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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강은구 작곡, 대금과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죽정(竹亭)>을 분석하여 전체 악곡의 구조와 주요 음계를 파

악하였다. 그리고 협주 선율인 대금 독주 파트를 수평적으로 분석하

고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와 대금 독주 파트의 유기적 관계를 수

직적 분석하여 곡이 가진 음악적 특징과 새로운 합주 형태인 100인

의 대금 오케스트라의 음향적 결과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

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곡의 악곡 구성은 �,�,�,�,�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부분은 대나무 숲의 정취를 상징하는 말들로 작곡가가 제시하

는 나타냄 말이 있는데 �부분은 ‘푸르게..’, �부분은 ‘반듯하게....’, 

�부분은 ‘넉넉하게...’ �부분은 ‘일렁이듯이...’, �의 나타냄 말은 ‘죽

정(竹亭)’으로 전체의 풍경을 큰 시야로 바라보는 마무리 부분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대금 독주 파트의 수평적 선율 분석결과 영산회상 상령산의 

선율이 그대로 연주되거나 장2도, 완전4도, 완전5도 관계의 선율진행

을 통해 변화 확장되고 있고, 대금의 시김새나 긴 시가의 지속음 등

으로도 영산회상 상령산의 모티브 주제선율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중 16분음표 리듬형으로 가장 많은 

출현과 변형이 나타나는 특정 선율 ㉰는 본 곡의 대표선율임을 알 수 

있었다. 작곡가는 ㉰선율을 통해 반음계 진행의 단2도 증2도의 순차

적 선율선을 자주 출현시켜 전통음악에서 12율려가 가지고 있는 양

률과 음려의 상징성을 각각의 음에 부여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

다. 

넷째,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분석결과 악곡의 각 부분은 처음 �

부분에서 제시된 선율들의 반복과 변형, 확대된 선율들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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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에서는 무속 장단인 봉동채 장단의 등장으로 앞부분들

의 아악계통의 정악 풍의 장단의 흐름에서 대비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장 많은 새로운 형태의 리듬의 등장과 변형, 

반복을 보이고 있으며 곡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대금 독주 파트 선율 분석을 통해 가장 많은 반복과 변형

으로 곡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 특정 선율 ‘㉰’는 리

듬과 선율의 모방을 통해 대금 독주파트 뿐만 아니라 대금오케스트라

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섯째, 대금 오케스트라와 대금 독주 파트 선율과의 관계를 대위

적, 화성적 관계로 살펴본 결과 성부조직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전

통음악의 성부조직 구조인 헤테로포니로 나타났다. 이러한 헤테로포

니 성부조직 구조를 통해 본 곡은 정악 합주에서 드러나는 전통 정악 

대금의 음향적 역할을 구현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본 고의 분석연구를 통해 대금과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를 위

한 협주곡<죽정(竹亭)>은 전통음악의 성부조직적 특징을 사용하여 정

악대금의 음색적, 음향적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0

인의 대금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합주형태의 현대적 앙상블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합주 형태에 대한 연

주자들의 음악적 이해를 넓혀 대금 창작곡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 대금 협주곡, 영산회상, 죽정, 

대금 창작곡

학  번 : 2011-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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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악 창작곡은 서양의 오선보 기보법을 수용하게 된 이후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들이 복합되어 시대와 소통하기 위해 끊

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국악기의 대표적인 관악

기인 대금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악기의 개량과 연주법의 발달들

을 통해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창작곡 분야에 있어 다양한 발전과 도

약을 이루고 있다.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독주곡과 중주곡, 합주곡이 주를 이루었

던 초기 국악 창작곡의 연주 형식처럼 대금 창작곡의 연주 형식도 비

슷한 흐름을 보인다.1) 1957년, 최초의 대금 창작 독주곡인 김기수2)

작곡 <해월>을 시작으로 1962년 이성천3)의 <독주곡 제2번>, 1964

년 김정수4)의 <초심1.2.3.>, 1968년 이상규5)의 <우무(雨霧)>, 1968

1)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1941-1995” (서울: 국립국악원·한국국악교육학회, 

1996); “한국전통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1996~2005” (서울: 국립국악원, 2012);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 목록 2006~2016”(서울: 국립국악원, 2017)을 참고함. 

2) 김기수(金琪洙 1917-1986) 작곡가, 대금연주가. 아악부원양성소 졸업생, 제 3대 국

립국악원장(1973-1977). 1939년 이왕직의 신곡공모에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

曲)이 당선되었고 1941년 4중 병주곡인 “세우영”(細雨影)을 작곡했다. 1960대 까지 

작품 중 대금 독주곡으로는 “해월”, “설죽”이 있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인사전』, 

서울: 보고사, 2011.

3) 작곡가 이성천은 1936년 함경북도 길주 출생으로 1961년 서울대 국악과 작곡전공으

로 입학해 1962년 국립국악원 주최 신 국악작품 공모에 2등 입상하였다. 1969년, 

1971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신문사 주최 한국문화대상 국악부문 창작상을 수상하였다. 

이성천은 형식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에 내제된 정신 의식 사상과 감정정서와 아름다

움을 표현하려 했고 절제된 감정으로 이를 나타냈다. 김효정, “이성천 중주곡 36번 

<대금, 해금, 21현금을 위한 ‘함경도 풍구소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6), 5-8쪽.

4) 김정수는 대금연주자, 지휘자로 더욱 알려져 있고 작곡은 대금독주곡인 <初心>시리

즈 일곱곡만을 작곡해오고 있다. <初心>시리즈는 한국음악의 전통적인 요소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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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해식6)의 <산조(散調)>, 황병기7)의 <대금독주곡 '慢數慢還入'> 

등 여러 대금 독주곡과 중주곡, 대금이 포함된 합주곡들이 다수 작곡

되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독주곡, 중주곡, 합주곡 외에도 서양의 관현

악합주의 형태를 수용한 국악 관현악이라는 새로운 합주 형태가 형성

되면서 국악 창작 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65년 서울시

립국악관현악단을 시작으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국악관현악

단들8)이 구성되면서 창작 국악 관현악곡을 비롯하여 국악 관현악을 

위한 국악기 협주곡들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대금 협주곡의 흐름 또

한 살펴보자면 1965년, 최초의 대금 협주곡인 조재선9) 작곡 <젓대를 

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으로 대금의 전통적인 시김새와 음색을 풍미하면서 연주할 수 

있다는 데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한미희, “김정수 작곡 대금독주곡 <초심Ⅰ, 

Ⅱ, Ⅲ, Ⅳ>의 분석”(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쪽.

5) 이상규는 1944년 서울 출생으로 국악사양성소에서 김성진에게 대금을 사사받았다. 

당시 작곡가였던 김기수의 영향을 받아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하였다. 제1회 전국 신

인국악경연대회에서 <하늘의 꿈>으로 작곡부분에 입상, 1978년 대한민국작곡상에서 

<대바람소리>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허유진, “이상규 작곡 <마음> 분석연구”(서

울: 한양대학교 국악학과 석사학위논문,2013), 6쪽.

6) 이해식은 1943년 전라북도 부안 출생으로 1962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약 1년 

4개월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196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에 입학하여 국악작곡을 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했다. 1968년에 동

아콩쿠르 최초로 <piano trio>와 <가야금을 위한 3장>으로 각각 서양음악 작곡 부문

과 국악작곡 부문에 동시 입상하였다. 김현수, “이해식 국악작품의 현대적 모색: 중

주곡 ‘삼위위상’ 분석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5쪽.

7) 황병기 (黃秉冀 1936년생) 가야금 연주자. 작곡가. 서울출생. 1956년 서울대 법대 

재학때 kbs 주최 전국국악콩쿠르에 입상했고 1959년 동 대학을 졸업했다. 1962년 

국립국악원 주최 신작국악연주회에서 “국화옆에서”를 발표하면서 작곡을 시작해 

1963년 가야금작곡집 『침향무』를 내놓았고 대금 독주곡 “하림성” 및 피리 독주곡 

“풍요” 등을 작곡했다. 1973년 한국영화음악상, 1990년 올해의 예술인상, 1992년 

중앙문화대상, 1995년 백상예술상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인

사전』,서울: 보고사, 2011. 

8)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1965년 창단, KBS국악관현악단 1985년 창단, 국립국악원 

1951년 개원(개원이래 창작악단이 2004년 창단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창작곡들을 발

표해왔다.), 국립국악관현악단 1995년 창단, 경기도립국악단 1996년 창단. - 정소희,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8-9

쪽.

9) 조재선(1938~2004) 경기도 이천 출생. 국립국악원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으로 입



- 3 -

위한 시나위>를 시작으로 이상규 작곡의 대금 협주곡 <대바람 소

리>, 이강덕10)의 <대금협주곡 2번>, 이준호11)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와 관현악>, 김희조12) 작곡 <한범수류 산조에 의한 대금협주곡> 등 

1980년대-1990년대에 이르러 산조 협연과 같은 전통적 선율의 재해

석등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들이 대금 협주곡에 발견되기 시작한

다.13)

2000년대 이후, 대금 협주곡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작품

소하여 대금을 전공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때 작곡으로 전공을 바꾸어 정회

갑에게 사사를 받았다. 1966년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슬리안 대학원

에서 종족음악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북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 국악

과 교수를 역임한 조재선은 대금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론가로 다양한 능력을 펼쳤

다. 정소희, 앞의 책, 1-2쪽.

10) 이강덕은 1928년 서울 종로에서 출생하여 1941년 13세에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

부원양성소에 입학하였다. 경성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시창, 청음, 화성법, 대위법 등의 

본격적인 서양음악의 이론을 기초를 닦게 된다. 1962년 신국악작품공모에 당선된 이

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창작음악의 1세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작곡 활동을 펼친다. 

1981년에 대한민국 작곡상을, 1984년에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

며 2007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고 그해 타계한다. 김은지,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

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관현악곡 ‘새나라’와 ‘새하늘’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6), 21-22쪽.

11) 작곡가 이준호(李準鎬, 1960년 출생)은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대

금을 전공,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이자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내악단 슬기둥의 창단 주역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여 국악의 대중

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주자, 지휘자 뿐만 작곡가로도 큰 족적을 남겼는데 독주곡

부터 마당놀이까지 여러 분야에 역작을 남겼다. 노성덕, “이준호 작곡 대풍류 주제에 

의한 협주곡 <풍류>연구”(서울: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쪽.

12) 작곡가 김희조(1920~2001)는 학생시절부터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서양음악으

로 음악에 입문하여 은행원, 경리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중에도 화성법, 

대위법 등을 독학으로 꾸준히 공부하였다. 1948년부터 1957년까지 10년간 군악대장

으로 활동하였고 많은 행진곡을 작곡하였다. 이후 신흥대학교(현 경희대학교) 작곡과 

음악강사로 출강, 1967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맡게 된다. 1973년 사

임할 때까지 정기공연 및 임시공연을 통하여 수많은 작, 편곡 작품 발표와 우리 전통

악기 편성에 의한 연주상의 정통기술을 확립하여 창작과 연주사에 많은 공헌을 하였

다. 심상욱, “김희조 작곡 <합주곡 3번> 지휘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4), 6-7쪽.

13) 정소희, 앞의 책,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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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 이전에 비해 비약적 팽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는 실질적인 곡의 양 뿐만 아니라 대금 주법연구의 활성화, 현대음악 

어법을 사용한 작곡가들의 파격적인 시도, 표제음악, 시대성을 띄는 

음악 등 작품에 대한 표현 방법과 소재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14)

대표적인 곡으로는 김대성15) 작곡 <풀꽃>, 강은구 작곡 <녹아내리는 

빙하>, 이건용16) 작곡의 대금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적 환상곡 <풀>, 

조원행17)의 <타래>, 박병오18) 작곡 <대금협주곡1> 등 이 있다. 

14) 정소희, 앞의 책, 41-43쪽.

15) 작곡가 김대성은 1989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작곡전공으로 졸업

하고 199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까지 국악뿐만 아니라 

서양음악, 뮤지컬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음악을 기반

으로 현대적 어법들을 사용하여 국악창작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작곡가이다. 주민경, 

“김대성의 대금협주곡 <풀꽃> 분석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4쪽.

16) 이건용은 1947년 9월 평안남도 대동군 출생이다. 196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음악작곡을 공부하였다. 1976년 독일 유학을 떠나 WZimmermann교

수에게 작곡을 사사 받았고 귀국 이후에는 대구 효성여대 작곡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였다. 1998

년 금호음악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보관문화훈장, 2013년 청조근정훈장을 수상

하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소민, “‘대금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적 환상곡 <풀>’

의 독주대금 선율 분석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쪽.

17) 조원행은 1968년 충북 청주 출생이다. 1987년 중앙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으로 입

학해 전인평에게 국악이론과 국악작곡을 공부하였다. 중앙대학교 졸업후 1993년 뉴

욕시립대학원에 진학하여 Noah Crashvisky와 뉴욕 필하모닉 부 지휘자 Prof. 

Tanya Leon에게 사사받았다. 1989년에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작곡상ㅇ르 받고 

1996년 미국음악학회 주관 ‘I.S.A.M.작곡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작곡

상을, 2012년에는 신악회 국악작곡대상 국악작곡상과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

였다. 조원행의 음악은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전개를 이루며 동시에 서정적이며 대중

적이기도 하다. 장르와 주제를 불문하고 뚜렷한 동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국악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채화정, “대금협주곡 <타래>분석연구”(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7-9쪽.

18) 작곡가 박병오(朴炳五, 1967)는 서울 출생으로 대금연주자로 음악생활을 시작한 작

곡가이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립국악단 대금수석을 역임하였으며, 우리의 

전통적 음악 형식과 현대음악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무사시노 

음악대학원작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Matusita Isao와 Ban Kouya를 사사하였

다. 2004년 한국국악협회주최 관현악부문 입상과 2004년 대전연정국악원주최 창작

초연곡 작품 공모 대상 수상을 비롯해 2008년 KBS창작관현악곡 공모 국악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양혜지, “박병오 작곡 <대금협주곡 1번> 분석연구: 독주대금 

선율을 중심으로”(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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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악 창작곡의 시대별 흐름 속에는 연주 형식의 변화와 그

에 따른 창작곡의 질적, 양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대금 창작곡의 

역사 또한 독주곡에서 협연 곡에 이르기 까지 연주 형식의 변화와 창

작곡의 내용적 변화에 있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7년 제17회 대금연구회19) 정기연주회에서 김대성 작곡의 

대금 협주곡 <진혼산야>라는 곡과 최승식 작곡 대금협주곡 <추야우>

라는 곡이 초연되었는데 이곡들은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20)를 위한 

대금 협주곡이라는 새로운 합주형태를 처음 선보였다. 뒤이어 2018

년 제18회 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에서도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를 

위한 2곡의 협주곡이 초연되었는데 이경은 작곡 대금 협주곡 <두루

거리>와 강은구 작곡 대금협주곡 <죽정>이다. 

강은구 작곡의 <죽정(竹亭)>은 근래에 작곡되어지는 대금 협주곡들

과 다르게 현대음악어법을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합주 형태인 100인

의 대금오케스트라를 적극 활용하여 대금이 가지고 있는 정악, 풍류

음악의 멋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작곡가만의 작곡어법으로 협주 선

율인 대금 독주 파트와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의 음향적 조화로움

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의 현대

적 앙상블을 통해 대숲의 정취라는 결과물을 매우 분명하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곡인 것이다. 

현재까지 대금 협주곡 중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금협

주곡으로 창작된 곡은 4곡에 이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새로운 합주 형태의 등장은 앞으로의 대금 창작곡 

19) 대금연구회는 대금의 음악적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6월 

발족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전통음악뿐만 아닌 대금창작곡 발표와 학술

회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는 100명으로 이루어진 대금연주자들이 연주한다. 그밖에 

작곡가의 작품에 따라 타악기와 기타 관악기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오케스트라’는 관

현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금 연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합주의 형태를 지칭

하는 정확한 용어로는 맞다 할 순 없지만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음향적 균형을 

대금만으로 채워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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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분석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의 4곡 중에서도 <죽정>은 새로운 합주형

태의 음향적 조화로움이 분명하고 이를 통해 대금이 연주해 내는 정

악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부분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강은구의 “대금과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죽정(竹

亭)>”을 분석 연구하여 곡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 음악적 요소와 그에 

대한 작곡가의 현대적 해석을 살펴보고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의 

음향적 효과를 어떠한 작곡어법으로 표현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 새

로운 형태의 대금 협주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강은구 작곡가의 생애와 학습과정, 그동안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세

계관과 본 곡을 작곡할 때 나타나는 작곡어법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

다. 또한 본 곡에 대한 곡해설과 인터뷰를 통해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주제와 음악적 의도 등을 파악할 것이다. 

본격적인 악곡 분석에 있어 먼저 전체적인 악곡 구조과 출현음을 

살피고 이후 협주곡인 만큼 전체 곡의 선율적, 리듬적 요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금 독주 파트를 수평적으로 분석하고 대금 오케스트라와

의 유기적인 관계 또한 수직적으로 분석하려한다. 

수평적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분석은 작곡가가 구분 짓고 있는 �,

�,�,�,� 5개 부분을 파악하고 각 부분별로 선율적, 리듬적으로 프

레이즈를 구분 지을 만한 기준을 찾아 소구분 한 다음 그러한 소 단

락이 반복되거나 변형되는 모습을 살펴 대금 독주 부분이 가진 음악

적 특색을 도출해내려 한다.

또한 대금 오케스트라와 대금 독주 선율간의 수직적 분석을 통하여 

각 성부별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발견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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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를 통해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 라는 새로운 합주 형

태를 작곡가가 어떠한 작곡어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로는 작곡가에게서 받은 악보를 사용하였다. 

분석 중 악보상의 음을 표기할 때 대문자 영문으로 음정을 기록하고 

숫자로 해당 음정의 옥타브를 기록하였다.21) 또한 작곡가를 직접 만

나 인터뷰하여 작품분석을 위한 작곡가의 배경 연구와 음악적 해석에 

보다 정확함을 기하고자 하였다.

21) 본 곡에 출현하는 모든 음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보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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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강은구의 작품세계

(1) 생애 및 학습과정

   작곡가 강은구는 1966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201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

과(뮤지컬. 연극)를 졸업하였다. 1992년 ‘숨은 물’이라는 연극의 음악작

업으로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시작 한 그는 지금까지 24편의 연극음악, 

42편의 무용음악, 37개의 작품 작곡, 70여곡 이상의 동요, 팝, 영화음악

의 편곡, 그리고 한편의 작품 연출에 이르기 까지 공연예술계에 광범위

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립국악

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한

양대학교(무용과) 강사, 극단 물리 단원(음악), 서울음악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은구가 처음 음악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스승 강준일22)을 만나면

서였다. 대학교 작곡과 입시를 준비하며 강준일에게 작곡의 기본기를 수

학하게 된 그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제자로서, 후배로서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으며 교류하였다. 당시 서양음악 작곡가로 출발해 서양 악기와 

국악기들에 대한 여러 실험적 작품으로 한국적인 창작 음악에 대한 깊이 

22) 강준일 姜駿一(1944년생). 작곡가. 충남서천 출생. 1965년까지 서울대 문리학과를 

다니다 1966년 동 음대 작곡과에서 수학한 후 1969년 다시 문리학과를 졸업. 1970

년 서울음악학회 창립. 1983년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마당”으로 작곡계의 주목

을 끌었고, “사물놀이협주곡 푸리”.“사물놀이를 위한 열두 마당 열두거리”는 작곡가

로서 명성을 얻은 작품이다. 송방송,『한국현대음악인사전』,서울: 보고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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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민을 이어가는 스승 강준일의 행보는 강은구의 작곡세계에도 자

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강준일이 음악적 기본기와 작곡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본

보기로 제시해준 사람이라면 해금과 거문고의 명인 김영재23)는 강은구

를 본격적으로 국악의 세계로 이끌어준 또 다른 중요한 스승이다. 국악 

타악기 사물과 피아노를 사용한 첫 연극음악작품 ‘숨은 물’을 비롯해 강

은구의 작품들에는 전통의 장단과 선율을 비롯해 수많은 국악적 요소들

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개량해금연구회의 위촉 작품 ‘동심’을 

인연으로 스승 김영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해금과 거문고 연주를 실제

로 사사 받으며 국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후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작곡가는 인터뷰에서 ‘동심’이라는 

작품이 본인에게 있어 최초의 국악 창작곡이라고 할 정도로 스승 김영재

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작곡가 강은구는 인터뷰를 통해 스승 김영재를 통해 얻게 된 중요한 

배움 중 하나를 ‘성음’24) 이라고 말하고 있다. 

23) 거문고와 해금 연주자로 중요무형문화재 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이기도 한 김영재

는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국악예술중학교를 입학하여 거문고에 신쾌동, 해금에 

지영희, 무용에 한영숙, 판소리에 박귀희 등 당시 명성을 날렸던 명인들에게 국악을 

사사받았다. 서라벌예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였으며, 

후에 전남대 국악과 교수를 거쳐 2004년에 전통예술원의 원장이 되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춤 장단, 춤 가락 등이 모두 녹아들어가 있으며, 무수히 많은 창작 작품을 통

해 전통음악의 현대적 수용은 물론, 전통 선율과 전통음악의 지평을 넓힌 작곡가이

다. 박소현. “김영재 거문고 창작곡 연주법 분석: 독주곡을 중심으로”(서울: 중앙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6), 7쪽.

24) 전통음악의 미학사상 중 하나로 성음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통음악 발성법과 

악기소리가 서양의 것과는 다르게 그 소리를 구현하는 생명체의 소리를 중시하기 때

문이다. 서양에서는 음을 물체의 떨림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동양에서는 

음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의 악기

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우리의 악기는 소리의 본질 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료를 중요시하고, 공명을 극대화하여 크고 멀리가는 소리를 만든다든지 각 악기의 

음이 거의 같은 성질의 음이 되도록 발달시킨 서양악기들과는 달리 악기를 만든 재

료의 소리가 분명히 울리도록 발달했다. 최종민,『한국전통음악의 미학사상』, (서울 

:집문당, 2005), 225쪽-227쪽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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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에서의 ‘성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떠한 음향적인 의미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담고 있어요. 판소

리로 말하면 소리의 ‘이면’이랄까요. 현악들로 치면 그 음을 

운용해 내는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통

음악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내긴 

어렵지만 저는 우리 음악의 핵심은 ‘성음’에서 출발한다고 생

각해요. 김영재 선생님께 거문고를 배울 때 단순히 작곡을 위

한 주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늘 말씀하시는 그 ‘성음’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고는 당, 징 수련만 오래도록 했어요. 

그 깊이를 알고 싶어서... (중략)...제 작품에서도 그러한 ‘성

음’의 멋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25)

서양 작곡을 전공하고 이후 독학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이어온 강은구는 강준일과 김영재라는 두 명의 스승을 통해 작곡가로서

의 음악적 뿌리에 대한 고민과 음악적 깊이에 대한 진지함을 이어받았

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가 가진 독창적이면서도 한국적 미학을 담아낸 

작곡어법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2) 주요 작품

작곡가 강은구는 연극 음악으로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로 입문하여 무용

음악, 편곡, 연출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1992년부터 현재까지 

24편의 연극음악, 42편의 무용음악, 37개의 작품 작곡, 70여곡 이상의 

동요, 팝, 영화음악의 편곡, 그리고 한편의 작품 연출 등 약 170여개 이

상의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강은구 작곡가의 작품 목록을 표로 구성하면 아래 <표 1>과 같다.26)

25) 작곡가 강은구 인터뷰. 2018.9.11.

26) 본 자료는 이결, “강은구의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氷河> 분석연구”,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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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품명 초연일시 구분 비고

1 숨은 물 1992 연극음악 일본 순회 공연

2 Quartet 1993 연극음악 
독일 문화원 

공연

3 산 이야기 1993 연극음악 ·

4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1993 무용음악 ·
5 예수 1993 음악극 ·
6 메디아 1994 연극음악 ·
7 흰 옷 1995 무용음악 ·
8 조선의 눈보라 1996 무용음악 ·
9 온달 1997 1997 무용음악 ·
10 블랙홀에의 여행 1997 무용음악 ·
11 오레스테스 3부작 1998 연극음악 ·
12 나운규 1999 연극음악 ·
13 거꾸로 1999 연극음악 ·

14 Puri 1999 
무용음악 필라델피아 

세계무용축제

15 1919 1999 무용음악 ·
16 붉은 여우 1999 무용음악 ·
17 포스터속의 비둘기 1999 무용음악 ·

18 겨울나무 1999 실내악 
창작 가곡 

발표회

19 화이트 크로스 2000 연극음악 ·
20 함 2000 무용음악 ·

<표 1> 강은구 작곡가 작품 목록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7-10쪽 표 2를 참고하고, 또한 강은구 작곡가가 직접 

보내준 프로필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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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다 2000.10 무용음악 무용원

22 얼음위의 영혼2 2000.11 무용음악 ·
23 갈길은 보이나...... 2000.11 무용음악 ·

24 에쿠우스  2001.2 연극음악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25 내 마음 깊은 곳에서 2001.6 무용음악 ·

26 동심 2001.9  실내악
개량해금연구회 

위촉

27 논개 2001.10 창 극 국립창극단

28 배장화 배홍련 2001.11 연극음악 ·

29
Wozzeck - 

달그림자 
2001.11.2 무용음악 ·

30
바이올린과 거문고를 

위 한 ‘玄友’ 
2002.5.3 중주곡 ·

31 움직임과 기호 2002.5.14 무용음악
최 데레사 

무용단 

32 그 물속의 불을 보다 2002.12.2 무용음악 ·
33 바다 - 2003  2003.4.24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34 소리의 여행 2003.5.20 실내악 
아시아 琴교류회 

위촉

35 Wonderland 2003.5.29 무용음악
최 데레사 

무용단 

36 울타리 굿 2003.6.18  무용음악 유럽 순회 공연

37 삼륜 자전거를 타고 2003.6.24 무용음악 박인자 안무 

38 비어 있는 들 2003.10.16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39
소프라노와 거문고를 

위 한 두개의 노래 
2003.12.1 중주곡 ·

40
Images - 

비천사신무 
2003.12.9 무용음악 ·

41 겨울바다 2004.2 실내악 
실내악단 ‘너울’ 

위촉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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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산의 땅 2004.3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43 여자 이야기 2004.4 무용음악 
최 데레사 

무용단 

44 소리가 있는 풍경 2004.11 실내악 
개인 작곡 

발표회

45 그 한 여름 2005.2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46 숨은물 2005.6 관현악
국악관현악단 

‘민화’ 위 촉곡

47 고양이의 늪 2005.11 연극음악 ·
48 창, 매창 2005.11 무용음악 국립무용단 

49 축제 2005.12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50 김용배입니다 2006.5 무용음악 서울예술단

51 월산리 2006.7 관현악
국악관현악단 

‘민화’ 위촉곡

52 이아고와 오셀로 2006.9 연극음악 ·
53 강철(Iron) 2006.12 연극음악 ·
54 네바다로 간다 2007.2.14 연극음악 ·

55
새들은 날아가고 - 

그 새 는 어디로 
2007.5.31 관현악 창작악단 위촉곡

56
400년 전 편지 - 

오성과 한음 
2007.6.23 뮤지컬 포천민속예술단

57 불의 샘 2007.9 무용음악 무용원 정기공연

58
天方地軸 낮도깨비 

- 황종피리협주곡 
2007.9.5 협주곡 

황종피리연구회 

위촉곡 

59
수줍은 아가씨 

strongman 
2007.9.18 실내악 

거문고4중주단 

‘수다’ 위촉곡 

60 짐  2007.9.20 연극음악 ·

61
거문고 독주곡 

‘鉉友(줄 놀음)‘ 
2007.12.31 독주곡 

이선희 앨범 

위촉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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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봄, 풍경과 우화 2008.3 무용음악 인천시립 무용단

63 녹아내리는 氷河 2008.3.28 협주곡
서울시국악관현

악단 위촉곡

64
土窟에서 4월의 봄 

아침 을 맞이하다
2008.4 독주곡 김준영 위촉곡

65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가을노래’
2008.11.30 중 주 

김경흔 독주회 

위촉곡

66 제주민요 편곡 2009.2.28 실내악 
국악원 상설공연 

위촉곡

67
Images - 

비천사신무 
2009.3.26 무용음악 ·

68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2009.7.10 연극음악 

명동예술극장 

개관공연 

69 길삼전 2009.10.27 연극음악 ·
70 늙은 자전거 2010.2.7 연극음악 ·
71 신화상생 2010.5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72
대금 독주곡 

‘不靜놀이
2010.6.19 독주곡

정소희 

대금독주회 위촉 

곡

73
서울수복 국군의 날 

행사 
2010.9.28 무용음악 ·

74
거문고와 현악합주를 

위 한 悲庀 
2010.9.29 실내악 ·

75 蓮花淵 2010.10 무용음악 무용원 정기공연 

76
실내악을 위한 

‘녹아내리 는 氷河’ 
2011.10.29 실내악 

정소희 독주회 

위촉곡

77

25현가야금을 위한 

협주 곡 ‘언제 봄은... 

어디로’ 

2012.3 협주곡 류지연 위촉곡 

78 장군각시 2012.5.4 연극음악 인천시립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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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법금을 위한 ‘생명이 

움 틀 때’ 
2012.6 독주곡 류지연 위촉곡 

80 바리바리 - 강강술래 2012.7 무용음악 이현주 안무

81 아워타운 - 우리읍내 2012.9.18 연극음악 명동예술극장

82
신화상생 - 두번째 

이야 기 
2012.10.28 무용음악 김운미 무용단 

83
해금 협주곡 

‘연하일휘(煙 霞日輝) 
2013.5 협주곡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위촉곡

84
들녘에 부는 

바람......, 바 람......, 
2013.11.21 관현악 

전북도립국악관

현악단 위촉곡

85 색, 공간 2014.1.28 무용음악 한복예술 “여백”

86

바람 꽃, 떨어질 꽃- 

사랑과 죽음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2014.11.30 관현악
익산국악관현악

단 위촉곡

87
가새놀이- good판, 

good가락
2014.5.24 무용음악 ·

88 메데이아 네이쳐 2015.1.30 연극음악 인천시립극단

89

햇빛에, 바람은 

따스함을 싣고...... 

(Solo Piano를 위한 

세령산)

2015.8 독주곡
K-Classic Piano 

Tour 위촉

90
축제 70 – 

20150815
2015.9.10 연극연출 연출작 (용극장)

91 조씨고아 2015.11.13 연극음악
극단 해를 보는 

마음

92

해금과 Flute, 

piano를 위한  

“연하일휘(煙霞日輝)

”

2015.12.4 실내악곡
서은영 해금 

독주회 위촉 

93 Monster 고백 2016. 1.28 연극음악
극단 해를 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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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쪽마루 아틀리에 2016. 12.16 연극음악 아트 브릿지

95 버들은 실이 되고... 2017.3.24 관현악

2017 리컴포즈 

국립국악관현악

단 위촉

96 목멱산 59 2017.4.14 무용음악 장현수 안무

97 靑眼(청안) 2017.8.18 무용음악 장현수 안무

98
聲-和風甘雨(성-화풍

감우)
2017.11.3 실내악

국악실내악축제-

서울시국악관현

악단 상주작곡가 

위촉곡

99
추양– 따스한 햇볕과 

푸른 하늘에 흰구름
2017.11 독주곡

송영숙 

위촉(가야금)

100 야경(夜景) 2017.12.22 무용음악 이영림 안무

101

부정놀이 - 나쁜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을 

기다리는 마음 

2018.3.23 관현악

2018 리컴포즈 

상주작곡가 

국립국악관현악

단 위촉

102 제주 할망 2018.6.29 실내악

<모던 국악 기행 

– 제주·서도의 

흥> 위촉

103
대금 협주곡 “죽정 

(竹亭)”
2018.8.29. 협주곡

대금연구회 

위촉곡

  <표 1>과 같이 그의 작품들을 흐름별로 살펴보면 초기 입문 작품이었

던 연극 <숨은물>과 한국무용작품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이후로 연

극과 무용작품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그리고 개량해금연구회 위촉 곡이

었던 <동심> 실내악곡을 이후로 중주곡과 실내악곡들을 비롯하여 관현

악 곡 까지 음악작업을 확장하게 된다. 작곡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

곡활동에 변화의 포인트가 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작품들을 꼽았는데 최

초의 입문 작 <숨은 물>, 스승 김영재를 만나게 한 <동심>, 대금 창작

곡의 첫 시작이었던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빙하>, 동양음악철학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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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란히 녹아 있는 두 번째 대금 창작곡 <대금 독주곡 ‘不靜놀이’>등을 

언급하였다. 

  강은구의 최초의 국악기 협주곡 작곡은 2007년 황종피리협주곡 <天方

地軸 낮도깨비>인데 그 바로 다음해인 2008년, 그의 최초의 대금창작 

작품인 대금 협주곡 <녹아내리는 빙하>가 작곡된다. 자연환경에 관한 

인간의 성찰과 반성을 서사적인 구조로 풀어내고 있는데 각 국악기가 가

진 본질적인 ‘성음’에 대한 구현을 목표로 대금의 음색과 12율려27)가 가

진 음양의 조화, 그리고 전통적인 악기 음향의 균형에 중점을 둔 작품이

다. 이후 2010년에 창작된 두 번째 대금 창작곡 <대금 독주곡 ‘不靜놀

이’>는 공자의 예기 ‘악기’ 에 나오는 희, 노, 애, 락, 경, 애 6가지 정서

를 가지고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이다. 각각의 감정마다 표현되는 ‘성

음’ 그려내기 위한 작품으로 정악 대금에 대한 작곡가의 고민이 이어지

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그의 작품들에는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고민이 늘 함

께하였다. 국악기와 양악기의 만남, 전통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과 성

음에 대한 연구,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대한 사유까지, 예

술계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작곡 활동을 펼치며 음악적 다양한 시도와 

고민들과 그로 인한 결과물들이 오늘날 그만의 작곡어법을 형성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27) 육율(六律)과 육려(六呂)의 총칭으로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 권1에 의하면, 

12율 중 양(陽)을 상징하는 육율과 음(陰)을 상징하는 육려를 아울러 율려라고 한다. 

   송방송, 『악학궤범용어총람』, (서울 : 보고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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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정(竹亭)” 분석

(1) 작품 개관

대금과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죽정竹亭”은 대

금 연구회에 의해 위촉 되었으며 2018년 8월 29일 제 18회 대금연

구회 정기연주회에서 노붕래 지휘, 안헌영 협연으로 초연되었다. 작곡

자는 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로 자그마하게 지은 정자(丁字), 뜰에 대를 심어 놓은 정자(丁字)

대나무는 

한겨울에도 푸르고,

바람에 흔들려도 반듯하게 자라고,

속은 비었으나 넉넉함이 있고,

내리는 비에도 젖지 않고 흘려 보내며,

새가 앉아 울기에도 알맞고,

달빛 아래 그림자로 일렁입니다.

풍죽(風竹)...., 설죽(雪竹)...., 우죽(雨竹)...., 월죽(月竹)....,

정자(丁字)에 앉아 뜰에 있는 대나무(대 숲)을 바라봅니다. 

이 곡은 대금과 대금 오케스트라(100명의 대금 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정자(亭子)에 앉아 뜰에 있는 대 숲을 바라보고 느껴지는 정서(情緖)를 담은 작품입

니다.28)

작곡자는 곡 해석에서 대나무에 대한 위의 글과 함께 탄은 이정29)

의 풍죽도를 함께 첨부하였다. 당시 조선시대 선비들이 대나무를 바

라보며 그린 그림들과 시들이 작곡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정자에서 

대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적 심상과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자기성찰의 

28) 제 18회 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 공연 리플렛에 수록된 곡 해설.

29) 이정(李霆, 1541~1622) 자는 중섭(仲燮), 호는 탄은(灘隱), 세종대왕의 현손, 곧

4대 손자 혹은 고손이었다. 그는 시·서·화에 뛰어났고 특히, 묵죽(墨竹), 곧 먹으로 

치는 대나무 그림은 당대 최고로 이름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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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악기 명

협연악기 대금(정악대금)

대금오케스트라

(대금, 기타 관악기,

타악기)

대금1, 대금2, 대금3(정악대금)

퉁소, 평조단소

방향, 장구, 박, 축, 노도, 절고

풍류 정신을 곡에 담아내고 있다. 

또한 작곡가는 인터뷰를 통해 이곡을 대금 독주로 연주되는 ‘영산

회상’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악대금에서 연주되

는 중하청의 음색과 영산회상의 여러 선율들을 실제로 차용하여 음악

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곡에 등장하는 악기의 편성을 표로 정리한 것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죽정 (竹亭)>의 악기편성

<표 2>를 통해 악기편성을 살펴보면 크게 협연파트와 대금 오케스

트라로 구분된다. 협연 파트에는 대금 독주 파트(정악대금)이 있고 대

금 오케스트라는 대금, 기타관악기, 타악기 파트로 나누어진다. 정악 

대금이 사용된 오케스트라의 대금 파트는 대금1, 대금2, 대금3 세 개

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금의 음색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나무로 만들어진 기타 관악기들이 편성되어있는데 베이스 부분의 

보완을 위해 낮음 음색의 퉁소를 추가 하였고 대금과 닮아 있으면서

도 특색 있는 연주가 가능한 평조 단소도 포함되어 있다. 

타악기 구성은 방향, 장구, 박, 축, 노도, 절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악기들은 아악계통의 문묘제례악이나 종묘제례악의 음악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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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들이다. 실제로 곡에서 제례악에 사용되는 타악 선율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각 타악기 자체의 음색적 역할 뿐 아니라 제례

악에서 타악기들이 가지는 음악적 역할과 상징적 의미를 곡에 그대로 

담고자한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본 곡이 영감을 받은 영산

회상과 같은 정악은 예악사상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아악적인 경향과 

음악의 즐거움을 쫓는 민속악적 경향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음악30)으로 아악계통의 제례악에 사용되는 타악기와 정악대금을 사

용하여 정악이 담고 있는 이러한 성질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 작품 구성

  본 곡의 작품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작곡가가 구성한 악곡의 구조를 

살펴보고 곡의 각 부분별 출현음 또한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오케스트라 

부분을 통합시켜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가) 악곡 구조

  본 곡의 악곡 구조는 작곡가의 구분에 의해 크게 �,�,�,�,� 5부분

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은 대나무 숲의 정경을 나타냄 말, 박자, 템포, 

악기 구성 등을 통해 각기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부분은 제1마디 ~ 제15마디까지이며 �=36의 템포로 제시되어 있

다. 나타냄 말은 ‘푸르게..’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박의 경우 제3마디와 

제7마디에 잠깐 나타나는 15/8박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2/8박자로 나타

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히 ad lib구간이라 하여 대금 독주 파트

의 경우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자유롭게 선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악기는 대금 독주 파트와 함께 박, 축, 

노도, 절고, 방향, 퉁소가 등장한다. 선율악기로는 대금 독주 파트와 퉁

30) 최종민, 『한국전통음악의 미학사상』, (서울 :집문당, 2005),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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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트만 등장하고 있는데 퉁소 또한 지속음들로 가끔 출현하여 대금 독

주 파트의 선율을 받쳐주고 있다. 대금 독주 선율이 주되게 드러나게 함

으로써 전체 곡의 큰 이미지를 �부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부분은 제16마디 ~ 제53마디까지이며 �=40의 템포로 제시되어 있

다. 나타냄 말은 ‘반듯하게....’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박의 경우 12/8, 

6/8, 12/8 박자의 순서로 변형되며 진행되는데 6/8박자의 경우 32마디

에 잠깐 드러났다가 이내 12/8박자로 변화한다. 악기의 구성으로는 방향

을 제외하고 모든 악기들이 출현하는데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이 

진행되는데 있어 조심스럽게 각 파트의 성격과 역할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샘 여림의 경우 mp로 시작해 f로 갔다가 다시 mp로 작

아지는 형태이다.

  �부분은 제54마디 ~ 제96마디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템포는 �=60

으로 전 부분보다 빨라져 진행된다. ‘넉넉하게...’라는 나타냄 말로 나타

나 있으며 박의 경우 55마디의 18/8박자를 제외하고 모두 15/8박자로 

진행된다. �,�부분을 주되게 이루었던 12/8박자에서 �부분에 이르러 

15/8박자로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출현 악기로는 방향과 장구를 

제외하고 모든 악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부분의 큰 특징으로 박, 축, 

노도, 절고로 문묘의 타악 선율이 거의 그대로 출현했다가 점차적으로 

변형, 반복되며 제례악의 분위기를 내주고 있다.

  �부분은 제97마디 ~ 제143마디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5개의 부분 중 

가장 많은 마디수를 포함하고 있다. 템포는 �=60으로 �부분과 같은 

속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무속 장단인 봉동채 장단이 등장함으로 인해 앞

의 제례악, 정악적 장단 운용과 대비되는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각 

파트별 리듬꼴 또한 다양하게 변형 되어 전체적으로 활발한 리듬의 운용

이 시작된다. 나타냄 말은 ‘일렁이듯이...’라고 제시되고 있으며 방향과 

노도를 제외하고 모든 악기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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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빠르기 나타냄 말 박 출현악기

�
1∼15마디

(15마디)

�=36

(ad lib)
푸르게.. 12/8

대금(솔로), 퉁소, 

박, 축, 노도, 

절고, 방향 

�
16∼53마디

(38마디)
�=40

반듯하게

..

12/8, 

6/8, 

12/8

대금(솔로), 

평조단소, 퉁소, 

대금1, 대금2, 

대금3, 박, 축, 

노도, 절고, 장구

�
54∼96마디

(43마디)
�=60

넉넉하게

..

15/8, 

18/8, 

15/8

대금(솔로), 

평조단소, 퉁소, 

대금1, 대금2, 

대금3, 박, 축, 

노도, 절고

  �는 제144마디 ~ 제152마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작곡가가 제시하

는 빠르기는 없지만 독주 파트의 선율이 주되게 박을 이끌어간다. 나타

냄 말은 ‘죽정(竹亭)’으로 전체의 풍경을 큰 시야로 바라보는 마무리 부

분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1,2파트, 평조단소만 

연주된다. 독주 파트의 선율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드러나고 나머지 파

트는 부분적으로 등장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체 5개의 

부분들 중 가장 짧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악곡 구조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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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43마

디

(47마디)

�=60
일렁이듯

이...

15/8, 

9/8, 

15/8

대금(솔로), 

평조단소, 퉁소, 

대금1, 대금2, 

대금3, 박, 축,  

절고, 장구

�
144∼152마

디(9마디)
없음

죽정(竹

亭)

12/8, 

15/8

대금(솔로),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나) 출현음

  악곡 구조의 파악에 이어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을 포함, 전체 대금 

오케스트라의 출현 음들을 살펴 주되게 사용되는 음계적 특성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전체 곡의 각 부분별 출현음을 정리하면 아래 <악보 1>, <악보 2>, 

<악보 3>, <악보 4>, <악보 5>와 같다. 

<악보 1> � 부분 출현 음

   <악보 1>을 살펴보면 �부분의 출현 음은 대금 독주 파트의 ad lib

구간이 지배적인 �부분의 특징으로 인해 출현음의 구성이 독주 파트의 

선율적 특색과도 연관된다. 주요음 B♭-D♭-E♭-F를 통해 영산회상의 

B♭ 계면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G♭을 선율에 부분적으로 출

현시켜 단조성 음악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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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 부분 출현 음

  <악보 2>와 같이 �부분 출현 음은 기본적으로 B♭자연단음계로 이

루어져 있다. 대금 오케스트라의 화성을 살펴보면 첫 부분에는 B♭자연

단음계의 Ⅰ도 화음의 근음 B♭과 5음 F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부

분의 B♭계면조 음계의 중심음 중 B♭, F와 공통된다. 그리고 음악이 

진행되며 G♭을 추가하여 B♭자연단음계의 화성적 색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위의 악보와 같이 27-28마디, 33-39마디에 부분적으로 E와 

A음이 추가되어 증2도, 단2도의 순차적으로 상행하고 있는 선율 선을 

보여줌으로서 특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반음진행은 국

악의 12율려가 가지고 있는 양률과 음려의 음색적 성질을 온음과 반음

관계를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작곡가가 사용하는 특징적인 작

곡 어법으로 의도적인 부분적 추가 음이다. 

<악보 3> � 부분 출현 음

  <악보 3>을 살펴보면 �부분의 전체 출현 음이 F자연단음계를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분에서 5도 상승한 형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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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 오케스트라의 음계의 운용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대금 독주 파트는 위의 출현 음 중에서도 F-G-B♭-C-D♭의 

5음 음계를 사용하여 전통적 5음 음계의 현대적 해석을 보이고 있고 대

금오케스트라의 경우 F자연단음계를 사용한 화성적 색체를 더욱 뚜렷하

게 띄고 있다.

<악보 4> � 부분 출현 음

  � 부분의 출현 음은 <악보 4>와 같다. C자연단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D♭, E, G♭, B 음이 부분적으로 출현하여 각 부분별로 화성적 역

할이나 선율적 변화에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정 음계 

구조로 한정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음계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고조됨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금 독

주 파트의 선율은 반음계진행을 다양하게 확장시켜 양율과 음려의 상징

을 통한 대금의 전통적 성음을 구현해내고 있고 대금 오케스트라는 부분

적으로 추가된 음들을 통해 각 부분에서 C화성단음계, F화성단음계, C

자연단음계에서 C프리지안 선법으로의 변화 등 조성의 성격을 가진 음

계의 형태를 드러내며 화성적 형태에 있어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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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 부분 출현 음

  � 부분의 출현 음은 <악보 5>와 같이 F자연단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독주파트의 선율은 F자연단음계 안에서 B♭, D♭, E♭, F, A♭의 5음 

음계를 사용하여 완전한 영산회상의 선율을 모방하고 있고 대금 오케스

트라의 경우 F자연단음계를 사용하여 화성적 색체를 띄고 있다.

  작곡가는 본 곡을 연주하는데 있어 출현 음계에 대한 연주자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정악 대금이 가지고 있는 

‘성음’, ‘음색’을 음계를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음계관계의 

선율을 사용하여 12율려의 양률과 음려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말

하였다. 

  율려(律呂)는 한국음악과 중국음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율(律)은 

양에 해당하고 여(呂)는 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양사상에 근본하고 있

다.31) 여러 고서에서 말하는 율려의 개념을 정리하면 율려(律呂) 음양이

며, 율은 만물의 법이고 차등의 약례이며 악기를 만드는 척도이고, 여

(呂)는 양의 율(律)과 짝 한다는 뜻이며 양률(陽律)의 사이를 간(間)하는 

것을 음려(陰呂)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율려를 악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다.32)

  이러한 12율려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금의 전통적인 주법으로 연

주가 가능한 음들을 양률이라고 하고 이러한 양률의 음정이 기둥이 되어 

그 사이 사이를 음려의 성질을 가진 반음으로 채워 국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음양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반음

계들은 정확하게 그 음정을 구현하려는 서양음악적 접근 보다는 추성이

31) 정해임,『율려와 주역』, (부산 : 소강, 2007), 9쪽.

32) 정해임, 앞의 책, 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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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성과 같은 전통적 주법을 통해 음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더 중

요하다고 하였다. 

(3) 대금 독주 파트 선율 및 리듬분석

  전체 곡의 선율과 리듬을 이끌어가는 대금 독주 파트를 먼저 분석하려 

한다. 작곡가가 구분한 �,�,�,�,� 5부분에서 선율적, 리듬적으로 프

레이즈를 구분 지을 만한 기준을 찾아 소구분 한 다음, 각각의 부분에 

㉮,㉯,㉰ 순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각 부분의 변형, 확장이 된 부분

이 발견될 경우 숫자를 붙여 변형된 형태를 선별하여 표기한다. 그리고 

완전히 반복된 경우 ´를 붙여 표기한다. 그리하여 반복되거나 확장되는 

음악의 특징적 흐름을 찾아내어 작곡가가 의도한 전체 곡의 선율, 리듬

적 특징과 그를 통한 구조적 특징을 밝히려 한다. 또한 작곡가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영산회상의 음악적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곡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 대나무의 정취 또한 정악 대금을 사용하

여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 대금 독주 파트 �부분 (제1마디∼제15마디)

  �부분은 총 15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6개로 소구분된다. 

빠르기�=36에 12/8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은 곡의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 구체적인 주제 선율이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과 타악기들의 앙

상블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에서는 작곡가가 영감을 얻은 영산회상의 대금 선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변형되고 있다. 영산회상과 �부분의 중심음의 특징을 비교

해보면 영산회상의 경우 B♭계면조로 출현음 B♭, D♭, E♭, F, A♭에

서 중심음 B♭과 E♭의 완전4도, E♭과 F의 장2도 관계가 드러난다. 본 

곡에서는 직접적인 영산회상 선율 외에도 이러한 완전4도, 장2도, 혹은 

완전4도의 전위 음정인 완전5도 관계의 음 진행을 통해 전통 선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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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곡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적인 리듬형이 처음으로 제

시된다. ‘푸르게’라는 나타냄 말을 제시하고 있고 대금 독주 파트에게 

‘ad lib’구간임을 제안하여 대나무의 푸르른 정서를 연주자가 자유롭게 

악보를 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본 곡의 선율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각각의 특성이 드러나는 데

로 소구분 지어보도록 하겠다. 

1) 제1마디 ∼ 제3마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소구분 선율이다. 제1마디 ~ 제3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6>과 같다.

<악보 6>33) 대금 독주 파트 제1마디 ~ 제3마디

    

  곡의 첫마디의 선율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다. <악보 6>에서 보듯이 

대금 독주 파트의 연주로 시작되는 본 곡은 대금 음역대 중 높은 상청의 

B♭5으로 시작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부분의 중심음을 살

펴보면 B♭5- E♭6- C6- B♭5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음진

행은 영산회상 상령산의 선율에서 보이는 완전4도 장2도 진행과도 닮아 

있다. 이는 아래 영산회상 대금보인 <악보 7>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

다.

33) 악보에 덧붙이는 표기에 있어 중심 음에 관한 표기는 ○으로, 리듬에 관한 표기는 

□, 특정 음에 관한 표기는 △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선율의 범위를 나누거나 특정 

음 관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때에는 꺾은선으로 표기하고, 선율의 방향성은 화살표

로 표기하겠다. 그 외에 추가할 내용은 덧붙임 말로 악보위에 직접 표기한다. 소구분 

범위가 마디 안에서 박의 단위로 끊어지는 경우 악보의 가독성을 위해 중략으로 박

을 생략하여 구분하고자 하는 선율부터 표기하도록 한다. 소구분의 끝 부분의 경우도 

마디 중간에 종결되는 경우, 마디의 마침 선을 표기하지 않고 소구분에 포함되지 않

는 선율을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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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영산회상 유초신 상령산 제11마디34)

  <악보 7>을 살펴보면 중심음 진행이 B♭5- E♭6- C6- B♭5로 <악보 

6>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꾸밈 음으로 기보되어 C6을 꾸며주고 있

는 E♭6는 영산회상에 자주 나오는 대금 시김새이다. C음을 꾸며주는 

대금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8>과 같이 변형되기도 한다. 

<악보 8> 영산회상 유초신 상령산 제21마디부터 제22마디 두 번째 박 

까지35)

  영산회상 유초신 상령산의 다른 부분인 <악보 8>을 살펴보면 <악보 

6>의 2마디의 네 번째 박의 C6-B♭5-E♭6-C6와 비교했을 때 옥타브 

차이를 제외하고 완전히 같은 음정으로 구성되어 긴 시가의 C음을 꾸며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듬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긴 시가의 지속음, 16분음표 단위의 짧은 

시가의 음이 가지는 리듬형, 그리고 바로 다시 이어지는 긴 시가의 지속

음의 모습은 영산회상 상령산 선율에서 등장하는 지속음의 형태, 꾸밈음

으로 나타나는 시김새의 리듬형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제1마디 ~ 제3마디는 영산회상 상령산의 선율형에서 파생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1선율이라 이름 짓고 영산회상의 선율

적 특징을 많이 담고 있는 모든 유사 선율들을 ㉮1선율의 확장 또는 변

34) 본 연구에 사용된 상령산 오선보 악보에는 현행 상령산에서 정악 대금으로 연주되

고 있는 추성, 퇴성, 농음, 꾸밈음 표현 등을 추가하여 표기하였다.『한국음악, 제8집: 

유초신지곡』(서울: 국립국악원, 1971), 11쪽. 

35) 『한국음악, 제8집: 유초신지곡』(서울: 국립국악원, 197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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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 보도록 하겠다.

2) 제4마디부터 제6마디 세 번째 박까지

  �부분의 두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4마디부터 제6마디 세 번째 박까

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악보 9>와 같다.

<악보 9> 대금 독주 파트 제4마디부터 제6마디 세 번째 박까지

  <악보 9>를 통해 이 부분의 선율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제4마디의 

중심음은 C6과 F6으로 완전4도 관계로 존재한다. 제6마디에선 제4마디

에 등장했던 F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작곡가는 이러한 완전4도 관계의 

음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산회상의 전통 선율적 특징인 완전4도 관계 

음 진행을 드러내고 있다. 

  리듬적인 특징으로는 제4, 5, 6마디 모두 8분쉼표를 두고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짧은 시가의 같은 음정을 두 번씩 반복하거나 짧은 시가와 긴 

시가를 혼용하여 같은 음을 반복하고 있다.

  제4마디에 C6, 제5마디의 E♭6, 제6마디의 F6가 모두 이음줄을 포함

하거나 스타카토나 쉼표를 사용하여 두 번 연속으로 음을 반복해내고 있

다. 이러한 리듬 형은 영산회상 상령산에서 자주 드러나는 모습으로 <악

보 10>을 통해 비교 해볼 수 있다.



- 31 -

<악보 10> 영산회상 유초신 상령산 제33마디 36)

  <악보 10>을 살펴보면 F5의 음정이 팔분쉼표를 사이에 두고 두 번 반

복되고 있으며 바로 긴 시가의 박으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모습은 제4마디, 제5마디, 제6마디가 8분쉼표를 사이에 두고 음정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영산회상에는 이런 리

듬형이 자주 반복, 변형되어 등장하는데 제4마디 ~ 제6마디의 리듬형 

또한 영산회상의 변형 리듬임을 알 수 있다. 각 음의 앞머리에 장식되어 

있는 꾸밈음들 또한 한음 또는 두음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또한 정악 대

금의 시김새의 모습과 같거나 닮아 있다. 이렇듯 영산회상의 두음 반복

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4마디부터 제6마디 세 번째 박 까지를 ㉯1선율이

라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3) 제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7마디 세 번째 박까지

  �부분의 세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7마디 세 

번째 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1>과 같다.

<악보 11> 대금 독주 파트 제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7마디 세 번째 

박까지

  

36) 『한국음악, 제8집: 유초신지곡』(서울: 국립국악원, 1971),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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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앞의 제4마디 ~ 제6마디 부분의 상청

과 대비되게 낮은 하청의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

면 10잇단 음으로 구성되어 반복되고 있는 제6,7마디의 부분은 앞서 ㉮

와 ㉯에서 보여주고 있는 4도, 2도 관계 중심 음을 B♭와 E♭의 4도, E

♭과 F의 2도 관계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16분음표의 10잇단 리듬형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

한 빠른 호흡의 스타카토 음 군은 모두 8분음표의 B♭3의 음정으로 이

어져 있는데 짧은 시가와 긴 시가의 대비라고도 볼 수 있고 B♭을 꾸며

주는 시김새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낮은 하청의 음색이 드러나는 이 부분은 대나무 잎의 바스락거림을 정

악 대금이 가지고 있는 낮은 하청의 작은 음색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

다고 작곡가는 밝히고 있는데 곡 전체에서 여러 모습으로 변화, 확장하

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프레이즈의 

길이는 짧지만 특징적인 선율로 꼽을 수 있기에 분석 비교를 위하여 ㉰

1로 구분 지었다. 

4) 제7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9마디 첫 번째 박까지

  �부분의 네 번째 소구분 선율이다. 제7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9마디 

첫 번째 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2>과 같다.

<악보 12> 대금 독주 파트 제7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9마디 첫 번째 

박까지

   <악보 12>를 통해 이 부분의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중심음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제7마디 네 번째 박의 C5, 제8마디 9잇단 

음 군의 F5, 제9마디 첫 번째 박의 C5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4도, 5도 

관계 중심음의 선율은 ㉯선율부분에서 보여주었던 C6-F6-E♭6-F6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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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선율과의 다른 점은 음계의 변화로, G♭이 

9잇단 음에 처음 등장하여 부분적으로 단조성 음악적 특징을 띄고 있다.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7마디 네 번째 박에서 제8마디로 이어지는 

C5 음정은 ㉯선율에서와 같이 D♭5 꾸밈 음으로 꾸며져 여러 번 반복되

고 있는데 반복되는 음의 시가는 조금 다르지만 ㉯선율부분과의 리듬적 

연관성이 보인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9잇단의 음 군은 9마디 첫 번째 

박 C음정으로 이어지는데 앞의 ㉰선율에서 보이는 10잇단 음 군의 변형

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긴 시가의 리듬과 짧은 시가의 리듬이 함께 

배치되어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듯 ㉯와 ㉰부분의 변형이 합쳐진 

이 부분을 ㉯+㉰1 이라고 구분지어 또 다른 변형, 확장 되는 모습을 비

교해보려 한다.

5) 제9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11마디 두 번째 박까지

  �부분의 다섯 번째 소구분 선율이다. 제9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11

마디 두 번째 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대금 독주 파트 제9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11마디 두 번째 

박까지

  <악보 13>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앞에서 등장한 ㉯+㉰1 선율이 같은 

음의 반복과 상청으로의 도약으로 확장된 선율이다. 제9마디 두 번째 박

에서 앞서 연주된 C5음정을 다시 출현 시켜 앞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

고 있다. 

  리듬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D♭5과 B♭4의 두 음 꾸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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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의 제7마디, 제8마디에서와 같이 C5의 반복 음을 꾸며주고 있고 

앞의 제8마디 네 번째 박의 9잇단 음의 변형으로 보이는 6잇단 음 군이 

두 개가 합쳐져 스타카토 주법과 함께 속도감 있게 변해가고 있다. 그리

고 다시 긴 시가의 지속음으로 이어지고 8분음표의 두음이 반복되어 나

타난다. 

  선율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중심음 흐름을 살펴보겠다. 

C5-F5-B♭5-E♭6로 앞의 ㉯선율 부분에 드러난 중심음의 흐름과 같이 

4도 관계의 선율의 상향 진행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리고 제7마디의 

9잇단 음과 마찬가지로 G♭5가 추가되어 부분적으로 단조성을 띄고 있

다. 단조성 선율이 짧은 시가의 리듬을 지나 긴 시가의 지속음으로 상행 

되는 선율적 특징을 통해 �부분의 가장 고조되는 분위기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 부분을 ㉯+㉰2이라 이름 붙이겠다.

6) 제11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4마디까지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이다. 제11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4마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제15마디는 General 

pause 부분으로 소구분 선율에는 포함하지 않겠다. 이러한 구분은 아래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대금 독주 파트 제11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4마디까지

  <악보 14>를 통해 보이는 선율적 특징으로는 제11마디의 세 번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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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명 ㉮1 ㉯1 ㉰1 ㉯+㉰1 ㉯+㉰2 ㉯2

마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에서 제12마디 두 번째 박에 이르기 까지 B♭5와 F5가 서로 뒤바꿔 가

며 전통음악의 5도 4도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B♭5에서 C4

를 향해 하향진행하고 있다. 

  리듬적 형태를 살펴보면 ㉯선율과 같이 8분음표의 리듬형이 스타카토

주법으로 쉼표들을 사이에 두고 각 음마다 두음, 한음 꾸밈 음을 대금의 

시김새처럼 사용하여 꾸며지며 등장하고 있다, ㉯선율의 리듬 분포의 이

완을 통해 종지를 위한 변형 부분임을 보여준다. 

  �부분의 시작은 B♭5 상청이었으나 마지막 종지음은 C5의 중저음으

로 종지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 �부분의 첫 음인 ㉰로 넘어가긴 연결구

의 역할로서 B♭5부터  순차적으로 하향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

체적으로 꾸밈음의 모습이나 두음 연속 짧은 시가의 음 진행으로 보아 

㉯선율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2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부분의 소구분한 선율을 통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

와 같다.

<표 4> �부분의 소구분 선율구조

(나) 대금 독주 파트 �부분 (제16마디∼제53마디)

  �부분은 제16마디에서 제53마디로 총 38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다시 9개의 선율로 소구분된다. 이 부분의 나타냄 말은 ’반듯하게..‘로 

제시되어 있으며 빠르기는 �=40으로 앞의 �부분 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박은 중간의 제32마디 한마디에 등장하는 6/8박자를 제

외하고 모두 12/8박자로 진행되고 있다. 사용되는 음계는 B♭자연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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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부분에 부분적으로 보여진 단조성 특징이 B♭자연단음계를 바탕

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선율과 리듬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분에 등장했던 선율들이 변형과 반복을 통해 특

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1) 제16마디부터 제19마디 세 번째 박까지

  �부분의 첫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16마디부터 제19마디 세 번째 박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5>와 같다.

<악보 15> 대금 독주 파트 제16마디부터 제19마디 세 번째 박까지

  <악보 15>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부분 마지막 음정이었던 C4로 시

작된다. 대금의 하청으로 시작하여 저음부의 정악대금이 가진 특징적인 

음색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중심음을 통해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C4-D♭4-C4-D♭4-C로 2도간

격의 음이 상행했다가 다시 하행하고 있다. 또한 리듬적으로는 조금씩 

지속음의 시가가 변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2박, 혹은 4박의 긴 호흡의 시

가가 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각 음정에 모두 한음, 두음의 꾸밈음

이 대금의 시김새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율과 리듬의 특징은 ㉮1선율에서 B♭5-C6-B♭5의 2도 간격 

긴 지속음의 모습과 유사하고 지속음에 붙어 있는 시김새 또한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1의 변형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비교 

분석을 위해 ㉮2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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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3마디까지

  �부분의 두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19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3마디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6>과 같다.

<악보 16> 대금 독주 파트 제19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3마디까지

  <악보 16>을 살펴보면 아래 하청의 저음으로 지속되던 �부분의 대금 

독주 선율은 제19마디의 네 번째 박에서 한 옥타브 도약하여 C5로 진행

된다. 뒤이어진 중심음들을 살펴보면 제20마디의 C5- 제21마디의 

F5-G5- 제22마디의 F5-G5로 ㉮2과 같이 2도간격의 F와 G가 뒤바뀌어 

가며 출현하다 긴 지속음 G5로 마무리 된다.

㉮2에서 이어지는 옥타브 위의 C5 시작 음으로 ㉮2선율과의 연결감을 

보이고 있고, 또한 제20마디, 제21마디, 제22마디에 출현하는 각 음정의 

꾸밈 음들의 모습과 2도 관계의 음정이 상행과 하행을 번갈아 하며 긴 

지속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2선율의 선율적 ,리듬적 특징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부분은 ㉮2 선율의 변형이라 할 수 있으며 ㉮3

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3) 제2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8마디까지

  �부분의 세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2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8마디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대금 독주파트의 선율은 제23마디 이후 두 마디

의 공간을 두고 제26마디의 네 번째 박에서 다시 선율의 프레이즈가 시

작된다. 이는 아래 <악보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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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대금 독주 파트 제2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8마디까지

  <악보 17>을 통해 이 부분의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26마디 네 

번째 박에서 중하청의 B♭3으로 시작하여 16분음표의 셋잇단 형태의 리

듬전개가 두 개씩 이어져 총 4번 반복되어 상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E

와 A의 음정이 처음으로 추가되어 증2도 단2도의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 선을 보여주며 특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율적 

특징은 12율려에 대한 작곡가의 현대적으로 해석으로 정악대금으로 정

확히 운지하기 어려운 E와 A의 음정을 음려로 상징하여 추성과 같은 전

통적 표현으로 연주를 통해 그 앞뒤 음을 연결해낸다. 

  중심음을 살펴보면 제27마디의 경우 B♭3-E4-A4-D♭으로 4도 관계

로 상행되고 있고, 제28마디의 경우 A4-E5-A5-E6으로 5도와 4도의 관

계가 뒤바뀌어 가며 상행되고 있다.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면 10잇단 음의 음 군이 16분음표의 3잇단 형태

로 확장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선율이 두 마디에 걸쳐 큰 흐

름으로 상행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율적, 리듬적 특징은 ㉰1에서 드러난 B♭과 E♭의 4도, 5도 

관계와도 닮아 있고 무엇보다 리듬의 구성에 있어서 16분음표의 음 군

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이 부분을 ㉰1

의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으므로 ㉰2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4) 제29마디부터 제31마디 첫 번째 박까지

  �부분의 네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29마디부터 제31마디 첫 번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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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대금 독주 파트 제29마디부터 제31마디 첫 번째 박까지

  <악보 18>을 살펴보면 앞부분의 선율의 상행은 제29마디 첫 음 C6

(�부분의 클라이막스)로 도달하여 정점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의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29마디와 제30마디는 같은 선율의 반복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제29마디까지 음역이 고조되어 C6음에 도달하였고 4번째 박

의 리듬적 추진력을 통해 다시 제30마디에서 C6음에 도달하며 반복, 강

조되고 있다. 꾸밈음 D♭6과 중심 음 C6의 모습은 4마디 ㉯선율의 첫 

박에서 보였던 음과 같은 형태이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앞의 C6이 두 번 반복되고 있고 뒤이어 16분음표

의 셋잇단 리듬으로 짧은 시가의 리듬형을 대비시키고 있다. 시가만 조

금 더 길게 늘어났을 뿐 같은 음이 두 번 반복되는 모습은 ㉯선율의 리

듬적 특징이고 뒤이어 제29마디 네 번째 박에 등장하는 16분음표의 3잇

단형태는 앞선 마디에서 언급했듯 ㉰의 리듬적 특징으로 이 부분을 ㉯+

㉰의 변형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3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5) 제31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36마디까지

  �부분의 다섯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31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36마

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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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대금 독주 파트 제31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36마디까지

  앞서 네 번째 소구분 선율에서 ㉯+㉰의 변형 선율의 두 번 반복으로 

음악적 고조가 일어난 이후 <악보 19>에서 보이듯 제31마디 두 번째 

박부터 고음의 지속음들과 붓점 형태의 리듬이 이어진다. 이 부분의 선

율의 특징을 중심음을 통해 살펴보면 ㉯선율의 중심음 이었던 C6-F6-E

♭6-F6의 확대된 모습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의 제31마디에서 제35마

디 첫 번째 박까지는 위의 중심음으로 그대로 진행 되다가 제35마디의 

두 번째 박부터 제36마디까지 F5와 F♭6의 도약으로 시작되는 한마디 

프레이즈의 두 번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리듬적 특징은 같은 음이 긴 지속음과 짧은 시가의 음의 모습으로 두 

번 반복되거나 박스로 표시된 부분의 붓점 리듬을 통해 두음 반복의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율의 제6마디 세 번째 박에 등

장한 16분 음표 두음 스타카토 F6의 확대된 형태로, ㉯선율의 확대, 변

형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3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

다. 이렇게 붓점 리듬과 F♭이라는 새로운 음의 출현으로 반음계를 특징

으로 갖고 있는 선율이 역취로 전개되어 뒷부분에 출현할 빠른 호흡의 

선율에 힘을 실어준다. 

6) 제38마디 ∼ 제39마디

  �부분의 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로 제38마디 ~ 제39마디까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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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대금 독주 파트 제38마디 ~ 제39마디

  <악보 20>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의 변형된 형태인 ㉰2의 16분

음표의 셋잇단 형태의 리듬형 반복이 다시 등장한다. 짧은 시가의 음군

이 길게 이어지는 리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같은 리듬형에 더하여 선

율의 흐름 또한 두 번의 프레이즈가 반복을 이루며 변형된다는 점이 닮

아 있다. 

  선율적 특징으로 제38마디의 선율은 앞에 보여진 제27마디, 제28마디

와는 다르게 상행과 하행 상행이 번갈아가며 교차 진행되고 있다. 이때 

E가 등장하여 반음관계의 음 진행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고 음려의 상

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제39마디의 E6의 지속음으로 종착되며 샘 여림 또한 기호 f로 

시작하여 크레센도로 확장되어 음정의 상향 진행과 같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 변형 형태, ㉰3이라 이름 붙이도록 한다.

7) 제45마디 ∼ 제46마디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은 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에서 빠른 호흡으로 

상행하여 선율을 고조시킨 뒤 제40마디부터 제44마디까지 잠시 숨을 고

르고 다시 제45마디부터 마지막 부분 종결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부

분의 일곱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45마디 ~ 제46마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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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대금 독주 파트 제45마디 ~ 제46마디

  <악보 21>을 살펴보면 제45마디와 제46마디 또한 같은 선율의 반복

이다. 선율에서 리듬까지 완벽한 반복을 이루고 있는데 선율적 특징으로 

F4에서 F5로 저취에서 역취로 빠르게 상행 전개되고 역취 C6에 도달했

을 때는 그 음을 지속해준다. 

  이 부분의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 등장한 16분음표의 셋잇단의 

세 박에 덧붙여 셋잇단과 4분음표가 더해진 �한 박이 바로 이어져가고 

있다. 이것은 10잇단의 모습이었던 ㉰의 모습이 3잇단 묶음의 9연음의 

모습으로 변화 했다가 추가적으로 꼬리부분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라 해

석 할 수 있는데 3잇단의 음 군이 하나 더 추가 되면서 조금 더 길게, 

짧은 시가의 음 군이 늘어나 최종 음정인 C6를 향해 상행하고 있다. 이 

또한 ㉰의 변형,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4라 이름 붙이도록 한

다.

8) 제47마디부터 제52마디 세 번째 박까지

  �부분의 여덟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47마디부터 제52마디 세 번째 

박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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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대금 독주 파트 제47마디부터 제52마디 세 번째 박 까지

  <악보 22>에서 보이듯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일곱 번째 소구

분 선율에서 빠른 호흡으로 상행, 반복되어 진행된 선율이 제47마디에 

이르러 긴 상청의 지속음으로 도달하였다. 

  �부분 마무리에 이르러 �부분에 등장했던 ㉮1선율의 재현이 일어난

다. 제47마디에서 제52마디까지의 중심음을 살펴보면 E♭6-B♭5-E♭

6-B♭5의 4도, 5도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뒤이어 제50마디 넷째 박부터 

C6-B♭5가 중심 음으로 드러나는 선율이 반복 되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앞서 ㉮1(제1마디 ~ 제3마디)에서 B♭5-E♭6의 중심음으

로 보였던 5도, 4도 관계의 진행과 일치하며 C6-B♭5이 중심음으로 드

러나는 선율이 리듬적 특징까지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반복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부분은 ㉮1에서 드러난 영산회상 상령산의 확장

된 형태이며 ㉮4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9) 제52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53마디까지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아홉 번째 소구분 선율이다. 제52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53마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래 <악보 2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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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명 ㉮2 ㉮3 ㉰2 ㉯+㉰3

마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선율명 ㉯3 ㉰3 ㉰4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선율명 ㉮4 ㉰1´

마디 46 47 48 49 50 51 52 53

<악보 23> 대금 독주 파트 제52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53마디까지

  위의 <악보 23>에서 보이듯 �부분에 등장했던 ㉰1선율(제6마디 네 

번째 박 ~ 제7마디 세 번째 박)의 모습과 완전히 같은 선율이 등장한다. 

스타카토의 10잇단 음 군의 반복을 통해 대나무 잎의 바스락거림을 다

시 한 번 묘사하였으며 �의 마지막을 ㉰1선율의 반복으로 마무리 하여 

앞의 �부분과의 연결감을 제시하고 있다. 완전한 반복이므로 이 부분을 

㉰1´이라 이름 붙이도록 한다.

�부분의 소구분한 선율을 통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부분의 소구분 선율구조

(다) 대금 독주 파트 �부분 (제54마디∼제96마디)

  �부분은 제54마디에서 제96마디로 총 43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는 6개의 부분으로 다시 소구분된다. 템포는 �=60 으로 전 �부분보다

는 조금 빨라졌지만 연주되는 각 파트들이 리드미컬하거나 속도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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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들이 아니라 지속음들이 많이 제시되어 빨라진 느낌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느낌이 든다. 

  앞의 B♭ 자연단음계에서 5도 상승하여 F 자연단음계의 모습이 전체 

대금 오케스트라의 출현 음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대금 독주 파트 선

율에서는 주로 F-G-B♭-C-D♭의 5음 음계가 사용되어 전통적 선율성

을 띄고 있다. 

  대금1,2,3파트들과 기타 관악기들이 상청, 중청, 하청의 다양한 음색의 

지속음들로 이 부분의 특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위에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이 다양한 리듬과 음색을 선보이며 더욱 잘 드러나도록 구성

되어 있는 부분이다. 작곡가는 이 부분을 ‘넉넉하게..’라는 나타냄 말로 

표시되고 있다. 제시되는 박의 형태는 초반 55마디의 18/8박자를 제외

하고는 모두 15/8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1) 제62마디 ∼ 제68마디

  �부분의 첫 대금 독주 파트 선율은 8마디 이후에 나타난다. 이는 다

른 선율악기 파트들이 여러 성부의 지속음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제시한 

후 대금 독주 파트가 혼자 등장하면서 독주 선율의 특색을 더욱 분명하

게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부분의 첫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62마디 

~ 제6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24>와 같다.

<악보 24> 대금 독주 파트 제62마디 ~ 제68마디

  <악보 24>를 통해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영산회상 중광지곡의 상령

산 제일 앞부분의 선율과 일치한다. 제62마디 ~ 제68마디의 중심 음 이

동이  B♭3-E♭4-F4-E♭4-B♭3으로 2도, 4도, 5도 관계로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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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영산회상 중광지곡 상령산 대금보인 아래의 <악보 

25>와 비교해보겠다

<악보 25> 영산회상 중광지곡 상령산 제3마디 ~ 제5마디37)

  <악보 25>의 상령산 중심음을 살펴보면 B♭3-E♭4-F4-E♭4-B♭로, 

<악보 24>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박의 시가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완전

히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와 �의 제일 첫 부분마다 등장했던 영산

회상 상령산 선율의 확장과 변형인 ㉮선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보였던 ㉮들이 상령산 선율 중 상청이거나 중 하청 선율의 

2도 관계를 유지한 변형된 모습이었다면 �에서 보이는 이 부분의 모습

은 영산회상 상령산에서 사용되는 하청의 선율을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정악 대금의 중하청 음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리듬적 특징 또한 긴 지속음들로 상령산의 선율의 리듬적 특징과 일치

하여 분명하게 이 곡의 주제 선율이 영산회상 상령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5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2) 제71마디 ∼ 제73마디

  대금 독주 선율은 앞의 첫 번째 소구분 선율 이후 제69마디 ~ 제70

마디의 공간을 두고 제71마디부터 다시 출현하고 있다. �부분의 두 번

째 소구분 선율은 제71마디 ~ 제73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26>과 같다.

37) 『한국음악, 제5집: 중광지곡, 천년만세』(서울: 국립국악원, 1969),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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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대금 독주 파트 제71마디 ~ 제73마디

  <악보 26>에서 보이듯 이 부분의 선율은 제60마디의 대금3파트와 퉁

소에서 등장한 선율이 한 옥타브 상행하여 그대로 모방된 형태이다. 

  선율적 특징으로 다양한 음역 대를 사용하여 다채로워 보이나 중심음

을 자세히 살펴보면 C6-C5-B♭4로 결국은 B♭과 C의 2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서 ㉮선율들에서 보였던 C와 B♭의 관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점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새로운 리듬형

이 등장하고 있다. 앞선 선율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새로운 형태

의 리듬 꼴로 하행진행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 ㉱

1이라 하겠다.

3) 제74마디 ∼ 제75마디

  �부분의 세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74마디 ~ 제75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27>과 같다.

<악보 27> 대금 독주 파트 제74마디 ~ 제7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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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소구분 선율인 ㉱1선율의 하행에 이어 <악보 27>의 제74마

디와 제75마디는 같은 리듬형과 선율이 반복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부분 대금 독주 파트에서 5음음계의 사용

으로 전통적 선율진행을 보여주었으나 이 부분에서 F자연단음계를 사용

하여 상행하며 선율적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분에

서는 5음 음계와 F자연단음계의 혼용을 통해 선율진행의 확장을 보여주

고 있다. 

  리듬적 특징은 16분음표의 셋잇단 리듬의 등장으로 선율의 긴장감 고

조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16분음표 음군은 두 가지의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앞의 ㉰의 변형에서 보였던 형태들이 모

두 드러나는 것으로 3잇단 세묶음으로 이루어진 9연음과 ㉰4에서 나타

났던 꼬리부분에 3잇단이 하나 더 붙은 형태가 그것인데 이 두 가지의 

변형된 리듬이 합쳐져서 D♭5에서 C5로, A♭4에서 G5로 상향 진행 하고 

있다. 짧은 시가의 여러 음들이 한 프레이즈의 음 군을 이루어 최종 음

정으로 도달하는 이러한 ㉰의 변형 리듬꼴들은 계속적으로 변형되며 등

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크레센도와 음정의 상향진행, 그리고 

반복을 통해 전체 음악을 고조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5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4) 제76마디 ∼ 제80마디

  �부분의 네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76마디 ~ 제80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28>과 같다.

<악보 28> 대금 독주 파트 제76마디 ~ 제8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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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8>에서 보이듯, 세 번째 소구분에서 보였던 마디의 반복과 상

향진행으로 고조된 선율은 제76마디에서 C6의 고음으로 이어진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제76마디에서 제80마디까지 하향 진행되고 있는데 

원으로 표시된 C6-A♭5-G-E♭5로 중심음의 이동이 보인다. 또한 매 음

정마다 두음 꾸밈 음이 시김새의 모양으로 붙어 있으며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C와 A♭, E♭의 음정이 짧은 시가와 긴 시가의 대비로 두 

번 연속으로 연주되는 리듬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나타난 ㉯선율의 특징으로 이 부분을 ㉯의 변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

4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5) 제82마디 ∼ 제88마디

  �부분의 다섯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82마디 ~ 제8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29>와 같다.

<악보 29> 대금 독주 파트 제82마디 ~ 제88마디

  <악보 29>를 통해 선율의 흐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크게 제82마디에

서 제84마디 첫 박 까지, 제84마디 두 번째 박부터 제85마디 두 번째 

박까지, 제85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87마디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88마

디를 하나로 총 4개의 프레이즈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제82마디에서 제

85마디 두 번째 박까지를 두 개의 프레이즈가 한 묶음이 되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심음을 살펴보면 E♭5-F5로 2도간격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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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이 반복 되고 있으며 ㉮선율의 리듬적 특징인 긴 지속음으로 이어가

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1선율에서 보였던 B♭-C의 2도관계가 그대로 E♭

-F로 변형된 것으로 두음 꾸밈 음과 지속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1

선율이 변형되어 몇 번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6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6) 제89마디 ∼ 제95마디

  �부분의 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89마디 ~ 제95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대금 독주 파트 제89마디 ~ 제95마디

  <악보 30>을 살펴보면 �부분에서 제일 처음 제시 되었던 ㉮5선율이 

변형되어 진행되고 있다. �부분의 시작과 끝을 같게 함으로서 곡의 구

성에 안정감을 주고 영산회상 상령산 선율 모티브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이니 만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변형과 확

장을 보이는데 저취에서 역취로 뛰어넘으며 3연음꾸밈음의 등장으로 마

무리 하고 있다. 

  이러한 선율적 특징은 �로 진행될 변화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제

92마디 마지막 박에서 앞의 ㉮2선율의 F4-B♭3 끝부분을 음역 대를 올

려 F5- B♭5로 진행하다가 제94마디, 제95마디에 C4와 C5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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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명 ㉮5

마디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선율명 ㉱1 ㉰5 ㉯4 ㉮6

마디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선율명 ㉮7

마디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부분의 첫 부분 중심음인 C와의 연결감을 주고 있다. 제89마디 ~ 제

92마디 네 번째 박을 ㉮5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 이후부터 제

95마디까지는 다음 부분과의 연결을 위한 ㉮5의 변형과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7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부분의 소구분한 선율을 통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

과  같다.

<표 6> �부분의 소구분 선율구조

(라) 대금 독주 파트 �부분 (제97마디∼제143마디)

  �는 제97마디에서 제143마디까지로 총 47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이

는 다시 19개의 선율로 소구분 할 수 있다. 전체 곡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중 가장 긴 분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율적, 리듬적 특징을 

가진 변형 선율들의 등장으로 가장 많이 소구분 되고 있다. 

  빠르기는 �=60으로 앞의 �부분 빠르기와 같지만 봉동채라는 장단이 

등장함으로서 앞부분의 제례악에 사용되는 타악기들의 정악적 장단감에

서 확연히 대비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비되는 장단감은 

선율들의 리듬형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장구 연주의 리드로 각 파트들

도 짧고 다양한 리듬 형으로 긴박한 느낌의 장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

지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봉동채 장단의 원형은 아래 <악보 3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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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봉동채 장단

  봉동채 장단은 경기도에서 성주굿에 쓰이는 장단이다. <악보 31>에서 

보이듯 굿거리 느낌의 장단으로 굿거리에서 한 박을 더한 형태이며 ‘5박 

굿거리’라고도 한다.38) 그동안 앞부분들에서는 아악계통의 음악에서 쓰

이던 타악기들의 연주로 정악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 �부분에서는 

무악의 장단인 봉동채 장단을 등장시켜 속도감과 다양한 리듬형의 출현

으로 음악적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고 있다.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또한 새로운 형태의 리듬과 선율형이 다수 등

장하여 전체 곡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음계는 C자연단음계의 

기본 형태에 부분적으로 D♭, E, G♭, B음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형

태는 반음계 진행을 통해 12율려의 양률과 음려의 성질을 상징적으로 

부가하여 정악 대금이 가진 성음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곡가의 특징적

인 작곡 어법으로 �부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타냄 말은 ‘일렁이듯이..’이며 대나무 숲이 바람에 일렁이는 듯, 대금 

독주 파트 선율의 영향을 받아 각 파트들 선율에도 모방과 반복, 이어짐

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선율의 대비, 길고 짧은 박의 대비, 그러한 

대비와 변형의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음악을 한껏 고조시켜 이곡의 가

장 클라이막스 부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박자는 마지막 부분 제142마디

의 9/8박자를 제외하고 모두 15/8박자로 이루어져 있다. 

1) 제97마디 ∼ 제98마디

  �부분의 첫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97마디 ~ 제9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2>와 같다.

38) 임수정,『한국의 무속장단』(서울: 민속원 1999,)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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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대금 독주 파트 제97마디 ~ 제98마디

  <악보 32>을 통해 살펴보면 대금 독주 선율에 새로운 리듬형이 등장

하고 있다. 붓점으로 된 리듬형으로 대금 독주 파트에서는 처음 등장하

는 리듬이지만 아래 <악보 33>을 살펴보면 �의 첫마디에 퉁소에서 처

음 등장했던 리듬의 변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악보 33> �의 첫마디 퉁소

  위의 <악보 33>의 퉁소에서 등장했던 붓점 리듬의 모방 리듬으로, 

<악보 32>의 제97마디에 처음 등장한 이 리듬형은 제98마디에 같은 모

습으로 반복되는데 선율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앞의 마디는 E♭5-B♭

4로 하향진행하고 제98마디는 E♭5-C6으로 상향진행하며 대비되는 반복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리듬형의 등장으로 이 부분을 ㉲1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2) 제99마디 ∼ 제100마디

  �부분의 두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99마디 ~ 제100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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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대금 독주 파트 제99마디 ~ 제100마디

  <악보 34>를 살펴보면 제99마디와 제100마디도 리듬부터 선율형까지 

완전히 같은 모습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9잇단음 두 개가 긴 프레이

즈로 이어져 � 점사분음표 리듬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

의 리듬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3잇단의 세묶음으로 

9연음의 끝부분에 3잇단 음이 한 번 더 붙어 확장되었던 ㉰4,5의 끝부

분이 9잇단음으로 더 확장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원으로 표시된 중심음이 E♭6-C5로 하향진행하고 

있고 끝에 박스로 표시된 ㉲1선율에 등장했던 E♭5, G5 의 붓점 리듬의 

상행 선율이 그대로 각 마디의 끝 박에 등장해 장단감을 살려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 리듬적 특징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6이

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3) 제101마디부터 제102마디 첫 번째 박까지

  �부분의 세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01마디부터 제102마디 첫 번째 

박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5>와 같다.

<악보 35> 대금 독주 파트 제101마디부터 제102마디 첫 번째 박까지

  <악보 35>를 살펴보면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리듬과 선율이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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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셋잇단 16분음표 선율의 단편으로 D♭

6-C6-G5로 이루어진 선율이 가운데 8분 쉼표를 두고 두 번 반복되고 

있다. 

  선율적으로 짧은 시가의 하행진행 선율이면서도 높은 상청의 음역대를 

연주하여 빠르게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선율의 리듬형

은 앞서 ㉰선율에서 등장했던 16분음표의 셋잇단 리듬꼴의 변형이자 ㉰

6의 하행하는 선율형의 강조라 할 수 있다. 하향진행의 폭을 더 크고 강

렬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형태로 확대 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선율의 변형으로 보고 ㉰7이라 이름 붙이겠다.

4) 제102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04마디까지

  �부분의 네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02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04마

디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6>과 같다.

<악보 36> 대금 독주 파트 제102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04마디까지

  <악보 36>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제102마디, 제103마디, 제104마디

가 변형되어가며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처음 제102마디부터 제

104마디까지는 각 마디의 중간 부분에 두음 꾸밈 음이 붙은 상청음의 

두 번 반복인 ㉯선율이 등장한다. 그리고 모든 마디의 마지막 박에는 대

금 기호 추성이 표기가 된 C6-D♭6 선율이 등장한다. 이 선율은 문묘제

례악에서 악기들이 대표적으로 연주하는 추성 표현으로 앞서 제례악의 

타악 리듬이 연주되었듯 제례악의 선율 또한 그대로 차용하여 아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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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를 구현해 내고 있다. 이렇듯 문묘의 추성 표현 

선율을 ㉳라고 새롭게 이름 붙이고 이러한 앞의 선율들의 선율적, 리듬

적 특징의 변형과 확장을 통해 ㉯+㉳1 선율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5) 제105마디

  �부분의 다섯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05마디이다. 이는 아래의 <악

보 37>과 같다.

<악보 37> 대금 독주 파트 제105마디

  <악보 37>을 살펴보면 앞서 등장한 <악보 34>의 제99마디의 ㉰6 선

율의 리듬적 특징인 9잇단 음의 확대된 형태가 끝의 E♭- G의 붓점 선

율을 제외하고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앞의 마디에서 최고음 F♭6으로 추성하여 상향 진

행되고 있던 선율의 흐름을 하향진행 선율을 통해 다시 중저음대로 방향

을 바꾸어 놓고 있다. 위의 선율을 ㉰의 변형인 ㉰8이라 이름 붙여 구분

하도록 하겠다.

6) 제106마디 ∼ 제107마디

  � 부분의 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06마디 ~ 제107마디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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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대금 독주 파트 제106마디 ~ 제107마디

  <악보 38>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제106마디와 제107마디가 같은 리

듬 형태가 반복되고 음정만 상향되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리듬형의 경우 16분음표의 짧은 시가의 음들이 6, 6, 4, 4 ,4개의 묶

음로 나누어져 스타카토로 긴박하게 진행해가다가 마지막 박에서 ㉳의 

추성 표현으로 종착하고 있다. 짧은 시가의 음들이 나열되고 있는 모습

은 ㉰의 선율과도 닮아있다. 프레이즈의 구분에 있어 3잇단의 세 묶음, 

9잇단의 두 묶음, 10잇단 등 여러 음들이 하나의 음 군으로 이어졌던 

모습과 다르게 이어짐 없이 6, 6, 4, 4, 4개의 묶음의 흐름에 따라 스타

카토로 정확하게 짧은 시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이 부분만의 특징이

자 리듬이 변형,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선율 형을 ㉰

라고 이름 붙이고 새롭게 구분하고 뒤의 문묘의 추성 선율 ㉳를 붙여 ㉰

+㉳1이라 이름 붙일 수 있으며 전체를 ㉰+㉳1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106마디의 중심음이 E♭4와 A♭4의 4도 

관계 중심음 사이에서 반음들이 제시되며 질서 안에 자유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전통음계 12율려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제107마디 또

한 G4와 C5의 4도 관계 중심음 안에서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7) 제108마디 ∼ 제109마디

  �부분의 일곱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08마디 ~ 제109마디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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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대금 독주 파트 제108마디 ~ 제109마디

  <악보 39>를 살펴보면 앞의 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에서 중음역대로 

올라온 분위기를 제108마디의 E♭의 옥타브 도약을 통해 상청으로 끌어 

올리는 선율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때 ㉱1선율의 붓점 리듬형 이 등

장하며 두 마디에 걸쳐 반복 확장되고 있는데 제109마디로 한 번 더 도

약을 위해 제108마디에서 G5음정을 산조 농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도약

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109마디에서 F6으로 최고음으로 도달하여 크

레센도 시키며 음악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로운 선율적 특징을 가진 부분으로 ㉴1이라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한

다. 

8) 제111마디 ∼ 제114마디

  �부분의 여덟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11마디 ~ 제114마디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0>과 같다.

<악보 40> 대금 독주 파트 제111마디 ~ 제114마디

  

  <악보 40>을 통해 이 부분은 크게 제111마디에서 제112마디까지와 

제113마디에서 제114마디까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같은 모습의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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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프레이즈에선 B♭5-A♭5-G5로 2도 간격으로 하행 진행되고 

두 번째 프레이즈에선 D6- C6-B♭5로 2도 간격으로 하행진행 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선율과 ㉮선율 변형에서 나타났던 2도간격의 흐

름으로 진행되는 긴 시가의 지속음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각 음정에 붙어 

있는 시김새들 또한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부분을 ㉮

의 변형인 ㉮8라 이름 붙이도록 한다.

9) 제115마디부터 제118마디 첫 번째 박까지

  �부분의 아홉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15마디부터 제118마디 첫 번

째 박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1>과 같다.

<악보 41> 대금 독주 파트 제115마디부터 제118마디 첫 번째 박까지

  <악보 41>을 통해 이 부분의 선율과 리듬을 살펴보면 제115마디 ~ 

제117마디를 거쳐 전체를 감싸주는 C역취로 진행하고 한 장단을 맺음 

지어주는 5번째박의 16분음표 셋잇단리듬으로 표현된다. 이 리듬적 힘

은 첫 박의 C와 D음의 역취로 이어지는 진행감을 조성해준다. 긴 지속

음과 16분음표 3잇단 리듬의 연결 형태는 ㉯+㉰의 변형 형태라고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청의 긴 시가의 지속음과 다시 아래 음에서 상향 

진행되는 짧은 시가의 음 군이 반복되면서 분위기를 더욱 긴박하게 만들

어가고 있다. 

  이것은 �부분 전체에 보이는 ‘반복’과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음계의 경우 B가 등장하면서 c화성단음

계의 음구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을 ㉯+㉰4라 이름 붙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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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10) 제118마디 ∼ 제119마디

  �부분의 열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18마디 ~ 제119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2>와 같다.

<악보 42> 대금 독주 파트 제118마디 ~ 제119마디

  <악보 42>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선율의 확장과 변형이 반복되어 

드러나고 있다.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면 3잇단 네 묶음의 음 군에 이어

서 16분음표의 짧은 시가의 음이 끝에 쉼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이어져 

긴 시가의 �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긴 프레이즈의 연음들이 앞의 

㉰선율의 변형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점차 합쳐진 시가가 늘어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선율적 흐름의 경우 C5에서 G♭6으로 상향 진행되고 같은 형태로 제

119마디에서 반복되고 있다. C5에서 G♭6 상향 진행될 때 반음을 통해 

음을 세분화 하며 차례대로 상향 진행시키고 있는데 단2도, 증2도를 병

치시킨 선율진행으로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는 작곡자의 의도대

로 12율려의 음양의 조화처럼 각 음계를 해석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통

적인 대금 운지법으로 정확히 운지 되는 C, D♭, B♭, F, G, E♭을 양

률로 상징하고 사이사이의 반음계 음정을 음려로 상징하여 전체 프레이

즈를 살려 추성적 표현으로 연결시켜 연주해야 할 것 이다.

  이 부분을 ㉰의 변형인 ㉰9라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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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20마디 ∼ 제121마디

  �부분의 열한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20마디 ~ 제121마디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3>과 같다.

<악보 43> 대금 독주 파트 제120마디 ~ 제121마디

  <악보 43>을 살펴보면 ㉰선율의 리듬적 특징인 16분음표 3잇단리듬

이 길게 이어져 큰 음 군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리듬은 제121마디에 

이르러 사분음표와 팔분음표를 사이에 포함시켜 제120마디의 리듬이 어

느 정도 덜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반복을 통한 변형, 확

대라 볼 수 있다. 

  선율적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120마디에서 G♭6에서 B♭4로 하

향진행 하는 동안 중간에 하행, 상행, 반복, 다시 상행, 하행을 보이면서 

음의 진행을 복잡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121마디 또한 음이 덜어지긴 

했지만 첫 박의 A♭4에서 G4로 하행하는 3잇단 음 군에서 갑자기 A♭5

로 옥타브 도약하여 상행했다가 다시 긴 프레이즈를 지나 B♭4로 길게 

하행한다. 그러다 다시 A♭5로 도약하는데 이처럼 G♭6에서 G4로 2옥타

브를 상행과 하행 진행으로 넘나들며 최종적으로는 하향진행하며 긴박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앞의 제118마디 ~ 제119마디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대금 

운지법으로 연주되는 음정을 양률로 상징하여 그 사이의 반음들을 음려

로 해석하고 하행할 경우 퇴성의 성격으로 연주하고 상행할 경우 추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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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주하여 전체 음 진행의 연결감을 살려야 한다.

  앞의 소구분 선율과 마찬가지로 ㉰의 변형으로 보고 ㉰10이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12) 제122마디 ∼ 제123마디

  �부분의 열두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22마디 ~ 제123마디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4>와 같다.

<악보 44> 대금 독주 파트 제122마디 ~ 제123마디

  <악보 44>를 살펴보면 이 부분의 선율은 앞서 등장했던 ㉰7의 16분

음표 셋잇단의 단편으로 전체적인 리듬에 있어 약박에 표현되면서 리듬

적 역동성을 부여한다. 상청에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7 선율을 일정

한 공간을 두고 반복하면서 다음 선율을 위한 숨고르기 역할과 더불어 

다른 파트의 선율이 드러나게 하는 앙상블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선율의 변형인 ㉰11이라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13) 제124마디 ~ 제125마디

  �부분의 열세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24마디 ~ 제125마디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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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대금 독주 파트 제124마디 ~ 제125마디

  <악보 45>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제115마디 ~ 제118마디에 등장한 

㉯+㉰4의 구성 음과 리듬형의 변형 형태이다. 앞서 ㉯+㉰4에서 등장한 

16분음표 셋잇단 리듬의 선율을 그대로 한 옥타브 낮추어 음정을 사용

하고 있으며 리듬형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율 비교는 아

래의 <악보 46>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악보 46> 대금 독주 파트 제115마디의 선율과 제124마디의 

선율 비교 

  위의 <악보 46>과 같이 제115마디의 선율의 리듬은 지속음이 앞에 

있고 짧은 시가의 음군이 뒤에 위치해 있으나 제124마디의 선율은 그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 또한 음계는 제115마디보다 한 옥타브 낮추어 

같은 음의 선율을 제124마디에서 형성하고 있다.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B의 출현으로 C화성단음계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고 C5의 음정으로 시작해 3잇단 세 묶음 음 군을 거쳐 하

행, 상행한 뒤, 같은 C5의 지속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또한 제

124마디와 제125마디가 같은 선율로 반복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의 변형인 ㉯+㉰5라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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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26마디 ∼ 제127마디

  �부분의 열네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26마디 ~ 제127마디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7>과 같다.

<악보 47> 대금 독주 파트 제126마디 ~ 제127마디

  <악보 47>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열세 번째 소구분 선율인 제124마

디 ~ 제125마디의 선율 형태가 발전된 부분으로 제124마디 ~ 제125마

디가 짧은 시가의 음군을 통해 C5-C5로 지속했다면 이 부분은 C5-F5, 

C5-C6으로 상행하여 더 입체적인 선율전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16분음표 3잇단 리듬과 �의 지속음이 계속 끝과 

처음을 이어가고 있는 형태로 짧은 시가와 긴 시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중심음을 살펴보면 C5로 시작하여 F5로 상행 했다가 C6로 도약하였다

가 다시 F5로 하행하며 상행 하행을 교차로 보여주는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126마디, 제127마디를 같은 선율의 반복을 통해 크레센도

로 음향적으로 쌓아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긴 시가의 음과 짧은 시가의 대비와 반복은 ㉯+㉰4의 모습과 유사하

여 이 부분의 변형과 확대라 해석하고 ㉯+㉰6이라 이름 붙이도록 한다.

15) 제128마디 ∼ 제131마디

  �부분의 열다섯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28마디 ~ 제131마디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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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8>과 같다.

<악보 48> 대금 독주 파트 제128마디 ~ 제131마디

  <악보 48>을 통해 음계를 살펴보면 D♭이 등장하는데 이는 C자연단

음계에서 D음이 반음 내려간 C프리지안 선법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B음이 경과 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리듬과 선율의 모습을 살펴보면 스타카토 주법의 16분음표 음군, 9잇

단 음군, 16분음표 3잇단 연음에 이어 제130마디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박의 리듬형까지 앞서 등장한 다양한 리듬의 형태들이 종합적으

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대비와 반복이 이어지는데 

제128마디에서 세 박의 지속음 이후 16분음표의 짧은 시가의 음들과 9

잇단 음이 붙어간다. 그리고 제129마디에선 직전의 9잇단 음에 그대로 

이어 상행하는 3잇단 음이 붙어 C6의 2박 지속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바로 16분음표의 짧은 시가 스타카토 음들이 이어지고 제130마디

에서 팔분음표와 점 팔분음표, 십육분음표로 이루어진 리듬 형이 두박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16분음표의 짧은 시가 스타카토 음들이 나머지 

박을 채우다가 제131마디에 이어 C4지속음으로 마무리된다.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의 박의 대비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심음을 살펴보면 제128마디의 경우 F6-C6로, 제129마디 C6에



- 66 -

서 제130마디 F6-C6-F6로 변화 했다가 다시 세 번째 박에서 C4로 하행

한 후 지속음 까지 이어진다. 정리해보면 F6-C6- F6-C6-F6-C4로 5도 

4도 관계가 계속적으로 뒤바뀌어가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리듬적으로도 선율적으로도 반복과 대비를 계속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선율들이 한데 합쳐져 새로운 프레이즈를 구성하고 있

는 부분으로 ㉵1이라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16) 제132마디 ∼ 제135마디

  �부분의 열여섯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32마디 ~ 제135마디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49>와 같다.

<악보 49> 대금 독주 파트 제132마디 ~ 제135마디

  <악보 49>에서 보이듯, 앞의 선율들의 반복과 대비를 통해 고조된 긴

장감은 저음의 지속음을 통해 제132마디로 이어진다. 단2도간격의 선율

을 16분음표 스타카토로 빠르게 표현하고 있고 제132마디~제135마디

를 거쳐 저취에서 역취로 진행하며 앞의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려 음악적

인 고조를 이뤄내고 있다. 

  앞에서 등장했던 제106마디 ~ 107마디의 ㉰와 일치하는 리듬형을 보

이는데 16분음표의 짧은 시가 음들이 스타카토로 연주되고 있으며 이것

이 제132마디, 제133마디, 제134마디, 제135마디에 걸쳐 4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선율은 점점 상향 진행되고 있는데 중심음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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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제132마디에서 C4와 F4, 133마디에서 F4와 B♭4, 제134마디에

서 C6와 G5, 제135마디에서 E♭6와 B♭5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마디마다 4도 관계, 5도 관계의 두 중심 음에 덧붙여 C중심의 반음, 

F중심의 반음, C중심의 반음, E♭중심의 반음 관계가 공존하며 특징적

인 반음계 관계의 분위기를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율의 반복 사이에

는 쉼표가 존재하여 프레이즈의 반복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주요 음들이 4도, 5도 관계로 규칙적으로 상행하는 선율적 특징을 보

이고 있고 리듬 또한 짧은 시가들이 스타카토주법으로 반복 되는 리듬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강한 긴장감으로 다음 마디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선율의 변형이라 보고 ㉰12라 이름 붙이겠다.

17) 제136마디 ∼ 제138마디

  �부분의 열일곱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36마디 ~ 제138마디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50>과 같다.

<악보 50> 대금 독주 파트 제136마디 ~ 제138마디

  <악보 50>을 살펴보면 짧은 시가의 여러 음이 한 프레이즈로 묶여있

는 ㉰선율의 특징적인 리듬형이 보여지고 그것의 변형된 선율들의 반복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36마디와 제137마디의 경우 16분음표의 3잇단 

리듬형이 스타카토 주법을 통해 음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선율적 특징으로는 E♭6-B♭4로 5도간격의 음정으로 하향진행하고 있

다. 두 마디 반복으로 강조된 선율은 제138마디에 이르러 9잇단 음의 

두 묶음으로  두 배로 길어진 프레이즈로 E♭6에서 C5를 향해 하행하고 

있다. 세 번 반복되는 동안 긴 호흡으로 프레이즈가 늘어난 하행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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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상향진행을 향해 호흡을 고르는 긴장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선율의 변형으로 보고 ㉰13이라 이름 붙이겠다.

18) 제140마디 ∼ 제142마디

  대금 독주 선율은 제139마디의 한 마디의 쉼 이후 제140마디에서 다

시 시작된다. �부분의 열여덟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40마디 ~ 제142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51>과 같다.

<악보 51> 대금 독주 파트 제140마디 ~ 제142마디

  <악보 51>를 살펴보면 제140마디부터 제142마디까지 세 마디에 걸

친 긴 프레이즈의 상향진행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리듬형을 살펴보면 전체 한마디 15박을 9잇단 음으로 나누고 이것을 

두 마디에 걸쳐 긴 호흡의 9잇단 음 두 마디로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등장한 9잇단 음보다 몇 배 긴 호흡으로, 두 마디에 걸쳐 한음씩 천천히 

상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심음 관계를 통해 음정의 진행을 살펴보면 B3-C4-E♭4-F4-E4-A♭

4-C5-B4-E♭5-F5-E5-A♭5-B5-C6-E♭6-B5-C6-E♭6-F6로 볼 수 있

다. 이렇게 교차되는 음정을 포함시켜 4음씩 구분 지을 수 있는데 

B-C-E♭-F와 E-F—A♭-C를 대표적인 흐름으로 꼽아 단2도와 단3도, 

장2도 간격과 단2도 단3도 장3도 간격의 묶음이 반복되며 규칙적으로 

선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처음 B3로 시작한 음정은 F6까지 큰 폭으로 상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박 쉼표에서 대금 독주 선율을 비롯한 전체 오케스트라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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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다. 이 부분을 ㉰선율의 긴 프레이즈로의 확장으로 보고 ㉰14라 이

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19) 제143마디

  �부분의 마지막 소구분 선율이다. 열아홉 번째 소구분 선율은 제143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악보 52>와 같다.

<악보 52> 대금 독주 파트 제143마디

  <악보 52>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제102마디의 선율이 그대로 등장한

다. ㉰7선율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문묘제례악의 추성 선율인 ㉯+

㉳1의 변형으로 마무리된다. �부분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선율이 그대로 

다시 등장하면서 앞과 마무리를 통일시켜 안정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반

복과 변형을 통해 종지에 이르고 있으므로 �부분의 특징적인 선율이라 

할 수 있다. 

  문묘제례악의 추성표현인 D♭6으로 상행하는 ㉯+㉳1선율의 변형으로 

마무리되면서 곡의 클라이막스를 강렬하게 여미고 있다.

  이 부분을 ㉰7‘과 ㉯+㉳2의 조합으로 이름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부분의 소구분한 선율을 통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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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명 ㉲1 ㉰6 ㉰7 ㉯+㉳1 ㉰8 ㉰+㉳1 ㉴1 ㉮8

마디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선율명 ㉯+㉰4 ㉰9 ㉰10 ㉰11 ㉯+㉰5

마디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선율명
㉯+

㉰6
㉵1 ㉰12 ㉰13 ㉰14

마디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선율명
㉰7 ,́㉯

+㉳2

마디 142 143

<표 7> �부분의 소구분 선율구조

(마) 대금 독주 파트 �부분 (제144마디~제152마디)

  �부분은  �부분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대금 독주 파트 선율과 대

금오케스트라의 선율 모두가 �부분을 그대로 연주하고 있다. 제144마

디 ~ 제152마디까지 총9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를 하나의 선율로 

구분한다. 각 부분 중 가장 짧은 길이의 부분으로 템포는 따로 제시 되

지 않았다. �에서는 타악기가 등장하지 않으며 관악기 파트만 등장하여 

대금 독주를 뒷받침 할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사라진다. 

1) 제144마디 ∼ 제152마디

  �부분의 선율은 제144마디에서 제152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를 하나의 소구분 선율로 구분한다. 이는 아래의 <악보 53>과 같다.

<악보 53> 대금 독주 파트 제144마디 ~ 제15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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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명 ㉮9

마디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악보 53>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부분의 ㉮5선율이 변형되어 사용

되고 있다. 선율적 특징으로 B♭3-E♭4-F4-E♭4-B♭3의 영산회상 상령

산의 앞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중심음 진행이 보이는데 제149마디부터는 

제152마디까지 B♭3의 하청 지속음이 반복해서 이어지며 전체 곡이 마

무리된다. 이 부분을 ㉮9라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부분의 소구분한 선율을 통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조에서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부분의 소구분 선율구조

  지금 까지 구분한 소구분 선율들을 기준으로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을 

살펴보면 곡의 가장 처음 부분인 �부분에서 나타난 ‘㉮선율’과 ‘㉯선율’, 

‘㉰선율’, ‘㉯+㉰선율’이 이후 곡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발

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율’은 총 14번의 변형과 1번의 반

복 출현 보임으로서 가장 많은 변화와 반복이 이루어지는 본 곡의 가장 

대표적인 선율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

고 있는 네 가지의 대표적인 선율의 변형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9>,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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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율명 악보

� ㉮1

�

㉮2

㉮3

㉮4

�

㉮5

㉮6

㉮7

� ㉮8

� ㉮9

<표 9> ㉮선율의 변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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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율명 악보

�

㉯1

㉯2

� ㉯3

� ㉯4

  <표 9>에서 보이듯  ㉮선율들은 영산회상 상령산의 선율을 그대로 차

용하거나 4도와 2도간격의 중심음 진행을 사용하여 영산회상 상령산이 

가진 선율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긴 시가의 지속음들이나 

대금의 시김새의 변형인 한 음, 두 음 이상의 꾸밈 음들 또한 영산회상 

상령산 선율의 변형된 형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0> ㉯선율의 변형유형

  

  위의 <표 10>에서 보이듯 ㉯선율은 영산회상 상령산에서 두 음이 연

속적으로 연주되는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짧은 시가에서 점차 긴 시가의 

박으로 변형 확장되었다. 대금의 시김새의 변형인 한 음 이상의 꾸밈 음

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심음은 4도, 5도 관계나 2도 관계의 선율 

진행을 보여 전통 음계 진행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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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율명 악보

� ㉰1

�

㉰2

㉰3

㉰4

㉰1’

� ㉰5

�

㉰6

㉰7

㉰8

㉰9

<표 11> ㉰선율의 변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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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위의 <표 11>에서 보이듯 ㉰선율은 1번의 반복과 14번의 변형을 통

해 이 곡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선율이라 할 수 있다. 16분음표의 

10잇단 리듬의 스타카토 음 군의 형태에서 점차 16분음표의 3잇단음의 

세 묶음, 9잇단음, 9잇단음의 두 묶음, 등 짧은 시가 음들의 긴 프레이

즈 나열이 도드라지며 변형,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리듬형은 스타카토

의 경우 대나무 잎의 바스락거림을 표현하고 있고, 이음줄로 이어진 경

우 대나무 숲의 일렁임 등으로 상징되어 표현된다. 

  또한 프레이즈가 길어지고 확장 될 수 록 반음계를 사용하여 단2도 

증2도 관계의 선율선을 드러내 특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작곡

가는 이러한 ㉰선율의 리듬형과 반음계의 사용을 통해 12율려의 양율과 

음려의 상징성을 선율에 부여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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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율명 악보

�

㉯+㉰1

㉯+㉰2

� ㉯+㉰3

�

㉯+㉰4

㉯+㉰5

㉯+㉰6

<표 12> ㉯+㉰선율의 변형유형

   위의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듯 ㉯+㉰선율은 ㉯선율과 ㉰선율이 

합쳐진 형태로 긴 시가와 짧은 시가의 음 군이 하나로 연결되어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두 음의 반복이던 ㉯선율의 리듬적 특징은 조금 

씩 긴 시가로 확장되거나 음정만 남아 한 음정의 긴 시가로 확장되어 짧

은 시가로 여러 음의 음 군으로 확장된 ㉰선율과 합쳐져 더욱 분명한 대

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각 소구분 선율의 특징에 따라 전체 악곡의 각 부분별 구조와 

특징을 표로 구성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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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1 ㉯1 ㉰1 ㉯+㉰1 ㉯+㉰2 ㉯2

마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특징

곡의 주제선율이 처음 제시되는 부분이다. 영산회상의 선율적 특징이 분명

하게 드러나는 ㉮선율을 시작으로 ㉯선율, ㉰선율, ㉯+㉰선율 등 앞으로 

곡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발전되는 주요 선율들이 모두 등장

한다.

�

구조 ㉮2 ㉮3 ㉰2 ㉯+㉰3

마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구조 ㉯3 ㉰3 ㉰4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구조 ㉮4 ㉰1´

마디 46 47 48 49 50 51 52 53

특징

곡의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에 등장한 선율들이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선율의 변형보다는 도입

부의 선율을 모티브로 전보다 빨라진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영산회상의 변

형인 ㉮선율로 시작된다는 점과 �부분에 등장했던 선율들이 모두 고르게 

변형되고 있고 ㉰1선율의 경우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는 특징을 띤다.

�

구조 ㉮5

마디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구조 ㉱1 ㉰5 ㉯4 ㉮6

마디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구조 ㉮7

마디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특징

전개에 이어 선율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곡의 주제선율인 ㉮선율이 지배적

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큰 특징을 보인다. 주로 긴 호흡의 전통 선율적 특징

을 지닌 선율들이 등장하여 리드미컬한 속도감 보다는 대금 독주 파트의 

긴 호흡과 영산회상의 선율이 도드라지며 풍류 음악의 현대적 해석이 발전

을 이루는 부분이다.

<표 13> 전체 악곡의 각 부분별 구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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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1 ㉰6 ㉰7 ㉯+㉳1 ㉰8 ㉰+㉳1 ㉴1 ㉮8

마디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구조 ㉯+㉰4 ㉰9 ㉰10 ㉰11 ㉯+㉰5

마디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구조
㉯+

㉰6
㉵1 ㉰12 ㉰13 ㉰14

마디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구조
㉰7 ,́

㉯+㉳

2´

마디 142 143

특징

봉동채 장단의 등장으로 전의 호흡과 대비되게 새로운 리듬형이 다수 등

장하여 곡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또한 선율의 변형과 출현되는 방식에 

있어 짧은 마디의 단위로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져 긴박감을 보여준다. ㉯+

㉰선율의 변형, 혹은 ㉯선율과 다른 새로운 선율과의 조합을 통해 긴 호흡

과 짧은 호흡의 리듬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이나믹한 음

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분음표 음군인 ㉰선율이 가장 많이 변

형되어 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른 속도감과 반음계진행의 선율적 특

징을 보여주며 곡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하고 있다. 

�

구조 ㉮9

마디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특징

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선율이 재현되며 전체 곡이 영산회상 선율을 모

티브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곡의 처음- 중간- 끝에 해당하는 �-

�-� 부분이 모두 ㉮선율로 시작되어 전체 곡의 균형감을 살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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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1) 선율적 특징

  첫째로 본 곡의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은 영산회상 상령산의 선율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소구분한 선율인 ‘㉮선율’과 ‘㉯선율’의 

선율적 특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 선율들의 원형과 변형 선율

들은 모두 영산회상 상령산에서 나타나는 선율들을 그대로로 사용하거나 

조옮김을 통한 변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제선율임이 잘 드러

나는 각 부분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면서 영산회상 상령산 모티브가 계속

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둘째로 장2도, 완전4도, 완전5도 관계의 중심음 선율이 계속적으로 등

장한다. 이는 작곡가가 직접적으로 영산회상의 선율을 등장시키지 않으

면서도 영산회상의 선율을 현대적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정악에 등장하는 다양한 대금의 특징적 연주법을 사용하고 있

는데 한음 이상의 꾸밈 음을 사용하여 정악 대금의 시김새를 구현하고 

있으며 문묘제례악의 추성 표현을 사용하여 정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다양하게 끌어내고 있다. 

  넷째로 짧은 시가의 여러 음을 묶어놓은 긴 프레이즈의 음 군에서 반

음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행하고나 하행하는 선율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율적 특징은 소구분 선율 중 ‘㉰선율’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작곡가는 이 부분을 통해 정악이 가지고 있는 12율려의 양률과 음려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대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음을 구현하

려 하였다.

  본 곡은 위의 네 가지 방법으로 정악이 가지고 있는 선율적 특징을 드



- 80 -

러내고 그를 통해 정악대금이 가지고 있는 음색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

현 해내고 있다.

2) 리듬적 특징

  첫째, ‘㉰선율’의 짧은 시가의 음 군이 가진 리듬형이 이곡의 가장 대

표적 리듬형이라 할 수 있다. 작곡가는 이 부분을 통해 대나무 잎의 바

스락 거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선율’이 발전되어 짧은 시가의 

음 군이 확장되면서 일렁이는 대나무 숲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부분의 봉동채 장단의 등장으로 인해 앞서 등장한 아악계통의 

제례악의 타악기들이 연주하던 정악적 분위기를 반전 시켜 리듬적 대비

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선 붓점 리듬과 ‘㉰선율’의 16분음표 음군의 

변형이 혼용된 새로운 형의 리듬형들이 다수 등장하여 봉동채 장단의 등

장이 상징하는 장단의 대비감을 더욱 살려주고 있다.

  셋째, 긴 시가의 지속음들과 짧은 시가의 음 군이 서로 대칭적으로 등

장하여 리듬적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12율려에 

대한 리듬적 해석으로 율과 려가 가지고 있는 음과 양, 질서와 자유라는 

정악의 음악적 철학을 리듬적으로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작

곡가는 ㉯와 ㉰가 합쳐진 ‘㉯+㉰선율’을 등장시키면서 짧은 시가와 긴 

시가의 대비를 한 묶음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각 악장들에 출

현하는 주요 리듬형 또한 �부분은 긴 시가와 짧은 시가의 음 군이 동등

하고 �부분은 짧은 시가의 음군이 드러나며 �부분은 긴 시가의 지속

음을, �부분은 봉동채, 리듬감이 드러나는 짧은 시가의 음군과 긴시가

의 지속음의 혼용을, �부분은 긴 시가의 지속음을 보여줌으로 대비와 

그를 통한 곡의 분위기 고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율과 리듬의 특징을 통해 발견되는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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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곡 전체는 주요 선율들의 끊임없는 모방과 변화, 반복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곡의 클라이막스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반복과 

반복을 통한 선율의 대칭적 대비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율’을 사용한 긴 시가와 짧은 시가와의 대비가 곡에서 자주 발

견 되는 특징 중 하나인데 시가의 대비뿐 아니라 선율들 프레이즈 사이

사이에 존재하는 쉼표, 비어있는 마디를 제시하여 공간감과 채워있음의 

대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작곡가는 선율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대비, 

확대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곡을 발전 시켜가는 작곡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전체 5개의 부분 중, 처음 중간 마지막의 �-�-� 부분의 시작 

선율이 모두 영산회상 상령산을 모티브로 한 ‘㉮선율’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곡의 구성에 있어 처음, 중간, 마지막 부분의 공통적 선율을 제시

함으로 인해 안정감을 주며 분명히 드러나는 주제 선율로 곡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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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 오케스트라의 유기적 관계 분석

  협주곡의 구성은 전체 곡을 이끌어가는 독주 파트와, 독주 파트의 선

율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오케스트라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협주곡 

분석에 있어 독주 파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시적인 관점으로 곡을 살

펴보고, 동시에 오케스트라와 독주 파트간의 유기적 관계를 도출하여 거

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본 곡의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분석에 이어서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 오케스트라와의 유기적 관계를 선율과 리듬의 관계, 대위적 화성적 

관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본 곡에 대한 음악

적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가) 선율과 리듬의 관계

  독주 파트 분석의 결과에서 드러난 음악적 특징을 바탕으로 독주선율

에서 일어났던 선율과 리듬의 모방이 오케스트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려 한다. 

  아래 <악보 54>와 같이 대금 독주 파트에서는 제6마디 ~ 제7마디에 

16분음표의 리듬 꼴이 처음 등장한다. 이 부분의 선율을 앞선 대금 독주 

파트 분석을 통해 ‘㉰선율’이라 이름 붙이고 가장 많은 모방과 변화, 확

장을 보여준 선율형으로, 이 곡의 대표적인 선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악보 54> ㉰선율, 대금 독주 파트 제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7마디 

세 번째 박까지

<악보 54>에서 보이는 ㉰선율은 대금 오케스트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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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전반에 걸쳐 일부 파트가 아닌 모든 파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선율이

다. 곡 전반에 펼쳐진 이러한 ㉰선율의 리듬 꼴과 선율의 방향성을 통해 

대금 독주 파트와 오케스트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8마디 ~ 제24마디

  첫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를 보이는 부분은 제18마디에서 

제24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55>와 같다.

<악보 55> 오케스트라 악보 제18마디 ~ 제2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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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5>를 살펴보면 앞의 �부분에서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속에 

처음 등장한 ㉰선율은 전체 오케스트라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부분

의 대금1, 대금3을 통해 처음 모방되고 있다. 선율의 방향, 리듬의 형태

가 모방되고 있고, 하나의 유려한 흐름을 두 악기를 통해 나누어 음향적 

효과를 이루고 있다.

2) 제37마디 ∼ 제39마디

  두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37마디에

서 제39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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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오케스트라 악보 제37마디 ~ 제39마디

  <악보 56>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16분음표 리듬형의 선율을 평조단

소가 연주하고 뒤이어 대금 독주파트가 이어가고 있다. 평조단소가 먼저 

연주하는 선율은 앞서 제2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8마디까지의 아래 

<악보 57>의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변형인 ㉰2를 직접 모방한 형태

이다. 

<악보 57> ㉰2, 대금 독주 파트 제26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28마디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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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7>을 보면 이 부분의 대금 독주 파트는 박 전체를 가득히 채

운 리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순차, 도약의 특징을 단2도, 증2도의 음정

관계를 주축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제29마디 ~ 제30마디는 첫 박으로 

향하는 추진력을 5음 음계를 통해 도약과 순차의 상행 진행으로 표현한

다.   

  이러한 선율은 대금 오케스트라의 평조 단소 파트에 등장하는 박스안

의 선율과 같은 리듬과 비슷한 음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음정 또한 E의 

등장으로 반음관계의 음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평조 단소의 모방 

선율은 대금 독주 파트가 이어받아 다시 모방하며 서로 관계하고  있다

3) 제45마디 ∼ 제46마디

세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45마디에

서 제46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58>과 같다.

<악보 58> 오케스트라 악보 제45마디 ~ 제4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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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58>을 살펴보면 대금 독주파트의 ㉰선율 변형인 ㉰4 선

율이 대금1과 모방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선율은 저음에서 고음으

로 상승하는 선율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대금 독주 파트가 먼저 연주하

고 뒤이어 대금 1이 사용되는 음정과 선율선 까지 완전히 같은 형태로 

이어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의 형태가 두 마디를 통해 반복되고 있

다.

4) 제101마디 ∼ 제102마디

네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01마디에

서 제102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59>와 같다.

<악보 59>오케스트라 악보 제101마디 ~ 제102마디

  <악보 59>와 같이 이 부분은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의 변형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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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의 모방과 반복이 대금 오케스트라에 이어지고 있다. 한 박으로 구

성된 셋잇단음표의 하강형 선율이 헤미올라 리듬으로 등장하며 평조단

소, 대금1, 대금2,  대금3에 순차적으로 모방되고 있다.

  봉동채 장단의 등장으로 더욱 리듬감 있게 진행되는 �부분의 분위기

를 살리기 위해 대금 독주 파트와 오케스트라가 더욱 짧은 단위로 긴밀

하게 모방과 변형으로 관계 맺어가고 있다. 

5) 제105마디

다섯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05마디

로 아래 <악보 60>과 같다.

<악보 60> 오케스트라 악보 제10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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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 60>에서 보이듯 대금 독주 파트에서 ㉰선율의 변형과 반

복된 형태인 ㉰6′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하강형태의 ㉰선율이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이 멈춤과 동시에 평조 단소 파트의 선율에 모방을 이루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6) 제108마디 ∼ 제113마디

여섯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08마디

에서 제113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오케스트라악보 제108마디 ~ 제11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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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1>에서 보이듯 제108마디를 살펴보면 평조 단소에서 ㉰6 선

율이 모방되어 독립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평조단소의 선율은 대

금 독주파트의 지속음과 함께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제111마디 이후 다

른 파트로 이러한 리듬형이 옮겨가는데 대금2, 대금3, 퉁소에 파도형 음

형으로 변형되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하나의 선율 선을 음향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7) 제115마디 ∼ 제125마디

  일곱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15마

디에서 제125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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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오케스트라 악보 제115마디 ~ 제12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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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2>에서 보이듯 이 부분에서는 대금 독주 파트에서 ㉰선율의 

변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4, ㉰9, ㉰10, ㉰11, ㉯+㉰5로 

16분음표 셋잇단 리듬의 변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대금 오케스

트라는 붓점리듬으로 적극적으로 리듬감을 제시하며 함께 작용하고 있

다. 

  대금 오케스트라의 붓점 리듬들은 대금 독주파트의 ㉰선율의 밀도감에 

따라 서로 공간을 비워가며 매 박에 각 파트들이 붓점 리듬을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각 파트마다 선율의 연결감을 주고 밀도감을 조절

하여 리듬적으로도 음향적으로도 역동적인 느낌을 부여 하고 있다. 

8) 제128마디 ∼ 제135마디

여덟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28마디

에서 제135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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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오케스트라 악보 제128마디 ~ 제13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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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3>을 살펴보면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의 경우 제128마디 ~ 

제131마디까지 긴 시가와 ㉰선율의 변형태인 16분음표의 다양한 리듬들

이 혼재되어 있는 ㉵1선율과 16분음표 스타카토 선율인 ㉰12선율이 진

행된다. 이때 대금 오케스트라는 각 파트의 선율들이 16분음표, 붓점, 

셋잇단의 리듬을 사용하여 출현하는 박을 비껴가며 공간을 두고 서로 주

고받듯 복합적으로 대금 독주 파트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이 16음표의 짧은 시가로 밀도 있는 리듬을 보

여주면 오케스트라는 쉼표나 상대적으로 긴 시가로 공간을 두고, 독주 

파트의 밀도 있는 ㉰선율이 끝나면 바로 뒤이어 붓점리듬이나 16분음표 

리듬의 모방, 셋잇단 리듬 등으로 이어 받으며 리듬적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9) 제136마디 ∼ 제138마디

아홉 번째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3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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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138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64>과 같다.

<악보 64> 오케스트라 악보 제136마디 ~ 제138마디

  <악보 64>를 살펴보면 제136마디 ~ 제137마디에서는 대금 독주파트

에서 ㉰선율의 변형인 ㉰11 선율로 역취에서 중저음대로 하강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선율 선은 대금1의 붓점과 서로 이어가며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138마디에 이르러 평조단소와 대금1이 함께 붓점 리듬의 선율

을 모방하여 첫 박을 채우고 바로 대금 독주 파트가 16분음표의 9잇단 

리듬의 선율로 받고 다시 평조단소와 대금1이 함께 같은 리듬을 가진 

선율로 서로 맞닿아 밀도 있게 움직이고 있다. 

10) 제140마디 ~ 제142마디

마지막으로 선율과 리듬의 모방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14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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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142마디까지로 아래 <악보 65>와 같다.

<악보 65> 오케스트라 악보 제140마디 ~ 제142마디

  <악보 65>에서 보이듯 이 부분은 곡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의 마무

리 부분으로 모든 성부가 상향진행하고 있다. 대금 독주파트에서는 ㉰선

율의 리듬을 길게 늘여 15박 내의 9등분 리듬의 변형태로 진행되고 대

금 오케스트라는 16분음표 스타카토 리듬 음향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

한 전체 리듬형은 리듬적 혼동을 일으키며 결국 상향 진행되어 전체를 

고조시키고 있다.

(나) 대위적, 화성적 관계

  선율적 리듬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금 독주 파트

와 오케스트라의 대위 적, 화성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 곡의 성부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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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살펴보려한다. 

  성부조직의 특징이 각각 어떻게 곡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전체 악곡 구성별 드러나는 성부조

직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본 곡의 가장 특징적인 성부조직

의 형태가 무엇인지 도출하도록 하겠다.

1) 헤테로포니

  헤테로포니는 전통음악의 성부조직으로, 각각의 성부가 유사한 음 진

행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리듬 형을 통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

로 관계하고 있다. 본 곡에서 수직적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헤테로포니 

성부조직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래 <악보 66>과 같다.

<악보 66> 오케스트라 악보 제6마디 ~ 제7마디

  <악보 66>에서 보이듯 제6마디의 대금 독주 파트는 영산회상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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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대위적 관계 

�

6 ~ 7 대금 독주파트, 퉁소, 방향

11 ~ 14 대금 독주파트, 퉁소 방향

� 31 ~ 34 대금 독주파트, 대금1, 대금3

� 87 ~ 88 대금 독주파트, 평조단소

� 149 ~ 151 대금 독주파트, 평조단소

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전통적 5음 음계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제6

마디 네 번째 박에 이르러 대금 독주 파트의 빠른 리듬형태에 퉁소와 방

향이 반응하고 있는데 C와 B♭으로 대금 독주파트에서 사용하는 주요 

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퉁소와 방향 대금 독주파트는 서로 같은 음

들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짧은 시가와 긴 지속음이라는 다른 리듬의 형태

로 헤테로포니적 구조를 담고 있다. 

  헤테로포니는 곡의 전체 중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성

부조직 관계로 �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헤테로포니는 전통적 5음

음계 선율 구조들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대위적 관계로도 드러나고 있으

며 제2마디에서 제3마디 정도로 짧게 등장한다. 이러한 성부조직의 모습

은 전통 음악의 성부 조직을 현대적으로 곡에 녹여내고 있는 부분으로 

작곡가의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 드러나고 있다. 헤테로포니 성부조직의 

특징이 드러나는 마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헤테로포니가 드러나는 부분

2) 헤테로포니 + 화성

  헤테로포니 + 화성은 헤테로포니 성부조직에 화성적 성질이 더해진 

복합적인 성부조직 체계이다. 화성적 성질을 근반으로 하는 성부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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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평적인 선율관계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 음정관계 혹은 리듬의 모습

으로 대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본 곡에서 드러나는 헤테로포니 +화

성의 성부조직의 대표적인 부분은 아래 <악보 67>과 같다.

<악보 67> 오케스트라 악보 제16마디 ~ 제23마디

  <악보 67>과 같이 이 부분은 �부분의 가장 첫 부분이다. 대금독주파

트와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가 등장하고 있다. B♭화성 단

음계의 사용으로 앞의 �부분의 대금 독주 파트에서 G♭을 등장시키며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던 단조성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 파트들은 두 가지의 성격으로 나누어 보여지는데 대금 독주 파트와 

평조단소, 퉁소는 C와 F의 4도관계 F5와 F4의 8도 옥타브 관계로 음정

을 주고 받으며 관계하고 있다. 음진행의 방향은 같지만 다른 리듬형으

로 관계하는 모습으로 헤테로포니의 대위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대금1, 대금2, 대금 3은 화성적 성질의 음진행을 보인다. B♭자연단음계

의 Ⅰ도 화음인 B♭, D♭, F가 선율적으로 진행되어 서로 관계하며 화

성적 성질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헤테로포니와 화성적 성격을 모두 



- 100 -

부분 마디 대위적 관계 화성적 성부조직

�

16 ~ 23
대금 독주 파트, 퉁소,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27 ~ 28 대금 독주 파트, 대금2 대금2, 대금3, 퉁소

29 ~ 30 대금 독주 파트, 대금2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

35 ~ 38 대금 독주 파트, 대금1, 

대금3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
45 ~ 46

48 ~ 52
대금 독주 파트, 대금1,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 평조단소

� 81 ~ 86
대금 독주 파트, 대금3, 

퉁소
대금1, 대금2, 평조단소

�

103 ~ 105
대금독주 파트,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

106 ~ 109
대금 독주 파트,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

110 ~ 114 대금2, 대금3, 퉁소
대금 독주 파트, 대금1, 

평조단소

가진 성부조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헤테로포니 +화성의 성부조직은 본 곡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

고 있는 모습으로 �와 �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고 �에서는 드러

나지 않는다. 서로 관계맺고 있는 성부 중 대위적 관계로도 보이고 선율

적인 성질안에 화성적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성부가 화성적 성격의 음정을 선율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경우 보이는 특

징이다. 

  헤테로포니 + 화성 성부조직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
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헤테로포니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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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21
대금 독주 파트, 대금1, 

평조단소
대금2, 대금3, 퉁소

124 ~ 125

128 ~ 130
대금 독주 파트, 대금3, 

퉁소
대금1, 대금2, 평조단소

3) 호모포니

  호모포니는 주된 선율과 그 배경으로 화성적 성격을 띄는 성부들의 성

부조직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각 선율들이 동등하게 관계하는 것이 아

니라 주된 부분과 뒷받침 부분의 역할 적 주종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

난다는 성질을 띄고 있다. 이러한 호모포니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래 <악보 68>과 같다.  

<악보 68> 제90마디 ~ 제94마디

  <악보 68>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대금 독주 파트와 평조단소 대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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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주 선율 화성적 성부조직

�

62 ~ 68

대금 독주 파트
대금 1, 대금2, 

평조단소

70 ~ 80

90 ~ 94

� 146 ~ 148

�

126 ~ 127 대금 독주 파트
대금1, 대금2, 대금3, 

평조단소

143 대금 독주 파트
대금1, 대금2, 대금3, 

평조단소, 퉁소

대금2, 대금3이 서로 관계하고 있는데 F자연단음계의 구성음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관계하고 있다.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은 영산회상의 선율과 유사한 전통적 선율로 진

행되고 있다. 여기에 평조 단소, 대금1, 대금2는 5음 음계를 근본으로 

한 형태의 화성이 같은 리듬으로 얹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대금 독

주파트의 주선율에 평조단소, 대금1, 대금2의 화성적 배경이 뚜렷이 드

러나며 호모포니의 성부조직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호모포니의 성부조직 특성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며 이 부분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호모포니 성부조직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호모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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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모포니+폴리포니

  폴리포니는 다성 성부로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부 조직 관계

를 말한다. 호모포니 + 폴리포니는 이러한 독립적인 다성 성부가 화성

적인 바탕위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본 곡에서는 곡의 분위기를 역동적으

로 고조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호모포니 + 폴리

포니의 특징을 보이는 부분은 아래 <악보 69>와 같다.

<악보 69> 제101마디 ~ 제102마디

  <악보 69>와 같이 이 부분은 �부분의 초입에 등장하는 마디로 대금 

독주, 평조단소, 대금1, 대금2, 대금2, 퉁소가 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금3과 퉁소에 의해 5음음계 바탕의 화성이 등장하고, 대금 독주 파트, 

평조 단소, 대금1, 대금2는 앞의 독주 파트 선율 분석에서 발견된 대표

적인 ㉰선율의 변형이 리듬적 단편으로 쌓여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성

부가 선율로 독립적으로 존재 하면서 선율들의 모방과 반복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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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관계 성부

�

97 ~ 100
대금 독주파트, 퉁소, 단소, 대금1, 대금2, 

대금3

101 ~ 102
대금 독주파트, 대금1, 대금2, 대금3, 퉁소, 

평조단소
143

132 ~ 135 전 파트

136 ~ 138 전파트 선율과 5음음계 화음

140 ~ 142 전파트, 수직적 단화음 성격

끼치고 아래 화성적 성부조직으로 관계하고 있다. 

  이러한 호모포니 +폴리포니의 성부구조는 본 곡에서 �부분에서만 등

장하고 있는데 이는 리듬적으로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며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호모포니 +폴리포니의 성부구조를 통해 곡의 분위기

를 더욱 역동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모포니 + 폴리포니의 성부구조가 드러나는 마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호모포니 + 폴리포니

  이렇게 본 곡의 대위적, 화성적 관계를 통해 성부조직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헤테로포니, 헤테로포니 + 화성, 호모포니, 호모포니 + 폴리포

니로 네 가지의 성부조직관계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위적, 화성적 관계를 통해 알아본 성부조직의 특징을 표로 정

리하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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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구조 헤테로포니 헤테로포니

마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성부구조 헤 +화성 헤+화성 헤+화성

마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성부구조 헤테로포니 헤+화성 헤+

마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성부구조 화성 헤 +화성

마디 46 47 48 49 50 51 52 53

�

성부구조 호모포니

마디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성부구조 호모포니 헤+화성

마디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성부구조 헤테로포니 호모포니

마디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성부구조 호+폴리 호+폴리 헤+화성 헤+화성 헤+화성

마디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성부구조 헤+화성 헤+화성 호모

마디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성부구조 포니 헤+화성 호+폴리 호+폴리 호+폴

마디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성부구조 리
호모

포니

마디 142 143

�
성부구조 호모포니 헤테로포니

마디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표 18> 전체 곡에서 드러나는 성부조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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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선율과 리듬의 

관계, 대위적, 화성적 관계를 기준으로 수직적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금 독주파트 분석에서 대표적인 선율로 밝혀진 16분음표의 짧

은 시가의 음군인 ㉰선율의 리듬꼴 형태는 작품의 구조 안에서 다양한 

선율의 방향성과 리듬의 형태로 모방, 변주되고 있고, 독주의 선율과 오

케스트라가 주고 받는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작용한다.

  둘째, 대금 독주파트와 대금 오케스트라의 관계를 대위적, 화성적으로 

살펴본 결과 특징적인 성부조직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

적으로 등장한 성부조직의 구조는 헤테로포니의 성부조직이다. 헤테로포

니의 성질이 독자적으로 드러난 부분 뿐만 아니라 화성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헤테로포니 + 화성 성부조직 구조가 함께 드러났다. 전통

음악의 특징적인 성부조직 구조인 헤테로포니 성부 조직은 중심음과 선

율방향은 같으면서 각 성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 리듬의 방식으로 자유를 

부여하여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어낸다. 본 곡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대금 오케스트라의 전통적 음악 합주 형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정악에

서 드러나는 대금의 음향적 역할과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헤테로포니에 화성성을 부가함으로써 작곡가만의 음악 어법을 구

축하고 있다. 전통음악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했다는 점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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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본 고는 강은구 작곡, 대금과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

곡<죽정(竹亭)>을 분석하여 전체 악곡의 구조와 주요 음계를 파악하

였다. 그리고 협주 선율인 대금 독주 파트를 수평적으로 분석하고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와 대금 독주 파트의 유기적 관계를 수직적 

분석하여 곡이 가진 음악적 특징과 새로운 합주 형태인 100인의 대

금 오케스트라의 음향적 결과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곡의 악곡 구성은 �,�,�,�,�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부분은 대나무 숲의 정취를 상징하는 말들로 작곡가가 제시하

는 나타냄 말이 있는데 �부분은 ‘푸르게..’, �부분은 ‘반듯하게....’, 

�부분은 ‘넉넉하게...’ �부분은 ‘일렁이듯이...’, �는 나타냄 말은 ‘죽

정(竹亭)’으로 전체의 풍경을 큰 시야로 바라보는 마무리 부분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분석결과 본 곡은 영산회상 상령산

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영산회상 상령산의 선율이 그대로 연주되거

나 장2도, 완전4도, 완전5도 관계의 선율진행을 통해 변화 확장되고 

있고, 대금의 시김새나 긴 시가의 지속음 등으로도 영산회상 상령산

의 모티브 주제선율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중 16분음표 리듬형으로 가장 많은 

출현과 변형이 나타나는 특정 선율 ‘㉰’는 본 곡의 대표선율임이 드러

났다. 작곡가는 ‘㉰선율’을 통해 반음의 진행의 단2도 증2도의 순차적 

선율선을 자주 출현시켜 전통음악에서 12율려가 가지고 있는 양률과 

음려의 상징성을 각각의 음에 부여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넷째, 대금 독주 파트의 선율 분석 결과 악곡의 각 부분은 처음 

�부분에서 제시된 선율들의 반복과 변형, 확대된 선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에서는 무속 장단인 봉동채 장단의 등장으로 앞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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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악계통의 정악 풍의 장단의 흐름에서 대비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장 많은 새로운 형태의 리듬의 등장과 변형, 

반복을 보이고 있으며 곡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오케스트라의 수직적 분석결과 ‘㉰

선율’의 리듬과 선율의 방향성의 모방을 통해 대금 독주 파트와 대금

오케스트라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각 파트별로 일어나는 선

율과 리듬의 모방은 대숲의 일렁거림, 대나무의 움직임 등 작곡가가 

말하는 대 숲의 정취가 음향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섯째, 각 대금 오케스트라와 대금 독주 파트 선율과의 관계에 

있어 대위적, 화성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부조직 구조의 가장 큰 

특징으로 헤테로포니로 나타나며 이것은 전통음악적 어휘를 곡 안에 

녹아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헤테로포니 성부조직 구조를 

통해 정악 합주에서 드러나는 전통 정악 대금의 음향적 역할을 구현

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본 고의 분석연구를 통해 대금과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를 위

한 협주곡<죽정(竹亭)>은 위와 같은 음악적 특징들로 전통음악적 요

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고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합주형태의 앙상블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대 숲의 정취를 그려냄을 

알 수 있었다.

  창작 음악의 역사적 흐름에 있어 새로운 합주 형태나 최초의 주

법, 최초의 타 장르와의 결합 등 새롭게 시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와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변화에는 그에 

따른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고의 분석연구를 통해 연주

자들의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음악적 이해를 넓히고 반성과 논의를 더

하여 앞으로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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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Jukjeong’: 

Concerto for solo daegeu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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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structure and the core scales in the 

concerto ‘Jukjeong’, which is composed by Eun-Gu Kang for solo daegeum and a 

100-piece daegeum orchestra. The paper also explores the musical features of the 

piece and how the acoustic result of this new form of a concerto as a 100-piece 

daegeum orchestra is composed harmoniously by doing a horizontal analysis of the 

orchestral melody played by the solo daegeum and a vertical analysis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solo daegeum and the 100-piece daegeum orchestra.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piece is divided into a total of 5 parts, which are designated as �,�,�,�

and �. Each part carries a certain descriptive element introduced by the composer via 

words that symbolize the scene of a bamboo forest: for e.g., part � expresses ‘green 

…’; part � expresses ‘straight …’; part � expresses ‘amply …’; part � expresses ‘in 

a sway-like motion …’; and finally, part � expresses ‘Jukjeong’, which depicts the 

entire scenery as the concluding image.

Second, it is shown from the analysis of the horizontal melody in the daegeum solo 

that the melody of Yeongsan hoesang sangyeongsan is either being played directly or 

is being variated and expanded via melodic progressions in major 2nd, perfect 4th, and 

5th intervals. Also, the motif of the main melodic line of Yeongsan hoesang 

sangyeongsan is revealed in the sigimsae of the daegeum or in the sustained notes 

within the long lyrical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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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out of the melodic lines in the daegeum solo part, the melody ㉰ which has the 

most number of appearances and variations in the form of a sixteenth note rhythm is 

shown to be the main melody of the entire piece. By making frequent use of 

semitonally progressive melodic lines of minor 2nd and augmented 2nd via the melodic 

line ㉰, the composer create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lassical music by 

infusing the symbolic character of the yangryul and eumryeo of the 12 yullyeo system 

into each note.

Fourth, by analyzing the melody of the daegeum solo part, it is shown that while 

each part of the piece is composed of melodies that are either a repetition, variation, 

or expansion of the melodies that appear in part �, a clear contrast can be found in 

part � where the Bongdongchae jangdan (which is a shamanic jangdan) becomes 

introduced in against the classical, court music jangdan rhythmic flow used in the 

previous parts. Through this change, the largest number of new rhythmic forms appear, 

variate, and are repeated here to express the climax of the piece.

Fifth, this particular melody ‘㉰’, which has just been shown to have the most number 

of repetitions and variations—and hence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entire piece—is 

discovered to have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not only the solo daegeum but also the 

daegeum orchestra through rhythmic and melodic imitations.

Sixth, by approa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egeum orchestra and the solo 

daegeum melody from a contrapuntal and harmonic standpoint, heterophony, which is a 

texture found in traditional music, was found to be the most characteristic texture 

structure. Through this heterophonic texture, this piece not only realizes the acoustic 

function of a classical daegeum playing in classical court music but also offers a 

modern interpretation of it.

Through this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concerto ‘Jukjeong’ for solo daegeum and 

a 100-piece daegeum orchestra effectively uses a new modern ensemble in the form 

of a 100-piece daegeum orchestra via maximizing the tone color and the acoustic 

effect of the classical daegeum by utilizing the heterophonic texture of traditional 

music. It is also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expanding musical knowledge 

of players seeking for new forms of concerto and in developing creative pieces 

composed for daegeum.

Keywords: 100-piece daegeum orchestra, daegeum concerto, Yeongsan hoesang, 

Jukjeong, daegeum creative piece

Student Number: 2011-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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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악보1>

대금과 100인의 

대금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죽정(竹亭)> 

강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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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악보 2>

영산회상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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