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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고는 작곡가 계성원의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선율 진행 및
구조를 분석하고 중주곡이 거문고협주곡 <청우>로 변화한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Eb-F-Gb-Ab-Bb-C-Db-Eb음계로
이루어진 Eb도리안 선법으로 구성된 곡으로 단조적인 느낌을 준다. 거문고
협주곡 <청우>도 원곡과 동일한 선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거문고의 선율 진행과 고토선율의
진행, 박자 및 템포의 변화에 따라 --연결구--, 총 다섯 단락으
로 구분된다.
셋째,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거문고의 선율 진행과 고토선율의 진행, 박
자 및 템포의 변화에 따라 서주---연결구---카덴차-’, 총 여덟
단락으로 구분된다. --연결구-단락은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똑같은 구성으로 진행하나 협주곡으로 변화하면서 서주, 카덴차가 추가되
었다. 또한, 거문고, 고토 2중주의 단락이 거문고협주곡에서 , ’단락
으로 나누어 카덴차 전과 후에 등장한다.
넷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거문고 선율과 거문고협주곡 <청
우>의 독주거문고 선율은 같으며,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고토선율
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관현악으로 변주되어 25현Ⅰ,Ⅱ가 동일하게 연
주한다.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양금, 해금, 소
아쟁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고토선율을 부분적으로 연주하거나
유사선율 형태로 나타난다. 거문고, 대아쟁의 선율은 독주거문고의 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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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진행하며 음악적으로 곡 전체의 베이스역
할을 한다.
다섯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거문고와 고토, 거문고협주곡 <청
우>는 독주거문고와 관현악이 주제선율을 주고받는 교차진행으로 동일한
형식을 지닌다. 서정적인 선율과 함께 혼합박 리듬구조를 통해 ‘비’를 표
현하였다.
여섯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주선율을 진행하는 거문고와 이를 돋
보이도록 뒷받침하는 고토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곡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작된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독주거문고와 관현악의 전개로 독주거문고의 선율을
강조 또는 보조하여 음악의 색채감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원곡으로부터 음
량, 음향, 구성이 확대, 변화된 곡이라 할 수 있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곡의 제목과 같이
‘맑은 비’의 속성을 표현한 곡으로 작곡가 계성원의 치유와 화합을 기원하
는 마음이 담긴 곡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를 통하여 두 곡을 연주하는 연
주자들에게 곡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연주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거문고협주곡, 거문고중주곡, 거문고창작곡, 국악관현악, 고토, 거문고
학

번 : 201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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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작곡이란 악곡을 창작하는 것으로 ‘구성하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1). 이
‘구성’은 여러 요소를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여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악에 서양의 작곡 개념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것을 ‘창작국악’2)
이라고 일컫는다. 오선보에 표기하여 서양식 음계, 화성진행, 음악용어 등
서양식 음악어법을 사용하는 것3)부터 시작하였으며, 최초의 국악창작곡은
1939년 김기수4)의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이다. 이후, 1941년 4중
주 <세우영>, 1944년 <고향소>가 발표되면서 국악창작곡이 점차 발전해왔
다.
거문고창작곡의 발원은 1962년 김용진5)의 <현금산조 2중주>이다. 1967
년 이성천6)의 거문고독주곡 <인상>, 1974년 최길락의 거문고협주곡 <거
문고를 위한 시나위>7) 등이 발표되면서 독주곡뿐 아니라 협주곡과 실내악
1)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6, p.1251.
2) ‘창작국악’이란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연주해오는 동안에 다듬어진 전통음악과 달리 개
인이 작곡한 음악을 말한다. 전인평, “창작국악”, 『음악평론』 제1집, 한국음악평론가협
회, 1987, p.66.
3) 안현정,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 작품에 나타난 작곡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 연구소, 2016, p.42.
4) 김기수(1917-1986), 대금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1936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를 졸업
하였다. 이왕직 아악부 아악수로 근무하면서 1939년이왕직의 신곡공모에서 <황화만년
지곡皇化萬年之曲>으로 당선되었고, 1941년 4중주곡인 <세우영細雨影>을 창작한 이후
많은 신작 국악곡을 작곡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618.
5) 김용진(1939- ), 現 한양대 명예교수,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가야금
독주곡 1번>, <합주곡 1번>등의 여러 작품이 있다. 전진아, “거문고 창작곡의 괘법과 개
방현 용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3.
6) 이성천(1936-2003), 창작국악 1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300여 곡을 작곡하였고,
21현가야금을 고안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 국립국악원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가야
금 독주곡 1번>, <초혼> 등의 작품이 있다. 전진아, “거문고 창작곡의 괘법과 개방현 용
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3.
7) 최길락 작곡 <거문고를 위한 시나위>는 국립극장 소극장 ‘제2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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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발전8)해왔다. 발전을 거듭할수록 새로이 작곡되는 거문고창작
곡들과 더불어 개작 또는 편곡되는 곡들도 발표되었다. 정대석의 <수리
재>9), <달무리>10),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11), <무영탑>12) 등과 같이 거
문고독주곡에서 거문고협주곡으로 변화한 곡들과 오혁의 <강산유월>13)등
과 같이 거문고협주곡에서 거문고독주곡으로 재구성한 곡도 등장하였다.
또한, 정대석의 <고구려의 여운>14), 계성원의 <청우> 등과 같이 중주곡에
서 협주곡으로 재구성한 곡들도 발표되었다.
이처럼 진보하고 있는 거문고창작곡을 분석, 연구하는 것은 거문고연주
자들에게 필수적이며 중요하다. 거문고독주곡, 중주곡 또는 협주곡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을 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거문고창작곡과 원곡에서
개작된 곡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인다. <거문고협주
곡1번>과 <거문고4중주를 위한 거문고협주곡1번>을 비교, 분석하여 두 곡
의 바탕이 하나라는 것을 밝혀낸 논문15)과 거문고독주곡 <강산유월>과 거
문고협주곡 <강상유월>의 독주거문고 부분을 비교하여 곡의 특징과 연주
에서 1974년 12월 21일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
집」, 극동문화사, 1996.
8)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거문고 창작곡은 독주
곡, 중주곡, 합주곡 포함하여 598곡이 발표되었다.
9) <수리재>는 거문고 연주가 정대석이 1984년 거문고 독주곡으로 작곡하였고 제2회 KBS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때 거문고협주곡으로 초연되었다. 『정대석 거문고 독주집 ‘수
리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10) <달무리>는 1993년 변성금 거문고 독주회에서 초연되었고 1998년에 거문고협주곡으
로 편곡되었다. 고지영, “거문고창작곡 <달무리>의 연주법 비교 연구: 정대석과 오경자
의 연주실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2.
11)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은 2010년 유영주 거문고 독주회에서 초연되었고 2013년 유
영주의 초연으로 협주곡으로 발표되었다. 장문희, “정대석 작곡의 거문고독주곡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 분석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2) <무영탑>은 1996년 권인옥의 대학원 졸업연주회에서 초연된 곡이다. 이를 협주곡으로
편곡하여 2006년 제3회 권인옥 독주회에서 거문고협주곡 <무영탑>이 초연되었다. “거
문고 독주곡 <무영탑>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1.
13) <강산유월>은 2002년 거문고협주곡으로 초연된 곡으로 협주곡에서 독주곡으로 재구성하
여 2011년 유영주의 거문고독주회에서 초연되었다. 최덕렬, “협주악기로서의 거문고 활용
연구 : 독주와 관현악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7.
14) 정대석 작곡 거문고중주 <고구려의 여운>이 거문고협주곡 <고구려의 여운>으로 개작
되어 2011년 12월 21일,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과 김태
희, 서정곤, 우민희, 이선화, 박슬기, 이민영의 협연으로 초연되었다.
15) 손지은, “이상규 작곡 <거문고협주곡1번>과 <거문고4중주를 위한 거문고협주곡1번> 비
교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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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밝혀낸 논문16)이 있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원곡과 개작된 곡
으로서 두 곡 모두 활발히 연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계성원 작곡의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
협주곡 <청우>의 선율, 형식,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작
곡자가 표현한 ‘청우’가 어떠한 구성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며, 이
두 곡의 특징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울 것이다. 또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를 비교, 분석하고 두 곡의 상관관계
를 밝혀내어 거문고창작곡 레퍼토리 확장과 연주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고는 거문고연주자 문수연이 2010년 위촉, 초연한 계성원의 거문
고, 고토 2중주 <청우>와 2013년 위촉, 초연한 거문고협주곡 <청우>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작곡가 계성원의 작품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고 그의 음악 세계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조현법
과 선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 악보에 표기된 단락을 기준으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구성을 개관하겠다.
두 번째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선율과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단락의 구분이 없는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를 거문고선율의 진행과
고토선율의 진행, 박자 및 템포의 변화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파악할 것이
다. 원곡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거문고협
주곡 <청우>와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16) 박수지, “오혁 작곡의 거문고 독주곡 <강상유월> 분석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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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
우>의 고토선율과 거문고선율이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관현악으로 변화
된 양상을 살펴보겠다.
본 고에서는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비
교, 분석을 위해 두 곡을 단락별로 사보하여 제시할 것이다. 또한, 두 곡
의 음원은 문수연의 초연 실황 영상17)을 참고하겠다.

17) 문수연의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 초연 실황 영상
(https://youtu.be/QdX_2zAoZBU)
문수연의 거문고협주곡 <청우> 초연 실황 영상 (https://youtu.be/BgbtJxvy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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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문고창작곡 <청우>의 작품 개관
1. 작품 개관
1) 계성원의 작품세계
작곡가 계성원은 1970년 서울에서 출생으로 백대웅, 강준일, 이건용에게
사사 받으며 작곡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한국예
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를 졸업하고 1990년 제1회 서울국악대경
연 창작부 은상, 1996년 서울국악경연대회 창작부문 금상, 2005년 제24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부문 우수상, 2010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
하며 국악계에 두각을 나타냈다.18) 이후 그는 독주곡, 실내악, 국악관현악
을 작곡 및 편곡을 했으며, 무용음악, 창극, 뮤지컬, 컴퓨터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다. 계성원은 중앙국악관현악단 및 국악실내악단 슬기
둥 단원, 다다미디어 전속 작곡가,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했으
며,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이처럼 계성원은
작곡뿐만 아니라 지휘자, 연주자, 음반 프로듀서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하고 있다.19)
계성원은 정악, 산조, 민요 등 전통적인 소재와 새로운 양식의 융화를
통해 음악적 색채를 풀어내는 작곡가이다. 전통음악선율 일부를 사용하여
모티브를 구성하며 새로운 연주법과 다양한 기법으로 곡을 구상하는 그는
서양음악적인 음계(scale)보다는 선법(mode)의 사용을 추구하며 현대음악
적 기법보다는 조성적인 틀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20)
작곡가 계성원의 거문고 작품은 <표 1>과 같고 계성원의 작곡 및 편곡
으로 만들어진 협주곡은 <표 2>와 같다.

18) 『한국창작음악사전: 가야금중심』, 윤중강, 이주연, 박은혜, 민속원, 2005, p.21.
19) 민지숙, “25현 가야금 합주곡 <훨훨이>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1.
20) 작곡가와의 인터뷰 내용 중(메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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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작곡가 계성원의 거문고 작품
초연
일자

1990.09.15

곡 제 목

대금과 거문고를 위한
<들춤>

거문고와 Violin, Viola,
실내악

2002.09.09

거문고
독주곡

2006.10.19

2007.08.29

2008.10.16

제1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창작부문 수상작

초연 장소

여의도
KBS홀

제7회 금화악회

국립국악원

정기연주회 위촉곡

우면당

가야금, 거문고 2중주

정길선 가야금

국립국악원

<섶섬이 보이는 풍경>

독주회 위촉곡

우면당

거문고와 Oboe를 위한

이종미 거문고

국립국악원

<아우라지>

독주회 위촉곡

우면당

강희진 거문고

국립국악원

독주회 위촉곡

우면당

거문고 3중주

거문고회 감 제10회

국립국악원

<玄同遊戱(현동유희)>

정기연주회

우면당

마두금과 거문고 3중주

금율악회 20주년

국립국악원

<몽천>

기념공연

예악당

거문고와 고토를 위한

문수현 거문고

<청우>

독주회 위촉곡

Cello를 위한
<도드리 21>

2005.12.01

초연

그림자를 찾아서

실내악
2010.10.20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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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의
전당

<표 2> 작곡가 계성원 작·편곡 협주곡
초연
일자
1999.08.05

2005.10.20

협주곡

초연 단체

해금 협주곡 1번

국립국악관현악단

철현금 협주곡

KBS국악관현악단

<망각의 새>21) 편곡

2008.10.16

해금협주곡 <흐르는 물처럼>

KBS국악관현악단

2010.06.20

Dhanyien, Lingboo and
Tibetan Voice
를 위한 협주곡
<보고싶다-Dhan Kyl Dhuk>

중앙국악관현악단

2010.07.06

해금협주곡

숙명가야금연주단

<공수받이>22) 편곡

2010.09.17

단보우협주곡 <이롱공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11.06.09

대금협주곡 <회복>

대금연구회

2011.10.28

퉁소협주곡 <풍전산곡>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13.05.22

거문고협주곡 <청우>

경기도립국악단

2014.02.15

태평소협주곡
<서용석류 태평소시나위>

국립부산국악원

초연 장소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
예악당

KBS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울남산국악당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국악원
예악당

강서구민회관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1) 철현금 협주곡 <망각의 새>는 철현금 독주곡을 관현악 협주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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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원의 음악은 개방적 사고의 틀 안에서 세련되고 유려하게 다듬어져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작곡가이다.23) 전통음악어법에 기반을 두
어 서양음악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그는 국악기뿐
만 아니라 서양악기를 활용하여 국악협주곡을 발전시켜왔고 관현악과 독
주악기의 음향적 조화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중요시하는 작곡가로
자리매김해왔다.
2) 작품개요
거문고, 고토24) 2중주 <청우>는 문수연25)의 독주회 ‘신 바람난 거문고’
에 위촉되었으며, 2010년 11월 4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문수
연의 거문고와 가와하라 쇼코26)의 고토로 초연되었다. 전체 연주시간은
약 8분 53초27)가 소요된다. 2018년까지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초
연을 포함하여 2번 연주되었고 고토를 25현으로 편곡하여 거문고, 25현 2
중주 <청우>로 재구성한 곡이 2번 발표되었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가 발표된 공연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2) 해금협주곡 <공수받이>는 국악관현악 협주곡을 가야금 합주단과 해금 독주로 편곡한
곡이다.
23) 안경희, “계성원 작곡 중주곡 <접동새>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6.
24) 고토는 7~8세기 나라시대 때, 중국 당나라의 문화사절단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온 13
현의 고토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00년대 초반에는 17현과 80현, 1950년대에는
30현, 1960년대에는 20현과 21현, 1990년대에는 25현 등의 개량 고토가 제작되었다.
팽려영, “한·중·일 25현 악기 연주법 비교연구-가야금·구정·고토를 중심으로-”, 중앙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68.
25) 거문고 연주자 문수연은 현재 경기도립국악단 상임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26) 일본의 고토연주자로 후쿠오카 교육대학에서 강사를 맡고 있다.
27) 2010년 11월, 문수연의 거문고 독주회 ‘신 바람난 거문고’ 초연 당시의 소요 시간이
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 초연 실황 영상 (https://youtu.be/QdX_2zAoZBU)

- 8 -

<표 3>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 공연
공연
일자

2010.11.04

2012.06.24

2016.06.14

2017.08.23

공연

문수연 거문고독주회

공연 장소

경기도
문화의 전당

연주자

비고

거문고: 문수연
고토: 가와하라

초연

쇼코

거문고: 고보석

고보석 거문고독주회

KOUS

김희영 가야금독주회

국립부산
국악원

거문고: 고보석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국립국악원

거문고: 김수희

제6회 정기연주회

우면당

가야금: 유희정

고토: 천지은

25현: 김희영

고토를
25현으로
편곡

고토를
25현으로
편곡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문수연의 재위촉으로 국악관현악과 독주거문고
의 협주로 개작한 곡이다. 2013년 5월 22일, 경기도립국악단의 '和'의 다
섯 번째 무대, '만남 그리고 어울림' 공연에서 초연되었고 전체 연주시간
은 약 12분 35초28)가 소요된다.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초연을 포함하여
11번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거문고협주곡 <청우>가 발표된 공연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8) 2013년 5월 22일, 경기도립국악단의 초연 당시의 소요 시간이다. 거문고협주곡 <청
우> 초연 실황 영상 (https://youtu.be/BgbtJxvy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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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거문고협주곡 <청우> 공연
공연 일자
2013.05.22

2013.05.23

2014.10.01

공연
경기도립국악단
제95회 정기연주회

공연 장소
경기도
문화의 전당
행복한대극장

연주자
경기도립국악단
거문고: 문수연

경기도립국악단

국립국악원

경기도립국악단

제95회 정기연주회

예악당

거문고: 문수연

성남시립국악단 천원의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성남시립국악단
거문고: 강지영

대전시립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부산시립국악단
거문고: 이대하

행복릴레이 기획공연

2016.06.23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교류음악회

2016.07.16

유용성 지휘자와
함께하는
한국의 명곡전 Ⅳ

청주 아트홀

연정국악원

상상국악챔버오케스트라
거문고: 박천경

단국대학교

국립국악원

단국대학교 국악과

제34회 추계정기연주회

예악당

거문고: 장하은

세종국악관현악단

군포문화

세종국악관현악단

빼빼로데이 콘서트

예술회관

거문고: 문수연

성남시립국악단 천원의
행복릴레이 기획공연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성남시립국악단
거문고: 박천경

2018.09.08

전남도립국악단
‘청춘 락(樂)’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
거문고: 윤희민

2018.11.0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협주곡의 밤 ‘젊은 국악’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거문고: 주은지

2017.10.27

2017.11.17

2018.05.24

2018.11.09

국악대학축제-열정
(부산대학교)

부산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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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국악과
거문고: 주은지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2013년 초연 이
후로 주요 국악관현악단과 거문고 독주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곡해설은
다음과 같다.
청 우(淸 雨)
비가 내린다. 지난해 겨울 동안 켜켜이 쌓인 눈을 녹이려는
듯...
이제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을 시작한다.
맑은 비가 내린다.
지금껏 사는 날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씻어내려는 듯...
이제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을 시작한다.
맑은 비....
그것은 너무도 맑아 차라리 거룩하다.
맑은 비....
그 속에 나를 던지면 나의 모든 먼지들이 깨끗이 씻겨 나갈
것만 같은 Anointing!

위의 해설에서 ‘켜켜이 쌓인 눈’과 ‘먼지’는 화자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
고 ‘맑은 비’는 만물이 곧 생동하고 화자의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
적인 어조를 담아 표현하고 있다. 거문고협주곡 <청우>에서 작곡가 계성
원은 맑은 빗소리를 독주거문고의 울림으로 표현하였고 치유와 화합을 독
주거문고와 관현악의 조화로 나타내었다.
본 곡은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등 역사적인 아픔이 회복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나아가 이 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치유
될 수 있길 바라는 작곡가의 희망이 담겨있다.29)

29)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국립국악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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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구성
1) 조현법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에서 거문고의 조현법은30) <악보 1>과 같고
출현음은 <악보 2>와 같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거문고 조현법
과 출현음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독주거문고와 동일하다.
<악보 1> 거문고의 조현법

<악보 2> 거문고의 출현음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에서 고토31)의 조현법은 <악보 3>과 같다.
30) 거문고협주곡 <청우>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독주거문고의 조현법은 아래 악보와 같다.
거문고의 개방현인 제 1, 4, 5, 6현을 나타내는 文, 上, 中, 下의 조율은 올바르게 표기
되어 있으나 선율현인 遊絃의 조현법이 잘못되어있고 大絃의 조현법은 빠져있다. 유현
을 4괘에서 역안으로 운지했을 때, 나오는 Eb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악보 1>과 같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거문고 조현은 유현은 2괘에서
경안으로 나타내었을 때, Bb음으로 맞추어야하며, 대현에서 경안으로 운지했을 때, Eb
음이 되도록 조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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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의 조현법은 출현음과 동일하게 나타내어 고토의 출현음은 생략하겠
다.
<악보 3> 고토의 조현법

2) 선법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선율을 살펴보면, Eb-F-Gb-Ab-Bb-CDb-Eb의 음계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악곡의 출현음을 차례
대로 나열한 것을 음계(音階, scale)라 하고, 음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기
능, 예컨대 주음(主音)·속음(屬音) 등을 가려서 음계의 음악적 특징을 논의
하면 선법이라고 한다.32) <악보 4>와 마찬가지로, 제1음과 옥타브 위의
제8음인 Eb을 종지음으로 삼고 제2음~3음(F~Gb음)과 제6~7음(C~Db음)은
반음진행을 한다. 또한, 플랫 6개인 조표 안에서 변화음으로 보이는 C음
을 사용한다. D단조(라단조)의 자연단음계로 혼동할 수 있으나 여섯 번째
음, 즉 특성음33)이 Bb음이 아닌 B음이라는 점에서 도리안 선법임을 알 수
있다.
본래 도리안 선법은 D-E-F-G-A-B-C-D음의 배열로 진행한다. 제1음과
옥타브 위의 제8음(D음)은 종지음으로 삼아 전개하고 제2음~3음(E~F음)과
제6~7음(B~C음)은 반음진행을 보여주고 제6음(B음)은 특성음으로 정의한
다. 다시 말해, 온음-반음-온음-온음-온음-반음-온음으로 진행하며, 완전
31)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에서 사용된 고토는 13현이다. 오동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고토는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것을 쓰기도 하지만 고토는 가야금에 비해 줄을 팽팽하게
매기 때문에 잘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나일론이나 테트론으로 만든 줄을 사용
하기도 한다. 이지선, “한국과 일본의 전통실내악 비교 -줄풍류, 가곡과 산쿄쿠를 중심
으로-”, p.257.
32) 『한국음악용어론』 권3, 송방송, 1979, p.1227.
33) 교회선법 중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남으로써 선율을 특징짓는 음을 뜻한다. 『파퓰러음악
용어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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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장2도-단3도-완전4도-완전5도-장6도-단7도-완전8도로 구성한다. 도
리안 선법은 단 3화음을 사용하여 단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도리안 선법의 구성음과 음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도리안 선법의 음정 관계
구성음

레(D)

음정

완전

관계

1도

미(E)

파(F)

장 2도

단 3도

솔(G)

라(A)

완전

완전

4도

5도

시(B)

도(C)

장 6도

단 7도

레(D)
완전
8도

도리안선법은 <악보 4>와 같다.
<악보 4> 도리안 선법

반음

D

E

반음

F

G

A

B

C

D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Eb도리안 선법을 나타내고 있다. 거문고
협주곡 <청우>도 동일한 선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Eb도리안 선법은 <악보
5>와 같다.
<악보 5>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도리안 선법

반음

반음
Eb

F

Gb

A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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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b

Eb

<악보 5>와 같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제1마디를 Eb음으로 시
작하고 마지막 마디인 제203마디를 Eb음으로 종결한다. 또한 Ⅱ-2-1)장에
서 밝힌 바와 같이, 고토의 조현법 및 출현음에서 Cb음이 아닌 C음을 사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가 Eb도리안 선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악곡 구성
①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악곡 구성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총 203마디이며, 별도의 단락 구분이 없
는 단악장의 곡이다. 본 고에서는 거문고의 선율과 고토선율의 변화, 박자
및 템포의 변화를 토대로 단락을 나누었다. 따라서 크게 --연결구-
-, 총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표는 플랫 6개로 시작하여
조성의 변화 없이 진행한다.
· 단락은 제1~16마디이다.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 단락은 제17~72마디이다.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 연결구는 제73~88마디이다.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 단락은 제89~136마디이다.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 단락은 제137~203마디이다. 6/8, 5/8, 6/8박자이고
템포는 ♪=45이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악곡 구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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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악곡 구성
단 락

마 디

박 자

템 포



1~16



17~72

3/4

♩=90

연결구

73~88



89~136

6/8



137~203

6/8 + 5/8 + 6/8

♪=45

②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구성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총 305마디이며, 악보에 ----단락으
로 구분되어있다. 조표는 플랫 6개로 시작하여 조성의 변화 없이 진행한
다.
· 단락은 제1~18마디이다. 5/8, 3/4, 5/8, 3/4, 5/8박자이고
템포는 ♪=200이다.
· 단락은 제19~164마디이다.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 단락은 제165~228마디이다. 6/8박자이고 템포는 ♪=45이다.
· 단락은 제228~309마디이다. 6/8, 5/8, 6/8박자이고
템포는 루바토, ♩.=50, ♩.=56이다.
· 단락은 제310~350마디이다. 6/8, 5/8, 6/8박자이고
템포는 ♪=45이다.
거문고협주곡 <청우> 악보에 표기된 악곡 구성을 단락별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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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구성
단 락

마 디

박 자

템 포



1~18

5/8 + 3/4 + 5/8 + 3/4 + 5/8

♪=200



19~164

3/4

♩=90



165~228

6/8

♪=45



229~309

6/8 + 5/8 + 6/8

루바토 +♩.=50 +♩.=56



310~350

3/4

♪=45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기편성은 <표 8>과 같다.

<표 8>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기편성
분 류

악 기 명
소금
대금Ⅰ,Ⅱ

관악기

피리Ⅰ,Ⅱ
대피리
25현 가야금Ⅰ,Ⅱ
거문고
양금

현악기

해금Ⅰ,Ⅱ
소아쟁Ⅰ,Ⅱ
대아쟁Ⅰ,Ⅱ
팀파니
그란카사

타악기

심벌
장구, 꽹과리,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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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협주곡 <청우>는 독주거문고와 관현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현
악 편성 중 관악기는 소금, 대금Ⅰ,Ⅱ, 피리Ⅰ,Ⅱ, 대피리로 이루어져 있고
현악기는 25현 가야금Ⅰ,Ⅱ, 거문고, 양금, 해금34)Ⅰ,Ⅱ, 소아쟁Ⅰ,Ⅱ, 대아
쟁Ⅰ,Ⅱ로 구성되어 있다. 타악기는 팀파니, 그란카사35), 심벌, 장구, 꽹과
리, 트라이앵글의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4) 해금은 현악기로 분류되며, 그 중 활로 문질러 연주하는 악기에는 아쟁과 해금 2가지
가 있다. 『국악총론』,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p.230.
35) 타악기의 일종으로 서양음악에서 가장 큰 북으로서 몸통 양쪽에 가죽을 대고, 머리에
탄성 있는 펠트나 털조각을 넣은 공 모양의 북채로 한쪽 면의 가죽을 친다. 『파퓰러음
악용어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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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 분석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총 203마디이며, 별도의 단락 구분이 없
는 단악장의 곡이다. 거문고의 선율과 고토선율의 변화, 박자 및 템포의
변화를 토대로 크게 --연결구--, 총 다섯 단락으로 나누었으나
본 장에서는 미시적인 분석을 위해 부분별로 사보한 악보를 첨부하였고
제시할 악보 중 중주곡과 협주곡의 첫 번째 마디 위에 ‘중주곡’ 또는 ‘협
주곡’이라고 명칭을 표기하였다.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악보에

, 화살표(↓,↑),

와

를 표시하

였으며, 그에 따른 설명은 각 악보 밑 본문에서 상설하겠다. 부분별 분석
을 제시한 후, 역할, 부분, 마디, 박자, 템포, 내용을 정리하여 단락별 구
성을 밝혀내겠다.

1. 단락 선율 진행 및 특징 분석
단락은 곡의 도입부로 3/4박자와 ♩=90의 템포로 전개한다. 총 16마
디로 구성되며, 악기의 진행에 따라 -a와 a’로 나뉜다. -a의 선율은
<악보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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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a

<악보 6>의 -a는 제1~8마디로 구성되고 고토의 선율로 평온한 분위
기를 나타낸다. 제1마디의 고토는 피아노(p)로 Db음과 Eb음을 동시에 뜯
어 세 박을 유지하고 제2마디에서 옥타브를 올려 같은 음을 연주한다. 제
3마디는 다시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 같은 음을 진행한다. 제4마디에서 Eb
음정 앞에 Db, F음을 꾸밈음으로 표현하여 첫 박을 나타낸다. 제4마디의
표시되어있는

와 같이, C음정에서 Db음으로 연결시켜 부드럽게 이어주

며 연주한다. 이 C음은 Eb도리안 선법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음으로 <청
우>에서 사용된 선법이 도리안 선법임을 보여준다. 제5마디는 Bb음의 추
가로 제1마디보다 풍성해진 효과를 주고 제6~7마디는 제2~3마디와 똑같
이 진행한다. 제8마디는 Bb음 앞에 Ab, C음을 꾸밈음으로 보여주며 첫
박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박에서 G음의 출현으로 곡의 변화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이어지는 -a’, 제9~16마디의 선율은 <악보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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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a’

<악보 7>의 -a’는 거문고와 고토가 음을 주고받는 형태로 전개한다.
거문고창작곡에서 볼 수 있는 주법인 술대로 두드리는 주법36)을 사용하여
첫 마디는 술대로 음정을 한번 두드리고 두 번째 마디는 술대로 두드리며
트레몰로 한다. 이 주법을 통해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
하고 있다. 두 마디 단위로 반복하는 형태는

를 통해 악보에서 볼 수

있다. 악센트는 피아니시모(pp)로 시작하여 디크레센도로 마무리한다. 고
토는 앞의 여덟 마디, 제1~8마디와 유사한 진행을 하나 제12마디는 Db,
Eb음과 Ab, C음을 짚어주고 제16마디는 제12마디에서 나온 주요음을 8
분박으로 분할하여 전개한다. 고토의 주요음은

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C음을 통해 도리안선법의 특성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락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36) 한나리, 『정대석 거문고 독주곡의 음악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4.

- 21 -

<표 9> 단락의 구성
역할

부분

마디

a

1~8

도입부
a’

박자

템포

3/4

♩=90

내용
고토선율 진행

9~16

고토, 거문고 선율 진행

단락은 곡의 도입부로 고토의 화음을 통해 평온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a는 고토만 출현하고 -a’는 거문고와 고토가 같이 선율을 진행한다.
거문고의 술대로 두드리는 주법을 통해 비가 내리는 모습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단락이다.

2. 단락 선율 진행 및 특징 분석
단락은 곡의 전개부로 3/4박자와 ♩=90의 템포이다. 제17~72마디로
총 56마디이고 제1주제 선율과 변주부분, 제2주제 선율과 변주부분으로
-b, b’, c, c’,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b, c 부분에서는
하여 주제선율을 나타내었다.
-b의 선율 중 제17~24마디는 <악보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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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

<악보 8> -b
1 주
제

<악보 8>의

로 표시한 부분은 단락의 제1주제 선율을 제시하고

있다. 메조포르테(mf)로 시작하여 단락보다 확대된 음향으로 곡을 전개
한다. 거문고는 각 줄의 첫 박에 문현을 사용하여 마디의 시작을 강조하는
구조적기능37)을 보여준다. 제17마디의 거문고는 Eb, Bb, Ab, Bb, Gb, F,
Ab, Db의 음으로 전개하고 고토는 Db, Bb, Eb음의 화음을 사용하여 두
마디 간격으로 이어준다. 제18마디의 고토는 옥타브 위의 Db, Eb음으로
전개하고 거문고가 출현하는 첫 박과 세 번째 박 사이에 여음을 채워주고
있다. 제19마디의 고토는 F, Db, Bb, Ab음으로 화음을 사용하여 거문고
의 선율을 뒷받침한 후, Bb, C, Db으로 거문고의 선율을 이어간다
제21마디는 제17마디와 같으나 고토의 Bb음정이 추가되어 전보다 다채
로운 화음을 연주한다. 제22~23마디의 거문고는 제18마디와는 상이한 것
을 알 수 있다. Db음으로 도약하고 제23마디에서 C음인 특성음을 보여준
37) 한나리, 『정대석 거문고 독주곡의 음악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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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4마디에서 거문고가 길게 여음을 이끌고 있을 때, 고토는 대신 선
율을 전개한다. 제20마디와 제24마디가 고토가 선율을 전개해 나아가는
부분이고 그 선율은

로 표기하였다.

-b의 선율 중 제25~32마디는 <악보 9>와 같다.
<악보 9> -b

<악보 9>를 살펴보면 제25~28마디의 선율은 제17~20마디의 선율과 똑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29마디는 거문고의 ‘싸랭’ 주법이 처음으로 출현하
여 첫 박을 강조한다. 이는 제29마디에

로 나타내었다. 제29~32마디는

Eb, Gb, F, Bb, F, Eb, Bb음으로 전개한다.
제31~32마디의 거문고는 세 박자로 음을 유지할 때, 고토가 거문고의
선율을 하행진행 하고 하행진행하는 고토의 선율은 화살표로 제32마디에
표시했다. 제32마디의 거문고는 손가락으로 Bb음을 피아노(p)로 부드럽게
뜯으며 -b를 마무리한다.
-b’의 선율은 <악보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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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b’

<악보 10>을 보듯이, -b’는 -b와 달리 고토가 주제선율에 합류하여
전개한다. 고토의 제33~34마디에서 나타나는

와 같이 제37~38마디의

는 똑같이 진행한다.
거문고는 제33~35마디가 제41~44마디가 같으나 제36마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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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45마

디의

와 같이 Bb음과 F음으로 상이한 진행을 보인다. 이는 반종지 형태

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7~39마디의 거문고는 -b의 제21~23
마디와 같이 연주하고 고토는 4분(♩)박과 8분(♪)박을 사용하여 -b보다
분할된 박자로 거문고와 같이 주제선율을 전개한다. 제40마디의

와 같

이, 거문고는 개방현을 사용하여 연결구 역할을 보여준다. 제45~47마디의
거문고는 -b의 제29~31마디와 동일한 진행을 하나 마지막 마디에서 종
지하는 음정이 Bb음과 Eb음으로 상이함을 나타낸다. 제48마디의

를 보

면, 거문고는 Eb음을 피아노(p)로 부드럽게 뜯으며 -b’를 마무리한다.
-b’는 Eb음으로 시작하여 Eb음으로 종지하며, 제39마디에서 C음이 출
현하여 Eb도리안 선법임을 보여준다.
-c의 선율은 <악보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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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c
2주제

<악보 11>의 -c는 제49~64마디로 구성되고

로 표시된 부분과 같

이 단락의 제2주제 선율을 전개한다. 제49~54마디까지 거문고는 두 마
디 단위로 상행진행하여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킨다. 또한, 제53마디 거문
고의

표시와 같이 ‘스르렁’ 주법을 사용하여 첫 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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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가 각 마디에 피아니시모(pp)로 화음을 넣어 거문고의 주제선율이
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제56마디의 거문고는 마지막 박에서 악
센트를 주어 긴장감을 준다. 이는

로 표시하였다. 제49~54마디와 제

57~62마디의 고토, 거문고 선율은 같다.
-c의 거문고 악보를 살펴보면, 붙임줄의 사용으로 강박의 위치가 바
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붙임줄은 단2도로 상행진행할 때 사용하여, 정
악에서 볼 수 있는 거문고의 주법인 추성38)과 같은 효과를 준다. 제63마
디의

와 같이, 거문고는 Ab음정을 주음으로 삼아 추성과 셋잇단음표를

나타내며, 크레센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거문고의 제64마디의 표시
되어있는

와 같이 악센트를 주어 첫 박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개방현을

메조피아노(mp)로 연주하여 강약의 대비를 보여주며, -c를 마무리한다.
-c’의 선율은 <악보 12>와 같다.

38) 괘 위의 현을 무겁게 누르는, 즉 현을 밀어내는 것을 뜻한다. 허윤정, “16세기 이후
거문고 주법의 변천과정-금보에 전하는 만·중·삭대엽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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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c’

<악보 12>의 -c’는 제65~72마디로 구성되고 단락의 제2주제 선율
을 변주하고 있다. 제65마디의 거문고는 문현을 사용하여 첫 박을 강조하
고 손가락으로 뜯는 주법과 자출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음을 연결한다.
로 표시한 부분을 통해 두 마디 간격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문고는 부드럽게 음을 이어주기 위해 제70마디에서 Ab음정 위
에 농현 표시를 통해 떠는 음을 제시하고 있다. 고토는 각 마디의 첫 박에
Eb, Bb음과 Db, Ab화음을 주음으로 사용하여 거문고 선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c’는 포르테(f)로 시작하여 확대된 음향으로 단락을 마무리한
다.
단락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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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단락의 구성
역할

부분

마디

b

17~32

b’

33~48

전개

박자

템포

내용
제1선율 제시
제1선율 변주

3/4

♩=90

c

49~64

제2선율 제시

c’

65~72

제2선율 변주

단락은 거문고가 주제선율을 이끌어간다. 거문고의 손으로 뜯는 주법
이 출현하며, 선율의 상행진행을 통해 긴장감을 부여한다. 반면 고토는 화
음을 사용하여 음향적 밀도감을 더해주고 거문고의 주제선율을 뒷받침한
다.

3. 연결구의 선율 진행 및 특징 분석
연결구는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새로운 선율 또는 형태를 나타
내기에 앞서 단락에서 등장한 선율을 재현하여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락에서 출현할 선율의 형태를 제시하여 두 단락을 연결해주는
연결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새로운 알파벳의 단락으로 구분하
지 않고 ‘연결구’라고 칭하여 분석하였다. 연결구는 중주곡의 제73~88마
디로 총 16마디이다.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연결구의 선율은 <악보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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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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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을 보면, 고토와 거문고가 주제선율을 교차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3~74마디의 고토는 주제선율을 전개하고 거문고는 문현을 메
조피아노(mp)로 이어준다. 이 고토의 선율을 제75~76마디에서 거문고가
동일하게 연주한다. 제78마디와 제79마디의 고토는 단락의 제49마디와
같이 순차적 상행진행을 보인다. 제81~88마디는 고토가 주제선율을 이끌
어간다. 제81~82마디는 제73~74마디의 선율을 4도 아래로 내려 전개한다.
거문고는 개방현을 이용하여 베이스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때, 이 개방현을
손가락으로 뜯어내는 주법을 사용하여 피아노(p)로 고토를 뒷받침한다. 제
84마디의

표시한 부분을 보면, 제84~85마디의 거문고는 단락의 제

23마디의 선율을 피아노(p)로 한 박씩 제시하고 있다. 제86마디의 고토는
단락의 제104마디의 거문고와 유사한 상행진행을 하고 제88마디는 압축
해서 상행진행을 하며 다음 단락으로 연결한다.
연결구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결구의 구성
역할

마디

박자

템포

내용
단락 선율 재현

연결구

73~88

3/4

♩=90

+
단락 선율형태 제시

연결구는 단락에서 등장한 선율을 재현하고 단락에서 출현할 선율
의 형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두 단락을 연결해주는 연결구 역할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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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분석
단락은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전개부로 3/4박자이고 ♩=90의
템포이다. 제89~136마디, 총 48마디로 구성되며, 주제선율의 진행에 따라
제3주제 선율과 변주부분 그리고 제4주제 선율로 나뉘어 -d, d’, e로
총 세 부분으로 전개한다. -d의 선율 중 제89~96마디는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d

3주제

<악보 14>에서

로 표시된 고토의 선율은 단락의 제3주제 선율을

보여준다. 거문고는 제89~96마디까지 두 마디 간격으로 ‘스르렁’을 포르테
(f)로 연주한다. 악센트(>)가 표기되어 있어 확대된 음량으로 고토의 주제
선율을 뒷받침한다. 제89마디의 고토는 순차 상행진행을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제92마디는 하행진행 후 상행진행을 피아노(p)에서 디크
레센도한다. 제93~95마디는 제89~91마디와 선율, 리듬 모두 동일하게 전
개한다. 제96마디의 마지막 박은 단락 제64마디의 거문고 ‘스르렁’과 비
슷한 역할로 고토가 연결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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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 제97~104마디는 <악보 15>와 같다.
<악보 15> -d

<악보 15>에서 알 수 있듯이 제97~104마디는 거문고가 주선율을 전개한다.
제97~102마디의 거문고는 ‘스르렁’ 또는 문현을 사용하여 각 마디의 첫
박에 강조 효과를 준다. 고토는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화음을 사용하여
음량의 풍성함을 더해준다. 제97, 99, 101마디의 고토는 마디 안에서 포
르테(f)와 피아노(p)로 음량의 대비를 보여준다. 고토는 제100마디의 화살
표와 같이, 순차적 상행진행을 하고 있으며, 크레센도를 하여 상승하는 선
율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어 제104마디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나타내며 -d를 마무리한다.
-d’의 선율 중 제105~112마디는 <악보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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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d’

<악보 16>의 거문고는 제105~112마디와 제89~96마디를 똑같이 연주하
며, 두 마디 단위로 ‘스르렁’ 주법을 전개한다. 제105~112마디의 고토도
마찬가지로, 제89~96마디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나 제106, 108, 110마디에
서 리듬을 분할하여 전개하는 것이 다른점이다.

로 표시한 부분은 제

89~96마디에서 진행하는 주요음이다. 이 주요음을 중심으로 Eb음정과 함
께 박자를 분할하여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d’의 선율 중 제113~119마디는 <악보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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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d’

<악보 17>의 고토는 제113~119마디와 제97~103마디가 똑같이 진행한
다. 그러나 마지막인 제120마디에서 D음으로 종지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거문고도 마찬가지로 제113~120마디와 제97~104마디가 유사하
나 제114, 115, 118마디에서 리듬을 분할하여 전개하는 것이 다르다. 제
119마디의

표시를 보면, 거문고는 제103마디와 같은 주요음을 전개하

지만 리듬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120마디의 거문고는
개방현을 사용하고 고토는

와 같이 D음을 나타내며, -d’를 마무리한

다.
-e 중 제121~128마디의 선율은 <악보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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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e
4주제

<악보 18>의 -e는 제121~136마디로 구성되고 단락의 제4주제 선
율을 전개한다.

와 선을 통해 거문고와 고토가 한마디 단위로 주제선

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분별로 제시했던 주제선율의
표시는 -e에서는 생략하였다. 제121마디의 거문고선율을 제123마
디에서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 연주하고 다시 제125마디에서 옥타브 위로
올려 연주한다. 제128마디의 거문고는 두 번째 박에 악센트(>)를 주어 강
조하고 있다. 고토가 주제선율을 전개할 때는 음이 상행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토가 주선율 속에서 긴장감 이끌어 가는 형태로 보인다.
-e 중 제129~136마디의 선율은 <악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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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e

<악보 19>는 제129~133마디의 거문고는 제121~125마디와 동일하게 연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와 선의 표시와 같이, 한 마디 단위로 거문

고와 고토가 주제선율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33,134마
디에서 Eb음과 Gb음이 추가되어 변화음을 제시하고 있고 제136마디에서
개방현을 사용한 후, -e를 마무리한다. 제129~136마디의 고토는 제
121~127마디와 똑같이 연주하고 마지막 제136마디에서 Bb, F, Db, Bb음
의 화음을 넣어 거문고의 선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락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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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단락의 구성
역할

전개

부분

마디

d

89~104

d’

105~120

e

121~136

박자

템포

내용
제3선율 제시

3/4

♩=90

제3선율 변주
제4선율 제시

단락의 d, d’에서는 여덟 마디 단위로 고토와 거문고가 주제선율을
진행하고 e는 한 마디 단위로 교차진행을 한다.

5. 단락의 선율 진행 및 특징 분석
단락은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전개부로 6/8박자이고 ♪=45의
템포이다. 제137~192마디, 총 56마디로 구성되고 주제선율의 진행에 따라
제5주제 선율, 제6주제 선율과 변주부분들로 나뉘어 -f, g, g’, g”로 총
네 부분으로 전개한다. -f 중 제137~144마디는 <악보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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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f

5주제

<악보 20>의

표시는 단락의 제5주제 선율을 보여준다. 춤추듯 율

동감 있게 거문고가 주제선율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토는 이를 뒷받침한
다.

와 같이 거문고는 각 마디 마다 문현을 사용하여 박절감을 준다. 제

137~138마디의 거문고는 첫 박과 네 번째 박의 강을 주는 반면 제138마
디에서 첫 박과 두 번째 박의 악센트(>)를 주어 강약의 위치를 변화시킨
다. 제140마디는 붙임줄이 있어 Ab음에서 추성을 하고 F음을 유지한다.
제141~144마디의 거문고는 제137~140마디를 변화시켜 제138마디의 Ab
음을 생략하고 제144마디에서 거문고 전통곡에서 볼 수 있는 전성과 같이
Ab-Bb-Ab음을 붙임줄로 연결하여 연주한다.
-f 중 제145~152마디는 <악보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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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f

<악보 21>의 거문고는 -b의 주선율을 6/8박자로 압축하여 전개하고
포르테(f)의 확대된 음량으로 선율을 강조한다. 제145~148마디의 고토는
제137~140마디와 동일한 진행을 하나 제146마디의 마지막 박에

로 표

시한 부분인, Db음이 추가된다. 제149~152마디 또한, 제137~140마디와
유사한 진행을 하나 제150마디에 Ab음이 추가되고 마지막 마디인 제152
마디에서 하행진행하는 형태로 변하는 상이함을 보인다. 제152마디의 거문
고는 문현으로 마무리하고 고토는 크레센도로 하행진행을 하며 -f를 마무
리한다.
-g의 선율 중 제153~160마디는 <악보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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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g

6주제

<악보 22>의

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고토가 제153~154마디에서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 거문고가 제155~160마디까지 주제선율을 교차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53~154마디에서 포르티시모(ff)로 거문고가 문현을
지속해주고 고토가 주제선율을 포르테(f)로 진행한다. 제154마디의 거문고
는 헤미올라39) 리듬을 사용하여 리듬을 강조한다. 제156마디의 거문고는
악센트(>)와 뜰(v)의 표기로 강박과 약박을 제시하고 고토는 마지막 박에
하행진행하는 글리산도를 크레센도 시키며 다음 부분으로 연결해주고 있
다. 제157~160마디까지

표시와 같이 거문고가 제6주제 선율을 전개

하며 고토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g 중 제161~168마디는 <악보 23>과 같다.

39) 헤미올라(hemiola) 리듬은 3박자계의 리듬에서 2박으로 구사되는 리듬을 뜻한다. 라틴
어(語) hemiola는 1.5 또는 3:2를 뜻하는 그리스어 hemiolis에서 유래한 유럽 중세의
음악용어인데, 이 헤미올라 리듬을 우리의 민속음악 에서는 엇(旕)붙임, 또는 엇장단이
라고 부른다. 이해식, 「하이브리드 리듬」, 효성대학교 작곡과 특강노트, 1985.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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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g

3 3

22 2 2 2 2

2 2 2

<악보 23>의 고토와 거문고는 주제선율을 교차 진행한다. 제161~164마
디는 거문고는 두 마디 단위로 문현을 포르티시모(ff)로 지속한다. 제161
마디의 고토는 Eb, Gb, F, Eb, F음을 3-3-2-2-2 패턴으로 진행하고 제
162마디에서는 Gb, Bb, Ab, Gb, Ab음을 3-3-2-2-2 패턴으로 전개한다.
제163~164마디는 Bb, Db, Cb, Bb, Cb음을 3-3-2-2-2, Bb, Ab, Bb,
Ab, Gb, F음으로 2-2-2-2-2-2 패턴으로 진행한다. 이 네 마디의 패턴은
거문고가 제163마디부터 이어 똑같은 진행을 하며 제168마디까지 전개한
다. 이때, 고토는 화음을 사용하여 거문고를 뒷받침해주고 마지막 제168마
디에서 글리산도로 크레센도 시키며 -g를 마무리한다.
-g’의 선율은 <악보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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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g’

<악보 24>의 거문고와 고토는 주제선율을 주고받으며 교차진행 형태를
보인다. 제169~171마디의 거문고는 제153~155마디와 동일한 진행을 한
다. 제156마디에서 개방현으로 당김음을 표현한 것이 제156마디와는 상이
하다. 제168마디의 고토는 제153마디의 진행과 동일하나 제170마디의 마
지막 박에 Gb, Ab음을 추가하여 변주하였다. 제171~172마디의 고토는 제
155~156마디와 같은 진행을 한다. 제173~176마디의 경우, 거문고는 제
157~160마디와 같고 고토는 제176마디에서 16분음표의 전개로 제160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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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는 다른 진행을 한다. 제177~180마디의

와 같이 거문고와 고토가

한마디 단위로 주제선율을 교차진행하고 -g’를 마무리한다.
-g”의 선율은 <악보 25>와 같다.
<악보 25> -g”

<악보 25>와 같이, 거문고와 고토가 같이 주제선율을 전개한다. 제181마
디는 Eb, Gb, F, Ab음을 3+3+3+3박으로 제시하고 메조피아노(mp)로부터
크레센도하여 음을 고조시킨다. 제182마디는 Gb, Ab, Bb, Ab, F, Db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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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패턴으로 전개하고 메조포르테(mf)로부터 디크레센도한다. 이어
제183~184마디는 Eb, Gb, F, Ab음을 3+3+3+3박으로, Gb, Ab, Bb, Ab, Bb,
Db음을 2+2+2+2+2 패턴으로 두 마디 안에서 크레센도 한다. 제185~188
마디의 거문고는 제181~184마디에서 출현한 주요음과 패턴을 반복하는데
앞에 문현과 무현을 추가했다. 이때, 고토는 포르테(f)로 화음을 넣어 주제
선율을 한층 고조시킨다. 제189마디의 고토는 거문고의 선율을 뒷받침해주
는 베이스역할을 한다. 이를 제외한 제189~192마디는 제181~184마디와 거
문고, 고토 모두 동일하게 진행한다.
-g”’의 선율은 <악보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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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g”’

<악보 26>의 거문고와 고토는 같은 선율과 리듬으로 진행한다. 제193마
디의 거문고와 고토 모두 Eb, Gb, F, Ab음으로 3+3+3+3 패턴으로 진행
한다. 거문고는 첫 박마다 문현을 삽입하고 고토는 첫 박마다 Bb음과 옥
타브 아래 Eb음을 추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194마디는 Gb, Ab, Bb,
Ab, F, Db음을 2+2+2+2+2+2 패턴으로 전개한다. 제195는 제193마디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반복의 효과를 준다. 제196마디는 Gb, Eb, Gb, Ab,
Gb, Ab음을 2+2+2+2+2+2의 패턴으로 크레센도하며 다음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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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마디는 5/8박자로 박자가 변화한다. 거문고와 고토가 같은 패턴으
로 진행하며 Bb음을 중심으로 3+2+2+3 패턴을 제197~198마디에서 보여
준다. 이때, 거문고는 ‘스르렁’을 3+2+2+3박의 각 첫 박에 추가하여 박자
와 선율을 동시에 강조한다. 고토는 F, Eb음과 옥타브 아래 Bb음을 동시
에 뜯어 화음을 준다. 제199마디는 전과 같은 음정으로 3+2+2+3 패턴을
전개하고 제200마디에서 3+3+2+2+2 패턴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박에서 고
토가 글리산도로 연결구 역할은 한다. 제200마디의 도돌이표로 제153마디
로 돌아와 선율을 반복한다. 두 번째 반복 시에는, 제200마디를 제외하고 제
201마디를 연주한다. Bb음을 중심으로 2+2+2+2+2+2 패턴을 보여주고 마지
막 박의 고토는 크로스로 글리산도하며 제202마디로 연결한다.
제202마디의 거문고는 Eb음을, 고토는 옥타브 위의 Eb음과 Bb, Ab,
Db, Bb음 그리고 옥타브 아래의 Eb음을 포르티시시모(fff)로 강렬하게 연
주한다. 이는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에서 제일 큰 음량으로 강하게 표
현한다. 페르마타로 여운을 준 후, 제203마디에서 거문고가 Eb음을 피아
니시시모(ppp)로 연주하여 극대화된 강약의 대비를 보여준 뒤, 거문고, 고
토 2중주 <청우>를 종결한다.
단락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단락의 구성
역할

부분

마디

발전

f

137~152

g

153~168

박자

내용
제5선율 제시

6/8

제6선율 제시
♪=45

고조

절정

템포

g’

169~180

g”

181~192

제6선율 변주
6/8 + 5/8 + 6/8

제6선율 변주 및 종결

단락의 f, g, g’는 고토와 거문고가 선율을 교차적으로 진행하며, g”
는 제6선율을 동일하게 진행한다. 도돌이표를 통해 제6선율을 반복하여
클라이막스를 나타낸 후, 곡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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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관계
본 장에서는 거문고, 고토 2중주<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두 곡의 악곡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단락을 개
관하겠다. 또한 이 동일한 단락을 중심으로 두 곡의 선율을 비교, 분석하
겠다.

1.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구조 비교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Ⅲ장에서 밝힌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거
문고의 선율과 고토선율의 변화, 박자 및 템포의 변화에 따른 악곡 구조를
밝혀내겠다.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작곡가의 임의대로 단락이 표기되어
있으나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위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악곡 구
조에 의거하여 단락을 나누었다. 또한, 두 곡의 비교에 있어 용어를 단순
화하기 위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이중주’로, 거문고협주곡 <청
우>는 ‘협주곡’으로 칭하겠다.
1)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악곡 구조 분석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악곡 구조는 다음
과 같으며, 악곡구조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 단락은 곡의 도입부로 a, a', 총 2부분으로 전개한다.
· 단락은 곡의 전개부로 b, b', c, c', 총 4부분으로 전개한다.
· 연결구는 단락과 단락 사이를 연결한다.
· 단락은 곡의 전개부로 d, d', e, 총 3부분으로 나뉜다.
· 단락은 곡의 발전부로 f, g, g', g", 총 4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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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악곡 구조
단 락

역 할
a



a'

도입

b
b'



c

전개

연결

d'

3/4

♩=90

1~8
9~16

33~48
49~64

73~88
89~104

전개

e



템 포

65~72

d


박 자

17~32

c'
연결구

마 디

105~120
121~136

f

발전

137~152

g

고조

153~168

g'

절정

169~180

g"

절정 및 종결

181~203

6/8

♪=45

6/8 + 5/8 + 6/8

2)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구조 분석
작곡가는 거문고협주곡 <청우>를 연습의 용이함을 위하여 ---단락으로 나누었다.40) 그러나 본 고에서는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
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크게 여덟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서주---연결
구---카덴차-’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거문고협주곡 <청우>
의 단락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40) 작곡가와의 인터뷰 중(국립국악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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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는 도입부로 제1~20마디를 구성한다. 제1~3마디는 5/8박자이고
템포는 ♪=200이고 강하게 휘몰아치듯이 시작한다. 제4~8마디는 3/4
박자로 변한다. 제9~11마디는 5/8박자, 제12~16마디는 3/4박자,
제17~18마디는 5/8박자이다. 제19~20마디는 3/4박자로 변화하여
♩=90의 템포로 평온하게 전개한다.
· 단락은 곡의 도입부로 3/4박자이고 템포는♩=90이다.
제21~44마디로 a, a', 총 2부분으로 나뉜다.
· 단락은 곡의 전개부로 3/4박자이고 템포는♩=90이다.
제45~100마디로 b, b', c, c', 총 4부분으로 전개한다.
· 연결구는 제101~116마디로 단락과 단락 사이를 연결한다.
· 단락은 곡의 전개부로 3/4박자이고 템포는 ♩=90이다.
제117~164마디로 d, d',e, 총 3부분으로 나뉜다.
· 단락은 곡의 발전부로 제165~228마디이다.
제165~224마디는 6/8박자, 제225~227마디는 5/8박자, 제228마디는
6/8박자이고 템포는 ♪=45이다. f, g, g', g"로 나뉘어 절정을 보인다.
· 카덴차는 제229~309마디로, 총 81마디이다. 제229~239마디는 6/4박
자로 템포루바토(rubato)이고 제240~309마디는 6/8박자로 바뀐다.
♩.=50, ♩.=56으로 템포의 변화도 보인다.
· ’단락은 재현부로 제310~350마디이다. 제310~345마디는 6/8박자,
제346~348마디는 5/8박자, 제349~350마디는 6/8박자이고 템포는
♪=45이다. -g, g'를 재현하고 g"'로 곡을 종결한다.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구조를 정리해보면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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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악곡 구조
단 락

역 할

서주

도입
a

1~20

박 자
5/8 + 3/4

템 포
♪=200
♩=90

21~28



도입
a'

29~44

b

45~60

b'

3/4

♩=90

3/4

♩=90

3/4

♩=90

3/4

♩=90

61~76



전개
c

77~92

c'

93~100

연결구

연결
d



마 디

101~116
117~132

d'

전개

e

133~148
149~164

f

발전

165~180

g

고조

181~196

6/8



♪=45
g'

197~208
절정

g"

209~228

6/8 + 5/8 + 6/8
루바토

카덴차

229~309

4/6 + 6/8

♩.=50
♩.=56

g

고조

310~325
6/8

’

g'

절정

326~337

g"'

절정 및 종결

3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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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8 + 5/8 + 6/8

<표 14>와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연결구--단락으로 동일하게 구성한다.
그러나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서주, 카덴차, ’ 단락이 추가되어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다르게 연주한다. 관현악과 거문고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서주, 독주악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카덴차, 곡의 종지 단락인
’를 삽입하여 협주곡 형식에 맞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3)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동일단락 비교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은 a, a’로 동일하게 구성한다. 다만, 협주곡의
경우, -a’를 두 번 반복한다. 두 곡의 단락 구성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 구성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부분

마디

a

1~8

a

21~28

a’

9~16

a’

29~36
37~44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은 -b, b’, c, c’로 구성하고 연결구 또한,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두 곡의 단락 구성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고 연결구의 구성은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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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 구성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부분

마디

b

17~32

b

45~60

b’

33~48

b’

61~76

c

49~64

c

77~92

c’

65~72

c’

93~100

<표 18> 중주곡과 협주곡의 연결구 구성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부분

마디

연결구

73~88

연결구

101~116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은 d, d’, e로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두 곡
의 단락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 구성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부분

마디

d

89~104

d

117~132

d’

105~120

d’

133~148

e

121~136

e

149~164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은 f, g, g’, g”로 동일한 구성으로 연주하나 중
주곡과 협주곡의 -g”의 마디 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주곡의 -g”
는 제181~203마디로 총 23마디이다. 그러나 협주곡의 -g”는 중주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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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0마디만 전개하여 총 여덟 마디로 구성한다. 두 곡의 단락 구성
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 구성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부분

마디

f

137~152

f

165~180

g

153~168

g

181~196

g’

169~180

g’

197~208

g”

193~200

g”

209~228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은 단락과 유사하나 f부분을 제외하고 g,
g’, g”’단락으로 전개한다. 협주곡의 ’단락은 중주곡의 g”를 부분적으로
재현하며, 곡을 종지한다. 두 곡의 ’단락 구성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
다.
<표 21> 중주곡과 협주곡의 ’단락 구성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부분

마디

g

153~168

g

310~325

g’

169~180

g’

326~337

g”

189~203

g”’

338~350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동일한 단락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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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주곡과 협주곡의 동일단락 구성
단락

중주곡

협주곡

부분

마디

마디

a

1~8

21~28

a’

9~16

29~36 (37~44)

b

17~32

45~60

b’

33~48

61~76

c

49~64

77~92

c’

65~72

93~100

73~88

101~116

d

89~104

117~132

d’

105~120

133~148

e

121~136

149~164

f

137~152

165~180

g

153~168

181~196

g’

169~180

197~208

g”

193~200

209~228

g

153~168

310~325

g’

169~180

326~337

g”

189~203

338~350





연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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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이한 단락은 거
문고협주곡 <청우>에서 추가된 부분으로 서주와 카덴차이며. 이를 정리하
면 <표 23>과 같다.
<표 23> 협주곡의 추가단락 구성
단락

마디

서주

1~20

카덴차

229~309

2.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선율 비교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거문고 선율과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독
주거문고 선율은 똑같은 진행을 보이기에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독주거
문고 선율은 생략하겠다. 따라서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거문고와
고토 그리고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관현악의 악보를 같은 단락별로 나누
어 첨부하겠으며,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경우, 관현악 중 출현하는 악기
만 간추려 악보에 제시하겠다.
악보의 좌측에는 ‘중주곡’과 ‘협주곡’을 표시하여 악곡을 밝히고 분석을
통하여 하단의 협주곡 부분 우측에 각 악기의 역할 또는 선율의 형태 등
을 기재하겠다. 중주곡에서 협주곡으로 변화한 양상을 중심으로 ‘고토’,
‘고토上’, ‘고토下’, ‘상이’, ‘유사’, ‘거문고’, ‘베이스’로 총 일곱 가지로 분
류하여 나타낼 것이다.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관현악이 보여주는 역할
및 내용을 정리하여 두 곡의 비교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하여 두
곡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중주곡에서 협주곡 변화한 양상을 선율 및 형태에 따라 일곱 가지로 분
류한 방법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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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선율 및 형태 분류법
역할

내용

고토

중주곡의 고토선율과 똑같이 전개한다.

고토上

중주곡의 고토 위 선율과 동일하게 전개한다.

고토下

중주곡의 고토 아래 선율과 동일하게 전개한다.

상이
유사

중주곡과는 다른 선율로 협주곡 내에서
독자적인 선율로 진행한다.
중주곡의 거문고 또는 고토의 선율 및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한다.

거문고

중주곡의 거문고와 동일하게 연주한다.

베이스

협주곡에서 베이스역할을 한다.

1) 단락의 선율 비교분석
-a는 중주곡의 제1~8마디이고 협주곡의 제21~28마디이다. 중주곡의
-a는 도입부로 고토가 주선율을 전개했으며, 협주곡에서는 25현, 소아
쟁, 대아쟁이 선율을 진행한다. 중주곡과 협주곡의 -a 선율은 <악보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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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a
중주곡

협주곡

고토

베이스

베이스

<악보 27>의 -a는 중주곡의 고토의 역할을 협주곡에서 25현Ⅰ이 똑
같이 전개한다. 소아쟁은 Db, Eb음을, 대아쟁은 Ab음을 디크레센도하여
피아니시모(pp)로 지속하며 베이스역할을 하고 있다. 소아쟁과 대아쟁이
도입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5현의 선율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a’는 중주곡의 제9~16마디이고 협주곡의 제29~36마디이다. 중주곡에
서 -a’는 거문고와 고토가 음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빗
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고토가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협주곡에서는 독주거문고와 소금, 대금, 25현, 양금, 해금,
소아쟁이 출현하여 -a’를 이끌어가고 있다. 중주곡과 협주곡의 -a’ 선
율은 <악보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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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a’
중주곡

협주곡

상이

유사

고토

유사

상이

상이

<악보 28>을 살펴보면, -a’는 25현Ⅰ이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재현한
다. 소금은 독자적인 선율로 제29~21마디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선율로
해금과 소아쟁이 제33~36마디를 연주한다. 대금과 양금은 고토와 독주거
문고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금의 아래 성부는
고토의 Db, Eb화음에서 Eb음을 차용하여 지속하였고 위 성부는 Bb, C,
Db음을 연주하여 거문고의 선율을 제시하며 제32마디는 Ab, C음으로 고
토의 선율을 연주한다. 양금은 Db, Eb화음을 고토의 선율에서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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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마디 동안 반복하는 동시에 독주거문고의 선율을 진행한다. 따라서 대
금과 양금은 독주거문고와 고토의 선율을 결합하여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주곡에서는 -a’를 반복한다. 제37~44마디는 제29~36마디를 반
복하여 비가 한 방울씩 내리는 모습을 강조하며 단락을 마무리한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관계를 단
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Ⅰ이 연주하고 소아쟁,
대아쟁은 베이스역할을 한다.
· -a’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Ⅰ이 전개하고 대금,
양금은 고토의 선율과 독주거문고의 선율을 결합하여 두 선율과 유사
하게 진행한다. 소금, 해금, 소아쟁은 독자적인 선율을 교차진행한다.

2) 단락의 선율 비교분석
-b는 중주곡의 제17~32마디이고 협주곡의 제45~60마디이다. 중주곡
의 -b는 거문고가 제1주제 선율을 제시하고 고토가 화음으로 이를 뒷받
침한다. 협주곡에서는 독주거문고와 25현, 양금,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선율을 전개해 나아간다.
중주곡과 협주곡의 -b 선율은 <악보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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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b
중주곡

협주곡

고토

고토上

중주곡

협주곡

고토

고토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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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에서 보듯이 -b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Ⅰ,
Ⅱ가 동일하게 연주한다.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연주하고 제49마
디에서는 고토의 아래 선율 중 화음을 Eb 근음으로 자리바꿈하여 연주한
다. 제45마디의 트라이앵글이 메조포르테(mf)로 출현하여 -b가 시작되
는 첫 마디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45~46마디의 해금은 Eb, Gb음을, 소아
쟁은 Gb, Bb음을 메조피아노(mp)에서 피아니시모(pp)로 지속한다. 제45
마디의 대아쟁은 피치카토(pizz)주법으로 Eb음을 제시하는데, 피아노(p)로
제45마디, 제49마디, 제53마디, 제57마디 즉, 네 마디 단위로 지속한다.
이는 중주곡의 거문고와 같이 첫 박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이스 역할을 보
여준다.
-b’는 중주곡의 제33~48마디이고 협주곡의 제61~76마디이다. 중주곡
의 -b’는 제1선율을 변주하는 부분으로 거문고와 고토가 함께 주제선율
을 전개해 나아간다. 협주곡의 -b’는 독주거문고, 25현, 양금, 해금, 대
아쟁이 연주한다.
중주곡과 협주곡의 -b’ 선율은 <악보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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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b’
중주곡

협주곡

고토

고토上

거문고

고토下

중주곡

협주곡

고토

고토上

거문고

고토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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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의 -b’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전개
한다. 대아쟁은 제69~74마디까지 고토의 아래 선율과 똑같이 진행하고 제
75~76마디는 독주거문고와 25현Ⅱ의 선율을 결합하여 연주한다. C-Bb음
은 25현Ⅱ의 진행에서 차용하였고 독주거문고의 등장음인 Eb음을 베이스
로 하여 나타내었다. 해금은 중주곡의 거문고와 동일하게 연주하여 주제선
율을

강조한다.

양금은

제61~64마디는

Bb(트레몰로)-Ab-Bb(트레몰

로)-Gb-F(트레몰로)-Ab-Db(트레몰로)의 형태로 진행한다. 즉, 마디의 첫 박
과 두 번째 박에 트레몰로하여 주요음인 Bb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1~66마디는 Eb, Bb음과 Ab, Db음, Eb, Bb음을 두 마디 간격으로 지속
하고 제67, 68마디는 한 마디씩 Ab, Eb음과 Eb, Ab음을 전개한다. 제
69~72마디는 Eb, Bb음과 Ab, Db음을 두 마디씩 이어준다. 이어 양금은
제74~76마디를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한다. 중주곡의 -b’는 거문고와 고
토의 주선율이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주곡에서는 독
주거문고의 선율을 해금이 함께 연주하고 고토의 선율을 25현이 똑같이 이
어간다. 이어 양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대아쟁이 고토
의 아래 선율을 연주하며 베이스역할을 한다.
-c의 중주곡은 제49~64마디이고 협주곡은 제77~92마디이다. 중주곡
의 -c는 제2주제 선율을 독주거문고가 전개하고 있으며, 고토는 화음으
로 주선율을 뒷받침한다. 협주곡의 -c는 독주거문고, 대금, 25현, 거문
고, 양금이 연주한다.
-c의 중주곡과 협주곡의 선율은 <악보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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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c
중주곡

협주곡

고토

거문고

중주곡

협주곡

거문고

고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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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은 중주곡의 고토와 협주곡의 25현Ⅰ이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81~84마디에서 거문고가 출현하여 독주거문고와 똑같
이 전개하여 선율을 강조해준다. 제85~92마디의 대금은 Ⅰ,Ⅱ파트로 나뉘
어 전개하는데, 대금Ⅰ은 독주거문고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대금Ⅱ는
양금과 같이 진행한다. 제85~88마디의 대금Ⅱ와 양금은 F-Gb-F-Ab-Gb음을
전개하고 제85~88마디는 F-Gb-Ab-Bb-Eb-F음을 연주한다. 제91마디부터 크
레센도하여 제92마디의 포르테(f)까지 음량을 확대시키며 -c를 종지한
다. 중주곡에서 -c는 곡의 전개부로 고토가 화음으로 독주거문고의 선
율을 뒷받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주곡에서는 독주거문고가 선율을 전개
해 나아가고 있고 대금, 거문고, 양금이 독주거문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선율로 연주하고 있다. 25현Ⅰ이 고토의 역할을 받아 똑같이 연주하여 협주곡
에서 거문고 선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는 중주곡의 제65~72마디이고 협주곡의 제93~100마디이다. 중주
곡의 -c’는 제2주제 선율을 변주하는 부분으로 거문고가 주선율을 이루
고 있으며, 고토가 화음을 사용하여 밀도감을 더해준다. 협주곡의 -c’는
독주거문고, 25현,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연주한다. -c’의 중주곡과 협
주곡의 선율은 <악보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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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c’
중주곡

협주곡

고토

고토下

고토下

고토下

<악보 32>의 -c’는 -c와 동일하게 전개되는 부분이다. 25현이 중주
곡의 고토선율을 연주하고 해금, 소아쟁, 대아쟁은 고토의 화음을 분할하
여 피아노(p)로 출현하여 독주거문고 선율을 뒷받침해준다. 해금이 Ⅰ,Ⅱ
파트로 나뉘어 세 박자씩 박을 이끌어가며, Eb, Gb–Db, Ab–Bb, F–Bb, Eb
음으로 네 마디를 전개한다. 소아쟁은 Eb, Db, Bb음으로, 대아쟁은 Eb,
Ab, Bb, Eb음으로 전개하며 제100마디에서 디크레센도 한다. -c’는 중
주곡의 거문고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으로 고토가 화음을 넣어 거문고
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주곡은 독주거문고가 주선율
을 연주하고 25현,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고토와 동일하게 또는 부분적
으로 연주하여 독주거문고의 주선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 68 -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관계를 단
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b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연주한다.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b’에서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전개한다.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
과 같이 연주한다.
· -c는 협주곡의 25현은 중주곡의 고토선율과 같다. 대금과 거문고는 독주
거문고와 같이 연주하고 양금은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 -c’는 협주곡의 25현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전개한다.
해금, 소아쟁,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분할하여 전개한다.

- 69 -

3) 연결구의 선율 비교분석
중주곡의 연결구는 제73~88마디이고 협주곡의 연결구는 제101~116마디
이다. 중주곡의 연결구는 고토와 거문고가 주제선율을 교차 진행하며, 고
토의 순차적 상행진행이 돋보이는 단락이다. 협주곡의 연결구는 독주거문
고, 소금, 대금, 25현, 양금이 연주한다.
연결구의 선율은 <악보 33>, <악보 34>와 같다.
<악보 33> 연결구
중주곡

협주곡

고토上

고토

고토上

<악보 33>의 연결구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관현악의 25현Ⅰ,Ⅱ, 양금
이 똑같이 연주하고 제105~108마디의 대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진
행한다. 연결구는 중주곡에서 거문고보다 고토의 선율이 강조되는 부분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토의 선율을 25현, 양금이 받고 있고 대금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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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주하여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
<악보 34> 연결구
중주곡

협주곡

고토上

고토上

고토

고토上

<악보 34>와 같이,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소금과 25현Ⅰ,Ⅱ가 연주한다.
제109~112마디는 소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옥타브 위에서 연주하고 25현
Ⅰ이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은 옥타브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113~116마디
에서 대금과 양금이 추가되어 소금, 대금, 25현Ⅰ, 양금이 고토의 위 선율
인 상행진행하는 선율을 뒷받침한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관계를 연결
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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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구 중 제101~104마디는 협주곡의 25현Ⅰ과 양금이 중주곡의 고
토선율을 똑같이 전개한다.
· 연결구 중 제105~108마디는 협주곡의 대금과 25현Ⅰ,Ⅱ와 양금이 중
주곡의 고토선율을 연주하고 대금이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연주한다.
· 연결구 중 제109~112마디는 협주곡의 소금과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진행한다.
· 연결구 중 제113~116마디는 협주곡의 소금, 25현Ⅰ,Ⅱ가 고토의 선율
을 연주하고 대금, 양금이 고토의 위 선율과 똑같이 진행한다. 따라서
연결구의 처음 부분보다 점점 더 확대된 음향으로 고토선율을 진행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4) 단락의 선율 비교분석
-d의 중주곡은 제89~104마디이고 협주곡은 제117~132마디이다. 중주
곡의 -d는 여덟 마디 단위로 고토와 거문고가 제3주제 선율을 전개한다.
협주곡의 -d는 독주거문고, 소금, 대금, 피리, 25현, 거문고, 양금, 심벌,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연주한다.
중주곡과 협주곡의 -d 선율 중 중주곡의 제89~96마디와 협주곡의 제
117~124마디는 <악보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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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d
중주곡

협주곡

고토上

고토下

고토下

고토

거문고

고토下

고토上

고토下

베이스

<악보 35>를 통해 협주곡의 제117~124마디의 25현Ⅰ,Ⅱ는 중주곡의 고
토선율과 동일하게 전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금과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동일하게 전개하고 대금, 피리, 양금, 소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
을 분산하여 전개한다. 고토의 선율이 부각되는 단락으로 거문고와 대아쟁

- 73 -

을 제외한 관현악기 모두 고토의 선율을 보여준다. 거문고는 중주곡의 거
문고와 똑같이 ‘스르렁’ 주법으로 연주하고 대아쟁은 중주곡의 거문고 음정
인 Bb음과 고토의 음정 중 F음을 혼합하여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d 중 중주곡의 제97~104마디와 협주곡의 제125~132마디는 <악보
36>과 같다.
<악보 36> -d
중주곡

협주곡

고토

고토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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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과 같이 25현Ⅰ,Ⅱ가 고토의 선율을 전개한다. 제128마디의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인 상행진행을 고토와 같이 전개한다. 협주곡의 제
117~124마디와는 달리, 출현하는 악기편성이 축소된다. 따라서 독주거문
고와 25현의 선율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d’는 중주곡의 제105~120마디이고 협주곡의 제133~148마디이다. 중
주곡의 -d’는 제3주제 선율을 변주한 부분으로 여덟 마디 단위로 고토와
거문고가 주선율을 전개한다. 협주곡의 -d’는 독주거문고와 소금, 대금,
피리, 25현, 거문고, 양금,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연주한다.
-d’ 중 중주곡의 제105~112마디와 협주곡의 제133~140마디의 선율은
<악보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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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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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과 같이, 협주곡의 25현Ⅰ,Ⅱ와 중주곡의 고토선율이 동일하
게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34마디부터 소금과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의 주요음정을 연주하고 대금, 피리, 양금, 소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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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분할하여 연주한다. -d’는 중주곡에서 고토가 주선율을 이끄는 부
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주곡에서도 거문고와 대아쟁을 제외한 악기들
이 고토선율을 전개한다. 거문고는 독주거문고의 선율과 동일하게 ‘스르
렁’을 두 마디 단위로 지속하고 대아쟁은 -d와 마찬가지로, 중주곡의 거
문고 음정인 Bb음과 고토의 음정 중 F음을 혼합하여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이어지는 -d’ 중 중주곡 제113~120마디와 협주곡 제141~148마
디의 선율은 <악보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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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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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전개한다. 양
금은 -d와 마찬가지로 제144마디에서 상행진행하여 고토의 위 선율을
부분적으로 연주한다. 제145~148마디부터 소금, 대금, 해금, 소아쟁, 대아
쟁이 출현하여 독주거문고와 25현의 선율을 뒷받침한다. 소금과 대금은
독주거문고 선율과 유사한 진행을 하고 해금, 소아쟁, 대아쟁은 한 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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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지속하며 베이스 역할을 한다. 제148마디에서 디크레센도하여 분위기
를 이완시키며 -d’를 마무리한다.
-e는 중주곡 제121~136마디이고 협주곡 제149~164마디이다. 중주곡
의 -e는 제4주제 선율을 거문고와 고토가 한 마디 단위로 교차 진행하
고 고토의 상행진행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선율의 긴장감을 주는 부분
이다. 협주곡의 -e는 독주거문고와 소금, 대금, 피리, 25현, 양금,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연주한다.
-e 중 중주곡 제121~128마디와 협주곡 제149~156마디의 선율은
<악보 39>와 같다.
<악보 39>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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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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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이 연주하는 것을 보
여준다.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하여 상행진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주곡의 -e는 거문고와 고토가 주선율을 교차진행하는 부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주곡에서도 25현과 양금이 출현하여 독주거문고와 주선율
을 주고받으며 이어가고 있다.
-e 중 중주곡 제129~136마디와 협주곡의 제157~164마디의 선율은
<악보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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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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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협주곡의 25현이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57~160마디의 대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전개하고 제161~164
마디의 피리와 소아쟁이 고토의 위 선율을 보여준다. 이때, 해금, 대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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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Ⅰ,Ⅱ파트로 나뉘어 독주거문고와 고토의 음정을 연주하며, 베이스 역
할을 한다. 소금과 대금은 제161마디부터 독주거문고의 선율과 똑같이 연
주하여 주선율을 강조하고 제164마디의 관현악 모두 크레센도를 통해 곡
의 긴장감을 유도하며 -e를 마무리한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관계를 단
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d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진행한다.
소금과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전개하고 거문고와 대아쟁은 베이스
역할을 한다.
· -d’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전개한다.
소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하고 대금, 피리, 양금, 소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나타내고 있다.
· -e는 협주곡의 25현이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나타낸다.
소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하고 대금, 피리, 양금, 소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전개하여 선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단락의 선율 비교분석
-f는 중주곡의 제137~152마디이고 협주곡의 165~180마디이다. 중주
곡의 -f는 6/8박자로 변화하여 거문고가 제5주제 선율을 이끌어가는 부
분이다. 고토가 첫 박마다 화음을 넣어 첫 박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동
시에 선율의 밀도감을 주고있다. 협주곡에서는 독주거문고와 소금, 대금,
피리, 25현, 거문고, 양금, 장구,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연주한다.
-f 중 중주곡 제137~144마디와 협주곡 제165~172마디의 선율은 <악
보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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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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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과 같이 제165~172마디의 25현Ⅰ,Ⅱ 선율은 중주곡의 고토선
율과 똑같이 진행한다.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을 전개하
고 거문고, 소아쟁,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연주하며, 베이스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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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주곡의 경우, -f는 거문고선율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고토가 거
문고의 선율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주곡의 관현악이 고토의
선율을 나누어 전개하여 독주거문고의 선율이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f 중 중주곡 제145~152마디와 협주곡 제173~180마디의 선율은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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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는 협주곡의 25현Ⅰ,Ⅱ선율과 중주곡의 고토선율이 똑같이 진
행한다. 대금,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전개하고 피리, 해금은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한다. 다만, 제180마디에서 대
금은 상행진행을 하여 고토와는 대비되는 진행을 보인다. 거문고, 소아쟁,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분할하여 연주한다. 제165~166마디의 거문
고와 대아쟁은 피치카토(pizz)로 Eb음과 F음을 한 마디씩 지속하는데, 이
패턴을 제172마디까지 반복하며, 베이스 역할을 한다. -f는 전체 악곡에
서 나타나는 장구의 첫 출현으로 6/8박의 리듬감을 더욱 살려준다.
-g는 중주곡 제153~168마디이고 협주곡 제181~196마디이다. 중주곡의
-g는 제6주제 선율을 전개하는 부분으로 곡의 고조를 나타낸다. 협주곡의
-g는 독주거문고와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25현, 거문고, 양금, 그란카
사, 심벌, 장구, 해금, 소아쟁, 대아쟁이 출현하여 곡을 전개해 나아간다.
-g 중 중주곡 제153~160마디와 협주곡 제181~188마디의 선율은 <악보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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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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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을 통해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금, 대금, 해금, 피리는 제181~183마디에서는 고토의
위 선율과 유사한 진행을 보이고 제185~188마디에서는 독주거문고의 선
율과 유사한 진행을 한다. 대피리는 고토의 아래 선율과 같은 형태로 진행
하며 고토 아래 선율 중 Eb, Db, Gb, F음을 연주한다. 거문고는 독주거
문고의 선율과 유사하게 연주하고 양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연주한
다. 다만 글리산도는 양금에서 표현하기 힘든 주법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
인다. 소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형태와 같이 전개하고 대아쟁은 Ⅰ,Ⅱ로
나뉘어 중주곡의 거문고 음정과 고토선율의 음정을 혼합하여 베이스 역할
을 보여준다. 제181~182마디는 그란카사, 심벌, 장구가 포르티시모(ff)로
등장하여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g 중 중주곡 제161~168마디와 협주곡 제189~196마디의 선율은 <악보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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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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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와 같이, 협주곡의 25현Ⅰ,Ⅱ는 중주곡의 고토선율과 똑같다. 제
189~192마디의 소금, 대금, 양금, 해금, 소아쟁이 고토의 위 선율 또는 같
은 형태로 전개하는데, 각 악기의 특성상 선율을 똑같이 연주하지 못하여
주요음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거문고와 대아쟁은 독주거문고와 같이 Eb음
을 포르티시모(ff)로 두 마디 간격으로 연주하여 첫 박을 강조하고 있다.
제193~196마디의 독주거문고가 주선율을 전개할 때는 25현 외에 관현악
이 출현하지 않는다. 이는 제189~192마디와 대비되는 음량을 나타내어 독
주거문고의 선율이 돋보이고 강조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이다.
-g’는 중주곡 제169~180마디이고 협주곡 제197~216마디이다. 중주곡의
-g’는 제6주제 선율을 변주한 부분으로 거문고와 고토가 선율을 교차진행
하여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협주곡의 -g’는 독주거문고와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25현, 거문고, 양금, 그란카사, 심벌, 장구, 해금, 소아쟁, 대아
쟁이 연주한다.
-g’ 중 중주곡 제169~176마디와 협주곡 제197~204마디의 선율은 <악보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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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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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에서 알 수 있듯이, 협주곡의 제203마디까지 25현Ⅰ,Ⅱ와 중
주곡의 고토선율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204마디에서는 고토의 선율을
연주하지 않는다. -g’는 제200마디의 고토가 트레몰로로 나타내는 점을
제외하면 -g와 모두 동일하다.
-g’ 중 중주곡 제177~180마디와 협주곡 제205~208마디의 선율은 <악보
46>과 같다.
<악보 46> -g’
중주곡

협주곡

유사

고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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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을 보면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25현Ⅰ,Ⅱ가 제205마디에서 연
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06마디는 고토의 선율을 찾을 수 없
으며, 25현Ⅱ만이 남아 연주한다. 제207~208마디에서 25현Ⅰ,Ⅱ가 고토의
선율을 전개해 나아간다. 제205마디의 소금, 대금은 Eb음을 8분음표(♪)로
나타내어 첫 박을 강조하고 양금은 Gb, Eb음으로 지속한다. 제207~208마
디는 소금, 대금, 해금이 고토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며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장구가 출현하여 리듬감을 살려주고 있다.
-g’ 중 중주곡 제181~188마디와 협주곡 제209~216마디의 선율은 <악보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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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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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은 협주곡의 25현Ⅰ,Ⅱ의 선율과 중주곡의 고토선율이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11~212마디의 소금이 고토의 선율과 같이 전
개한다. 다만, 악기의 특성상 고토와 16분()박으로 옥타브 위아래의 음정을
내지 못하여 제212마디는 8분(♪)박으로 전개한다. 양금과 해금은 제
209~212마디에서 고토와 같은 진행을 보인다. 제213~216마디는 소금,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은 선율을 보이고 대피리, 거문고,
소아쟁, 대아쟁이 고토의 아래 선율과 같이 연주한다.
-g”는 중주곡의 제189~203마디이고 협주곡의 제217~228마디이다. 중주
곡의 -g” 는 곡의 절정 및 종결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제6주제 선율을 변주
한다. 6/8박자, 5/8박자, 6/8박자로 변화가 있으며, 거문고와 고토가 2박과 3
박의 혼합박을 사용하여 곡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협주곡의 -g”는
독주거문고와 관현악 전체가 출현한다.
-g” 중 중주곡 제189~196마디와 협주곡 제217~224마디의 선율은 <악보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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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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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을 보면 25현Ⅰ,Ⅱ의 선율과 고토선율이 똑같이 진행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제217~220마디의 양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하고 제
220~224마디는 소금,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한
다. 대피리와 거문고,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연주한다. 그 중 대피
리는 고토의 아래 선율 중 밑 성부를 전개한다. 제221, 223마디의 소아쟁
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연주하고 제222, 224마디는 고토의 위 선율을 나
타내어 유사선율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g” 중 중주곡 제197~200마디와 협주곡 제225~228마디의 선율은 <악보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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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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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는 제225~228마디로 ’-g로 넘어가는 연결구이다. 선율보다
리듬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3+2+2+3의 리듬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고토의 등장음인 Bb, Eb, F음을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연주하고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한다. 피리, 대피리, 소아쟁,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화음을 분할하여 전개한다. 고토와 독주거문고는 Bb음을 동일하게 반복하
는데, 해금을 고토의 위 선율로 분석한 이유는 해금의 Bb음이 대금, 소금
의 Bb 음높이보다 고토의 Bb음과 근접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소
금, 대금, 양금, 장구, 해금은 박자를 16분음표()로 분할하여 각 마디의
패턴에 따라 진행하고 피리, 대피리, 거문고, 팀파니, 그란카사, 심벌은 각
패턴의 첫 박만 강조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제228마디에서 25현에서 글리
산도를 하지 않는 점은 중주곡의 고토선율과는 상이하나 전체적인 진행은
고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복되는 단락인 ’-g와 ’-g’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g인 제
310~317마디는 -g의 제181~188마디와 같은 진행을 보이나 제313마디의
양금 Bb의 트레몰로가 출현하지 않는다. 제318~325마디는 -g의 제
189~196마디와 동일하나 제318~321마디까지 양금이 출현하지 않는다.
’-g’의 제326~337마디는 제334, 336마디에서 고토의 선율이 출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g’의 제197~208마디와 같다. ’-g와 ’-g’는 
단락과 똑같이 진행하여 악보는 생략하겠다.
’-g”’ 중 중주곡 제189~196마디와 협주곡 제338~345마디의 선율은 <악
보 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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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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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은 ’-g”’는 곡의 클라이막스를 전개하는 부분으로 25현Ⅰ,Ⅱ
가 고토의 선율과 똑같이 연주한다. ’-g”’는 -g”의 제217~224마디와
유사하지만, 타악기가 해금이 추가되었고 양금이 박을 분할하여 전개한다.
소금,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연주하고 대피리,
거문고,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과 같이 전개한다. 소아쟁은 고토의 아
래 선율과 위 선율을 한마디 간격으로 진행하여 유사한 형태로 분류하였다.
관현악 전체가 출현하여 확대된 음량과 분할된 박자로 긴장감을 고조시킨
다.
’-g”’중 중주곡 제197~202마디와 협주곡 제346~350마디의 선율은 <악
보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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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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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은 곡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단락이자 종지부이다. 25현
Ⅰ,Ⅱ가 고토의 선율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현악 전체가 포르티시모(ff)로
연주하여 곡 전체에서 가장 큰 음량을 보여준다. 소금, 대금, 거문고, 양
금, 해금은 독주거문고와 같이 Bb음으로 나타내고 있고 피리, 대피리, 소아
쟁, 대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을 나누어 연주하고 있다. 5/8박자 안에서
3+2+2+3의 리듬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세 마디 연주 후, 6/8박
자로 변화하여 3+3+2+2+2의 혼합박 구조를 나타낸다. 제349마디에서 중주
곡의 고토와 같이 협주곡의 25현이 글리산도로 강하게 효과를 준 후, 포르
티시시모(fff)와 페르마타로 곡을 종결한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상관관계를 단
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f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연주하고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하고 거문고, 소아쟁, 대아쟁이 고
토의 아래 선율을 연주한다.
· -g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진행한다. 소금, 대
금, 피리는 고토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양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을 전개한다.
· -g’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선율을 전개하고 소금, 대
금, 양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과 같이 진행한다. 대피리, 소아쟁, 대
아쟁은 고토의 아래 선율과 같이 전개한다. 제204마디와 제206마디는
중주곡의 고토선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 -g”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의 선율을 진행하고 소
금,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이 고토의 위 선율을 전개하고 대피리, 거
문고, 대아쟁이 고토의 아래 선율을 연주한다. 소아쟁은 고토와 유사
진행을 보인다.
· ’-g’는 -g’와 똑같이 진행한다. 따라서 협주곡의 제204, 206마디와
마찬가지로, 제333, 335마디에서 중주곡의 고토선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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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협주곡의 25현Ⅰ,Ⅱ가 중주곡의 고토의 선율을 진행하고 소
금, 대금, 피리, 양금, 해금은 고토의 위 선율을 연주한다. 대피리, 거
문고, 대아쟁을 고토의 아래 선율을 표현하며 곡 전체에서 가장 확대
된 음량으로 강렬하게 곡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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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고는 작곡가 계성원의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선율 진행 및
구조를 분석하고 중주곡이 거문고협주곡 <청우>로 변화한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도리안 선법을 사용하고 있다. 플랫
여섯 개로 이루어진 조표 안에서 종지음을, Eb음으로, 특성음을 C음으로 갖
추고 있다. 이를 통해 Eb-F-Gb-Ab-Bb-C-Db-Eb음계로 이루어진 Eb도리
안 선법임을 알 수 있다. 거문고협주곡 <청우>와 동일한 선법을 나타내며
이 선법을 통해 곡 전체의 단조적인 느낌을 준다.
둘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거문고의 선율 진행과 고토선율의
변화, 박자 및 템포의 변화에 따라 --연결구--, 총 다섯 단락으
로 구분된다. 단락은 a와 a'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서정적
인 분위기로 나타낸다. 단락은 b, b', c, c'로 제1선율과 변주, 제2선율
과 변주를 구성한다. 연결구는 단락의 선율을 재현하고 단락에서 나올
선율형태를 제시한다. 단락은 d, d’, e로 제3선율과 변주, 제4선율을 전
개한다. 단락은 f, g, g’, g”로 제5선율과 제6선율, 그리고 변주로 이루
어졌다.
셋째,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거문고의 선율 진행과 고토선율의 변화,
박자 및 템포의 변화에 따라 서주---연결구---카덴차-’, 총 여
덟 단락으로 구분된다. --연결구-단락은 거문고, 고토 2중주 <청
우>와 같은 구성으로 진행하나 협주곡으로 변화하면서 서주와 카덴차가
추가되었다, 서주는 협주곡으로서 곡의 도입부를 제시하는 단락이며, 카덴
차는 협주곡에서 필수적인 단락으로 독주거문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부분
이다. 거문고, 고토 2중주의 단락이 거문고협주곡에서 , ’단락으로
나누어 카덴차 전과 후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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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거문고 선율과 거문고협주곡 <청
우>의 독주거문고 선율은 동일하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의 고토선
율은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25현Ⅰ,Ⅱ가 똑같이 전개한다.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양금, 해금, 소아쟁이 거문고, 고토 2
중주 <청우>의 고토선율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거나 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
인다. 거문고, 대아쟁은 독주거문고의 선율과 부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선율로 진행하며 거문고협주곡 <청우>의 베이스역할을 한다.
다섯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거문고와
고토, 독주거문고와 관현악이 주제선율을 주고받는 교차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3박과 2박의 혼합박 구조를 통해 리듬을 강조하고 분
위기를 고조시킨다. 두 곡 모두 거문고의 개방현을 이용하여 곡 전체에 박
절감을 주고 있고 동시에 음향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현, 전성,
‘싸랭’ 등과 같은 전통적인 주법과 술대로 두드리는 주법, 손가락으로 현
을 뜯는 주법 등 다양한 주법이 적용되어 거문고의 특성을 잘 나타낸 곡
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는 주선율을 진행하는 거문고와 이를 돋
보이도록 뒷받침하는 고토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곡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작된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독주거문고와 관현악의 전개로 독주거문고의 선율을
강조 또는 보조하여 음악의 색채감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원곡으로부터 음
량, 음향, 구성이 확대, 변화된 곡이다.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는 서정적으로 비가 내
리기 시작하는 모습부터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리는 격정적인 모
습까지 대비되는 ‘비의 속성’을 표현한 곡이다. 본 고를 통하여 두 곡을 연주
하는 연주자들에게 곡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연주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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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he Geomungo-Koto
duo and the Geomungo concerto both titled
<The Chaste Rain> by Kye sungwon

Min Young Lee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compares and explo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omungo, Koto duo and the Geomungo concerto pieces titled
“The Chaste Rain” both written by the composer Kye Sungwon.
The conclusion was as follows;
Firstly, in the case of the duo, the notes Eb-F-Gb-Ab-Bb-C-DbEb which makes use of the Eb Dorian mode giving it a minor
key feeling. This use of the mode is exactly the same as the one
used in the concerto piece.
Secondly, in the duo piece which is divided into 5 sections
namely --Bridge--. These sections are divided based on
the

melody,

time

signature,

rhythm

and

tempo.

While the

concerto piece has a similar division, it is however includes an
intro section and further divides the section  by a cadenza in
the middle making the format different “Intro-- -Bridge--
-Cadenza-”.
Fourthly, the Geomungo melody used in both versions of the

- 169 -

piece is similar with the Geomungo and the Dae-Ajaeng playing
the role of the base. While the Koto’s melody was split between
the orchestra. The 25 string Gayageum plays the main Koto
melody while the Sogeum, Daegeum, Piri, Dae-Piri, Yanggeum,
Haegeum, So-Ajaeng shares a portion of a similar melody to that
of the Koto.
Lastly, both versions have their melodic forms intersecting in a
call and response format. The vivid expression of the rain is
interpreted through the use of changes in the rhythmic cycle
throughout the pieces.
In conclusion, the composer’s expression of the title of the
piece “The Chaste Rain” shows its harmony and purity which can
be felt when listened to. As a performer I believe it my duty to
project my knowledge of these pieces to fellow performers in
order to help them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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