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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에서 전통과 현대적 주법이 어떠한 형

태로 발전하고 작곡가에 따른 특징적인 활용 양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음향 요소를 토대로 알아본 연구이다. 음향요소 변화주법들의 발전과 활용 

양상을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의 산조가야금을 위한 작품을 대상

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작곡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병기는 1963년에 작곡한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 <숲>에서 음고, 음색, 

음가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들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발표한 작품들에서

는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을 중점적으로 개발ㆍ활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병기는 가야금의 전통주법, 서양음악의 전통주법 뿐만 아니라 현대적 주

법까지 고르게 활용하여 음색 변화 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70년대에 음향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

다.

  <가을>, <석류집>, <봄>, <가라도> 등의 작품에서는 음색 변화주법에 집

중하여 콘소르디노와 하모닉스를 활발히 활용하였다. 글리산도, 손톱 트레

몰로, 확장된 연튕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음색을 다양화하였고, 음가 

변화주법인 스타카토도 함께 사용하였다. <침향무>, <비단길>, <영목>, <전

설> 등에서는 화성을 활용한 글리산도나 음색을 강조하기 위한 결합 주법, 

손톱 글리산도, 안족 왼편을 연주하는 효과음 주법 등 음색 변화의 극대화

를 위한 주법 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미궁>에서는 도구를 사용한 새로

운 현대적 주법으로 음가는 물론 음색 변화주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밤

의 소리>와 <남도환상곡>, <하마단>에서는 스타카토를 활용한 음가 변화

주법과 콘소르디노, 안족 왼편 효과음주법, 아르페지오, 연튕김의 확장 등

을 사용한 음색 변화주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성천은 황병기와 마찬가지로 음색과 음가의 변화주법을 개발ㆍ활용한

다. 그러나 가야금 전통주법보다는 주로 트릴, 트레몰로와 같이 서양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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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법을 처음 차용하여 적극 활용ㆍ확장시켰다는 점이 황병기와 다르

다. 

  <독주곡 제7번>, <독주곡 제8번>, <독주곡 제10번>, <독주곡 제16번>에

서는 주로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이 나타난다. <놀이터>, <숲속의 이야기>, 

<변주곡2>, <살고지다리>, <두 음을 위한 오현금>, <5월의 노래> 등에서는 

이 주법들을 더욱 확대시켰다. 음색 변화주법으로는 콘소르디노와 글리산

도 그리고 분산화음을 연결하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한다. 또한 음가 변화주

법으로는 화성을 활용한 스타카토와 음의 연속성을 활용하여 음가를 길게 

늘이기 위한 트릴과 트레몰로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두 음을 위한 오현

금>에서는 음향 효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음고와 음가의 결합 주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해식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의 변화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발, 

활용하였다. 특히 농현, 전성, 추성 등의 가야금 전통주법을 활용한 음고 

변화주법을 주로 화성적으로 확장시켰다.

  초기 작품인 <가야고를 위한 三章>, <흙담>에서는 음고 변화주법에 매우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분음과 화성을 활용한 농현, 전성, 추성, 퇴성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음고 변화주법을 결합하여 음고 변화

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흙담>에서는 여러 음을 한

꺼번에 농현하는 손바닥 농현을 처음 시도하였고, 미분음과 추성, 퇴성, 트

레몰로를 결합하여 음고 변화 효과를 한층 극대화하였다. <別風流>에서도 

화성을 활용한 농현과 전성, 퇴성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달구벌 소

리>에서는 기존의 음고 변화주법 외에도 음색과 음가 변화 주법을 시도하

였다. 화성적 전성, 퇴성, 손바닥 농현 등 음고 변화 주법 뿐 아니라 음가

에 변화를 주는 스타카토, 음색의 변화를 위한 글리산도ㆍ하모닉스 등 다

양한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을 고르게 사용하였다. 또한 방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음색 변화에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나효신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와 음색의 변화에 집중하여 새로



- iii -

운 현대적 주법을 개발ㆍ시도하였다. 가야금의 전통주법인 농현을 중심으

로 하는 음고 변화 주법, 타악기적 주법을 활용한 음색 변화 주법 등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주로 집중하였다.

  첫 번째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지장불공Ⅰ>에서는 음고 변화주법에 집중

하여 농현의 확장과 추성의 확장된 형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서는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을 주로 개발하

면서도 음가 변화주법도 적극 활용하였다. 음고 변화주법으로는 그래프 모

양의 농현과 전성을 새롭게 시도하였고, 양손 농현과 추성의 확장 형태, 농

현과 추성, 퇴성의 결합 형태 등도 활용하였다. 음색 변화주법으로는 타악

기 주법을 사용하였고 뜰주법, 튕김주법 등을 확장하거나 효과음 주법을 

활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다양하게 하였다. <석굴암에 다녀와서>에서는 손

바닥 문지르기, 스테인레스 골무 사용 등 음색 변화에 치중한 현대적 주법

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의 산조가야금을 위한 작품을 토대로 산

조가야금 전통주법의 확장ㆍ발전과 새로운 주법의 개발은 음향 요소 중 음

고와 음색의 변화를 주는 주법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음고 변화주법에서는 전통주법인 농현이 가장 여러 가지 형태로 

꾸준히 변화ㆍ발전되고 있었다. 결국 가장 전통적인 소재와 주법, 그리고 

전통적인 악기의 음색이 가장 새롭고 신비로운 음향의 효과를 만드는 요소

인 것이다. 이는 가야금 창작음악에 있어서 독창적인 가야금의 소리를 만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어제의 음악을 오늘에 적용하여 내일의 

바른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시도와 확장을 통해 왕고래금(往古

來今)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가야금 주법, 음향 요소, 음고, 음색, 농현

학  번 : 2008-3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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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음악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1)이다. 소리 전체를 다루는 학문이 음향학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작곡하고 악기로 연주하여 만들어 낸 음악적 소리만을 다루는 것

이 음악 음향학이다. 이러한 음악적 소리들은 진동의 물리학적 성분에 

따라 ‘높고 낮음’, ‘색깔’, ‘길고 짧음’, ‘크고 작음’의 4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 소리의 감각적인 특성들이 음악의 소재가 되었을 때 음고

(音高, pitch), 음색(音色, timbre), 음가(音價, duration), 음량(音量, loudness) 

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2)

  또한 “음악은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리듬,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

를 변화시켜 청중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의 한 형태이며, 

음향은 소리의 모든 것을 다루는 과학이다. 음향은 소리라는 객체와 사

람이라는 주체를 모두 다루어야 하므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주관적인 

방법이 동시에 요구된다.”3)는 측면에서 작곡가와 연주가 모두에게 음향

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작곡가들은 연주 기법 개발에서도 전통음악

적인 것과 현대음악적인 요소들, 특히 음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

지 주법을 구사하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

  음악의 창작은 음악의 재료가 되는 음들을 여러 가지 요소로 변화시키

면서 만들어진다. 특히 전통악기는 주법과 음향적 요소 측면에서 제한적

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주), 1996.
2)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3) 이에스더, 『음향예술의 세계, 야스미디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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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매개체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주법의 창작과 다양한 시도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한국 창작 음악의 발전도 많은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이 

이러한 음향 요소들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국 전통음악에서 서양의 작곡 개념에 의해 창작된 최초의 작품은 

1939년 김기수4)의 <황하만년지곡>5)이다.6) 한국 전통음악의 아악을 모방

하여 창작한 성악과 관현악곡인 <황화만년지곡>을 시작으로 서구적 개

념의 작곡이 도입된 후, 오선보를 시작으로 서양식 음계, 화성진행, 음악 

용어 등 서양식 음악어법이 나타나기 시작7)했다.

  1962년 <신국악작곡공모>8)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활동이 시작되면

서, 5음 음계, 농현 등 전통적 소재를 통해 국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양음악의 악곡형식과 화성을 도입하여 작품구조를 짜고, 피치카토

4) 김기수(金基洙) (1917-1986) : 1939년 이왕직에서 공모한 작곡부문에 응모하여 <황
하만년지곡>이 당선되었다. 1950년 이왕직아악부의 촉탁(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서 임시로 일을 보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임명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인 창작 활
동을 시작하였다. 1951년 국립국악원 예술사, 1953년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1962년 
국립국악원 악사장 겸 국악사 양성소 부소장, 1973년 국립국악원장(제3대), 1977년 
국립국악 고등학교장, 1981년 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1964년 중요무
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 1971년 제 39호 처용무의 보유자로 지정
받았다. 윤명원, ｢김기수 창작음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황하만년지곡은 일본 기원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1940년에 이
왕직아악부에서 동경 연주를 계획하면서 창작곡 공모를 하여 이때 당선된 작품으
로 일본 황실을 기리는 황하만년지곡이라는 황시를 가사로 쓴 성악곡이다. 1940년 
11월 9일 부민관에서 가창 발표에 초연되었다.”(윤소희, 『국악창작의 흐름과 분
석』, 국악춘추사, 2001.) ; “이 작품은 이능화의 한시에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였던 
김기수가 곡을 붙인 것으로 1939년에 완성되었다. 일본 천황가의 업적을 찬양하는 
가사에 작곡된 곡인데다 연주시기, 연주형태, 연주상황 등이 친일 문제와 관련되
어 있어 공개된 악보도 한 장(첫두마디)에 불과하다.”(이수정, ｢황화만년지곡 연구
｣, 溫知論菆, 2016).

6) 김기수의 <황하만년지곡>은 1939년에 작곡되어 1940년에 초연되었으며, 4중주 
<세우영>은 1941년, <고향소>는 1944년에 작곡되었다. 전인평, ｢창작국악 6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학』 제9권, 2002.

7) 안현정, ｢작곡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 연구소, 2016.
8) “국립국악원은 <신국악작곡공모>를 통해 입선한 작품을 <신국악창작 발표회>를 

통하여 무대에 올리고 이를 발판으로 <한국음악창작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작품 발표에 주력한다.”(권성택,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프로그램분석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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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icato), 아르코(arco), 트릴(trill) 등의 서양악기 주법을 활용하여9) 독

주, 중주, 실내악, 관현악곡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 시기 작곡된 작품 중 가야금을 위한 음악이 가장 많다. 따라서 가야

금 창작음악은 한국 창작음악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앞장섰다 하여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1960년대에는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등의 국악 작곡가를 중심으로 다

수의 가야금 독주곡이 작곡되었고 이를 통해 가야금 창작곡의 기틀을 마

련하고 다양한 주법이 개발되었다. 황병기는 1963년에 최초의 가야금 독

주곡인 <숲>을 발표한 이후10) <가을>, <석류집>, <봄>, <가라도>를, 이

성천은 <독주곡 제7번>, <독주곡 제8번>, <독주곡 제9번>, <독주곡 제10

번>, <독주곡 제13번>, <독주곡 제16번>, <놀이터>, <숲속의 이야기>를, 

이해식은 <가야고를 위한 三章>, <이해식류 가야고산조 흙담>을 발표하

여 새로운 주법 개발에 힘썼다.

  1970~1980년대에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가야금 독주곡, 협주곡 등이 

작곡되었고, 이를 연주할 실내악단이나 관현악단들이 창단되면서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다. 이후 수많은 가야금 독주곡들과 협주곡의 발표

를 기점으로 가야금 등 국악기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악기 개량 사업11)

을 확대하였고 다양한 가야금 주법을 개발하였다. 이 시기에도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은 꾸준히 가야금 독주곡을 작곡하여 새로운 가야금 주법

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작업을 하였다.

  1990년대부터 가야금 악기개량에 의해 줄의 수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작곡 기법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연주의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가야

9) 계성원, ｢창작국악관현악의 작곡기법 변천연구｣, 한국종학예술학교 예술전문사, 
2002.

10)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1번>이 1962년에 발표되었다. 1962년 11
월 6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주실 졸업연주 신곡이라고 기록되어있다.(한
국음악 창작곡 작품 목록집, 국립국악원, 한국국악교육학회, 1996) 그러나 이후 
<독주곡 제1번>은 연주된바 없고 작곡가도 악보를 소장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963년 황병기의 작품 <숲>을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으로 한다.

11) 가야금의 개량과 관련한 내용은 뒤의 ‘3. 가야금 독주곡 작품 현황’에서 다루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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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연주기법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나효신 등의 서양음악 작

곡가들이 국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야금 독주곡에 현대음악기법을 도

입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개량 가야금의 등장으로 가야금 편

성의 실내악단 결성이 활성화되면서 중주형식의 앙상블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금 창작음악 형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전통악기

인 산조가야금을 위한 독주곡이 끊임없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가야금 창

작음악 중 독주곡이 가야금 협주곡이나 실내악곡, 또는 가야금 중주곡에 

비하여 가야금만의 주법 개발 및 다양화에 집중할 수 있는 형식이며, 산

조가야금이 전통 주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 창작음악사에서 가야금의 활용이 어느 악기보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악기 개량, 주법 등의 다양한 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1990년대에 25현가야금의 등장 이

후 산조가야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현재

까지 발표된 가야금창작곡의 주법들을 살펴보기에는 산조가야금이 가장 

적합하다. 그럼에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산조가야금 창작곡

이 어떠한 주법들을 중심으로 변화ㆍ발전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가야금 주법들이 어떠한 

음향적 요소에 의해 표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조가야금 독주곡에 나타나는 전통적ㆍ현대적 주법

을 확인하고 각 주법들이 가지고 있는 음향적 요소를 살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작곡가의 작품에 사용된 주법들의 음향요소 활용양상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가야금창작곡 주법의 

활용 및 발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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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가야금창작곡의 연주 주법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특정 작곡가의 작품

에 나타난 곡을 중심으로 분석한 주법에 관한 연구’와 ‘악기의 구조와 

주법의 관계나 개량 악기에 따른 특성과 연주법에 관한 연구’ 등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특정 작곡가의 작품에 나타난 곡을 중심으로 분석한 주법에 

관한 연구’ 중 본 논문의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등 4명의 작곡가의 가야금 독주곡 작품을 분석한 연구를 작곡가

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병기의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는 창작음악 양식변화나 창작 정신에 

대한 연구 또는 특정곡에 대한 리듬분석이나 음악적 특징 및 선율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홍주희12)는 황병기의 1960년대 작품인 <석류집>의 선

율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곽은아13)는 황병기의 1970년대 작품인 

<비단길>에 나타난 음악구조와 선율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

정자14)는 황병기의 1980년대 작품인 <남도환상곡>의 선율분석을 연구하

였다. 심준희15)는 황병기의 초기 작품들에 사용된 창작기법 등을 통해 

황병기의 전반적인 창작 세계를 연구하였다. 이밖에도 김정예16)는 <가라

도>, 정순희17)는 <영목>, 박소윤18)은 <달하노피곰>, 윤현정19)는 <하마

단>을 선율 분석하여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송선

12) 홍주희, ｢가야금 독주곡 ‘석류집’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3) 곽은아, ｢‘비단길’의 音樂構造에 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4) 이정자, ｢남도 환상곡의 分析的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5) 심준희, ｢황병기 창작 정신에 관한 고찰 : 초기 가야금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 김정예, ｢加羅都의 音樂構造에 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7) 정순희, ｢靈木의 音樂構造에 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8) 박소윤, ｢달하노피곰의 음악구조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9) 윤현정, ｢가야금 독주곡 ‘하마단’의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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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는 황병기의 <숲>을 피아노의 연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종

찬21)은 황병기 창작곡의 전반적인 창작 기법의 양식 변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유선미22)는 황병기의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주법들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23)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작곡 기법이나 작품 

세계 또는 특정 곡에 대한 선율분석이나 연주기법을 주제로 한다. 조수

현24)은 이성천의 1980년대 가야금 창작독주곡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시기의 창작음악의 변화, 발전 양상을 연구하였고, 이수진25)은 1990년대 

21현가야금 독주곡 2곡을 중심으로 선율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이정화26)

는 <놀이터>, 강지민27)은 가야금 독주곡 <5월의 노래>, 김정은28)은 가야

금 독주곡 제20번 <여울>, 유윤주29)는 21현가야금 독주곡 <큰 산은 깊은 

20) 송선희, ｢가야금과 피아노의 연주법 비교연구 : 황병기 창작곡 ‘숲’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1) 이종찬, ｢황병기 가야금 음악의 양식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2) 유선미, ｢황병기 가야금의 새로운 연주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3) 이 외에도 황병기의 가야금독주곡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이경희,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박지연,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의 리듬분석 : 숲, 가을, 석류집｣,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999.
서영인,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 표현연구 : 황병기 가야금곡 ‘미궁’의 시각화를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지다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진아, ｢황병기 시계탑 분석연구 : 선율과 종지법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9.｣
이보미, ｢황병기 17현 가야금 독주곡 음악적 특징 연구 : ‘춘설’, ‘달하노피곰’, ‘시계

탑’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안영단,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의 주법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24) 조수현, ｢1980년대 가야금 창작곡 연구 : 이성천독주곡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0.
25) 이수진, ｢이성천 21현 가야금 독주곡 연구 : 독주곡 제19번 41번｣,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1.
26) 이정화, ｢창작곡의 가야금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대학원 석사, 2001.
27) 강지민, ｢이성천 작곡 가야금 독주곡 ‘5월의 노래’의 분석 연구｣, 전남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9.
28) 김정은, ｢이성천 작곡 가야금 독주곡 20번 ‘여울’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29) 유윤주, ｢21현 가야금 독주곡 ‘큰 산은 깊은 골짜기를 품는다네’ 분석연구｣,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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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를 품는다네>에 나타난 선율 분석이나 연주 기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신윤수30)는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에 나타난 전반적인 작곡기법과 

작곡 성향을 연구하였으며 강선하31)는 이성천의 시기별 작품 성격을 분

석하여 그의 전체적인 작품세계를 확인하였다.32)

  이해식의 가야금 독주곡에 대한 선행연구도 특정 곡의 선율 분석 연구

와 연주법, 음악적 특징을 주제로 한 것이 전부이다. 김선림33)은 이해식

의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제2번>의 선율과 악곡구조를 분석하였고 정

지영34)은 <흙담>의 선율 분석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손윤선35)은 18현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1번>, 유숙경36)은 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

의 명상>, 이지애37)는 <25현 가야고를 그리는 4장의 춤그림>을 분석 연

구하였으며 권혜진38)은 이해식의 가야금독주곡에 나타난 전반적인 음악

적 특징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나효신의 가야금독주곡에 대한 선행연구는 방일영의 ｢나효신의 가야금 

독주곡 ‘석굴암에 다녀와서’연주법과 연주해석 연구｣39)뿐이다. 방일영은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석굴암에 다녀와서>에 나타난 작품의 성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0) 신윤수, ｢이성천 가야금독주곡에 나타난 작곡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8.
31)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2) 이 외에도 조보라의 ｢가야금 창작곡에 시대별 연주법의 변천연구 : 이성천 곡을 

중심으로｣(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와 박예리의 ｢이성천 작곡 12현가야
금 독주곡 20번 ‘놀이터’분석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가 있다.

33) 김선림,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제2번’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4) 정지영, ｢이해식류 가야고산조 ‘흙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35) 손윤선, ｢이해식 18현 가야금독주곡 ‘줄풀이 1번’ 연주법 연구 : 리듬패턴에 따른 

효과적인 주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6) 유숙경, ｢이해식 작곡 ‘25현금을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연구｣, 한양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9.
37) 이지애, ｢이해식 작곡 ‘25현 가야고를 그리는 4장의 춤그림’ 분석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4.
38) 권혜진,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의 음악적 특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8.
39) 방일영, ｢나효신의 가야금 독주곡 ‘석굴암에 다녀와서’연주법과 연주해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석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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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신주법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주법을 제시

하였다.

  두 번째는 악기의 구조와 주법의 관계나 개량 악기에 따른 특성과 연

주법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가야금의 특정 창작곡에 사용된 주법을 분

석하거나, 개량 가야금의 연주법을 북한의 개량 가야금이나 고토, 기타, 

단쨍 등의 연주법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가야금의 특정 창작곡에 나타난 연주법을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개량 

가야금의 연주법을 다루고 있다. 노복순40)은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의 

가야금 창작곡에 사용된 새로운 주법들과 작품 경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미선41)은 북한 가야금 독주곡 <도라지>, 이건용 작곡 25현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정동희 작곡 25현 가야금 협주곡 <찬기파랑

가>, 미키미노루의 <소나무> 등 4곡에 나타나는 25현 가야금 주법을 분

석하였다.42) 이혜정43), 문양숙44)은 25현가야금과 북한의 개량 가야금의 

연주법을 비교 연구하였고 김정기45)는 25현가야금과 21현고토의 연주법

40) 노복순, ｢현대가야금 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 경향에 관한 연구 :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작품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석사, 
2003.

41) 최미선, ｢25현 가야금 연주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5.
42) 이 외에도 특정 가야금 창작곡에 나타난 개량가야금의 연주법에 대한 연구는 아

래와 같다.
곽우령, ｢황의종 작곡 18현ㆍ22현 가야금 이중주 ‘아리랑변주곡’ 분석연구 : 김계옥편

곡 25현개량가야금 독주곡 ‘아리랑’과의 주법비교를 통해서｣,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8.

임희선, ｢25현 가야금의 주법연구 :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종합예술학교 석사, 
2008.

 김지선, ｢가야금 중주곡의 주법에 관한 연구 : 나효신 창작곡을 중심으로｣, 용인대
학교 석사 2009.

함금화, ｢25현 가야금 창작곡 ‘초소의 봄’의 주법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0.

43) 이혜정, ｢남,북한 개량가야금 주법비교 : 남한의 25현 가야금과 북한의 21현 가야
금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4) 문양숙, ｢남,북한 걔량가야금의 특성과 연주법 : 25현 가야금과 21현 가야금을 중
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5.

45) 김정기, ｢‘소나무협주곡’의 21현 고토와 25현가야금의 연주법 비교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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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 연구하였다. 박혜윤46)은 25현가야금과 기타의 연주법을 비교 연

구하였고, 부티비엣홍(VU THI VIET HONG)47)은 산조가야금과 단쨍의 

연주법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팽여영48)은 25현가야금과 구정, 고토의 세 

악기 연주법을 비교 연구하였다.49)

  이재숙50)은 가야금의 구조에 따른 주법의 전반적인 변천사를 연구하였

고, 홍주희51)는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개량가야금의 연주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지영52)은 가야금의 전통적 연주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현

대적으로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주법이 등장한 최초의 곡들

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가야금 연주 주법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특정한 

작곡가의 작품이나 특정 개량 악기에 한정된 가야금 주법, 가야금의 전

반적인 주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주법들이 현재까지 혹은 특정 시기나 특정 작곡가에 따라 어떻게 활용ㆍ
변화하였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모든 주법들을 음향적 요소에 근거

하여 나누어 보고 그 중 어느 요소에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 발전하였는

46) 박혜윤, ｢25현가야금 기초연습체계 개발연구 : Guitar주법과 연습체계를 참고하여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7) VU THI VIET HONG, ｢한국 산조가야금(12현)과 베트남 단쨍(16현)의 연주법 비
교연구｣,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0.

48) 팽여영, ｢한ㆍ중ㆍ일 25현 악기 연주법 비교연구 : 가야금ㆍ구정ㆍ고토를 중심으
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9) 이 외에도 가야금 창작곡에 나타난 개량가야금의 연주법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유재춘, ｢가야금에 사용되는 하모닉스의 형태와 활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
술대학원 석사, 2005.

양진희, ｢12현 산조가야금, 25현 가야금 연주법 연구 :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곡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4.

이 준, ｢25현 가야금의 아르페지오 개발 연구 : 기타리스트 아구아도의 연습곡을 중
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50) 이재숙, ｢가야금의 구조와 주법의 변천｣, 이혜구박사 구순기념 음악학 논총, 
1998.

51) 홍주희. ｢가야금 연주법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음악학(7), 2006.
52) 이지영,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양상｣, 동양음악 제40집, 

동양음악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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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작곡가들이 한국 창작음악의 중심축 역할을 해 온 가야금 창작곡을 통

하여 다양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 내는 주법들을 구사하는 데에 주력을 

다한 것에 비하면, 가야금 창작음악의 흐름이나 배경에 따른 가야금 주

법의 변화를 음향적 요소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야금독주곡에 나타나는 주법에 대해 각 주법들이 가지고 있는 

음향적 요소를 살펴보고, 각각의 전통・현대적 주법이 어떠한 음향 요소

들에 의해 변화・발전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다.

3.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 작품 현황

  가야금은 산조가야금을 시작으로 국악기 중 가장 활발한 악기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대별로 새롭게 등장한 개량 가야금을 살펴보고 그

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의 비중이 얼마 만큼인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야금 창작 독주곡의 주법에 나타나는 음향요소

를 분석하기에 앞서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의 발표 현황을 시대별로 확

인하여 산조가야금 독주곡의 비중과 작곡가들의 활동 비중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각 시대별 작곡 현황과 개량가야금의 등장 및 본 연구대상인 산조가야

금 창작 독주곡의 발표현황53)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60년대

  1960년대에 접어들어 여러 작곡가에 의한 창작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

나기 시작한다. 1962년 첫 시행을 한 국립국악원 주최 ‘신국악작품공모’

53)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한국음악창작곡목록집에 기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정리
하였고, 누락된 작품들은 연구자가 조사하여 추가하였다.(국립국악원, 한국음악창
작곡목록집 1941~1995ㆍ1996~2005ㆍ2006~2016, 국립국악원, 199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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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창작음악계에 등단한 작곡가는 1960년대 전반기에는 이강덕

(1928-2007), 이성천(1936-2003), 김용진, 이상규, 조재선 등이며, 후반기에

는 박일훈, 김용만, 이해식, 김달성 등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54) 주로 12

현 산조 가야금의 창작곡이 많았으며, 독주곡과 협주곡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이 시기에 발표된 대표적인 가야금 독주곡으로는 황병기의 <숲>, 

<가을>ㆍ<석류집>ㆍ<봄>, 이성천의 <독주곡 제7번>,<놀이터>, <숲속의 

이야기>등과 이해식의 <가야고를 위한 三章>, <흙담> 등이 있다. 또한 

1960년대 초반에 성금련에 의하여 13현 가야금이 만들어진 이후 14현 가

야금과 15현 가야금이 만들어졌다. 13현, 14현 개량 가야금은 사용되지 

못하고 15현 개량 가야금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산조 가야금의 형태에 

줄 수만 늘린 것으로 성금련의 <흥>ㆍ<춘몽>ㆍ<향수> 등을 연주할 때 

사용하였다.55) 따라서 산조 가야금과 같이 전통적인 주법에 한하여 새로 

조현하지 않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악기 줄 수의 개량 외에도 줄의 재료를 명주실이 아닌 쇠

줄을 사용한 철 가야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철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

보다 풍부한 음량을 갖기 위해 무용가 박성옥(1908-1983)56)이 제작한 것

으로 주로 무용음악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음량과 음폭을 확대하고

자 하는 시도가 가야금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에 발표된 가야금 독주곡은 모두 산조가야금 독주곡으로 황병

기, 이성천에 의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현황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54)윤중강, ｢민족의 길 – 한국의 현대 창작음악｣, 『국악의 향연』 제5권, 중앙일보사, 
1988.

55) 정길선, ｢현대 가야금 창작음악의 전개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6) 전남 목포 출신의 무용가이자 국악기 연주자로 최승희가 안무한 여러 작품에서 

음악을 담당했다. 또한 직접 <승무>, <밤길> 등의 작품을 안무하기도 했다. 박성
옥은 손수 아쟁을 대소형으로 개조하고, 가야금에도 능하여 가야금 독습서 및 여
러 민요를 정리하고 철 가야금도 개량하였다.



- 12 -

연도 작곡가 작품명

1963 황병기 숲

1963 황병기 가을

1963 황병기 석류집

1964 이성천 독주곡 제 7번

1964 이성천 독주곡 제 8번

1964 정회갑 가야고 소곡

1965 이성천 독주곡 제 9번

1965 이성천 독주곡 제 10번

1966 이성천
독주곡 제 13번
(세령산 변주곡)

1966 이성천 독주곡 제 16번

1966 이성천 놀이터

1967 황병기 봄

1967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중 ‘왕벌의 여행’

1967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중 ‘초동과 뻐꾸기’

1967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중 ‘닭장안의 수탉’

1967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중 ‘토끼와 거북이’

1967 성금연 춘몽

1967 이성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 중 ‘물의 요정 외 3곡’

1967 서영세 목리(木理)
1968 이성천 살고지다리

1968 안성준 가야금을 위한 anthology

1968 이상규 낙엽

1968 황병기 가라도

1968 김용진 가야고 독주곡 1번

1968 김흥교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3장

<표 1> 1960년대 작곡가별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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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68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

1969. 이해식 흙담

1969 이강덕 해조(海潮)

1969 김기수 향란(香蘭)

  위와 같이 1960년대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총 32곡으로 이 중 

이성천이 16곡, 황병기가 5곡, 이해식이 2곡 등으로 세 명의 작곡가가 주

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앨런 호바네스(Alan Hovhaness)57)의 가야금 독주곡 <강

산무진>(江山無盡)과 같은 서양음악 작곡가의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악기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 주로 독주곡과 협주곡이 작곡

되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창작은 그 주요 발표 무대가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 창작발표회이다.

  1970년대에는 1960년대보다 좀 더 다양한 작곡가에 의해 많은 작품들

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발표된 가야금독주곡은 모두 산

조가야금 독주곡이다. 이 시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현황을 연도순

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57) 앨런 호바네스(Alan Hovhaness, 1911~2000) : 미국의 작곡가로 뉴잉글랜드 음악원
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모교의 교수, 1956년에는 뉴욕의 이스트맨 음악학교 교수 
등으로 역임하였다. 1959년에는 작곡 연구를 위해 인도를 방문하고, 1962년에는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는 아버지가 아르메니아 출신이었으
므로 작품 속에 아르메니아풍의 선율과 리듬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인도의 선법
을 도입한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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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70 이상규 고엽(枯葉)

1970 이해식 구름터

1971 이상규 천서(天書)

1971 이수자 가야고를 위한 2개의 소품

1971 박성옥 종달새

1971 김정아 환상

1971 이성천 서마동굴려라

1972 백병동 신별곡(新別曲)

1972 이수자 정(靜), 악(樂), 쾌(快)

1972 전인평 사슴골

1972 이성천 다스름과 변주곡

1972 김용진 넉줄 가야금

1974 황병기 침향무

1973 황병훈 만. 중. 삭

1973 이종구 율려(律呂)
1974 이종구 규원

1974 김혜자 아음(雅音)1.2

1974 김요섭 어린양

1974 김혜자 가야금에 의한 가락 1

1974 박일훈 소품 18

1974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중 '방아타령 외 2곡'

1974 김혜자 아음(雅音) 1. 2

1974 김혜자 가야금에 의한 ‘가락 1’

1975 Alan Hovhaness 강산무진(江山無盡)

1975 이성천 독주곡 제 18번 두음을 위한 오현금(五絃琴)

1975 이성천 환상적 소곡

<표 2> 1970년대 작곡가별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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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75 황병기 미궁

1975 백병동 가야금을 위한 명(冥)

1975 정미령 사창(紗窓)

1975 김혜자 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1. 2. 3

1976 최병철 가야금을 위한 3장 ‘초옥(草屋), 전원(田園), 새들’

1976 이경희 가야금을 위한 실내악 ‘명상’

1976 이성천 독주곡 제 18번 두음을 위한 오현금(五絃琴)

1977 김송일 가야고 연습곡

1977 이해식 가야고와 장고를 위한 산조 別風流

1977 나인용 가야금을 위한 영상(影像)

1977 황병기 비단길

1977 백병동 정취(情趣)

1978 최병철 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관동정경’

1978 최병철 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천은사’

1978 윤현숙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1978 이상규 무월(霧月)

1979 황병기 영목(靈木)

1979 나인용 가야금을 위한 ‘용(容)’

1979 황병기 전설(傳說)

1979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 제20번 ‘여울’

1979 전인평 가야고를 위한 조곡 ‘어린이 나라’

  위와 같이 1970년대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총 46곡으로 이성

천이 6곡, 황병기가 4곡, 이해식이 2곡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김혜자,  

백병동, 이상규, 최병철, 전인평, 나인용 등의 다양한 작곡가들에 의해 산

조가야금 독주곡이 활발하게 작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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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다양한 줄 수의 개량가야금이 제작되면서 17현 독주곡, 

18현 독주곡, 21현 독주곡 등 다양한 악기의 창작곡들이 작곡되었다. 고

음, 저음, 중음 가야금의 제작과 함께 가야금 삼중주단의 창단으로 중주

곡들이 창작되었다.

  1986년에는 작곡가 이성천에 의해서 21현 개량 가야금이 창안되었

다.58) 명주실 장력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고려해 산조가야금에서 아래로 

3현, 위로 6현을 늘려서 좀 더 넓은 음역대로 창작음악 현대화에 큰 공

헌을 하였다. 21현 가야금은 주로 5음 음계로 조율하여 연주하였고 곡에 

따라 7음 음계도 연주 가능한 악기로써 가야금 음계 변화와 음역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성천은 1986년에 <독주곡 제 32번 ‘맛뵈기’>와 

<독주곡 제33번 바다>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21현 가야금 독주곡을 작

곡하였다. <독주곡 제24번 멀리멀리 갔더니>, <독주곡 제 25번> 등을 작

곡하였다.

  그 후에 고음, 중음, 저음의 산조가야금이 창안되었다. 이들 세 가지 

가야금은 서로 다른 음역대를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음 가

야금은 산조 가야금에 비하여 악기 폭과 길이를 작게 제작하여 높은 음

역대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음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저음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의 악기 폭과 길이를 사용하

여 낮은 음역대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것은 박범훈이 

198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인 고흥곤에게 의뢰하여 

만든 것으로, 백대웅의 <석대의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ㆍ<상주모심기노

래>ㆍ<캐논> 등의 곡에서 사용되었다. 고음ㆍ중음ㆍ저음 가야금의 악기

개량은 단선율의 한계를 넘어 삼중주라는 서양음악 형식을 소화하기 위

한 것으로, 이 시기에 ‘서울새울 가야금 삼중주단’59)이 창단되면서 고음, 

58) 초연 음악회에서 5음음계에 의한 곡 이외에도 7음음계로 조율하여 서양음악을 
편곡한 곡들이 초연되었다.. 이지영,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
양상｣, 동양음악 제40집, 동양음악연구소, 2016, 113쪽 참조.

59) 1989년 박현숙, 김해숙, 김일륜이 결성하여 1990년 11월 13일에 창단연주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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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음, 저음 개량 가야금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가야금 삼중주라는 음악 

형식이 새롭게 자리잡게 된다.

  17현 개량 가야금은 1986년부터 1990년에 걸쳐 KBS 국악관현악단 가

야금 연주자였던 황병주가 관현악곡 연주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자 악기장인 박성기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악기이다. 여러 곡의 관현악

곡을 연주할 때 매곡마다 음계와 조율이 달라지는 것을 12현 산조 가야

금으로 모두 소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산조청과 민요

청의 곡을 모두 연주할 때 음역대의 차이가 극심하여 음색과 조율이 불

안정하고, 매 곡마다 다른 음계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음정의 불안정함이 

나타났다. 17현 개량 가야금은 줄의 수를 늘려 음역대를 확장하여 다양

한 곡을 같은 조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관현악곡뿐

만 아니라 독주곡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때 작곡된 작품들이 바

로 황병기의 <춘설>, <달하노피곰>, <시계탑> 등이다.

  18현 개량 가야금은 1988년 박일훈이 가야금의 음역대를 넓히기 위하

여 악기장 고흥곤에게 의뢰하여 전통 가야금의 5음 음계를 살리고 줄 수

를 늘려 만든 개량 가야금이다. 이것은 전통 가야금의 음색을 보존하고

자 개량 가야금이지만 명주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8현 개량 가야금을 

위해 작곡된 작품이 이해식의 <줄풀이 제2번>, 박일훈의 <금빙> 등이 있

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 작곡가 미키 미노루60)의 <가야금 단조>라는 산

조가야금 작품이 작곡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음역 확대에 관심이 높아져 1980년대에 17현, 18현, 21현가야금

의 개량이 이루어졌음에도 전통 가야금을 위한 작곡 활동은 끊임없이 이

루어졌다. 이성천의 21현 가야금 독주곡 4곡과 박일훈, 이해식의 18현 가

야금 독주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조가야금 독주곡이다. 1980년대에 발

였다.
60) 미키 미노루(1930~2011): 일본 작곡가로 양악과 현대 방악 분야에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일본 역사를 소재로 한 일본사 오페라 9작품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
다. ‘일본음악집단’을 창설했고, 박범훈과 한중일 세나라가 참가한 ‘오케스트라 아
시아’를 창립했다. 방악 창조집단 오라J, 아시아 앙상블도 창립하는 등 여러 나라
의 음악이 서로 모여 연주하는 작업에 큰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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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80 이귀자 가야금독주를 위한 수상(隨想)

1980 최재륜 춘광(春光)

1981 황의종 현을 위한 소품 - 화(和)

1981 전인평 노피곰

1981 이해식 달구벌 소리

1981 채치성 가야금 독주곡 제2번

1982 김영재 춘첩무곡

1982 이상규 가야금 독주곡 상 1,2,3

1982 백대웅 우조길에 의한 가야고 산조

1983 황의종 가야금 독주곡 ‘靑山’

1983 김정수 가야금을 위한 ‘무등의 사계’

1983 현경채 청류

1984 나인용 산수도(山水圖)

1984 최재륜 영신

1984 이종구 상주모내기 주제에 의한 변주곡

1985 정종훈 독주곡 제2번

1985 Minoru Miki Kayagum Danjo

1985 강영화 조견오온개공

1985 김명석 산곡풍(山谷風)

1985 황병기 밤의 소리

1985 이인원 가야금 독주곡 ‘하회 불놀이’

1986 김진희 느린 진양(jinyang delay)

1986 전인평 내 주를 가까이 변주곡

<표 3> 1980년대 작곡가별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표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현황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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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87 김명석 하슬라의 소리성

1987 김만석 정선

1987 백성기 모뜨는 소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1987 황병기 남도환상곡

1988 전인평 외오곰

1989 정순영 가야금 독주를 위한 신 수제천 '맥' 

1989 김용진 독주곡 제1번

1989 이성천 독주곡 제23번 '5월의 노래' 

  위와 같이 1980년대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창작음악은 총 31곡

으로 이 중 황병기가 2곡, 이해식이 2곡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황의종

종, 전인평 등의 작곡가들이 많은 산조가야금 독주곡을 발표하였다.

4) 1990년대

  1990년대의 가야금 창작곡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25현 가야금의 

제작이다. 1990년대 초반에 연변의 23현금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그 영향

으로 22현 가야금이 먼저 개량되었다. 1995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61)에서 박범훈이 고안한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새산

조>를 김일륜이 협연자로 연주하였으며, 연주 전에 조정삼에게 의뢰하여 

25현 개량 가야금을 제작한다.62) 25현 개량 가야금은 가야금 현의 수를 

크게 늘려 7음음계의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7음음

계로 조율하여 전조와 이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서양 악기들과의 앙

61) 윤중강ㆍ정현경ㆍ김성주, 『종이에 스민 가야금』, 민속원, 2008.
62) 김일륜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륜은 박범훈이 고안한 22현 가야금으로 협주곡을 

연주하기에 앞서 조정삼에게 7음음계의 25현 가야금을 의뢰, 제작하였다. 김일륜
은 전통음과 현대음악을 모두 소화하기 위하여 25현의 저음을 E♭으로 시작하고, 
한국 전통악기 “슬”의 줄 수에서 착안하여  25현 개량가야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김일륜과의 인터뷰 2018년 6월 6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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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90 이상규 설무

1990 정대석 강가의 집

1990 전인평 파랑새변주 환상곡

1990 이상균 방아다리

1990 윤중강 봉선화 주제에 의한 가야금산조

1990 문재숙 부활하신 예수님

1991 최재륜 고해-대화

1992 김미림 바다이야기

1992 김미림 5개의 스케치

1992 김영동 무제(無題)

1992 이성천 독주곡 제 44번 ‘참 아름다워라’

<표 4> 1990년대 작곡가별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상블을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63) 25현 개량 가야금을 위한 작

품으로는 이건용의 <한오백년>, 백대웅의 <몽금포타령>, <25현금을 위한 

세 개의 악상>, 박범훈의 <새산조> 등이 있다. 이러한 25현 가야금의 개

량으로 25현 가야금을 위한 창작곡들이 대량 작곡되었지만 한편으로 산

조 가야금 독주곡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성천의 21현 가야금 독주곡 7

곡, 황병기의 17, 18현금 가야금 독주곡 4곡, 이해식의 18현, 25현 가야금 

독주곡 등을 제외하고도 많은 산조 가야금독주곡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 발표된 산조 가야금독주곡 작품 현황을 연도순으로 정리하

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63) 25현 개량가야금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1999년 서울대학교 출신 가야금 연주자 
고지연, 조수현, 송정민, 강효진에 의해 가야금 앙상블 <사계>가 창단된다. <사계 
四界>는 서로 다른 네 사람의 세계가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를 아우른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가야금 실내악단이다. 사계가 고흥곤에게 의뢰하여 25현 저음가야금을 
제작하였다. 25현 저음 가야금은 비발디의 <사계>와 같은 서양음악을 편곡하여 
연주할 때 음역확장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다. 맨 아래 4줄을 금속줄로 하여 아
주 낮은 음역대로 조율을 하여도 장력과 여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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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1992 전인평 가야고조곡 NO, 2 '한강'

1992 황의종 은하수

1993 최재륜 흑인영가를 주제로 한 변주곡 2

1993 윤화중 비나리

1993 서용애 가야금 독주곡

1993 채치성 가야금독주를 위한 메나리

1993 이정란 가거도 뱃노래에 의한 세개의 장

1994 윤화중 영가

1994 김소정 청죽

1994 김월란 달무리

1995 김삼곤 기다림

1996 이강율 정2

1997 김성기 가야금독주를 위한 ‘잊혀진 노래’

1997 나효신 지장불공 1

1999 한세연 가야금 독주곡 '悲願'

1999 유병은 무반주 가야금산조

1999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위와 같이 1990년대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총 28곡으로 그 중

이성천이 1곡, 나효신이 2곡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을 발표하였다. 

5) 2000년대

  2000년대에는 가야금 악기 개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25현 

가야금과 18현 가야금, 산조 가야금 위주의 창작곡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2000에 발표된 창작 독주곡은 총 119곡으로 가장 많은 가야금 독

주곡이 발표된 시기이다. 이성천의 21현 가야금 독주곡 7곡과  이해식의 

25현 가야금 독주곡 5곡, 황병기의 17현, 산조가야금 독주곡 등 산조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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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2000 이영자 가야금 독주를 위한 ‘만가’

2000 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

2000 김승근 가야금 독주곡 2000-1

2000 진규영 가야금 독주를 위한 ‘그리운 노래’

2000 이종구 가야금 독주곡 ‘이기理氣’

2000 원한기 가야금독주 ‘성탄이야기’

2000 황병기 하마단

2001 나인용 가야금을 위한 '낙조(落照)'Ⅱ
2001 이영자 가야금을 위한 '挽歌'

2001 이윤경 명주실과 오동나무

2001 임진옥 오늘보다 내일을

2002 정연옥 익숙한가락

2002 김대성 들녘 가는 꿈

2005 김대성 산조가야금 독주곡 ‘빛 춤’

2006 박영란 조용한 대비

2006 김승근 가야금독주곡 2006

2007 백병동 가야금을 위한 ‘主題와 變奏’

2007 박병오 가야금 독주곡 線

2007 안현정
산조가야금을 위한 4개의모음곡 

‘月枝秋心-달빛에서 가을을 느끼다.’

2007 안현정 가야금 독주를 위한 ‘月枝春心’

2008 정일련 무

<표 5> 2000년대 작곡가별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금부터 17현, 18현, 21현, 25현 개량 가야금 독주곡이 고르게 작곡된 시

기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발표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현황을 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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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2008 이현주 옥련환

2008 황세라 청에 옥(Jade in blue)

2008 최영준 달빛에 흐르는 강물

2009 Thomas Osborne Pieces of the Sky

2009 Donald Reid Womack Highwire Act

2009 이귀숙 12현가야금을 위한 Sonata

2009 김성국 綠(록)

연도 작곡가 작품명

2010 이건용 겨율밤, 초를켜다

2010 정일련 기억속의 노래

2011 강준일 율새

2012 Matthew Schreibeis Sarangbang

2012 Benjamin Helmer Reflection

<표 6> 2010년대 작곡가별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목록

  위와 같이 2000년대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창작음악은 총 28곡

으로 황병기와 나효신의 작품이 1곡씩 발표되었고 백병동, 김승근, 김대

성, 안현정 등의 한국 작곡가와 외국인 작곡가들에 의해 다양한 산조가

야금 독주곡이 작곡되었다.

6) 2010년대

  2010년대에는 21현 가야금과 18현 가야금 창작곡이 발표되지 않는다. 

25현 가야금 창작곡이 대부분이며 12현 산조 가야금 독주곡은 꾸준히 발

표된다. 2010년대에 발표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현황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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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곡가 작품명

2012 John chow Seymour 산조가야금을 위한 ‘大詩’

2013 김보현 12현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품’

2013 백병동 12현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무지개환상’

2014 백병동 무지개환상 태초의 동심을 찾아

2014 Hassan Hujairi 군도 (群島)

2014 최영준 두 개의 나선

2015 Roland Breintenfelt 노명인과 드라이브

2015 김보현 Sun Dance

2015 유리나 어름

2016 정일련 Passaggio

2016 Donald Reid Womack 도깨비

2017 김보현 12현가야금을 위한 <숨>

2017 김기범 空間 in C

2017 유도원 산조가야금을 위한 <독백>

2017 김기범 산조가야금을 위한 <境界(경계)>

2018 배승혜 봄비나래

  위와 같이 2010년대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창작음악은 총 21곡

으로, 이 시기에는 백병동, 이건용, 정일련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와 많은 

외국인 작곡가들에 의한 산조가야금 독주곡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4.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에 나타나는 주법들의 발전 양상을 

음향적 요소를 토대로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창작 주법의 

지향점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초의 가야금 창작 독주곡인 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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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숲>이 발표된 1963년 이후 현재까지의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을 

대상으로 한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은 총 186

곡 작곡되었다. 많은 작곡가들 중 황병기(1936~2018)64), 이성천(1936~200

3)65), 이해식(1943~현재)66)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다수의 산조가

야금 독주곡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가야금 창작곡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법을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서양음악 

작곡가인 나효신(1959~현재)67)은 가야금 독주곡에 현대음악기법을 도입

하여 다양한 주법 시도를 함으로써 가야금 주법 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4명의 작곡가

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을 중심으로 음향 요소에 따른 가야금 주법의 발전 

양상을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64)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51년부터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을 배워 김영윤, 김윤덕, 심상건에게서 사사하였다. 1974년
부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5년에는 하버드대학 객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1962년부터 국악기를 위한 음악, 영화음악, 무용음악을 작곡하
였고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 각지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였다.”(황병기, 깊은밤, 
그 가야금 소리, 풀빛, 1994)

65) 193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1959년 카톨릭대학교 의학부를 중퇴하고 1961년 서
울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하여 작곡을 전공하였다. 1979년 성신여대 교수로 임용되
었고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86년에는 한국국악교육
학회장을, 1995년에는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정년퇴직 후 한국예술 종합
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로 지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6) 1943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를 나왔다. KBS 라디오와 FM에서 국악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 콩쿠르에 입상하고, 동아콩쿠르 최초
로 서양음악작곡과 국악작곡에 동시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방송상 음악상, 아세아
방송연맹 방송콩쿠르 일본방송 문화재단상과 최우수상, 아세아음악제 특별상, 대
한민국 작곡상, KBS국악대상 작곡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
트 넘겨보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67) 1959년 한국에서 태어나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1983년 샌프
란시스코 콘서바토리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1985년 맨하튼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
였으며 1988년 보울더 콜로라도대학교 작곡 및 이론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
였다. 1994년 대한민국 작곡상 양악부문, 2003년 대한민국 작곡상 국악부문을  수
상하였다. 세계 여러 도시의 음악단체와 음악가들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해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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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작품명 초  연

1963 숲 국립국악원 주최 우륵기념연주회(황병기)

1963 가을 하와이 호놀룰루 케네디극장(황병기)

1965 석류집 하와이 호놀룰루 케네디극장(황병기)

1967 봄 제7회 국립국악원 공모작(황병기)

1968 가라도 제2회 김정자 가야금 독주회(김정자)

1974 침향무 네덜란드 음악문화 세미나(황병기)

1975 미궁68) 명동 국립극장(황병기)

1977 비단길 양승희 가야금 독주회(양승희)

1979 영목 양승희 가야금 독주회(양승희)

1979 전설 문재숙 가야금 독주회(문재숙)

1985 밤의 소리 일본 동경 하라주쿠 초청공연(임치미)

1988 남도 환상곡 국립국악원 신축기념 창작발표회(양승희)

2000 하마단 제8회 지애리 가야금 독주회 (지애리)69)

<표 7> 황병기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1963년 <숲>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5

곡, 1970년대에 4곡, 1980년대에 2곡, 2000년대에 1곡으로 모두 13작품이

다.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1962년 <독주곡 제 1번>70)을 시작으로 

68)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창작음악 중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음향적 요소
의 변화를 시도한 주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은 황병기의 <가야금과 인성(人
聲)을 위한 미궁>(1975)이다. 이 작품은 산조가야금과 사람의 목소리로 구성된 즉
흥연주곡으로, 정확히 독주가야금 연주곡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특수도구의 활
용과 실험적 주법이 가장 다양하게 나오는 작품이므로 본고의 연구범위에 예외적
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69) 산조가야금 독주곡 <하마단>은 2000년 금암회에서 위촉하여 초연하였으나 이 때
의 연주형태는 2중주였다. 이후 2001년 지애리에 의해서 독주곡의 형태로 초연되
었다. 

70) 이재숙과의 인터뷰에서 <독주곡 제1번>은 서울대학교에서 졸업 연주한 이후에는 
연주된바 없고 이성천 본인도 악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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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작품명 초  연

1964 독주곡 제7번
제1회 이재숙 가야금 

독주회(이재숙)

1964 독주곡 제8번 서울대학교 졸업연주(미상)

1965 독주곡 제9번
기독교방송국 

위촉작품(미상)

1965 독주곡 제10번 초연미상

1966 독주곡 제13번 <세령산 변주곡>
제1회 김정자 가야금 

독주회(김정자)

1966 독주곡 제16번 서울대학교 졸업연주(미상)

1966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놀이터>
제2회 이재숙 가야금 

독주회(이재숙)

1967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 중 ｢왕벌의 여행｣, ｢초동과 

뻐꾸기｣, ｢닭장안의 수탉｣, ｢토끼와 

거북이｣

제1회 작곡발표회

(이재숙)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중 ｢물의 요정｣외 3곡
제8회, 11회 12회 서울대 

국악정기연주회(김정숙)

1968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 중 ｢사슴과 죽음｣외 3곡
제2회 김정자 가야금 

독주회(김정자)

<표 8> 이성천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1960년대에 19곡, 1970년대에 7곡, 1980년대에 1곡, 1990년대에 1곡으로 

모두 28작품이다.71)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2018. 6. 24 이재숙과의 전화 인터뷰)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71) 이성천은 가야금 독주곡 뿐만 아니라 대금, 해금 등의 모든 기악 독주곡께 함께 

작품 번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생락된 작품 번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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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작품명 초  연

1968 살고지다리
제3회 김정자 가야금 

독주회(김정자)

1970 변주곡 2 
제11회 서울대 

국악정기연주회(김정숙)

1974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 중 ｢방아타령｣외 2곡
국악창작곡발표회

(최희란, 윤미용)

1975 환상적 소곡
제1회 백혜숙 가야금 

독주회(백혜숙)

1976
독주곡 제18번

 <두음을 위한 오현금>

제7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백혜숙)

1979 독주곡 제20번 <여울>
문재숙 가야금 

독주회(문재숙)

1985 독주곡 제23번 <5월의 노래>
민미란 가야금 

독주회(민미란)

1992
독주곡 제44번

<참 아름다워라>
감리교 여선교회관(황현정)

연 도 작품명 초  연

1968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8회 동아콩쿨 국악작곡 입상작(심영인)

1969 흙담
제8회 국립국악원 신국악 

작곡발표회(심영인)

<표 9> 이해식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1968년 <가야고를 위한 三章>을 시작

으로 1960년대에 2곡, 1970년대에 3곡으로 모두 5작품이다.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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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작품명 초  연

1970 구름터72) 심영인 졸업 연주회(심영인)

1977 別風流 박정희 가야금 독주회(박정희)

1981 달구벌 소리
제8회 한국음악협회 대구지회 

한국음악의 밤(조난형)

연 도 작품명 초  연

1997 지장불공 1 미상

1999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곽은아 가야금 독주회(곽은아)

2000 석굴암에 다녀와서 이지영 가야금 독주회(이지영)

<표 10> 나효신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은 1990년대 말에 2곡, 2000년대에 1곡으

로 총 3작품이다.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이처럼 4명의 작곡가에 해당하는 산조가야금 창작 독주곡 중 현재 악

보가 존재하는 35곡을 대상으로 Ⅱ장에서는 산조 가야금에 사용되는 새

로운 연주 주법들이 음향적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을 주며 어떠한 효

과를 위하여 처음 등장하여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야금의 

전통주법을 기초로 한 가야금 창작주법과 서양 발현악기의 전통주법을 

차용한 가야금 창작주법, 그리고 기존의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음악의 

전통주법에는 나타나지 않는, 작곡가가 새롭게 고안한 가야금 현대 주법 

등이 처음 등장한 최초의 주법들을 살펴보겠다. 모든 주법들을 음향학의 

4요소인 음고, 음색, 음가, 음량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최초의 주법

과 사례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72) 이해식은 이곡을 1970년에 군대에서 작곡하고 심영인에게 주어 초연한 후 연락
이 불가능하여 악보를 돌려받지 못하여 현재 악보가 없다. (2018년 6월 23일 이해
식과의 전화 인터뷰)



- 30 -

  음향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음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실내음향

학(room acoustic), 악기음향학, 심리음향학이다. 실내음향학은 좋은 소리

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건축음향학

(architectural acoustic)과 관련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악기음향학은 악기를 

대상으로 소리와 전달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심리음향학은 소리를 듣는 

것은 진동의 물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인지와 지각의 문제로 보고 이것을 

심리학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심리음향학에서는 음악의 재

료가 되는 단음들을 음고, 음가, 음량, 음색의 4가지로 나눈다.73)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음향학에서의 음의 분류를 차용하여 가야금의 주법에 따

른 음향학적 효과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살펴본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등 4

명의 작곡가가 산조가야금에서 사용한 음향요소 변화주법들이 작곡가별

로 작품에 따라 활용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각각의 주법들 중 어

떠한 음향적 요소의 주법이 처음 등장한 이후 일회성으로 한번 사용되고 

사라진 주법인지, 꾸준히 현대에 까지 사용되어 전통적인 주법처럼 여러 

가지로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확장된 주법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주법이 결합되어 활용됨으로써 음향학적으로도 어떠

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73) 본 연구는 이석원의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에 제시되어 있는 분류를 차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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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조가야금 창작곡의 음향요소 변화주법

  현대 가야금 창작음악에 있어서 가야금 주법은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음고ㆍ음색ㆍ음가ㆍ음량 등 음향적 요소나 선율의 기

교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발전해왔다. 본 장에서는 산조 가야금에 사

용되는 새로운 연주 주법들을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등 4명의 

작곡가별로 분석하여 연주 기법들이 음향적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을 

주며 어떠한 효과를 위하여 처음 등장하여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

겠다. 

  단 가야금에 나타난 주법별 최초의 작품들은 앞에서 제시한 이지영의 

선행연구74)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음향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주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음고

  음고는 음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진동수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진동

수가 많은 음은 높게 느끼고 적은 진동수의 음은 낮게 느낀다. 미국표준

협회(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 1960)는 음고(pitch)를 소리의 높

낮이 척도 속에서 어떤 높이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하는 청각적 감각적 특

성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음높이의 느낌을 바

탕으로 한 주관적 음고를 멜(mel)이라고 한다.75) 이와 같은 음고에 관한 

지각을 과학적 방법이 아닌 심리학적 견해로 해석하는 음향학 이론에서 

“인간이 노래할 때나 악기가 발성하는 많은 소리는 기본주파수가 준주기

74) 이지영,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양상｣, 동양음악 제40집, 
동양음악연구소, 2016.

75)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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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동하는 비브라토를 가진 복합음의 특성을 가진다. 그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주파수 변조율이 높지 않으며 소리가 꽤 길게 지속된다

면, 그 소리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음고를 가진 것으로 지각된다”76)라고 

설명한다.

  즉 음향학적으로는 하나의 음을 연주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음고

의 주파수가 발생하지만, 음향심리학적으로 하나의 음고로 인식되므로, 

음향요소 중 음고의 변화를 청중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만들

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음고 변화를 발생시켜야 할 것이다.

  음향심리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음고 변화 주법은 가야금의 전통적인 

주법이 대부분이다. 농현, 전성, 퇴성ㆍ추성, 미분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주법별로 가야금 독주곡에서 어떻게 변형하여 사용되었는지 최초로 

등장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농현

  전통 음악에서의 농현은 음악의 갈래에 따라 그 폭과 횟수가 다르다. 

특정한 음을 소리내고 그 현을 위 아래로 흔들어 음 높이를 변하게 하여 

음향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농현은 가야금ㆍ거문고 등 한국 전통음악의 발현악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주법이다. 산조가야금 창작곡에서 농현을 활용하여 음고에 

변화를 준 주법은 화성적 한 음 농현, 손바닥 농현, 화성적 두 음 농현, 

화성적 세 음 농현, 농현의 빠르기와 굵기와 빠르기 변화, 그래프모양 농

현, 오른손 농현, 양손 농현 등의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1) 화성적 한 음 농현

  아래의 <악보 1>은 1963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 

중 제2악장 13~16마디이다. 농현에 화성적 효과를 준 최초의 시도가 나

76) Brian C. J. Moore, 청각심리학, ㈜학지사, 2011,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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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제13마디와 제14마디의 시작 부분에서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로 

옥타브 관계의 두 음을 동시에 뜯고 위의 한 음만 농현하는 주법을 사용

하였다. 황병기는 이 곡에서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창작 음악에서 처

음으로 화성을 활용한 농현을 시도하였다. 두 음을 동시에 연주할 때에

는 위의 음을 농현하는 가야금산조의 전통 주법을 차용하였다.

<악보 1> 황병기 <숲>(1963) 제2악장 13ㆍ14마디 – 화성적 농현

(2) 손바닥 농현

  아래의 <악보 2>는 이해식이 1969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

담>의 제2악장 17~24마디이다. 이해식은 이 곡의 제2악장 20마디에서 글

리산도와 함께 손바닥으로 농현하는 주법(이하 손바닥 농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77) 손바닥 농현은 산조가야금의 12줄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으로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글리산도 한 후 양 손의 손바닥을 사용하

77) 이지영은 ｢가야금 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 양상｣에서 나효신 작곡 
<정지향>에서 손바닥 농현이 처음 쓰였다고 하였으나 가장 처음 손바닥 농현을 
시도한 것은 이해식 작곡 <흙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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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족의 왼편 12줄을 모두 농현하는 주법이다. 12개의 줄을 글리산도

로 빠르게 연주한 직후 모든 음들의 음고에 변화를 주어 매우 신비로운 

음향 효과를 나타낸다.

<악보 2> 이해식 <흙담>(1969) 제2악장 20마디 – 글리산도 후 손바닥 농현

(3) 화성적 두 음 농현

  아래의 <악보 3>은 이해식이 1977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別

風流>의 제2악장 80~91마디이다. 화성을 활용하여 두 음을 동시에 농현

하는 주법으로 화성적 한 음 농현의 확장된 형태이다. 오른손으로 두 음

의 화성을 동시에 뜯고 왼손으로 두 음을 동시에 농현하는 주법이 <別

風流>에서 처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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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이해식 <別風流>(1977) 제2악장 85마디 – 화성적 두 음 농현

(4) 화성적 세 음 농현

  1975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미궁>에는 산조가야금을 사용하여 세 음

을 동시에 뜯고 왼손으로 세 음을 동시에 농현하는 주법이 등장한다. 

<미궁>의 악보는 없지만 연주법을 소개한 논문에 “ ” 는 인접된 세 

개의 줄을 동시에 뜯은 후 그 세 줄을 왼손으로 동시에 눌러서 여음의 

음높이를 자유롭게 변화시킨다.”78) 라고 명시되어 있다. 두 개의 화음에

서 더욱 발전시켜 세 개의 화음을 동시에 농현하는 화성적 농현의 확장 

형태이다.

(5) 농현의 굵기와 빠르기 변화

  <악보 4>는 1997년에 작곡된 작품인 나효신의 산조가야금을 위한 <지

장불공Ⅰ>의 제6마디로 농현의 굵기와 강도의 변화, 빠르기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보를 처음 사용하였다. 농현 기호의 모양과 개수, 물결의 촘

촘함 등으로 농현의 굵기와 빠르기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다. 나효신은 

“ ” 기호를 ‘대단히 굵고 최대한 빠르게 농현하라’고 설명하면서 떠는 

소리가 끊기지 않게 다른 음을 뜯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빠르고 굵게 계

78)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
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악의해 조직위원회ㆍ한국국악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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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농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악보 4> 나효신 <지장불공 Ⅰ>(1997) 제6마디 – 굵고 빠른 농현

  아래의 <악보 5>도 1997년에 작곡된 나효신의 산조가야금을 위한 <지

장불공Ⅰ>의 제6마디이다. 이 곡에서 농현의 속도와 굵기를 악보에 확연

히 다르게 기보함으로써 농현의 대비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과 같이 굵

고 빠른 농현을 연주하고 연이어 바로 얇고 느린 농현을 연주하여 표현

의 대비를 확실하게 보여준다.79)

<악보 5> 나효신 <지장불공>(1997) 제6마디 – 농현의 굵기와 

빠르기 대

79) 이지영, ｢가야금 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 양상｣, 동양음악 제40호, 
동양음악연구소, 2016,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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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프모양 농현

  아래의 <악보 6>은 나효신이 1999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의 ㉱ 부분이다. 전통음악에서의 농현은 규

칙적으로 줄을 누르고 나오는 움직임을 반복하여 음고를 변화시키는 주

법이다.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서의 농현은 전통 농현을 변형시

켜 악보에 해당하는 줄을 뜯고 왼손으로 악보에 그려진 그래프 모양대로 

농현하는 연주기법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줄을 천천히 눌렀

다 놓았다를 반복하여 불규칙한 패턴의 농현을 표현한다. 나효신은 기존

의 농현 형식에서 탈피하여 악보에 제시된 시각적 모양을 청각적으로 들

리게 하는 공감각적 주법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악보 6>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제1~~3마디 – 
그래프모양 농현

(7) 오른손 농현

  아래의 <악보 7>은 나효신이 2000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석굴암에 다녀와서>의 제24마디이다. 이 곡에서 나효신은 두 음을 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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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왼손은 아래 음을 눌러 음정을 변화시키고 오른손이 안족의 왼편으로 

넘어와 위 음을 농현하는 주법을 처음 사용한다. 음정의 변화(추성)와 농

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오묘한 음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법이

다.80)

<악보 7> 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2000) 제24마디 – 오른손 

농현

(8) 양손 농현(엇갈려 농현)

  아래의 <악보 8>은 2000년에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석

굴암에 다녀와서>의 제19마디로 양손으로 농현하는 주법이 등장한다. 나

효신은 악보에 “양손 농현” 또는 “엇갈려 농현”이라고 기보하였다. 오른

손으로 4화음을 동시에 뜯은 후 오른 손이 안족 왼편으로 넘어와 양손으

로 두 줄씩 나누어 농현하는 주법이다. “엇갈려 농현”은 두 음을 뜯었을 

때에도 한음씩 나누어 농현을 교대로 엇갈리게 하여 오묘한 여음의 농현

을 만든다. 음고의 변화를 엇갈리게 하여 농현 특유의 전통적 효과를 화

성을 활용하여 더욱 극대화하였다.

80) ‘6. 결합주법’에도 해당하는 주법이다.(추성과 오른손 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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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나효신 <석굴암을 다녀와서>(2000) 제19마디 – 양손 농현 (엇갈려 농현)

2) 전성

  전성은 소리 낸 음의 줄을 순간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굴러서 음고에 

변화를 주는 가야금의 전통적인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이다. 음고의 변화

를 짧고 강하게 주는 주법으로 그 음을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

다.

  전성의 변형된 형태는 두 음을 동시에 뜯어 화음을 만들 때 아래 혹은 

위의 음 한 음만 전성하거나, 3화음 연주시 아래 혹은 위의 두 음을 동

시에 전성하는 주법이 처음 시도되었다. 또한 전성은 현대로 오면서 그 

강도에 변화를 주어  부호를 사용하여 강하게 전성한다. 일반적인 강도

의 전성은 로 표기한다.

  전성을 활용하여 음고에 변화를 준 주법을 처음 사용한 작품이 작곡된 

시기 순서대로 화성적 한 음 전성, 화성적 두 음 전성, 화성적 세 음 전

성, 그래프모양 전성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1) 화성적 한 음 전성

  전성을 사용한 음고의 변화주법에서도 농현과 마찬가지로 화성을 활용

한 전성의 확장주법이 나타난다. 아래의 <악보 9>는 이해식이 1968년에 

작곡한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1악장 9~12마디이다. 이해식은 이 곡

에서 두 음을 동시에 연주할 때 한 음만 전성하는 주법을 처음 등장시켜 

가야금의 전통적인 주법인 전성에 화성을 활용하였다. <가야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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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章>에는 다양한 농현과 전성의 기보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해식은 기존의 가야금 전통곡에 나타나는 전성과 다른  

기호를 사용하여 특히 강한 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81)

<악보 9>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1악장 12마디 – 화성적 한 

음 전성

(2) 화성적 두 음 전성

  아래의 <악보 10>은 이해식이 1968년에 작곡한 <가야고를 위한 三章>

의 제1악장 13~16마디이다. 두 음의 화성을 동시에 뜯고 동시에 전성하

81) 이해식의 <가야고를 위한 三章>에 사용한 전성과 농현의 기보와 연주방법은 아
래와 같다.(이해식,李海植流 國樂器 獨奏를 위한 創作曲集 – 흙담,영남대학교출
판부, 1986)

기보 연주방법

특히 강한 轉聲임.

두 줄의 同時 轉聲임.

, 두 줄 중에서 윗 줄의 轉聲과 弄絃임.

, 두 줄 중에서 아랫 줄의 轉聲과 弄絃임.



- 41 -

는 표현이 14마디에 나타난다. 두 화음을 뜯고 두 음을 동시에 전성하는 

주법은 음고의 변화를 화성적으로 확장한 주법이다.

<악보 10>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1악장 14마디 – 화성적 두 

음 전성

  아래의 <악보 11>은 1969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의 제1악장 5~8마디이다. 1968년 작품인 <가야고를 위한 三章>에 

화성을 활용한 두 음 전성의 확장이 처음 등장한 이후 이해식은 산조가

야금을 위한 <흙담>에서 세 음의 화성을 동시에 연주할 때 특정한 두 

음만 전성하거나 한 음만 전성하는 주법을 사용하였다. <흙담>의 제1악

장 7마디에는 3화음 중 위의 두음만 전성하는 주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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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이해식<흙담>(1969) 제1악장 7마디 – 화성적 두 음 전성 (3화음)

(3) 화성적 세 음 전성

  아래의 <악보 12>는 이해식이 1981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달구벌 소리>의 73~84마디이다. 이해식은 76마디에 화성을 활용한 세 

음 동시 전성 주법을 처음 사용하였다. 오른손으로 3화음을 동시에 뜯고 

왼손으로 세 음을 동시에 전성하는 주법으로 화성적 전성 주법을 확장시

켜 음고 변화를 극대화하였다. 같은 화성을 연이어 두 번 연주할 때 두 

번째 화성의 세 음에 전성을 하여 음고 변화뿐 아니라 음의 강조를 표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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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이해식 <달구벌 소리>(1981) 제2악장 76마디 - 화성적 세 음 전성

(4) 그래프 모양 전성

  아래 <악보 13>은 1999년에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행

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의 ㉯ 부분이다. 그래프모양 농현의 주법과 마

찬가지로 악보에 그려진 그래프 모양대로 전성하는 전성의 변형 형태가 

나타난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줄을 누르고 나오다가 전성 표시

가 그려진 위치에서  전성을 표현하고 모양대로 나오는 주법이다. 나효

신은 기존의 시김새 형식에서 탈피하여 악보에 시각적인 기보법을 시도

하고 이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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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 그래프모양 전성

3) 추성

  가야금의 전통적인 주법 중 여음을 밀어 올리는 추성은 주로 추성에 

이어 연주하는 음과의 효과적인 연결에 사용된다.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추성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주법과 연주방법은 동일하나, 음악적 표현

방법이나 기능에 변화를 주었다.

  추성을 활용하여 음고에 변화를 준 주법을 처음 사용한 작품이 작곡된 

시기 순서대로 화성적 한 음 추성, 화성적 두 음 추성, 음고 확장적 추성

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1) 화성적  한 음 추성

  아래의 <악보 14>는 황병기가 1963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

의 제2악장 23~26마디이다. 황병기는 24마디에 2도 간격의 화음을 뜯고 

아래 음을 눌러 여음이 같은 음에 도달하게 하는 주법을 사용하여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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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추성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두 음을 동시에 뜯을 때에 한음은 

원래 음을 뜯고 다른 한 음은 낮은 음을 뜯은 후 추성을 이용하여 원래 

높은  음까지 눌러 같은 음에 도달하게 한다.  

<악보 14> 황병기 <숲>(1963) 제2악장 24마디 – 화성적 추성 (2화음)

  아래 <악보 15>는 황병기가 1979년에 작곡한 <전설>의 제1악장 1~7마

디로 화성을 활용한 추성이 더욱 화장되어 3화음 중 한음을 추성하여 연

주하는 주법이 나타난다. 1악장의 첫마디에 꾸밈음으로 기보되어있어 그 

꾸밈음을 뜯고 기보된 음까지 추성으로 눌러 3화음 중에서 한 음만 추성

의 음고 변화를 느끼게 하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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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황병기 <전설>(1979) 제1악장 1마디 – 화성적 한 음 추성 (3화음)

(2) 화성적 두 음 추성

  아래의 <악보 16>은 1968년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

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3악장 28~34마디로 확장된 형태의 화성적 추성

이 나타난다. 오른손으로 4도 음정 간격의 두 음을 뜯고 왼손으로 두 음

을 동시에 추성하여 음고 변화의 확장을 표현하였다. 두 음의 화성을 동

시에 추성한 후 화성적 한 음 전성 주법으로 바로 연결하여 음고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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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3악장 30마디 – 화성적 두 음 추성

  아래 <악보 17>은 1979년에 이성천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제20

번 <여울>의 제118~123마디로 화성을 활용한 추성 주법이 나타난다. 옥

타브 화음을 뜯고 두 음을 동시에 추성으로 2도씩 눌러 옥타브 간격을 

유지한다.

<악보 17> 이성천 <여울>(1979) 제119~123마디 – 화성적 두 음 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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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고 확장적 추성

  아래의 <악보 18>은 1997년 나효신의 <지장불공Ⅰ>에 나타난 추성의 

음고 확장 주법이다. 기존의 전통주법에서의 추성의 음고가 확장되어 줄

을 뜯은 후 다음 음을 소리내기 전까지 가능한 가장 높은 음까지 눌러 

소리내는 주법으로 음고의 변화를 증폭시켰다.

<악보 18> 나효신 <지장불공>(1997) 제5마디 – 추성의 음고 확장

  또한 이 곡의 6~7마디와 9~10마디에 아래 <악보 18>에 보듯이 그래프 

모양의 추성이 나타난다. 위의 <악보 19>에 나타난 음고가 확장된 추성 

주법이 같은 곡에서 더욱 확장되어 음을  뜯은 후 가장 높은 음까지 끌

어올리고 다른 음을 연주하는 동안에도 계속 누르고 있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을 연주할 때 줄을 놓는 형태를 반복한다.

<악보 19> 나효신 지장불공(1997) 제9~10마디 – 그래프모양 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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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0>은 나효신이 1999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의 ㉰, ㉳ 부분이다. 악보에 보듯이  기호를 사용하

여 안족 왼편을 연주하고 추성과 유사하게 불특정음의 음고를 변화시키

는 주법이 나타난다. 왼손 연주 후 왼손의 엄지를 사용하여 음고를 조절

하는 연주기법이다. 

<악보 20>나효신<행선지 모르는 바람처럼>(1999) ㉰ ㉳ - 엄지사용 추성

4) 퇴성

  가야금의 전통적인 주법 중 여음을 흘려 내리는 퇴성은 추성과 유사하

게 주로 퇴성한 후에 연주하는 음과의 효과적인 연결에 사용된다. 창작

음악에 나타나는 퇴성도 추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주법과 

연주방법은 동일하나, 음악적 표현방법이나 기능에 변화를 주었다.

  퇴성을 활용하여 음고에 변화를 준 주법은 화성적 한 음 퇴성과 그 밖

의 퇴성 유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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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적 한 음 퇴성

  <악보 21>은 1968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3악장 62~68마디이다. 이해식은 이 곡에서 66마디에 화

성을 활용한 퇴성이 처음 등장시킨다. 오른손으로 두 음을 동시에 뜯고 

한 음만 퇴성하여 음고 변화 주법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악보 21>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3악장 66마디 – 화성적 퇴성

(2) 그 밖의 퇴성

  <악보 22>는 1964년에 작곡된 이성천의 <독주곡 제8번>의 제26~36마

디이다. 추성과 퇴성보다 음고 변화의 폭을 작게 하는 일종의 서양음악 

돈꾸밈82)과 같이 연주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소리 낸 음을 끼고 위 아래

음을 모두 거쳐 원래 음으로 돌아오기 위해 줄을 조금씩 누르고 흘려 여

음을 꾸밈음처럼 연출하는 주법이다. 

82) 이성천의 악보집 부호설명에 첫 음에서 부호의 모양대로 일종의 돈꾸밈음(주요음
을 끼고 위 아래 음을 거쳐 다시 주요 음으로 돌아오는 꾸밈음)같이 소리내라고 
제시하였다. (이성천, 한국악기를 위한 창작곡집1-가야고 ｢놀이터｣, 수문당, 198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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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이성천 <독주곡 제8번> (1964) 제30마디 - 돈꾸밈음

  아래의 <악보 23>은 1977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別風流>의 제2악장의 116~124마디이다. 퇴성에 해당하는 꺾는 음 표기

가 등장하여 화성적 퇴성을 연출한다. 화성을 활용한 꾸밈음부터 두 음

을 동시에 빠르게 세 번 뜯고 아래 한 음만 꺽는 주법으로 세 번째 화성

이 강조되는 효과도 나타나다. 앞에 언급한 퇴성보다는 빠르게 음을 꺾

어 퇴성과는 다른 음향으로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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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이해식의 <別風流>(1977) 제2악장 119~120마디 – 화성적 꺽는 음

5) 미분음

  왼손으로 줄을 눌러 특정한 음(또는 음들)의 음고에 변화를 주는 경우

로, 음을 정확히 기보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은 음을 연주자가 임의대로 

연주하는 주법으로, 주로 산조의 빠른 장단에서 동일한 패턴의 악구를 

반복하며 음의 높이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 긴장감을 고조시킬 때 사용한

다. 

  <악보 24>는 1963년에 작곡된 황병기의 <숲>의 제3악장 12~20마디이

다. 황병기는 이 곡에서 산조와 같은 형태로 미분음을 활용한 주법을 가

야금 창작 독주곡에 처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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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황병기 <숲>(1963) 제3악장 15~17마디 – 미분음

  다음 <악보 25>는 1968년에 발표한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2악장의 10~15마디이다. 이해식은 이 곡에서 

미분음에 대한 기호 설명을 제시하고 미분음을 사용하였다.83) 이에 해당

하는 연주 주법은 뜯은 음을 눌러 추성과 같이 여음처리를 하지만, 불특

정한 음까지 도달하게 하는 연주기법이다.

  

83)  이해식은 악보집에서 “ (有打音)과 (無打音) : 裝飾音 뒤의 를 散調
風의 音程에 맞도록 演奏者의 技倆으로 소리낸다.” 라고 미분음 연주에 대한 기호
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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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2악장 12마디 – 추성을 활

용한 미분음

  또한 이해식의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3악장 148마디에 연속되는 4

연음의 선율에서 미분음이 진행하는 음의 패턴이 달라진 형태가 나타난

다. <악보 26>과 같이 4연음의 첫 번째 음에 해당하는 음들이 미분음으

로 상행진행 하다가 둘째, 넷째 음들이 상행진행하고 마지막엔 셋째 음

을 눌러 추성으로 미분음에 도달하게 하는 주법이다.



- 55 -

<악보 26> 이해식 <흙담>(1969) 제3악장 148마디 – 미분음 변형

6) 주법의 결합

  작곡가들에 의해 많은 곡들이 작곡되면서 음향 요소 변화의 주법이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음향 요소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고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주법의 결합 형태들을 살펴보면 

음고와 음고가 결합된 형태, 음고와 음색이 결합된 형태, 음고와 음가가 

결합된 형태 등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1) 음고와 음고의 결합

  음고 변화 의 주법이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음고 변화의 극대화를 위

한 형태이다. 농현과 전성의 결합, 농현과 추성의 결합, 농현과 퇴성의 

결합, 전성과 추성ㆍ퇴성의 결합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① 농현과 전성 결합

  <악보 27>은 1968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1악장 11~14마디이다. 제14마디에 보듯이 화성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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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과 정성의 결합된 형태의 주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화음을 연주할 

때 윗줄은 농현, 아랫 줄은 전성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이때의 농

현과 전성 역시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악(산조)의 주법과 동일

하다. 이것은 농현의 확장과 동시에 전성의 확장을 결합한 주법으로 음

고의 변화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음고와 음고를 결합한 주법이다.

<악보 27>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1악장 14마디 – 화성적 농

현과 전성의 결합

② 농현과 추성의 결합

  <악보 28>은 1999년에 나효신이 작곡한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의 ㉱부분 제7~9마디이다. 나효신은 이 곡에서 농현과 퇴성과 추성을 모

두 결합한 형태의 주법을 사용한다. 오른손으로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 

먼저 소리 낸 음을 흘려 내리거나 여러 번 흔들어 끌어올리는 여음 처리

를 하는 동시에 다음 음들을 소리 내어 두 개의 여음이 섞이면서 신비로

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 또한 두 음을 동시에 농현하면서 계속 음을 올

라가게 추성을 한다거나 퇴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농현과 함께 추성

하는 표현들을 활용한다. 이러한 다채로운 표현 방식들로 음고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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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여 새롭게 시도하였다.

<악보 28>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제7~9마디 – 농현

과 퇴성과 추성의 결합

  아래의 <악보 29>는 나효신이 2000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석

굴암에 다녀와서>의 제24마디이다. 꾸밈음과 주음을 싸랭으로 뜯고 왼손

은 아래의 꾸밈음을 눌러 추성으로 음고를 변화시키고 오른손을 안족 왼

편으로 옮겨서 주음을 농현하는 주법이다.

<악보 29> 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2000) 제24마디 – 농현과 추성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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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현과 퇴성의 결합

  <악보 30>은 1966년에 이성천이 작곡한 <독주곡 제13번>의 제2악장 

3~6마디이다. 3마디와 4마디에 걸쳐 줄을 눌러 한 음 위에서 시작하여 

농현을 하면서 본래 음으로 도달하도록 퇴성하면서 나오는 주법이 나타

난다. 

<악보 30> 이성천<독주곡 제 13번> 제2악장 3~4마디 – 농현과 퇴성의 결합

④ 전성과 추성ㆍ퇴성의 결합

  아래의 <악보 31>은 이해식의 1968년 작품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2

악장 25~30마디이다. 28마디에 한음 전성연주만 나오다가 전성을 하고 

바로 퇴성을 연주하는 음고 변화를 위한 결합 주법이 나타난다. 전성과 

퇴성이 결합하여 음고 변화를 더욱 극대화시킨 형태의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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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이해식<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2악장 28마디 – 전성과 퇴성의 결합

  아래의 <악보 32>는 이해식이 작곡한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2악장 

34~39마디이다. 이해식은 이 곡에서 화성을 활용한 음고의 결합 주법을 

사용하였다. 두 화음을 동시에 뜯고 동시에 전성한 후 두 음 모두 퇴성

하는 주법이다. 화성을 활용하여 전성과 퇴성을 결합한 주법으로 음고의 

변화를 매우 강조한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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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이해식<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2악장 39마디 – 화성적 전성과 퇴

성의 결합

  아래 <악보33>은 이성천의 1979년 작품인 독주곡 제20번 <여울>에 추

성과 전성이 결합하여 음고 변화를 강조한 주법이 나타난다. 음고의 변

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리낸 음을 추성 한 후 강하게 굴러 전성한다.

<악보 33> 이성천 <여울>(1979) 제109마디 – 추성과 전성

  아래의 <악보 34>는 1997에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지

장불공Ⅰ>의 일부분이다. 음을 뜯어 강하게 전성하고 난 후 악보에 그려

진 선대로 두 번의 추성을 이어가는 주법이다. 전성과 추성을 한 음에서 



- 61 -

연주하여 음고와 음고 변화주법이 결합된 형태로 음고의 변화가 극대화

된 주법이다.

<악보 34> 나효신 <지장불공 Ⅰ>(1997) 제12마디 – 전성과 추성의 결합

(2) 음고와 음색의 결합

  <악보 35>는 1968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2악장 67~72마디로 제72마디에 음고와 음색이 결합한 형

태가 처음 나타난다. 4음을 오른손으로 글리산도한 후 가장 위의 한 음

만 전성하는 주법이다. 음고 변화주법인 전성과 음색 변화주법인 글리산

도가 결합하여 음고 변화가 더욱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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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1968) 제2악장 72마디 – 전성과 글

리산도

 

  <악보 36>은 1969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의 

제3악장 16~21마디이다. 이해식은 이 곡에서 글리산도의 음색과 전성의 

음고 변화가 결합된 형태의 주법을 사용하였다. 전성의 화성적 확장 형

태와 마찬가지로 글리산도 연주한 후 가장 위의 한음을 전성하는 주법이

다. 글리산도의 음색과 전성의 음고 변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음향의 효

과를 시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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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이해식 <흙담>(1969) 제3악장 19마디 – 글리산도와 한음 전성

  

  또한 <악보 37>은 이해식 <흙담>의 제3악장 166~170마디이다. 이 곡

의 맨 마지막 마디에 양손 글리산도를 한 후 한 음만 전성하는 결합주법

이 나타난다. 글리산도 주법과 한 음 전성의 결합 형태가 확장되어 양손

으로 엇갈리게 글리산도를 한 후 전성을 하는 주법이다. 음고와 음색의 

변화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주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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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이해식 <흙담> 제3악장 170마디 – 양손 글리산도와 한음 전성

  <악보 38>은 1979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3악장 15~20마디이다. 제16마디에 미분음과 양손 글리산도의 결합된 형

태가 나타난다. 불특정한 음과 음 사이를 양손으로 동시에 글리산도하는 

주법으로 음고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음고와 음색의 결합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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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황병기 <영목>(1979) 제4악장 16마디 – 미분음과 양손 글리산도의 결합

  <악보 39>는 1979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5악장 41~44마디이다. 황병기는 이 곡에서 산조의 빠른 장단에 나오는 

미분음 진행을 연주하면서 왼손으로 안족 왼편을 글리산도하여 음향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왼손으로 글리산도한 마지막음을 눌러 미분음의 

첫음을 만들어 내야하는 주법적으로 난위도가 있는 표현이다.  과 같이 

왼손이 안족 왼편을 긁어 가야금의 제12현까지 닿도록 글리산도한다. A

음인 제12현을 왼손으로 세게 눌러 C음으로 맞춘 후 오른손으로 연튕김

하며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 안족의 왼편을 누르고 있던 왼손을 조금씩 

들어 미분음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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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황병기 <영목>(1979) 제5악장 41~44마디 – 음고와 효과음의 결합

  

  <악보 40>은 1987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남도환상

곡>의 제1악장 5~7줄이다. 무반주형태의 다스름 부분으로 음고와 음색이 

결합된 복합적 주법이 나타난다. 콘소르디노를 사용함과 동시에 화성을 

활용한 추성을 연주하는 주법으로 음고를 변화시키면서 콘소르디노의 오

묘한 음색이 동시에 표현되어 음향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킨다.

<악보 40> 황병기 <남도환상곡> 제1악장(다스름) 5번째 줄 (1987) - 콘소르

디노와 추성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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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1>은 1997년에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지장불공

Ⅰ>의 제9마디로 음고와 음색이 결합한 주법이 새롭게 나타난다. 음고가 

매우 확장된 형태의 변형된 추성과 타악기 주법이 결합하여 음고와 음색

의 변화를 결합하였다. 음고 확장적 추성을 연주하면서 왼손 연주의 사

이에 오른손으로 악기의 뒷면을 치는 연주주법이다.

<악보 41> 나효신 <지장불공Ⅰ>(1997) 제9마디 – 추성과 타악기적 주법의 결합

  아래의 <악보 42>는 1999년에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의 ㉱ 부분이다. 악보에 그려진 그래프 모양

대로 음고를 변화시키는 동안 왼손을 사용하여 안족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진 부분을 소리내는 주법이 나타난다. 그래프모양 농현의 음고 변화

주법과 효과음의 음색 변화주법이 결합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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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나효신의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 음고와 효과음의 결합2

(3) 음고와 음가의 결합

  <악보 43>은 1969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의 

제3악장 91~96마디로 트레몰로를 활용한 미분음 주법이 나타난다. D음

의 4번 줄을 눌러 G를 만들고 그 줄과 6번줄을 트레몰로 연주하면서 4

번 줄을 미분음 진행으로 점차 들어나와 D에 이르게 하는 주법이다. 음

을 끊기지 않게 연결하려는 음가 변화주법인 트레몰로와 음고 변화주법

인 미분음이 결합하여 더욱 새로운 음고 변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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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이해식 <흙담>(1969) 제3악장 93~94마디 – 트레몰로와 미분음의 결합 

  <악보 44>는 이해식의 <흙담>에 나타난 트레몰로에 추성과 미분음이 

결합한 형태의 주법이다. 아래 줄을 눌러 불특정한 음에서 시작하여 트

레몰로 주법을 연주하면서 추성으로 음고를 높여 제시된 음까지 높였다

가 본래 줄의 음으로 돌아온다. 트레몰로라는 기교적 주법에 미분음과 

추성의 음고 변화 주법을 결합하여 음향 효과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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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이해식 <흙담>(1969) 제3악장 100마디 – 트레몰로와 추성, 미분음의 결합

  <악보 45>는 1975년에 이성천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두음을 

위한 오현금>의 제49~54마디로 트레몰로와 농현이 결합된 형태의 주법

이 나타난다. 맨 아래 줄을 눌러 제시된 음에서 시작하여 트레몰로하면

서 동시에 농현하며 나오는 주법이다. 음가 변화 주법인 트레몰로와 농

현하며 흘러나오는 음고의 변화주법이 결합하여 음향적으로 확장된 형태

의 결합 주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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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이성천이 <두음을 위한 오현금>(1975) 제49마디 – 트레몰로와 농현의 결합

2. 음색

  음색은 음을 만드는 구성요소의 차이로 생기는 소리의 감각적 특색을 

말한다. 악기나 사람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높낮이가 같아도 악기 또

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소리의 특성이다. 프랑스어로부터 비롯된 

음색(音色, timbre)이라는 용어는 보통 소리의 색(色, color), 혹은 질(質, 

quality)이라고도 한다. 음색은 “음고와 음량, 음가에 있어서는 똑같은 두 

개의 소리를 듣는 이가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청감의 속성”84)이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즉, 음색이란 가야금, 거문고 등 소리만으로 그 악기의 특징을 정의하

는 음향요소이다. ‘음색’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각적인 ‘색’에서 파생된 

84) Pratt and doak, 『A subjective rating scale for Timbre』, Article i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317쪽,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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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도 집작할 수 있듯이 매우 복합적인 음향요소이다. 음고의 ‘높고 

낮음’, 음가의 ‘길고 짧음’, 음량의 ‘크고 작음’처럼 한 가지 객관적 기준

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음색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음향 요소라기보다는 

마치 색깔이 채도, 명도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판단하여 명칭을 구분하

듯이, 주관적ㆍ심리적 관점들로 판단되는 다차원적인 음향적 요소이다.85) 

  음색 변화 주법은 가야금의 전통적인 주법과 서양음악의 전통주법과 

현대적 주법이 모두 포합된다. 튕김주법, 뜰주법, 콘소르디노, 하모닉스 

등의 가야금 전통주법과 글리산도, 아르페지오 등의 서양음악 전통주법 

그리고 도구 사용, 타악기적 주법, 효과음 주법 등의 현대적 주법이 이에 

해당한다. 각 주법별로 가야금 독주곡에서 어떻게 변형하여 사용되었는

지 최초로 등장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튕김주법

  튕김주법은 원래 전통음악에서 같은 음이 연달아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줄을 손톱으로 튕기는 주법이다. 손가락으로 뜯는 주법과 튕기는 주

법은 살이 닿는 소리와 손톱의 소리로 음색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다. 튕김주법을 한 번 연주할 때는 민속악과 정악에서의 연주기법이 유

사하나, 튕김주법을 두 번 이상 연주할 때, 즉 연튕김에서는 조금 다르

다. 가야금산조를 연주할 때의 연튕김86)은 장지와 식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가의 음들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튕긴다. 

  이와 같이 산조 음악의 빠른 장단에서 자주 사용하던 연튕김 주법에 

화성을 활용한 확장된 형태의 연튕김이 황병기의 <침향무>에 처음 등장

한다. 아래의 <악보 46>은 황병기가 1974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의 제3악장 39~42마디이다. 가야금 전통 주법인 연튕김을 할 때 

3화음을 매번 모두 글리산도처럼 밀고 튕기어 연주하는 주법이다. 왼손

의 화음과 함께 연주한다.

85)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178~179쪽.
86) 주로 가야금산조 악보에서 ‘2 8 ο’로 기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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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황병기 <침향무>(1974) 제3악장 39~42마디 – 튕김주법의 확장1

  정악곡 중 <송구여지곡>을 연주할 때 나타나는 연튕김은 소지부터 차

례대로 네 손가락을 모두 이용하여 한 박에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음을 

튕긴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짧은 박 안에 4개의 음을 한꺼번에 빠르

게 튕기는 주법이 창작곡에 등장하게 된다. 가장 처음 사용한 것이 황병

기 작곡 <침향무>(1974)이다.87) 황병기는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침향무>

에서 정악가야금처럼 4개의 손가락을 모두 이용하여 연튕김을 하는데, 

각 음의 시가를 32분음표로 기보하여 매우 짧게 하였다. 즉, <악보 47>

과 같이 연튕김 연주의 속도는 전통음악 중 가야금산조에 등장하는 것과 

87) 이지영, ｢가야금 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 양상｣, 동양음악 제40호, 
동양음악연구소, 2016,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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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나, 그 기법은 정악 가야금의 주법을 사용하였다. 

<악보 47> 황병기 <침향무>(1974) 제 3악장 44~46마디 – 튕김주법의 확장2

  이 외에도 <침향무>에 튕김주법을 활용한 다양한 주법이 나타나는데, 

황병기는 이 곡을 통해서 음색의 제한된 악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법의 

다양화로 여러 가지 음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악보 48>은 <침향무>의 

제3악장 47~49마디로 48~49마디에 식지, 장지를 사용하여 연달아 튕기면

서 accelerado하여 손톱 음색만으로 긴장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악보 48> 황병기 <침향무>(1974) 제3악장 48~49마디 – 튕김 주법의 확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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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49>는 1977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길>의 

제1악장 57~62마디이다. 2-2-2-3-0의 기호로 식지를 사용하여 세 음을 연

달아 밀어 글리산도처럼 소리내고 연튕김이 이어지는 주법이 나타난다. 

이것은 연튕김 주법에 글리산도 주법을 활용하여  연튕김의 음색을 더욱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악보 49> 황병기 <비단길>(1977) 제1악장 57~62마디 – 튕김주법의 확장4

  아래 <악보 50>은 황병기의 1979년 작품 <영목> 5악장 86~93마디이

다. 2화음, 3화음의 불협화음을 4연음 연튕김 중 1/4에 속하게 하여 글리

산도로 빠르게 긁어 연주하는 주법이다. 4연음 연튕김의 1/4박에 2음 또

는 3음의 글리산도가 들어가야 하므로 위의 ‘튕김주법의 4’ 사례와는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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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황병기 <영목>(1979) 제5악장 77~84마디 – 튕김주법의 확장5

  <악보 51>은 1985년 작품인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밤의소리> 

제3악장 7마디~10마디로 튕김주법의 확장 형태인 화성적 연튕김이 나타

난다. 화성을 활용하여 연튕김의 첫 음을 두 화음으로 동시에 뜯는 주법

이다. 연튕김에 오른손과 왼손을 교대로 화음을 연주하여 연튕김 선율을 

더욱 화려하고 풍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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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황병기 <밤의소리> 제3악장 7~10마디 - 화성적 연튕김 

  또한 <밤의 소리>에 아래 <악보 52>와 같이 제3악장 첫마디에 왼손으

로 두 화음을 뜯고 동시에 글리산도 연튕김을 연주하여 음색과 음량의 

효과를 모두 극대화시키는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 52> 황병기 <밤의 소리>(1985) 제3악장 1마디 – 글리산도 연튕김

  아래의 <악보 53>은 나효신의 작품 <지장불공Ⅰ>의 제6마디로 튕김주

법의 변형된 형태이다. 오른손의 4, 3, 2번 손가락을 사용하여 연튕김하

는 주법이다. 이것은 황병기의 <침향무>에 나타난 5, 4, 3, 2 연튕김 주

법을 응용한 축소 형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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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나효신 <지장불공>(1997) 제6마디 – 튕김의 변형

2) 뜰주법

  뜰 주법은 가야금 전통 주법 중 민속악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악에서만

의 고유한 주법이다. 손톱을 사용하는 면에서 튕기는 주법과 유사하지만 

현의 아래 부분에 엄지손톱을 넣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현을 스치듯 

떠올려 소리 내는 주법으로 음색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의 <악보 54>는 1997년 나효신의 작품 <지장불공Ⅰ>의 제1마디로 

뜰주법의 확장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모지의 손톱을 줄에 댄 상태에서 

연주자의 몸쪽으로 밀어 강하고 거친 음색을 표현하는 주법이 나타난다. 

작곡자는 금속성의 소리라고 악보에 이 주법을 설명하고 있다.88)

<악보 54> 나효신 <지장불공> (1997) 제1마디 – 뜰 변형

88)  모지를 뒤집어 손톱으로 밀어 연주 (금속성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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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모닉스

  현의 노드(Node)89)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스쳐내는 소리를 하모닉스라

고 한다. 실음을 소음시키고 그 배음만 들리게 연주하는 것으로 한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며 소리의 크기는 작으나 신비롭고 깨끗한 음색을 요구

할 때 쓰인다.90) 음악에서 쓰이는 소리는 모두 합성음이고, 합성음이란 

여러 가지의 주파수가 섞여있는 소리라는 뜻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낮은 

주파수의 부분음인 기음과 주파수가 그것의 2배, 3배 나타나는 배음으로 

나뉜다. 이때의 배음을 하모닉스(harmonics)라 하고, 이것을 음색에 영향

을 미치는 음향학적 요인 중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91)

  서양악기의 전통적 주법 중에도 하모닉스가 다양한 음색 변화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이미 가야금 전통곡인 산조 음악에서도 사용되었다. 김

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휘모리에 등에서 나타나는데, 귀곡성(鬼哭聲)92)이

라 부른다.93) 가야금의 경우 현침과 안족의 1/2 지점에 손날을 올려 줄

을 막고 손날과 안족 사이의 줄을 뜯어 하모닉스를 소리낼 수 있다. 가

야금의 하모닉스는 기본적으로 개방현 음보다 한 옥타브 위의 음이 소리

나고 개방현보다 작고 오묘한 음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하모닉스는 한 

번의 소리로 음고와 음색, 음량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음향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악보 55>에 보듯이 하모닉스는 1963년에 황병기가 발표한 가

야금 독주곡 <숲>에 처음 나타난다.94)

89) node: 음향학 용어로 정상 진동 또는 정상파에 있어서 진동이 <0> 또는 <극소>
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현이나 막대의 진동에서는 점(마디점)을 칭한다.(음악용어
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90) 김혜지, ｢현대음악 특수 주법에 대한 고찰｣,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91)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181쪽.  
92) 판소리 창법에서 울음소리 같이 낸다는 신비한 소리, 귀신이 곡할 때 내는 소리

라는 의미이다. 
93) 이지영, ｢가야금 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 양상｣, 동양음악 제40집, 

동양음악연구소, 2016, 106쪽 참조.
94) 이지영, 위의 논문, 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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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황병기 <숲>(1963) 제3악장 3마디, 6마디 – 전통곡에 나타난 하모

닉스 사용

  가야금의 전통주법 중 귀곡성에 해당하는 하모닉스는 1963년 황병기의 

<숲>에 처음 사용된 이후 1967년 황병기의 <봄>에서 화성을 활용한 하

모닉스의 확장된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 56>에서 보듯이 오른손으로 하

모닉스를 연주하고 동시에 왼손으로 옥타브 아래음을 연주한여 두 화음

은 실제로 두 옥타브의 음정 간격으로 소리나게 된다. 이 곡에서는 고음

역대에서 일정한 선율을 연주하고 점차 저음역대로 내려와 종지의 개념

으로 화성적 하모닉스를 사용하기를 세 번 반복하여 곡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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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황병기 <봄>(1967) 제3악장 5마디 – 화성적 하모닉스

4) 콘소르디노

  콘소르디노 역시 하모닉스와 마찬가지로 서양음악의 기법이지만 가야

금 산조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어 가야금 전통주법의 확장으로 분류하겠

다.95) 오른손을 가야금 좌단이 아닌 줄 위쪽으로 올려 울림을 살짝 막아 

현의 먹먹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주법이다. 콘소르디노는 음색적인 측면

을 다양화하기 위한 작곡기법으로 아래의 <악보 57>에 보듯이 1963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숲>에서 처음 나타난다.96) 콘소르디노는 서양음악의 

95)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의 자진모리에 사용된 주법으로 말발굽 소리와 흡사하다 
하여 말발굽 주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96) 이지영, ｢가야금 연주법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변화 양상｣, 동양음악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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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연주기법이지만 가야금 산조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어 가야금 전통

주법의 확장으로 분류되고 <숲>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음색변화를 위해 

가야금 창작곡에 많이 사용되었다. 화성적 한 음 콘소르디노, 화성적 두 

음 콘소르디노, 확장적 콘소르디노의 3가지 유형으로 활용되어 나타난다.

<악보 57> 황병기 <숲> (1963) 제3악장 23~26마디 – 전통곡에 나타난 콘소

르디노 사용

(1) 화성적 한 음 콘소르디노

  <악보 58>은 1965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석류집>

의 제2악장 4~7마디로 제5마디에 화성적 콘소르디노가 처음 등장한다. 

오른손 한 음만 콘소르디노이고 아래 음은 왼손으로 연주하며 개방현으

로 연주하는 주법이다. 

동양음악연구소, 2016,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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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황병기 <석류집>(1965) 제2악장 5마디 – 화성적 콘소르디노

(2) 화성적 두 음 콘소르디노

  아래의 <악보 59>는 1979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전설>이다. 오른손으로 두 음을 뜯을 때 화성을 활용한 콘소르디노 주

법을 사용하여 음색 변화주법인 콘소르디노를 확장된 형태로 나타낸다. 

<악보 59> 황병기<전설>(1979) 제5악장 1마디 – 화성적 콘소르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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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악보 60>은 1977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길>의 제1악장 2~12마디로 제4~10마디에 화성을 활용한 콘소르디

노를 사용한 부분이 나타난다. 왼손으로 높은 음역의 음을 연주하고 오

른손으로 저음역대의 두 음 화성을 콘소르디노 주법으로 연주한다.

<악보 60> 황병기 <비단길>(1977) 제1악장 4~10마디 – 화성적 콘소르디노 (3
화음)

  아래의 <악보 61>은 1979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1악장 1~8마디로, 첫 마디에 화성적 콘소르디노 주법이 사용

된다. 오른손으로 저음역대의 두 음을 동시에 콘소르디노 주법으로 뜯고 

왼손은 고음역대의 두 음 화음을 함께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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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황병기<영목>(1979) 제1악장 1마디 – 화성적 콘소르디노 (4화음)

(3) 확장적 콘소르디노

  아래의 <악보 62>는 2001년에 작곡된 나효신의 <석굴암에 다녀와서> 

중 제19마디로 콘소르디노를 활용한 주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작곡가

는 이것을 ‘콘소르디노 보다 현을 누르며 소리 내어 음고가 약간 높아지

게 하는 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악보에는 음표의 머리에 ‘◇’를 덧

그려 주법을 표시한다.

<악보 62> 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2001) 제19마디 – 콘소르디

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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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리산도와 아르페지오

   하나의 화음을 분산화음식으로 연결해서 빠르게 연결하는 주법으로 

어떤 형태로든 연주할 수 있다. 아래 음에서 시작해서 위 음으로 연주하

는 것과 위에서 아래 음으로 연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하프 연주자들이 분산화음을 아래에서 위로 연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

례였지만 지금은 연주차례나 방향을 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직으로 

파상선(Wave Line)에 화살표를 붙여 기보97)한다.

  이 기보법을 사용하여 가야금 주법으로 사용할 때에도 각 음마다 손가

락을 따로 사용하여 화성적 요소를 표현할 때 쓰인다. 악보 상에는 분산 

화음으로 간격이 있는 화성이지만 산조 가야금의 5음 음계 특성상 연이

은 줄들을 한꺼번에 글리산도로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글리산도는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방법으로 

현악기에서는 두 음의 위나 아래 방향으로 긁어서 연주한다. 가야금에서

도 한 손가락으로 모든 음을 연속적으로 한번에 연주함으로써 효과음적 

요소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악보 63>에서 보듯이, 1964년에 작곡된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을 위한 <독주곡 제8번>에서 서양음악의 글리산도가 처음 나타난다. 좀 

더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표현을 위하여 서양음악의 기교적인 주법을 차

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후 왼손 글리산도, 양손 글리산도, 화성적 

글리산도, 화성적 아르페지오의 4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97) 하프의 아르페지오 기보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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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이성천 <독주곡 제8번>(1964) 제27마디 – 글리산도 

(1) 왼손 글리산도

  아래의 <악보 64>는 1966년에 이성천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제4악장 8~12마디이다. 제11~12마디에 오른손 4연음의 빠른 

연튕김 주법과 함께 왼손 글리산도가 등장한다. 4악장 ｢소나기｣에 이 주

법을 사용함으로써 소나기가 내리는 듯한 풍경과 빗방울 소리를 가야금 

음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표제음악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왼손의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고음역대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글리산도하는 주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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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이성천 <놀이터>(1966) 제4악장｢소나기｣ 11~12마디 – 왼손 하행 

글리산도 

  아래의 <악보 65>는 1968년에 이성천이 작곡한 <살고지다리>의 3악장 

｢다리밟기｣ 5~9마디로 제7마디에 왼손으로 상행하는 글리산도가 등장한

다. 악보의 표기상으로는 아르페지오처럼 보이지만 산조가야금의 구성음

으로는 글리산도 주법에 해당한다. 왼손을 사용하는 글리산도는 대부분 

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곡에서는 상행하는 글리산도가 나타난다.

<악보 65> 이성천 <살고지다리>(1968) 제3악장 7마디 – 왼손 상행 글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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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손 글리산도

  <악보 66>은 1969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의 

제3악장 37~42마디로 제38마디에 글리산도의 확장된 형태가 나타난다. 

음의 구간을 동시에 한 손은 아래에서 위로, 한손은 위에서 아래로 두 

손이 엇갈리게 글리산도하는 주법이다. 한 손으로 연주한 글리산도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음색을 연출한다.

<악보 66> 이해식 <흙담>(1969) 제3악장 38마디 – 양손 글리산도 1

  <악보 67>은 1979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1악장 1~7마디로 제3마디에 양손 글리산도를 확장한 주법이 나타난다.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번갈아 연주하는 

글리산도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주어진 4음들을 소리 내고 마지

막에 빠르고 강하게 글리산도하여 가야금의 맨 아랫줄까지 밀어 내리는 

연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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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황병기 <영목>(1979) 제1악장 3마디 – 양손 글리산도 2

  아래 <악보 68>은 1985년에 작곡된 이성천의 작품 <5월의 노래>의 제

4악장 76~84마디로 제84마디에 양손 글리산도의 확장된 형태가 나타난

다. 오른손은 고음역대 6줄, 왼손은 저음역대 4줄로 나누어 오른손은 상

행, 왼손은 하행으로 동시에 연주하는 글리산도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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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이성천 <5월의 노래> 제4악장 84마디 -양손 글리산도 3

(3) 화성적 글리산도

  아래 <악보 69>는 1974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침

향무>의 제2악장 28~30마디로 제29마디에 화성을 활용한 글리산도의 형

태가 나타난다. 오른손으로 연주한 글리산도의 마지막 음과 왼손으로 화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악보 69> 황병기 <침향무>(1974) 제2악장 29마디 – 화성적 글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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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성적 아르페지오

  아래 <악보 70>은 1967~1974년에 이성천이 작곡하여 발표한 가야금 

독주곡 모음 <숲속의 이야기> 중 제7곡 ｢원숭이 가족｣의 3~7마디이다. 

제7마디에 화성을 활용한 아르페지오가 나타나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동

시에 3음 또는 4음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주법이다. 오른손이 하행할 

때에는 왼손은 상행 아르페지오이고, 오른손이 상행할 때에는 왼손은 하

행 아르페지오를 하다가 마지막 패턴은 함께 상해 아르페지오를 하는 패

턴이다.

<악보 70>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7곡 ｢원숭이 가족｣ 7마디– 화성적 아

르페지오

  <악보 71>은 1985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밤의 소리>의 제1악장 1~7마

디로 제3마디에 왼손과 오른손을 나누어 사용하여 아르페지오를 연주하

는 주법이 나타난다. 또한 화성적 꾸밈음을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사

용하여 와 같이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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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황병기 <밤의 소리>(1985) 제1악장 3마디 –화성적 꾸밈음 아르페

지오

6) 손톱연주

  서양의 찰현악기인 하프에서도 비전통적인 주법으로 손톱을 사용하는

데, 전통적인 운지법과 다른점은 없지만 손톱을 사용하여 현을 퉁기는 

주법으로 새로운 현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손톱의 표기는 ‘◠’로 표

시하고 현대음악에서는 손톱을 이용한 주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98)

  가야금에서도 튕김 주법과 다르게 손톱을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주

고자하는 시도가 나타난다. 아래의 <악보 72>는 1974년에 황병기가 작곡

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의 제3악장 49~51마디로 50~51마디에 처

음으로 손톱을 사용한 트레몰로 주법이 나타난다. 손톱을 이용하여 한음

부터 여러 음에 걸쳐 넓게 긁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손톱을 사용함으로

써 좀 더 날카롭고 거친 음색을 강조한 주법이다.99)

98) 정은주, ｢하프의 발달과정과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연주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석사, 1997.

99) “더욱 새로운 음향을 가야금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연주 기교를 
개발해야한다. <침향무>에서 여러개의 줄을 손가락으로 비벼서 트레몰로에 의한 
토운 클러스터(tone cluster)의 효과를 낸다.”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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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황병기 <침향무>(1974) 제3악장 50~51마디 – 손톱연주

  아래의 <악보 73~74>는 황병기의 <비단길> 중 손톱 연주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황병기는 1974년 발표한 작품 <침향무>에서 처음 손톱을 사용

한 트레몰로 주법을 시도한 후 3년 뒤에 발표한 <비단길>에서 손톱 주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ㆍ활용하였다. 첫 번째 손톱연주는 <악보 73>

에 보듯이 제1악장 11~13마디에 나타나는 4ㆍ3ㆍ2 세 손가락의 손톱으

로 손목을 든채 튕기듯이 글리산도하는 주법이다. 빠르고 강하게 뿌리듯

이 연주하여 강렬하고 거친 음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
악의해 조직위원회, 한국국악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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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황병기 비단길(1977) 제1악장 11~13마디 – 손톱 글리산도

  아래의 <악보 74>는 두 번째 손톱 연주이다. 손목을 든 채로 튕기듯이 

글리산도하기도 하면서, 빠르게 현침에서 안족 쪽으로 움직이며 연주하

여 음색과 음고 변화를 표현하였다. 정확한 음을 튕기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윗줄의 불특정 음들을 손톱의 날카로운 음색으로 빠르게 연주

한다. 또한 안족의 왼쪽부분을 왼손으로 글리산도하여 오묘한 부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가야금 음색의 다양화를 위한 연주 기법이라 

볼 수 있다. 

<악보 74> 황병기 <비단길>(1977) 제4악장 1마디- 손톱 글리산도



- 96 -

  아래 <악보 75>는 1979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

목>의 제1악장 8~12마디로 제9마디에 손톱을 사용하여 글리산도하는 주

법이 나타난다. 왼손과 오른손의 손톱을 번갈아 사용하여 4음씩 글리산

도하면서 빨라져 마지막 오른손 글리산도를 가장 빠르고 크게 연주하여 

손톱의 날카로운 음색으로 긴장감과 강렬함을 표현한다.

<악보 75> 황병기<영목>(1979) 제1악장 9마디 – 손톱 글리산도

7) 도구사용

  작곡가들은 산조 가야금을 통해 손가락과 손톱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

색 변화 효과를 위한 주법들을 개발하였다. 제한적인 전통 악기의 특성

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음색 변화를 위한 모색으로 활, 장구

채, 술대, 방울, 스테인레스 골무 등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1) 활, 장구채 사용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창작음악 중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음

향적 요소의 변화를 시도한 주법을 처음 시도한 작품은 황병기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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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연주법 비고

활로 모든 줄을 가능한 한 빠르게 

위아래로 훑듯이 연주한다.
활 사용

최고현을 왼손으로 임의의 위치를 

짚으면서 활로 스피카토101)로 연주한다.
화려한 효과

최고현을 왼손으로 임의의 위치를 

짚으면서 활로 느리게 연주한다.
활 사용

최고현을 왼손으로 눌러서 음높이를 

변화시키면서 활로 연주한다.
음색+음고

 양손으로 장구채를 하나씩 들고 

가야금 공명통 뒷면을 계속해서 비빈다.
장구채 사용

<표 11> 황병기 <미궁>에 나타난 음색변화 연주법

금과 인성(人聲)을 위한 미궁>(1975)이다. 이 작품은 산조가야금과 사람

의 목소리로 구성된 즉흥 연주곡으로, 정확히 독주가야금 연주곡으로 보

기에는 어려우나, 특수도구의 활용과 실험적 주법이 가장 다양하게 나오

는 작품이므로 본고의 연구범위에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1975년에는 황병기의 <미궁>에서 가야금에 특수도구를 사용하는 기법이 

나타난다. 활이나 장구채, 등을 이용하여 가야금 줄에 두드리거나 문질러

서 소리내는 주법이다. 이 곡은 황병기의 작품 중 유일하게 악보가 없는 

즉흥음악 작품으로, 정확한 제목은 <가야금과 인성(人聲)을 위한 미궁>

이다. 

  <미궁>은 앞의 글에서와 같이 악보가 존재하지 않는 곡이지만 황병기

가 쓴 ｢가야금과 현대 음향｣100)에 제시한 음색 변화를 위해 사용된 연주

법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100)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악의해 조직위원회ㆍ한국국악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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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연주법 비고

활로 임의의 줄들을 옆으로 문질러 

‘쉬-’하는 소리를 낸다.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연주법소개글

에 기호가 

그려져있지 

않다.

장구채를 제 6현 아래와 제 5현 및 제 

7현 위로 줄과 직각이 되게 꽂고 그 

채를 왼손으로 세게 쳐서 진동시킨다.
장구채 사용

(2) 방울 사용

  황병기가 처음으로 산조가야금에 도구를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모색

한 이후 1981년에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달구벌 소리>에 

안족의 왼편 줄에 방울을 달아 농현을 할 때 마다 방울 소리가 나도록 

하는 연주기법이 등장한다. 연주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방울을 달아 농

현과 함께 방울 소리가 나도록 연주하여 무속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스테인레스 골무 사용

 아래의 <악보 76>은 2000년 발표된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작품인 <석굴

암에 다녀와서> 중 손가락에 스테인레스 골무를 끼고 가야금을 연주하

는 주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스테인레스 골무를 낀 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가락에 끼고 그 손가락을 현침과 안족 중간 지점에 대

고 오른손으로 뜯거나 튕기어 가야금 줄과 스테인레스 사이에서 나는 마

101) 스피카토는 현악기 운궁법(運弓法) 중의 하나로, 활의 중심부를 사용하여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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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소리를 나게 하는 주법이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

를 강조하는 작곡가가 창작한 현대적 주법인 것이다.

<악보 76> 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2000) 제14~19마디 – 스테인레

스 골무 사용

8) 타악기적 주법

  가야금은 발현악기로 선율을 연주할 때에 여러 가지 장단감을 동시에 

내포하여 타악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율이나 음을 제외한 상태

에서 타악기적인 효과로만 연주되는 경우가 있다.

  1975년 황병기의 <미궁>에서 손이나 활, 거문고 술대, 장구채를 이용

하여 가야금을 직접 두드려서 타악기 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주법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연주법을 기호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 <표 1

2>102)와 같다.

102)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악의해 조직위원회, 한국국악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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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연주법 비고

최저현을 활로 친 후 줄 위에서 

스스로 점점 빠르게 튀게 한다.
활 사용

공명통 뒤에 있는 돌괘들을 

장구채로 훑는다.
장구채 사용

거문고 술대를 제 6현과 제 7현 

사이에 삽입하여 교대로 치면서, 
치는 위치를 임의로 변화시킨다.

술대 사용

술대로 안족을 연달아 친다. 술대 사용

왼손에 장구채를 잡고 안족들을 

훑듯이 세게 친다.
장구채 사용

술대로 공명통의 상단을 쳐서 

연주한다.
술대 사용

<표 12> 황병기 <미궁>에 나타난 타악기적 효과의 연주법

  타악기적인 효과는 현대적 창작 주법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가야금을 

두드려 타악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아래

의 <악보 77>은 1997년에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지장불

공Ⅰ>이다. 손바닥으로 악기의 뒷면을 두드리는 주법이 나타난다.

<악보 77> 나효신 <지장불공>(1997) 제4마디 – 손으로 가야금 뒷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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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악보 78>은 나효신이 1999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행

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의 ㉯ 부분이다. 음표를  표시로 표기하고 가

야금의 현침 오른쪽 부분을 손바닥을 약간 둥글게 펴서 두드리는 주법이

다.

<악보 78>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 가야금 좌단

치기

9) 효과음 주법

  타악기적 주법과 같이 음색, 음량 등의 음향 요소도 지니지만 가야금

의 제한적 특성을 탈피하고 효과음적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한 주법들도 

나타난다.

  1975년 황병기 작곡의 <미궁>에서 가야금 안족의 왼편을 연주하는 주

법이 사용된다. 가야금 안족의 왼편 부분은 음높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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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달아 뜯거나 글리산도 할 때에 오묘한 분위기의 음향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황병기가 설명한 글103)에서 ‘ ’는 왼손으로 안족 왼편 부분의 줄들을 

가능한 한 빠르게 세게 긁는 주법이다.

위와 같은 기호로 나타나는 연주법이 보이고 기호는 없지만 안족 왼편 

부분의 줄들을 양손으로 임의로 연주하되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차

츰 빠르게 한 후 다시 느리게 연주하라는 지시의 연주법도 사용된다. 이

것은 작곡가가 새롭게 고안하여 만든 현대적 주법을 사용하여 템포 변화

까지 동시에 표현하여 효과음적인 음향 효과를 증폭시킨 것이다.

  아래의 <악보 79>는 황병기가 1977년에 작곡한 <비단길>의 일부이다.

  1975년 황병기의 <미궁>에서 가야금의 안족 왼편을 연주하는 기법이 

처음 등장한 이후 2년 뒤에 작곡한 <비단길>에서 안족 왼편의 연주를 

통하여 음향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안족의 왼편 현들을 양 손으

로 위 아래로 긁어 주는 연주 기법이다.

 

<악보 79> 황병기 <비단길> (1977) 제4악장 2마디 -안족 왼편 연주

  아래의 <악보 80>은 2000년 발표한 나효신의 <석굴암에 다녀와서> 중 

손바닥으로 현을 내리누르고 문지르는 주법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양손

을 사용하여 왼손은 안족 왼쪽, 오른손은 안족 오른쪽을 나누어 각각 천

천히 문질러 슥슥거리는 소리로 효과음을 만들어준다. 

103)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악의해 조직위원회, 한국국악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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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2000) 제4마디 – 손바닥 문지르기

10) 주법의 결합

  음색변화 주법에서도 음향 요소 변화의 주법이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음향 요소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색을 더

욱 강조하기 위한 주법의 결합 형태들을 살펴보면 음색과 음가가 결합된 

형태, 음색과 음색이 결합된 형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음색과 음가의 결합

  1979년 황병기의 <전설>에 스타카토를 활용한 콘소르디노 주법이 나

타난다. 콘소르디노라는 주법으로 음색의 변화를 주면서 동시에 스타카

토를 사용하여 음가의 변화를 주어 독특한 음향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 81>은 오른손으로 단선율을 콘소르디노하면서 동시에 막아 먹먹

한 음색이 나타나는 음의 길이를 짧게 끊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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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황병기 <전설>(1979) 제3악장 21~25마디 - 스타카토를 활용한 콘

소르디노

  <악보 82>는 <악보 81>의 발전된 형태로 왼손 연주와 함께 첫 음은 

두 음 화성 콘소르디노를 하고 다음 세 음은 단음으로 스타카토와 콘소

르디노를 동시에 연주한다. 스타카토를 활용한 콘소르디노와 스타카토를 

활용하지 않은 콘소르디노를 번갈아 반복 연주하여 음가의 변화로 인한 

음색적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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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황병기 <전설>(1979) 제3악장 1마디, 3마디 – 스타카토를 활용한 

화성적 콘소르디노

  <악보 83>은 1979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

5악장 맨 마지막마디에 손톱 글리산도와 스타카토 주법의 결함이 나타난

다. 손톱을 사용하여 글리산도하는 음색 변화 주법과 스타카토의 음가 

변화 주법이 결합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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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황병기 <영목>(1979) 제5악장 104마디 – 손톱글리산도와 스타카

토의 결합

  <악보 84>는 1966년에 이성천이 작곡한 <놀이터>의 제1악장 ｢정경｣ 
33~39마디이다. 제36마디에 오른손으로 3음을 아르페지오함과 동시에 트

레몰로하는 주법이 와 같이 나타난다. 처음 트레몰로로 시작하여 아르페

지오가 나오면서 연이은 두 음 트레몰로가 결합된 형태이다. 음가에 변

화를 주는 트레몰로 주법과 음색에 변화를 주는 아르페지오 주법이 결합

되어 동시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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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이성천 <놀이터>(1966) 제1악장 36마디 – 트레몰로와 아르페지오

의 결합

  <악보 85>는 나효신의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 나타나는 안족 

왼편 연주와 줄막음 주법의 결합된 형태이다. 작곡자가 제시한 악보 원

본에 나타난 연주법은 다음과 같다.104)

104)  “ 뜯은 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다음 줄을 막는다.”라고 악보에 기보되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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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 안족 왼편연주와 줄막음 

결합

(2) 음색과 음색의 결합

  아래 <악보 86>은 황병기<비단길> 제2악장 53~56마디이다. 연튕김 주

법이 확장된 글리산도 형태의 연튕김에 왼손의 글리산도 연주가 결합되

어 더욱 화려한 음색과 풍부한 음량을 표현하는 주법이다. 연튕김이라는 

가야금 전통주법의 매개체에 글리산도라는 서양악기 전통주법을 혼용하

여 다채로운 음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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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황병기 <비단길>(1977) 제2악장 53~56마디 – 연튕김 변형과 글리

산도 결합

  아래 <악보 87>은 1977년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

길>의 마지막 4악장 1마디 30초 동안 연주하는 부분이다. 가야금의 제12

현을 오른 손의 손톱으로 빠르게 4-3-2 순으로 튕기면서 점차적으로 위

치를 현침 쪽으로 갔다가 다시 안족 쪽으로 옮기며 연주하는 주법이 나

타난다. 이 때에 동시에 왼손은 안족의 왼편을 4번에 걸쳐 글리산도한다. 

이 연주 기법은 손톱을 사용한 확장된 형태의 주법과 왼손 효과음 주법

을 결합하여 음색의 변화를 극도로 확장시킨 주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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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황병기 <비단길>(1977) 제5악장 1마디 – 손톱연주와 효과음 

주법의 결합

  아래 <악보 88>과 <악보 89>는 1985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밤의 소리>의 제3악장 38~41마디와 62~65마디이다. 각각 오른손

의 2-2-1-1 순서 손가락으로 4연음과 6연음(2-2-2-1-1-1)을 부드럽게 밀어

연주 하는 동시에 왼손으로 안족의 왼편을 글리산도한다. 오른손의 매끄

러운 글리산도 주법의 음색과 안족 왼편의 불특정음 글리산도의 효과음

적 주법이 결합하여 오묘한 음색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악보 88> 황병기 <밤의 소리>(1985) 제3악장 38마디 – 글리산도(4연음)와 

효과음 주법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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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황병기<밤의 소리> (1985) 제3악장 62마디, 64마디 – 글리산

도(6연음)와 효과음주법의 결합

3. 음가

  음가(音價, time value)는 음표나 쉼표가 나타내는 음의 길이로, 절대적

인 시간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길이를 의미한다.105) 가야금으로 

음가의 변화를 통해 음향적 효과를 주는 주법은 여음을 막아 음의 길이

를 짧게 하는 스타카토 주법과 같은 음을 연속적으로 반복 연주하여 음

의 길이를 늘이는 트릴, 트레몰로 주법이 이에 해당한다. 각 주법별로 가

야금 독주곡에서 어떻게 변형하여 사용되었는지 최초로 등장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스타카토 (에뚜페)

  음가에 해당하는 가야금 전통주법에는 줄을 막아 여음을 없애는 연주 

기법인 줄막음 주법이 있다. 줄막음 주법은 현을 연주한 뒤 발생하는 여

음의 길이, 즉 음가를 조절할 수 있는 주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주로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악(산조)에 많이 

나타나고 한 음씩 연주한다. 서양 악기에서는 하프106)의 전통 주법으로 

105)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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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뚜페107)가 이에 해당한다.  

  아래 <악보 90>은 황병기가 1963년에 발표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

의 제2악장 1~2마디이다. 황병기는 가야금 창작곡에 추성을 활용한 스타

카토주법을 처음 사용하였다. 2마디에 보듯이 추성을 하고 줄을 막아 스

타카토 주법을 연주한다.

<악보 90> 황병기 <숲>(1963) 제2악장 2마디 – 스타카토

  황병기는 1963년 발표한 <숲>에서 스타카토 주법을 처음 사용한 이후 

같은 해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작품인 <가을>에서 이를 발전시켰다. 아래 

<악보 91>은 황병기가 1963년에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을>의 제

2악장 18~23마디이다. 오른손의 3번, 1번 손가락으로 번갈아가며 뜯을  

때, 미리 손가락을 줄에 닿게하여 막는 주법이다. 

106) 서양 악기 중 가야금과 연주 방법이 유사한 발현악기인 하프의 연주법을 비교
하여 살펴보겠다. 하프는 악기 중에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된 악기중 하나이고, 
많은 줄을 갖고 있으나 그 줄의 수와 악기의 구조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에는 더블 페달 하프가 표준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통 47개의 줄을 가졌으며, C♭

장조로 조율되어 있다.
107) “에뚜페는 하프의 전통적 주법으로 소리의 울림을 중단시키는 효과로 연주한 

화음의 소리를 모두 막는 방법이다. 전체 손바닥을 줄에 대고 소리의 음을 막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엄지 손가락 연주 후 다음을 준비하여 미리 손
바닥을 대며 앞에 냈던 음을 막아주는 메마른 듯한 스타카토 음향을 내는 방법과 
연주한 음에 다시 한 번 손가락을 대주는 부분 에뚜페가 있다. 가야금 전통적인 
주법의 확장 중 줄 막음 주법과 유사하다.” 정은주, ｢하프의 바달 과정과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연주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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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황병기 <가을>(1963) 제2악장 22~23마디 – 스타카토의 확장

  아래 <악보 92>는 1977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

단길>의 제1악장 31~34마디로 제34마디에 화성을 활용한 스타카토가 등

장한다. 두 음의 화음을 뜯고 동시에 두 음의 줄을 막아 스타카토 연주

한다.

<악보 92> 황병기 <비단길> (1977) 제1악장 34마디 – 화성적 스타카토

  아래의 <악보 93>은 1999년에 작곡한 나효신의 <행선지를 모르는 바

람처럼> 나타나는 줄을 막아 음가 변화 주법이다. 스타카토의 주법이 변

형된 현대적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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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 - 스타카토의 

변형

2) 트릴과 트레몰로

  가야금은 서양 현악기와 달리 악기 자체의 주법이 여음이 이어지지 못

하는 유음 타악기적인 요소가 특징이기 때문에, 모든 가락에 여음을 더

하기 위하여 다른 악기보다 많은 손가락을 사용한다. 트릴과 트레몰로가 

이에 해당하는 주법으로 여음이 짧은 가야금의 소리를 길게 지속하기 위

하여 음의 연속성을 이용한 반복 연주주법이라 하겠다. 

  트릴은 2도 관계의 두 음을 번갈아가며 연속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고, 

트레몰로는 음정이 동일하거나 트릴과 다르게 2도 이상의 음정 관계의  

두 음을 번갈아가며 연속적으로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다. 

  서양악기에서의 트릴은 현악기의 음색에 색채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 주법이다. 한 손가락으로 음을 누른 후 다른 한 손가락으로 다른 

음을 누르고 떼고를 빠르게 반복 연주하는 형태이다.108) 가야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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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를 길게 연장하기 위하여 2도 관계의 두 음을 두 손가락으로 연속해

서 빠르게 뜯는 주법이다.

  1964년에 이성천이 발표한 <독주곡 제8번>에 글리산도와 함께 한 손 

트릴이 <악보 94>에서 보듯이 처음 나타난다.

<악보 94> 이성천 <독주곡 8번>(1964) 제27마디 – 트릴

  트레몰로는 하나의 음이나 2도 보다 간격이 넓은 두 음을 정해진 속도

로, 또는 빠르게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악보 95>는 이성천이 1966년에 

작곡한 <놀이터>109)의 제 1악장 ‘정경’ 19~24마디로 제23마디에 3도 간

격과 4도 간격의 트레몰로가 처음 등장한다.

108) 김혜지, ｢현대음악 특수 주법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109) “피아노곡을 가야금으로 개작한 곡이다. 이성천은 가야금의 전통적인 연주기교

인 오른손의 발현과 왼손의 농현(농현)이라는 질서에서 벗어난 최초의 인물이다.” 
윤중강ㆍ정현경ㆍ김성주, 『종이에 스민 가야금』, 민속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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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이성천 <놀이터>(1966) 제1악장 23마디 – 트레몰로

3) 도구사용

  1975년 황병기의 작품 <미궁>에서 가야금에 특수도구를 사용하는 기

법이 나타난다. 활이나 장구채, 거문고 술대를 이용하여 가야금 줄에 두

드리거나 문질러서 소리내는데 그 중에서 활을 사용한 주법은 음의 지속

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가 크다. 황병기가 언급한 활 연주법의 설명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110)

기호 연주법 비고

1. 활로 가야금 줄을 연주한

다.
활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주법으로 1~3.의 주법을 

연속하여 연주함

2. 가야금 줄을 연주하던 활

을 갑자기 줄에서 뗀다.

3. 활로 연주하던 줄에서 여

음이 울리도록 한다.

<표 13> 황병기 <미궁>에 나타난 음가변화 연주법

  또한 활을 사용하여 빠르게 트레몰로하는 주법이 나타난다. <미궁>은 

활을 사용하여 주로 음색의 변화를 표현하고 음가를 늘리며 타악기적인 

110)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악의해 조직위원회ㆍ한국국악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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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주었다. 이 부분은 활을 사용하여 트레몰로를 연주함으로써 음색

변화와 함께 음가 변화. 황병기가 소개한 연주 기법111)에 기호와 그 연

주법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기호 연주법 비고

활로 빠르게 트레몰로한다

<표 14> 황병기 <미궁>에 나타난 서양악기 전통주법의 변화ㆍ발전

4. 음량

  음량(音量, loudness)은 소리의 분명한 크기 혹은 넓이를 의미한다.112) 

음량은 ‘조용함과 시끄러움을 연결하는 척도 상에 소리를 정렬시킬 수 

있는 청각적 감각의 속성’113)으로 상대적ㆍ감각적인 음의 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음량은 음의 물리적인 양인 음압(音壓, sound pressure)과 주파수 

외에도 심리적인 양에 영향을 받는다.114)

  음량 변화가 발생하는 주법에는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 중 하모닉스와 

콘소르디노가 있다. 이 두 가지 주법은 각각 음고와 음색이 변화하는 효

과 외에도 음량이 감소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음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주법들은 음량 이외의 음향 요소 변화에 따른 부수적 

효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효과도 대체로 음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음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법은 줄을 막거나 약음기를 사

111) 황병기, ｢가야금과 현대 음향｣, 『1994국악의해 기념 학술회의-2000년대를 향한 
한국 창작음악의 회고와 전망』, (‘94 국악의해 조직위원회, 한국국악학회), 1994.

112) Rudolf. Radocy, David Boyle, 음악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8, 132쪽.
113) Brian C. J. Moore, 청각심리학, ㈜학지사, 2011.
114) 음량의 단위는 폰(Phon), 음압의 단위는 데시벨(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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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다. 국악기의 약음기는 1999년에 작곡된 서동원의 <개량악기

를 위한 놀이>에서 개량 태평소에 처음 시도되었다. 가야금은 다른 악기

에 비해 음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음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기법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또한 음량을 증폭시키는 주법에도 악기 구조상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

하게 개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음량 증폭을 위한 노력으로 세라믹을 

이용한 전기 장치를 사용하는 시도가 있었다.115) 산조가야금의 각 현에 

세라믹 전기음 픽업 장치를 연결하여 음량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전통 

가야금의 음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야외 연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만

큼 음량의 확대를 하고자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현의 떨림이 빠르고 빨

리 멈추어 현의 울림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16) 현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는 않다.

5. 소결

  지금까지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에 의해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에 나타나는 주법을 음향의 4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그 음향 요소

를 변화시키는 주법들의 등장과 변형, 확장된 형태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고변화에 해당하는 주법의 경우, 최초의 가야금 창작곡이 발표

된 1960년대에 가야금의 전통주법인 농현ㆍ전성ㆍ퇴성 및 추성ㆍ미분음 

115) Electronic Gayageum의 사용은 전통 산조가야금을 통한 주법 개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16) 윤명원, ｢악기개량의 의의 및 특징｣, 악기개량사업 종합 보고서(1997~1998): 국
악기 개량사업의 성과와 의의, 전라북도립 국악원 악기개량 사업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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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한 음고 변화의 최초 주법들이 모두 나타났다. 황병기는 1963

년에 최초 가야금 독주곡인 <숲>을 통해서 농현ㆍ추성ㆍ미분음 등 대부

분의 전통주법을 처음 활용하였다. 이해식은 1968년 <가야고를 위한 三

章>에서 화성적 전성을 처음 사용하였고 <흙담>, <別風流>, <달구벌소

리>를 통하여 화성적 전성과 화성적 농현을 확장시켰다. 

음고 변화주법 중 농현을 변형, 발전시킨 형태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

며, 황병기, 이해식, 나효신에 의해 농현을 이용한 음고 변화 주법이 확

장되었다. 황병기는 전성을 제외한 농현, 퇴성, 추성, 미분음 주법을 다양

한 곡에서 활용하였고 이성천은 추성과 퇴성, 이해식은 모든 음고 변화 

주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1960대에 황병기와 이

해식에 의해 음고 변화 주법의 확장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해식과 나효신

에 의해 화성적 농현, 그래프모양 농현, 오른손 농현, 양손 농현 등 현대

적 주법의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둘째 음색변화에 해당하는 주법은 황병기가 1963년 <숲>에서 하모닉스

와 콘소르디노를 처음 사용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침향무>, <미궁>을 

통하여 튕김주법, 손톱연주, 도구사용, 타악기 주법, 효과음 주법 등의 다

양한 음색변화 주법들을 확장하여 등장시켰다. 황병기는 음색 변화의 최

초 주법을 시도한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음색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튕김 주법과 같은 

전통 주법 외에 손톱 연주나 도구를 사용한 실험적인 주법들을 1970년대

에 처음 활용하였다. 

  반면 서양악기에서 선율의 기교와 음색 변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글

리산도와 아르페지오는 이성천의 <독주곡 제8번>에서 처음 나타나며, 

<놀이터>, <살고지다리>, <5월의 노래>, <숲속의 이야기> 등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1999년에는 나효신에 의해 정악의 뜰 주법이 처음으로 12현 독주곡에 

사용되었다. 나효신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기에 뜰주법, 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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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노, 손바닥 문지르기와 스테인레스 골무와 같은 도구 사용 등으로 

가야금 음색 주법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음색 변화에 해당하는 산조가야금의 주법 확장은 황병기와 이성천, 나효

신에 의해서 주로 나타난다. 

  셋째 음가변화에 관한 주법은 황병기와 이성천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

다. 황병기는 1963년 <숲>에서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하였고, 1975년 <미

궁>에서는 활을 사용하여 음가에 변화를 통한 효과를 만들었다. 이성천

은 1964년 <독주곡 제8번>에서 가야금 음의 연속성을 위해 서양악기 주

법인 트릴과 트레몰로를 처음으로 차용하였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

대에 황병기의 작품 <가을>, <비단길>과 이성천의 작품 <놀이터>등에서 

음가변화주법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나효신에 의

해서 음가 변화의 확장된 주법이 나타난다. 

  넷째 음량에 관한 주법 중 약음에 해당하는 하모닉스와 콘소르디노가 

1963년 황병기의 <숲>에 처음 등장한다. 음고와 음색의 효과와 함께 음

량의 효과도 나타나는 주법들이다. 음량변화를 위해서 약음기나 전기장

치를 사용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음량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의 확장된 형

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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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곡가별 음향요소 변화주법 활용양상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살펴본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등 4

명의 작곡가가 산조가야금에서 사용한 음향요소 변화주법들이 작곡가별

로 작품에 따라 활용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1. 황병기

  황병기가 작곡한 산조가야금을 위한 독주곡은 1963년 발표한 <숲> 부

터 2000년 발표한 <하마단>까지 총 13곡이다. 이 작품을 년도 순으로 정

리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연 도 작품명 연 도 작품명

1963
숲 1975 미궁

가을 1977 비단길

1965 석류집 1979
영목

전설

1967 봄 1985 밤의 소리

1968 가라도 1987 남도 환상곡

1974 침향무 2000 하마단

<표 15> 황병기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1) 숲

  <숲>은 1963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으로 제1악장 

｢녹음｣, 제2악장 ｢뻐꾸기｣, 제3악장 ｢비｣, 제4악장 ｢달빛｣ 등 각각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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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갖고 있다. 제1악장 ｢녹음｣은 정가풍(正歌風)으로 그윽하고 시원한 

느낌이고, 제2악장의 ｢뻐꾸기｣는 산조의 곡취를 물씬 풍겨 자유롭고 분

방하며, 제3악장의 ｢비｣는 끊임없는 음색의 변화로 표제 음악의 극치를 

이루고, 제4악장 달빛은 부드럽고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117)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인 만큼 음향 변화 요소 주법도 이 곡에서 처음 사용하는 

주법들이 많이 나타난다.

  아래 <표 16>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의 제1~2악장에 사

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6>

에 나타나듯이 음가와 음고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각 악

장별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로 시작한다. 산조가야금 독주곡

에서 스타카토가 처음 사용된 사례이다. 이 주법은 제2악장에서도 지속

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제2악장에서는 음고 변화 주법

인 화성적 농현과 화성적 추성을 사용하였다. 제2악장의 화성적 농현과 

추성도 산조가야금 독주곡에서 처음 사용된 사례이다.

117)황병기,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집 침향무, 민속원, 1985, 2쪽. (성경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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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제

2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

카토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가 음고 음가

주법
스타

카토
화성적 농현

스타

카토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주법
화성적

추성
스타카토

<표 16> 황병기 <숲>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17>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의 제3~4악장에 사

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7>

에 나타나듯이 음고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각 악

장별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악장에서는 음색 변화 주법인 하모닉스가 처음 등장하고 산조에 나

타나는 형태와 유사한 미분음 주법을 처음 사용하여 음고를 변화시킨다. 

또한 23마디에 콘소르디노를 처음 사용한 이후 30마디까지, 41~56마디까

지 음색 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4악장에 음고 

변화 주법이 추성이 화성을 활용하여 등장한다. 3악장의 미분음과 콘소

르디노, 하모닉스는 산조가야금 독주곡에 처음 사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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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하모

닉스

하모

닉스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고

주법 미분음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31~40 41 42 43 44 45 46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제

4
악

장

마디 1~10 11 12~20 21 22~30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추성

화성적 

추성

<표 17> 황병기 <숲> 제3~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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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을

  <가을>은 <숲>과 함께 1963년에 작곡되었고 템포에 따라 전 3악장으

로 구성되었다. 난삽한 테크닉이 없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청초한 계

절의 감각이 횡일하는 가작이다.118) 

   아래 <표 18>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을>의 제1~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8>에 나타나듯이 음가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각 

악장별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에는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와 음색변화 주법인 콘소르디

노가 여러 번 나타난다. 제2악장에는 음색변화 주법인 콘소르디노를 주

로 사용한다. 제3악장에는 스타카토와 콘소르디노를 번갈아 사용하여 음

가와 음색의 변화를 고르게 활용하였다.

118) 황병기,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집 침향무, 민속원, 1985, 2쪽. (성경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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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4 5 6 7 8 9 10~26 27 28 29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주법 스타카토 스타카토 콘소르디노

마디 31~32 33 34 35~42
음향
요소

음가

주법 스타카토

제

2
악

장

마디 1~5 6 7 8 9 10 11 12 13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제

3
악

장

마디 1~2 3 4~7 8 9 10 11 12 13 14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음색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콘소르

디노

콘소르

디노

스타

카토

<표 18> 황병기 <가을> 제1~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3) 석류집

  <석류집>은 1965년 미국 동서 문화 교류센터 주최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 열렸던 20세기 음악 예술제에서 작곡가인 황병기에 의해 초연된 곡으

로, 국내에선 그 이듬해인 1966년에 국립국악원 주최 신국악작곡발표회

에서 발표되었다. 1악장은 정악풍으로 유현(幽玄)한 가락이 석류나무 집

의 신비를 암시하고, 2악장은 약동하는 리듬과 타악기적 음색과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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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음진행으로 환상의 세계를 표출하였다. 3악장은 1악장과 같이 조용하

면서도 곱고 정겨운 가락이다.119) 

  아래 <표 19>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석류집>의 제1~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9>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각 

악장별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과 2악장은 음색 변화를 위해 콘소르디노가 대부분 사용되고 2

악장 중반부에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가 9마디 동안 나타난다. 3악

장(총 23마디)에는 음향요소 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

1
악

장

마디 1 2 3 4 11 12 13 14 15~24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콘소르디노

제

2
악

장

마디 1~3 4 5 6 7 8 9 10 11 12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콘소르디노

마디 13~18 19 20 21 22 23 24 25 26 27~32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86
음향
요소

음가

주법 스타카토

<표 19> 황병기 <석류집>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19) 황병기,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집 침향무, 민속원, 1985, 2쪽. (성경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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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봄

  <봄>은 <가을>의 대작으로 작곡된 듯, 봄의 포근한 정서를 우아하고 

정결하게 표현한 작품이다.120) 총 3악장으로 구성되었고 1악장에는 아무

런 음향 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표 20>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봄>의 제2~3악장에 사

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0>

에 나타나듯이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2~3악장의 음

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콘소르디노를 사용하여 음색 변화를 강조하였고 3악장에도 음색

변화 주법인 하모닉스만 사용하였다. 

제

2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11 12 13 14 15 16 17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제

3
악

장

마디 1~4 5 6~15 16 17~20 21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주법
하모

닉스

하모

닉스

하모

닉스

<표 20> 황병기 <봄> 제2~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20) 황병기,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집 침향무, 민속원, 1985, 2쪽. (성경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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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라도

  1967년 작품인 <가라도>는 우륵이 사랑하던 신라 고을의 이름이다. 모

두 2악장으로 구성되었고, 1악장은 정악풍이고 2악장은 달빛 아래 벗을 

찾아가는 이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 듯한 분위기를 연상케한다.121)

  아래 <표 21>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라도>의 제1~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1>에 나타나듯이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1~2악장

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악장에는 음색 변화 주법인 하모닉스만 나타난다. 2악장에는 음고와 

음가 변화주법인 화성적 추성과 스타카토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음색 변

화주법인 콘소르디노의 사용이 대부분이다.

121) 장사훈, 國樂大事典, 세광음악출판사, 1984,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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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8 9 10 11 12~19
음향
요소

음가

주법 스타카토

제

2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주법 콘소르디노
화성적 추성

마디 21~26 27 28 29~77 78 79~91 92 93 94 95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스타카토
콘소르

디노

콘소르

디노
콘소르디노

<표 21> 황병기 <가라도>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6) 침향무

  1974년 작품 <침향무>는 <가라도> 이후 6년 만에 작곡된 작품으로 범

패의 음계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공통된 원시정서를 표현한 작품이

다. 지금까지 황병기의 작품과 다르게 새로운 주법과 가야금 조현법을 

사용한다. 신라 불교 미술의 외래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조화되어 법

열의 세계로 승화된 차원의 미를 가야금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122)

  아래 <표 22>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의 제1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2>에 나타나듯이 제1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분석해보

122) 황병기,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집 침향무, 민속원, 1985, 2쪽. (성경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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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음색 변화를 위한 스타카토 주법만을 사용하였다. 

마디 1 2 3 4 5~12 13 14 15 16 17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

토

스타카

토
스타카토

마디 18~19 20 21~26 27 28~3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

토

스타카

토

<표 22> 황병기 <침향무> 제1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23>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의 제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3>에 나타나듯이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분석해보

면, 음가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2악장에는 스타

카토가 지속적으로 주로 사용되면서 음색 변화 주법에 해당하는 콘소르

디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글리산도의 확장된 형태도 사용된다. 음고 

변화 주법은 4마디에 화성적 추성으로 한번 나타난다. 황병기의 곡에서 

글리산도가 처음 사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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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음색

주법
화성적 
추성 스타카토

화성적 글리산도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스타카토
콘소르디노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색

주법 스타카토
화성적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글리산도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
디노

콘소르
디노

왼손
글리산

도

<표 23> 황병기 <침향무>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24>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의 제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4>에 나타나듯이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분석해보

면,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3악장에는 음가 변화 

주법인 트레몰로와 스타카토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색 변화 주법을 사용한다. 제3악장은 글리산도, 튕김주법, 손톱연주, 콘

소르디노의 확장된 형태 등 다양한 음색 변화주법을 고르게 활용하여 음

색의 변화를 극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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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마디 21 22 23 24 25 26 27~38 39 4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화성적 연튕김

마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색

주법 화성적 연튕김 연튕김 변형 튕김의 변형
손톱

트레몰로

마디 51 52 53 54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가

주법
손톱트레몰로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표 24> 황병기 <침향무>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7) 미궁

  1975년 작품인 <미궁>은 산조가야금과 사람의 목소리로 구성된 즉흥 

연주곡으로 황병기의 가야금과 홍신자의 목소리로 총 16분 5초 동안 초

연되었다.  

  2016년 현대음악 콘서트 “Right Now Music 2016”에서 <미궁>을 연주

하기에 앞서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인생을 하나의 미궁이라 생각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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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 한 대와 여자의 목소리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곡을 쓰고 싶어서 

작곡했다. 내 창작곡 중 유일하게 악보가 없는 곡이기 때문에 연주할 때

마다 음악이 달라진다. 나 아니면 아무도 연주를 못한다. 내게서 태어나

서 나와 함께 사라질 음악이다.”123) 라고 말했다.

  <미궁>은 혁신적인 연주기교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음향적 

효과를 추구한 작품이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첼로의 활, 두 개의 장구채, 

거문고 술대로 연주하고 줄 뿐만 아니라 공명통도 특수한 음향효과를 내

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음색변화 주법뿐 아니라 활이나 술대로 

트레몰로하여 음가 변화주법을 시도하였다.

8) 비단길

  1977년 작품인 <비단길>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페르샤 유리 그릇

의 신비로운 빛에서 작곡 동기를 얻었다. <비단길>이라는 제목은 고대 

동서 문물의 통로 이름이면서 신라적인 환상이 아시아의 반대편까지 펼

치는 비단같이 아름다운 정신적인 길을 상징하기도 한다. 7음음계를 사

용하여 가야금의 조현과 악곡의 형식이 종전의 작품보다 새롭다.124) 

  아래 <표 25>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길>의 제1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5>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1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향 요소 변화 주법 중 화성적 콘소르디노, 손톱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연튕김 변형 등 다양한 음색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음가 변화 주법에 해당하는 화성적 스

타카토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음고 변화에 해당하는 화성적 추성도 나타

난다. <비단길>의 제1악장에는 화성을 활용한 주법들이 주로 활용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123) 경향신문 문학수 기자의 기사 중에서, 2016.
124) 황병기, 비단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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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화성적 콘소르디노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손톱 글리산도
스타
카토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고 음가 음고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카토
화성적 
추성

스타
카토

화성적
추성

스타
카토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가 음가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화성적 

스타카토

스타
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콘소르디노

마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글리산

도
연튕김 변형

마디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색 음색

주법 연튕김 변형 화성적 추성 화성적 콘소르디노
손톱

글리산도

<표 25> 황병기 <비단길> 제1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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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손톱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콘소르

디노

마디 81 82 83 84 85 86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화성적 
스타카토

  아래 <표 26>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길>의 제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6>에 나타나듯이 음고과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악장은 음고 변화 주법에 해당하는 미분음만 나타나다가 53마디 부

터는 음색 변화 주법인 연튕김의 확장 형태와 글리산도의 결합 주법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마디에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 글리산도하는 주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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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9 20 21~47 48 49 50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주법 미분음 미분음

마디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주법 미분음 연튕김 확장 + 글리산도 

마디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연튕김 확장 + 글리산도 

마디 71 72 73 74 75 76 77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연튕김 확장 + 글리산도 
글리산

도 확장

<표 26> 황병기 <비단길>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27>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길>의 제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7>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악장은 전반부에는 음가 변화 주법인 화성적 스타카토만 사용하다

가 중반분에는 음색 변화를 위한 콘소르디노만 사용하고, 다시 후반부에 

음가 변화를 위한 화성적 스타카토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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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콘소르디노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화성적 
스타카토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표 27> 황병기 <비단길>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28>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비단길>의 제4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8>에 나타나듯이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만 사용하였다. 제4악장의 음향

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4악장은 처음 30초 동안은 손톱연주와 안족 왼편의 효과음 주법이 

결합된 새로운 음색 변화 주법이 시도된다. 그리고 바로 45초 동안 안족 

왼편의 줄들을 양손을 사용하여 위, 아래로 긁어주는 음색 변화 주법이 

나타난다. 그 후 14마디의 악곡에도 음색 변화를 위한 손톱 글리산도와 

글리산도 주법이 나타난다.  제4악장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들만 다양

하게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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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0초 45초 1~6 7 8 9 10~12 13 14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손톱연주+
안족 왼편 
효과음

안족 왼편 
효과음

손톱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표 28> 황병기 <비단길> 제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9) 영목

  영목(靈木)이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된 나무로, 전 세계의 여러 신화

와 종교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시대가 거듭될수록 깊고 신령

한 의미가 부여되었다.125)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1979년에 황병기는 

<영목>을 곡 제목으로 정하고  종교적, 무속적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하

여 다양한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을 시도하였다.  

  아래 <표 29>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1~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9>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색 변화 주법과 음가 변화 주법이 교차로 나타난다. 음색 

변화 주법은 화성적 콘소르디노, 글리산도, 손톱 글리산도 등으로 다양하

게 확장된 형태로 활용한다. 제2악장은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만 나

타난다. 

125)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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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색

주법
화성적 

콘소르디노
글리산도 스타카토

손톱 
글리산도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제

2
악

장

마디 1~13 14 15~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카토

<표 29> 황병기 <영목>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제3악장은 음향요소 변화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표 30>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4악장에 사

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0>

에 나타나듯이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4악장은 주로 콘소르디노를 활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표현하였고, 음

고와 음색이 결합한 주법울 사용하였다. 미분음 주법과 양손 글리산도 

주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음고와 음색의 결합 주법을 활용하는 양상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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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음향
요소

음고 +
음색

음색

음가

주법

미분음 + 
양손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표 30> 황병기 <영목> 제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31>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영목>의 제5악장에 사

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1>

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고 변화를 위한 주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제5

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5악장은 왼손글리산도와 효과음 주법, 연튕김의 확장 형태 등으로 

음색 변화주법을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결합주법이 자

주 사용되는데, 음고와 음색이 결합된 주법은 미분음과 안족 왼편 글리

산도 주법이 결합된 형태와 미분음과 효과음 주법이 결합된 형태가 대부

분이다. 음색과 음색의 결합 주법인 연튕김 확장주법과 글리산도가 결합

된 형태의 주법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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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미분음 왼손 글리산도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마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음향
요소

음고+음색 음색 음고+음색 음색

주법 미분음+효과음 왼손 글리산도 미분음+효과음 왼손 글리산도

마디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색 음고+음색 음색

주법 미분음+
효과음

왼손 
글리산

도
미분음+효과음 왼손 글리산도

마디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표 31> 황병기 <영목> 제5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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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음색

주법 왼손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연튕김변형+글리산도

마디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음향
요소

음색+음색 음색

주법 연튕김변형+글리산도 화성적 연튕김

마디 91 92 93 94~102 103 104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가

주법 화성적 연튕김
화성적 
콘소르
디노

손톱글리
산도+

스타카토

10) 전설

  1979년에 작곡된 <전설>은 전설적인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 풍경을 그

린 작품이다.126) 1악장 그리움, 2악장 이야기, 3악장 놀이, 4악장 춤, 5악

장 설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32>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전설>의 제1악장에 사

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2>

에 나타나듯이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1악장의 음

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색 변화를 위한 콘소르디노를 주로 사용하고 음가 변화를 

위한 스타카토와 음고 변화를 위한 화성적 추성도 활용한 양상이 나타난

다.

126) 황병기, 傳說ㆍ山韻,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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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6 7 8 9 10~19 20 21 22 23~29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색

주법
화성적 

추성
콘소르디노 콘소르디노

마디 30 31 32~38 39 40 41 42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스타카토 콘소르디노

<표 32> 황병기 <전설> 제1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33>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전설>의 제2~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3>에 나타나듯이 음가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

2~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악장은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만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제3악장은 음색 변화주법인 콘소르디노와 음가 변화주법인 스

타카토를 교대로 고르게 사용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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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악

장

마디 1~34 35 36 37 38~40 41 42 43 44~46 47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마디 48~50 51 52~53 54 55~59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제

3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표 33> 황병기 <전설> 제2~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제4악장은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으며, 아래 <표 34>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전설>의 제5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

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4>에 나타나듯이 제5악

장은 음색 변화 주법의 확장된 형태인 화성적 콘소르디노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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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5 6 7 8~23
음향
요소

음색

주법 화성적 콘스로디노

<표 34> 황병기 <전설> 제5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1) 밤의 소리

   1985년에 작곡된 <밤의 소리>는 안중식127)의 <성재임간도(聲在林間

圖)>에서 악상을 얻어 작곡하였다. 제1악장은 고요하게 시작된 선율에서 

급속한 템포로 열기를 띠었다가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서 끝난다. 제

2악장은 중중모리 가락으로 구성되었고 제3악장은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기교적인 악장이며 제4악장은 애절의 여백의 미를 느끼게 하는 진양조 

풍의 가락으로 구성되었다.128) 

  아래 <표 35>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밤의 소리>의 제1~2악

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5>에 나타나듯이 음가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

다.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제1악장은 첫마디에 음고 변화인 화성적 추성을 제외하고 음색 변화 

주법인 아르페지오와 콘소르디노가 나타나는데, 그 중 콘소르디노가 대

부분 사용된다. 제 2악장은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카토만 나타난다.

127) 안중식(1861~1919) : 조선 후기의 화가로 1918년 서화협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후진 양성에 힘썼다. 산수, 인물, 화조를 잘 그렸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시
에도 능했다. (두산백과)

128) 숲속에 사는 어느 남자가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사립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있는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리칼과 나뭇잎
이 몹시 나부끼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황병기, 밤의 소리, 이화여자대
학교 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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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색

주법
화성적 

추성
아르페지오 콘소르디노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35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46 47 48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화성적 

아르페지오

제

2
악

장

마디 1~2 3 4~5 6 7 8 9~10 11 12 13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14 15 16 17 18~21 22 23 24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카토

<표 35> 황병기 <밤의 소리>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36>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밤의 소리>의 제3~4악

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 148 -

제3~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악장은 음색의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르페지오와 글리산도 연

튕김의 결합 주법이 나타나고 화성적 연튕김이 사용된다. 중반부 이후에

는 음색변화를 위한 효과음 주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제4

악장은 콘소르디노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가 변화주법인 스타카토만 

사용하고 있다.

제

3
악

장

마디 1 2~3 4 5 6 7 8 9 10 11~35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색

주법
글리산도
연튕김

미분음 화성적 연튕김

마디 36 37 38 39~61 62 63 64 65 66 67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연튕김 변형 효과음 효과음 효과음 효과음

마디 68 69 70 71 72 73 74 75~78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색

주법 효과음 효과음 효과음 효과음

제

4
악

장

마디 1~3 4 5~7 8 9~10 11 12 13 14 15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스타카토

<표 36> 황병기 <밤의소리> 제3~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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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도환상곡

  1987년 작품인 <남도환상곡>은 산조의 어법을 바탕으로 한 환상곡이

다. 제1악장 다스름은 분산화음으로 장식된 신비로운 선율들로 긴장된 

분위기를 이루며 본 곡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면서 끝난다. 제2악장은 중

모리의 화평한 가락에 진양조의 애절한 가락이 곁들여져 있다. 제 3악장

은 중중모리의 흥겨운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4악장은 자진모리로 시

작하여 현란한 기교의 휘몰이로 전개되는데 중간에 비통한 계면조 가락

의 도섭이 삽입되어 있다.129) 

  아래 <표 37>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남도 환상곡>의 제1~2

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7>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

다.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제1악장은 무반주 다스름으로 마디의 구분이 없어 악보 상에 기보된 

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제1악장은 스타카토의 한번 사용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음색 변화 주법인 화성적 콘소르디노만 사용되었다. 제2악

장은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를 대부분 사용하고 음색 변화를 위한 

콘소르디노는 마지막 마디에만 나타난다.

129) 황병기, 밤의 소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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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줄 1 2 3 4 5 6
음향
요소

음색 음고+음색 음색
음가

주법
화성적 

콘소르디노

화성적 추성+
콘소르디노

화성적 

콘소르디노스타카토

제

2
악

장

마디 1~3 4 5 6 7 8 9 10 11 12~18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카토
스타

카토

마디 19 20~23 24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스타

카토

콘소르

디노

<표 37> 황병기 <남도환상곡>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38>은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남도 환상곡>의 제3~4

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8>에 나타나듯이 제3악장은 음가 변화 주법만 활용하고, 제4악장은 

음고와 음색,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이 고르게 활용하는 양상이다. 제

3~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악장은 한 음 스타카토와 화성적 스타카토의 음가 변화 주법만 나

타난다. 제4악장은 앞부분에 음가 변화주법이 나타나고 음고 변화주법인 

미분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가 음색 변화주법인 콘소르디노가 나타난

다. 그 후 미분음을 한 번 더 사용하여 음고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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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악

장

마디 1 2~9 10 11~12 13 14 15 16~26 27~28 29~34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제

4
악

장

마디 1 2~8 9 10 11~28 29 30 31 32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스타카토 미분음 미분음

마디 33 34 35 36 37~54 55 56~59 60 61 62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색

주법 미분음 미분음 미분음 콘소르디노

마디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73 74 75~81 82 83~84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주법 콘소르디노 미분음

<표 38> 황병기 <남도환상곡> 제3~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3) 하마단

  하마단은 이란 테헤란 서남쪽에 있는 고대 도시의 이름이다. 이를 제

목으로 한 <하마단>은 2000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승려 시인 현담이 쓴 

시 “하마단”을 읽고 시인 곽재구가 “존재의 먼 심연에 이르는 희미한 길

과 안개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라고 평한 것을 표현한 곡이

다. 제1악장은 아련하면서도 중용 속도의 중모리 가락으로 구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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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악장의 자진모리 가락은 제 3악장을 예비하기위한 일종의 경과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제3악장은 본격적인 춤곡인데 급속한 템포로 다양한 

박자를 사용하면서 전개된다. 마지막 절정에 달하면 왼손으로 불협화음

을 연타하다가 문득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끝난다.130) 

  아래 <표 39>는 황병기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하마단>의 제1~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9>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

1~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가 변화에 해당하는 스타카토를 주로 사용하고 음색 변화

인 콘소르디노가 조금 나타난다. 제2악장은 1악장과 반대로 음색 변화에 

해당하는 콘소르디노를 대부분 사용하고 음가 변화에 해당하는 화성적 

스타카토를 조금 사용하였다. 제3악장은 음색 변화 주법인 콘소르디노와 

안족 왼편을 연주하는 효과음 주법만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30) 황병기,  황병기 가야금곡집 시계탑ㆍ하마단,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 153 -

제

1
악

장

마디 1~8 9 10~17 18 19~20 21 22 23 24~25 26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카토

스타

카토

마디 27 28 29 30 31~33 34 35~40 41 42 43~50
음향
요소

음가 음색+음가 음가 음색

주법
스타

카토

콘소르디노+
스타카토

스타

카토
콘소르디노

제

2
악

장

마디 1 2 3 4 5 6 7 8 11~12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13 14 15 16 17 18 19 20~23 24 25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색

주법 화성적스타카토 콘소르디노 콘소르디노

마디 26~42 43 44 45 46 47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콘소르디노

화성적 스타카토
스타카토

제

3
악

장

마디 1~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마디 74 75 76 77 78 79~93 94 95 96 97~99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효과음(안족왼편연주)

<표 39> 황병기 <하마단> 제1~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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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병기는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색과 음

가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발, 활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 음색 변화 

주법의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난다. 

  1963년에 작곡한 가야금 독주곡 최초 작품인 <숲>에서 음고, 음색, 음

가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들을 모두 처음 사용하였다. 화성을 활용한 농

현이나 추성, 콘소르디노, 하모닉스, 스타카토 등을 곡에서 처음 사용하

여 다양한 음향 요소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후 1960년대 작품인 <가을>, 

<석류집>, <봄>, <가라도>에서 특히 음색 변화주법에 집중하여 콘소르디

노와 하모닉스를 활발히 활용하였다. 

  1974년 <침향무>에서 음가변화 주법인 스타카토의 사용과 함께 음색

의 변화를 더욱 다양화하기 위하여 콘소르디노뿐 아니라 글리산도, 손톱 

트레몰로, 확장된 연튕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1975년 <미

궁>에서 활, 장구채, 술대 등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주법을 시도하여 획

기적인 음색변화와 음가의 확장을 표현하였다. 이후 1970년대 작품인 

<비단길>, <영목>, <전설>에서 화성을 활용한 글리산도나 음색을 강조하

기 위한 결합 주법(확장된 연튕김과 글리산도의 결합), 손톱 글리산도, 

안족 왼편을 연주하는 효과음 주법 등 음색 변화의 극대화를 위한 주법 

개발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 작품인 <밤의 소리>와 <남도환상곡>, 2000년대 <하마단>에서

는 스타카토를 활용한 음가 변화주법과 콘소르디노, 안족 왼편 효과음주

법, 아르페지오, 연튕김의 확장 등을 사용한 음색 변화주법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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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천

  이성천이 작곡한 산조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중 현재 악보가 남아있는 

곡은 1964년 발표한 <독주곡 제7번> 부터 1992년 발표한 독주곡 제44번 

<참 아름다워라>까지 총 15곡이다. 이 작품을 년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

음의 <표 40>과 같다.

연 도 작품명 연 도 작품명

1964
독주곡 제 7번

1967
~

1974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숲속의 

이야기>
독주곡 제 8번 1970 변주곡 2 

1965
독주곡 제 9번 1972 살고지다리

독주곡 제 10번 1975 환상적 소곡

1966

독주곡 제 13번 

<세령산 변주곡>
1976

독주곡 제 18번
 <두음을 위한 

오현금>

독주곡 제 16번 1979
독주곡 제 20번 

<여울>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놀이터>

1985
독주곡 제 23번 

<5월의 노래>

1992
독주곡 제44번

<참 아름다워라>

<표 40> 이성천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1) 독주곡 제7번

  1964년에 작곡된 <독주곡 제7번>은 2악장으로 구성된 소품이다. 제1악

장은 서주와 주제부분으로 나뉘는데 주제부분은 굿거리 장단의 민요풍이

다. 제2악장은 단모리풍의음형을 중심으로 반음음계적 색채를 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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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1) 

  아래 <표 41>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7번>의 제1~2

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1>에 나타나듯이 음고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고  음색,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이 고르게  나타났다. 제1~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고 변화 주법인 화성적 농현만 나타난다. 제2악장은 음색, 

음고, 음가의 변화 주법이 각각 하모닉스, 화성적 농현, 스타카토로 한번

씩 나타난다.

제

1
악

장

마디 1~9 10 11~21 22 23~49 50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농현

화성적 

농현

화성적 

농현

제

2
악

장

마디 1 2 3~9 10 11 12 13~24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가

주법
하모

닉스

화성적 

농현

스타

카토

<표 41> 이성천 <독주곡 제7번>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2) 독주곡 제8번

  단악장의 소품곡으로 장단에 따라 3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부분

은 굿거리 장단의 민요풍이고 둘째 부분은 산조의 짧은 부분들을 선율로 

만들었으며 셋째 부분은 첫째 부분의 재현이다.132) 

131)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13쪽.

132)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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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4 25 26~29 30 31~36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고

주법
글리

산도
트릴 돈꾸밈음

<표 42> 이성천 <독주곡 제8번>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42>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8번>에 사용

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2>에 

나타나듯이 음색, 음가, 음고 변화를 위한 주법이 고르게 한 번씩 나타났

다.  

  이 곡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음색, 음가, 음고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들이 글리산도, 트릴, 돈꾸밈음의 순으로 한번씩  

나타난다.

3) 독주곡 제9번

  1965년에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9번>은 단악장의 악곡

으로 3부분 형식의 곡이다. 첫째 부분은 5음음계의 자유로운 멜로디이고 

둘째 부분은 굿거리 장단의 짧은 민요풍이다. 셋째 부분은 첫재 부분의 

변화로서 점음표 위주의 리듬감이 강한 부분이다.133) 이 곡에는 음향 요

소 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4) 독주곡 제10번

  1965년 작품인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10번>은 형식에 구애되

지 않은 자유로운 환상풍의 곡이다. 농현 기능을 담당했던 오른 손과 함

께 선율 진행에 가담하게 하고 오른손의 선율을 대위적으로 보강하며 때

133)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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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화음을 삽입하여 강력한 힘과 색채감을 부여하고 장구대신 리듬진

행을 보강하게 한다.134) 이 곡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을 살펴보면 <표 43>

과 같이 글리산도, 아르페지오, 콘소르디노의 음색 변화주법이 주로 나타

나고 음고 변화주법인 미분음 주법이 한 번 나타난다.

마디 1~25 26 27~44 45 46~48 49 50 51~56 57 58~8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고 음색 음색

주법
글리

산도

아르

페지오
미분음

콘소르

디노

글리

산도

<표 43> 이성천 <독주곡 제10번>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5) 독주곡 제13번

  1966년 작품인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13번>은 <세령산 변주

곡>이라는 부제를 가진곡으로 細靈山(잔영산) 2장까지의 7장단을 주제로 

하여 리듬, 멜로디, 장단, 박자, 내용과 형태를 변주한 단장형식의 곡이

다. 이 곡은 짧은 주제 선율 부분과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4개의 악장으

로 구성되어있는 세령산을 주제로한 발전조곡(發展組曲)이다.135)  이 곡

에 나타난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은 아래 <표 45>에 나타나듯이 2악장에 

음고에 해당하는 농현과 퇴성이 결합한 형태뿐이다.

134)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29쪽.

135) 135)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
속원, 2001,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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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4 5~8
음향
요소

음고

주법 농현+퇴성

<표 44> 이성천 <독주곡 제13번>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6) 독주곡 제16번

  1966년 작품인 산조가야금 독주곡 <독주곡 제16번>은 단악장의 단순

한 곡으로 무반주 산조풍의 경쾌한 곡이다. 간간이 왼손이 가담하여 음

역의 급격한 이동을 도와주는 시각적 효과도 기대하였다.136) 이 곡에 나

타난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은 아래 <표 45>에 나타나듯이 음가에 해당하

는 스타카토뿐이다.

마디 1~2 3 4 5 6~36 37 38~52 53 54~56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표 45> 이성천 <독주곡 제16번>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7) 놀이터

  1966년 작품인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놀이터>는 The Suites For Piano 

<Playground>137)의 곡 제목으로 가야금에 맞도록 개작한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묘사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제1악장 

“정경”은 놀이터 전체의 무질서하고 소란스런 장면을 연결시켜 박자와 

136)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43쪽.

137) 1965년 문화공보부 신인예술상 수상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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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변화로 표현하였고, 제2악장 “미끄럼”은 32분음표의 동도진행으

로서 미끄럼의 빠른 속도를 묘사하였다. 제3악장 “공기놀이”는 오순도순 

모여앉아 “공기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구칙적인 율동을 리듬의 반복으

로 표현하였으며, 제4악장 “소나기”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로 정신없

이 뛰놀던 어린이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장면을 그렸다.138) 

  아래 <표 46>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제1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6>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1

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 ｢정경｣은 음가와 음색 변화 주법을 교대로 사용한다. 음가 변

화 주법은 전반부에는 화성적 스타카토를 주로 사용하다가 중반부에는 

음가를 늘이기 위한 트레몰로를 사용한다. 음색 변화 주법은 전반부에는 

글리산도를 사용하고 중반부에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하여 변화를 준다.

마디 1 2 3 4~5 6 7~11 12 13~16 17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음색 음색 음가

주법
스타

카토

화성적 

스타카

토

아르페

지오

글리

산도

글리

산도

화성적 

스타카토

마디 18~24 23 24~35 36 37~51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주법
트레

몰로

아르

페지

오

트레몰

로

<표 46> 이성천 <놀이터> 제1악장 “정경”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47>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제2악장에 

138)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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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7>에 나타나듯이 제1악장과 마찬가지로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

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제2악장 ｢미끄럼｣은 제 1악장과 같이 아래 음가와 음색 변화 주법을 

교대로 사용하는 활용 양상이 나타난다. 음가 변화 주법은 화성적 스타

카토와 트레몰로, 트릴을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음색 변화 주법은 전반부

에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하고 중반부 이후에는 글리산도를 사용하여 변화

를 준다. 

마디 1~14 15 16 17~21 22 23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아르페

지오

트레

몰로

마디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카토
트레

몰로
화성적스타카토 아르페지오

화성적

스타카토

마디 34~43 44 45 46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트릴
글리

산도

<표 47> 이성천 <놀이터> 제2악장 미끄럼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48>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제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8>에 나타나듯이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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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악장 ｢공기놀이｣에는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음가 

변화 주법인 화성적 스타카토를 대부분 사용한다. 음색 변화 주법인 하

모닉스는 후반부에 한 번 출현한다.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가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마디 11 12 13 14 15 16 17 18 19~21 22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화성적 스타카토
화성적

스타카토

마디 23 24 25~26 27 28 29 30 31~33 34 35~36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색 음가 음색

주법
글리

산도

화성적 

스타카토

글리

산도
화성적 스타카토

하모

닉스

<표 48> 이성천 <놀이터> 제3악장 공기놀이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49>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제4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9>에 나타나듯이 음색과 음가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4

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4악장 ｢소나기｣에는 음가와 음색 변화 주법을 반복적으로 교대로 사

용하다가 15마디 이후부터는 음색 변화 주법인 콘소르디노와 글리산도의 

주법만 나타난다. 후반부에 다시 음가 변화 주법인 트릴과 스타카토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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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6 7 8 9 10 11 12 13 14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

카토
트릴

콘소르

디노
트릴

콘소르

디노
글리산도

트릴

스타카토

마디 15 16 17 18 19~22 23 24 25 26 27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글리산도 글리산도

마디 28~47 48 49 50
음향
요소

음색

주법 글리산도

마디 51 52 53 54 55 56 57~62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트릴

스타카토
스타카토

<표 49> 이성천 <놀이터> 제4악장 소나기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8) 숲속의 이야기

  이성천은 1967년에 <숲속의 이야기> 첫 곡의 작곡을 시작하였다. <숲

속의 이야기>는 가야금 연습과 연주를 겸하는 쉽고 재미있는 주제로 20

곡의 소품을 모은 곡이다. 첫 곡 ｢다스름｣과 반주가 붙은 ｢방아타령｣, ｢
목도소리｣, ｢서마둥 굴려라｣를 제외한 나머지 16곡은 자연과 동물의 생

태, 동물의 우화를 주제로 사실적 표현의 방법으로 작곡하였다. 1974년에 

｢방아타령｣, ｢목도소리｣를 끝으로 20곡 전체 작곡을 마쳤다. 20곡은 곡 

번호순으로 작곡되지 않았고 곡의 성격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139) 

  아래 <표 50>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제

139)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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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곡 ｢다스름｣,｢초동과 뻐꾸기｣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0>에 나타나듯이 음가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1~2곡 ｢다스름｣,｢초동과 뻐꾸기｣의 음

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곡 ｢다스름｣은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카토가 3번, 음색에 해당하는 

하모닉스 주법이 1번 나타난다. 제2곡 ｢초동과 뻐꾸기｣는 음가 변화 주

법과 음색 변화 주법 두 가지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음가에 해당하는 주법은 스타카토만 사용하고 음색에 해당하는 주법

은 글리산도, 콘소르디노, 아르페지오를 고르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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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곡

마디 1~16 17 18~27 28 29~32 33 34~48 49 50~57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하모

닉스

스타

카토

제

2
곡

마디 1~2 3 4~6 7 8 9 10 11 12 13~2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색 음색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글리

산도

콘소르

디노

마디 21 22 23 24~26 27 28 29 30~31 32 33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

카토
아르페지오

스타

카토

마디 34 35 36~39 40 41 42 43 47~49 50 51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가 음가

주법 아르페지오
글리

산도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52 53 54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주법
아르페

지오

스타

카토

<표 50>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1~2곡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51>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제

3~4곡 ｢왕벌의 행진｣, ｢거북이와 토끼｣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1>에 나타나듯이 제3곡은 음고 

변화 주법만 사용하였고, 제4곡은 와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주로 사

용하였다. 제3~4곡 ｢왕벌의 행진｣, ｢거북이와 토끼｣의 음향요소 변화주

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곡 ｢왕벌의 행진｣에는 총 85마디 중 음향요소 변화 주법이 음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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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주법인 화성적 전성만 19마디에 세 번 나타난다. 제4곡 ｢거북이와 토

끼｣에는  음색 변화 주법인 글리산도 주법만 대부분 나타나다가 후반부

에는 글리산도 사이에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와 트레몰로를 활용하

여 교대로 표현한다. 

제

3
곡

마디 1~18 19 20~85
음향
요소

음고

주법
화성적 

전성

제

4
곡

마디 1~12 13 14~29 30 31 32 33 34 35 36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색

주법
글리

산도
글리산도

글리

산도

글리

산도

마디 37 38 39~40 41 42~60 61 62~67 68 69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음가

주법 글리산도
글리

산도

글리

산도

스타

카토

마디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가
음

색

음

가

주법 글리산도
글리

산도
트레몰로

글리

산도

스타

카토

<표 51>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3~4곡의 행진의 음향요소 변화

  제5곡 ｢물고기의 유랑｣은 음향요소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표 52>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제

6~7곡 ｢닭장안의 수탉｣, ｢원숭이 가족｣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2>에 나타나듯이 제6~7곡은 음

가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제6~7곡 ｢닭장안의 수탉｣, ｢원숭이 가족

｣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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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곡 ｢닭장안의 수탉｣은 주로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카토가 지속적으

로 나타나고 음색에 해당하는 글리산도가 7마디에 마지막 마디에 한 번

씩 나타난다. 제7곡 ｢원숭이 가족｣에는 음색과 음가에 해당하는 주법들

이 고르게 나타나고, 특히 7마디에 음색변화 주법인 아르페지오를 화성

적으로 활용하였다. 

제

6
곡

마디 1 2 3 4 5~6 7 8 9 10 11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카토
글리

산도
스타카토

마디 12~13 14 15 16 17~18 19 20 21 22 23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24 25 26 27 28 29 30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스타카토
글리

산도

제

7
곡

마디 1~6 7 8~19 20 21 22~28 29 30 31~32 33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가 음가
음색

주법
화성적

아르페지오

스타

카토
스타카토

스타

카토글리산도

마디 34~37
음향
요소

주법

<표 52>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6~7곡의 행진의 음향요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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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곡 ｢철새의 무리｣에는 음향요소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표 53>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제

9~11곡 ｢금붕어와 미꾸라지｣, ｢사슴의 죽음｣,｢새들의 합창｣에 사용된 음

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3>에 나타

나듯이 제9~11곡은 음가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제9~11곡 ｢금붕어

와 미꾸라지｣, ｢사슴의 죽음｣,｢새들의 합창｣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9곡 ｢금붕어와 미꾸러지｣는 곡 전체에 대부분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

카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후반부에 음색에 해당하는 아르페지오를 

스타카토 사이에 사용한다. 제10곡 ｢사슴의 죽음｣은 총 60마디로 이중 

17-18마디와 25마디에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만 나타난다. 제11곡 ｢
새들의 합창｣은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와 트릴이 나타나다가 45, 48

마디에 음색변화주법 아르페지오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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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곡

마디 1~8 9~46 47 48 49 50 51 52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카토
아르페

지오

스타

카토

아르페

지오
스타카토

제

10
곡

마디 1~16 17.18 19~24 25 26~6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제

11
곡

마디 1~20 21 22~24 25 26~32 33 34~43 44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트릴

스타

카토

스타

카토

마디 45 46~47 48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아르페

지오

아르페

지오

<표 53>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9~11곡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54>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제

12~13곡 ｢물의 요정｣,｢오리의 행진｣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4>에 나타나듯이 제12곡은 음색, 

음고, 음가 변화 주법이 고르게 사용되고, 제13곡은 음가 변화 주법만 나

타난다. 제12~13곡 ｢물의 요정｣,｢오리의 행진｣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2곡 ｢물의 요정｣에는 음색에 해당하는 글리산도를 사용하다가 음가

에 해당하는 스타카토를 사용한 후 음고에 해당하는 미분음을 활용하다

가 다시 음가에 해당하는 트릴과 스타카토가 나타난다. 제13곡 ｢오리의 

행진｣은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카토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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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곡

마디 1 2 3 4~10 11 12 13 14 15~27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글리산도 글리산도

마디 28 29 30~36 37 38 39 40 41 42 43~46
음향
요소

음가 음고

주법 스타카토 미분음

마디 47 48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트릴
스타

카토

제

13
곡

마디 1 2 3 4~10 11 12 13~26 27 28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표 54>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12~13곡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제14곡 ｢메아리｣는 음향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표 55>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제

15~17곡 ｢우렁이와 달팽이｣, ｢빗방울의 춤｣,｢새타령｣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5>에 나타나듯이 

제15곡과 제17곡은 음가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고 제16곡은 음색변화 

주법만 나타난다. 제15~17곡 ｢우렁이와 달팽이｣, ｢빗방울의 춤｣,｢새타령｣
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5곡 ｢우렁이와 달팽이｣는 음가에 해당하는 주법은 트릴만 사용하고 

음색에 해당하는 주법은 글리산도만 사용한다. 트릴 후 글리산도로 연결

하는 주법이 자주 등장한다. 음가에 해당하는 트릴 주법이 글리산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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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된다. 제16곡 ｢빗방울의 춤｣은 음색 변화 주법만이 나타나는데 

콘소르디노와 아르페지오가 이에 해당한다. 제17곡 ｢새타령｣은 총19마디 

중 8, 14, 15,16마디에 음가 변화 주법에 해당하는 스타카토만 나타난다.

제

15
곡

마디 1 2 3 4 5~9 10 11 12~18 19 2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음색 음색

주법
트릴 트릴

트릴 트릴
글리산도 글리산도

마디 21 22 23 24 25 26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색

주법 트릴 트릴
트릴

글리산도

제

16
곡

마디 1 2 3 4 5 6~44 45 46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디노 아르페지오

마디 47~49 50 51 52~57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아르페

지오

아르페

지오

제

17
곡

마디 1~7 8 9~13 14 15 16 17~19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카토

<표 55>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15~17곡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제 18곡 ｢방아타령｣과 제19곡 ｢목도소리｣에는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표 56>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숲속의 이야기>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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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악곡인 제20곡 ｢서마둥 굴려라｣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6>에 나타나듯이 제20곡은 음색변

화 주법만 나타난다. 제20곡 ｢서마둥 굴려라｣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

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0곡 ｢서마둥 굴려라｣는 총 104마디로 중 79, 82, 84, 85마디에 “줄

을 손으로 막고”라고 기보하여 콘소르디노와 같은 음색변화 주법만이 나

타난다.

마디 1~78 79 80~81 82 83 84 85 86~104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콘소르

디노

콘소르

디노
콘소르디노

<표 56> 이성천 <숲속의 이야기> 제20곡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9) 살고지다리

  1968년에 발표된 <살고지다리>는 남성들이 부르는 전통적인 노래인 

<산타령>을 바탕으로 작곡하였다. 이 노래는 정월대보름 다리밟기가 끝

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산타령 패들이 하루 저녁을 즐겁게 

놀게 된다. 잃어버린 옛 모습을 단편적으로 음악에 담고자하였다.140)

  아래 <표 57>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살고지다리>의 제1~3악

장 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7>에 나타나듯이 <살고지다리>는 악장별로 음색, 음가, 음색의 순

으로 한가지의 변화 주법만 나타난다. <살고지다리>의 음향요소 변화주

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 <대보름>은 총 53마디로 20, 51마디에 음색 변화 주법인 하모

닉스만 나타난다. 제2악장 <놀량>은 앞에 장구 독주 부분을 제외하고 총 

140)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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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마디 중 24, 25, 28, 29마디에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만 나타난다. 

또한 제3악장 <다리밟기>는 총 46마디 중 7마디에 음색 변화 주법인 아

르페지오만 나타난다.

제

1
악

장

마디 1~19 20 21~50 51 52~53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하모

닉스

하모

닉스

제

2
악

장

마디 1~23 24 25 26~27 28 29 30~42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토 스타카토

제

3
악

장

마디 1~6 7 8~46
음향
요소

음색

주법
아르페

지오

<표 57> 이성천 <살고지다리> 제1~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0) 변주곡 2

  1970년 작품인 <변주곡 2>는 중모리 가락을 변주곡으로 만든 연주회

용 연습곡이다. 짧은 서주에 이어 중모리의 산조 선율이 제시되고 계속 

발전한다. 장단은 자진모리로 바뀌면서 짧은 변화 선율이 진행된 후 다

시 처음 중모리의 변화 선율로 종지한다.141)

  아래 <표 58>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변주곡 2>에 사용된 음

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8>에 나타

나듯이 <변주곡 2>에는 음고, 음색, 음가의 변화 주법이 고르게 나타난

141)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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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주곡 2>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총 60마

디 중 1마디에 음고 변화 주법인 화성적 농현, 2, 3, 57마디에 음색 변화 

주법인 글리산도, 52마디에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가 나타난다.

마디 1 2 3 4~51 52 53~56 57 58~60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가 음색

주법
화성적 

농현
글리산도 스타카토 글리산도

<표 58> 이성천 <변주곡 2>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1) 환상적소곡

  1975년의 이성천 작품 <환상적 소곡>은 2악장의 가야금 독주곡으로 

무용이 환상적 표현을 시각화시키고 북이 춤에 강세를 부여한다. 1악장

은 산조풍의 악곡으로 느리게 시작하여 빠르게 끝나며 부분적으로 계면

조적 선율이 연결되어 있다. 2악장은 1악장과 반대로 힘과 환상을 표현

하는 악장으로 짙은 화음과 빠른 선율로 힘과 환상을 제시한다.142)  이 

곡에는 음향 요소 변화주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12) 독주곡 제18번 <두음을 위한 5현금>

  이성천의 1975년 작품인 <두음을 위한 5현금>은 가야금의 12줄 중에

서 d와 e 두음으로만 조율되고 줄은 옥타브까지 모두 5줄이다. 이 5줄을 

가지고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인 시김새를 이용하여 12 가야금과 같은 

기능을 모두 표현하고 음역 제한을 초월하려는 의도에서 음계구성과 미

분음적 처리, 빠른 자진모리 장단 등 산조풍의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연

주 때에는 5줄 외에 7줄의 안족은 모두 내려놓는다.143)

142)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2001. 165쪽.

143)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Ⅰ,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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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59>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두음을 위한 오현금>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9>에 나타나듯이 <두음을 위한 오현금>은 음색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

난다. <두음을 위한 오현금>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이 곡은 총 153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49마디에 음고변화 주법인 미분음

과 음가 변화 주법인 트레몰로 주법의 결합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115~116, 118~120마디에 ‘줄을 막고’라고 표기하여 음색변화 주법인 콘

소르디노를 사용한다.

마디 1~48 49 50~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153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음색 음색

주법
미분음+
트레몰로

콘소르디노 콘소르디노

<표 59> 이성천 <두음을 위한 오현금>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3) 독주곡 제 20번 <여울>

  독주곡 제20번 <여울>은 1979년 작품이다. 여울은 물의 힘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물의 힘이 가장 많이 벼하는 것이 여울이다. 갖가지 여울의 흐

름과 강한 힘을 가야금으로 표현하였는데 음화(音畫)144)의 성격이 짙다. 

빠른 라듬의 진행과 둔중한 화음의 무게를 엮은 이 곡은 여울의 날쌘 흐

름과 강한 힘을 상징한 두 개의 주제적 요소로서 구성하고 있다.145)

  아래 <표 60>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여울>에 사용된 음향요

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0>에 나타나듯

2001, 155쪽.
144) 음으로 어떤 대상이나 장면의 정경을 묘사하여 회화적인 인상을 주는 표제음악

의 한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145)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Ⅱ, 민속원, 

200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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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울>은 음고 변화 주법만 나타난다. <여울>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164마디 중 109마디와 119~123마디에 음고 변화 

주법인 추성과 전성의 결합 주법과 화성적 추성이 나타난다.

마디 1~108 109 110~118 119~123 124~164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주법
추성+
전성

화성적 추성

<표 60> 이성천 <여울>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4) 독주곡 제 23번 <5월의 노래>

  1985년 작품인 독주곡 제23번 <5월의 노래>는 노천명의 <오월의 노

래> 시상(詩想)에 의해 작곡하였다.146)

  아래 <표 61>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5월의 노래>의 제1~3악

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1>에 나타나듯이 <5월의 노래>의 제1악장에는 음가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고 제2악장에는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이 나타나지 않으며, 제

3악장에는 음색 변화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 보인다. <5월의 노래>

의 제1, 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5월의 노래> 제 1악장에는 음가 변화 주법인 트릴이 주로 나타나고 

중반부에 음색 변화를 위하여 글리산도가 나타난다. 제3악장에는 15, 16, 

21마디에 음색 변화 주법인 아르페지오가 나타나고 음가 변화주법인 트

릴이 20마디에 한 번 나타난다.

146)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Ⅱ, 민속원, 
200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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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 2 3 4~5 6 7 8~28 29 3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색

주법 트릴 트릴 글리산도

마디 31~32 33 34~39 40 41~48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주법 트릴 트릴

제

3
악

장

마디 1~14 15 16 17~19 20 21 22~30
음향
요소

음색 음가 음색

주법 아르페지오 트릴
아르페

지오

<표 61> 이성천 <5월의 노래> 제1ㆍ3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62>는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5월의 노래>의 제4악장

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2>에 나타나듯이 <5월의 노래>의 제4악장에는 음색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고  양상이 보인다. <5월의 노래>의 제4악장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4악장은 총 122마디 중 4, 5, 84(양손 글리산도)에 글리산도와 83, 

85, 106마디에 아르페지오의 음색 변화 주법이 대부분 나타난다. 또한 

113마디에 음고 변화 주법으로 화성적 전성이 한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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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 4 5 6~82 83 84 85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주법 글리산도
아르페

지오

양손

글리산도

아르페

지오

마디 86~105 106 107~112 113 114~122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주법
아르페

지오

화성적

전성

<표 62> 이성천 <5월의 노래> 제4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15) 독주곡 제 44번 <참 아름다워라>

  1992년 작품인 독주곡 제44번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 78장 <참 아

름다워라>를 주제로 하여 4개의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하였다.147)

  아래 <표 63>은 이성천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참 아름다워라>의 제

1~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

이다. <표 63>에 나타나듯이 산조가야금 독주곡 <참 아름다워라>는 

Var.3에  음색 변화주법인 아르페지오와 Var.4에 음가 변화주법인 트레몰

로가 나타난다. 

147) 이성천, 가야금 작품 모음집 자연, 그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사랑 Ⅱ, 민속원, 
2001,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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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r
.
3

마디 1 2~5 6 7~9 10~16 17~2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색

주법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V
a
r
.
4

마디 1~20 21 22
음향
요소

음가

주법 트레몰로

<표 63> 이성천 <참 아름다워라> Var.3과 Var.4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천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색과 음

가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발, 활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작품인 <독주곡 제7번>, <독주곡 제8번>를 통하여 음고, 음

색, 음가 변화 주법을 고르게 사용하였다. 화성적 농현과 돈꾸밈음 등으

로 음고의 변화를 확장하였고, 하모닉스와 글리산도를 활용하여 음색 변

화를 확장시켰다. 음가 변화주법도 스타카토뿐 아니라 트릴을 사용함으

로써 음의 연속성을 이용한 음가 변화를 확장하였다. <독주곡 제10번>, 

<독주곡 제16번>에서는 글리산도를 사용한 음색 변화주법과 스타카토를 

사용한 음가 변화주법만 각각 나타난다. 1964년 <놀이터>에서 주법들을 

더욱 확대시켜 음색 변화주법으로는 콘소르디노와 글리산도 그리고 분산

화음을 연결하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한다. 또한 음가 변화주법으로는 화

성을 활용한 스타카토와 음의 연속성을 활용하여 음가를 길게 늘이기위

한 트릴과 트레몰로를 적극 활용한다.

  1970년대 작품인 <숲속의 이야기>(1967~1974), <변주곡 2>, <살고지다

리>, <두음을 위한 오현금>, <여울>에서도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을 대부

분 활용한 양상이 나타난다. <숲속의 이야기>의 음가변화주법은 20곡 중 

제12곡과 제15곡에서만 트릴을 사용하고 나머지 곡은 모두 스타카토를 

사용한다. 또한 이 곡의 음색변화 주법은 글리산도, 아르페지오, 콘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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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로 나타난다. <두 음을 위한 오현금>은 미분음과 트레몰로를 결합하

여 음고와 음가의 결합 주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콘소르디노를 활

용한 음색 변화주법이 나타난다. 1979년 <여울>에서는 추성과 전성의 결

합 주법이나 화성적 추성 등의 음고 변화주법만이 나타나는 양샹이다. 

1980년대 작품인 <5월의 노래>에서는 트릴을 활용한 음가 변화주법과 

아르페지오, 글리산도(양손글리산도) 등의 음색 변화주법을 활용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작품인 <참 아름다워라>에서는 음색변화

주법인 아르페지오와 음가 변화주법인 트레몰로 주법만 사용하였다. 

  

3. 이해식

  이해식이 작곡한 산조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중 현재 악보가 남아있는 

곡은 1968년 발표한 <가야고를 위한 三章> 부터 1979 <달구벌 소리>까

지 총4곡이다. 이 작품을 년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4>와 같다.

연 도 작품명 연 도 작품명

1968 가야고를 위한 三章 1977 別風流

1969 흙담 1979 달구벌 소리

<표 64> 이해식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1) 가야고를 위한 三章
  1968년 작곡된 <가야고를 위한 三章>은 전통적인 산조를 바탕으로 해

서 작곡된 곡으로 가야금 조현도 산조와 같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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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65>는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1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

다. <표 65>에 나타나듯이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1악장에는 음고 변

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 보인다.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1악장

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고 변화를 위한 주법이 대부분이고 미분음과 화성적 전

성, 농현과 전성의 결합 주법이 이에 해당한다.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

토도 나타난다.

마디 1~3 4 5~11 12 13 14 15 16~18 19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가 음가

주법 미분음
화성적 

전성

농현+전성 스타

카토

스타

카토화성적 전성

마디 20~22 23 24 25 26 27 28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음가

주법 미분음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스타카토

<표 65>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1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66>은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

다. <표 66>에 나타나듯이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2악장에서도 제1악

장과 마찬가지로 음고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 보인다. <가야

고를 위한 三章>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악장도 1악장과 유사하게 음고 변화 주법이 대부분이고 음가 변화

148) 이해식, 李海植流 國樂器 獨奏를 위한 創作曲集 – 흙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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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스타카토가 조금 나타난다. 또한 음고의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

해 미분음과 화성적 전성 외에도 화성적 전성과 퇴성이 결합한 주법이 

시도되고, 음고와 음색을 결합한 전성과 글리산도의 결합 주법도 처음 

등장한다. 

마디 1~11 12 13~16 17 18 19~23 24 25 26 27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주법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마디 28 29~33 34 35~37 38 39 40 41~43 44 45~46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가

주법
전성+
퇴성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퇴성
미분음

스타

카토미분음

마디 47 48~50 51 52~64 65 66~71 72 73 74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가
음고+
음색

음고

주법 미분음 미분음 
스타

카토

전성+
글리산도

화성적 

전성

마디 75 76~86 87 88 89~91 92 93 94 95 96~124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음가

주법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미분음 미분음

스타

카토미분음

<표 66>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2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67>은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3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

다. <표 67>에 나타나듯이 <가야고를 위한 三章>의 제3악장에는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 보인다.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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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악장은 음고 변화 주법을 미분음과 화성적 전성뿐만 아니라 화성적 

추성과 퇴성, 화성적 농현까지 더욱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음색 변화 주

법인 글리산도를 추가하였다.

마디 1~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색 음색 음고

주법
화성적 

농현

글리

산도
글리산도 글리산도 미분음

마디 22~26 27 28 29 30 31 32 33~41 42 43~46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음가
음가

주법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미분음

스타

카토화성적 추성 스타카토

마디 47 48~49 50 51 52 53 54 55 56 57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고 음고음고
음가

주법 미분음 글리산도 미분음 미분음미분음
스타카토

마디 58~64 65 66 67 68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화성적 퇴성

<표 67> 이해식 <가야고를 위한 三章> 제3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2) 흙담

  1969년 작품인 <흙담>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짚으로 엮어서 시골의 

흙담 위에 얹은 “용마름”이다. 용마름이란 초가의 용마루나 토담(흙담)을 

덮은 짚으로, 가운데가 등성이지게 길게 엮은 이엉을 말한다. 흙담이나 

용마루에 얹혀진 용마름을 우리의 민속적 일상생활과 깊이 관계된 심층

적인 면에서 창작과 연결시켜본 것이 본 곡이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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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68>은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의 제1~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8>에 나타나듯이 <흙담>의 제1~2악장에는 음고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

나고  양상이 보인다. <흙담>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

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고 변화 주법이 대부분이고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카토가 

조금 나타난다. 음고 변화 주법으로는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추성, 

퇴성이 나타난다. 제2악장은 총 24마디로 20마디에만 음고 변화 주법의 

확장된 형태인 손바닥 농현이 처음 나타난다. 산조가야금 독주곡에서 농

현의 확장 형태인 손바닥 농현이 처음 사용된 사례이다.

제

1
악

장

마디 1~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음가 음고

주법
미분

음

화성적 

전성

미분

음

스타카토
스타카토 화성적 전성

화성적 

추성,퇴성

화성적 

전성
미분음

마디 11 12 13 14 15~21 22 23~25 26 27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주법 미분음
화성적 

전성
미분음 미분음

화성적 

전성

제

2
악

장

마디 1~19 20 21~24
음향
요소

음고

주법
손바닥 

농현

<표 68> 이해식 <흙담> 제1~2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69>는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의 제3악장에 사

149) 이해식, 李海植流 國樂器 獨奏를 위한 創作曲集 – 흙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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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9>

에 나타나듯이 <흙담>의 제3악장에는 제1~2악장과 마찬가지로 음고 변

화 주법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 보인다. <흙담> 제3악장의 음향요소 변

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악장은 총 170마디로 1악장과 유사하게 음고 변화 주법이 대부분이

고 음가에 해당하는 스타카토가 조금 나타난다. 음고 변화 주법으로는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추성, 퇴성이 나타난다. 여기에 추가로 음고

의 변화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음고와 음색을 결합한 주법들이 다양

하게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미분음과 추성,퇴성, 트레몰로의 결합이

나 글리산도와 전성의 결합, 트레몰로와 미분음의 결합, 양손글리산도와 

전성의 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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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5 6 7~24 25 26 27 28~30 31 32~34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색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미분음+
추성+퇴성
+트레몰로

화성적 

전성
미분음 미분음

마디 35 36~37 38 39~47 48 49~52 53 54~64 65 66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

색
음고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전성

전성+글
리산도

양손글

리산도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미분음

마디 68 69 70 71 72~75 76 77 78 79~84 85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음가 음가 음고

주법
미분음 농현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미분음

화성적 전성

마디 86~92 93 94 95~99 100 101 102~109 110 111~124 125
음향
요소

음고+음색
음고+
음색

음고 음고 음고

주법 트레몰로+미분음
트레몰로

+미분음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미분음

마디 126 127 128~147 148 149 150~154 155 156 157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가 음고
음고+음

색

주법 미분음 미분음 미분음
스타

카토

미분음ㆍ
화성적 

전성

전성+글
리산도

마디 158 159 160~161 162 163 164~169 170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음색

주법 미분음 미분음 미분음

양손글리

산도

+전성

<표 69> 이해식 <흙담> 제3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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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別風流
  1977 작품인 <別風流>는 그 제목을 “별곡(別曲)”에서 얻은 것이다. “별

곡”이란 영산회상을 순서대로 타지않고 영산회상에 도드리를 곁들여서 

타는 별개(別個)의 곡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곡은 전통적인 풍류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별개의 풍류라는 뜻에서 

<別風流>라는 곡목을 붙이게 되었다.150) 

  아래 <표 70>은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別風流>의 제1~2악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0>에 나타나듯이 <別風流>의 제1악장에는 음고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

나고  제2악장에는 음고와 음가의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別風流>

의 제1~2악장에 나타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제1악장은 총 62마디로 13, 32, 40마디에 음고 변화 주법인 화성적 농

현의 확장된 형태만 나타난다. 제2악장은 총 136마디로 43, 55, 68, 70 

마디에 음가 변화주법인 스타카토가 나타나고 83, 85마디에 음고 변화 

주법인 화성적 농현이 나타난다. 또한 음고 변화 주법인 화성적 꺽는 음

(퇴성)과 화성적 전성이 각각 119마디와 120마디에 나타난다. 전반부는 

음가 변화 주법만, 후반부는 음고 변화 주법만 사용한 양상을 보인다. 

150) 이해식, 李海植流 國樂器 獨奏를 위한 創作曲集 – 흙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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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악

장

마디 1~12 13 14~31 32 33~39 40 41~62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농현

화성적

농현

화성적

농현

제

2
악

장

마디 1~42 43 44~54 55 56~67 68 69 70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스타

카토

마디 71~82 83 84 85 86~118 119 120 121~136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농현

화성적 

농현

화성적 

꺾는음

화성적 

전성

<표 70> 이해식<別風流> 제1~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4) 달구벌 소리

  1981년 작품인 <달구벌 소리>는 전통적인 산조를 바탕으로 작곡하였

다. “달구벌”은 대구의 예 지명이며, 소리는 음악을 뜻하여 본 작품은 옛 

달구벌의 슬기와 지혜를 추상해 본 것이다. 안족의 좌편 줄에 연주자 임

의로 여러 개의 영롱한 방울을 달아서 농현할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도

록 하였다. 방울은 shamanism에서는 신기(神器)로 여겨지며, 곧 듣는 일

을 상징함으로써 결국 음악의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하모닉스 주법을 

여러 곳에 삽입하여 전체적으로 무속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곡이다.151) 

방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가야금의 농현의 음색을 변화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곡이다.

  아래 <표 71>은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달구벌 소리>의 제1악

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151) 이해식, 李海植流 國樂器 獨奏를 위한 創作曲集 – 흙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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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에 나타나듯이 <달구벌 소리>의 제1악장에는 음가와 음색 변화 

주법이 주로 나타난다. <달구벌 소리>의 제1악장에 나타난 음향요소 변

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음색과 음가 변화 주법이 고르게 나타난다. 음가에 해당하

는 주법은 스타카토이고 음색에 해당하는 주법은 글리산도와 하모닉스이

다. 음고 변화 주법으로는 농현의 확장된 형태인 손바닥 농현이 한 번 

나타난다.

마디 1~15 16 17 18 19 20 21 22 23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음가 음색 음가

주법
스타카

토

글리산

도
스타카토

글리산

도

스타카

토

마디 24~29 30 31 32 33 34 35 36 37 38~46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주법
손바닥

농현
스타카토

마디 47 48 49 50 51 52 53 54
음향
요소

음가 음색

주법 스타카토 하모닉스

<표 71> 이해식 <달구벌 소리> 제1악장 음향요소 변화 주법

   아래 <표 72>는 이해식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달구벌 소리>의 제2악

장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2>에 나타나듯이 <달구벌 소리>의 제2악장에는 음가와 음고, 음색 

변화 주법이 고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달구벌 소리>의 제2악장에 나

타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악장은 총 172마디로 음가 변화 주법인 스타카토와 음고 변화 주



- 190 -

법인 화성적 퇴성, 화성적 전성이 주로 나타난다. 음색변화 주법인 글리

산도와 하모닉스가 후반부에 나타난다.

마디 1~4 5 6~10 11 12 13 14 15~20 21 22
음향
요소

음가 음가 음가

주법
스타카

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마디 23~29 30 31 32 33~75 76 77~116 117 118 119~120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음고

주법 화성적 퇴성
화성적 

전성
화성적 전성

마디 121 122~145 146 147~149 150 151~165 166 167 168 169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음고 음색

주법
화성적 

전성

스타카

토

화성적 

전성
하모닉스

마디 170 171 172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주법
화성적 

전성
하모닉스

<표 72> 이해식<달구벌 소리> 제2악장의 음향요소 변화 주법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해식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의 변화

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발, 활용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작품인 <가야고를 위한 三章>, <흙담> 그리고 1970년대 작품

인 <別風流>를 통하여 음고 변화주법에 매우 집중하였다. <가야고를 위

한 三章>에서는 미분음과 화성을 활용한 농현, 전성, 추성, 퇴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퇴성과 전성, 화성적 전성과 퇴성을 결합하여 음고 변

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법을 개발하였다. <흙담>에서는 여러 음을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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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농현하는 손바닥 농현을 처음 시도하였고, 미분음과 추성, 퇴성, 트

레몰로가 결합하여 음고 변화 효과를 한 층 극대화하였다. 또한 미분음, 

화성적 전성, 추성, 퇴성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음고 변화에 주력하였

다. 1977년 <別風流>에서도 화성을 활용한 농현과 전성, 퇴성 등을 지속

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 작품인 <달구벌 소리>에서는 앞의 작품과는 다르게 음고, 음

색, 음가 변화 주법이 고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음고변화를 위한 화성

적 전성, 퇴성, 손바닥 농현 뿐만 아니라 음가변화를 위한 스타카토와 음

색변화를 위한 글리산도, 하모닉스를 일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방울이

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음색 변화에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

4. 나효신

  나효신이 작곡한 산조가야금을 위한 독주곡은 1997년에 발표한 <지장

불공 Ⅰ>, 1999년에 발표한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2000년에 발표

한 <석굴암에 다녀와서>로 총 3곡152)이다. 이 작품을 년도 순으로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3>과 같다.

연 도 작품명

1997 지장불공 Ⅰ
1999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2000 석굴암에 다녀와서

<표 73> 나효신 산조가야금 독주곡 작품 목록

152) 본 장에서 분석한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3곡은 모두 저작권 상의 문제로 
부록악보에 수록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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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장불공Ⅰ
  1997년 작품인 <지장불공Ⅰ>은 일정하지 않은 마디의 구분으로 총 14

마디로 구분되고 연주시간은 약 9분이다. 이 곡의 음향 요소 변화 주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74>는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지장불공Ⅰ>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4>에 나

타나듯이 <지장불공Ⅰ>에는 음고 변화 주법이 대부분 나타난다. <지장불

공Ⅰ>에 나타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지장불공Ⅰ>은 대부분이 음고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법의 확장된 형태

로 농현의 확장이나 추성의 확장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음색의 변하 주

법으로는 뜰과 튕김의 변형 주법이 나타난다. 또한 음고와 음색을 결합

한 추성과 효과음의 결합 주법과 음고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전성과 

추성의 결합 주법도 새로운 형태로 시도되었다. 

마디 1 2 3 4 5 6 7 8 9 10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음고+
음색

음고
음색

주법
뜰주법

농현
농현

추성의 

확장

+농현확장
추성의 확장

추성+
효과음

추성의 

확장튕김변형

마디 11 12 13 14
음향
요소

음고 음고

주법
전성+추
성+추성

농현확

장

추성확

장

<표 74> 나효신 <지장불공>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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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1999년 작품인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은 마디가 아닌 시간에 따

라 ㉮, ㉯, ㉰, ㉱, ㉲, ㉳로 구분한다. 연주 구조는 ㉮, ㉯, ㉰, ㉱, ㉲, ㉰, 

㉯, ㉳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연주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

으로 제시되어 있다. 음향 요소 변화에 관한 새로운 주법 기호들을 다양

하게 제시한다. 

   아래 <표 75>는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

처럼>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

다. <표 75>에 나타나듯이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는 음고, 음색, 

음가의 변화 주법이 고르게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행선지를 모르

는 바람처럼>에 나타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이 곡은 주로 음고와 음색을 활용하여 음향 요소에 변화를 준다. ㉮, 

㉯, ㉰, ㉱,에 양손 농현, 두음 동시 농현과 그래프모양의 농현, 그래프 

모양 전성 등을 교대로 사용하여 음고 변화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음

색 변화 주법으로는 뜰과 튕김의 변형된 주법들이 나타난다. ㉱, ㉳에는 

안족 왼편의 효과음 주법에 스타카토의 변형을 결합한 음색과 음가의 결

합 주법도 시도된다.

마디 가 나 다

음향
요소

음고 음가 음고 음가 음색 음고 음색

주법
양손

농현

스타

카토

그래프모양

전성
스타카토

타악기

주법
양손농현

추성

변형
뜰주법 튕김

타악기

주법

마디 라 마 바

음향
요소

음고 음색 음색+음가 음고 음색 음색+음가

주법
두음

동시농현

그래프모

양 농현

농현+
추,퇴성

콘소르

디노

효과음

주법

효과음주법

+스타카토

추성

변형
뜰주법

효과음주법

+스타카토

<표 75> 나효신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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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굴암에 다녀와서

  2000년 작품인 <석굴암에 다녀와서>는 작곡자 나효신이 황병기에게 

헌정한 곡이다. 이 곡은 템포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하게 마디를 구분하

였으며, 총 24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76>은 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석굴암에 다녀와서>에 

사용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을 각 마디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6>에 나타나듯이 <석굴암에 다녀와서>에는 음고, 음색의 변화 주법이 주

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석굴암에 다녀와서>에 나타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곡은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을 새롭게 활용하였다. 전반부에는 튕

김의 변형과 추성의 변형 형태, 손바닥 문지르기 주법으로 음고와 음색

의 변화를 고르게 사용하였다. 중반부에는 스테인레스 골무를 지속적으

로 사용하여 독특한 음색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후반부에는 화성적 농현

과 추성의 확장, 농현과 추성의 결합 주법 등으로 음고의 변화를 최대화

하고 손바닥 문지르기 주법으로 음색의 변화도 극대화하였다. 

마디 1 2 3~4 5 6 7 8 9~10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고 음고 음색 음색 음고 음색 음고

주법 튕김
추성

변형

 추성

변형

추성

변형
튕김

손바닥

문지르기
튕김

추성

변형
튕김

추성변

형

마디 11 12~13 14~18 19 20
음향
요소

음색 음색
음고

음색 음고

주법 튕김
콘소르디노 화성적 양손 엇갈려농현

튕김
추성

변형튕김, 스테인레스 골무사용

마디 21 22 23 24
음향
요소

음색 음고 음색 음고 음색

주법 튕김
손바닥문

지르기

화성적 양손 

엇갈려농현
추성변형 손바닥문지르기오른손농현+추성 튕김

<표 76>나효신 <석굴암에 다녀와서>  음향요소 변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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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나효신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와 음색

의 변화에 치중하여 새로운 현대적 주법을 시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1997년 작품인 <지장불공Ⅰ>에서는 음고 변화주법에만 집중하여 농현

의 확장과 추성의 확장된 형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1999년 작품인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서는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을 주로 개발

하면서도 음가 변화주법도 적극 활용하였다. 음고 변화주법으로는 그래

프 모양의 농현과 전성을 새롭게 시도하였고, 양손 농현과 추성의 확장 

형태, 농현과 추성, 퇴성의 결합 형태 등을 활용하였다. 음색 변화주법으

로는 타악기 주법을 사용하였고 뜰주법, 튕김주법 등의 확장과 효과음 

주법을 활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다양하게 하였다. 또한 안족 왼편을 연

주하는 효과음 주법에 스타카토를 결합하여 음가 변화주법도 확장하였

다. 2000년 작품 <석굴암에 다녀와서>는 추성의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여 

음고 변화도 나타내지만, 튕김주법 확장, 손바닥문 지르기, 스테인레스 

골무 사용, 콘소르디노 등으로 음색 변화에 치중한 주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5. 소결

  지금까지 제Ⅱ장을 통해 확인한 음향요소 주법들을 바탕으로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 등 4명의 작곡가가 발표한 33곡의 산조가야금 독

주곡에 나타난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황병기는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에 중점적으로 

개발, 활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 음색 변화 주법의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난다. 

  1963년에 작곡한 가야금 독주곡 최초 작품인 <숲>에서 음고, 음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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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들을 모두 처음 사용하였다. 화성을 활용한 농

현이나 추성, 콘소르디노, 하모닉스, 스타카토 등을 곡에서 처음 사용하

여 다양한 음향 요소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후 1960년대 작품인 <가을>, 

<석류집>, <봄>, <가라도>에서 특히 음색 변화주법에 집중하여 콘소르디

노와 하모닉스를 활발히 활용하였다. 

  1974년 <침향무>에서 음가변화 주법인 스타카토의 사용과 함께 음색

의 변화를 더욱 다양화하기 위하여 콘소르디노뿐 아니라 글리산도, 손톱 

트레몰로, 확장된 연튕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1975년 <미궁>에

서는 활, 장구채, 술대 등의 도구를 사용한 현대적 주법을 시도하여 새로

운 음색 변화주법과 음가변화 주법을 개발하였다. 이후 1970년대 작품인 

<비단길>, <영목>, <전설>에서 화성을 활용한 글리산도나 음색을 강조하

기 위한 결합 주법(확장된 연튕김과 글리산도의 결합), 손톱 글리산도, 

안족 왼편을 연주하는 효과음 주법 등 음색 변화의 극대화를 위한 주법 

개발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 작품인 <밤의 소리>와 <남도환상곡>, 2000년대 <하마단>에서

는 스타카토를 활용한 음가 변화주법과 콘소르디노, 안족 왼편 효과음주

법, 아르페지오, 연튕김의 확장 등을 사용한 음색 변화주법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성천도 황병기와 마찬가지로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색과 음가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발, 활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작품인 <독주곡 제7번>, <독주곡 제8번>를 통하여 음고, 음

색, 음가 변화 주법을 고르게 사용하였다. 화성적 농현과 돈꾸밈음 등으

로 음고의 변화를 확장하였고, 하모닉스와 글리산도를 활용하여 음색 변

화를 확장시켰다. 음가 변화주법도 스타카토뿐 아니라 트릴을 사용함으

로써 음의 연속성을 이용한 음가 변화를 확장하였다. <독주곡 제10번>, 

<독주곡 제16번>에서는 글리산도를 사용한 음색 변화주법과 스타카토를 

사용한 음가 변화주법만 각각 나타난다. 1964년 <놀이터>에서 주법들을 

더욱 확대시켜 음색 변화주법으로는 콘소르디노와 글리산도 그리고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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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을 연결하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한다. 또한 음가 변화주법으로는 화

성을 활용한 스타카토와 음의 연속성을 활용하여 음가를 길게 늘이기위

한 트릴과 트레몰로를 적극 활용한다.

  1970년대 작품인 <숲속의 이야기>(1967~1974), <변주곡 2>, <살고지다

리>, <두음을 위한 오현금>, <여울>에서도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을 대부

분 활용한 양상이 나타난다. <숲속의 이야기>의 음가변화주법은 20곡 중 

제12곡과 제15곡에서만 트릴을 사용하고 나머지 곡은 모두 스타카토를 

사용한다. 또한 이 곡의 음색변화 주법은 글리산도, 아르페지오, 콘소르

디노로 나타난다. <두 음을 위한 오현금>은 미분음과 트레몰로를 결합하

여 음고와 음가의 결합 주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콘소르디노를 활

용한 음색 변화주법이 나타난다. 1979년 <여울>에서는 추성과 전성의 결

합 주법이나 화성적 추성 등의 음고 변화주법만이 나타나는 양샹이다. 

1980년대 작품인 <5월의 노래>에서는 트릴을 활용한 음가 변화주법과 

아르페지오, 글리산도(양손글리산도) 등의 음색 변화주법을 활용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작품인 <참 아름다워라>에서도 음색 변화

주법과 음가 변화주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주법보다 

아르페지오와 트레몰로의 서양음악 전통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해식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의 변화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

발, 활용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작품인 <가야고를 위한 三章>, <흙담> 그리고 1970년대 작품

인 <別風流>를 통하여 음고 변화주법에 매우 집중하였다. <가야고를 위

한 三章>에서는 미분음과 화성을 활용한 농현, 전성, 추성, 퇴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퇴성과 전성, 화성적 전성과 퇴성을 결합하여 음고 변

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법을 개발하였다. <흙담>에서는 여러 음을 한거

번에 농현하는 손바닥 농현을 처음 시도하였고, 미분음과 추성, 퇴성, 트

레몰로가 결합하여 음고 변화 효과를 한 층 극대화하였다. 또한 미분음, 

화성적 전성, 추성, 퇴성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음고 변화에 주력하였

다. 1977년 <別風流>에서도 화성을 활용한 농현과 전성, 퇴성 등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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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 작품인 <달구벌 소리>에서는 앞의 작품과는 다르게 음고, 음

색, 음가 변화 주법이 고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음고변화를 위한 화성

적 전성, 퇴성, 손바닥 농현 뿐만 아니라 음가변화를 위한 스타카토와 음

색변화를 위한 글리산도, 하모닉스를 일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방울이

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음색 변화에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

  나효신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와 음색의 변화에 치중하여 새로

운 현대적 주법을 시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작품인 <지장불공Ⅰ>에서는 음고 변화주법에만 집중하여 농현

의 확장과 추성의 확장된 형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1999년 작품인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서는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을 주로 개발

하면서도 음가 변화주법도 적극 활용하였다. 음고 변화주법으로는 그래

프 모양의 농현과 전성을 새롭게 시도하였고, 양손 농현과 추성의 확장 

형태, 농현과 추성, 퇴성의 결합 형태 등을 활용하였다. 음색 변화주법으

로는 타악기 주법을 사용하였고 뜰주법, 튕김주법 등의 확장과 효과음 

주법을 활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다양하게 하였다. 또한 안족 왼편을 연

주하는 효과음 주법에 스타카토를 결합하여 음가 변화주법도 확장하였

다. 2000년 작품 <석굴암에 다녀와서>는 추성의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여 

음고 변화도 나타내지만, 튕김주법 확장, 손바닥문 지르기, 스테인레스 

골무 사용, 콘소르디노 등으로 음색 변화에 치중한 주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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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은 황병기, 이성천, 이해식, 나효신에 의해 작곡된 산조가야금 

독주곡에 나타나는 주법을 음향의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특징

적인 활용 양상을 밝히는 연구이다. 위의 네 작곡가의 산조가야금 독주

곡의 음향요소 변화주법을 살펴본 결과, 1960~1970년대에 걸쳐 전통 또

는 현대적 주법들이 모두 등장하고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

준히 변형ㆍ확장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향요소 변화주법의 등장과 활용 양상을 작곡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황병기는 1963년에 작곡한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 <숲>에서 음고, 음

색, 음가 변화에 해당하는 주법들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발표한 작품

들에서는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에 중점적으로 개발ㆍ활용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황병기는 가야금의 전통주법, 서양음악의 전통주법 뿐만 아니라 

현대적 주법까지 고르게 활용하여 음색 변화 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 특히 1970년대에 음향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을 많

이 발표하였다.

  <가을>, <석류집>, <봄>, <가라도> 등의 작품에서는 음색 변화주법에 

집중하여 콘소르디노와 하모닉스를 활발히 활용하였다. 글리산도, 손톱 

트레몰로, 확장된 연튕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음색을 다양화하였

고, 음가 변화주법인 스타카토도 함께 사용하였다. <침향무>, <비단길>, 

<영목>, <전설> 등에서는 화성을 활용한 글리산도나 음색을 강조하기 위

한 결합 주법, 손톱 글리산도, 안족 왼편을 연주하는 효과음 주법 등 음

색 변화의 극대화를 위한 주법 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미궁>에서는 

활, 장구채, 술대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현대적 주법으로 음가는 

물론 음색 변화주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밤의 소리>와 <남도환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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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단>에서 스타카토를 활용한 음가 변화주법과 콘소르디노, 안족 왼

편 효과음주법, 아르페지오, 연튕김의 확장 등을 사용한 음색 변화주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성천은 황병기와 마찬가지로 음색과 음가의 변화주법을 개발ㆍ활용

한다. 그러나 가야금 전통주법보다는 주로 트릴, 트레몰로와 같이 서양악

기 전통주법을 처음 차용하여 확장시켰다는 점이 황병기와 다르다. 즉 

이성천은 서양음악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음색ㆍ음가 변화주법을 다양

하게 시도하였다.

  <독주곡 제7번>, <독주곡 제8번>, <독주곡 제10번>, <독주곡 제16번>

에서 주로 음색과 음가 변화주법이 나타난다. <놀이터>, <숲속의 이야

기>, <변주곡2>, <살고지다리>, <두 음을 위한 오현금>, <5월의 노래> 

등에서 이 주법들을 더욱 확대시켰다. 음색 변화주법으로는 콘소르디노

와 글리산도 그리고 분산화음을 연결하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한다. 또한 

음가 변화주법으로는 화성을 활용한 스타카토와 음의 연속성을 활용하여 

음가를 길게 늘이기 위한 트릴과 트레몰로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두 

음을 위한 오현금>에서는 음향 효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미분음과 

트레몰로를 결합한 음고와 음가의 결합 주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해식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의 변화에 치중하여 주법을 개

발, 활용하였다. 특히 농현, 전성, 추성 등의 가야금 전통주법을 활용한 

음고 변화주법을 주로 화성적으로 확장시켰다.

  초기 작품인 <가야고를 위한 三章>, <흙담>에서는 음고 변화주법에 매

우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분음과 화성을 활용한 농현, 전성, 추성, 

퇴성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음고 변화주법을 결합하여 

음고 변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흙담>에서는 여

러 음을 한꺼번에 농현하는 손바닥 농현을 처음 시도하였고, 미분음과 

추성, 퇴성, 트레몰로를 결합하여 음고 변화 효과를 한층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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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風流>에서도 화성을 활용한 농현과 전성, 퇴성 등을 지속적으로 나타

난다. <달구벌 소리>에서는 기존의 음고 변화주법 외에도 음색과 음가 

변화 주법을 시도하였다. 화성적 전성, 퇴성, 손바닥 농현 등 음고 변화 

주법 뿐 아니라 음가에 변화를 주는 스타카토, 음색의 변화를 위한 글리

산도ㆍ하모닉스 등 다양한 음향 요소 변화 주법을 고르게 사용하였다. 

또한 방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음색 변화에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기

도 하였다.

   나효신은 음향요소 변화 주법 중 음고와 음색의 변화에 집중하여 새

로운 현대적 주법을 개발ㆍ시도하였다. 가야금의 전통주법인 농현을 중

심으로 하는 음고 변화 주법, 타악기적 주법을 활용한 음색 변화 주법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주로 집중하였다.

  첫 번째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지장불공Ⅰ>에서는 음고 변화주법에 집

중하여 농현의 확장과 추성의 확장된 형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그래프 모양의 농현과 전성을 새롭게 시도하여 규칙적인 패턴의 기존의 

농현을 불규칙 패턴으로 변형, 현대적 주법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양손 

농현과 추성의 확장 형태, 농현과 추성, 퇴성의 결합 형태 등도 활용하였

다. 이후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에서는 음고와 음색 변화 주법을 

주로 개발하면서도 음가 변화주법도 적극 활용하였다. 타악기 주법을 사

용하거나 뜰주법, 튕김주법 등을 확장하고, 효과음 주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만든 것이다. <석굴암에 다녀와서>에서는 손바닥 

문지르기, 스테인레스 골무 사용 등 음색 변화에 치중한 현대적 주법들

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산조가야금 전통주법의 확장ㆍ발전과 새로운 주

법의 개발은 음향 요소 중 음고와 음색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제일 활발

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음고 변화주법 중 전통주법인 농

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장 꾸준히 변화ㆍ발전되고 있었다. 결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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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소재와 주법, 그리고 전통적인 악기의 음색이 가장 새롭고 신비로

운 음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이며 독창적인 가야금의 소리를 만들

어가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가야금 창작음악에 있어서의 주법 발전 

양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음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봄으

로써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가야금 주법 개발과 가야금 창작음악이 나

아갈 방향 정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제의 음악을 오늘에 적용하여 내일의 바른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도

록 여러 시도와 확장을 통해 왕고래금(往古來今)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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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coustic element of 

Gayageum composed music technique

Kang, Hyo–Ji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Sanjo Gayageum composed music technique, 

especially in the aspect of acoustic element. Traditional and modern 

technique developed diversely and Composers utilized it with unique style. 

Acoustic alteration was developed and appeared on Sanjo Gayageum works 

of Hwang Byung-ki, Yi Sung-chun, Lee Hae-sik, and Na Hyo-sin. The result 

of analysis by composers is as in the following.

  Hwang Byung-ki firstly used technique of changing pitch, tone and time 

value on <Forest> in 1963. Tone and time value changing technique were 

mainly developed and utilized in later works. From traditional technique of 

Gayageum to western traditional and modern technique, Hwang used various 

method to variegate tone-changing technique. And it affected many of later 

pieces. Especially, acoustic effect was remarkably appeared on 1970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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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e-changing technique like Con sordino and Harmonics are actively 

applied on <Fall>, <Pomegranate House>, <Spring>, <Kara Town>. 

Glissando, nail Tremolo, extended Yeontwingkim (Successive Flip) were 

applied to vary tone. Staccato was also used as time value technique. On 

<Chimhyang-moo>, <The Silk Road>, <The Haunted Tree> and <Legend>, 

Glissando with Harmonics, tone-emphasizing combination technique, nail 

Glissando, sound effect technique using left side of Anjok were mainly 

developed. Furthermore, modern technique using tools were appeared on 

<The Labyrinth>, which influenced time value and tone-changing technique. 

Time value-changing technique like Staccato and tone-changing technique 

like Con sordino, Sound effect using left side of Anjok, Arpeggio, Extended 

Yeontwingkim are consistently applied on <Sound of the night>, <Namdo 

Fantasy> and <Hamadan>. 

  Yi Sung-chun developed and utilized tone and time value changing 

technique like Hwang Byung-ki. Nevertheless, he mainly borrowed and 

extended western instrumental technique like Trill and Tremolo. This differs 

from method of Hwang Byung-ki who mainly used traditional Gayageum 

technique. Tone and time value changing technique are appeared on Solo 

No.7, 8, 10, 16. This technique were more extended on <Playground>, 

<Tales in the Woods>, Variation No.2, <Salgoji Bridge>, <Ohyeongeum for 

the Two Tones>, <Song of May>. To change tone, con sordino and 

Glissando, broken chord connecting Arpeggio skills were used. Staccato 

using Harmonics, Trill and Tremolo using continuity of tone were actively 

utilized. Especially in <Ohyeongeum for the Two Tones>, tone and pitch 

combination technique appeared to emphasize acoustic effect. 

  Lee Hae-sik developed and utilized technique especially abou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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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raditional way to changing tone like Nonghyeon, Jeonseong, 

Chuseong were mainly extended harmonically. 

  His early work <Three chapters for the Gayago>, <Mud Wall> were 

focused on pitch-changing technique. Nonghyeon, Jeonseong, Chuseong using 

microtone and Harmonics were briskly used. Pitch change was more 

extended with new combination of several pitch-changing techniques. 

Especially on <Mud Wall>, Nonghyeon using palm to apply multiple tone 

were firstly attempted and pitch change were maximized with microtone, 

Chuseong, Toeseong and Tremolo combination. Nonghyeon, Jeonseong and 

Toeseong using harmonics were consistently applied on <Byeolpungnyu>. 

Moreover, tone and time value changing technique were also tried on 

<Dalgubeol Sound>. In addition to Pitch-changing technique like Harmonical 

Jeonseong, Toeseong, Palm Nonghyeon, Tone-changing technique like 

Glissando and Harmonics were generally utilized. Also, He used new tool 

"Bell" to find new method to change tone. 

  Na Hyo-sin was focused on pitch and tone change and developed new 

modernistic technique. He was mainly focused on presentism of technique; 

pitch changing technique mainly with traditional technique Nonghyeon, 

tone-changing technique using percussion technique.

  His first Sanjo Gayageum solo <JijangbulgongⅠ> mainly utilized 

pitch-changing technique like extension of Nonghyeon and Chuseong. Later, 

<The Wind has no Destination> showed developed pitch and tone changing 

technique in company with time value-changing technique. For 

pitch-changing technique, Graph-shaped Nonghyeon and Jeonseong were 

newly attempted. Both-hands-Nonghyeon, extended form of Chuseong, 

Combination of Nonghyeon and Chuseong, Teoseong were also applied. In 

tone-changing technique, using percussion technique and extension of Tt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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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gkim and sound effect technique were also existed. Modernistic 

technique was attempted in various ways in <Upon returning from 

Seok-gu-ram> like rubbing palm, using stainless thimble. 

  By analyzing Sanjo Gayageum works of Hwang Byung-ki, Yi Sung-chun, 

Lee Hae-sik and Na Hyo-sin, extension and progress of traditional technique 

and development of new technique were witnessed. Pitch and tone change 

were mostly applied in terms of acoustics. Particularly, traditional Nonghyeon 

technique was constantly converted and developed on pitch-changing 

technique. This indicates the most traditional component, technique and 

characteristic are the most inventive, innovative factor. This is important to 

make unique feature of Gayageum composed music. More trial and 

extension should come with applying music of yesterday to today, to make 

better music of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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