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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Thomas Osborne(토마스 오스본)의 첫 거문고 독주곡인 <해

를 잡아매야>를 분석하여 악곡의 구조와 연주법을 밝힌 논문으로 그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곡가는 다양한 폭의 농현(혹은 농음), 장식음, 여음의 울림과 

당김음 등을 한국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겼으며 특히 거문고 개방

현의 울림과 섬세한 탄현법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악곡 전

반에 걸쳐 상용하고 있다.

  둘째, 단 악장 형식의 <해를 잡아매야>를 나타냄 말, 빠르기 변화 등

에 따라 , , , , , , 의 총 7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각 

단락은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음악용어를 포함한 다양한 나타

냄 말로 지시하고 있으며 단락별로 나타나는 잦은 박자 변화는 본 작품

의 특징 중 하나이다. 

  셋째, 본 작품은 음향학적 요소를 통한 새로운 연주법의 시도가 두드

러지므로 음고, 음색, 음가, 음향의 네 가지 특성에 의거하여 주법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가 변화를 위해 사

용된 주법은 농현과 전성, 추성, 퇴성, 미분음과 이러한 주법간의 다양한 

결합이다. 음색의 변화를 위한 주법은 동일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

하도록 하여 음색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뜰 주법, 하모닉스, 스르렁, 피치

카토 등의 주법들을 사용하였다. 음가의 변화를 위한 주법은 트레몰로의 

사용이 있었고, 음량의 변화를 위한 주법으로는 손바닥을 사용하여 줄을 

막는 주법이 있다.

  본 연구가 거문고 연주자들에게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품의 구

조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특히 주법의 특성을 음향학적인 

요소로 파악한 본 논문의 분석방법이 연주자별로 다양한 해석을 통한 개

성 있는 연주를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토마스 오스

본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곡가들의 거문고 및 다양한 

국악기에 대한 창작이 활성화되어 한국음악의 현대적 창작 활동이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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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거문고의 저변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

는 바이다. 

주요어 : 거문고, 거문고 주법, 토마스 오스본, 해를 잡아매야, 창작 음악

학  번 : 2016-2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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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전통음악의 창작은 연주자가 창작의 주체가 되어 음악을 형성하

였고 이성천1)은 이를 ‘형성(形成, formation)’2)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 그러나 1939년 김기수3)의 <황화만년지곡>4)을 시작으로 한국 악기

를 사용한 서양 음악적 창작5)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연주자와 창작자

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0년대 초 이성천, 이해

식6), 이강덕7), 황병기8) 등 국악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 창작 

1) 이성천(1936-2003) : 국악 연주가이자 국악 작곡가이다. 1962년 국립국악원 주최의 

‘신국악작품공모’에 2등으로 입상하였고 1963년 같은 대회에서 <세악을 위한 협주

곡> 작품으로 1등을 수상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예술 연구소, 『한국 작곡가 

사전』 (시공사, 2006), 353쪽.
2) 기존의 한국 전통음악에 ‘작곡’의 개념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창작은 작

곡자와 연주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기존 음악을 변주하거나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통음악형성론』 (서울 : 민속원, 2004) 
3) 김기수(1917-1986) : 대금연주자·작곡가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향소> (1944), <회

서양> (1953), <새나라> (1963), <초롱> (1983), 대금 독주곡 <미친 듯 취한 듯> (1976), 

<높은 하늘> (1982) 등이 있다. 악보집 및 저서로는 『악전첫걸음』(1958), 『대금교

본』(1961), 『단소교본』(1963), 『고가신조』(1967), 『월화정가선』(1971), 『국악입문

(1972)』,『단소율보』(1991) 등이 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 보고사, 

2012), 96-98쪽.
4) 서양음악의 작곡 개념을 도입하여 최초로 오선보를 사용한 최초의 창작 국악작품이

다. 이능화(李能和, 1869-1943)의 한시 “황화만년지곡”에 노래를 얹은 교성곡(交聲
曲)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계성원, “창작국악관현악의 작곡기법 변천연구 – 시대별 

음악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2).
5) 작곡가가 연주 이전에 작품을 설계하는 작업으로서 음악의 내용(구상된 음)이 작곡가

의 손에서 일단락지어지며 텍스트는 작곡가의 것이다. (이소영, “창작국악의 비평적 

논의를 위한 시론 – 창작국악 1세대 음악을 중심으로”『낭만음악』, (서울 : 낭만음

악사, 2003), pp. 267-284.
6) 이해식(1943∼)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였고, 영남대학교 교수를 역임

하였다. 1968년도에 동아 콩쿠르 최초로 <Piano trio>와 <가야고를 위한 3장>으로 각

각 서양음악 작곡과 국악 작곡에서 동시에 입상하였다. <젊은이를 위한 춤 – 바람의 

말>, <해동신곡>, <박삭>, <춤사리기>, <춤맞이>,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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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루 해리슨(Lou Harrison)9)과 앨런 호바네

스(Alan Hovhaness)10) 등 외국인들의 국악기를 위한 창작 활동이 시작되

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백병동11), 강준일12)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들이 창작국악

작곡하였다(이지애, “이해식 작곡 25현 가야고로 그리는 4장의 <춤그림> 분석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7) 이강덕(1928∼2007) : 국립국악원 국악사,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의 무용 강사, 

서울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악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첫 작품인 <새하늘>을 비롯하여 

<다시 찾은 빛>, <가야금과 소금의 병주>, <아쟁을 위한 합주> 등을 작곡하였고, 특히 

서울 시립 국악관현악단에 재직하면서 협주곡과 관현악곡을 상당수 작곡하였다(김은

지,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 관현악곡 '새나라'와 '새하늘'

을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8) 황병기(1936∼2018) : 가야금 연주가이자 작곡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

를 받았다. 첫 작품인 가야금 독주곡 <숲>을 비롯하여, <춘설>, <영목>,<남도환상곡> 

등을 작곡하였다(이종찬, “황병기 가야금 음악의 양식변화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9) 루 해리슨(Lou Harrison, 1917-2003) : 미국의 작곡가. 1962년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혜구 박사에게 우리 음악의 역사, 철학, 이론, 악기를 배웠다. 종묘제례악, 문묘제례

악 등의 한국 정악과 피리에 매료되어 직접 피리를 배웠고, 미국에 돌아가 한국 피리

를 개량하여 ‘미국 피리(Mi-guk Piri, American Piri)’라 이름 짓고 작품에 많이 반영

하였다. (권송택, “20세기 음악의 이해: 경계를 넘어서: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 음악적 요소 1(1961-1962),” 서양음악학 (서울: 한국서양음악학회, 2007), 10권 3

호, pp. 69-75).
10) 앨런 호바네스(Alan Hovahness, 1911-2000) : 미국 국적의 서양 예술 음악과 아시아 

음악을 작곡한 현대 작곡가로,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을 연구하였다. 한국에는 1963년 초 이혜구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음악을 공부하고 있던 아내 나루 호바네스의 권유로 방문하였고, 궁중음악인 

‘아악(雅樂)’을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금, 타악, 서양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6번>을 작곡하고 초연하게 된다. (김희선, “문화교차의 음악: 앨런 호바

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6번,”『음악과 문화』22

호, 세계음악학회, 2010, pp. 84).

11) 백병동(1936∼) : 서양음악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에 애착을 가져온 작곡

가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신별곡>, <가야금을 위한 

명>, <운락>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정효성, “백병동 가야금 독주곡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 강준일(1944∼2015)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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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곡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서양음악 어법을 국악 창작에 적극적으

로 사용하였고 창작 국악에서의 서양음악 어법 수용은 자연스러운 창작

의 흐름이 되었으며 더욱 다변화된 작품 양상을 띄우게 되었다.

  1993년 국립국악원에서 세계 유수 대학의 음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

최된 강습 이후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국악기를 위한 작품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3) 이렇듯 196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 작곡가들과 

한국 전통음악의 교류는 2000년대에 이르러 토마스 오스본14), 도널드 리

드 워맥(Donald Ried Womack)15), 존 세이모어(John Seymore) 등의 국악작

품 창작으로 외국 작곡가의 활동이 부각 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국내 

여러 국악 연주단체를 비롯하여 개인 연주자들과 외국인 작곡가들의 협

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절, 음악대학 작곡과에서도 수학하였다. 서울음악학회를 창립하였고, ‘제3세대’ 작

곡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무용음악인 <무영탑>을 시작으로, <마당>, <춤의 유희>, 

<국악합주를 위한 “소릿결”> 등을 작곡하였다(김보현, “음악 작품에 담긴 작곡가

의 이념에 대한 고찰 – 강준일 作曲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되어>를 중심

으로 -”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 한혜진, “국립국악원 외국인 강습 삼복도 잊고 우리 가락 몰입”, 경향신문, 1993년 

7월 31일, 제15면.
14) 토마스 오스본(Thomas Osborne, 1978~) : University of Hawaii에서 작곡 및 음악 이론 

교수. 서구음악과 비(非) 서구음악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음악 중 특히 국악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가야금 독주곡 <Pieces of 

the Sky>를 시작으로 국악기를 이용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 참고).

15) 도널드 리드 워맥(Donald Reid Womack, 1966~) : University of Hawaii 작곡 및 음

악 이론 교수. 80편 이상의 다양한 곡을 작곡하였으며 2009년 작곡한 <Highwire 

Act>를 시작으로 국악기를 이용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 대표적인 작품으로

는 <Sori>, <Crossed Wires>, <Labyrinth>, <무:巫> 등이 있다(Donald Reid Womack 홈

페이지 http://www.donaldwomack.com) 참고. 

http://www.donaldwom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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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거문고를 위한 최초의 창작곡은 김용진의 <현금 산조 2중주>로 알려

져 있으며16) 거문고 독주를 위해 작곡된 최초의 작품은 1962년 작곡된 

이성천의 <독주곡 제6번>이다.17) 이 외에 정영일의 <거문고 fantasy>, 이

성천의 <독주곡 제13번 - 散調 가락에 依한 小品>, <인상 Ⅰ>, 김용실의 

<출강>18) 등이 1960년대에 작곡된 대표적인 거문고 독주를 위한 창작곡

이다.19) 이성천을 포함한 당시 작곡가들은 전통음악적 음계와 시김새를 

음악적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이성천은 전통적인 시김새를 해체하여 분

석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음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여 현

대적인 느낌을 전달하였다.20) 

  1970년대에는 정대석을 중심으로 거문고를 위한 작품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특히 거문고 연주자인 정대석은 거

문고의 전통적인 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주법을 개발함으로 

거문고 창작곡의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21) 

16)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7).
17) 이성천의 <독주곡 제6번>은 1962년 11월 14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연주신곡 공

연에서 초연되었다.
18) 북한의 거문고 음악 발전에 공헌한 김용실의 <출강>은 작곡연대가 1964년으로 추정

된다. 황해도 제철소에서 철을 만드는 노동자의 삶을 담고 있으며 거문고의 무겁고 

여유 있는 분위기와 다르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리듬이 경쾌한 매우 다이내믹한 곡

이다(윤경미, “거문고 독주곡 <출강>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19) 정영일의 <거문고 fantasy>는 1963년 5월 1일 제3회 국립국악원 신국악 작곡 공모 입

선작품이며, 이성천의 <독주곡 제13번 - 散調 가락에 依한 小品>은 1966년 4월 26일 

제1회 신국악예술인회 정기연주회에서, <인상 Ⅰ>은 1967년 9월 22일 이성천의 제1

회 작곡발표회에서 초연되었다(우승효, “거문고 창작곡에 관한 문헌 연구 : 연주형

태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0) 김준영, “이성천 거문고 독주곡의 작품 경향 분석 : 「질시」 독주곡 제22번, 제47

번, 제53번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1) 정대석은 악기에 대한 남다른 이해력과 연주력을 바탕으로 거문고의 특성을 효과적

으로 활용한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거문고 창작의 발전과 레퍼토리 확장이라는 중

요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그는 대표작품인 <일출>과 <수리재>에서 전통적인 주법뿐 

아니라 2음 동시 발현 주법, 3음 동시 발현 주법, 3음 분산화음 주법, Tremolo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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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는 정대석과 더불어 이해식, 김영재 등의 작곡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괄목할 만하다. 이해식은 전통음악 어법에 서양음악 기법과 20세

기의 현대음악적 어법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

로 형상화하였으며22) 그의 거문고 독주 작품 중 <술대굿>은 술대 주법을 

하나의 ‘놀이(play)’로 묘사한 작품23)으로 거문고를 타악기로도 활용하

며 거문고 창작주법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1990년대에는 개량 거문고24)가 도입되어 거문고 창작 음악의 폭이 넓

어지던 시기였으며 여러 거문고 연주단체들이 창단되며 거문고 앙상블을 

위한 작품들이 활발히 발표되던 시기였다.25)

  2000년대에는 거문고 연주자들의 활발한 독주 활동으로 인한 작품위촉

을 통해 다양한 거문고 독주곡들이 창작되었으며 계성원, 김대성, 김영

재, 원일, 이태원, 정동희 등 작곡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당시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 사상을 재현하거나 굿 음악을 모티브로 하

는 작품을 창작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래지향적 창작 경향을 보인

다.26) 

Tremolo 하면서 퇴성 및 추성하는 주법, Tremolo하면서 괘상청을 식지로 자출하는 

주법, 무현에서 유현까지 스르렁 한 후 급속히 막는 주법 등 새로운 주법을 사용하

였다. 이를 통해 거문고가 지니는 음색적, 음향적, 기술적 제약을 보완하였다(한나리, 

“정대석 거문고 독주곡의 음악적 특징”,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2) 이해식, “prism을 통해서 본 내 작품의 색깔에 관하여”, 『한국음악연구 제31집』, 

(서울 : 한국국악학회, 2002), pp. 147-152.
23) 임소영, “이해식의 <술대굿> 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4) 이재화(1953~)는 기존 거문고의 음색, 음량, 음역 등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회현금을 발표하였다. 회현금은 선율현 3현과 개방현 7현의 구성으로 고음역 쪽으로 

16음 이상 확대되어 맑고 고운 음색이 첨가되었으며 새로운 개방현으로 인하여 저음

역 확대 및 조바꿈 등으로 거문고의 표현영역이 확대되었다(서덕은, “이재화의 회현

금 독주곡 비현(悲絃) 분석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5) 이세환을 중심으로 한 금율악회(1996), 이재화를 중심으로 한 임전금회(1998, 2006년

에 ‘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대석을 중심으로 한 동보악회(2001, 본래 창단 

당시 ‘미리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7년 ‘동보악회’로 바뀌었다) 등이 

창단되었다.
26) 한서연, “거문고 창작음악의 역사적 전개와 미학적 특징”,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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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에 이르러 외국인 작곡가들의 거문고를 위한 창작이 눈에 띈

다. 2000년대부터 이어지는 연주자들의 독주 활동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작곡가들의 새로운 거문고 작품 창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널드 리

드 워맥, 토마스 오스본, 정일련 등 외국인 작곡가들의 활발한 국내 활

동이 시작되었다.

  이들 중 토마스 오스본은 한국음악의 음계, 시김새, 농현 등에 집중하

여 이를 그만의 음악적 어법으로 풀어내는 작곡가이다. 특히 선율의 진

행에서 나타나는 농현, 추성, 퇴성과 다양한 시김새를 강조하고 음색과 

음조를 여러 방법을 통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작곡가의 음악적 

특징은 거문고 독주곡 <해를 잡아매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작곡가들의 거문고를 사용한 작품 활동은 현재에 이르러 점차 활

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작곡가와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들의 교류

가 활발해지고 발표되는 외국인 작곡가들의 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들의 작품 및 작품 성향 등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그들의 시각을 

통한 한국음악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새롭게 표현되는 한국음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화 시대의 현대한국음악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국악 창작 작품들은 서양음악 기법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대적 음악 기법을 사용하는 추세이고 작곡가의 개

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자리 잡아 가고 있으므로 올바른 연주를 위한 

작품에 관한 연구 분석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마스 오스본은 한국음악의 특징을 그만의 방

법으로 해석하여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작곡가로 주목할 만한 작품 활동

을 펼치고 있다. 미국 출신의 그는 서구음악과 비(非) 서구음악 모두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믈란, 아프리카 폴리포니, 고대 

페르시아 음악, 켄터키 컨트리 피들 등 다양한 지역, 시대, 자원 등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27) 또한, 정통 클래식 악기

와 다양한 아시아 전통악기를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활동은 서양악기와 고토, 사쿠하치, 고쟁, 비파 등 아시아 악기와 

원 박사학위논문, 2009).
27) 토마스 오스본의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의 “About” 참고



7

음악을 사용한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그는 한국과 중국, 일

본 등의 아시아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2019년 현재까지 총 23개의 

한국 악기를 사용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2009년 가야금 독주곡 <Piece of the Sky>를 시작으로 국악기를 

위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2019년 현재까지 총 23편28)의 국악

기를 위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해를 잡아매야>는 거문고 독주

를 위한 첫 작품이다. 

  <해를 잡아매야>는 2014년 미국 하와이에서 작곡되어 발표된 후 2015

년 허익수의 거문고 독주회29)에서 국내 초연되었다. 박인로의 시(時)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이 작품은 다채로운 음악적 뿌리를 가진 작곡가 토

마스 오스본이 처음 작곡한 거문고 작품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거문

고의 다양한 음색과 표현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곡가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분석과 연구

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 전통악기를 사용한 23편의 작품 중 연

구 및 분석이 진행된 작품은 3편이며 이는 모두 해금 독주곡30), 해금 중

28) 가야금 독주곡 <Piece of Sky> (2009), 피리·가야금·장구를 위한 <Won’t Do Wrong No 

More> (2011), 해금·피아노를 위한 <Trembling Light>, 2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 

<Dancing with Shadows>(2012), 가야금과 현악 4중주를 위한 <Singing Through the 

Endless Night>(2012), 해금 협주곡 <Verses> (2012), 가야금 오케스트라와 타악기를 

위한 <Mass Migration>(2012(, 피리와 장구를 위한 <Chants of Rain>(2013), 가야금과 

타악을 위한 <Spinning in Circles>(2013), 대금, 피리, 클라리넷, 생황, 기타, 가야금, 

첼로, 서양타악기, 국악타악기를 위한 <Gateways>(2013), 가야금·해금·장구를 위한 

<Faraway Sanjo>(2013), 거문고 독주곡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2013), 8개

의 독주 악기와 관현악을 위한 <Aura>(2014), 18현 가야금·대금·장구를 위한 

<Clearing the Path(길닦음)>(2015), 거문고와 장구를 위한 <Nocturne>(2017), 국악 관

현악 <Haru>(2016), 4대의 가야금을 위한 <A Machine of Silk and Wood>(2016), 3대

의 가야금을 위한 <Autumn Winds>(2016), 국악 실내악 <Parellel Lines>(2017), 대금협

주곡 <Eternity>(2017), 거문고와 장구를 위한 The Spinning Wheel(물레)(2018), 거문고 

협주곡 <Rebirth>(2018), 가야금 독주곡 Water Rising, Water Falling>(2018) -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의 “Works” 참고
29) 2015. 11. 26. 국립국악원 우면당, 허익수 거문고 독주회 <HETERO>
30)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Trembling Light」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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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곡31), 해금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32)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의 첫 거문고 작품인 <해를 

잡아매야>를 분석하여 연주자들을 포함한 음악가들이 그의 시각에서 해

석된 거문고의 음색, 연주법, 표현 등을 이해하고 연주자들이 실제 연주

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토마스 오스본의 국악기를 사용한 작품 중 거문고를 포함하여 작곡된 

작품은 총 5개이다. 독주곡 <해를 잡아매야(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2013)>, 거문고와 장구로 이루어진 <Nocturne(야상곡, 2015)>33)과 

<The Spinning Wheel(물레, 2018)>34), 거문고·피리·가야금·장구·해금으로 

이루어진 실내악 <Parallel Lines(2017)>, 거문고 협주곡 <Rebirth(환생, 

2018)>35)가 이에 해당한다. 

  본 고에서는 그의 첫 거문고 독주 작품인 <해를 잡아매야>를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고 악곡 전체를 연구범위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의 생애와 작품 

경향 및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작품에 대한 개관과 함께 그가 영감을 받은 시(時)에 대한 이해

를 통한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 및 배경을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단 악장으로 구성된 본 작품을 분위기 전환, 작곡가의 지시사항 

및 연주 속도 등에 따라 크게 7단락으로 나누고 이후 각 단락의 빠르기, 

31)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Dancing with Shadows」

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2) 한수지, “토마스 오스본 작곡 해금 협주곡「Verses」연구 – 독주해금의 선율을 중심

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8). 
33) 2015. 11. 26. 국립국악원 우면당, 허익수 거문고 독주회 <HETERO> 위촉 초연
34) 2018. 05. 3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허윤정 거문고 독주회 <경계> 위촉 초연
35) 2018년 허익수 위촉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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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및 연주법의 세부적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넷째, 작품에서 사용된 다양한 주법들을 음향학적 요소에 따라 음고, 

음색, 음가, 음량으로 구분하여 해당 요소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 주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36)

  본 고에서 사용된 연구 자료는 총 4가지이다. 작품의 악보와 초연 당

시 영상자료 및 음원, 작곡가와의 인터뷰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작품의 

악보는 그의 홈페이지37)를 통해 필자가 직접 구매하였으며 초연 음원 자

료는 작곡가가 직접 제공하였다. 초연 당시 영상자료는 작곡가의 유튜브

(Youtube) 페이지에 게시된 실황 연주 자료이다.38)

36) 이석원은 음악적 소리들을 진동의 물리학적 성분에 따라 ‘높고 낮음’, ‘색깔’, 

‘길고 짧음’, ‘크고 작음’의 4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소리의 

감각적인 특성들이 음악의 소재가 되었을 때 음고, 음색, 음가, 음량의 용어를 사용

한다고 하였다(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37)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 참고.
38) 토마스 오스본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FBVWoU0dW_Bu9i50BjZu2g/feature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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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토마스 오스본의 작품세계

1. 생애 및 작품 활동

분석에 앞서 토마스 오스본의 생애 및 작품 활동에 드러나는 다양한 

문화의 음악적 특성 등에 대해 통찰해보고자 한다.39) 

토마스 오스본은 1978년 미국 출생으로 2006년부터 하와이 호놀룰루

에 거주하며 하와이 대학의 작곡과 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대음악 

지휘자로서 하와이대학교 현대음악 앙상블(Hawaii Contemporary Music 

Ensemble)을 이끌고 있다.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작곡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피아노, 작곡 전공으로 라이스 대학

(Ric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Southern Carolina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다.40) 그가 작곡한 서양악기를 위한 작품은 총 30곡이

다.41)

서구음악과 비(非) 서구음악 모두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대

학원 재학 당시 음반 판매점의 World Music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다

양한 동양음악의 음반들에 관심 가지게 되었고 이후 박사 논문 작업을 

진행하며 일본의 궁정 음악인 가가쿠42)에 심취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

레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음악에 관한 관심으로 이

어지게 되었다.43)

39) 본 고에서는 작곡가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글 및 악보 등과 그의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번역 및 수정·보완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40)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의  “About” 참고.
41)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의 “Works” 및 구체적인 작품명 및 

편성은 부록 Ⅱ 참고.
42) 가가쿠(Gagaku, 雅樂): 일본 궁정음악. 가가쿠는 성격상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는 일본 고대부터 있었던 황실계·신도계의 음악과 무용으로, 가구라(神樂), 아즈마

아소비(東遊), 구메우타(組歌) 등이 있다. 둘째는 한국과 중국에서 전래된 음악과 무

용으로 전자를 도가쿠(唐樂), 후자를 고마가쿠(高麗楽)라 한다. 셋째는 11세기경에 새

롭게 만들어진 가곡으로 사이바라(催馬樂), 로에이(朗詠), 이마요(今樣) 등이 있다. 이

지선 역주, 『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서울: 민속원, 2003),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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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악기를 사용한 작품 활동 

작곡가는 2009년에 하와이를 방문한 이지영 교수44)의 하와이 작곡과 

학생들과 교수진을 위한 워크샵 이후 국악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국악기를 위한 그의 첫 작품인 이지영 교수의 위촉작품 <Pieces of 

the Sky>(2009)를 시작으로 한국 전통악기를 사용한 창작 활동을 진행하

였으며 본격적인 한국음악 연구를 시작하였다.45) 

2010년에는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Workshops in Korean 

Traditional Music’에 참가하여 장구, 가야금을 비롯한 국악기를 익히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는 2012년에 한국에 머무르며 이지영 

교수에게 가야금산조의 기초를 배웠고46) 풀브라이트(fulbright)47)의 수석 

43)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Trembling Light」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44) 가야금 연주가 이지영은 2019년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교수로 재직 중

이다. 도널드 워맥, 토마스 오스본 등의 작곡가들과의 작업을 통해 그들을 한국에 소

개하였다. 특히 토마스 오스본은 이지영 교수의 소개로 CMEK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하와이대학교로 초청하여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45) 현대음악앙상블 CMEK(Contemporary Music Ensemble Korea)는 이지영(가야금), 김정

승(대금), 박치완(피리), 타악(김웅식) 등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전통을 걸어온 한

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 연주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음악적 경계 없이 우리 시대

의 새로운 한국음악을 창조하고, 나아가 세계의 음악과 교류하고자 창단된 단체이

다. 지난 1998년에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호랑이의 해 기념 '동시대

의 한국 현대음악 연주회'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4인의 

연주자로 시작된 CMEK는 현재 가야금, 대금, 생황, 피리, 한국 전통타악기, 기타, 
첼로, 클라리넷, 서양타악기 구성의 9인으로 유연하고 폭넓은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CMEK 1집 앨범 참조).
46) I came back to Korea to live for one year on a Fulbright fellowship in 2012-13, and I 

was able toimmerse myself in Korean music, attending many performances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 Ialso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basic 산조 with 이지영교수

님 on 가야금, and that was a very important learning experience for me (안지은, 
“Thomas Osborne 작곡 두 대의 해금과 장구를 위한「Dancing with Shadows」분석 연

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의 작곡가 인터뷰 참고).
47) 미국 아칸소 의원 William Fulbright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던 시기에 만든 프로그

램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이다(풀브라이트 홈페이지 www. 

fulbright.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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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1년간 활동하며 국악기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였

다. 이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작품 활동이 이전보다 드물다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한국 전통악기를 사용한 작품 목록 중 2012년에 

창작된 작품들의 수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가 2013년부터 2015

년 색소폰 앙상블을 위한 작품인 <Blur>를 작곡하기 전까진 서양 정통 

악기를 사용한 작품 활동이 드물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 2011년 소

프라노와 비파를 위한 <Rumi Song> 이후 약 3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악

기를 사용한 작품 활동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8)

작곡가의 동양음악에 관한 관심은 그의 작품 목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전통악기를 사용한 작품이 23개인데 반해 중국의 전

통악기를 사용한 작품이 3개49), 일본의 전통악기를 사용한 작품이 4개50)

인 것은 그의 한국음악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작품은 한국음악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단

지 한국 전통악기를 사용하여 작곡한 서양음악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

다.51)

그는 2009년 작곡한 가야금 독주곡 <Pieces of the Sky>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23곡의 국악기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악기를 사용한 그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2)

48)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의 “Works” 및 구체적인 작품명 

과 편성은 부록 Ⅱ 참고.
49) 소프라노·비파를 위한 <Rumi Songs(2011)>, 고쟁·타악기를 위한 <Heliography(2013)>, 

디지·얼후·쟁·비파·고쟁·양진을 위한 <Madly Singing in the Mountains>(2015)
50) 고토를 위한 <Tumbling From the Ninth Height of Heaven>(2007), 샤미센·21현 고토·일

본타악기를 위한 <Three>(2010), 사쿠하치·고토·현악4중주를 위한 <Window 

Seat>(2014), 사쿠하치·바이올린 혹은 첼로·고토를 위한 <Circles of Light>(2016)
51)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Trembling Light」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2)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http://thomas-osborne.com) “Work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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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악기를 사용한 토마스 오스본의 작품 목록

연번
작곡

연도
작품명 편성 초연일시 초연자

1 2009 Pieces of the Sky 가야금 2009. 이지영

2 2011
Won’t Do Wrong 

No More

가야금 2011. 02. 11
Mae Zenke Orvis 

Auditorium

이지영

피리 박치완

장구 김웅식

3 2011 Trembling Light
해금 2011. 10. 28

Mae Zenke Orvis 
Auditorium

여수연

피아노
토마스 

오스본

4 2011
Dancing with 

Shadows

해금 2 2012. 08. 12

국립국악원 

예악당

해금연구회

(여수연 外 
8명)장구

5 2012
Singing Through the 

Endless Night

가야금 
2014. 02. 25

이슬기 

<그리고 그리다 

Ⅱ>

이슬기

현악 

4중주

조은기

서진희

홍수정

장유진

6 2012 Verses
해금

2014. 09. 07

부산 국제 마루 

음악제 

메인 콘서트 Ⅳ

여수연

관현악
국립부산

국악원

7 2013 Mass Migration

가야금

Orch.
2013. 05. 02

김해 예술의 전당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장구

8 2013 Chants of Rain
피리 2013. 03. 28

박치완 피리 

독주회

박치완

장구 김웅식

9 2013 Spinning in Circles
가야금 2013. 05. 05

토마스 오스본 

작곡발표회

이지영

타악기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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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 Gateways

가야금 이지영

김정승대금

이향희생황

피리 박치완

기타 김우재

첼로 박정민

클라

리넷
임명진

국악

타악기
김웅식

서양

타악기
이규봉

11 2013 Faraway Sanjo

가야금 2015 정길선 

창작음악시리즈 

Vol. Ⅶ

정길선

해금 여수연

장구 서수복

12 2013 해를 잡아매야 거문고

2014. 09. 10

Mae Zenke Orvis 

Auditorium

허익수

13 2014 Aura

대금

2014. 10. 23

국립부산국악원 

제10회 정기공연

국립부산

국악원 

기악단

피리

해금

소아쟁

대아쟁

거문고

가야금

장구

관현악

14 2015
Cleaning the Path

(길닦음)

가야금 2015. 11. 26

정길선 

정길선

대금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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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 가야금 독주회 황영남

15 2015 Nocturne

거문고
2015. 11. 26

허익수 거문고 

독주회 

<HETERO> 

허익수

장구 김인수

16 2016
A Machine of Silk 

and Wood
산조

가야금

2016. 07. 12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제 17회 

정기연주회

박정미

김진경

임은정

유희정

17 2016 Autumn Winds 가야금

2016. 10. 01

제4회 의정부 

국제 가야금 축제 

<무지개저너머꿈>

문재숙

이슬기

이하늬

18 2016 Haru
국악

관현악

2016. 04. 22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Ⅰ 

<무위자연>

국립국악

관현악단

19 2017 Parallel Lines

피리

2017. 02. 19

하와이대학교 

New Traditions 

Concert 2

박치완

해금 여수연

장구 김웅식

가야금 이지영

거문고 김선옥

20 2017 Eternity(영원)

대금
2017. 10. 21

국립부산국악원 

제16회 

정기연주회

정성훈

관현악
국립부산

국악원

21 2018
The Spinning 
Wheels(물레)

거문고 2018. 05. 30

허윤정 거문고 

독주회 <경계>

허윤정

장구 김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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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는 한국 전통악기들이 중국과 일본의 전통악기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가야금의 안족53)과 고토나 쟁

의 다리는 모두 영어로 ‘Bridge’라 정의하나 가야금의 안족은 고토, 쟁의 

다리54)보다 길이가 길어 더욱 굴곡진 음높이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다. 동시에 대부분의 한국 전통악기가 가야금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대에 비해 중국과 일본의 전통악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묘사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음높이의 유연성을 한국음악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55)

그에 따르면 2007년 그가 동아시아 악기를 사용하여 쓴 첫 작품인 고

토를 위한 <Tumbling from the Ninth Height of Heaven>을 작업하였을 때

와 2009년 국악기를 위한 첫 작품이었던 가야금 독주곡 <Piece of the 

Sky>를 작업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악기의 접근법에 있다 하였다. 특

히 국악을 경험하며 아시아 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작곡할 때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전까지는 연주자에게 특정 음을 구체적인 주법이

53) 현악기의 줄을 받치고 있는 ㅅ모양의 받침목, 일명 주(柱)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

전』, 보고사, 2012).
54) 현악기에 사용하는 목제의 줄받침. 현을 몸통(body), 지판(finger board), 목(neck) 등으

로부터 알맞은 높이로 유지함과 동시에 현의 진동을 공명체에 전하는 중요한 기능

을 가진다. 브리지의 재료, 형태, 무게는 음색에 큰 영향을 준다. 바이올린의 약음기

나 가야금의 기러기발(안족)은 그의 좋은 예이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

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55)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Trembling Light」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의 작곡가 인터뷰 참고.

22 2018 Rebirth(환생)

거문고 2018. 11. 17

경기도립국악단 

국제음악작품공모 

콘서트

허익수

관현악
경기도립 

국악단

23 2018
Water Rising, Water 

Falling
가야금

2018. 12. 12

이수진 독주회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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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태 등으로 연주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지만, 국악을 접한 이후로는 

연주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는 곡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56)

56) 부록 Ⅲ - 작곡가와의 인터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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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를 잡아매야>의 구조

 1. 작품 개관

  본 고의 연구 대상인 토마스 오스본의 <해를 잡아매야(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는 2013년 9월 작곡되어 2014년 9월 10일 하와이 호놀룰

루에서 허익수에 의해 최초로 연주되었으며 2015년 11월 26일 국립국악

원 우면당에서 열린 허익수 거문고 독주회 <HETERO>에서 국내 초연되

었다.57) 

  <해를 잡아매야>는 박인로(朴仁老)의 시(時)58)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

었으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균을 늘려내야 길게 길게 노흘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야

북당의 학발양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박인로(朴仁老)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던 관리

로 후에 전원에 묻혀 많은 시를 남김으로써 조선 후기 송강(松江) 정철

(鄭澈)59)과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60)과 함께 시가의 3 대가로 뽑히는 

57) 허익수는 2012년 토마스 오스본의 한국 음악 공부를 도왔을 뿐 만 아니라 본 작품 

이외 <Nocturne> (2005),  <Rebirth> (2018)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였다.
58) 작곡가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 시(時)에서 주로 영감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며 

<해를 잡아매야>를 작곡할 당시에도 영어로 번역된 한국 시집을 읽던 중 영감을 받

았다고 밝혔다 (부록 Ⅲ의 작곡가 인터뷰 참고).
59) 송강(松江) 정철(鄭澈) : 1536년(중종 31)∼1593년(선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문인. 

작품으로는 「성산별곡」·「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 4편의 가사와 

시조 107수가 전하며 그의 작품세계는 대체적으로 임금을 사모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 외에도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하는 인간미 넘치는 작

품, 강호 산수의 자연미를 노래한 작품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

학중앙연구원, “정철 [鄭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7820&cid=46642&categoryId=4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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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 위의 시(時)는 박인로(朴仁老)의 조홍시가(早紅枾歌) 4수(首) 중 

한 수(首)로 그가 막역한 사이였던 이덕형(李德馨)이 도체찰사(都體察
使)61)로서 영천62)에 이르렀을 때 홍시를 보내자 생전에 부모님이 즐겨 

드시던 홍시를 보고 돌아가신 어버이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이다.63) 

  이 시(時)에서 박인로(朴仁老)는 무거운 쇳덩이로 노를 꼬아서 지는 해

를 잡아 백발이 된 어머니를 오래 사실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해를 

잡아매야>에서는 거문고의 현악기적(的) 특성뿐만 아니라 타악기적(的) 

특성을 활용하여 음악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술대의 다양한 사용으로 

음향학적 요소들을 통한 독특한 음색을 표현하고 있다. 무거운 쇳덩이는 

술대를 줄을 강하게 내려침으로써 망치로 치는 듯의 음색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긴 쇠줄이 말려드는 느낌을 연상시킨다. 이는 반복되며 점차 

상승하는 멜로디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천국에 닿기까지 투쟁하는 모

습을 묘사하는데 음악은 마침내 거친 절정에 이르며 이후 다시 추락한

다. 절정에서 떨어진 음악은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음색과 긴 쇠줄이 말

려드는 듯한 표현이 짧게 반복되고 이내 마무리된다.64) 

  작곡가는 거문고의 특징을 개방현에서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이라고 하

였다.65) 특히 술대로 강하게 연주하는 개방현의 소리는 다른 악기가 만

60)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 조선 중기의 문신 ·시인.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에 해박하고 의약 ·복서 ·음양 ·지리에도 통하였으

며, 특히 시조에 뛰어나 정철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두산백과』, “윤선도(尹善道)”,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7820&cid=46642&categoryId=46642).
61) 도체찰사(都體察使) :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

렸던 직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체찰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3776&cid=46622&categoryId=46622).
62) 영천 : 현재 경상북도 영주
63) 권영민, “조홍시가(早紅柿歌)”, (『네이버고전문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6830&cid=41708&categoryId=44531).
64) 이 내용은 작곡가의 Program Note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The piece opens with metal-like hammering and scraping sounds, an evocation of long 
bands of iron being wound together. This is followed by a series of episodes in which 
melodic lines gradually rise higher and higher, as if striving to reach into the heavens. 
Eventually the piece reaches a wild climax before tumbling back down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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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낼 수 없는 감정과 관념의 표현법이라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작곡가

의 시각은 본 단락에서도 다양한 주법을 통한 개방현의 사용으로 묘사되

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작품은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이 박인로(朴
仁老)의 시(時)를 읽고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작

품의 해설 및 창작배경을 바탕으로 악곡의 구조와 주법의 음향학적 요소

들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악곡 분석

  <해를 잡아매야(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는 총 168마디의 단 

악장으로 구성된 거문고 독주곡이다. 작곡가의 공식 홈페이지와 연구 자

료로 사용한 허익수의 독주회 음원과 영상자료에 따르면 본 작품의 연주

시간은 약 9분 정도이다.

   1) 조현법

  본 작품은 악보에 구체적인 조현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방현들

의 음고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작곡가는 본 악보에서 문현은 文, 괘

상청과 괘하청은 각각 上, 中을 사용하여 기보하였으며 무현은 下를 사

용하였다66). 

<예보 1> <해를 잡아매야>의 조현법

65) 부록 Ⅲ - 작곡가와의 인터뷰 참고.
66) 본 고에서는 문현을 1번, 괘상청을 4번, 괘하청을 5번, 무현을 6번 줄이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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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락의 지시사항 중 ‘on left side of 

bridges, press 괘상청 and 괘하청, bending pitch upward’를 표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줄을 긁은 뒤 울림이 끊기지 않았을 때 안족의 아래를 

눌러 음정이 상승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악기의 울림을 극대화하고 연주 시 현의 장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안족

을 악기 하단부로 내리고 조율하는 보통의 조율 방식과는 달리 5번 줄의 

안족 하단이 팔을 뻗어 누를 수 있도록 안족의 위치를 악기의 상단부 쪽

으로 두어 조율한다.

   2) 단락별 악곡 구조

  단 악장으로 구성된 본 작품을 작곡가가 제시한 빠르기말 및 분위기 

전환 부분들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7개의 단락으로 구분되며 각 단락의 

첫머리에는 작곡가가 지시한 악상과 빠르기 등이 있다. 전체 악곡에 걸

쳐 조표는 없으며 전체적으로 갑작스러운 빠르기 변화보다는 아첼레란

도67), 리타르단도68) 등으로 점진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진행이 두

드러진다.

  전체 악곡의 빠르기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락은 제1마디

부터 제27마디로 구성되며 ♩=44의 빠르기로 지시되어 있다. 제26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점차 리타르단도릍 통해 자연스럽게 빠르기를 늦추고 있

다.

   단락은 6/8박자의 빠르기 ♪=80으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단락의 

마지막 두 마디는 모든 줄을 mute 하여 다음 단락에서 표현될 풍부한 

울림과의 대비를 극대화한다. 

   단락은 제49마디부터 시작되며 6/8박자, ♪=80의 빠르기로 두 단락

이 진행된다. 빨라진 빠르기는 다시  단락의 본디 빠르기로 돌아오게 

한다. 이후 음역 상승, 박자의 세분화 및 악상의 확대를 통해 분위기는 

고조된다.

67) accel. : ‘점점 빠르게’를 나타내는 빠르기말
68) rit. : ‘점점 느리게’를 나타내는 빠르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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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은 제63마디부터 시작되며 앞서 연주하던 ♪의 시가를 그대로 

이어 ♩=80 (♩.=♩)으로 연주한다. 강렬한 악상이 지속되는 본 단락은 

적극적인 개방현의 사용과 높은 음역을 통해 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한

다. 

   단락은 제114마디부터 시작하며 음고를 더욱 높이고 잦은 변박과 

아첼레란도를 통하여 음악의 절정을 향해 달려간다. 이 아첼레란도는 

132마디까지 ♩.=ca. 112 혹은 이보다 빠르게 이어진다. 

   단락은 제135마디부터 시작하는데, 본 단락에 이르러 4/4박자 ♩

=168의 빠르기에 도달하게 되며 격정적인 개방현의 사용으로 작품의 분

위기는 절정에 달한다. 제158마디부터 ♩=200의 빠르기로 시작해 더욱 

아첼레란도 하여 극도의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다 이내 매우 느린 

속도까지 리타르단도 되고 그 악상 또한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단락에서는 ♩=60의 빠르기로 정해진 박자 없이 연주자가 곡의 분

위기를 살려 표현하도록 하였고 167마디와 168마디에 걸쳐 리타르단도와 

데크레셴도69)가 함께 연주되며 절정에 다다르다 이내 떨어지는 느낌을 

묘사하고 있고 음악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각 단락에 빠르기와 함께 제시된 빠르기말은 해당 단락의 악상 및 분

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때, 토마스 오스본은 작품의 악상이나 분위기

를 표현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음악용어와 함께 이 외의 표현을 혼합하여 

제시하고 있다.70) 

69) decresc. : ‘>’로도 표시하며 ‘점점 작게’를 의미하는 음악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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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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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를 잡아매야>의 악곡 구조

단락 마디 박자 변화 빠르기 지시어

 1~27

(27마디)
· ♩=44

Deep and 
resonant



28~36

(9마디)
6/8→9/8

 ♪=80
(♪=♪)

Slow, mournful
37~46

(10마디)
6/8 → 5/8 → 6/8 → 5/8

47~48

(2마디)
9/8 ♪=ca. 96 ·

 49~62

(14마디)

6/8 → 5/8 → 6/8→ 3/8 → 6/8 

→ 5/8 → 6/8
♪=80 a tempo



63~78

(16마디)

4/4 → 5/4 → 3/4 → 4/4 → 

5/4 → 4/4 → 3/4 → 2/4 → 

4/4 → 3/4 → 4/4

♩=80
(♩.=♩)

Faster

79~102

(23마디)

4/4 → 2/4 → 3/4 → 4/4 →

3/4 → 4/4 → 6/8 → 4/4→

6/8 → 4/4 → 3/4 → 20/16 → 

12/16 → 3/4

♩=72 Building

♩=100
Faster, with the 
greater energy

103~113

(11마디)

4/4 → 3/4 → 4/4 → 3/4 →

2/4 → 3/4 → 2/4 → 3/4→

4/4

· ·

 114~134

(22마디)

4/4 → 9/8 → 5/8 → 6/8 →

2/4 → 6/8 → 4/4 → 9/8 → 

3/4 → 9/8 → 8/8 → 7/8 → 

12/8 → 5/8 → 12/8

♩=ca. 
112

(or faster)
Very fast



135~157

(23마디)

4/4 → 3/4 → 4/4 → 5/4 →

4/4 → 2/4 → 4/4 → 5/8→

4/4 → 5/8 → 6/4

♩=168 ·

158~160

(3마디)
12/4 ♩=200

Fast, intense
As fast as 
possible

 161~168

(8마디)
4/4 ♩=60 Slow,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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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의 단락 구분에 따라 리듬 구성 및 선율 진행을 중심으로 본 

작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음이름71)을 표기할 때는 아래의 

<예보 2>와 같이 영국식 음이름 기보법72)을 사용하여 유현의 4괘 운지

에서 만들어지는 당73)(E♭)을 E♭으로 표기하고 이보다 한 옥타브74) 위

의 E♭을 e♭, 두 옥타브 위의 E♭은 e♭′으로 표기한다. 본래 영국식 

음이름 기보법에 따라 E♭E♭과 B♭B♭B♭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문현

과 무현은 각각 E♭˚과 B♭*으로 표기한다.

<예보 2> 본 연구의 음이름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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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계이름과는 구별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

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72) <영국식 음이름 기보법>

 

  

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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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거문고의 구음 중 하나로 약지를 사용하여 짚는 자리를 모두 ‘당’으로 칭한다.
74) 완전 8도 음정. 높고 낮은 두 음의 진동수비가 1:2인 음정. 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은 음처럼 느껴지며 이 두 음은 같은 음이름을 가진다. ‘옥타브로 연주한다’는 

말은 1옥타브 사이를 두고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

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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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락

   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27마디까지로 ♩=44의 빠르기를 갖는다. 본 

단락은 줄을 눌러 소리를 내는 음들뿐만 아니라 술대로 줄을 내려치거나 

긁어 소리 내는 음들, 음정과 음정 사이 미분음75)들의 연주가 특징이다. 

이러한 특수 음정들을 제외하고 본 단락에서 등장하는 구성음은 <예보 

3>과 같다.

<예보 3>  단락의 주요 구성음

  본 단락의 선율 진행 및 리듬 등을 통해 분류한 세부 악절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세부 악절 마디 (마디 수)


ⓐ 1~12 (12마디)

ⓑ 13~17 (5마디)

ⓒ 18~25 (8마디)

ⓓ 26~27 (2마디)

     

75) 반음보다도 좁은 음정. 동양음악에서는 페르시아나 인도의 음률, 혹은 그 밖에 많은 

민족의 음악에서 실용되어 온 음정인데, 특히 평균율의 확립이래 반음을 식별할 수 

있는 최초의 음정으로 해 온 근세 서양음악에서는 특수한 음정으로 친다(삼호뮤직편

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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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마디부터 제12마디까지인 악절 ⓐ는 작곡가가 작품의 배경에서 설

명하였듯이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리와 철이 감아 오르는 듯한 소리를 

오른손으로 잡은 술대로 줄을 내려치거나 긁음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5

번 줄과 6번 줄을 술대로 강하게 내리친 후 그 여음이 마무리될 때까지 

울림을 가져가도록 하며 또 다른 술대를 왼손으로 잡은 후 이전에 친 줄

의 여음이 끝나면 6번 줄을 긁는다. 이후 6번 줄과 5번 줄을 왼손과 오

른손으로 교대로 긁어 철이 감아 오르는 모습을 묘사한다. 해당 악절의 

악보는 아래 <예보 4>와 같다.

<예보 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

 

  상승한 에너지는 악절 ⓑ에서 잠시 떨어진다. 제13마디부터 제15마디

까지 해당하는 악절 ⓑ는 왼손으로 5번 줄을 강하게 피치카토(pizzicat

o)76)로 연주하고 오른손으로 잡은 술대로는 6번 줄을 강하게 치는 것을 

76) 현악기에서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주법으로, pizz.라는 줄임말로 표기하며, 활로 연

주하는 아르코와 대비된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

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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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갈아 연주한다. 이때에도 6번 줄의 울림을 열어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제18마디부터 진행되는 악절 ⓒ는 B♭°에서 G°까지 미분음을 사

용하여 하강하고 이는 악절 ⓓ에 이르러 E♭°에 도달한다. 악절 ⓓ에서

는 1번 줄(문현)과 3번 줄(대현) 2괘에서 E♭°을 교대로 연주하며 점차 

리타르단도 시킨다. 하강 진행하는 악절 ⓒ의 예보는 다음과 같다.

<예보 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

 

  본 단락에서는 작곡가가 다른 악기와 구분되는 거문고의 특징이라 묘

사한 깊은 개방현의 울림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1, 4, 5, 6번 줄을 술대

로 줄을 쳐서 연주하기도 하고 위에서 강하게 내려쳐 술대와 줄 사이의 

반동을 이용하기도 하며 술대로 줄을 긁어 올라가는 등 다양한 연주법을 

사용하여 개방현의 울림을 통한 곡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본

론 Ⅲ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단락

   단락은 제28마디부터 제48마디까지 총 21마디로 구성되었으며 ♪

=80의 빠르기를 갖는다. 제28마디부터 제33마디의 6/8박자 6마디는 각각 

2마디씩 프레이징 되고 이후 9/8박자의 2마디는 1마디씩 호흡하며 단락

의 후반부로 갈수록 5/8박자와 6/8박자가 혼합되어 사용된다.  단락의 

주요 구성음은 아래 <예보 6>과 같다.



28

<예보 6>  단락의 주요 구성음

  

  본 단락의 세부 악절 구분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세부 악절 마디 (마디 수)

 ⓐ 28~35 (8마디)

ⓑ 36~48 (13마디)

  본 단락에서는 자출, 퇴성 이후 추성 등 다양한 왼손 주법들을 사용함

과 동시에 오른손의 pizzicato 또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pizzicato는 

pizz.라 기보하지 않고 r.h.(right hand)로 기보하고 있으며 다시 술대로 연

주하라는 지시는 ord.(ordinary)로 표현하고 있다. 악절 ⓐ의 제34마디에서

는 D♭° 음정을 굵게 떨며 이후 선율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하고 

있다.

  제36마디부터 제48마디 총 13마디로 구성된 악절 ⓑ는 두 마디 단위로 

프레이징 되며 점차 크레셴도 된다. 이와 동시에 제41마디부터 아첼레란

도 되며 작품의 초반부에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고조를 유발한다. 제35마

디의 굵게 떨던 D♭°은 이후 악절 ⓑ에서 E♭→ G♭→ B♭→ e♭→ g

♭→ a♭→ a → b♭까지 순차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각 음정은 이전과 

같이 굵게 떨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당하는 악보는 아래의 <예보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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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

  제47마디와 제48마디는 앞의 단락에서 고조되던 흐름을 갑자기 멈추도

록 한다. 4번 줄과 5번 줄, 6번 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빨리 뜯음과 동

시에 왼손으로 뜯지 않은 다른 개방현을 뜯음으로써 같은 음정(B♭°)의 

다양한 음색을 표현한다. 뿐 만 아니라 줄을 뜯은 후 모든 현을 손바닥

으로 막아 음 소거시켜 순간적인 단절을 나타내도록 한다. 본 단락은 바

로 다음 단락에서 표현될 충분한 울림과 음정의 bending이 더욱 극대화

되어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마디의 예보는 다음과 같다.

<예보 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의 제47~4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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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락

   단락은 제49마디부터 제62마디까지 총 14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80의 빠르기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락은  단락과

는 대조적으로 충분한 울림과 음정의 bending이 더욱 강조된다. 처음 4마

디 동안 박자를 변화시키며 현을 눌러 음정을 상승시키는 주법은 점차 

확대되어 연주되는 데 이에 대한 세부 악절의 구분은 다음의 <표 5>와 

같고 본 단락의 주요 구성음은 <예보 9>로 정리할 수 있다.

<표 5>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세부 악절 마디 (마디 수)

 ⓐ 49~60 (11마디)

ⓑ 61~62 (2마디)

<예보 9>  단락의 주요 구성음

     

  악절 ⓐ는 거문고의 여섯 줄을 강하게 긁고 괘상청과 괘하청의 안족 

아래 현을 눌러 여음을 통한 음고의 상승이 나타난다. 이는 악절이 진행

하며 박자, 후속 선율 등의 변화로 확장된다. 제53마디와 제55마디에서는 

D♭° 음정을 꺾어 B♭°청 계면조의 느낌을 자아낸다. 이는 제56마디와 

제28마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B♭음을 꺾어 순간적으로 G청 계면조

로의 전조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악절 ⓑ는 음역이 확장되어 이후 이어지는  단락에서 선율의 하강 

진행과 대비되는 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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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락

   단락은 제63마디부터 제113마디까지 긴 흐름을 가지며 ♩=80의 빠

르기로 시작하여 ♩=72까지 점차 느려졌다가 아첼레란도 되어 ♩=100의 

빠르기에 이른다. 본 단락의 세부 악절 구분은 다음의 <표 6>과 같으며 

주요 구성음은 <예보 10>과 같다.

<표 6>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세부 악절 마디 (마디 수)

 ⓐ 63~93 (32마디)

ⓑ 94~113 (19마디)

<예보 10>  단락의 주요 구성음

   단락의 악절 ⓐ는 4, 5, 6번 줄을 크게 울림으로써 음정이 하강 진

행하지만 강렬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3마디의 g♭

에서 시작하여 제66마디의 F까지 하강 진행하고 제67마디에서 4, 5, 6번 

줄을 다시 강하게 긁어 b♭′까지 도약한다. 제69마디의 5/4박자부터 제

70마디의 4/4박자, 제71마디의 3/4박자까지 한 마디가 진행될 때마다 한 

박자씩 줄어들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는 제72마디의 2/4박자에서 리

듬꼴이 갑자기 변하며 쌓아오던 긴장감에 제동을 건다. 악절 ⓐ의 제69

마디부터 제72마디까지의 악보는 아래의 <예보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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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의 제69~제72마디

  이후 제73마디부터 제76마디까지는 A에서 시작하여 B♭°까지 점차 하

강 진행한다. 제77마디부터 제78마디는 두 마디 동안 약간의 리타르단도

를 통해 다음 단락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고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제76

마디에서 개방현들을 연주하며 자연스럽게 크레셴도 되었던 강세는 대현

을 굵게 떨며 그 긴장감이 해소되고 악기의 울림과 여운을 통해 잔상을 

남긴다. 해당 악절의 진행은 <예보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1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의 제73~제78마디

  제94마디에서 술대로 거문고의 몸체를 때리며 악절 ⓑ가 시작된다. 제

95마디부터 제102마디까지는 2번 줄과 3번 줄을 적절히 혼합하여 음색의 

변화를 유도하고 더욱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을 이끌어낸다. 특히 작곡가

는 같은 E♭° 이라 할지라도 3번 줄과 1번 줄의 사용을 정확하게 지시하

였기 때문에 해당 악절 연주 시 작곡가가 지시한 줄에서 음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의 <예보 13>에서

는  단락의 악절 ⓑ에서 작곡가가 연주할 현의 구체적인 제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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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예보 1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의 제85~제88마디

  제103마디부터 4괘로 괘를 옮겨 연주한다. 앞의 악절과 비교하였을 때 

빠르기의 변화나 제시된 지시어는 따로 없으나 출현 음들의 음높이가 상

승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11마디에 걸

쳐 진행되며 G♭ 과 A를 중심으로 한 마디 단위로 프레이징 되며 하강 

진행한다. 특히 제103마디부터 제112마디까지 각 마디의 첫 박을 연주할 

시 무명지와 모지 뿐 만 아니라 장지로 대현을 운지하여 A°를 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부분의 악보는 아래의 <예보 14>와 같다.

<예보 1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의 제103~106마디

   (5)  단락

   단락은 제114마디부터 제134마디까지가 해당하며  단락의 ♩

=100의 빠르기에서 연결되어 ♩.=ca. 112의 빠르기까지 도달한다. 음정의 

상승뿐만 아니라 연주 빠르기 또한 극도로 아첼레란도 되며 계속되는 변

박을 통해 일정한 패턴 없이 진행되는 악곡의 흐름을 더욱 긴장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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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본 단락은 해당 악곡에 출현하는 음정 중 가장 높은 음역의 

음정들이 출현하며 주요 구성음은 다음과 같다.

<예보 15>  단락의 주요 구성음

  D°를 시작으로 e♭″까지 도달하는 본 단락은 음정의 상승과 동시에 

연주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진다. 제127마디까지 불규칙적 패턴으로 연주

되어 온 음악은 제128마디 12/8박자에서 안정을 찾고 이후 제129마디부

터 4마디 동안 5/8박자를 유지한다. 제117마디부터 점점 아첼레란도 되

어 제133마디부터는 Very fast의 지시어를 갖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서 갑

작스러운 긴장 해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작곡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악보에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제133마디부터 제134마디까지 두 마

디 동안의 크레셴도는 그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6)  단락

      

   단락은 제135마디부터 제160마디까지 총 2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168의 빠르기로 시작하여 ♩=200까지 빨라지고 점점 리타르단도 되며 

매우 느려진다. 어느 단락보다도 격렬하고 적극적인 개방현의 사용은 거

문고의 울림을 극대화하고 속도감 있는 진행은 악곡의 몰입도를 높인다. 

 단락은 적은 수의 음정으로 21마디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단락의 주

요 구성음은 아래 <예보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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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6>  단락의 주요 구성음

  본 단락은 총 세 개의 세부 악절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세부 악절 마디 (마디 수)


ⓐ 135-148 (14마디)

ⓑ 149~157 (9마디)

ⓒ 158-160 (3마디)

  악절 ⓐ는 E♭, F, G♭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G♭을 시작으로 E♭까지 

하강 진행하며 각 마디의 박자를 불규칙적으로 변화시킨다. 스르렁으로 

구성된 한 마디를 삽입하여 곡의 거친 클라이맥스까지의 분위기를 쌓아

가고 있다.

  제147마디와 제148마디는 G♭과 A♭, A로 4/4박자 두 마디가 이루어

진다. 제148마디의 마지막 박을 8분음표로 나누지 않고 4분음표로 연주

하는 것은 이전까지 달려오던 음악의 흐름에 급제동을 가함으로써 악절 

ⓑ로의 갑작스러운 전개를 암시한다. 제147마디와 제148마디의 예보는 

다음 <예보 17>과 같다.

<예보 17>  단락의 세부 분석 – 제147~제148마디



36

  제149마디는 급박히 진행되어 오던 악곡의 흐름을 거문고의 몸체를 술

대로 때림으로써 새롭게 전환한다. 본 마디는  단락의 제94마디와 형

태가 유사하나 악상과 리듬에 차이가 있다. 한 마디 동안 진행되었던 제

94마디와는 달리 제149마디는 두 마디 동안 진행되며 리듬의 형태 또한 

더욱 세분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마디 첫 박을 쉬고 한 마디를 같은 

세기로 연주하였던 제94마디에 비해 제149마디는 마디의 첫 박자부터 연

주되며 그 악상 또한 f(포르테) 이후 바로 p(피아노)로 줄어들어 두 마디 

동안 다시 f(포르테)로 크레셴도 된다. 제94마디와 제149마디의 비교는 

다음의 <예보 18>과 같이 할 수 있다.

<예보 18>  단락의 세부 분석 -  단락과의 비교

단락 마디 예보

 94

 149

  제151마디부터는 ‘1번 줄 – 2번 줄 – 6번 줄 – 4번 줄’을 반복하는 

형태로 연주한다. 이때 작곡가는 6번 줄은 뜰(∨)77)로, 4번 줄은 식지로 

뜯어 자출로 연주하도록 지시하여 자연스러운 술대의 사용을 유도한다. 

이는 점차 확대되어 5번 줄의 뜰이 추가된 형태로 ‘1번 줄 - 2번 줄 – 
6번 줄 – 5번 줄 – 6번 줄’ 순으로 연주한다. 4/4박자, 5/8박자, 4/4박자, 

8/5박자 순으로 진행되다가 제157마디에 이르러 6/4박자로 정착하고 이

는 세 번 반복되며 아첼레란도 후 악절 ⓒ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악

절 ⓑ의 변화하는 연주형태는 다음의 <예보 19>와 같다.

77) 거문고의 주법 중 하나로 술대로 줄을 몸쪽으로 들어 올려 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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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9>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

마디 박자 예보

151 4/4

152 5/8

158 6/4

   

  악절 ⓒ는 제158마디부터 제160마디까지로 거문고의 6줄을 한 번에 긁

었다 올라오는 연주형태를 취하며 12/4박자로 세 번 반복되고 이 과정에

서 악곡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본 악절은 긴장감을 가지며 빠르게 진

행되다 연주자가 연주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까지 도달하여 전체 악곡 

중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악상을 지니게 된다. 이후 점차 데크레셴도와 

리타르단도를 시키며 제160마디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very slow), 아주 

작은 악상까지 도달하게 된다. 

  작곡가가 program note에서 묘사하였듯이 해당 부분은 천국에 닿기까

지 투쟁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거친 절정에 이르며 이후 다시 한번 추락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본 악절의 예보는 <예보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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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절 ⓒ

   (7)  단락

   단락은 제161마디부터 악곡의 끝까지 해당하며 ♩=60의 빠르기를 

갖는다. 작곡가는 본 단락에서 ♩=60의 빠르기와 함께 Slow, powerful의 

지시어를 통해 느려진 빠르기지만 이전 단락에서 가져오던 에너지를 유

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락에서는  단락에서 나타난 망치질하는 듯한 소리와 철이 감아 

오르는 듯한 소리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 술대로 6번 줄과 5번 줄을 강

하게 내리쳐 그 울림을 열어두고 울림이 마무리될 때 왼손의 술대로 무

현을 긁는다. 

  본 단락과  단락은 술대로 거문고의 줄을 긁는 형태에 차이가 있다. 

 단락에서는 해당 연주법이 5번 줄과 6번 줄에 한정되어있던 반면 본 

단락에서는 거문고의 여섯 줄 모두 긁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두 단

락의 차이점은 아래 <예보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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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1>  단락의 세부 분석 –  단락과의 비교

단락 마디 예보

 9-12

 165-166

      

   단락의 마지막 2마디인 제168마디와 제169마디는 4/4박자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 2분음표 시가의 하모닉스78) 두 개로 이루어졌다. 허익수

는 마지막 F를 E♭의 하모닉스를 연주한 자리에서 악기의 학슬79)을 눌

러 음정의 여음을 상승시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제168마디와 제169마

디의 예보는 다음의 <예보 22>와 같다.

<예보 22>  단락의 세부 분석 – 제168~제169마디

78) 줄 위의 한 점에 가볍게 손가락을 대고 인공적으로 진동의 마디(node)를 만들어 배

음(倍音)을 얻는 방법. 그로써 생기는 음은 왼손가락으로 지판을 세게 눌러 내는 보

통의 음과는 달리 부드럽고 투명한 울림을 얻을 수 있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

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79) 현과 부들의 연결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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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를 잡아매야>의 음향학적 요소에 의한 

연주법

  1960년대 본격적으로 전통악기를 사용한 창작곡이 작곡된 이후로 작곡

가들은 국악기들의 전통 주법들뿐만 아니라 서양악기에 사용되던 주법들

을 적용하여 다양한 음향학적 요소들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자연스

레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의 작곡가들이 국악기를 사용해 작곡을 시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본 고에서는 토마스 오스본의 거문고 독주 작품인 <해를 잡아매야>의 

음향요소를 변화시키는 주법들의 사용에 집중한다. 작품 속에서 사용된 

연주 기법들을 분석하여 어떤 음향학적 요소의 변화 등을 통해 작곡가의 

의도가 전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주법의 음향학적 요소에 의한 분

류는 이석원의 연구80)를 토대로 크게 음고, 음색, 음가, 음량으로 나누어 

작품에서 사용된 거문고의 연주법상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음고

  음고(音高, pitch)란 소리의 높낮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미국 표준 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1960)는 이를 ‘소리의 높낮이 척도 

속에서 어떤 높이에 해당하는지 하는 청각적 감각적 특성’이라 정의하였

다.81) 

  본 고에서는 음고 변화를 위한 주법을 크게 농현, 전성, 추성, 퇴성, 미

분음의 사용, 주법의 결합으로 나누었다.

80)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81)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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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현

  한국음악은 화음이 없이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다. 따라서 

선율을 구성하는 각 음이 음악적인 문맥 속에서 독특한 시김새와 의미를 

지닌다. 즉, 어떤 음은 떨고, 어떤 음은 끌어 내리고 경우에 따라 어떤 

음은 변화를 주지 않고 평으로 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음을 변화시키

는 기능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현이다.

  본 고에서는 거문고의 음가 변화를 위한 농현을 한 음 농현과 농현의 

굵기 변화, 손바닥을 사용하여 누르는 것으로 나누었다.

    (1) 한 음 농현

  농현은 거문고뿐만 아니라 가야금, 해금, 아쟁 등의 현악기에 두루 쓰

이는 주법으로 음의 지속성을 위해 왼손으로 그 음을 위아래로 흔들어 

연주한다. <해를 잡아매야>에서 작곡가는 특정 음에 농현 

기호를 붙여 해당 음을 농현과 함께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작품 전

반에 걸쳐 작곡가는 농현을 통해 음가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음색의 

변화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곡 초중반에 주

로 나타나며 특히  단락에서 주로 사용된다.  단락은 음형과 음역이 

확장되며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반음씩 점차 높아지며 음형의 최고 음

을 농현한다. <예보 23>은  단락에서 사용된 농현의 예시이다.

<예보 23> 농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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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바닥을 사용하여 누르기

          

  손바닥을 사용하여 현을 누르는 주법은 작품 중  단락에 사용되는 

주법이다. 6개의 줄을 모두 한 번에 긁어 울리도록 한 뒤 제4번 줄과 제

5번 줄을 왼손바닥으로 눌러 여음의 음정 상승이 들리도록 한다. 이 주

법은  단락의 시작인 제49마디부터 제52마디까지, 제54마디와 제57마

디에 지속하여 나타나고 본 주법과 더불어 6현을 동시에 긁어 울림을 열

어두고 왼손바닥으로 줄을 누르는 대신 선율을 연주하기도 한다. 작곡가

는 손바닥을 사용하여 누르는 주법을 <예보 24>와 같이 지시하고 있다.

<예보 24> 손바닥을 사용하여 누르는 주법

   2) 전성

  전성은 전성 기호( )가 표기된 음정에서 본음을 낸 후 빠르게 굴렸다

가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현악기의 전통적인 

주법 중 하나이다. 현대 작곡가들이 전성을 작품에 사용하

며 전성의 폭에 대한 구분을 두 기호( )로 하기도 하나 본 작품에서는 

본래 전성의 기호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빈도는 한 번이다. 전성이 사

용되는 마디는  단락의 제60마디이며 g에서 전성하여 해당 음을 강조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제60마디의 악보는 다음 <예보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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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5> 전성의 사용

   3) 추성

  추성은 음을 연주한 후 여음이 끊기기 전 줄을 앞으로 밀어 음정을 상

승시키거나 그 음에 도달하기 위해 조금 낮은 음에서 그 음까지 밀어내

는 주법이다. 본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추성 모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데 이를 음정의 상승을 위한 추성과 음정으로의 도달을 위한 추성, 꾸밈

음에 의한 추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정의 상승을 위한 추성

  본 작품에서는 추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나가

고 있다. 특히 특정 음을 연주하고 줄을 밀어 음정을 높이기 위한 추성

은  단락과  단락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곡가는 음과 음 

사이에 이음줄을 통해 연주자가 한 번의 연주로 두음을 소리 낼 수 있도

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음줄 하단에 추가로 ×를 기보하여 두음에 대한 

한 번의 술대질을 요구한다. 

   단락의 제29마디와 제31마디, 제34마디에서 해당 주법이 등장한다. 

제29마디는 C°에서 D°까지를 추성하며 제31마디는 B♭°에서 D°까지, 제

34마디는 A°에서 B♭°까지 밀어서 연주한다.

   단락의 제36마디부터 제39마디까지 4마디에 걸쳐 추성이 반복된다. 

D°에서 E♭까지, F에서 G♭까지 단 2도 간격으로 추성하여 선율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때 작곡가는 이음줄뿐만 아니라 두음 사이를 사선(／)으

로 연결하여 뒤 음으로의 빠른 도달을 표현하고 있다. 제30마디와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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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에서 사용된 추성의 기보는 다음 <예보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26> 추성의 사용

마디 사용 기호 예보

30 ×

39 사선(／)

   (2) 음정으로의 도달을 위한 추성

  음정으로의 도달을 위한 추성은 대게 해당 음의 앞에 기호(᎖)를 사용

하여 그 음까지 밀어내도록 표기되어 있다. 음고의 상승을 위한 추성과

는 다르게 도달 목표 음정의 앞에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주법의 시작 

음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다. 작곡가는 해당 주법의 사용을 통

해 상승 진행하는 선율이나 구조의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단락에서 2회,  단락에서 3회,  단락에서 5회씩 사용되고 있으며  
단락에서는 하강 진행하는 프레이즈(phrase)의 최고음에서 음정으로의 도

달을 위한 추성을 사용함으로써 분위기의 변화와 단락의 흐름을 강조하

고 있다.  단락에서의 추성의 활용은 다음의 <예보 27>과 같다.

<예보 27>  단락의 추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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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꾸밈음에 의한 추성

  꾸밈음에 의한 추성은  단락의 제30마디에서 등장한다. 제30마디에

서는 e♭음이 f 음의 앞꾸밈음으로 기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단 2도 간

격의 두음이 한 번의 술대질로 소리 나기 때문에 추성의 한 종류로 해석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4마디, 제35마디에 등장하는 1번 줄

을 사용한 꾸밈음이다. 악보에 따르면 1번 줄의 음정인 E♭°이 모두 앞

꾸밈음으로 기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거문고의 주법을 고려하여 

본 제34마디와 제35마디의 꾸밈음은 ‘슬기둥’ 주법으로 음색 변화를 위

한 주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보 28>은 제30마디에서 사

용된 꾸밈음에 의한 추성이다.

<예보 28> 꾸밈음에 의한 추성

   4) 퇴성

  거문고 등 현악기의 전통 주법 중 하나인 퇴성은 음을 연주한 뒤그 음

을 흘러내려 여음으로 음정의 하강을 전달하고 후에 연주되는 음과의 연

결을 자연스럽게 한다. 본 고에서는 퇴성의 종류를 한 음 퇴성, 3도 이상

의 퇴성, 꺾는 음(∧)에 의한 퇴성, 꾸밈음에 의한 퇴성, 자출에 의한 퇴

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1) 한 음 퇴성

  한 음 퇴성은 본음을 내고 현을 뒤로 당겨 여음을 통해 음의 하강을 

표현하는 주법이다. 보통 주법을 적용할 음에 ৲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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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본음과 퇴성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음을 이음줄로 연결하여 연주자

가 퇴성을 연주하도록 한다. <해를 잡아매야>에서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

고 이음줄을 사용하여 기보 되어 있으며 이음줄 하단에 ×를 표기하여 

한 번의 술대질을 통한 두음의 연주를 유도한다. 

   단락부터 사용이 시작되는 이 주법은  단락에서는 3회,  단락

과  단락에서는 6회씩 사용되고 있는데 각 단락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작품의 전반에 걸쳐 한 음 간격의 퇴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에서는 각각 제35마디에서 1회, 제39마디에서 2회가 나타나며 

제35마디는 A°와 G°의 연결, 제39마디는 2회 모두 제35마디보다 한 옥타

브 높은 A와 G를 연결하고 있다. 제35마디와 제39마디에서 사용된 한 

음 퇴성의 예는 다음의 <예보 29>와 같다.

<예보 29> 한 음 퇴성

마디 예보

35

39

  한 음 퇴성은  단락의 제56마디에서 2회, 제58마디에서 2회, 제62마

디에서 3회 등장하는데 각각 D♭° – C°, B♭- A, c″– B♭″ 음을 연결

하고 있다.  단락에서 등장하는 한 음 퇴성은 다음의 <예보 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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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0>  단락의 한 음 퇴성

마디 예보

56

58

62

   단락의 한 음 간격 퇴성은 제99마디, 제100마디의 두 마디에 걸쳐 

6회가 모두 등장하고 이들 모두가 E♭- D°를 연결하고 있다. 

  앞의 분석을 통해 <해를 잡아매야>에서 등장하는 한 음 간격의 퇴성

은 모두 단 2도 간격의 두 음정을 잇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에서의 한 음 퇴성은 다음의 <예보 31>과 같다.

<예보 31>  단락의 한 음 퇴성

   (2) 3도 이상의 퇴성 

  제30마디에 등장하는 3도 이상 간격의 두 음 퇴성은 작품 중 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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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주법이다. A♭과 F를 잇고 있는 이 주법을 연주하기 위해 연 

주자는 2괘를 운지한 후 F를 내는 징2 자리에서 현을 멀리 밀어 A♭음

을 만들어내야 한다. 단 3도 간격의 두 음을 정확히 내기 위해 연주자는 

줄의 장력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인식이 필요하다. <예보 32>는 제30

마디에 등장하는 단 3도 간격의 두 음에 대한 퇴성을 보여준다.

<예보 32> 3도 이상의 퇴성

   (3) 꺾는 음(∧)에 의한 퇴성

  전통음악에서 꺾는 음은 해당 음의 단 2도 위의 음정에서 시작하여 민

첩하게 본래 음정까지 도달하는 주법으로 기호에서도 알 수있듯 날카롭

게 두음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음정 간격은 이음줄을 사용하여 기

보하는 한 음 퇴성과 동일하지만 음색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꺾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한 퇴성은 단락 의 제53마디와 제55마디

에 각 1회씩 나타나며 두 마디 모두 C°에 ∧이 기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D♭°에서 C°까지 날카로운 음색 및 음정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꺾는 기호를 통한 퇴성의 지시는 다음의 <예보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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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3> 꺾는 기호(∧)를 사용한 퇴성

마디 예보

53

55

     

   (4) 꾸밈음에 의한 퇴성

  꾸밈음에 의한 퇴성 역시 꾸밈음에 의한 추성과 마찬가지로  단락에

서 등장하며 한 음 퇴성, 꺾는 음에 의한 퇴성과 다르게 장 2도 간격의 

두 음(G♭과 F)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예보 34>는 꾸밈

음을 사용하여 기보된 퇴성의 예이다.

<예보 34> 꾸밈음에 의한 퇴성

   (5) 자출에 의한 퇴성

  자출은 거문고만의 독특한 주법 중 하나로 현을 운지 한 상태에서 엄

지 혹은 검지로 줄을 뜯거나 쳐서 음을 내거나 특정 음을 술대로 연주한 

후 엄지나 검지로 줄을 눌러 여음을 통해 음정 변화를 나타내는 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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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출은 <해를 잡아매야>의 제32, 33마디에서 등장하는데 제32마디에서

는 A에서 G로의 이동을 A의 운지를 하고 술대로 소리낸 뒤 여음이 끊

기기 전 엄지를 6괘로 이동시켜 G가 나도록 하고 있다. 제33마디는 같은 

원리로 F에서 검지를 앞으로 뜯어 E♭이 나도록 한다. 본 작품에서 등장

하는 자출에 의한 퇴성은 아래의 <예보 35>와 같다.

<예보 35> 자출에 의한 퇴성

   5) 미분음

  미분음을 사용한 음정의 변화는 본 작품의  단락과  단락의 독특

한 특징이다.  단락에서는 술대를 사용한 미분음의 음고 변화와 단 3

도, 장 2도와 단 2도 간격의 하강하는 음정 진행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단락과  단락에서 등장하는 술대를 사용한 미분음의 음고 변화 모

두 음정의 변화로 명시할 수는 없으나 음고가 상승과 하강 효과를 표현

하는 주법이라는 점에서 음고의 변화를 위한 주법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

하였다.

   단락의 제4마디와 제6마디, 제8마디부터 12마디에 걸쳐 나타나는 

이 주법은 술대를 사용하여 6번 줄과 5번 줄을 긁는데 이때 악기의 하단

부부터 줄을 긁어 올라오며 미분음의 상승을 표현한다. 뿐 만 아니라 제

17마디와 제18마디, 제21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 등장하는 미분음에 의한 

음정의 변화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묘사한다. 

  제18마디와 제19마디, 제21마디, 제23마디는 모두 B♭°에서 시작하여 

G°까지 단 3도 간격을 미분음을 사용하여 하강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22마디와 제24마디는 G°에서 F°까지, 제25마디는 F°에서 e♭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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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지시하며 본 주법이 시작되는 제18마디부터 제25마디까지는 G°

부터 시작하여 E♭°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21마디부터 제

25마디까지의 악보는 다음의 <예보 36>과 같다.

<예보 36> 미분음의 사용

   단락은 거문고의 여섯 줄 모두를 술대로 긁어 음의 상승뿐만 아니

라 음색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 주법을 통해  단락과  단락에서 작

곡가의 작품 설명 중 ‘쇠줄이 말려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6) 주법의 결합

  본 작품에서는 추성과 농현의 결합, 퇴성 이후 추성, 추성 이후 퇴성

을 통한 주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추성과 농현의 결합

   단락의 제36마디부터 제39마디까지 4마디에 걸쳐 7회 등장하는 추

성은 농현과 함께 연주된다. 작곡가는 추성을 연주한 뒤 굵은 물결 부호

를 표기하여 폭넓은 농현을 연달아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추성과 

농현이 함께 사용되는 4마디의 악보는 다음의 <예보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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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7> 추성과 농현의 결합

   (2) 퇴성 이후 추성과 추성 이후 퇴성

  퇴성 이후 추성은 거문고의 전통 음악 레퍼토리에서 등장하는 전통 주

법인데 본 작품에서는 추성 이후 퇴성과 함께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A

를 연주한 후 G, A를 연주하는 이 주법은 A를 소리 낸 후 여음을 통해 

음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어 바로 등장하는 추성 이후 퇴성 주법은 이와 

반대로 G를 연주한 후 A, 다시 G를 연주하는 형태이다. 이 또한 G를 소

리 낸 후 여음을 통해 음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퇴성 이후 

추성과 추성 이후 퇴성은  단락의 제33마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3

마디의 악보는 다음의 <예보 38>과 같다.

<예보 38> 퇴성 이후 추성과 추성 이후 퇴성

 2. 음색

   우리는 음색(音色)이라는 소리의 특성으로 같은 군에 속한 악기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음색을 통해 가야금과 거문고를 구분할 수 있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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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과 비올라를 구분할 수 있으며 대금과 플롯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음색(音色)은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음가, 음고 등과 같이 뚜렷

한 구분이 어렵다. 개인의 선행 경험과 배경 지식, 가치관 등에 따라 음

색을 받아들이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없는 음향요소이다. 음색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음향요소라기보다는 마

치 색깔이 채도, 명도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판단하여 명칭을 구분하듯

이, 주관적ㆍ심리적 관점들로 판단되는 다차원적인 음향적 요소이다82).

  거문고는 정악과 산조를 연주할 때 4번 줄과 5번 줄을 같은 음정으로 

조율하고 6번 줄은 두 줄의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음을 조율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다른 국악기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음색의 변화를 드러내

는 거문고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번 줄과 5번 줄은 

같은 음으로 조율하지만 두 현의 굵기 차이로 음색의 차이가 확연히 나

타난다. 뿐 만 아니라 2번 줄과 3번 줄을 사용하여 같은 음정을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문고 연주 시 운지 및 현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법을 통해 음색을 변

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뜰, 하모닉스, 스르렁 등 개방현을 적극적으로 사

용하는 주법과 살갱 및 싸랭, 슬기둥 등 1번 줄과 2, 3번 줄의 동시 연

주를 통한 음색 변화, 피치카토와 술대를 사용한 음색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를 잡아매야>는 거문고의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다양하게 사용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음색 변화를 위한 주법을 현(絃) 

변경을 통한 동일 음 연주, 뜰, 하모닉스, 피치카토와 술대 활용으로 나

누었다.

   1) 현(絃) 변경을 통한 동음 연주

  동일 음에 대해 연주 시 사용하는 현을 변경시키는 주법은 거문

고의 개방현(4~6번 줄)의 조율이 같을 때 음색의 변화를 위해 사용

82)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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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주법이다. 작품 개관에서 설명했듯이 <해를

잡아매야>의 조현법은 일반적인 정악 연주를 위한 조현법과 동일하

기 때문에 본 주법의 사용이 가능하며 작곡가는 이를 작품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사용한 부분은 , ,  단

락에서 나타난다.

   단락과  단락에서는 B♭°음의 음색 변화가 주로 나타난다 .

먼저  단락은 3, 4, 5번 줄에서 같은 높이의 B♭°을 사용하여 한

음에서 세 가지의 음색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26마디에서는 1번 줄

과 3번 줄을 사용한 E♭°의 음색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단락에서 

나타나는 현의 변경을 통한 음색 변화는 다음의 <예보 39>와 같다.

<예보 39> 현(絃)의 변경을 통한 음색 변화

 

   단락에서는 제41마디부터 제47마디까지 점차 아첼레란도 되는

8마디 동안 기본 음형(♪)이 반복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4번 줄과 

5번 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47마디부터 제48마디까지, 제

49마디에서 등장하는 32분음표들은 모두 개방현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음색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을 의도

하고 있다.  단락의 제43마디부터 제46마디까지의 악보는 다음의 <예

보 40>과 같다.

  <예보 40> 개방현을 통한 음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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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은 E♭°을 1번 줄(문현)과 3번 줄(대현)을 고루 사용하여 속도

감 있는 곡의 진행 속에서의 음색의 변화를 유도한다. 제79마디부터 제

99마디에 이르는 긴 구간에서 두 현의 음색 차이는 작품의 긴장감을 더

욱 강조한다. 작곡가는 해당 부분에서 E♭°의 상단에 1번 줄과 3번 줄을 

의미하는 文과 大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일 음정에 대한 뚜렷한 

음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보 41>은 작곡가가 구체적으로 현을 

제시하여 음색의 변화를 꾀하는 부분의 악보이다.

<예보 41> 구체적인 현(絃)의 제시를 통한 음색 변화

   2) 뜰

  뜰은 연주자의 몸쪽으로 술대를 뜯어 동일 현에서의 음색을 변화시키

는 전통적인 거문고 주법 중 하나로 보통 ∨ 기호를 사용하여 기보한다. 

창작곡에서의 뜰의 사용은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곡가는 본 작품에서 작곡가의 해석에 따른 뜰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과 동시에 ∨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주자의 연주를 

의도하고 있다. 뜰(∨)을 사용한 제84, 제85마디의 악보는 다음의 <예보 

42>와 같다.

<예보 42> 뜰을 통한 음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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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잡아매야>에서는 작품 전반에 걸쳐 뜰이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단락에서의 사용이 더욱 두드러진다. 작곡가는 1번 줄과 3번 줄의 E

♭°을 빠른 속도로 연주할 때 연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

운 프레이즈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을 표기하고 있다. 기본 술대질과 뜰

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뜰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의 특징은 같은 줄에서는 뜰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3번 줄에서 2번 줄, 3번 줄에서 1번 줄로의 이동이 잦은데 이는 술

대의 이동 방향을 고려해 뜰 주법을 사용할 음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뜰이 같은 현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제86마디, 제88마디, 제89마디에 등장

하는데 이는 이음줄을 통해 연주자에게 술대를 다시 해당 현으로 이동시

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연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음줄을 

사용한 이동은 다음 <예보 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43> 이음줄을 통한 술대의 이동

   3) 하모닉스

  하모닉스란 배음을 분리시켜 듣는 주법으로 현을 지판까지(혹은 괘까

지) 누르지 않고 살짝 누르면 약간 오싹한 느낌을 자아낸다.83) 거문고의 

하모닉스는 술대를 집은 뒤 왼손가락으로 짚고자 하는 현의 위치를 가볍

게 눌렀다 떼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하모닉스는 °을 음표 상단에 적어 

표기하며 본 작품의 작곡가 또한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하모닉스를 나타

내고 있다.

  본 작품에서는 작품의 가장 마지막 마디인 제168마디와 169마디에 하

모닉스가 등장한다. 총 네 번 등장하는 하모닉스는 각각 E♭°, B♭°, E

83)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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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를 소리 내도록 지시되어 있다. 작곡가는 해당 음을 소리내기 위한 

운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본 작품이 초연된 허익수

의 독주회 실연 영상에 의하면 연주자는 하모닉스를 사용하는 4개의 음

정을 출현 순으로 각각 1번 줄의 2괘와 3괘 사이, 1번 줄의 7괘와 8괘 

사이, 1번 줄의 10괘와 11괘 사이에서 E♭°, B♭°, E♭을 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F는 1번 줄의 10괘와 11괘 사이에서 E♭을 소리 내고 1번 줄

이 연결된 학슬을 눌러 F로의 도달을 표현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 사용

된 네 번의 하모닉스는 다음 <예보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44> 하모닉스의 사용

   4) 스르렁

  스르렁이란 거문고의 개방현인 4번 줄과 5번 줄, 6번 줄을 한 번에 긁

어 올라오거나 내려가면서 세 현의 울림을 동시에 열어두어 풍성한 음색

을 만드는 주법이다. 음색의 변화뿐만 아니라 음량의 상승도 함께 이뤄

지는 주법인 스르렁은 술대의 방향에 따라 ↑과 ↓이 기보 되어 있다. 

본 작품에서는 화살표를 사용한 스르렁 주법의 기보뿐만 아니라  단락

에서 나타나는 꾸밈음으로 기보 된 스르렁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2번 

줄과 3번 줄은 누르지 않고 소리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주법은 거문고

의 여섯 줄을 모두 긁으나 본 고에서는 이 주법 또한 스르렁으로 본다. 

또한 1번 줄부터 3번 줄까지를 동시에 긁는 주법도 스르렁에 포함 시키

며 이때 술대의 방향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는다. <예보 45>는 본 작품

에서 사용된 스르렁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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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5> 스르렁의 사용

  화살표를 사용한 스르렁 주법의 기보는  단락과  단락에서 나타난

다.  단락의 제63마디부터 제70마디까지는 4, 5, 6번 줄만을 연주하는 

스르렁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 단락의 제103마디부터 제113마디는 1번 

줄부터 3번 줄까지를 2번 줄과 3번 줄을 운지하여 음정을 만들어냄과 동

시에 술대로 한 번에 긁는다. 화살표를 통한 스르렁의 지시는 <예보 4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46> 스르렁의 방향 제시

마디 예보

63-63

103-106

   단락의 제158마디부터 제160마디까지 이어지는 스르렁은 2번 줄과 

3번 줄을 운지함과 동시에 나머지 네 줄을 함께 소리 내며 이는 반복되

며 점차 빨라져 끝내 작품의 절정에 다다르게 한다. 작곡가는 해당 부분

에 ‘as fast as possible(최대한 빠르게)’의 지시어를 적어놓음으로써 연주

자에게 긴박감이 넘치는 스르렁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끝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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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느려짐과 동시에 음량이 함께 작아지며 작품의 마무리로 이어지

도록 한다. 아첼레란도, 리타르단도와 사용되는 스르렁은 예는 다음의 

<예보 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47> 스르렁의 아첼레란도와 리타르단도

   5) 피치카토

  거문고는 술대를 사용하여 줄을 쳐서 소리 내는 발현악기이다. 본래 

피치카토는 활을 사용하는 찰현악기들이 활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으로 줄

을 튕겨 음색의 변화를 유도하는 주법이나 창작곡의 작곡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거문고 작품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작품에서 피치카토는 작품의 초반 부분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다. 

작곡가는 피치카토를 연주하는 손에 따라 l.h(왼손)와 r.h(오른손)를 명시

하여 분류하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두 방법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단락의 제13마디에 처음 등장하여 제15마디까지 등장하는 피치카토

는 4번 줄의 B♭°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악상은 모두 포르티시모(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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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보 되어 있다. 이는 연주자가 4번 줄을 힘을 실어 뜯도록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줄과 괘가 부딪히는 바르톡(Bartok) 피치카토와 유사한 음색

의 피치카토 소리를 만들어낸다. 본 작품에서 사용되는 피치카토는 <예

보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48> 피치카토의 사용

   단락의 제47마디부터 제49마디까지 세 마디에 걸쳐 등장하는 피치

카토는 32분음표를 빠른 속도로 연주하며 술대가 다음 연주할 현으로 이

동하는 시간에 피치카토를 사용하여 곡의 긴장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다. 이때의 피치카토는 오른손에 술대를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모두 

왼손을 사용하고 있다. 연주의 속도감을 높이는 피치카토의 사용은 다음

의 <예보 49>와 같다.

<예보 49> 연주의 속도감을 높이는 피치카토

   6) 술대의 사용

  작곡가는 본 작품에서 술대를 활용한 다양한 음색 변화를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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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술대를 사용하여 줄을 내려치기도 하고, 줄을 긁기도 하며 악기 몸체

를 때리기도 한다. 곡의 도입 부분인 제1마디부터 제3마디까지, 제5마디

와 제7마디에서 5번 줄과 6번 줄을 동시에 내려치고 그 울림을 따로 잡

지 않는다. 이는 작곡가의 ‘Deep and resonant(깊이 울리도록)’를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 주법으로 작품의 초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줄을 

내려치기 위해 사용되는 술대는 다음의 <예보 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50> 술대의 사용 ①

  술대로 줄을 긁는 주법은 작품의 초반인  단락과 끝부분인  단락

에서 사용된다. 악기의 하단부부터 6번 줄을 긁어 올라오며 독특한 음색 

효과를 낼뿐만 아니라 줄의 굵기 차에서 나타나는 음고의 상승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단락에서는 4번 줄과 5번 줄도 긁어 올라오며  단락

에서는 거문고의 여섯 줄 모두를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의 순서로 긁어 

올라오는데 이때 여섯 줄의 굵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섯 줄의 음색

을 구분할 수 있다. 줄을 긁이 위해 사용되는 술대의 모습은 다음의 <예

보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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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1> 술대의 사용 ②

단락 마디 예보

 9-12

 166

  <해를 잡아매야>에서는 술대로 악기 몸체를 쳐 악기 자체를 타악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주법은 작품에서 총 세 번, 제94마디, 제149마디

와 제150마디에 등장하는데 제149, 제150마디는 두 마디가 한 프레이즈

처럼 이루어져 있다. 제94마디와 제149마디부터 제150마디까지의 공통점

은 모두 선율의 흐름과 분위기를 전환하는 연결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다. 제94마디는 단락 가 시작된 후 가쁘게 달려오던 호흡을 잠시 다듬

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으며 제149, 제150마디는 타악기

적 효과를 통해 곡의 절정으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악기의 몸체

를 술대로 치는 부분의 악보는 다음의 <예보 52>와 같다.

<예보 52> 술대의 사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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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가

  음가(音價)란 악보로 확인할 수 있는 음표, 쉼표 등의 길이로 이 길이

는 상대적이다. 거문고 연주 시 음가의 변화를 위한 주법으로는 음 또는 

화음을 빨리 떠는 듯이 되풀이하는 연주법인 트레몰로(tremolo)와 어떤 

음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음과 2도 높은음을 교대로 빨리 연주하여 물결 

모양의 음을 내는 트릴84)(trill, 떤 꾸밈음)과 음을 손가락, 손바닥, 활, 채 

등으로 막아 짧게 끊어내는 스타카토(staccato) 등이 있다. 거문고 창작곡

에는 트릴보다 트레몰로가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트레몰로와 스타카토는 

보편적인 음가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주법이다. 하지만 본 작품에서는 

스타카토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몰로에 관한 분석만을 진행하고

자 한다.

  트레몰로는 <해를 잡아매야>의 시작 부분인  단락과 끝부분인  단
락에서 등장한다. 각 단락에서 등장하는 트레몰로는 다음의 <예보 53>과 

같다.

<예보 53> 트레몰로의 사용

단락 마디 예보

 1-3

 161-163

84)『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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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락에서 등장하는 트레몰로의 특징은 술대로 줄을 빠르게 움직이

며 연주하는 보통의 트레몰로와 달리 줄을 내리쳐 술대를 내려친 힘으로 

자연스럽게 튕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튕기는 술대는 그 힘이 점점 

약해져 이와 함께 트레몰로도 점차 사그라든다. 또한 5번 줄과 6번 줄을 

같이 튕기거나 6번 줄만을 트레몰로를 사용하고 있다. 작곡가는 이 주법

을 통해 깊고 공명이 계속 울리는 소리를 표현한다. 

 4. 음량          

  음량(音量)이란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가에 대한 개념으

로 음가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며 이는 소리와 악기의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강도는 위치에 따라서도 크게 변한다.85) 

  거문고 창작곡에서 악곡의 셈여림 기호를 통한 음량의 변화가 아닌 의

도적인 음량 변화를 위한 주법은 대표적으로 줄을 막거나 (mute), 중점

(줄을 세게 이기듯이 누르는 것), 대점 등이 있다. 전통음악의 악보에는 

중점을 /, 대점을 ┃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데 이를 오선보에 사용하

는 작곡가들도 있으며 창작곡에서는 악센트(>)를 사용하여 그 음을 더 

강하게 내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본 작품에서 대점 기호는 따로 사용되

지 않았으며 악센트(>)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정확히 대점을 의미하지 않

는다.

  <해를 잡아매야>에서는 줄을 막는 주법이 음량의 변화를 위해 사용되

었다. 해당 주법은 소리의 여운이 끊기지 않았을 때 손바닥 등을 사용하

여 줄의 울림을 멈추는 주법이다. 본 작품에서는 제47마디와 제48마디에

서 사용되는데 작곡가는 이 주법을 위한 기보를 위해 * 기호를 사용하였

다. 동시에 ‘mute all strings(모든 줄의 울림을 막으시오)’의 구체적인 

지시어를 함께 적어 연주자의 기호 및 주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줄을 손바닥으로 막아 인위적으로 줄의 울림을 멈추는 부분은 <예보 54>

85) 이석원, 『음악음향학』, 심설당, 2003. 



65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보 54> 줄 막음 주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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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고에서는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의 거문고 독주곡 <해를 잡아매야>

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작곡가의 작품 경향 및 작품세계 등의 고찰을 통

한 악곡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율 진행 및 출현음과 리듬 등을 중심으로 

악곡의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악곡의 연주법을 음향요소의 변

화를 위한 주법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및 분석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 악장 형식의 <해를 잡아매야>는 나타냄말, 빠르기 변화 등에 

따라 , , , , , , 의 총 7개의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

며 각 단락은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양한 나타냄말로 지시하

고 있다. 각 단락에서 나타나는 잦은 박자의 변화는 본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선율 진행을 중심으로 악곡을 분석한 결과 악곡 전반에 걸쳐 작

곡가가 묘사한 거문고의 특징인 개방현을 통한 깊은 울림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단락은 개방현을 통해 망치질하는 듯한 소리와 철이 감아 

올라가는 듯한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단락은 눈에 띄는 빠르기, 악

상의 변화는 없으나 주요 리듬꼴의 변화로 악곡의 새로운 분위기를 제시

하고  단락은 악기의 울림을 최대한 살려 곡을 전개한다.  단락과 

 단락은  단락을 향한 긴장감과 분위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악곡의 절정은  단락에 이르러 극대화된다. 본 단락은 빠르

기와 악상의 대비가 극명하게 나타나며  단락은  단락의 선율을 재

현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셋째, 본 작품의 음향요소 변화를 위한 주법을 음고, 음색, 음가, 음량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음가 변화를 위해 사용된 주법은 농현과 전성, 

추성, 퇴성, 미분음의 사용과 주법의 결합으로 나누고 음색을 위한 주법

으로는 현의 변경을 통한 음색의 변화, 뜰, 하모닉스, 스르렁, 피치카토, 

술대를 사용하는 주법으로 나누었다. 음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트레몰로

가 사용되었으며 음량의 변화를 위한 주법으로는 손바닥으로 줄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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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이 사용되었다.

  이상 토마스 오스본 작곡 <해를 잡아매야>의 분석 결과 본 악곡의 선

율 진행과 리듬 구성 및 빠르기 변화 등 악곡 전체적인 부분에서 농현, 

다양한 시김새 등 한국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곡가는 이를 나타냄말과 기호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연주자의 

다양한 해석에 기초한 연주를 유도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거문고 연주자들이 토마스 오스본 작곡의 거문고 독

주곡 <해를 잡아매야>의 연주를 위한 작품의 구조 및 주법적 특징을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뿐 만 아니라 토마스 오스본과 같이 

다양한 국적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곡가들의 거문고를 사용한 국

악 창작이 활성화되어 이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나아가 한국음악의 현대적 창작 활동에서 거문고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기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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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토마스 오스본 유튜브(youtube) 페이지

     2) Donald Reid Womack 홈페이지 

       : http://www.donaldwomack.com 

     3) 토마스 오스본 홈페이지 

       : http://thomas-osborne.com

     4) E-mail을 통한 토마스 오스본과의 면담

     5) 풀브라이트(fulbright) 홈페이지 : http://www.fulbright.or.kr/

     

http://www.fulb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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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연도별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1. 1960년대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2. 1970년대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연번 발표일시 작곡가 작품명 초연자 공연명

1 1962. 11. 14 이성천 독주곡 제6번 · 졸업 연주 신곡

2 1963. 05. 01 정영일 거문고 Fantasy ·

제3회 

국립국악원 신 

국악 작곡 공모 

입상작

3 1966. 04. 26 이성천

독주곡 제13번 - 

散調 가락에 

의한 소품

조위민

신 국악 

예술인회 제1회 

정기연주회

4
1967. 09. 22 이성천

인상(印象)
조위민

제1회 이성천 

작곡발표회5 현상1

6 1967. 10. 03 이성천 질시(嫉猜) 조위민
한국국악학회 

제1회 발표회

연번 발표일시 작곡가 작품명 초연자 공연명

1 1976. 03. 30 정대석 열락(悅樂) 정대석
제15회 동아 

음악콩쿠르 입상

2 1976. 11. 02 · 수상 ·
제16회 동아 

음악콩쿠르 입상

3 1977. 05. 04 정대석 일출(日出) 이세환
제9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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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80년대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4 1977. 06. 27 김정숙 거문고 독주곡 ·

제16회 서울대 

음대 국악학 

연구회 국악 

작곡발표회

5 1978. 05. 30 홍선례 산(山) 김영욱

제12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6 1979. 10. 18 전인평
소나무가 보이는 

마을
·

전인평 

작곡발표회

연번 발표일시 작곡가 작품명 초연자 공연명

1 1980. 07. 김영재 현침곡 김영재
김영재 

작곡발표회

2 1980. 12. 15 전인평 장사도(島) ·

제3회 

신국악예술인회 

창작국악발표회

3 1981. 12. 26 문성모 부활 변성금

제4회 

신국악예술인회 

창작국악발표회

4 1984 정대석 수리재 정대석

KBS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5 1985. 05. 01 김영재 거문고 즉흥곡 김영재
제2회 김영재

작곡발표회

6 1985. 05. 11 김승근
거문고를 위한 

B♭ 청(淸)
·

서울대 국악과 

창작음악발표회

7 1985. 06. 12 이성천
독주곡 제22번 

춘면곡
조오숙

조오숙 독주회

위촉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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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0년대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8 1986. 03. 17 이해식 술대굿 채주병

제5회 한국 

창작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9 1986. 11. 05

정정훈 사모곡(思母曲) ·
제26회 동아 

음악 콩쿠르 

입상작품

김승근 에밀레 ·

이성천 독주곡 제34번 ·

10 1987. 04. 02 양주섭 단상(斷想) ·
제2회 추계악회 

정기연주회

11 1988. 03. 08 최현미 거문고 독주곡 허정옥

제12회 신국악 

예술인회 

창작국악발표회

12 1988. 05. 26 정윤 재 넘어 ·

제9회 한국 

창작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3 1988. 06. 26 전인평
홍난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재화

한국작곡가회 

신작발표회

14 1988. 11. 07 전인평
거문고 독주곡 

제3번
윤화중

제13회 신국악 

예술인회 

창작국악발표회

연번 발표일시 작곡가 작품명 초연자 공연명

1 1990. 11. 15 황병기 소엽산방 김치자

제33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2 1990. 12. 11 전인평

자장가 주제에 

의한 거문고 

변주곡

이재화
제15회 신악회 

창작음악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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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1. 06. 13 김영재

아으 다롱드리

이형환
이형환 독주회

위촉작품4
평우조를 위한 

거문고 즉흥곡

5 1991. 06. 28 한광수
거문고를 위한 

탄공
·

한광수 

작곡발표회

6 1991. 11. 02 전인평
거문고를 위한 

민요변주곡
·

제37회 

한국작곡가회 

창작발표회

7 1991. 진현정 무소유 ·
추계예술대 

작곡과

8 1992. 02. 15 김진희
농락

(NONGROCK)
·

링컨센터 

위촉작품

9 1992. 06. 19 최상화
거문고를 위한 

타악 화(和)
윤화중

윤화중 독주회 

위촉작품

10 1993. 09. 15 정대석 달무리 변성금
변성금 독주회 

위촉작품

11
1993. 10. 16 김영재

성묘길
김영재

제10회 

우리 소리 

기획연주회12 탈놀이

13 1993. 12. 14 신혜영 새음 신혜영 신혜영 독주회

14 1996 허영한
거문고를 위한 

散調처럼
·

국립국악원 

새가락

15 1996 이성천 사슴은 노래한다 김선옥 ·

16 1996 정대석 무영탑 권인옥
권인옥 독주회 

위촉작품

18 1998. 04. 09 김민선 회상(回想) 허윤정

한국 

창작음악연구회 

대학생공모작품 

연주회



76

  5. 2000년대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19 1998. 09. 24 이해식 고춤 허윤정
허윤정 독주회 

위촉 작품

20 1998. 11. 04 이영조
거문고 독주를 

위한 流-Ⅱ
강지영

제48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21 1999. 06. 05 주영자 사랑 1999 신혜영
이화여자대학원 

졸업발표회

22 1999. 10. 윤소희

동서타악기와 

거문고 독주를 

위한 <놀이터>

권은영
권은영 독주회 

위촉작품

23 1999. 11. 04 전인평 정읍후사 이방실

제50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연번 발표일시 작곡가 작품명 초연자 공연명

1 2000 이성천
큰 나무 이야기, 

하나
김선옥

김선옥 독주회 

위촉작품

2 2000. 09. 27 원일 처용지심 채은선

제51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3 2000. 11. 15 이성천

거문고 독주를 

위한 

<다스름 Ⅱ>

·
새천년 맞이 

국악작품연주회

4

2001 김영재

玄琴舞曲
(현금무곡)

김영재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작품집

5
달아 달아 

밝은 달아

6 줄놀음

7 舞(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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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2. 10. 23 김영재 숲길 유영주
유영주 독주회 

위촉작품

9

2002. 11. 13

황병기 낙도음

허윤정
허윤정 독주회 

위촉작품
10 이건용 배음조 허튼가락

11 이해식 고춤

12 2003 이용탁
여운 : 거문고의 

미
김미진

이용탁 첫 번째 

작곡집

13 2003. 12. 14 지원석 다요 한서연
한서연 독주회 

위촉작품

14 2003 이세환
추당굿 Ⅱ 

가을산조
이방실 ·

15 2004. 10. 22 지원석
거문고 독주를 

위한 玄鶴之樂
윤선숙

윤선숙 독주회 

위촉작품

16 2004 김만석 한밝춤 오경자
오경자 독주회 

위촉작품

17 2004 지원석 문무지색 장은선 ·

18 2005 이태원 책상은 책상이다 허윤정
허윤정 독주회 

위촉작품

19

2005. 12. 17

계성원 자청비의 노래

구교임
구교임 독주회 

위촉작품
20 김대석 도솔천

21 이태원 농담 2

22

2006. 9.

윤은자 생명의

윤은자
윤은자 독주회 

위촉작품
23 조원행 역동 3번

24 김현정 아침포구

25 2006. 10. 19 신혜영 사랑꽃 이종이
이종이 독주회 

위촉작품

26 2006. 11. 04 황병기 소엽산방 송주연
송주연 독주회 

위촉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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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0년대 거문고 독주곡 작품 목록

27 2007. 08. 29 계성원 그림자를 찾아서 강희진
강희진 독주회 

위촉작품

28
2007. 07. 05

정동희
서우제 소리에 

의한 淸 박성아
박성아 독주회 

위촉작품
29 양승효 민요 연곡

30 2008 이해식 바람의 강 김선옥
김선옥 독주회

위촉작품

31

2008. 09. 10

이태원 농담

구교임
구교임 독주회 

위촉작품32 김대성 소나기

33 윤혜진 부재

34 2008. 11. 29 정대석
The 

Promise(약속)
주윤정

주윤정 독주회 

위촉작품

35 2009. 02. 11 허윤정 복선 허윤정 허윤정 독주회

36
2009. 11. 14

김대성 송성
구교임

 구교임 독주회 

위촉작품37 김대성 짓소리

연번 발표일시 작곡가 작품명 초연자 초연 장소

1 2010. 정대석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
유영주

유영주 독주회 

위촉 작품

2 2010. 12. 13 김기범 여백 구교임
구교임 독주회 

위촉 작품

3
2011. 11. 18 박경훈

염원
구교임

구교임 독주회 

위촉작품4 술대춤

5 2013. 12. 26 정대석 봄이 오다 유영주
유영주 독주회 

위촉작품

6 2014. 11. 13 이경은 해환(解環) 유영주
유영주 독주회 

위촉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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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 12. 23 김성국 침묵 허윤정
허윤정 독주회 

위촉작품

8

2015. 11. 26

오승원
Reflections for 

Geomungo Solo

허익수
허익수 독주회 

위촉작품

19 윤혜진 마른 숨

10 김남국 탈출

11 Thoams 

Osborne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12 Nocturne

13
Keiko 

Harada
Fragment

14

2016. 04. 16 김준영

수장(水葬)

김준영
김준영 독주회 

발표 작품15
말로제 김준영류 

거문고 반조

16 2017. 유민희 산행 · ·

17

2018. 05. 30

정일련 칠

허윤정
허윤정 독주회 

위촉작품

18

Donald 

Ried 

Womack

Power Line

19
Thomas 

Osborne
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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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마스 오스본의 작품 목록

  1. 서양 악기 및 성악을 위한 작품 목록

연번 작곡 연도 작품명 편성

1 1998 Sonata
바이올린

피아노

2 2001 Six Short Pieces
바이올린

비올라

3 2002 Warm It Up 타악기

4 2003 Five Fixation for Eight Players

플롯

클라리넷 2

호른

타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5 2003 Four Winter Nocturnes
소프라노

피아노

6 2003 The Burning Music 오케스트라

7 2004 Furioso : Vendetta for String Quartet
현악 4중주

베이스

8 2004
And the Waves Sing 

Because They Are Moving
피아노

9 2004 The Nostalgia of the Infinite 오케스트라

10 2004 Like Still Water
타악기

피아노

11 2005 Smoke, Steel, Stone, Cinder

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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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른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2

피아노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12 2005 Glass Tapestries

플롯 2

클라리넷 2

비브라폰 2

13 2006 Songs of a Thousand Autumns

소프라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14 2007 Imaginary Ceremonies
마림바

타악기

15 2008 Distant Voices

플롯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바순

색소폰(테너/바리톤)

호른

트럼펫

트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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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바

팀파니

타악기

16 2008 Islands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17 2008 In Perpetuum 피아노

18 2008 Second Day Nothing

플롯

클라리넷

타악기 2

현악 4중주

19 2009 Welcoming Music

플롯

알토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럼본

비브라폰

마림바

바이올린

첼로

20 2010 This is That
타악기 듀오 협주곡

타악기 앙상블 반주

21 2010 Nocturnal
알토 색소폰

피아노

22 2011 The Ends of the Earth 피아노

23 2012 Dreams of the Sky and Sea

소프라노

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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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 일본 악기를 위한 작품 목록

피아노

24 2012 Canyons 피아노 4

25 2012 Overheated
바이올린

피아노

26 2015 Blur 색소폰 앙상블

27 2015 The Beginning of Everything

트럼펫

첼로

퍼커션

28 2017 Sliding into the Sea
알토 색소폰

콘서트밴드

29 2017 Almanac

바리톤

플롯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0 2018 ‘Ohaan o ka Manu 오케스트라

연번 작곡 연도 작품명 편성

1 2007
Tumbling from the 

Ninth Height of Heaven

바이올린

13현 고토

2 2010 Three

샤미센

21현 고토

일본 타악기

3 2011 Rumi Songs
소프라노

비파

4 2013 Heliography
고쟁

타악기

5 2014 Window Seat 사쿠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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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현악 4중주

6 2015
Madly Singing

 in the Mountains

디지

얼후

쟁

비파

고쟁

양진

7 2016 Circles of Light

사쿠하치

바이올린 혹은 첼로

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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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곡가와의 이메일 인터뷰 (2019. 6. 22 ~ 6. 28)

  1. What is your composition style and your ideology in music?

 

  I don't know that a composer can identify his/her own "style," and often 

I try to expand my creative horizons and purposely work to avoid getting 

caught in one particular style. I can say that the way I write for Korean 

instruments is often different from how I write for Western instrument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gugak instruments themselves.

  And rather than discussing my ideology, I'll instead address why it is that 

I write music. For me, the composer's job is to make sense of the sounds 

around him/her, and to connect with those around him/her. Today, in our 

globalized world, we are surrounded by a wider variety of sound than ever 

before, and so it makes sense that composers are now showing interest in 

composing for instruments from cultures other than their own. I've found I 

truly enjoy this, and my explorations into gugak instruments have been 

refreshing and fulfilling. I have also enjoyed working with musicians from 

other cultures - through these collaborations we have learned from each 

other and I have established long-term working relationships with a number 

of wonderful performers who I have come to call friends. 

  2. How did you get to know professor Ji-Young Yi?

  Prof. Yi visited my university in 2009 for a performance, and she was 

kind enough to present a workshop on composing for the gayageum to our 

students and faculty. I briefly got to know her during her stay and found 

her to be a wonderful person in addition to being a tremendous performer. 

Shortly after her visit, I set out on writing my first piece for a Korean 

instrument, a solo gayageum piece dedicated to her. Since then she has been 



86

a very important person to me in Korea, and I have written other pieces for 

her and her ensemble, Contemporary Music Ensemble Korea. 

  3. Were there any differences you feel between the compositions 

you wrote <Tumbling from the Ninth Height of Heaven> for 

Koto in 2007 and <Piece of the Sky> for Gayageum in 2009?

  These two works are my first for Asian instruments, so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I approached the instruments then and how I 

approached the geomungo writing this piece. As I have experienced more 

Asian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gugak, I have found my writing for 

Asian instruments has changed.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is very 

much about the colors that can come from the geomungo, and I ask for the 

performer to bend and shape the very tones in very specific ways. In my 

earlier pieces for Asian instruments I tended not to ask for so much of this, 

but as I've grown more familiar with gugak instruments I find I write in 

this "timbral" style more often.

  4-1. After since you have started to compose the music based on 

Korean Instrumentation, what do you keep in your mind?

  Since Korean instruments were designed to perform Korean traditional 

music, it is crucial to look to this music and to understand which musical 

parameters are most valued in this genre. 

  Korean instruments are not designed to play chromatic music in the way 

Western instruments are and many are uniquely suited to playing myriad 

inflections of a pitch. This opens a world of expressive possibilities to the 

composer. Composers should keep gugak instruments use lo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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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amentation, moving tone, complex rhythmic patterns and syncopation and 

the balance of ensemble as many Korean instruments were built to fill 

small spaces with sound.

  4-2. You used lots of vibrations marks in the score, Its because 

you emphasize nonghyeon a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Korean music and geomungo, right?

  Yes, that's right. To me, nonghyeon is a key feature of Korean music and 

of geomungo music. Just as we notate dynamics for an instrument, it makes 

sense to notate various kinds of nonghyeon for Korean instruments, since - 

like dynamics - it adds expression to the music.

  5-1. After you started composing your music with the Korean 

instruments, do you have other special factors that you take in 

account especially when you write for geomungo?

  The geomungo, to me, is the most mysterious of all gugak instruments, 

and also one of the most expressive. The deep, resonant tones of the open 

strings combined with the sometimes-powerful attacks of each tone make for 

an instrument that has the ability to express ideas and feelings that other 

instruments cannot. This is what first attracted me to the instrument, though 

it made it an intimidating one to write for. It is both powerful and delicate, 

intense and gentle. I try to bring out these contrasts in my writing for the 

instrument, and it's quickly become one of my favorite instruments to 

compo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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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You described that geomungo is the most mysterious of all 

gugak instruments and many other foreign composers really 

agree with that. Can you explain the reason? 

  There are two reasons: First, the construction of the instrument is unlike 

others. It is a zither, but it is played with a suldae. The left hand is used, 

but not to bend pitches on the left side of the bridges as on other zithers. 

There are six strings, but one can easily change pitch on only two of them. 

Unlike other zithers, the strings are not tuned in order. So it's very unique - 

and intimidating - for a composer to approach.

  Second is a more subjective reason. The sound of the instrument holds a 

certain mystery. Its resonance, its depth, and the various attacks one can use 

to play it, make it capable of great expression. It's for this reason, I think, 

that both my solo geomungo pieces are based on poetry.

  6. How did you get to know In-ro Park’s poem? 

I often find inspiration for my music in poetry, and so I spend time 

reading poems, especially when I begin to think about a new piece. In this 

case, I was reading through some anthologies of Korean poetry (translated 

into English) and this particular poem immediately stood out to me. Its 

imagery evoked something distinctly musical, and I immediately began 

composing the piece once I had the poem in hand. 

  7. Is there a specific reason that you didn't use tonality even you 

composed in modal-based?

  Since the piece changes modality often, and since it uses so many notes, 

a key signature would probably be confusing. The key signature is useful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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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writing music that uses those accidentals often, but this piece uses 

a wide array of pitches. So, for the sake of reading purposes, there is no 

key signature. Most all my Western works also don't use key signatures, 

and most of my Korean works don't either (except those for orchestra).

  8. Please give advice for composers who are going to work with 

Korean players.

  Assuming they are new to Korean instruments, I'd recommend they come 

with a good deal of trust and patience. Trust, because the players I've 

worked with have always been enthusiastic and helpful as I learn about 

their instruments. It is through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erformers that 

one truly begins to understand the instruments and music. Patience, because 

there may be a steep learning curve as one begins composing for the 

instruments. A Western-trained composer will be inevitably surprised - 

perhaps even disappointed - in what they discover some of their music 

sounds like on gugak instruments. But this is all part of the process, and 

with experience comes confidence. I'd also advise the composer that they 

are in for a terrific experience, as gugak performers truly embrace 

contemporary music in a way that most Western classical performers do not. 

It's a great world to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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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를 잡아매야> 악보

Thomas Osborne

토마스 오스본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해를 잡아매야

거문고

for solo geom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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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거문고

Program Note
  The piece was inspired by the verses of Park Illo(1561-1643), a Korean 

Confucian poet:

만균을 늘려내야 길게 길게 노흘 꼬야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야

북당의 학발양천을 더디 늙게 하리라

I’ll stretch thirty thousand pounds of iron

And braid ab ever-longer rope.

And int the ninety thousand leagues of heaven,

T’m tie the moving sun down:

May my gray-haired parents

Age slowly.

(trans. Peter H. Lee)

  The piece opens with metal-like hammering and scarping sounds, and 

evocation of long brands of iron being wound together. This is followed by 

a series of episodes in which melodic lines gradually rise higher and higher, 

as if striving to reach into the heavens. Eventually the piece reaches a wild 

climax before tumbling back down once again.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is dedicated to friend and collaborator Iksoo 

Heo, who has taken on new works for the geomungo with tremendous 

energy and d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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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Composed by Thomas Osborne

JEONGMIN PARK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omas Osborne is a composer from the U.S. who is deeply interested in 

Asian music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nd has released 23 pieces 

using Korean instruments so far in 2019. The composer defined his music 

as music using Korean instruments based on Western and personal musical 

background. Results of his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Korean music can 

also be found in his work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piece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and the techniques of geomungo based on 

the composers’ understanding of geomungo and Korean music.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interviews with the composer via e-mail, scores and 

performance video provided by the composer.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ser explained the moving tone(nonghyeon or non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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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amentation(bending, sliding, and playing quick grace note pattern), 

resonance and syncopation are typ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 In 

particular, he describes the deep, resonant tones of the open strings 

combined with the powerful attacks of each tone make geomungo that has 

the ability to express ideas and feelings that other instruments cannot. It can 

be seen throughout the piece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Second, the piece is divided into seven paragraphs(paragraph  to )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empo, expression signatures, etc. Each 

paragraph dictates what the composer intends to express with various 

expression signatures and the frequent changes in beats in each paragraph 

a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iece.

  Third, geomungo techniques for the change of sound elements are divided 

into pitch, timber, phonetic value and volume. Techniques to change pitch 

are nonghyeon(shape a pitch by means of bend vibrato), jeonsung(moving 

the string up and down in quick), choosung(moving the string forward 

before resonance ends), tweosung(moving the string backward before 

resonance ends), use of microtone and combination of techniques. For the 

change of timber, use of different string to make same note, ddeul(similar to 

up bowing), harmonics, pizzicato are being used. Tremolo is used for the 

change of phonetic value and players obstruct the resonance of sound with 

palm to change volume.

  Based on the contents analyzed in this study, I hope players could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background of the piece before playing Thomas 

Osborne’s <A Wish to Stop the Setting Sun>. 

  In addition, composition using geomungo by composers of various 

sociocultural backgrounds will be activated so that a wide range of study 

can be carried out on it and Thus, the usage of geomungo can be expanded 

in the contemporary creations of Korea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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