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운궁이다. 예를 들면 단락의 제107마디 같은 경우는 d음이 반복적으로 등
장하는데 이를 “빼는 활”, “넣는 활”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표현을 극대화

시켰다. 또한 제114마디와 제119마디와 같이 음정을 점차 하행시킬 때에도

임의의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 위하여 각 활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6마디와

같은 작곡 기법이 사용될 때에도 그 기법의 표현을 강조하고 악상을 확대하

기 위하여 각 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아래의 <예보81>은 위에서 언급한 포지션 이동에 해당하는 손가락 번호

와 활대를 표기한 해금 파트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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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81> 활대를 표시한 해금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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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Donald Womack 작곡의 해금․장구․첼로를 위한 작품 <소리>의 선

율분석․표현법 분석․연주법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소리>의 악곡구조는 음악적 유사성에 따라 ‘Intro, , -,
, , -, , -, -, '의 총 10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으
며, 구조적표지가 포함된 단락 외에는 단락 간 음악적 특색이 뚜렷이 구별되

었다. ‘구조적 표지’란 악곡의 동기를 간헐적으로 반복하여 전체 악곡에 구조

감을 부여하는 음악적 장치로 본 악곡에서는 Intro, ,  단락에 등장한다.

세 단락은 각각 악곡의 도입부-중반부-후반부이며 동기가 유사하게 변주된

선율 진행을 보인다. 이 외의 단락들은 각각의 단락마다 뚜렷한 음악적 특색

을 보여 단락 간 유기성이 매우 적고 오히려 서로 대조된다.

둘 째, <소리>의 악기 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활을 마찰하여 소리 내는 동

서양의 찰현악기(擦絃樂器)가 한 대씩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해금과 첼로는

각자의 주법을 부각시키며 진행되지만 한국 음악의 특색을 강조한다는 공통

점이 있다. 해금은 해금만의 주법인 잉어질․다양한 농음․c주법을, 첼로는

첼로만의 주법인 arco, col legno, pizz 를 서로 대조시키며 사용하는데 이
때 첼로의 arco는 아쟁을, pizz와 collegno 는 거문고를 연상시킨다. 이로써
첼로와 해금 모두 곡 전체에 동양적 색채를 부여한다.

셋 째, <소리>의 선율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악곡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음정과 리듬의 특징이 있었다. 음정 상으로는 반음계적

(chromatic)음계의 사용과 감5도 간격의 음정 사용이 자주 출현하였다. 또한

세 악기는 전반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연주하는데 특히 장구는 한국의 고유한

장단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으나 단락 내에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며 그

안에 변형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 째, <소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표현법은 크게 ‘대조법, 농음, c주법’

으로 나타난다. ‘대조법’은 네 가지로 세분할 수 있었는데 테누토와 스타카토

를 대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음의 길이에 상대성을 부여하는 ‘표현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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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악기별 5/8박을 구성하는 리듬 분할에 차이를 둔 ‘리듬 분할의 대조’,

다양한 음량의 대조를 통한 ‘악상의 대조’, 단락별․선율별 악기의 등장을 달

리한 ‘악기 구성의 대조’가 그 것이다. 또한 특히 해금선율에서는 다양한 농

음형태와 c주법이 두드러진다. ‘농음’은 시작점․폭의 변화 시점이 기준이 되

어 총 5가지로 분류되어 사용되었으며 약 단3도 빠르게 올린 후 본음으로 내

려오는 해금만의 표현기법 ‘c주법’은 전체 악곡 내 끊임없이 등장하며 강조되

었다.

다섯 째, 연주법은 운지법과 운궁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왼손 주법

인 운지법의 분석 결과 악곡에 사용된 포지션은 d′, e♭′,f′, g′, a

♭′, b♭′, c″, d″,e″, f″로 나타났으며 포지션 이동은 총 20번이 이

루어졌다. 한편, 악곡에서 사용된 독특한 운지법은 첫 째, 포지션의 기준이

되는 유현의 1指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반음 낮게 음정을 얻는 운지법과 둘

째, 붙임줄로 묶인 두 음이 하행하는 선율진행에서는 ③-①의 손가락 번호

를 지정하여 고정된 포지션 없이 손가락의 이동만으로 음정을 도출하는 것이

있다. 오른손 주법인 운궁법을 분석한 결과 악곡 전반적으로는 각활 사용이

매우 잦았고 작곡자가 제시한 붙임줄에서는 음악적 흐름에 맞게 붙임줄의 변

화대로 운궁을 바꾸는 것이 적합했다.

이와 같이 <소리>는 한국적인 장단과 리듬에 반음계적(chromatic) 음계

가 합쳐진 곡으로 대조 및 한국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세 악기의 선율에 적극

활용하였다. 즉, 해금과 장구의 국악기에 첼로가 합쳐져 동서양의 조화로운

음색이 드러나면서도 내재적으로는 한국음악의 특색이 잘 결합된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제 <소리>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작곡가 Donald

Womack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악곡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해금 창작곡 분석에도 참고자료로써 적극 활용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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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hangjak gugak (literally creative gugak/national music)

started to develop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s the Western

concept of composition was introduced to Korea, it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and developed in various forms. Today’s

changjak gugak comprises diverse forms, such as works using both

Western an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playing Western

musical genres with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distinguished

from the earlier works which borrowed Western musical elements,

such as Western notation, Western scales, and chord progressions.

Composer Donald Womack is one of the composers who has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changjak gugak, and has

significant interests in East Asian music. Focusing on his

composition <Sori>, this thesis analyzes the melody and expressions

used in the piece, and further examines performance techniques. By

exploring various musical features presented in the piece and

investigat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 and haegeum that the

composer emphasized within the piece, this thesis aims at providing a

useful guide for musicians to play <Sori>.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m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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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musical form of <Sori> is divided into ten sections

according to musical similarity: Intro, , -, , , -, , 
-, -, and . Except for sections involving a structural marker,
each section has distinct musical characteristics. The "structural

marker" is a musical device which shapes an overall structure of the

piece by sporadically repeating a motive. In this piece, it appears in

the following three sections: Intro, , and . These three sections
correspond to the beginning, middle, and ending sections of the piece,

respectively, and have similar melodic progressions based on

variations of the motive. The rest of the sections have distinct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hus contrast to one another rather than

organically connected.

Second,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Sori> uses both Eastern

and Western bowed string instruments. Although the haegeum and

cello feature their unique techniques, both of them emphasiz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 For instance, the haegeum uses its

unique techniques such as ingeojil (quickly playing the upper note),

various vibrato, and c techniques, while the cello uses its unique

techniques such as arco, col legno, and pizzicato. While featuring

contrasting techniques, the cello’s arco and pizzicato suggest the

sound of the geomungo and ajaeng, respectively. In so doing, both

cello and haegeum add Eastern feelings to the piece.

Third, by analyzing the melody of <Sori>, I have found tonal and

rhythmic characteristics predominantly observed throughout the

piece. Chromatic scales and the interval of a diminished fifth are

frequently used, and the three instruments—haegeum, cello, and

janggu—play rhythmically throughout the piece. In particular,

although the janggu does not play traditional rhythmic patterns in

the exactly same way, it creates certain patterns within a section and

develops through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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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 expressive techniques featured

in <Sori>: contrast, vibrato, and c technique. There are four types of

"contrast": 1) "contrast of articulations" which stresses the relative

duration of notes by juxtaposing tenuto and staccato; 2) "rhythmic

contrast" which presents different ways of subdividing rhythms in

5/8 time 3) "contrast of dynamics" which juxtaposes the variation in

volumes and 4) "contrast of instrumentation" which features different

instruments in different sections and melodies. Moreover, the use of

various types of vibrato and c techniques in the melody played on

the haegeum is particularly noticeable. There are five types of

"vibrato" categorized by a starting pitch and a point of change in the

extent of vibrato. The "c technique," an articulation unique to the

haegeum which refers to a rapid alternation between a note and the

note minor 3rd above, frequently appears and is emphasized

throughout the piece.

Fifth, as for the performance techniques, this study focuses on

fingerings and bowing techniques. As a result of analyzing fingerings

(left-hand techniques), I have found that d′, e♭′, f′, g′, a♭′,

b♭′, c″ d″e″ and f″positions are used, and position changes

appear 20 times in total. Moreover, unique fingering techniques are

found in the piece: 1) playing a half-step lower note by moving the

index finger on yuhyeon (outer string), which is a standard position,

upwards and 2) producing pitches by shifting fingers, following given

finger numbers ③-① but without a fixed position, when a melody

has two notes connected by a tie in a descending contour. The result

of analysis of bowing techniques (right-hand techniques) shows the

frequent use of gakhwal (playing one note per stroke) and that it is

important to change bowing techniques appropriate to the musical

flow and the changes in tied notes, suggested by the composer.

I hope that this thesis provides musicians playing <Sori>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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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o understand Donald Womack’s musical world and overall

meanings of the piece, and becomes a useful reference to those who

study new compositions for the hae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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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다음은 2017년 10월 2일 강남 카페에서 작곡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

이다.

1. 동양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Donald Womack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다. 그래서 하와이에는 미국 문화와 함께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그밖에 다

른 아시아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에 Donald

Womack은 동아시아 음악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2년～2003년경에는

일본과 중국 악기들로 이루어진 실내악 팀에게 위촉을 받아 아시아 악기를 위한 작

곡을 처음 시도하게 되었다.

2.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 및 그가 생각하는 한국음악의 특징

Donald Womack은 2008년～2009년경에 이지영 교수님으로부터 곡을 위촉받으

면서 한국음악을 처음 작곡하게 되었다. ‘줄타기’라는 가야금 독주곡을 작곡하면서

한국악기로는 가야금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한국음악의 리듬과 음색에 다른 동아시아음악과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했다. 먼저 한국 음악은 대부분 리듬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리듬이 매우 난해하고 복

잡하여 비교적 단순한 일본과 중국의 전통리듬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음색에 대해서는 고토와 가야금을 예로 들어 비교하며 설명하였는데, 고토는 매우

정제된 소리를 내지만 가야금은 농음의 변화를 통해서 음색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음색의 두드러짐이 일본과 특히 중국음악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국 음악에 있어 매우 고유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3. Donald Womack의 작곡 방식과 <소리>작곡의 특징적 부분

그는 작곡방식은 매 곡마다 다르다고 하면서도 보통 제일 처음에는 곡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으로 작곡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작품이 몇 분짜리 곡인지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그에 맞게 작품을 구상한다고 하였다.



- 109 -

그 다음에는 곡의 전반적인 성격과 분위기 그리고 개괄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야 한다고 하였는데, 음악요소 중 무엇을 부각할 것인지, 혹은 음악 외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어 시, 미신, 그림 등을 주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의 작

품 중에는 음악 외적인 아이디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는데 <미로>는 ‘미로’의

뒤틀리고 굴곡진 형태를 구조화하여 청각적으로 표현한 곡이고 ‘Crossed wire(혼

선)’은 뒤틀리고 엉켜진 악기의 소리를 주제로 하여 작곡되었다. 아이디어는 구체적

인 방향을 제시한 위촉 의뢰로 결정되기도 하는데 ‘혼무’는 동해안별신국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곡을 위촉받아 작곡된 곡이다.

이렇게 그의 모든 곡들이 각기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소리>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사용되지 않은 유일한 곡이다. 그의 다른 작품들은 제

목부터 어떠한 이미지나 그림과 같은 것들이지만 ‘소리’만은 ‘소리’라는 추상적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

4. <소리>에 관하여

1) 작품 의도

그의 작품세계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 개념인 ‘소리’를 나타내보고자 하

였다. 보통 그의 음악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나타내거나 아이디어와 연관되어있는 것

과 구별된다.

2) 악기 편성의 특색

그는 한국의 해금 연주가 여수연이 당시에 하와이에 있었고 곡을 위촉하였기 때문

에 당연히 해금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첼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때

마침 매우 뛰어난 첼로 연주자가 있어 첼로를 편성했다고 한다. 첼로를 편성한 또 다

른 이유는 해금과 같이 활을 쓰는 다른 악기를 함께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금과 첼로 두 악기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구는 자신이 연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편성⋅작곡하였다고 한다.

3) 구조적 표지

그는 종종 한 악곡 내에서 초반에 등장하였다가 후에 재등장하는, 분명하게 인식

될 만한 무언가를 넣는다고 한다. 이것은 구조적 표지라고 하는데, 마치 곡의 발목

같은 역할을 한다. 처음 모티브가 제시된 뒤 다른 단락으로 진행되더라도 처음의 그

모티브로 되돌아온다면, 이 전의 흐름들이 전부 원래의 모티브에 속한 것처럼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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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단락을 연결한 것이라고 한다.

<소리>는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 다른 곡들에 비해 유기성은 떨어지고, 흐르거나

연결된다는 느낌이 적다. 그래서 이 곡을 하나로 엮어주는 장치가 필요했고 모티브

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4) 연주기법

(1) 첼로 연주기법을 활용한 동양 음악적 색채의 표현

<소리>에서는 첼로가 거문고와 아쟁의 역할을 한다. 피치카토는 거문고,

아르코는 아쟁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단락의 피치카토는 ‘뱅’과 함께

시작해서 연주되는데 ‘뱅’의 의미는 거문고 연주기법인 대점이라고 한다.

(2) 해금 표현기법의 활용

<소리>에서는 음을 끌어 올리는 방식의 해금 연주기법인 c주법이 활용

되었다. 작곡가는 c주법을 해금의 정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해금산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잉어질과 농음에 대해서도 그는 큰 흥미를 가졌고 작품에서도 이러한 표

현기법을 자주 활용하였다. 그는 바이올린의 비브라토와 해금의 농음은 완

전히 다른 미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바이올린의 비브라토는 그

음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해금의 비브라토는

해당 음을 흐리게 하여 원래 음에서 벗어난 음들이 비브라토 자체가 된다

고 보았다. 즉, 바이올린은 음을 위해 비브라토를, 해금은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 음을 내기 때문에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다.

(3) 템포

악곡의 첫 템포는 Tempo rubato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Free

tempo라고 한다. 루바토는 글자그대로 rob ‘훔치다’라는 뜻이므로 현재 마

디에서 훔친 시간을 나중에 다시 가져오는 개념이다. 따라서 악곡 첫 구간

은 엄밀히 말해서 루바토가 아니라 자유박이다.

(4) 단락의 구분

이 작품은 리허설 마크로 악곡이 나뉘어져 있는데 리허설 마크는 말 그

대로 연습할 때 시작하기 좋은 위치를 설정해둔 것이다. 리허설 마크 자체

가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허설마크가 단락 구분에 어느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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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5) 작품의 세부 선율에 대한 대화 내용

다음은 필자의 작품분석을 토대로 한 작곡가와의 대화 내용이다.

왕정은: 네. 선생님. 나누신 단락을 기준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Donald Womack: 저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학생이 한번 말해주세

요, 곡 분석 한 대로요.

왕정은: 네, 단락 이전 부분은 연주자들의 호흡으로 대화하듯 흘러가고,

그 후 동기를 여러 번 확대, 반복시킨 후 피치카토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Donald Womack: 맞습니다. 이 음형은 다음 구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

다. 다음 구간으로의 전이가 이뤄지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

신이 말했듯 모티브가 점점 길어지다가 여기에서 (6마디를 가리키며) 해금

이 처음으로 조성체계에서 벗어난 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순식

간에 곡의 주인공이 되죠.

왕정은: 네, 선생님 여기 -단락 해금선율 내에서 테누토와 스타카토가

번갈아 나오는 것, 해금과 첼로의 표현이 번갈아 나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설정하신건가요?

Donald Womack: Articulation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표현을 일어나

게 하는 것이 Articulation에요. Articulation이 모두 같다면 이렇게 되겠죠

(시범) 매우 지루합니다.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억양이 하나도

없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이해시키려면

억양을 사용해서 적절이 강조해야겠지요.

해금과 첼로의 표현은 그들의 Articulation이 서로 다르게 나오도록 해서

얽혀있는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왕정은: Articulation이 매우 중요하군요. 선생님, 악곡 중간에 첼로가 꼴레

뇨라는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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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Womack: 전체 섹션은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면으로 갑니다. 그런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피아노시모부터 포르테시모로 악상을 크

게 하는 방법, 음정 간격을 넓히는 방법, 음색도 확장 됩니다. 모든 것이

확장 되요. 리듬적인 밀도도 높아집니다. 곡 끝에 쯤에는 굉장히 빽빽해지

지요. 우리는 이 곡에서 ‘소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

에서 줄 수 있는 변화를 모두 추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음의 도약도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다가 끝에 가면 첼로는 거의 전 음역을 아우릅니다. 해금에서 또한 아래

에서 위에 걸치는 매우 넓은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왕정은: 그렇군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 곡 이해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

요. 선생님, 그런데 단락에는 왜 장구와 첼로 둘만 쓰셨나요? 마치 곡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Donald Womack: 제 실내악 곡에서 저는 각각의 악기를 서로 다른 포인트

에서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모든 악기에 한 번씩 솔로를 준다

던지 하는 방식으로요. 이것은 대조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모

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연주하고 있는 클라이맥스에서는 소리의 텍스처가

매우 두껍습니다. 이와 대조가 되려면 적은 수의 악기로 얇은 소리 텍스처

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분 동안 해금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금이 재등장했을 때 훨씬 더 흥미롭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협

주곡에서 솔로가 주구장창 연주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솔로 악기

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후에 나올 때의 신선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왕정은: 아, 네. 선생님, 곡 전체에 걸쳐 악기간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가

요? 대조가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Donald Womack: 네, 어떠한 음악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실내악에

서요. 악기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악곡

을 쓸 때 저는 악기간의 다양한 결합을 강조할 수 있도록 섹션들을 나눕니

다. 장구와 첼로의 결합이라 던지 해금과 첼로의 결합이라 던지요. 저는 보

통 악기 편성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방법으로 다양화합니다. 그게 악

기로 대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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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간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는 위와 같이 악기편성을 통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에를 들어 이 2분정도 되는 짧은 섹션의 재료들

을 보세요. 매우 적죠. 하지만 저는 악기들의 관계를 통해 이것을 늘렸습니

다. 하나 묻겠습니다. (단락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패턴이 무엇입니까?

왕정은: 리듬이 두 마디씩 반복 되는 것? 여기 부분이요.

Donald Womack: 패턴이 있나요? 패턴이 들리나요?

왕정은: 음.. 있긴 한데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Donald Womack: 네 전부 다릅니다. 계속 변하죠. 패턴이 있는 것처럼 들

리지만 그게 뭔지 콕 집어낼 수가 없지요. 계속 변하니까요. 첼로에서 두

마디로 나타날 때도 있고 세 마디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음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왕정은: 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네요. 변화와 대조가 이 곡에서 중요하게

쓰인 기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가 악곡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연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이메일로 연락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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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악 보】

‘소리’ (Sori)

Haegeum 해금

Violoncello 첼로

Janggu장구

Donald Reid Womack 2011
Total duration ca. 10:00

For 여수연

Copyright © 2011 Akamai Musi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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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 소리 (Sori), meaning "sound", makes use of

the rich sound qualities inherent in the combination of

haegeum, cello and janggu.  Predominantly rhythmic in

character, the music is energetic, evolving into an ever

more intense interlocking of independent gestures.

A motive stated at the outset serves as a structural

marker, returning at the first climax, and again to end

the piece.  소리 draws inspiration from various elements

of Korean music, while inhabiting a broader sound world.

The cello at times suggests the sound of geomungo and  

ajaeng, and shades of Pansori , Sanjo and Sinawi are

heard, though twisted into unusual chromatic and

rhythmic shapes.  Throughout, the three instruments play

off of each other, making for a unique and perhaps

unexpecte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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