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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아쟁은 궁중음악 합주에서 연주되던 악기로 1930년대 중반부터 악기

개량과 더불어 그 연주의 장르 및 형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아

쟁협주곡은 1968년 이강덕 작곡의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를

시작으로 이후 30여 년간 산조협주곡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에 들

어와 다양한 레퍼토리의 아쟁협주곡이 창작되었다.

최근에는 아쟁을 독주악기로 한 협주곡이 ‘ARKO 창작음악제’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협주로서의 아쟁 연주가 음악계에서 주요

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아쟁협주곡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며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 및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시대에 따른 전개양상에 대해 분석하였

다.

본고에서는 총 3시기로 구분하여 아쟁협주곡의 변화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기는 아쟁협주곡의 형성 초기로 협주곡이라는 서양음악의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통음악 중심의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일한 선율을 합주 형태로 연주하는 양상이

주를 이루었고 작품의 통일감을 강조하여 전통관현합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제2기는 아쟁협주곡이 다작되는 시기로 작곡가가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선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통적 요소와 비전통적 요

소들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작품의 주제선율이 부각되

도록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화음 및 리듬으로 보조하는 상호관계가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제3기는 아쟁협주곡이 다양한 음색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로 현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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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비전통적인 주법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

타났다. 산조아쟁을 위한 작품이 더욱 선호되고 있으며 민속악과 정악의

시김새를 활용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독주아쟁의 이러한 음악적 특징이 강조될 수 있도록 관현악은 독주

아쟁과 상이한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음향적 효과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아쟁협주곡은 시대마다 조금씩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고 독

주아쟁과 관현악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아쟁협주곡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아쟁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

는 작품이 발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 활용되길 희망

한다. 1)

주 요 어 : 아쟁협주곡, 악기개량, 관현악, 상호관계, 음향적 효과

학 번 : 2016 - 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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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아쟁(牙箏)의 기록이 보이는 최초의 문헌인 고려사(高麗史) 악지(樂

志) 1)와 조선 성종 시대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2)에 따르면 아쟁

은 고려 중기에 유입된 7현의 찰현악기로 당악연주에 주로 사용되었다.

아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 초기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제

례악을 비롯하여 당악·향악 등 궁중음악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1930년대

에 들어서면서 악기의 개량으로 궁중음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활용되면서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3)

박성옥(朴成玉, 1911〜1983)은 창극 및 무용의 반주에 사용하기 위해

궁중음악에 사용되던 기존 아쟁의 크기를 축소하고 음색을 부드럽게 하

1) 고려사 ｢악지｣는 조선 태조가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고려
사(高麗史) 권 70, 71에 수록된 음악에 관한 기록이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
광음악출판사, 1984, 107쪽. 고려사 ｢악지｣의 아쟁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志卷
第二十五 高麗史七十一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
臣鄭麟趾敎 樂二 唐樂 唐樂高麗史用之故集而附之 樂器 方響十六鐵 洞簫八孔 笛八孔觱
篥九孔 琵琶四絃 牙箏七絃 大箏十五絃 杖鼓 敎坊鼓 拍六枚.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7집 : 삼국사기 악지, 고려사 악지, 증보문헌비고악고, 서울: 국립국악원, 
1988, 55쪽.

2) 악학궤범은 조선 초기 궁중음악·이론·무용·악기·의물 등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
고 당시의 예악(禮樂)을 집대성한 서적으로 성현이 임금의 명을 받고 무령군(武靈君) 유
자광(柳子光)·주부 신말평(申末平)·전악(典樂) 박곤(朴)과 김복근(金福根)의 도움으로 
당시 장악원(掌樂院)의 의궤(儀軌)와 악보 등 및 진양(陳暘)의 악서(樂書), 채원정(蔡
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 등 여러 중국 문헌을 참고하여 펴낸 음악 이론서이다. 송
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1126쪽; 송방송, 악학궤범 용어총람, 
서울: 보고사, 2010, 책 머리글. 악학궤범 권 7의 ｢당부(唐部)악기도설｣에 아쟁의 기
록이 나타나며 아쟁의 도해, 크기, 음역, 조현법, 용도 등 아쟁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악학궤범의 아쟁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樂書云唐有軋箏以片竹潤基絃而軋
之 按造牙箏之制與大箏同但體差小絃七耳第一絃梢大至第七絃漸次而細○用黜壇花木皮刮
靑 塗松脂軋之間有兼用之絃若於本絃用聲高之律則力按右手軋之左手按柱後古只用唐樂
今鄕樂兼用之. 이혜구 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학술총서: 5, 서울: 국립국악원, 
2000, 435-437쪽.

3) 강사준, ｢아쟁의 제도와 주법｣, 동양음악, 제8집, 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6,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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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말총 활을 개발하였다. 또한 아쟁의 현을 가야금처럼 가늘게 하

여 주법(奏法)·농현(弄絃) 등의 역안(力按)을 용이(用異)하게 함으로써 보

다 극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4)

이와 같이 아쟁은 박성옥의 시도와 악기 제작자 및 연주자들의 지속적

인 악기개량5)을 통하여 지금의 산조아쟁6)이 형성되었으며, 점차 그 기

능이 확대되어 독주 악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후 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과 더불어 9현 대아쟁7), 10현 소아쟁 및 10

현 대아쟁8) 등 창작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개량악기가 등장하였고, 음역

및 음량의 확대를 이루었다. 또한 아쟁연주자들의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반음 연주 및 다양한 주법들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쟁을 활용한 창작음악

연주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쟁이 독주악기로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약 50여 년 전이며

4) 박성옥에 관한 김천흥(金千興, 1909〜2007)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박성옥은 1930년에 
만났다. 한성준(韓成俊, 1875〜1941)의 조선음악무용연구소에서 자주 만나 친하게 되었
다. …(중략)… 그는 여러 악기를 잘 다룰 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열과 자질 
또한 대단했다. …(중략)… 아쟁은 원래 찰현악기로 궁중악 계통에서만 전용했고 민간에
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악부 연주에서 본 그가 아쟁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두었음인지 최승희(崔承喜, 1911〜1967)와 만나게 되면서 반주악에 필요한 악기
를 연구하다가 아쟁 개량을 생각해낸 것이다. 박성옥은 그 고달프고 바쁜 객지 생활 속
에서도 손수 아쟁을 대·소형으로 개조해서 소리가 잘 나도록 했고 현을 늘려 음역을 넓
혔다. 또한 이조(移調)하는 데도 간편하게 했으며 줄을 문지르는 활도 나무와 말총을 겸
용케 하여 발음의 강유(剛柔)를 자유롭게 했다” 김천흥, 심초 김천흥 무용칠십년, 서
울: 민속원, 1995, 89-90쪽.

5) 산조아쟁은 박성옥과 악기 제작자 김광주가 1952년경 가야금 몸통 위에 덧판을 대어 6
현 산조아쟁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한일섭은 6현 산조아쟁에 제3현을 첨가하여 7현 산
조아쟁으로 만들었으며 김병호가 7현 소아쟁에 최저음의 제1현을 더 첨가하여 8현 산
조아쟁으로 만들었다. 이관웅, ｢아쟁산조에 관한 연구｣, 경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11, 52-53쪽; 문화재 연구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산조, 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7, 73-75쪽.  

6) 아쟁산조 명인인 박종선에 따르면 원래는 모두 ‘아쟁’이라 부르다가 산조가 본격적으로 
연주되면서, ‘아쟁·산조아쟁’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강애진, ｢대아
쟁의 특성과 연주법에 관한 연구｣, 경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2쪽.

7) 9현 대아쟁은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現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 때 저음역의 
보강을 위해 기존 7현에서 9현으로 현의 수를 늘렸고 울림통을 크게 하여 음량을 증폭
시켰다. 박범훈, 국악기 이해,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141쪽.

8) 10현 소아쟁과 10현 대아쟁은 기존의 산조아쟁과 9현 대아쟁을 개량한 악기로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함께 음역과 음량 확대를 위해 개량되었다. 여미순, ｢아쟁의 
악기학과 그 발달사｣, 경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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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주곡으로부터 아쟁을 위한 창작음악이 전개되었다. 최초의 아쟁협주곡

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는 이강덕에 의하여 1968년에 창작

된 작품으로 국악기를 사용한 최초의 협주곡인 김희조의 <피리와 관현

악을 위한 민요스케치>(1957년)를 비롯한 여타 국악기 협주곡과 출발점

이 비슷하다.9) 그러나 아쟁협주곡은 1968년에 첫 번째 작품이 창작된 이

후로 30여 년간 산조협주곡 이외에는 별다른 작품이 발표되지 않았다.

초기 아쟁협주곡의 다수는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며 서양음악

의 외형적인 틀만을 차용했을 뿐 민속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중심으로

편곡된 곡들과 장단·선법 등과 같은 전통요소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기개량과 여러 작곡

가들의 작품 창작을 계기로 아쟁협주곡의 레퍼토리가 확장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최근에는 ‘ARKO 한국창작음악제’라는 명망있는 음악제에서 잇

따라 아쟁협주곡이 발표되고 있다.10)

이는 아쟁을 독주악기로 활용하는 협주곡의 연주가 창작국악계에서 비

중있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양상에

비하여 아쟁협주곡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아쟁협주곡의

전개양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 최초의 가야금 협주곡은 김희조의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와 관현악>(1958년), 대금 협
주곡으로는 조재선의 <젓대를 위한 시나위>(1965년), 거문고 협주곡으로는 이성천의 
<실내합주곡 제3번 ‘거문고 협주곡’>(1967년)이며 최초의 해금 협주곡으로는 이강덕의 
<해금 산조를 위한 합주곡>(1972년)이다. 정소희,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5-19쪽.

10) ARKO 한국창작음악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창작음악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창작음악제이며 우리나라 국악, 양악 부문을 망라한 창작관현악 작곡과 발표,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예술위 특성화 사업이다. 기존의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는 
한국음악 시장에서 창작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
자들이 부담 없이 창작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예술가 개인이나 중소 연주단체에서 공연하기에 부담이 큰 오케스트라곡(2012년부
터 국악관현악곡도 지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악관현악곡의 공
모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2년에는 이귀숙의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
雲)’>, 2016년에는 강순미의 <아쟁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 2017년에는 박병오의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이상 3곡의 아쟁협주곡이 선정되었다. (출처: ARKO 한국
창작음악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sica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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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세기 동안의 아쟁협주곡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이 필

요하며 특히 본 연구는 아쟁협주곡 양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아쟁협주곡의 시대적 특징 및 작곡자, 초연자 등을

살핌으로써 작품 양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아쟁협주곡

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창작국악의 흐름에 비추어 고찰하겠다.

또한 아쟁협주곡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인 선율 분석이나 연주법에 대

한 논의에만 국한되어있어 협주곡의 중요한 요소11)인 독주아쟁과 관현

악, 두 악기군 사이의 대립과 조화를 중심으로 곡의 전체적인 얼개를 파

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

아쟁협주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비롯하여 독주악기와 관현악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선율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본다면 아

쟁협주곡의 시대적 전개양상이 파악될 것이며, 협주곡에서 독주악기로서

의 아쟁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작곡가와 연주자들에게 지금까지 창작된 아쟁협주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쟁협주곡의 전모(全貌)와 발전 가능성 및 방

향성을 제시하여 창작국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1) 협주곡(concerto)은 오케스트라와 하나의 솔로 악기를 위해 쓰인 작품을 말한다. 이전
에는 오케스트라와 솔로악기 그룹을 위한 곡도 이에 속했다. 협주곡의 본질적인 특징
은,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주종관계가 아닌 (즉, 오케스트라가 반주 역할을 하는 것
이 아닌) 서로 대등한 관점에서 대결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협주곡(concerto)이라는 
이름 자체에 내포되어 있으며, concerto의 어원으로 짐작되는 ‘concertare’는 ‘싸우
다’, ‘경쟁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최근에 ‘conserere’라는 단어가 그 유래라는 또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함께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Willi Apel, 
Ralph T.Daniel, The Harvard Brief Dictionary of music,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1,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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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아쟁협주곡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시대에 따른 음

악적 특징 및 독주아쟁과 관현악 간의 상호관계 등 아쟁협주곡의 전개양

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국악기 협

주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각 아쟁협주곡의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12), 둘째는 국악관현악

에서 각 악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13), 셋째는 국악기협주곡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14)이다. 각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2) 김은영,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 2번 작품 분석: 독주선율분석과 조현법을 중심으로
｣, 전북: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인애, ｢독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 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5.

   윤세림, ｢아쟁협주곡 <아라의 노래> 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이혜진, ｢김미림 편곡 아쟁산조 협주곡 “백인영 아쟁산조 The Line2” 분석: 독주아쟁 
선율을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장문정, ｢이준호 작곡의 아쟁협주곡 <흰두루> 분석 연구: 아쟁 독주 선율을 중심으로｣,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최연은, ｢독주아쟁과 국악관현악에 의한 <천축> 분석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최정인, ｢강순미 작곡 산조아쟁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 분석연구: 독주아쟁선율을 중
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최혜림, ｢아쟁을 爲한 管絃 合奏曲 <落照> 분석: 독주아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
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6.

   홍수미, ｢이귀숙 작곡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분석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6.

   홍진경, ｢조원행 작곡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二番” 분석: 독주아쟁 선율을 중심으로
｣,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3) 권새별, ｢전통합주와 국악관현악에서 해금의 전개양상 고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

   김선효, ｢창작국악관현악의 거문고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여수연, ｢김희조 합주곡에 나타난 해금의 역할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하가영, ｢국악 관현악에서 가야금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3.

   황정원, ｢관현악에서 가야금의 선율 변화 연구: 가야금 개량에 따른 역할의 변화를 중
심으로｣, 부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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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쟁협주곡의 각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구이다. 아쟁협주곡은 최

초의 작품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이후로 2018년까지 총

34곡이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현재 9곡에 관한 음악적 분석연구가 이루

어져 있으며 홍수미의 논문15)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쟁연주자가 발표한

논문들로 연주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독주선율과 관현악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대부분 독주아쟁의 선

율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김인애는 독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 분석 연구 16)를 통해 협주

곡 <정선기행>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아쟁협주곡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이자 아쟁 창작음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인애는 <정선기행>의 독주아쟁 선율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내재된 작곡기법을 고찰한 결과 메나리토리의 선율보다는 정

악풍의 선율로 구성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연주기법의 형

성은 작곡자와 연주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추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혜림은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분석: 독주아쟁을 중심으

로 17)를 통해 최초의 아쟁협주곡 <낙조>의 선율과 리듬구조를 중심으로

악곡을 분석함으로써 협주곡에서 독주아쟁의 새로운 조현법을 제시하였

다. 낮은음자리 잡게표로 기보되어 있는 악보는 대아쟁으로 연주해야한

14) 고미주, ｢해금 협주곡의 시대별 주요작품 분석연구｣, 전북: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상훈, ｢아쟁 창작음악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독주곡의 음악적 특징｣,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박형례, ｢소금협주곡 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연소희, ｢산조 협주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충남: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윤형욱, ｢피리협주곡의 역사적 전개와 선율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정소희,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최인영, ｢가야금협주곡 연구: 가야금 산조협주곡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8.
15) 홍수미, 앞의 논문.
16) 김인애, 앞의 논문.
17) 최혜림,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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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산조아쟁으로도 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산조아쟁의 새로운 조현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홍수미는 이귀숙 작곡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분석 연구 18)를 통해 악곡구조 분석, 독주악기의 선율 및 리듬분석, 독주

악기와 관현악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대적 작곡기법에 관해 살펴보았

다. 이 연구는 아쟁연주자가 아닌 작곡자에 의해 유일하게 이루어진 아

쟁협주곡의 분석연구로서 음악과 구조의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

다.

둘째, 국악관현악에서 각 악기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로 관현악에서

개별 악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해금의 역할에 관한 연구 2편, 가야금

에 관한 연구 2편, 거문고에 관한 연구 1편으로 총 5편이 발표되었다.

하가영은 국악 관현악에서 가야금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19)를 통

해 관현악곡에서 시기에 따른 가야금의 수용방식을 살펴보았다. 관현악

의 발전시기를 네 시기로 분류하고 각 시기에 따른 관현악곡의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야금의 개량과 발전되는 연주 방식을

기반으로 가야금의 역할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권새별은 전통합주와 국악관현악에서 해금의 전개양상 고찰 20)을 통

해 전통합주와 국악관현악에서 해금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합주곡과 국악관현악곡에서 나타나는 해금의 배치 및 인

원수, 해금선율의 분석 및 역할, 해금의 음역과 운지, 해금의 편성 확대

등을 통해 해금의 시대적 전개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해금이 주선율, 보조선율, 대선율을 넘나들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을 밝혔다.

김선효는 창작국악관현악의 거문고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21)를 통

18) 홍수미, 앞의 논문.
19) 하가영, 앞의 논문.
20) 권새별,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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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악관현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시대성을 띄는 작품들을 선별하

고 거문고의 선율과 개방현의 활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관현악 내에서 거문고의 역할이 선율적인 역

할보다 리듬적인 역할에 더 치중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협주곡 전개양상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이전까지의 협주곡에 관

한 연구는 각 곡에 따른 악곡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단편적인 시

점이 아닌 통시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협주곡 전개양상에 관현 연구는

2005년 연소희의 연구를 시작으로 각 악기별 협주곡 전개양상에 관한 연

구가 점차 발표되었다.

연소희는 산조 협주곡의 변천에 관한 연구 22)에서 각 악기별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의 변천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분류한 각 시기별 ‘산조

협주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최초의 가야금 협주곡이 연주된

1958년부터 2005년까지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1958년부터 1979

년까지는 산조를 협주곡으로 편곡하여 관현악단과 처음 연주한 시기로

‘태동기’, 1980년부터 1989년까지는 각 대학의 국악과 신설과 함께 각

시·도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됨에 따라 그 연주가 점차 확대되었기에

‘성장기’,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 악기의 다양한 유파(流派)가 협주

곡으로 초연된 시기로 산조를 협주곡으로 편곡하는 작곡자가 많아졌으며

다수의 산조협주곡이 연주되었기에 ‘융성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각

악기별로 유파에 따른 초연 현황 및 연주횟수를 살펴본 연구로서 산조협

주곡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율 및 기보면에서 보이는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소희는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23)에서 독주대금과 관

현악의 관계를 공시적·통시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대금협주곡의 악곡

21) 김선효, 앞의 논문.
22) 연소희, 앞의 논문.
23) 정소희,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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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음악어법을 분석하고 독주대금과 관현악의 상호관계를 비교·연

구하였다. 정소희는 대금협주곡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1960년

대를 ‘대금협주곡의 생성기’로, 1970-1980년대를 ‘서양음악 어법의 수용

기’로, 1990년대 이후를 ‘다양성 추구기’로 음악적 발전단계를 나누어 살

펴보았다. 대금협주곡의 역사적 전개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대금협주곡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독주선율과 관현

악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협주곡이 협력과 대립의 양면성을 가진 음악

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김상훈은 아쟁 창작음악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독주곡의 음악적 특징

24)을 통해 아쟁 창작음악의 전개양상과 창작독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상훈은 아쟁 창작음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9년까지를 제1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제2기, 2010년부

터 2015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였다. 1968년에 작곡된 아쟁협주곡의 시

초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는 1988년에 작곡된 두 번째 협

주곡과의 시기적 괴리를 고려하여 제1기에 앞서 따로 검토하였다. 이 논

문은 아쟁창작곡에 해당하는 독주곡, 중주곡, 협주곡의 전개과정을 체계

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악기의 개량이 아쟁 작품의 양적 증가와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창작독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아쟁 창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윤형욱은 피리협주곡의 역사적 전개와 선율 분석 25)을 통해 피리협

주곡의 역사적 전개와 악곡 구조 및 음악어법을 음악적 특징과 미학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피리협주곡의 역사적 전개를 태동기(1950

년-1970년), 성장기(1980년대), 확장기(1990년대), 전성기(2000년대 이후)

의 네 시기로 분류하였으며 협주곡의 음악적 특징은 작품개관, 작품 구

조 및 짜임새, 독주선율과 합주선율의 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윤형

24) 김상훈, 앞의 논문.
25) 윤형욱,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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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은 피리협주곡이 6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다른 국악

기에 비해 작품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악기와의 협업 및 서양음

악 작곡가의 참여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타 국악기 협주곡의 전개양상연구

는 이미 발표되었으나 아쟁협주곡의 시대적 전개양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아쟁협주곡은 부분적인 선율 분

석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되어있어 협주곡의 중요한 요소인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로써 곡 전체적인 얼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미흡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쟁협주곡의 역사적 전

개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대에 따른 아쟁협주곡의 악곡을

분석하여 음악적 특징과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아쟁협주곡을 통시적26)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최초

의 작품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부터 2018년까지 작곡된 아

쟁협주곡까지로 삼았다. 1968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된 아쟁협주곡을 정

리하고 전체적인 음악적 흐름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아쟁협주곡27)을 살펴보면, 1968년에 이강덕의

26) 통시적(역사적) 접근 방법은 연구대상과 관련된 1차 사료를 분석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원과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다.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 63쪽.

27) 본고에서는 독주아쟁을 위한 협주곡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며 제외 악곡은 다
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다중협주곡은 다른 악기 또는 여러 대의 아쟁이 함께 연주
하는 작품으로 독주악기로써 아쟁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
다. ②아쟁이 아닌 다른 악기의 협주곡으로 작곡된 후, 아쟁협주곡으로 편곡한 작품은 
제외한다. 이는 작곡의 대상으로써 아쟁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작품이 아니기에 악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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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를 처음으로 하여 20년 후인 1988년에

김희조의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가 발표되었다.

이후로 1991년에 김희조 편곡의 <윤윤석류 아쟁산조 협주곡>, 1994년

에 이만방 작곡의 <아쟁협주곡>, 1997년에 박범훈 편곡의 <김일구 아쟁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가 발표되었다.

2000년에는 김만석 작곡의 <대아쟁 협주곡 ‘천축’>, 2002년에는 김만

석 작곡의 <독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 2005년에는 이경섭 작곡의

<아쟁협주곡 1번>, 황호준 작곡의 <아쟁협주곡 ‘소영(疎影)’>이 발표되

었다.

2007년에는 김선제 편곡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 조원

행 작곡의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 오혁 작곡의 <아쟁협주곡

C단조 ‘은빛물결’>, 김성기 작곡의 <아쟁협주곡 ‘Kirie elesion’>이 발표

되었다.

2009년에는 김미림 편곡의 <백인영류 아쟁협주곡 ‘선(The Line)2’>,

이경섭 작곡의 <아쟁협주곡 ‘추상’>, 김용규 작곡의 <아쟁, 국악관현악,

컴퓨터, 실시간 영상을 위한 다매체 협주곡 ‘제20번 상주아리랑’>이 발표

되었다.

2010년에는 이경섭 작곡의 <아쟁협주곡 ‘비’>, 2011년에는 김현옥 작

곡의 <아쟁협주곡 ‘소정빙란(小亭憑襴)’>, 2012년에는 이귀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박경훈 작곡의 <아쟁협

주곡 ‘여명(黎明)’>이 발표되었다.

2013년에는 박미향 작곡의 <아쟁협주곡 ‘그림자노래’>, 2014년에는 이

준호 작곡의 <아쟁협주곡 ‘흰두루’>, 2016년에는 강순미 작곡의 <아쟁협

주곡 ‘세한, 그 푸르름’>이 발표되었다.

2017년에는 박병오 작곡의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김기영 작곡

의 <아쟁협주곡 ‘건너고, 건너고 또 다시 건너고’>가 발표되었고 2018년

석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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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품명 작곡자 초연자 연주단체 악기28)
연주

횟수29)

1968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이강덕 김인선 서울시립30) 산조아쟁 1회

1988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
김희조 이태백

추계예술

대학교
산조아쟁 59회

1991 윤윤석류 아쟁산조 협주곡 김희조 윤윤석 KBS 산조아쟁 9회

1994 아쟁협주곡 이만방 미  상
히로시마

심포니
산조아쟁 1회

1997
김일구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
박범훈 김일구 국립 산조아쟁 21회

2000 대아쟁 협주곡 ‘천축’ 김만석 김도연 서울시
10현 

대아쟁
6회

2002 독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 김만석 정계종 국립국악원
10현 

대아쟁
4회

2005 아쟁협주곡 1번 이경섭 이문수 영동난계
10현 

소아쟁
1회

2006 아쟁협주곡 ‘소영(疎影)’ 황호준 김갑수 전북도립
10현 

대아쟁
2회

2007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
김선제 이태백 광주시립 산조아쟁 11회

2007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 조원행 최영훈 부산시립
10현 

소아쟁
7회

2007 아쟁협주곡 C단조 ‘은빛물결’ 오혁 이화연 중앙
10현 

소아쟁
1회

2007 아쟁협주곡 ‘Kirie elesion’ 김성기 김상훈 광주시립 산조아쟁 1회

2009
백인영류 아쟁협주곡 

‘선(The Line)2’
김미림 백인영 서울시 산조아쟁 1회

2009 아쟁협주곡 ‘추상’ 이경섭 강애진 중앙
10현 

소아쟁
3회

[표 1] 아쟁협주곡 작품목록

에는 이현주 작곡의 <아쟁협주곡 ‘장단아래’>가 발표되었다.

위의 작품들은 전국의 각 국악관현악단에서 연주되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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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아쟁, 국악관현악, 컴퓨터, 

실시간 영상을 위한 다매체 

협주곡  ‘제20번 상주아리랑’

김용규 김용호 전주시립
10현 

소아쟁
1회

2010 아쟁협주곡 ‘비’ 이경섭 박소율 국립 산조아쟁 1회

2011
아쟁협주곡 

‘소정빙란(小亭憑襴)’
김현옥 진선경 광주시립 산조아쟁 1회

2012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이귀숙 최혜림 국립 산조아쟁 4회

2012 아쟁협주곡 ‘여명(黎明)’ 박경훈 김상훈 서울시 산조아쟁 1회

2013 아쟁협주곡 ‘그림자노래’ 박미향 최혜림 서울시
10현 

소아쟁
2회

2014 아쟁협주곡 ‘흰두루’ 이준호 이문수 KBS
10현 

소아쟁
1회

2016 아쟁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 강순미 김상훈 서울시 산조아쟁 1회

2017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박병오
김참다

운
KBS

12현 
소아쟁

1회

2017
아쟁협주곡 

‘건너고, 건너고 또 다시 건너고’
김기영 진민진

국립부산
국악원

산조아쟁 1회

2018 아쟁협주곡 ‘장단아래’ 이현주
김참다

운
서울챔버 산조아쟁 1회

28) 본고에서는 아쟁에 대한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크기에 따라 소아
쟁, 중아쟁, 대아쟁으로 나눌 것이며 소아쟁과 대아쟁은 현의 수에 따라 ‘〇〇현 소아
쟁’, ‘〇〇현 대아쟁’이라고 한다. 산조 또는 민속악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말하
는 ‘산조아쟁’의 경우, 8현으로 구성된 소아쟁에 해당하지만 ‘8현 소아쟁’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조아쟁, 10현 소아쟁, 12현 소아쟁, 10현 대아
쟁으로 분류하겠다.

29) 연주횟수는 전국에 소재한 국·공립단체 정기연주회에서 초연 및 재연된 횟수이다. 이
는 국악연감을 기반으로 살펴보았으며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기사 등도 같이 
참고하였다.

30)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65년에 창단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창단 시기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었으나 1999년에 재단 법인화로 인해 서울시국
악관현악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고에서는 재단 법인화 되기 이전의 명칭에 관해
서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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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과 같이 2018년까지 창작된 아쟁협주곡은 총 26곡이며 악

기개량으로 인해 아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여러 작곡자들에 의해 작품

이 발표되었다.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은 5곡이며 연주횟수를 보면 <아쟁독주와 관

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가 59회, <김일구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

곡>이 21회,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이 11회, <윤윤석류 아

쟁산조 협주곡>이 9회, <백인영류 아쟁협주곡 선(The Line)2>가 1회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아쟁협주곡 중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 가장 활

발하게 연주된 레퍼토리임을 알 수 있다.

대아쟁을 위한 연주곡은 3곡이며 <대아쟁 협주곡 ‘천축’>이 6회, <독

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이 4회, <아쟁협주곡 ‘소영(疎影)’>이 2회

연주되었다.

그 외의 18곡은 산조아쟁과 10현 소아쟁, 12현 소아쟁을 중심으로 발

표되었다. 그중 산조아쟁을 사용한 작품은 10곡, 10현 소아쟁을 사용한

작품은 7곡이다. 12현 소아쟁을 사용한 작품은 1곡으로 2017년에 발표된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이다.

본고에서는 아쟁협주곡을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

겠다. 먼저 제1기는 아쟁협주곡이 처음 등장한 1968년부터 1999년까지로

총 5곡이 포함되는데 그중 3곡이 한일섭류, 김일구류, 윤윤석류 아쟁산조

를 위한 협주곡으로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 주를 이루는 시기이다.

제2기는 대아쟁 협주곡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

삼았고, 이 시기는 개량된 10현 소아쟁과 10현 대아쟁을 위한 협주곡이

처음 등장한 시기이다.

제3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12현 소아쟁이 등장하고 산조아쟁,

10현 소아쟁, 12현 소아쟁 등 여러 종류의 소아쟁 협주곡이 작곡된 시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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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들이 재연된 횟수를 살펴보면 제1기에는 김희조의 <아쟁독

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가 59회31)로 가장 많이 재연되었으며

이 곡은 아쟁산조의 효시32)인 한일섭류 아쟁산조를 편곡한 작품이자 아

쟁산조를 주제로 한 최초의 협주곡이다. 또한 이강덕의 <아쟁을 위한 관

현 합주곡 ‘낙조’>는 초연 후 재연된 바는 없으나 최초의 아쟁협주곡으

로 이후에 발표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의미가 있

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2기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는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이

11회로 발표횟수가 가장 많으나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므로 제외하

였다. 그다음으로 7회33) 연주된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과 6

회34) 연주된 <대아쟁 협주곡 ‘천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제3기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

雲)’>이 4회35)로 가장 많이 연주되었고 <25현 가야금 소아쟁 협주곡 ‘진

31)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는 1988년 11월 11일에 열렸던 제11회 추계
예술학교 정기연주회를 위해 한일섭류 아쟁산조를 협주곡으로 편곡하였다. 아쟁연주자 
이태백과 추계예술학교 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이후, 여러 국·공립단체의 정기연주회에
서 재연되었으며 서울시립국악단 11회, KBS 국악관현악단 7회, 국립국악관현악단 3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2회, 경기도립국악단 2회, 전북도립국악단 4회, 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 8회, 난계국악국악단 2회, 전주시립국악단 6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6회, 대구시
립국악단 2회, 경북도립국악관현악단 4회 이상 총 59회 연주되었다.

32) 아쟁산조는 누가 창안했는지 다소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철호의 산조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즉흥성이 강한 시나위제 산조로 한일섭의 판소리제 산조에 비해 
산조 형식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향이 적다고 보아 한일섭의 아쟁산조를 아쟁산조의 창
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해숙, 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129쪽.

33)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은 2007년 9월 13일 제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
축제에서 최영운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되었으다. 이후 여러 국·공립단
체의 정기연주회에서 재연되었으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1회, 
전북도립국악단 1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회 이상 총 7회 연주되었다.

34) <대아쟁 협주곡 ‘천축’>은 2000년 3월 22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236회 정기연주회
에서 김도연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후 여러 국·공립단체의 정기
연주회에서 재연되었으며 KBS국악관현악단 1회, 전주시립국악단 2회,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2회 이상 총 6회 연주되었다.

35)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은 2012년 11월 20일 2012 ARKO 한국
창작음악제에서 최혜림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되었으며 재연(再演)된 바는 
다음과 같다. 성남시립국악관현악단 1회, 전주시립국악단 2회 재연되었으며 이상 총 4
회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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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은 12현 소아쟁으로 작곡된 유일한 작품이므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시기 연도 작품명 작곡자 악기

제1기

1968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이강덕 산조아쟁

1988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
김희조 산조아쟁

제2기
2000 대아쟁 협주곡 ‘천축‘ 김만석 10현 대아쟁

2007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 조원행 10현 소아쟁

제3기
2012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이귀숙 산조아쟁

2017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박병오 12현 소아쟁

[표 2] 연구대상 작품목록 

먼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위의 6곡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작곡자의

음악세계와 창작배경을 살펴보겠다. 작곡자와 관련된 논문자료 및 한겨
레음악인대사전36) 등을 참고하고 그 외에 생존해 있는 작곡가는 직접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겠다.

다음으로 작품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현악의 악기편성과 이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나아가 작품에 따른 악곡구조와 음역 및 출현음37)

등을 살펴본 후, 음계38)․선율진행․장단․주법 등의 음악적 특징을 전

통적 요소와 비전통적 요소로 구분하여 고찰하겠다.

악곡분석에 쓰이는 음이름(Tone name) 표기와 옥타브(Octave)에 따른

표기는 영국식 표기법을 사용하며 ‘가온 도(c)’를 중심으로 CC-C-c(가온

36)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37) 본고에서는 출현음 중 주요 구성음은  그 외의 구성음은  로 표기하겠다.
38) 본고에서는 음계 분석에 있어 악곡 내 구성음의 음정관계와 선율구조 및 시김새를 중

심으로 중심음을 살펴 본 후, 음계를 파악하겠다. 이는 선율진행상 표기된 조표와 상관
없이 부분적으로 전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17 -

도)-c′-c″로 표기하고자 한다.39)

악기편성은 현악기군(타현·발현·찰현), 관악기군, 타악기군(전통타악기·

서양타악기)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악곡구조는 선율의 흐름에 따라 분류

하고 단락에 따라 분석하겠다.

음악적 특징은 ‘전통적 요소’40)와 ‘비(非)전통적 요소’41)로 분류하여 선

율진행은 어떤지, 전통장단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연주법에서 왼손 주

법과 오른손 운궁법 등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주아쟁과 관현악 선율의 상호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동일선율·보조

선율·대위선율 이상 3개의 선율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3개의 선

율유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선율유형은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악구42)가 동일한 선율골격을

가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을 사용함으로써 주선율을 강조하는 역할

을 하는 형태이다. 동일선율유형에는 두 악기군이 동시에 연주하는 유니

즌43) 형태와 동시에 연주하지 않은 형태도 포함한다.

39) 음역에 따른 옥타브 표기(영국식)는 다음과 같다.

   

  백병동, 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06, 28쪽.
40) 본고에서 전통적 요소는 한국에서 발생하여 전하여 내려오는 한국고유의 음악적인 요

소를 뜻하며 정악, 산조, 대풍류에 쓰이는 기법까지 포함한다.
41) 본고에서 비(非)전통적 요소는 전통음악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은 요소를 뜻하며 관현

악, 협주곡, 독주곡, 중주곡 등 작곡자가 밝혀지는 창작곡의 기법을 포함한다.
42) 선율선의 자연적인 구획을 말하며, 언어에서는 문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뜻이 엄격

하지는 않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6. 1599쪽,
43) 유니즌은 몇 개의 악기(성부) 혹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같은 음이나 같은 선율을 연주

하는 것을 뜻한다. ‘제주(齊奏)’ 또는 ‘제창(齊唱)’이라고도 한다. 같은 높이의 음일 경우
에는 다른 옥타브에 걸치는 때가 있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서울: 세광음악
출판사, 1996, 1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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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선율유형은 독주악기와 관현악이 주선율에 해당되는 화음을 제

시하여 화성적으로 보조하거나 리듬분할로 선율골격음을 보조하여 타악

기와 같이 단순한 리듬으로 박자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주선율을 도와주

는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또한 리듬·화음·주법 등을 통해 주선율을 음향

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도 포함한다.

③ 대위선율유형은 음악용어사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선율에 대립하여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선율’의 의미를 토대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시에 연주되나, 각 선율이 상이하며 독립적인 양상을 보이는 형태이

다.44)

위와 같이 3개의 선율유형으로 작품 내에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

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각 선율

유형에 해당되는 비율을 백분율로 수치화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겠다.45)

마지막으로 각 시대에 나타나는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 및 독주아

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아쟁협주곡의 전개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겠다.

44) 대위선율은 대선율(對旋律)을 뜻하며 대위법에서 정선율에 대립하여 움직이는 다른 성
부를 말한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211쪽.

45)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수치(백분율)을 활
용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학문 외에도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김우진, 
앞의 책,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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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1기 ‘아쟁협주곡의 태동기’

제1기는 최초의 아쟁협주곡이 발표된 1968년부터 1999년에 해당하며

산조를 주제로 한 다양한 협주곡이 발표된 시기이다.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은 총 5곡이 발표되었다. 제1기는 아쟁협주곡이 새롭게 생성된

시기로 ‘아쟁협주곡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1. 제1기 아쟁협주곡의 전개양상

제1기에 해당하는 1900년대 후반은 전통음악에 있어서 민속악의 전성

기라 할 수 있다. 1980년 국립국악원에 민속악단이 창단되고 여러 민속

악 레퍼토리들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산조는 전통음악의 주요 레퍼토리

로 자리 잡게 되었다.46)

실제로 1981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첫 연주회부터 2000년 이전까지

를 중심으로 기악연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총 34회의

연주회 중 산조합주를 포함하여 산조연주가 26회 편성되었으며 약 80%

의 공연에서 산조가 연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7)

이와 같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산조연주가 활성

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전통음악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연주자들이 독주회에서 산조를 연주하는 것이 필수인 것

처럼 인식되었다. 이는 산조가 갖는 독보적인 음악적 내용과 연주법을

46) 1951년 4월 개원한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공연을 시작하였으며 정악·민속악과 정재 
및 민속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1980년에는 국립국악
원 내의 민속악연주자들의 모임인 민속악연주단이 국립국악원 민속악 전속연주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후 국립국악원의 민속악 연주회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국립
국악원, 建院1400年, 開院50년年 國立國樂院史, 서울: 국립국악원, 2001, 170-171
쪽.

47) 국립국악원, 앞의 책, 206-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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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주자가 자신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48)

더불어 민속악에서 산조가 성행한 것의 일환으로 창작국악에서는 다양

한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 발표되었다. 이는 최초의 창작국악관현악

단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49) 1965년 창단된 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초기에 민속악계의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속음악을 편곡하거나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들을 다수 발표하였

다.50)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초연된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들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가야금산조 중 이강덕 편곡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협

주곡>이 1979년 11월 23일에 제76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에서 초연되었으며 김용만 편곡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협주곡>은

1992년 3월 27일에 제174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초연

되었다. 거문고산조 중에서는 이강덕 편곡의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협주

곡>이 1983년 10월 6일에 제113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

서 초연되었다. 대금산조 중에서는 최상화 편곡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이 1983년 5월 11일에 제109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

회에서 초연되었으며 김희조 편곡의 <한법수류 대금산조 협주곡>이

1992년 3월 27일에 제174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초연

되었다.

이와 같이 1900년대 후반에는 민속악, 그중에서도 산조가 성행하였으

며 이의 영향으로 창작국악관현악에서도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 다

수 발표되었다. 특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주도적인 역

48) 김상훈, 앞의 논문, 2쪽.
49) 서울시국악관현악단 50년사에 기록된 1965년 창단기념연주회부터 1999년도 정기연

주회까지의 정기연주회 작품목록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여러 악
기의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을 비롯하여 <산조환상곡>, <산조 주제에 의한 합주곡>, 
<산조와 무악을 위한 합주곡> 등 산조를 소재로 작·편곡된 작품들이 다수 연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혜정, 서울시국악관현악단 50년사, 서울: (재)세종문화회관, 2015, 
149-237쪽.

50) 임혜정, 앞의 책,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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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여 가야금, 거문고, 대금산조를 주제로 한 다수의 협주곡들이 초

연되었다.

다음으로 제1기에 발표된 아쟁협주곡을 살펴보겠다. 1968년 이강덕이

작곡한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의 등장과 함께 1960년대에는

1곡, 1980년대에는 김희조의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

1곡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는 김희조의 <윤윤석류 아쟁산조 협주곡>,

이만방의 <아쟁협주곡> 그리고 박범훈의 <김일구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의 3곡이 발표되었다. 이상 제1기에 발표된 아쟁협주곡의 작

품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연도 작품명 작곡자 초연자 연주 악기

1968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이강덕 김인선 서울시립 산조아쟁

1988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
김희조 이태백

추계예술

대학교
산조아쟁

1991 윤윤석류 아쟁산조 협주곡 김희조 윤윤석 KBS 산조아쟁

1994 아쟁협주곡 이만방 미  상
히로시마

심포니
산조아쟁

1997
김일구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
박범훈 김일구 국립 산조아쟁

[표 3] 제1기 아쟁협주곡 작품목록

위의 [표 3]과 같이 이강덕 작곡의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는 1968년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한 신국악 작곡공모전에서 발표된 최초의

아쟁협주곡이다. 1968년 12월 4일 제15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

주회에서 김인선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되었으며 산조아

쟁을 위한 협주곡이다.

김희조 편곡의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는 198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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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에 열렸던 제11회 추계예술학교 정기연주회를 위해 한일섭류 아

쟁산조를 협주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아쟁연주자 이태백과 추계예술학

교 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김희조 편곡의 <윤윤석류 아쟁산조 협주곡>은 1991년 개최된 제44회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를 위해 윤윤석류 아쟁산조가 협주곡으로

편곡되었으며 윤윤석 명인과 KBS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이만방51)

작곡의 <아쟁협주곡>은 1994년에 창작되었다. 이만방은 제1기의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서양음악 작곡가이며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했다. 이 곡은 아쟁독주와 히로시

마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합주로 구성되었으며 초연했던 연주자와 정확

한 날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52)

박범훈 편곡의 <김일구류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은 1997년 12

월 5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편곡된 곡이며 김

일구 명인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이상 제1기의 작품목록을 살펴본 결과, 약 30여 년에 해당하는 시간동

안 발표된 아쟁협주곡은 총 5곡으로 기간에 비해 작품의 수가 많지 않은

시기이며 여타 국악기 협주곡 작품수에 비해서도 비교적 소량이다. 이는

51) 이만방(1945〜 )은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학창 시절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
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나운영과 이영자, 졸업 후에는 강석희에게 작곡을 배우고 독일의 
Freiburg I.Br 음악대학에서 Klaus Huber에게 작곡을 공부했다. 1983년 귀국하여 현
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명예교수로서 작곡과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원로 작
곡가이다.

52) 작곡가 이만방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아쟁협주곡>의 연주정보를 확인하였으나 기억
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현재(2019년 3월 21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연구자료들은 국
립영상자료원에 보내진 상태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작곡자로부터 직접 전
해 들은 <아쟁협주곡>의 작품개관은 다음과 같다. <아쟁협주곡>은 1994년 히로시마 아
시안 게임의 개관기념을 위해 만들어진 곡으로 주최 측(일본)에서 홍콩, 호주, 중국, 한
국, 일본의 작곡가들에게 각 나라의 전통악기 협주곡을 요청하였다. 이만방에게 히로시
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위한 한국 전통악기 협주곡을 위촉하였으며 작곡가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는 전통악기의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아쟁이 음역, 음향, 음
폭, 음색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한 악기라 생각하여 <아쟁협주곡>을 창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9년 3월 21일 이만방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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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쟁협주곡이 생성된 초기이기 때문이며 또한 여타 국악기 협주곡들의

최초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의 창작기간이 10년 미만임에 비해 아쟁협주곡

은 1968년에 발표된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이후, 1988년에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이 발표되기까지 20년의 기간

이 걸렸다.53)

작품창작은 전통음악 작곡가인 이강덕·김희조·박범훈에 의해 주도되었

으며 서양음악 작곡자인 이만방이 아쟁협주곡 창작에 일조하였다. 발표

된 작품을 보면 산조를 협주곡의 형태로 편곡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연주자들 또한 민속악에 유능한 연주자 또는 산조 명인이 본인의

산조를 협주곡의 형태로 편곡하여 연주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1965년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시

작으로 50여 년 동안 총 32개54)의 국악관현악단들이 창단되면서 많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통해 다수의 국악관현악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여러 대학교의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됨에 따라 각 단체 및 학

53) 최초의 가야금 협주곡은 김희조의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와 관현악>(1958년)이며 김동
진의 <한국선율에 의한 가야금협주곡>(1959년)이 두 번째이다. 최초의 거문고 협주곡은 
이성천의 <실내합주곡 제3번 ‘거문고 협주곡’>(1967년)이며 두 번째 거문고 협주곡은 
최길락의 <거문고를 위한 시나위>(1974년)이다. 최초의 대금 협주곡은 조재선 <젓대를 
위한 시나위>(1965년)이며 두 번째 협주곡은 이상규의 <대금 협주곡 ‘석인’>(1972년)이
다. 최초의 피리 협주곡은 김희조의 <피리와 관현악을 위한 민요스케치>(1957년)이며 
두 번째 협주곡은 이수자의 <피리를 위한 합주곡>(1962년)이다. 최초의 해금 협주곡은 
이강덕의 <해금 산조를 위한 합주곡>(1972년)이며 두 번째 협주곡은 이강덕의 <해금협
주곡 2번>(1979년)이다. 정소희, 앞의 논문, 15-19쪽.

54)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1965년), 대전시립연정국악원(1983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984년), 대구시립국악단(1984년), KBS국악관현악단(1985년), 전남도립국악단(1986년), 
중앙국악관현악단(1987년), 충주시립우륵국악단(1988년), 전라북도립국악단(1988년), 한
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1988년),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1989년), 창원국악관현악단(1989
년),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1990년), 경상북도립국악단(1992년), 세종국악관현악단
(1993년), 부여군 충남도립국악단(1994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1994년), 국립국악관
현악단(1995년), 청주시립국악단(1995년), 남원시립국악단(1995년), 경기도립국악단
(1996년), 안산시립국악단(1997년), 공주 연정국악단(1997년), 전주시립국악단(1997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1999년), 국립청소년국악관현악단(2003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2004년), 성남시립국악단(2005년),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2005년), 여수시립국악단
(2007년), 국립부산국악원(2009년), 한밭국악관현악단(2009년) 총 32개의 국악관현악단.

   황준연, 서울대학교 국악과 오십년사, 서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009, 
85-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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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정기연주회를 위해 다양한 국악관현악곡들이 위촉되기도 하였다.

아쟁협주곡도 이와 흐름을 같이하였으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KBS

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하여 추계예술대학교 등의 여러

단체와 대학교 정기연주회에서 아쟁협주곡이 초연되었다.

다음장에서는 최초의 아쟁협주곡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와 최초의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을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겠다.



- 25 -

2. 이강덕 作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가. 작곡자

이강덕(李康德, 1928〜2007)은 1928년 11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출

생하였으며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6기생으로 마지막 졸업생이다. 졸업

후에는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수로 피리를 연주하였다.

당시 이왕직아악부에서는 경성사범의 일본인 음악교수 요시자와 미노

루를 초빙하여 시창·청음·화성법·대위법 등을 강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강덕은 서양음악 기초훈련을 받았다. 이것이 훗날 작곡활동을 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군에 입대하여 포병장교로서 한국전쟁을 치

렀으며 광복 후인 1959년에는 국립국악원에 국악사로 재직하였다.55)

1962년에는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5·16 1주년 기념 신국악창작공모’에서

합주곡 <새하늘>을 발표한 이래로 수많은 관현악곡, 협주곡, 실내악곡,

독주곡을 작곡하였다. 1968년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으로 옮긴 후 악장으로서 <가야금협주곡 1번>을 시작으로 <가야금협주

곡 9번>까지 9곡의 가야금협주곡과 7곡의 해금협주곡, 4개의 피리협주곡

등 다수의 국악협주곡을 창작하였다. 특히 이직한 1968년에는 최초의 아

쟁협주곡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이강덕은 다양한 악기의 협주곡을 작곡했을 뿐 아니라 서양

음악 협주곡의 특징을 차용하여 카덴자를 국악협주곡에 도입한 최초의

작곡가로서 초기 국악협주곡의 기틀을 마련한 작곡가이다. 또한 1970년

대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수의 작품이 연주되었고 많은 신인 연주자들이 이

55) 민의식, 이강덕 작곡 가야금협주곡의 분석 연구: 가야금협주곡 제1번을 중심으로, 서
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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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의 협주곡을 통해 무대에 데뷔하는 경우가 많았다.56) 이강덕은 총

81곡의 작품을 남긴 다작 작곡가이며 그중 관현악과 협주곡이 총 63곡으

로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재직한 것이 영

향을 주었다.57)

나. 악곡분석

1) 작품개관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는 이강덕의 작품으로 1968년 국립

국악원에서 주최한 신국악 작곡공모전에서 발표된 최초의 아쟁협주곡이

다. 이 곡은 1968년 12월 4일 제15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에서 김인선58)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최초의 아쟁협주곡이라는 점에서 음악사적으로 의의가 크며 현재 서울

시국악관현악단에서 원본 악보를 소장하고 있으나 작곡가의 곡 해설과

공연자료 등은 남아있지 않다.59)

56)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603-604쪽.
57) 김은지,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관현악곡 ‘새나라’와 ‘새하

늘’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3쪽.
58) 최혜림의 석사논문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분석: 독주아쟁을 중심으로｣에서

는 김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김영재(1947〜 )와 김방현(1948〜 )의 구
술로 인해 <낙조>의 초연자가 김인선이고, 이 연주자는 주로 산조아쟁으로 민속음악을 
연주하였다.” 최혜림, 앞의 논문, 9쪽.

59)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낙조>에 관한 공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971년도 이후의 자료
들만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1968년도에 초연되었던 <낙조>는 이후 재연된 바가 없기에 
관련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2019년 5월 39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공연담당자와
의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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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기편성

<낙조>60)는 발현악기군에 가야금·거문고·공후, 찰현악기군에 해금·대

해금·대아쟁, 관악기군에 당적·대금·피리, 타악기군에 장구와 북이 편성

되어있다. 이는 전통합주편성61) 중 관현합주(管絃合奏)편성62)과 유사하

며 이와 함께 공후63)와 대해금 또한 편성되어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관현악 편성에 공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창작국악 작품에서는 흔

하지 않으며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이강덕의 관현악곡 <새하늘>64), <송

춘곡>65), <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66) 중 어떠한 곡에도 공후가 편성되

60)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는 <낙조>로 약하여 기재하겠다.
61) 현재 한국 전통음악에서 관현악기의 합주는 편성에 사용되는 구성악기에 따라 합악(合

樂), 관현합주(管絃合奏), 관악합주(管樂合奏), 현악합주(絃樂合奏), 세악(細樂), 줄풍류
(줄風流), 대풍류(竹風流), 삼현육각(三絃六角)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이중 현재 국악관
현악단에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악기인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장구가 
포함되는 편성은 합악, 관현합주, 줄풍류 등이 있다. 송혜진, 한국악기, 서울: 열화당, 
2001, 20-27쪽. (설보라, ｢국공립 국악관현악단 편성의 통시적 고찰｣,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3쪽에서 재인용)

62) 관현합주 편성에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의 현악기와 피리, 대금 등의 관악기 
및 타악기인 장구가 공통적으로 편성되며 필요에 따라 당적을 편성하기도 한다. 현악기
와 관악기는 복수로 편성하며 관현합주 편성으로 연주하는 악곡은 <여민락>, <평조회
상> 등이 있다.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261-263쪽.

63) 공후(箜)는 사부(絲部) 또는 현명악기(絃鳴樂器, chordophone)에 포함되며 서양의 
하프(harp)류의 일종이다. 고려사신 안직숭(安稷崇)이 1114년(예종 9) 송나라의 휘종(徽
宗 1101-1125)이 보낸 신악(新樂)과 철방향(鐵方響)·석방향(石方響)·비파 등과 함께 모
두 네 벌의 공후를 전했다고 고려사 권70 ｢악지｣에 전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 공후가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 연주되지 않은 
듯하다. 현재 국립국악원에 전시되어 있는 와공후·수공후·소공후는 1937년 이왕직아악
부(李王職雅樂部)의 제5대 아악사장(雅樂師長) 함화진(咸和鎭)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구
입한 것이다. <낙조>에 사용된 공후는 1965년 7월 국악예술학교 국악기 개량 연구회
(회장: 박헌봉)에서 추진한 국악기개량사업을 통해 개량되었으며 박헌봉의 시안과 김붕
기의 제작으로 21현 공후가 개량되었다. 송방송, 앞의 사전, 189쪽; 국립국악원, 국립
국악원 소장 개량악기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악원, 2017, 206쪽.

64) <새하늘>은 이강덕의 첫 창작국악작품으로 1962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5·16 1주년 
기념 신국악창작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이다. 1963년 5월 15일 국립국악원 5.16 두돌
맞이 전야제에서 초연되었으며 악기편성이 관악기군(당적, 대금, 해금, 피리1 피리2), 발
현악기군(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대아쟁), 타악기군(장구, 운라)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지, 앞의 논문, 23-27쪽.

65) <송춘곡>은1965년 10월 6일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발표회를 위해 작곡된 관현악곡으
로 악기편성은 관악기군(당적, 대금, 피리), 발현악기군(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해
금, 대아쟁), 타악기군(장구, 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성원, ｢창작국악관현악의 작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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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낙조>에서는 공후가 가야금과 유사한 선율을 연

주하여 풍성한 음향적 효과를 부여하며 독주아쟁 선율을 화음으로 보조

하는 역할을 한다.

대해금67)은 대아쟁과 더불어 작곡가가 저음역 보완을 위해 실험적 시

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창작합주음악에서는 전통악기들이 주로

중음역에 밀집되어 있는 점과 저음 소리가 빈약하여 전체 음향이 풍부하

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악기개량이 요구68)되었으며, 이강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아쟁과 더불어 공후, 대해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69) <낙조>의 악기편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악기군 편성악기

발현악기군 가야금, 거문고, 공후

찰현악기군 해금, 대해금, 대아쟁70)

관악기군 당적, 대금, 피리

타악기군 장구, 북

[표 4] <낙조>의 악기편성

법 변천연구: 시대별 음악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2, 27쪽.

66) <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은 1969년 12월 12일 제20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
주회를 위해 위촉된 관현악곡으로 악기편성은 관악기군(당적, 대금, 피리), 발현악기군
(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해금, 대해금, 대아쟁), 타악기군(장구, 북, 목탁, 방울, 징)
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성원, 앞의 논문, 30쪽.

67) 1966년 4월 21일 김붕기의 시안에 의해 본인이 직접 제작하였으며 울림통의 확대를 
통해 저음역의 해금으로 개량하였다. 국립국악원, 앞의 책, 206쪽.

68) 이소영, ｢국악기 개량과 그 논의의 현황 및 이후 전망｣, 낭만음악, 30호, 서울: 낭만
음악사, 1996, 58쪽.

69) 실제로 <낙조>의 악보를 살펴보면 대해금이 해금의 선율을 강조해 주고자 할 때는 해
금선율과 같이하며 대아쟁이 주선율의 골격음을 화음보조해 줄 때는 대아쟁과 동일한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대해금은 해금과 대아쟁의 중간 역할을 한다.

70) <낙조>에 편성된 대아쟁은 9현 대아쟁이며 이는 궁중음악 연주를 위해 사용되던 7현 
대아쟁이 울림통을 키우고, 현의 수를 2줄 늘려 9현으로 개량된 것이다. 1965년 서울시
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과 함께 국악관현악단 편성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김상훈, 앞
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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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곡구조

<낙조>는 총 224마디의 단악장으로 구성된 악곡이다. 작곡자의 지시

에 따라 9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락은 장단 및 박자변화에

따라 나뉜다.

A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13마디까지이며 총 13마디이다. 12/8박자 굿거

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하듯이’라는 표기가 있다.

B단락은 제14마디부터 제64마디까지로 총 51마디이며 앞의 A단락과

같이 12/8박자 굿거리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C단락은 제65마디부터 제78마디까지로 총 14마디이며 4/4박자의 잦은

타령71)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르게’라는 표기가 있다.

D단락은 제79마디부터 제106마디까지로 총 26마디이며 12/8박자의 중

중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단락은 제107마디부터 제146마디까지로 총 40마디이며 3/4박자의 중

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단락은 연주형태에 따라 관현악인 제107

마디부터 제118마디, 카덴자인 제119마디부터 제146마디까지 2개의 소단

락으로 나뉜다.

F단락은 제147마디부터 제153마디까지 총 7마디이며 12/8박자의 굿거

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G단락은 제154마디부터 제167마디까지 총 14마디이며 9/8박자의 세마

치장단으로 ‘빠르게’라는 표기가 있다.

H단락은 제168마디부터 제189마디까지 총 22마디이며 6/8박자의 휘모

리장단이다.

I단락은 제190부터 제224마디까지 총 35마디이며 박자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뉜다. 먼저, 제190마디부터 제214마디까지는 6/8박자 및

6/8+9/8박자의 혼합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는 ‘=拍’의 표기가 있어

71) 잦은타령(자진타령)은 서울 지역 무악(巫樂) 장단의 하나로 막장단 또는 당악 장단이라
고 한다. 장사훈, 앞의 사전, 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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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H단락과 기본박이 동일함을 뜻한다. 제215마디부터 제217마디까지

12/8박자의 잦은타령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점 빠르게’라는 표기가

있다. 제218마디부터 제224마디까지는 ‘=拍’의 표기가 있으며 앞부분과 8

분음표 단위박이 동일하다. 박자는 2/4박자로 ‘더 빠르게’라는 표기가 있

다.

이와 같이 <낙조>에서는 장단이 단순히 음악적 소재로 쓰인 것을 넘

어 악곡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악   장 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빠르기 출현박자

단악장

A 1-13 관현악 굿거리

‘노래하듯이’

12/8

B 14-64 독주+관현악 12/8

C 65-78 독주+관현악
잦은타령

‘빠르게’
4/4

D 79-106 독주+관현악 중중모리 12/8

E
107-118 관현악

중모리 3/4
119-146 카덴자

F 147-153 관현악 굿거리 12/8

G 154-167 독주+관현악
세마치

‘빠르게’
9/8

H 168-189 독주+관현악 휘모리 6/8

I

190-214 독주+관현악 세마치 9/8+6/8

215-217 독주+관현악
잦은타령

‘점점 빠르게’
12/8

218-224 독주+관현악 ‘더 빠르게’ 2/4

[표 5] <낙조>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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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적 특징

<낙조>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통적 요소를 차용한 선율부

분과 비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선율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며 특

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악곡분석에 앞서 <낙조>는 작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

아 산조아쟁으로 연주된 작품인지 대아쟁으로 연주된 작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낙조>의 출현음을 먼저 살펴본 후 사용악기에 대

해 유추하고자 한다. 그 결과, <낙조>는 최저음 DD를 시작으로 최고음

b까지 총 16개의 음이 출현하며 20도의 음역을 갖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낙조>의 출현음 및 음역

위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낙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산조아쟁의 제1

현은 DD, 제2현은 GG, 제3현은 AA, 제4현은 D, 제5현은 G, 제6현은 A,

제7현은 d, 제8현은 g로 조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관현악과의 합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실음을 살펴봐야한다. <낙조>의 출현음을 가야금의

민요청 조현법72)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산조아쟁의 조현법과 일치하나

산조아쟁 조현법에 비해 한 옥타브 낮은 음역대이다. 이는 작곡가 이강

덕이 민요청을 중심으로 한 작품에서는 가야금 기보법을 편의상 낮은음

72) 민요 반주를 위해서는 산조가야금의 청(제6현, 산조 선율의 중심이 되는 음)을 e♭으로 
조율하며 실음 조현보다 단3도 높게 조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국립국악원,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가야금, 서울: 국립국악원, 2018,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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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표에서 본음보다 한 옥타브 낮게 편의기보 한 것으로 보인다.73)

즉, 가야금 기보법과 같이 민요청으로 조현해야하는 점과 이강덕이 민

요와 같이 토리를 중심으로 한 작품에서는 편의상 낮은음자리표를 통해

한 옥타브 낮게 기보하였다는 점, 두 가지를 종합하여 <낙조>의 실음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악보에 기보된 <낙조>를 단6도 올린 것이 실

음에 해당하며 이는 C중심음 산조아쟁의 음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낙조>의 출현음과 음역을 실음으로 살펴보면 최저음 BB♭

부터 최고음 g′74)까지 출현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2]와 같다.

[악보 2] <낙조>의 실음 및 음역

위의 [악보 2]에서 살펴본 <낙조>의 실음을 바탕으로 관현악과 합주

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산조아쟁의 1현은 BB♭, 제2현은 E♭, 제3현은 F,

제4현은 B♭, 제5현은 e♭, 제6현은 f, 제7현은 b♭′, 제8현은 e♭′로 조현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3]과 같다.

73) 이정자의 ｢12현 가야금 기보법 및 조현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강덕의 <송춘곡> 
분석 결과, 작곡가 이강덕은 가야금 기보법에 있어서 민요청을 중심으로 한 작품에서는 
낮은음자리표에서 본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기보한 편의기보를 사용하였음을 설명하였
다. 이정자, ｢12현 가야금 기보법 및 조현법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4, 31-36쪽. <송춘곡>은 1965년 작품으로 1968년에 발표된 <낙조>와 창작연대
가 비슷하다. G조로 작곡되어 있으며 가야금이 낮은음자리표로 기보되어 있어 <낙조>
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74) 산조아쟁은 현을 누름으로써 개방현 음정보다 약 5도 높은 음까지 낼 수 있으며 <낙
조>의 최고음 b(실음 g′)는 산조아쟁의 제8현인 e♭′에서 눌러서 음을 표현할 수 있다.



- 33 -

[악보 3] <낙조>의 조현법(실음)

가) 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낙조>에서 전통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4]를 통해 <낙조>의 제43마디부터 제

56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4] <낙조>의 메나리토리(제43-56마디)

위의 [악보 4]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B, D, E, G, A음을 기반으로 선율

이 진행한다. 또한 제43마디, 제45마디, 제47마디, 제54마디, 제55마디 등

에서는 E-D-BB의 하행선율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음

악요소 중 토리75)를 활용한 부분이며 특히 E중심음 메나리토리의 구성

75) 지방에 따라 풍습이나 방언이 서로 다르듯이 그 지방에서 주로 쓰이는 민속음악의 악
조도 조금씩 다르다. 지역적 특징을 지닌 민속음악 중 기층에 해당하는 것이 민요이며, 
민요의 지역적인 특징을 가리켜 ‘토리’라 한다. 토리는 단순히 음계만이 아니라 음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기능이나 성질을 고려한 선법의 개념에 더하여 각 음의 요성(搖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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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및 하행선율과 유사하다.

메나리토리는 한반도의 동부 지역, 즉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에서 많

이 찾아볼 수 있는 음조직으로 주요 구성음은 ‘미, 라, 도’이며 ‘라’ 또는

‘미’로 종지된다. <낙조>에서는 E중심음 메나리토리의 구성음과 하행선

율 일부가 사용되었다.76) E중심음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은 BB(미)-D

(솔)-E(라)-G(도′)-A(레′)이며 다음 [악보 5]와 같다.

[악보 5] <낙조>의 E중심음 메나리토리 음계

나 퇴성(退聲), 나아가 특징적인 장식음이나 선율형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민요 토리를 이해하는 핵심 용어에는 ‘5음 음계’, ‘주음’, ‘요성음’, ‘종지
음’, ‘하행선율’ 등이 있다. 김영운, 국악개론, 경기: 음악세계, 2015, 41-52쪽.

76) 메나리토리는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등지 한국의 동부지역에 전승되는 민요, 무가 등
에 흔히 보인다. 구성음은 서양음계 미, 솔, 라, 도, 레로 최저음에서 최고음까지 단 7
도의 음역을 나타낸다. 주요음은 ‘미, 라, 도’ 음정구조로 되었다. 시김새를 보면 ‘미’에
서는 ‘떠는 목’을 쓰고 ‘레’에서 ‘도’로 ‘흘러내리는 목’을 쓰거나 ‘꺾는 목’을 쓰고 ‘라’
에서는 ‘평으로 내는 목’을 쓴다. 관용적인 종지선율형은 ‘미-라’, ‘레-도-라’로 되어 
‘라’로 종지하거나 ‘라-솔-미’로 되어 ‘미’로 종지하여 선법성이 불분명하다.

    

   이보형, ｢조(調)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51집, 서울: 한국
국악학회, 2012, 25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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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6]을 통해 <낙조>의 제168마디부터 제189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6] <낙조>의 진경토리(제168-189마디)

위의 [악보 6]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F, E, G, A, B음을 기반으로 선율

이 진행한다. 또한 ① D-E, ② B-A, ③ G-A, ④ e-d 등 장2도 관계의

상·하행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G중심음 진경토리의 구성음

및 선율진행과 유사하다.

진경토리는 ‘창부타령토리’라고도 하며 경기도와 일부 황해도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요 및 무가에 나타나는 음조직으로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음은 ‘솔, 도, 미’ 이며 ‘솔’ 또는 ‘도’로 종

지하는 것이 특징이다.77) <낙조>에서는 G중심음 진경토리가 사용되었

다. G중심음 경토리의 구성음은 D(솔)-E(라)-G(도′)-A(레′)-B(미′)이

77) 진경토리의 구성음을 서양음계로 따지면 솔, 라, 도, 레, 미 5음이며 주요음은 ‘솔, 도, 
미’ 음정구조로 되어있다. 각 음의 시김새는 ‘미’에서 ‘레’로 ‘흘러내리는 목’을 쓰고, 
‘레’에서 ‘떠는 목’을 쓰고 ‘솔’에서 ‘평으로 내는 목’을 쓴다. 종지 선율형은 ‘레-도-라-
솔’로 되어 ‘솔’로 종지하거나, ‘레-도’, ‘솔-도’로 되어 ‘도’로 종지하여 선법성이 애매
하다.

 
   이보형, 앞의 논문, 258-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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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 [악보 7]과 같다.

[악보 7] <낙조>의 G중심음 진경토리 음계 

다음으로 [악보 8]을 통해 <낙조>의 제14마디부터 제16마디까지 살펴

보겠다.

[악보 8] <낙조>의 농현 주법(제14-16마디)

위의 [악보 8]은 제14마디부터 제16마디까지의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

14마디의 EE음에 ‘ ’ 로 농현 연주가 지시되어 있다. 두 번째 음인

EE는 제2현 DD에서 눌러 연주해야 하며 농현 주법을 연결하기 위해서

는 DD에서 장2도 위인 EE로 우조 농현과 같이 음을 떨어준다.

제14마디와 제15마디에서는 DD와 EE, 두 음을 중심으로 농현, 트레몰

로 등 다양한 연주 형태를 통해 점차 두 음의 리듬 간격을 좁혀가며 곡

의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농현(弄絃)은 손가락으로 현을 누르고 푸

는 것을 반복하여 음을 위·아래로 떠는 주법으로 악보에는 ‘ ’ 로

표기한다.

나) 비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낙조>에서 비전통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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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9]를 통해 <낙조>의 제65마디부터 제

78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 <낙조>의 유반음 5음음계(제65-78마디)

위의 [악보 9]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① G-A♭, ② D-E♭의 두 개의 반

음에 의한 선율진행을 보여준다. 제77마디에서 명확하게 제자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유반음 5음음계의 사용은 작곡가에 의해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반음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절(都

節)음계78)와 유사한 구성음을 보이며 이는 작곡가가 이왕직 아악부의 연

주자 시절, 일본인 음악교수 요시자와 미노루로부터 시창·청음·화성법·대

위법 등을 사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악보 9]의 두 개의 반음을 이용한 선율진행은 이전의 메나리토

리가 형성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5음음계

는 전통음악에서의 5음음계79)와 다르며, 그 이유는 반음의 사용에 있

78) 일본의 음계는 양선법과 음선법, 또는 양음계와 음음계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
지만, 이것은 음계, 특히 5음 음계를 반음의 유·무에 의해서 분류한다는 생각으로 이루
어진 것이다. 民謠(민요)음계와 律(율)음계는 양선법·양음계에 포함되고 都節(도절)음계
는 음선법·음음계에 해당 된다.

    <律음계>    <都節음계> 
    한별, ｢일본음악의 음조직과 이론｣, 국악원논문집, 제8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6, 

309쪽.
79) 5개의 음으로 된 음계를 뜻하며 한국·영국·중국·일본 등 많은 나라의 음악에서 사용되

고 있으나, 그 음의 배열은 각각 다르다. 장사훈, 앞의 사전,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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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0) <낙조>에 사용된 반음은 전통음악의 5음음계와 달리 장식음이 아

닌 주요 구성음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5음음계와 다른 유반음

5음음계라 할 수 있다. <낙조>에서는 제65마디부터 제78마디까지의 잦

은타령장단에서 유반음 5음음계가 나타나며 구성음은 D(솔), E♭(라♭),

G(도′), A♭(레♭′), B(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10]과 같다.

[악보 10] <낙조>의 유반음 5음음계

다음으로 [악보 11]을 통해 <낙조>의 제16마디부터 제18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11] <낙조>의 중음주법(제16-18마디) 

위의 [악보 11]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16마디에서는 DD와 BB, 제17

마디에서는 EE와 C, B와 e, e와 g를 동시에 연주하는 중음주법이 등장

한다. 중음주법은 더블 스토핑(double stopping)이라고 하며 인접되어 있

는 여러 음을 동시에 활로 연주하는 주법을 나타낸다.81)

80) 한국음악은 보통 무반음 5음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음음계로 구성
되어 있지만, 잘 들어보면 유반음 5음음계(hemitonic-pentatonic scale)·4음음계·3음음
계 등의 다른 음계가 장식하는 미분음들과 함께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방송 
저, 윤화중 역, ｢거문고산조의 선법구조｣, 한국음악사학보 19권, 서울: 한국음악사학
회, 1997, 192쪽.

81) 중음주법에는 한 음이 개방현인 경우, 두 음 모두 손가락에 의해 눌러진 상태에서 소
리나는 경우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모든 현악기에서는 왼손으로 인접한 두 개의 현을 
누른 상태에서 활로 두 현을 동시에 그어 연주할 수 있다. 세 음이나 네 음의 중음주법
에 있어서 세 개의 현 모두가 동시에 소리나기 위해서는 가운데 현에 가장 강한 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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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마디에 나타난 중음주법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제1현 DD82)와 동

시에 제2현 GG를 눌러서 BB를 만들어주어 중음주법으로 연주한다. 이

를 통해 두 화음이 풍성한 음향을 형성하고, 장6도 화음으로써 곡에 긴

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제17마디에서는 제1현 DD와 제2현 GG를 눌러

EE와 C를 만들어주며 제7박에서는 제3현 AA와 제4현 D를 눌러 B와 e

를, 제10박에서는 제4현 D를 눌러 e와 제5현 g를 동시에 연주한다. 중음

주법을 통해 풍부한 음향과 함께 장6도에서 완전4도, 장3도로 변화하며

점차 안정감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악보 12]를 통해 <낙조>의 제37마디부터 제39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12] <낙조>의 트레몰로 주법(제37-39마디)

위의 [악보 12]는 독주아쟁과 관악기군의 악보이다. 이 부분은 대금과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며 당적은 리듬분할, 독주아쟁은 ꁜ 박자 단위의

트레몰로 주법을 연주하며 풍부한 음색표현83)과 동시에 주선율을 연주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삼중음 주법과 사중음 주법은 한개나, 두 개의 
개방현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이유는 개방현이 강한 지속적인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Samuel Adler 저, 윤상현 역, 관현악 기법연구, 서울: 수문당, 1995, 13
쪽. 

82) 본고에 실린 악보는 원본이기 때문에 실음이 아닌 출현음에 따른 조현법에 기한다.
83) 음색은 음을 만드는 구성요소의 차이로 생기는 소리의 감각적 특색을 말한다. 악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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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현악을 화음으로 보조한다.

활에 의한 트레몰로는 동일한 속도로 매우 짧게 음을 분할시키는 연주

법이다. 활에 힘을 많이 부여하지 않고 가볍게 손목을 움직여야 하는 주

법이기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주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주선율의

화음을 보조하는 경우에 연주한다.

다음으로 [악보 13]을 통해 <낙조>의 제94마디부터 제99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13] <낙조>의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제94-99마디)

위의 [악보 13]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오른손으로는 한마디에 한 음씩

아르코 주법으로 연주하며 왼손으로는 ꁜ 박자 단위의 피치카토 주법을

동시에 진행한다.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은 오른손으로 활을 연주하는 아르코 주법과

왼손으로 현을 뜯는 피치카토 주법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찰현악기의 음색과 발현악기의 음색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으며 지속음

과 리듬 분할의 효과를 동시에 부여하는 비전통적 주법이다.

사람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높낮이가 같아도 악기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소리의 특성이다. 강효진, ｢가야금 창작곡 주법의 음향요소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8,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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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낙조>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 산조아쟁을 위한 작품으로서 20

도의 음역을 사용하는 악곡임을 알 수 있었다.

악기편성은 전통관현합주편성과 유사하며 악곡의 구조는 단악장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곡 전체가 전통장단을 중심으로 단락이 구성되어

있으며 메나리토리, 경토리, 농현 등의 전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반면 <낙조>는 최초의 아쟁협주곡으로서 전통음악적 요소가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협주곡이라는 서양의 악곡형식을 차용하였기에 유반음 5음

음계와 중음주법, 트레몰로,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 등의 비전통적 요

소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낙조>의 총 224마디 중 독주아쟁만 나오는 부분은 총 47마디, 관현

악만 나오는 부분은 총 55마디, 독주와 관현악의 합주부분은 총 122마디

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122마디의 합주부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 동일선율유형

<낙조>에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은 총 90

마디로 전체의 74%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14]를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동일선율이 잘 드

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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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낙조>의 동일선율유형(제199-204마디)

위의 [악보 14]는 <낙조>의 제199마디부터 제204마디까지이며 독주아

쟁과 관현악이 동일한 선율을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제199-204

마디는 두 마디 단위의 동기(motive)가 지속해서 반복되며 독주아쟁과

관악기가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당적·대금·피리 등의 음량이 크

고 독주아쟁과 상이한 음역대 및 음색을 지닌 관악기군이 유니즌으로 연

주함으로써 독주아쟁과 동일한 선율의 움직임을 고수하여 주제를 더욱더

강조한다.

다음으로 [악보 15]를 통해 <낙조>의 제65마디부터 제74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15]의 제65마디부터 제74마디까지는 독주아쟁과 대아쟁·대해금

이 서양음악의 카논84)과 유사한 선율진행을 통해 8마디씩 구성된 주제

선율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65마디에서는 독주아쟁이 선율을 제시하고, 뒤이은 제66마디, 제67마

디에서는 대아쟁과 대해금이 카논과 유사한 선율진행으로 독주아쟁의 선

84) 카논(canon)은 그리스어로 ‘교의(敎儀)’ 또는 ‘지정(指定)’을 의미한다. 음악에 있어서
는 가장 엄격한 모방수법에 의한 대위적 기법을 말한다. 카논은 엄격한 제약을 받는 악
곡으로써 선행구라는 부분이 표시되고 후속구라는 부분이 적당한 간격을 두며 그것에 
따라가는 식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후속구는 규정된 음정관계를 유지하며, 선행구를 
차례차례로 모방하는 것이다. 세광음악출판사, 앞의 사전, 1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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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한 마디 단위로 시차를 두고 따라 연주한다. 이처럼 같은 찰현악기

군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음역대를 연주함으로써 울림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음악적인 공간감을 확장시킨다. 음역과 음색이 서로 다른 이 악

기들로 인해 주선율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주선율을 강조한다.

[악보 15] <낙조>의 동일선율유형(제65-74마디) 

이상 [악보 14], [악보 15]와 같이 두 가지 동일선율유형 모두 주선율

을 강조하지만, 그 효과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유니즌으로 형성된 경우,

동시점에 여러 악기가 큰 음량을 낼 수 있어 시차를 둔 것보다 주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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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강하게 집중하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카논과 유사한 선율진행

으로 주선율이 반복되는 경우는 유니즌보다 음량이 나뉘지만, 주제선율

이 서로 다른 음색으로 지속해서 제시되며 해당 선율이 보다 여운을 남

기는 효과를 줄 수 있다.

2) 보조선율유형

<낙조>에서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며 관현악이 이를 보조하는

부분은 총 24마디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리듬보조유형과 화음보조

유형이 있으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16]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리듬보조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16] <낙조>의 보조선율유형(제168-175마디)

위의 [악보 16]은 <낙조>의 제168마디부터 제175마디까지의 독주아쟁

과 현악기군의 악보이다. 제168마디부터 시작되는 독주아쟁의 주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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ꁗ+♩♪ 리듬과 이 리듬의 6번째 음이 다음 마디의 점2분음표까지 연장

된 리듬형으로 총 4번 반복된다. 동시에 가야금은 ꁗ+ꁗ 리듬으로 기준

박인 8분음표를 지속해서 연주하며 거문고는 ꁜ+ꁜ 리듬으로 3+3 분할

로 된 6/8박자에서 첫 박과 두 번째 박을 연주하여 보다 큰 박절(拍節)

을 짚어주고 있다. 공후는 각 마디의 뒷박에서 2분박의 리듬을 연주

하여 가야금, 거문고와 수직적인 3분박과 2분박의 대립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야금, 거문고, 공후가 세 가지 형태의 다양한 리듬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일정한 리듬형을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독주아

쟁 선율을 서로 다른 리듬의 조합으로 보조하여 선율에 역동성을 부여한

다. 또한 대아쟁을 비롯하여 가야금·거문고·공후가 모두 낮은 음역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저음역대의 음향을 풍부하게 보강하고 있다.

다음으로 [악보 17]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화음보조선

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17] <낙조>의 보조선율유형(제53-54마디)

위의 [악보 17]은 [악보 16]에서 현악기가 일정한 음형으로서 독주아쟁

의 선율을 리듬적으로 보조한 것과는 다르게 독주아쟁선율을 화음으로

보조하는 선율유형이다. 독주아쟁의 화음선을 따라 같은 화음으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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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부분이며 독주아쟁이 Em 3화음의 구성음을 8분음표로 이루

어진 아르페지오로 연주하고 있다.

이때 피리·해금·대해금은  단위로 한 박씩 Em 3화음의 구성음을 연

주하여 화성을 채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피리는 파트를 분할하여 윗

성부는 독주아쟁과 완전8도, 단3도, 완전4도의 화음을 동시에 형성하고

아랫성부는 윗성부와 장6도-완전5도-장3도-완전4도-완전1도-완전4도-장

3도-완전1도의 음정간격을 형성하여 3화음의 나머지 구성음을 채워준다.

해금은 e′-b-g-e-B-e-g-e로 피리의 윗성부와 같은 음 진행을 하고

대해금 또한 제54마디의 첫 번째 박을 제외하고, 피리·해금과 같은 음

진행을 한다. 대해금은 두 옥타브 아래의 저음역에서 E-BB-GG-EE-EE

-EE-GG-EE를 연주하며 넓은 음역대에 걸쳐 펼쳐진 화음 배치가 독주

아쟁의 단선율을 음향적으로 풍성하게 보조한다. 특히 대해금이 독주아

쟁보다 낮은 음역대를 연주함으로써 저음을 보강하여 풍성한 음향과 함

께 선율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3) 대위선율유형

<낙조>에서는 대위선율유형이 총 8마디로 전체의 6%에 해당하며 독

주아쟁과 관현악이 상이한 선율진행을 보일 뿐 특징적인 대위선율은 나

타나지 않는다.

이상 <낙조>의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계에 따른 선율유형을 분

석한 결과, 두 악기군의 합주부분인 총 122마디 중 동일선율유형은

74%(90마디), 보조선율유형은 20%(24마디), 대위선율유형은 6%(8마디)

로 나타났다.

먼저 동일선율유형은 74%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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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쟁과 당적·대금·피리 등의 관악기군이 유니즌의 동일선율을 연주하

는 양상과 독주아쟁과 대아쟁·대해금 등의 찰현악기가 같은 선율을 연이

어 연주하는 카논과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이며 동일선율유형이 나타난

다. 이를 통해 통일된 형태의 선율로써 음량 강화와 함께 주선율을 효과

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작품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형성한다.

보조선율유형은 20%에 해당하며 가야금·거문고·공후 등의 현악기군이

3분박과 2분박의 대립으로 리듬을 보조하는 양상과 피리·대금·대해금 등

의 관악기 및 찰현악기군이 3화음을 구성하여 음향적인 풍부함을 채워

화음을 보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위선율유형은 6%에 해당하며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상이한 선율진행

을 보일 뿐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선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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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희조 作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

가. 작곡자

김희조(金熙祚, 1920〜2001)는 서울 출생으로 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조흥은행의 전신인 한성은행(漢城銀行)에서 5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그의 관심은 삶의 중심이었으며 피아노는 김흥조,

비올라는 경성방송관현악단의 악장인 안성교(安聖敎), 바이올린은 안병소

(安柄玿)에게 사사했고, 작곡법은 임동혁(任東爀)과 김순남(金順男) 등에

게 개인지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호기심들을 풀어갈 수 있었다.

특히 김순남은 작곡기법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김희

조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일제강점 말기 다양하게 익힌 김희조의

음악적 능력과 활동은 광복 후에 빛을 발했다.

1958년 KBS 스몰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으면서 민요나 국악곡

을 서양의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하기 시작하였으며 1963년 서울국악예

술고등학교의 강사로 출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국악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는 지영희를 비롯해 성금연, 김소

희, 박귀희, 신쾌동, 박초월, 박녹주 등 당대 민속음악의 명인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우리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67년에는 제3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취

임하여 민요편곡과 협주곡 형식의 음악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무수한

작·편곡 활동을 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순수창작에 의한 관현악곡을

작곡하였다.85)

이와 같이 김희조는 양악작곡과 국악작곡을 겸한 작곡가로 전통음악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 민속음악과 국악관현악의 접점을 찾

85) 송방송, 앞의 사전, 271-273쪽; 윤중강 外, 북에는 김순남, 남에는 김희조, 서울: 민
속원, 2002, 7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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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적인 작품 창작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명인들의 산조를 소재로 여

러 곡의 산조협주곡을 편곡하였다.

또한 선율과 장단 등 악곡 구성요소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토대로 민속

음악과 국악관현악을 이질감 없이 접목86)시켰으며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작곡가이다. 다수

의 민요 편곡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국악의 방향 모색 및 국악관현악의

가능성을 시도한 작곡가로서 오늘날 창작국악관현악사에 큰 의의가 있

다.

나. 악곡분석

1) 작품개관

김희조의 <한일섭류 산조협주곡>87)은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최초의

협주곡으로 1988년 11월 11일, 제11회 추계예술학교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된 작품이다. 본 곡은 한일섭88)류 아쟁산조를 편곡하여 만든 작품으

로 추계예술대학교 대강당에서 아쟁연주자 이태백에 의해 초연되었다.

음악평론가 윤중강은 아쟁산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89)

86) 평론가 윤중강은 김희조의 작품에 대해 “김희조 관현악곡의 능숙함과 민속음악에 대한 
해박함을 느끼게 되며, 특히 선율과 장단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
라 비유하였다. 윤중강 外, 앞의 책, 80쪽 

87)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는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으로 약하여 기재
하겠다.    

88) 한일섭(韓一燮, 1929-1974)은 전남 화순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매부 성원목(成元穆)에
게 판소리를 배웠고 홀로 가야금·장단·아쟁·호적 등을 독학하였으며 아쟁산조와 호적산
조에 능한 연주자이다. 더불어 창극단 반주악사와 여성국극단의 악사장을 지내면서 신
작 창극의 작·편곡으로 유명하였다. 특히 1962년에는 박성옥이 개량한 산조아쟁으로 한
일섭류 아쟁산조를 완성하였다. 송방송, 앞의 사전, 937-938쪽.

89) KBS한국방송공사, KBS국악관현악단 10년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1995,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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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쟁산조의 가락에는 간장(肝腸)을 도려내는 듯한 통한의 절규가 있다. 
어떤 가락에선 암울했던 역사를 서럽게 살아야만 했던 한 많고 매서운 
눈 흘김이 있고, 또 어떤 가락에선 모순된 사회를 변혁하고자 입술을 깨
물며 의연히 일어서는 생각 깊은 이의 빛나는 눈동자가 느껴진다.

이렇듯 아쟁산조는 아쟁이 가진 특유의 음색을 통해 애절한 감정의 농

도가 짙게 표현되며 한(恨)스러움과 격정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곡이다.

2) 악기편성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발현악기군에 가야금과 거문고, 찰현악기군

에 대아쟁, 관악기군에 대금·피리·해금, 타악기군에 장고와 큰북이 편성

되어 있다.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악기편성에서는 <낙조>와는 달리 대해금과

공후는 편성되지 않으며 전형적인 전통음악의 관현합주편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악기군 편성악기

발현악기군 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 대아쟁

관악기군 대금, 피리, 해금

타악기군 장고, 큰북

[표 6]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악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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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곡구조

<한일섭류 아쟁협주곡>은 명시된 악장의 구분이 없으며, 산조의 악곡

구조와 마찬가지로 장단이 단락 구분의 기준이 된다. 장단은 진양, 중모

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4개의 장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원곡인

한일섭류 아쟁산조와 일치한다.

악곡은 총 451마디이며, 장단 수는 각각 진양 192마디(32장단), 중모리

96마디(24장단), 중중모리 80마디(40장단), 자진모리 83마디(83장단)이다.

빠르기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산조장단의 빠

르기를 따른다.

각 단락은 연주형태에 따라 A단락(진양)은 2개, B단락(중모리)은 3개,

C단락(중중모리)은 2개, D단락(자진모리)은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진

다. 이와 같이 <한일섭류 아쟁협주곡>은 장단이 악곡 구조의 기반이 되

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악   장 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빠르기 출현박자

단악장

A
1-24 관현악

진양 3/8
25-192 독주+관현악

B

193-201 관현악

중모리 3/4202-285 독주+관현악

286-288 독주

C
289-292 관현악

중중모리 6/8
293-368 독주+관현악

D

369-431 독주+관현악

자진모리 12/8432-447 카덴자

448-451 독주+관현악

[표 7]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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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적 특징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통적 요소

를 차용한 선율부분과 비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선율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악곡분석에 앞서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산조아쟁으로 연주된 작품

이며 조현법과 함께 출현음을 살펴보겠다. 최저음 D를 시작으로 최고음

d″까지 총 21개의 음이 출현하며 22도의 음역을 갖는다. 출현음을 정리

하면 다음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출현음 및 음역

위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산조아쟁의 제1현은 D, 제2현은 G, 제3현은 A
♭
, 제4현은 d, 제5현은 g,

제6현은 a♭, 제7현은 d′, 제8현은 g′로 조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산

조아쟁의 기본적인 음역보다 현저히 높으며 이를 관현악과의 합주로 연

주하기 위해서는 실음을 살펴봐야한다.

아쟁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은 대부분 C를 중심음으로 하여 연주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G가 중심음으로 기보

되어 있다. 실음보다 5도 높게 기보되었으며 이는 가야금산조를 기보하

는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산조는 서양식의 오

선보로 기보하기 시작하면서 산조 선율의 중심이 되는 음의 음고를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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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악기인 산조대금의 중심음인 c음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

심음을 실음보다 5도 높은 g음으로 기보하는 방식은 실음은 아니지만

큰 보표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보방식은

보편화 되어있다.90)

즉,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가야금산조 기보법의 영향으로 실음보

다 5도 높게 기보되어 있으며 출현음과 음역을 실음으로 살펴보면 다음

[악보 19]와 같다.

[악보 19]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실음 및 음역

위의 [악보 19]에서 살펴본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실음을 바탕으

로 관현악과 합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산조아쟁의 1현은 GG, 제2현은

C, 제3현은 D, 제4현은 G, 제5현은 c, 제6현은 d, 제7현은 g, 제8현은

c′로 조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조현법(실음)

90) 이지영, 연주자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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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 요소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기악독주곡인 산조를 협주곡으로 편곡한 작

품으로 전통적 요소가 적극 활용되었다. 본장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특징

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21]을 통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제55마디부터 제66

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21]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우조(제55-66마디)

위의 [악보 21]은 <한일섭류 산조협주곡> 진양 중 제55마디부터 제66

마디의 악보이다. d, e♭, g, a, b♭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이는 G

중심음 우조91)의 구성음과 같다. 또한 제61마디, 제63마디, 제66마디의 a

음에서는 우조 특유의 굵게 시작하여 점차 얇아지는 농현 ‘ ’을 표현

하여 우직하고 담담한 느낌을 자아낸다. G중심음 우조의 구성음은 d

(솔), e
♭
(라), g(도), a(레), b

♭
(미)이며 다음 [악보 22]와 같다.

[악보 22]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G중심음 우조 음계

91) 우조는 풍류방음악인 가곡의 악조명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본래 풍류방음악에
서 우조는 ‘높은 조’라는 뜻으로 낮은 조인 평조의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즉, 우조는 임
종(林鍾, b♭)을 주음으로 삼는 평조에 비하여 그보다 4도 높은음인 황종(黃鍾, e♭)을 주
음으로 삼는 ‘조’라는 뜻에서 부르던 명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조는 평조 본래의 
구성음인 솔-라-도′-레′-미 다섯 음들 사이의 음정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조만 4도 
높게 이조한 것이 아니라 구성음을 유지하면서 주음만 솔에서 ‘도’로 변화된 것이다. 따
라서 우조의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평조와 같지만, 주음이 도′ 라는 점에서 다르
다. 김영운, 앞의 책,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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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23]을 통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제85마디부터

제96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23]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계면조(제85-96마디)

위의 [악보 23]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d(미), g(라), b
♭
(도′)-a(시)를 중

심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G중심음 계면조92)의 주요 구성음과

같으며 이와 함께 계면조의 대표적 시김새인 꺾는음, 농현 등을 구사하

여 아쟁산조가 지닌 특유의 한(恨)스러움을 강조한다.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는 제85마디부터 곡의 마지막까지 계면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일섭류 아쟁산조는 진양의 시작 부분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G중심음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다. G중심음 계면조의 구성음

은 d(미), f(솔), g(라), a(시), b♭ (도′), c(레′)이며 다음 [악보 24]와 같

다.

[악보 24]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G중심음 계면조 음계

92) 판소리와 산조에서는 악조(선법)와 조(調, key)를 별다르게 구분하지 않고 ‘조’라는 용
어를 사용해왔으며, ‘조’는 선법이나 음계 구조와 같이 음조직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
는 ‘서름조’, ‘호걸조’, ‘애원성’처럼 분위기나 느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
다. 계면조는 판소리와 산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악조명은 본래 궁중음악에
서 사용하는 것인데, 조선 초기의 계면조는 ‘라’가 주음인 5음음계였다. 판소리와 산조
의 계면조가 ‘라’가 주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성음과 각 음의 기능 및 성질 등은 
남도민요의 육자배기토리와 같다. 즉, 판소리와 산조의 계면조는 남도지방 민요의 토리
와 구조가 같으며 궁중음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하행반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영
운, 앞의 책,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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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25]를 통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제115마디부터

제120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25]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농현 주법(제115-120마디)

위의 [악보 25]는 독주아쟁 악보로 d′음 농현이 주를 이루며 제118마

디에서는 농현을 하기 전에 f′음을 장2도의 간격으로 파도가 솟구치듯

빠르게 두 번 굴려서 농현까지 연결시키며 연이어 있는 농현 사이에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농현은 전통음악의 중요한 시김새 중 하나로 여운의 묘미를 나타내는

주법이다. 아쟁산조에서는 굵게 떨어주는 농현이 주를 이루며 음정의 폭

을 깊게 흔들어 표현한다. 산조아쟁의 소리는 인성(人聲)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슬프고 애절한 선율 속에서 굵은 농현을 통해 강렬한 호

소력을 자아낸다.

다음으로 [악보 26]을 통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제187마디부터

제192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26]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꺾는음(제187-192마디)

위의 [악보 26]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188마디, 제191마디, 제192마디

등에서 독주아쟁이 꾸밈음 b♭에서 a로 음정을 빠르게 변화시켜 민속악

주법인 꺾는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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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는음은 현을 눌러 음을 내고 급격히 반음 아래로 현을 놓아 표현하

는 민속악의 대표적인 주법으로 주로 애절함을 강조할 때 쓰이는 주법이

다. ‘음을 꺾는다’라고 표현하며 ‘∧’로 기보하거나 꾸밈음을 해당 음 앞

에 기보한다.93)

나) 비전통적 요소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원곡인 한일섭류 아쟁산조를 편곡하였기 때

문에 음계, 주법 등 많은 면에서 전통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는 서양음악의 장르인 협주곡 형식을 차용하였으나 독주아쟁 선율에서

만큼은 비전통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을 살펴본 결과, <한일섭류 산조협주곡>

은 추계예술학교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된 작품으로서 아쟁산조를 주제

로 한 작품이며 22도의 음역을 갖는다.

악기편성은 전형적인 전통음악의 관현합주편성이다. 악곡의 구조는 산

조의 악곡구조와 마찬가지로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등의 산조

장단이 단락 구분의 기준이 된다.

또한 산조의 계면조와 우조를 중심으로 산조에서 나타나는 민속악의

대표적인 주법인 농현과 꺾는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한일섭류 산조협주

곡>은 민속악 독주곡인 산조와 협주곡이라는 서양음악의 형식이 결합된

작품이기는 하나 많은 면에서 전통음악적 요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독주

아쟁에서 만큼은 비전통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93) 국립국악원, 창작국악의 이해와 활용–아쟁, 서울: 국립국악원, 2018,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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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총 451마디 중 독주아쟁만 나오는 부분은

총 44마디, 관현악만 나오는 부분은 총 100마디, 독주와 관현악의 합주부

분은 총 307마디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307마디의 합주부분을 분석대

상으로 하겠다.

1) 동일선율유형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일선율을 연주하

는 비율은 총 244마디로 전체의 79%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

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악보 27]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동일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27]은 <한일섭류 산조협주곡> 중 자진모리의 처음 4마디로, 편

성된 모든 악기가 독주아쟁과 같은 선율을 동시에 연주하고 있다. 관악

기군은 독주아쟁의 선율과 같은 음역대에서 연주하며 동일선율로 어우러

짐으로써 독주곡일 때와는 다른 강하고 힘있는 진행감을 보인다. 현악기

군은 동일선율의 리듬을 다소 단순화하고 꾸밈음을 생략하였으며 제369

마디에서 독주아쟁보다 한 옥타브 아래 음역에서 시작함으로써 자진모리

의 첫 시작을 힘차고 풍부하게 도와준다. 제370마디와 제372마디의 셋째

박과 넷째 박을 2+2+2 헤미올라 리듬으로 리듬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

주하였으며 특히 가야금은 헤미올라 리듬의 두 번째 박을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하·상행진행하여 단조로운 선율에 박진감을 더해준다. 거문고는

강박과 헤미올라 리듬의 첫 박에는 스르렁 주법(청을 긁어내는 주법)으

로 연주하여 리듬을 강조하고 있다. 대아쟁은 리듬을 단순화시켜 연주하

지만 골격음이 같고 헤미올라 리듬도 함께 연주하고 있으므로 동일선율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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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통합주곡인 시나위와 산조합주 등에서 나타나는 헤테로포니94)

적인 요소와 유사하다.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는 악기별 특수주법

을 활용하여 꾸밈음을 넣는 방식, 주선율의 본음을 리듬적으로 분할하는

방식, 인접한 음계 구성음을 본 음의 앞뒤로 상·하행 배치하여 꾸며주는

방식 등의 헤테로포니적 요소가 나타난다.

[악보 27]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동일선율유형(제369-372마디)

이와 같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는 악기군에 따라 리듬이나 시

김새가 조금씩 변주되었으나,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선율진행 방향이 동

일하게 나타나므로 유니즌을 통해 주선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각 악기군별로 동일한 음역대에서 연주하여 통일감을 더욱 강

94) 헤테로포니는 원시적인 단계의 다성성(多聲性)의 하나로 동일선율을 많은 인원수(대개
는 노래와 기악의 반주)로 동시에 연주할 경우, 어떤 성부가 변형이나 장식을 주기 위
해서 일시적으로 원(原)선율로부터 떠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생기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헤테로포니라 한다. 이 경우 본질적으로는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것이지만, 각 성부는 
다른 성부에 간섭됨이 없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폴리포니와는 달리 협화음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1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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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또한 [악보 27]과 같이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이 쓰여졌음

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통일감을 주고 있는 이유는 작곡자가 비슷한 음색

이나 음량을 가진 악기들을 전통적 관습에 따른 자연스러운 음역 안에서

연주되도록 하여 악기들간의 무리한 음역 설정이나 음향의 대비보다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이다.95)

2) 보조선율유형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며 관현악이

보조하는 부분은 51마디이다. 전체의 17%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28]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

의 리듬보조선율이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28]은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진양 제49마디부터 제54마디까

지의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이다. 제53-54마디에서 가야금·거문고·대아

쟁이 연주하는 ♪♩+♩♪ 리듬은 진양장단96)의 제5박, 제6박의 장구 리

듬형이며 이를 현악기가 함께 보조하고 있다.

특히 가야금처럼 골격음이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다가 제5박과 제6박에

서 리듬을 채우는 역할로 보조하는 것은 전통음악에서 주로 나타나는 연

주 방식으로, 동일선율과 보조선율이 혼합된 형태이다. 이를 통해 독주아

쟁 연주자가 장단을 기반으로 더욱 섬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선율에 활동성을 부여한다. 반면 제53마디에서는 관악기군이 상행선율을

95) 안현정, ｢국악 관현악 기법에 관한 연구: <합주곡 1번>·<들굿>·<산>을 중심으로｣, 서
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9-40쪽.

96) <진양장단>

    
    김청만 外, 한국의 장단, 서울: 민속원, 200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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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여 리듬과 음을 풍성하게 해주며 다음 선율과의 진행을 자연스럽

게 연결해주기 위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악보 28]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보조선율유형(제49-54마디)

다음으로 [악보 29]를 통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제213마디부터

제224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29]는 중모리 선율로 독주아쟁과 현악기군의 제213마디부터 제

224마디까지의 악보이다. 현악기군인 가야금·거문고·대아쟁은 주선율의

꾸밈음과 세세한 리듬을 생략하고 기준박인 4분음표 단위로 박절을 짚어

주는 리듬보조를 하고 있다. 주로 주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하지만 제215

마디 두 번째 박과 같이 음계 구성음 중 일부를 연주하기도 한다.

특히 제221마디부터는 첫 박에 등장하지 않고 독주아쟁의 첫 박을 돋

보이게 하거나, 반주악기끼리 서로 다른 박에 번갈아 등장하는 등의 구

성으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더불어 중모리장단97)의 제9박의 강세를

97) <중모리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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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장구의 리듬을 현악기가 함께 보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악보 29]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보조선율유형(제213-224마디)

다음으로 [악보 30]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화음보조선

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김청만, 앞의 책, 96쪽.



- 63 -

[악보 30]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보조선율유형(제67-72마디) 

위의 [악보 30]은 진양 제67마디부터 제72마디까지의 독주아쟁과 대

금·피리 악보이다. 제67마디부터 4마디에 걸쳐 대금이 2개의 파트로 나

누어 장 3도 간격의 화음을 연주하며 동시에 피리의 g음과 함께 G장3화

음의 안정적인 화성을 형성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이를 통해 독주아쟁

선율에 안정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단조로운 선율에서 음향적인 풍성함

을 부여한다.

3) 대위선율유형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대위선율은 총 12마디로 전체의 4%에 해당

하지만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기 위한 대위선율은 특

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곡의 다음 악구로 넘어가기 위한 경과

구98)에서 대위선율이 등장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 [악보

31]을 통해 살펴보겠다.

98) 경과구는 2개의 주요한 악구(선율선의 자연적인 구획을 말하며 언어에서는 문장에 해
당됨)나 부분을 연결하는 악구.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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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대위선율유형(제257-260마디)

위의 [악보 31]은 중모리장단으로 제257마디부터 제260마디까지의 독

주아쟁과 대금·해금·가야금 악보이다. 제260마디에서 주선율인 독주아쟁

의 선율은 g로 종지하고 있으나 가야금과 대금은 b
♭
-c′의 상행진행, 해

금은 꺾는음 등 독주아쟁과는 다른 선율진행을 보이며 이는 경과구에서

나타나는 대위선율로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상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 나타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

계에 따른 선율유형을 분석한 결과, 두 악기군의 합주부분인 총 307마디

중 동일선율유형은 79%(244마디), 보조선율유형은 17%(51마디), 대위선

율유형은 4%(12마디)로 나타났다.

동일선율유형은 79%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독주아

쟁과 대금·피리 등의 관악기군이 유니즌으로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양상

과 해금·가야금·거문고·대아쟁 등의 발현악기 및 찰현악기가 독주아쟁의

선율을 토대로 헤미올라 리듬을 활용하는 양상 등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단조로운 주선율을 다채롭게 하며 강조한다.

보조선율유형은 17%에 해당하며 가야금·거문고·대아쟁 등의 현악기군

이 시김새를 활용하여 헤테로포니적인 리듬으로 보조한다. 또한 가야금·

거문고가 장구와 함께 장단 틀에 맞춰 리듬을 보조하며 이외에도 관악기

군인 대금과 피리가 3화음을 구성하여 음향적인 풍부함을 채워주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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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를 한다.

대위선율유형은 4%에 해당하며 주선율과의 대립을 위한 선율이 아닌

다음 악구로 넘어가기 위해, 경과구에서 대금·해금·가야금 등이 서로 상

이한 선율을 연주하여 악구를 연결해주는 보조적인 성향의 대위선율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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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1기는 최초의 아쟁협주곡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가 발표

된 1968년부터 1999년까지로 모두 5곡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30여 년이

라는 긴 시간에 비해 작품창작이 많지 않은 시기이며 여타 국악기 협주

곡에 비하여 작품수도 소량이다. 이는 ‘아쟁협주곡’이라는 장르가 새롭게

생성된 시기로 ‘아쟁협주곡의 태동기’라 할 수 있으며 독주아쟁의 역량이

확연히 드러나는 산조협주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배경은 당시의 민

속악, 특히 산조의 성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후반에는 기악독주곡인 ‘산조’와 그것을 소재로 산조합주, 관

현악곡, 협주곡 등 여러 형태의 작품들이 다수 연주되었다. 1980년에 국

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생김으로써 민속악의 연주기반이 확장되었고 아쟁

산조를 비롯한 여타 산조가 전통음악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된

것에 기인하였다. 이는 산조가 갖는 독보적인 음악적 내용과 연주법으로

인해 연주자 자신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민속악의 흐름과 더불어,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민속악을 관현

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관현악과 여러 유파의 산조들이 협주곡으로 재탄생되었고 아쟁협주곡 또

한 그 흐름을 같이하여 1968년에는 최초의 아쟁협주곡이, 1988년에 산조

를 주제로 한 아쟁협주곡이 처음 등장하였다.

제1기 아쟁협주곡 중 <낙조>와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의 악곡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기편성은 전통음악의 관현합주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낙조>는 가야금·거문고·공후·해금·대해금·대아쟁·당적·대

금·피리·장구·북,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가야금·거문고·대아쟁·대금·

피리·해금·장구·큰북이 편성된다. 이와 같이 두 작품은 전통관현합주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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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낙조>에서는 개량된 공후와 대해금의 편

성을 시도함으로써 저음역을 보강하여 풍부한 음향을 구사한다.

둘째, 악곡구조는 <낙조>와 <한일섭류 산조협주곡> 모두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락이 전통장단의 빠르기에 따라 분류됨으로써 제1

기에는 장단이 단순히 음악적 소재로 쓰인 것을 넘어 악곡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독주악기의 역량을 과시하는 카덴자는 작품

중간에 한 번 연주된다.

셋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음계는 <낙조>

에서 메나리토리와 진경토리가 사용되고,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

계면조와 우조를 기반으로 곡이 전개되는 등 전통음계가 적극적으로 활

용된다.

장단은 <낙조>에서 굿거리·잦은타령·중중모리·중모리·세마치장단, <한

일섭류 산조협주곡>에서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장단 등 다양한

전통장단이 사용되며, 그 장단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악곡구조의 기

반이 된다.

독주아쟁 주법은 농현, 꺾기 등 전통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특히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산조 선율을 그대로 차용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주법만 나타난다.

비전통적 요소로는 <낙조>에서 반음계 및 유반음 5음음계를 사용한

다. 독주아쟁 주법은 중음주법, 트레몰로,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 등

비전통적 주법들을 사용하였지만 그 빈도는 높지 않다. 반면 <한일섭류

산조협주곡>은 민속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관현악과의 협주곡으로 재구

성한 작품으로써 독주아쟁 선율에서는 비전통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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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1기에 발표된 <낙조>와 <한일섭류 아쟁산조>를 중심으

로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

에는 동일선율(76%) > 보조선율(19%) > 대위선율(5%)로 동일선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

1]과 같다.

[도표 1] 독주아쟁에 따른 관현악의 선율유형(제1기)

제1기는 동일선율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작품의 통일감을 형성

한다. 먼저 독주아쟁의 선율과 음량이 큰 관악기군의 유니즌 연주를 통

해 확장된 음량 및 음향으로 독주아쟁의 선율을 더욱더 강조하며 찰현악

기군을 통해 카논과 유사한 선율진행 및 헤미올라 리듬진행을 응용함으

로써 주선율을 강조하고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조선율유형에서는 헤테로포니적인 보조선율이 나타나며 이는 주선율

을 변형한 선율이지만 조화를 이룸으로써 주선율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현악기의 리듬보조와 관악기의 화음보조를 통해 역동적인 리듬감과 풍부

한 음향을 부여한다. 또한 현악기가 장구 장단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

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독주아쟁 연주자가 장단을 기반으로 더욱 섬세하

게 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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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선율유형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며 두 악기군이 서로 독립적인 선

율을 연주하여 대립을 나타내는 대위선율이 아닌 경과구에서 악구와 악

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성향으로 작품에서 미미하게 나타난

다.

위와 같이 제1기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선율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작품명 유형 내용 악기

낙조

동일선율
유니즌 선율진행 관악기

카논과 유사한 선율진행 찰현악기

보조선율
3소박, 2소박 리듬진행 현악기

3화음 보조선율 관악기

대위선율 - -

한일섭류
산조협주곡

동일선율
유니즌 선율진행 관악기

헤미올라 리듬진행 현악기+찰현악기

보조선율
헤테로포니적 보조선율 현악기

장단 형태의 보조선율 현악기

대위선율 경과구적 대위선율 대금+해금+가야금

[표 8]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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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2기 ‘아쟁협주곡의 성장기’

제2기는 2000년부터 2011년에 해당하며 최초의 대아쟁 협주곡이 발표

된 시기이다. 소아쟁 협주곡 9곡, 대아쟁 협주곡 4곡으로 총 13곡이 발표

되었으며 10현 대아쟁 및 10현 소아쟁 협주곡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다. 제 2기는 표제음악이 주를 이루며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아쟁협

주곡의 성장기’이다.

1. 제2기 아쟁협주곡의 전개양상

제2기 아쟁협주곡의 중요한 특징은 악기개량이다. 악기개량에 대한 논

의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국악예술학교 국악연구소와 국립국악

원의 국악기개량연구회를 중심으로 악기개량이 이루어졌다.

먼저 국악예술학교 국악연구소는 1961년 12월 5일에 개소하였으며 국

악기의 음향 확대 및 화음의 연주가능 여부 등의 논의를 통해 국악관현

악 편성에 적합한 악기개량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된 악기들은

국악예술학교 국악관현악단 및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공연

에 편성되었다.99)

국립국악원은 1964년 10월 30일 국악기개량연구회를 설치하고 1989년

까지 4차례에 걸쳐 악기 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100) 이때 개량된 악기들

은 주로 음역 확대 및 규격화, 음량 증대 등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후, 개량 국악기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악기에 대한 이해와 국악에 대한

99) 설보라, 앞의 논문, 50-51쪽.
100) 국립국악원의 악기개량사업에서는 제1차는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는 1974년

부터 1975년까지, 제3차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제4차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이상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소장 개량악기 조사보고서
｣, 서울: 국립국악원, 2017, 1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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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다수의 국립국악원

창작 발표회, KBS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 편성되기도 하였다.101)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개량악기의 쓰임이 보다 더 부각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 및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음악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악기개량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해졌고, 개량된 악기

가 전통악기 이상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102)

특히 1990년대 국악기개량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국립국악

관현악단 창단연주회에서 소개된 북한과 중국의 개량악기들이다. 당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초대 단장이었던 박범훈은 북한 및 중국의 개량 전

통악기를 접하고, 한중일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창단 등을 통해 국악관현

악에 적합한 국악기 개량의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2현 가야금, 흑단대금, 30음의 연주가 가능한 개량 편종, 대아쟁 등이

개량되었다.103)

아쟁의 개량은 국악관현악에 적합한 음역 및 음향을 구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산조아쟁과 9현 대아쟁에 1현이 추가된 10

현 대아쟁과 10현 소아쟁이 제작되었다.104)

이전의 관현악에서는 산조아쟁과 정악아쟁을 사용하여 조현과 울림의

크기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산조아쟁과 9현 대아쟁은 개방현의 음정이

한정적이어서 일부 음을 눌러 연주해야 했으며 이는 불안정한 음정의 주

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울림통이 크지 않아 소리의 울림이 적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명주실로 제작된 기존의 아쟁과 달리 개량된 10현 대

아쟁과 10현 소아쟁은 나일론 줄에 명주실을 입힌 합성줄로 현의 재질을

바꾸고 줄 수도 늘렸다.105)

101) 국립국악원, 위의 책, 204-211쪽.
102) 윤중강, ｢10현 개량아쟁 및 전자가야금, 23현 가야금｣, 한국전통음악학, 3호, 서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2, 489쪽.
103) 설보라, 앞의 논문, 173-173쪽.
104) 10현 소아쟁과 10현 대아쟁은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함께 음역과 음량 확

대를 위해 개량되었다. 여미순, 앞의 논문, 18쪽.
105) 배문경, ｢10현 소아쟁의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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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쟁은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시도한 악기개량을 통해 기존

의 아쟁과 달리 현의 재질과 악기의 울림통이 국악관현악에 맞게 개량되

었다. 이를 통해 음역과 음량이 확장된 10현 대아쟁, 10현 소아쟁이 등장

하게 되며 2000년대에 이르러 이를 위한 협주곡들이 등장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2기에 발표된 아쟁협주곡을 살펴보겠다. 먼저 소아쟁 협주

곡의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연도 작품명 작곡자 초연자 연주 악기

2005 아쟁협주곡 1번 이경섭 이문수 영동난계 10현 소아쟁

2007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
김선제 
편곡

이태백 광주시립 산조아쟁

2007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 조원행 최영훈 부산시립 10현 소아쟁

2007 아쟁협주곡 C단조 ‘은빛물결’ 오혁 이화연 중앙 10현 소아쟁

2007 아쟁협주곡 ‘Kyrie Eleison’ 김성기 김상훈 광주시립 산조아쟁

2009
백인영류 아쟁협주곡 

‘선(The Line)2’
김미림 
편곡

백인영 서울시 산조아쟁

2009 아쟁협주곡 ‘추상’ 이경섭 강애진 중앙 10현 소아쟁

2010 아쟁협주곡 ‘비’ 이경섭 박소율 국립 10현 소아쟁

2011
아쟁협주곡 

‘소정빙란(小亭憑襴)’
김현옥 진선경 광주시립 산조아쟁

[표 9] 제2기 소아쟁 협주곡 작품목록

위의 [표 9]와 같이 이경섭 작곡의 <아쟁협주곡 1번>은 2005년 난계

국악단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최초의 10현 소아쟁이 협주곡의 독주악

기로 사용되어 아쟁연주자 이문수와 난계국악단이 초연하였다.

김선제 편곡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은 2007년 광주시립

학위논문, 2007,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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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관현악단의 제45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편곡한

곡이며 아쟁연주자 이태백과 광주시립국악단이 초연하였다.

조원행 작곡의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聖) 2번’>은 2007년 제5회 부

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를 위해 위촉된 곡으로 아쟁연주자 최영훈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초연 당시에는 10현 소아쟁으로 연

주되었으나 2008년 아쟁연주자 김영길이 산조아쟁으로 연주한 이후로 현

재는 산조아쟁으로 주로 연주되고 있다.106)

오혁 작곡의 <아쟁협주곡 C단조 ‘은빛물결’>은 2007년 서울중앙관현

악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를 위해 위촉된 곡으로 10현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아쟁연주자 이화연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김성기 편곡의 <아쟁협주곡 ‘Kyrie Elesion’>은 본래 무반주 소아쟁

독주곡이었으나 2007년 광주시립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협주

곡으로 편곡되었다.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으로 아쟁연주자 김상훈과

광주시립국악단이 초연하였다.

김미림 편곡의 <백인영류 아쟁협주곡 ‘선(The Line2)’>은 2009년 서울

시국악관현악단 제299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백인영류 아쟁산조를 협주곡

으로 편곡한 작품이며 백인영 명인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이경섭 편곡의 <아쟁협주곡 ‘추상’>은 2009년 강애진과 중앙관현악단

의 연주로 초연되었으며 기존의 <해금협주곡 ‘추상’>이 독주아쟁을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되었다.

이경섭 작곡의 <아쟁협주곡 ‘비’>는 2010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젊은

예인을 위한 협주곡의 밤을 위해 위촉된 곡으로 10현 소아쟁을 위한 협

주곡이다. 아쟁연주자 박소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김현옥 작곡의 <아쟁협주곡 ‘소정빙란(小亭憑襴)’>은 2011년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제71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되었으며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다. 아쟁연주자 진선경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106) 김상훈, 앞의 논문,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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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에 대아쟁 협주곡은 총 4곡 발표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연도 작품명 작곡자 초연자 연주 악기

2000 대아쟁 협주곡 ‘천축’ 김만석 김도연 서울시 10현 대아쟁

2002
독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
김만석 정계종 국립국악원107) 10현 대아쟁

2006 아쟁협주곡 ‘소영(疎影)’ 황호준 김갑수 전북도립108) 10현 대아쟁

2009

아쟁, 국악관현악, 컴퓨터, 

실시간 영상을 위한 

다매체 협주곡 ‘제20번 

상주아리랑’

김용규 김용호 전주시립109) 10현 대아쟁

[표 10] 제2기 대아쟁 협주곡 작품목록

위의 [표 10]과 같이 김만석 작곡의 <대아쟁 협주곡 ‘천축’>은 10현

대아쟁을 위한 협주곡으로 2000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제236회 정기연

주회를 위해 위촉되었다. 이 곡은 최초의 대아쟁 협주곡으로 아쟁연주자

김도연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김만석 작곡의 <독주아쟁과 관현악 ‘정선기행’>은 2002년 한국음악창

작발표회에서 발표된 곡으로 10현 대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아쟁연주자

정계종과 국립국악원이 초연하였다.

황호준 작곡의 <아쟁협주곡 ‘소영(疎影)’>은 2006년 전북도립국악관현

악단 목요예술무대를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10현 대아쟁을 위한 협주곡

이며 아쟁연주자 김갑수와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107) 국립국악원은 1951년에 개원하여 창작악단이 창단하기 이전인 2004년까지 <한국음
악창작발표회>를 통하여 수많은 창작곡을 연주하였다. 정소희, 앞의 논문, 9쪽.

108) 전북도립국악원은 전주 소재로 1986년에 창단되었다.
109) 전주시립국악단은 전주 소재로 1997년에 창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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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작곡의 <아쟁, 국악관현악, 컴퓨터, 실시간 영상을 위한 다매체

협주곡 ‘제20번 상주아리랑’>은 2009년 전주시립국악단 제153회 정기연

주회를 위해 위촉된 작품으로 10현 대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다. 이 곡은

컴퓨터,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협주곡과 접목한 곡으로 다소 실험

적인 작품이며 아쟁연주자 김용호와 전주시립국악단이 초연하였다.

이상 제2기의 작품목록을 살펴본 결과, 제2기에는 10현 소아쟁과 10현

대아쟁이 개량됨에 따라 산조아쟁을 비롯하여 10현 대아쟁, 10현 소아쟁

을 위한 다양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개량된 아쟁은 추가된 현을 통해 2

옥타브 이상의 12반음과 미분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음 및 다양한 주법의 연주가 용이해짐으로써 독주악기로서 아쟁의 역

할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아쟁산조가 아닌 다른 주제의 선율로 전개되는 협주곡이 나타

났다. <아라성>, <은빛물결>, <비>, <소정빙란> 등 제목에서 드러나듯

자연현상을 통해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표제음악’110)이 등장하였다.

그 밖에도 기존에 발표되었던 창작국악 작품들을 아쟁협주곡으로 편곡

하는 경향111)이 나타났으며 컴퓨터와 영상 등 다른 매개체와의 결합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을 창작한 작곡가를 살펴보면, 전통음악 작곡가 이경섭, 김선제,

조원행, 오혁, 김만석, 황호준을 비롯하여 서양음악 작곡가 김성기, 김미

110) 표제음악은 곡의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과 대략의 줄거리가 암시 또는 설명되어 있어 
문학적·회화적·극적 내용을 지니는 음악으로서, 절대음악과 구별된다. 표제음악의 표제
는 거기에 첨부된 설명은 확실히 곡의 내용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말이 
그 음악의 궁극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회화나 문학에서 제재가 그대로 작품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며, 표제는 작고자의 창작에서 하나의 기록이 된 것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1573쪽.

111) 김성기 작곡의 <Kyrie eleison>은 동명의 아쟁 창작독주곡을 아쟁 협주곡으로 편곡
한 작품이며, 이경섭 작곡의 <아쟁협주곡 ‘추상’>은 <해금협주곡 ‘추상’>을 편곡한 작품
이다. 김상훈, 앞의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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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김현옥, 김용규가 아쟁협주곡을 발표하였다. 제1기에 비해 제2기 작

곡가 중 서양음악을 수학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27%의 비중을 차지하며

아쟁협주곡에서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

다.112)

초연자를 살펴보면, 이태백을 중심으로 이문수, 김상훈, 김용호, 강애

진, 허유성, 이화연 등 대학에서 아쟁을 전공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연주자들이 등장한다. 아쟁은 1986년 추계예술대학교에 최초로 전공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중앙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아쟁

전공이 차츰 개설되었다.

제2기는 교육기관에서 아쟁을 전공하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주자들이

전통기보법 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적 기법이 들어 있는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창작국악에서도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이다.

다음장에서는 <대아쟁 협주곡 ‘천축’>과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을 대상으로 고찰하겠다.

112) 제2기에 해당하는 11개의 작품(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으로의 편곡 2곡은 제외)중에
서 전통음악 작곡가의 작품은 8곡, 서양음악 작곡가의 작품은 3곡이다. 제1기는 서양음
악 작곡가의 작품이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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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만석 作 <대아쟁 협주곡 ‘천축’>

가. 작곡자

김만석(1965〜 )은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대학시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등 기성악단의 악보를 사보(寫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작곡가의 개성과 경향, 전통악기가

표현 할 수 있는 음역(音域)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이후 1990년에는 KBS국악관현악단의 단원으로 입단하여 기획과 홍보,

악보계와 총무 등 여러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2002년경 자신의 음악적

인 성장과 그의 취미인 여행을 위해 퇴사를 결정하였고, 이후 여행을 통

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만석의 작품 중에는 가야금독주곡 <정선>(1987), 실내악곡

<정선 Ⅱ>(2000), <가야금과 거문고에 의한 이중주 ‘정선Ⅲ’>(2001), 아

쟁협주곡 <정선기행>(2002) 등 강원도 지역의 정선을 테마로 한 작품이

많으며 이는 작곡가의 강원도 여행에 대한 애착과 관련이 있다.

김만석의 음악은 기교를 요구하거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소박하

고 우직한 것이 특징이며 독주악기로서 별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악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작곡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아쟁이나 태평소

등과 같은 주목받지 못했던 악기들을 위한 독주곡이나 협주곡을 쓰면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김만석은 작곡 뿐만 아니라 지휘를 겸한다. 처음에 지휘를 시작한 것

은 대학시절 사보를 했을 때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휘를 하면 다른 기성

작곡가의 작품을 사보를 할 때와 또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음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

다.113)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와 성남시립국악단 감독 및 상임

11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윤중강 글-젊은 예술가 시리즈(21) 작곡가 겸 지휘자 김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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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나. 악곡분석

1) 작품개관

<대아쟁 협주곡 ‘천축’>은 2000년 3월 22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236

회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곡으로 대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아쟁연주자

김도연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은 다

음과 같다.114)

  <대아쟁 협주곡 ‘천축’>은 인도 여행에서 감흥을 담아 작곡한 곡이다. 
시작음계를 re음계로 하여 전통음악의 느낌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느
낌은 오히려 서양음악에 익숙해진 우리 귀에는 동양적으로 들리는 듯하
다. 듀플(duple) 리듬과 트리플(triple) 리듬은 인도거리의 첫인상을 표현
한 것인데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아주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았다.

이와 같이 <천축>은 김만석이 아들과 함께 인도여행을 하면서 기록해

두었던 선율을 바탕으로 아쟁이 돋보이도록 창작한 작품이며 작곡한 계

기는 다음과 같다.

김만석은 1984년 중앙대학교에서 작곡 공부를 하던 중 제일 친한 벗이

었던 가야금 전공 김도연(現 KBS국악관현악단 아쟁연주자)이 그 당시

김일구 명인에게 아쟁을 배우게 되면서 김만석 또한 아쟁을 처음 접하였

다. 김도연과 같이 아쟁에 관한 작품이 많이 없으니 직접 곡을 작곡하고

문화예술  2월호, 2005, 110-114쪽.
114) <대아쟁 협주곡 ‘천축’>의 곡해설은 최연은의 석사논문 ｢독주아쟁과 국악관현악에 의

한 <천축> 분석연구｣를 참고하였다. 최연은, 앞의 논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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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아쟁협주곡 ‘천축’>

이 창작되었다.115)

당시 대아쟁은 국악관현악에서 빠질 수 없었지만, 베이스와 같은 역할

에만 그쳤으며 관현악에서 독자적으로 연주한다거나, 인상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이를 아쉽게 생각한 김만석은 2000년에

접어들며 대아쟁을 소재로 한 <천축>을 작곡했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제23회 정기연주회에서 직접 지휘를 하였으며 김도연이 초연하였다.116)

2) 악기편성

<천축>117)은 발현악기군에 가야금과 거문고, 찰현악기군에 대아쟁, 관

악기군에 대금·피리·해금, 타악기 군에 장고와 사물이 편성되어있다.

악기편성은 제1기에 발표된 작품들과 같이 전통관현합주편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축>에 편성된 대아쟁은 1995년 개량

된 10현 대아쟁이며, 특히 타악기에는 장구와 함께 사물이 편성되어 경

쾌한 리듬을 자아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악기군 편성악기

발현악기군 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 대아쟁

관악기군 대금, 피리, 해금

타악기군 장구, 사물

[표 11] <천축>의 악기편성

115)  2019년 5월 24일 김만석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11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의 글, 111쪽.
117) <대아쟁 협주곡 ‘천축’>은 <천축>으로 약하여 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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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곡구조

단악장으로 이루어진 <천축>은 총 262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

은 박자변화에 따라 크게 7개의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카덴자는 한

부분으로 E단락 중간에 포함된다.

A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34마디까지로 총 35마디이며 ♩=65 속도와

4/4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B단락은 제35마디부터 제98마디까지로 총 64마디이며 빠르기는 ♩

=70, 3/4박자이다. 제39마디부터는 중모리장단으로 연주하라는 표기가 되

어있으며 연주형태에 따라 2개의 작은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C단락은 제99마디부터 제137마디까지 총 37마디이며 빠르기는 ♩=100

으로 10/8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D단락은 제138마디부터 제176마디까지로 총 29마디이다. 빠르기는 ♩

=100으로 앞의 C단락과 같지만, 박자는 10/8박자+6/8박자+5/8박자 세 마

디를 한 단위로 박자구조가 반복되며, 연주형태에 따라 두 개의 소단락

으로 나뉜다.

E단락은 제177마디부터 제190마디까지 총 2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템포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단락은 카덴자가 포함된 부분이며

2개의 소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카덴자 부분은 제177마디부터 제180

마디까지로 총 4마디에 해당한다.

F단락은 제191마디부터 제236마디까지로 총 46마디이며 빠르기는 ꁜ

=75, 6/8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A′단락은 마지막 단락으로 제237마디부터 제262마디까지로 총 26마디

이며 A단락의 재현부이다. 이상 <천축>의 악곡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 81 -

악   장 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빠르기 출현박자

단악장

A단락 1-34 독주+관현악 ♩=65 4/4

B단락
35-42 관현악

♩=70 3/4
43-98 독주+관현악

C단락 99-137 독주+관현악 ♩=100 10/8

D단락
138-143 타악기

♩=100 10/8+6/8+5/8
144-176 독주+관현악

E단락
177-180 카덴자118)

♩=100 3/4
181-190 독주+현악기

F단락 191-236 독주+관현악 ꁜ=75 6/8

A′단락
237-248 관현악

♩=75 4/4
249-262 독주+관현악

[표 12] <천축>의 악곡구조

118) <천축>의 카덴자는 제177마디부터 4마디의 시작선율만을 제시해주며 그 뒤로는 약 
‘40초-50초의 길이만큼 앞뒤 선율이 연결되도록 자유연주하거나 부득이하면 악보대로 
그냥 연주’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E단락은 카덴자 선율이 총 4마디에 해당되며 시
작 선율만 제시되어 있을 뿐 악보에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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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적 특징

<천축>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통적 요소를 차용한 선율부

분과 비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선율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며 특

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천축>은 대아쟁으로 연주된 작품이다. 출현음을 살펴보면 최저음

EE♭을 시작으로 최고음 c까지 총 18개의 음이 출현하며 13도의 음역을

갖는다. 출현음을 정리하면 다음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천축>의 출현음 및 음역

위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천축>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10현 대아쟁의

제1현은 EE♭, 제2현은 FF, 제3현은 GG, 제4현은 BB♭, 제5현은 C, 제6현

은 E, 제7현은 F, 제8현은 G, 제9현은 B♭, 제10현은 c로 조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33]과 같다.

[악보 33] <천축>의 조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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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천축>에서 전통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악보 34]를 통해 <천축>의 제165마디부터

제167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34] <천축>의 메나리토리(제165-167마디)

위의 [악보 34]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FF, AA
♭
, BB

♭
, C, E

♭
음을 기반

으로 선율이 진행한다. 또한 제165마디에서는 ‘F-E-C’ 의 하행선율이 반

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F중심음 메나리토리의 구성음 및 ‘F(라)-E♭

(솔)-C(미)’ 하행선율진행과 같다. F중심음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은 C

(미)-E
♭
(솔)-F(라)-A

♭
(도′)-B

♭
(레′)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35]

와 같다.

[악보 35] <천축>의 F중심음 메나리토리 음계

다음으로 [악보 36]을 통해 <천축>의 제119마디부터 제129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36] <천축>의 메나리토리(제126-12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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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36]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FF, GG, BB♭, C, E♭음을 기반으

로 선율이 진행한다. 제126마디와 제128마디에서는 C와 GG의 4도 진행

과 127마디에서는 ‘F-E♭-C’ 하행선율이 나타나며 이는 C중심음 메나리

토리의 구성음 및 ‘F(레)-E♭(도)-C(라)’ 하행선율진행과 같다. C중심음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은 G(미)-B♭(솔)-C(라)-E♭(도′)-F(레′)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37]과 같다.

[악보 37] <천축>의 C중심음 메나리토리 음계 

다음으로 [악보 38]을 통해 <천축>의 제91마디부터 제98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38] <천축>의 육자배기토리(제91-98마디)

위의 [악보 38]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C, D♮, E♭, F, G, B♭음을 기반으

로 선율이 진행한다. 또한 제92마디, 제94마디, 제96마디에서 나타나는 E

♭
(도′)-D

♮
(시)은 음정관계와 리듬형태를 고려해보았을 때 육자배기토리

에서 나타나는 꺾는음을 아쟁특유의 애절한 음색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제98마디에서는 C(라) 종지가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위의 [악

보 38]은 C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 및 선율진행과 유사하다.

육자배기토리119)는 전라도 및 충청도, 경상남도 일부에서 많이 보이는

119) 육자배기토리는 선율이 상행할 때와 하행할 때의 구성음 구조가 다르다. 상행 선율일 
때는 ‘미, 라, 도′(레′), 미′’의 4음음계이며, 하행 선율일 때는 ‘미′, (레′)도′, 시, 라, 미’의 
유반음 5음음계이다. 이 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하행선율에 등장하는 반음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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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로, 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인 <육자배기>와 음구조가 동일하여,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어법을 ‘육자배기토리’라고 한다. C중심음 육자

배기토리의 구성음은 G(미)-B♭(솔)-C(라)-D♮(시)-E♭(도′)-F(레′)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39]와 같다.

[악보 39] <천축>의 C중심음 육자배기토리 음계

다음으로 [악보 40]을 통해 <천축>의 제99마디부터 제102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40] <천축>의 엇모리장단(제99-102마디)

시’의 급격히 하행하는 선율은 대부분 ‘도′’에 강세가 있고 시로 꺾어 내리므로 이를 ‘꺾
는음’이라 한다. 반면에 최저음인 ‘미’는 굵고 폭넓게 떨기 때문에 이 음을 가리켜 ‘떠
는목’이라 하며, 종지음인 ‘라’는 떨거나 꺾지 않아서 이를 ‘평으로 내는목’이라 한다. 
육자배기토리에서는 떠는목인 ‘미’와 평으로 내는목인 ‘라’ 사이에 ‘솔’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김영운, 앞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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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40]은 <천축>의 관현악보이며 현악기군인 가야금·거문고·

대아쟁이 반복되는 3+2+3+2 리듬형을 연주하여 박절을 짚어주며 관악기

의 주선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현악기군의 3소박과 2소박의 혼합으

로 계속되는 긴장감은 작곡가가 작품해설에서 언급한 인도거리의 무질서

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엇모리장단과 유사하다.

엇모리장단은 3소박과 2소박이 결합된 10/8박자의 혼합박장단으로 엇

갈려 나아가며 몰아가는 장단이다. 이 장단의 음악은 절름거리는 느낌을

주며 생동감있는 리듬이 특징이다. 다음 [악보 41]을 통해 엇모리장단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악보 41] 엇모리장단

다음으로 [악보 42]를 통해 <천축>의 제147마디부터 제152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42] <천축>의 혼합박장단(147-15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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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42]는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악보로 10+6+5/8박자가 2번 반

복한다. 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3·2)+(3·2)+(3·3)+(3·2)로 구

성된 21/8의 혼합박이라고 할 수 있다. 10/8+6/8+5/8박자로 3마디 단위의

박자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칠채장단과 유사한 혼합박 장단이다.

칠채장단은 웃다리 풍물120)에 등장하는 꽹과리가락의 하나로 주로 행진

할 때 친다하여 길군악이라고 부르며 한 장단에 징을 일곱 번 연주하여

‘칠채’라고 한다. 칠채는 3소박과 2소박이 (3·2)+(3·2)+(3·3)+(3·2)+(3·2)+

(2·3)+(3·2)로 구성된 혼합 박자로, 8분의 36박자이며 씩씩한 느낌을 전

달한다.121) 다음 [악보 43]을 통해 칠채장단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악보 43] 칠채장단

나) 비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천축>에서 비전통적 요소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 [악보 44]를 통해 <천축>의 제105마디

부터 제108마디까지 살펴보겠다.

120) 경기도, 충청도 북부, 강원도 서부에 전승되는 농악을 웃다리 풍물이라 이른다. (중
략) 웃다리 풍물은 예로부터 안성, 평택, 청주, 이천, 천안 등지가 중심이 되었으며 쇠
가락과 판굿의 가림새가 분명한 것이 특색이다.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제27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2, 264쪽.

121) 국립국악원, 앞의 책,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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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천축>의 메나리토리+반음계 선율(제106-108마디)

위의 [악보 44]는 독주아쟁 악보이다. 제106마디와 제107마디에서는 앞

에서 살펴본 C중심음 메나리토리와 유사한 선율진행을 하고 있으며 제

108마디에서는 반음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통음계인 메나리토리와

반음계122)가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악보 45]를 통해 <천축>의 제215마디부터 제222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45] <천축>의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제215-222마디)

위의 [악보 45]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동시에 연주되는 두 음에 각각

L·H. arco(왼손, 아르코 주법), R·H. pizz(오른손, 피치카토 주법)로 표기

되어 있다. 그러나 [악보 45]에 표기된 이 주법은 일반적인 아르코·피치

카토 동시주법(R·H. arco, L·H. pizz)과는 달리 좌·우가 바뀌었다. 이는

L·H arco가 표기된 FF음이 제215마디부터 제225마디까지 동일음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왼손으로도 arco주법이 가능하다.123)

122) 반음계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음계를 일컫는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
전, 620쪽.

123)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은 오른손으로는 아르코 주법, 왼손으로는 피치카토 주법으
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천축>에서는 L.H(왼손) arco, R.H(오른손) pizz
로 연주하라는 표기가 되어있으나 R.H arco주법, L.H pizz주법으로 연주해도 무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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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아쟁을 위한 최초의 협주곡인 <천축>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

<천축>은 대아쟁을 위한 최초의 협주곡이며 13도의 음역을 갖는다.

악기편성은 전통관현합주편성과 유사하다. 악곡의 구조는 단악장 형식

으로 작곡자의 의도에 따른 박자와 빠르기 변화에 맞게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의 음계, 장단, 주법 등이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

나며 그 외에도 반음계를 활용하는 모습과 비전통적인 주법이 일부 나타

나고 있다.

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천축>은 총 262마디 중 독주아쟁만 연주하는 부분은 총 14마디, 관

현악만 연주하는 부분은 총 90마디, 독주와 관현악의 합주부분은 총 158

마디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158마디의 합주부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 동일선율유형

<천축>에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비율은 총 26

마디로 전체의 16%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악보 46]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동일선율이 잘 드

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46]은 독주아쟁의 선율을 피리가 한 옥타브 또는 두 옥타브 위

에서 동일하게 연주하는 부분이다. 대금과 해금은 골격음을 지속음으로

처리하거나 같은 리듬형의 동기를 반진행하는 방식으로 변주한다. 동일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의 구성은 피리·해금 → 대금·피리·해금 → 피리

→ 대금·해금으로 변화하며 독주아쟁과 각기 다른 다양한 음색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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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채로운 색채감을 조성한다.

[악보 46] <천축>의 동일선율유형(제157-16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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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선율유형

<천축>에서 보조선율은 총 112마디로 전체의 71%에 해당하며 특징적

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47]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

쟁과 관현악의 보조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47] <천축>의 보조선율유형(제213-22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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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47]은 독주아쟁과 관악기군의 악보이며 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독주아쟁이 보조하는 부분이다. 이는 제1기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던 기법으로 이전의 협주곡에서는 독주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관현

악이 그를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제2기에 접어들며 점차 관현악

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독주아쟁이 그를 보조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또한 제215마디에서 독주아쟁이 ff 로 전면에 드러나긴 하지만, 아르

코·피치카토 동시주법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며 8분음표로 구성된 연속 음

형을 반복 연주하여 선율 제시보다는 음색을 돋보이게 한다. 관현악에서

는 대금이 주선율을 연주하며 독주아쟁은 지속적인 8분음표의 형태로 리

듬을 분할한다. 특히 독주아쟁은 한 손으로는 변하지 않는 F음을 기(基)

음으로 지속적으로 연주하며 베이스 역할과 함께 주선율에 안정감을 부

여한다.

다음은 [악보 48]을 통해 <천축>의 제252마디부터 제262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48]은 악곡의 종지부분으로 독주아쟁과 현악기군의 악보이며 독

주아쟁의 선율을 현악기가 보조하고 있다. 특히 가야금은 5음음계 스케

일을 순차적으로 상·하행하는 셋잇단 음표로 이루어진 아르페지오로 연

주한다. 가야금의 아르페지오 연주는 단조로운 독주아쟁의 선율에 역동

적인 리듬감과 화성감을 제시하며 거문고와 대아쟁은 중심박의 리듬감을

강조해주며 작품에 골격을 마련해주며 안정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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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천축>의 보조선율유형(제252-262마디)

3) 대위선율유형

<천축>에 나타나는 대위선율유형은 총 20마디로 전체의 13%에 해당

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악보 49]를 통해 악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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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대위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49] <천축>의 대위선율유형(제87-94마디)

위의 [악보 49]는 독주아쟁과 관악기군의 제87마디부터 제94마디까지

악보이며 독주아쟁과 관악기군이 상이한 선율을 독자적으로 연주함으로

써 독주아쟁과의 확연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관악기군이 독주아

쟁과 옥타브 이상의 음역으로 대립하며 음역의 차이로서 상이한 선율의

대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 <천축>에 나타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계에 따른 선율

유형을 분석한 결과, 두 악기군의 합주부분인 총 158마디 중 동일선율유

형은 16%(26마디), 보조선율유형은 71%(112마디), 대위선율유형은

13%(20마디)로 나타났다.

동일선율유형은 16%에 해당하며 독주아쟁과 피리가 유니즌의 동일선

율을 연주하는 양상 및 대금과 해금 등의 관악기가 독주선율과 동일한

골격음을 연주하는 형태로 동일선율유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주제선

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1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경향이 나타난다.

보조선율유형은 71%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독주아

쟁이 주선율인 경우와 함께 관현악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독주아쟁이 이

를 보조하는 선율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1기에서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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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선율유형이며 대금이 주선율을 연주하면 독주아쟁이 아르코·피치

카토 주법을 통해 그중 아르코 주법으로는 주선율의 화음을, 피치카토

주법으로는 리듬을 보조한다. 반대로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면 가

야금·거문고·대아쟁 등의 현악기군이 리듬 및 화음을 보조한다.

대위선율유형은 13%에 해당하며 제1기에 비해 비교적 증가한 양상을

타낸다. 대금·피리·해금 등의 관악기군이 독주아쟁과 상이한 독립적인 선

율을 연주하며 두 악기군의 대립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선율의 구조가 비

교적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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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원행 作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

가. 작곡자

조원행(1968〜 )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고교 시절까지 청주에서 보

냈으며 어린 시절 우연히 국악기인 단소를 배우면서 전통음악에 매력을

느껴 국악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1987년 중앙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으로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다. 입학 후에는 전인평에게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작곡을 배웠으며 개인적으로 작곡가 박범훈의 음악을 선호하여 그의 영

향을 받아 본인의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대학교 졸업 후, 한국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이해를 높이고자

유학을 결심하여 1993년 뉴욕시립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된다. 미국에서

Noah Crashvisky와 뉴욕 필하모닉 부지휘자 Prof. Tanya Leon에게 사

사했다.

여러 창작국악관현악곡 및 협주곡을 작곡하였고 실내악곡, 창극, 뮤지

컬 등 다수의 작ㆍ편곡 및 음반프로듀서로 활동하였으며 ‘APEC 개최기

념 2011 한국문화 페스티벌’ 음악감독,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청년예

술단’ 음악감독,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1989년에는 ‘제29회 동아 국악콩쿠르 작곡상’, 1996년에는 미국음악학

회 주관 ‘I.S.A.M. 작곡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았다. 더불어, 2012년에는 ‘신악회 국악작곡대상 국악작곡상’

과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한양대

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124)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대지’>, <국악관현악을 위

124) 이선아, ｢조원행의 <진혼>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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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청’> 등의 관현악곡과 <해금협주곡 ‘상생(相生)’>과 <대금협주곡

‘타래’> 그리고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

번’> 등의 협주곡이 있다.

나. 악곡분석

1) 작품개관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은 2007년 9월 13일 제5회 부산 전

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를 위해 위촉된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관

현악 연주와 아쟁연주자 최영운이 초연하였다. 이 곡은 본래 10현 소아

쟁을 위해 작곡되었으나 아쟁연주자 김영길이 산조아쟁으로 연주한 이

후, 대부분의 아쟁연주자들 또한 산조아쟁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조아쟁이 10현 소아쟁 보다 역안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음

정의 폭이 넓고, 성음의 표현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 작품

에서 다수 등장하는 농현, 꺾는음 등 전통적인 주법을 구사하기에 적합

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125) 이 곡에 대해 작곡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

(記述)하였다.126)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은 해금협주곡 아라성에 이어 소아쟁
을 위한 협주곡 아라성 2번으로 작곡하였다. 바다의 소리, 그리고 바다
의 색채를 담은 역동적인 Intro를 시작으로 하여 소아쟁의 애잔한 음색

125) 산조아쟁은 개방현을 왼손으로 눌러 폭 넓은 농현, 전성과 퇴성을 통한 선율상 표현
을 극대화한다. 이에 현재는 산조 연주뿐만 아니라 창작음악의 독주악기로도 널리 활용
된다. 국립국악원,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아쟁｣, 서울: 국립국악원, 2018, 
272쪽.

126)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의 곡해설은 작곡가의 악보집 조원행의 concerto 
piece3 ‘아라聲(바다소리)二番’를 참고하였다. 조원행, 조원행의 concerto piece3 ‘아
라聲(바다소리)二番’, 서울: 혜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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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모리, 굿거리 그리고 헤미올라의 다이나믹한 리듬형태인 빠른 자진
모리로 마무리된다.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듯 평온한 소아쟁의 음색과 
강렬하게 폭풍우 치는 관현악이 대조적이며 변화무쌍한 바다, 더 나아가 
자연의 신비를 노래한 곡이다.

위와 같이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은 소아쟁의 애잔한 음색과

다이나믹한 관현악의 대조적인 변화와 조화를 통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또한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적인 작품으로 현재까지 많

은 아쟁연주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아쟁협주곡 중 한 곡이다.

2) 악기편성

<아라성>127)의 발현악기군에는 25현 가야금, 거문고와 찰현악기군에

는 해금·소아쟁·대아쟁이 편성되어있다. 관악기군에는 소금·대금·피리·대

피리가 편성되며 타악기군에는 chime bell·심벌·장고·모듬북이 편성되어

있다.

<아라성>의 악기편성에서는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25현 가야

금128)과 소아쟁 등이 추가되었으며 현악기군이 다양해졌다. 관악기 또한

소금과 대피리 등이 편성되었으며 대피리, 대아쟁 등이 표현하는 저음에

서부터 소금, 25현 가야금, 소아쟁 등이 나타내는 고음까지 음역이 확장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127)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은 <아라성>으로 약하여 기재하겠다.
128) 25현 가야금은 1994년에 가야금 연주가 김일륜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992년 대만의 

웅벌모에게 쟁을 배우고, 김성삼에세 23현 연변 가야금을 배우면서 25현 가야금을 조정
삼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정길선, 앞의 논문,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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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군 편성악기

발현악기군 25현 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 해금, 소아쟁, 대아쟁

관악기군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타악기군 chime bell,  목탁, 키, 징, 심벌, 장고, 모듬북

[표 13] <아라성>의 악기편성

3) 악곡구조

<아라성>은 단악장 구성이며 총 294마디로 되어있다. 빠르기 변화와

카덴자의 유무에 따라 크게 5단락으로 분류되며 총 3번의 카덴자가 등장

한다. 각 단락은 연주형태와 출현박자의 변화에 따라 11개의 소단락으로

세분할 수 있다.

A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52마디까지로 총 53마디이며 빠르기는 ♩=72

이다. 박자변화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1마디부터

제29마디까지는 4/4박자, 제30마디부터 제52마디까지는 ‘카덴자 Ⅰ’부분

으로 4/4박자와 3/4박자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B단락은 제53마디부터 제152마디까지로 총 100마디이며 모두 3/4박자

로 구성되어 있다. 빠르기 변화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

며 제53마디부터 제56마디까지는 ♩=56, 제57마디부터 제123마디까지는

♩=68(중모리 풍으로), 제124마디부터 제152마디까지는 ‘카덴자 Ⅱ’부분

으로 ♩=60 이다.

C단락은 제153마디부터 제186마디까지 총 34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ꁜ=48, 12/8박자로 ‘중중모리 풍으로’라는 표기가 있다.

D단락은 제187마디부터 제266마디까지 총 80마디로 단악장 형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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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빠르기와 박자변화에 따라 2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87마디부터 제246마디까지는 ꁜ=120, 12/8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47마디부터 제266마디까지는 ‘카덴자 Ⅲ’ 부분으로 빠르기는 ꁜ=32, 6/8

박자로 ‘느리게’ 라는 표기가 제시되어 있다.

E단락은 제267마디부터 제294마디까지 총 2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ꁜ=120, 12/8박자이다.

<아라성>은 이전의 아쟁협주곡과는 달리 카덴자가 작품에 한 번 등장

하는 것이 아니라 A·B·D단락의 중간 부분에 삽입되어 있으며 카덴자의

비중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아라성>의 악곡구조

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악   장 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빠르기 출현박자

단악장

A단락

1-29 관현악

♩=72

4/4

30-45

카덴자 Ⅰ

4/3

46-47 4/4

48-52 3/4

B단락

53-56 독주+관현악 ♩=56 3/4

57-123 독주+관현악
♩=68

(중모리 풍으로)
3/4

124-152 카덴자 Ⅱ ♩=60 3/4

C단락 153-186 독주+관현악 ꁜ=48
(중중모리 풍으로)

12/8

D단락

187-246 독주+관현악 ꁜ=120 12/8

247-266 카덴자 Ⅲ
ꁜ=32
(느리게)

6/8

E단락 267-294 독주+관현악 ꁜ=120 12/8

[표 14] <아라성>의 악곡구조



- 101 -

4) 음악적 특징

<아라성>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통적 요소를 차용한 선율

부분과 비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선율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악곡분석에 앞서 출현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라성>은 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A단락과 B단락은 E♭조, C단락·D단락·E단락은 A♭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악보 50]을 통해 E♭조의 출현음을 살펴보겠다.

[악보 50] <아라성>의 E♭조 출현음 및 음역

위의 [악보 50]과 같이 <아라성>의 E♭조에서는 최저음 G를 시작으로

최고음 g′까지 총 14개의 음이 출현하며 15도의 음역을 갖는다.

다음으로 [악보 51]을 통해 <아라성>의 A
♭
조 출현음을 살펴보겠다.

[악보 51] <아라성>의 A♭조 출현음 및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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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라성>의 A♭조에서는 최저음 G를 시작으로 최고음 f′까

지 총 15개의 음이 출현하며 14도의 음역을 갖는다.

<아라성>은 10현 소아쟁을 위한 작품이며 현재는 주로 산조아쟁으로

연주한다. 본고에서는 10현 소아쟁과 산조아쟁의 조현법 2가지를 모두

살펴보겠다.

먼저 10현 소아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제1현은 E♭, 제2현은 F, 제3

현은 G, 제4현은 B
♭
, 제5현은 c, 제6현은 e

♭
, 제7현은 f′, 제8현은 g′, 제

9현은 b♭′, 제10현은 c′로 조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52]와 같

다.

[악보 52] <아라성>의 조현법(10현 소아쟁)

또한 산조아쟁으로 연주할 경우에는 제1현은 GG, 제2현은 C, 제3현은

D, 제4현은 G, 5현은 c, 제6현은 d, 제7현은 g, 제8현은 c′로 조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53]과 같다.

[악보 53] <아라성>의 조현법(산조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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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아라성>에서 전통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54]를 통해 <아라성>의 제97마디부터

제104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54] <아라성>의 육자배기토리(제97-104마디)

위의 [악보 54]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g, c′, d′, e♭′음을 기반으로 선율

이 진행한다. 제97마디와 제99마디, 제103마디에서 ‘도′(e♭′)-시(d′)’ 음

정관계의 선율진행이 나타나며 이는 C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 및

선율진행과 유사하다. 불규칙한 리듬 분할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리듬 분할로 인해 빠르게 흘러가는 작품의 전개 속에서 민속악

시김새인 꺾는음이 등장하여 창작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요소

를 확인할 수 있다. C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은 g(미)-b♭(솔)-c′

(라)-d′(시)-e
♭
′(도)-f′(레)이며 다음 [악보 55]와 같다.

[악보 55] <아라성>의 C중심음 육자배기토리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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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56]을 통해 <아라성>의 제177마디부터 제186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56] <아라성>의 육자배기토리(제177-186마디)

위의 [악보 56]은 독주아쟁과 관악기군의 악보이다. 독주아쟁 선율은

c, f, g, a♭, b♭ 음을 기반으로 선율이 진행하며 ① c′-f′의 4도 진행, 지

속해서 등장하는 중심음 f′와 ② ‘a♭′-g′’의 꺾는음을 통해 F중심음 육

자배기토리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라성에서는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진행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육자배기토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꺾는음에 연이어 중심음이

등장하여 긴장감이 해소되도록 하는 반면 아라성에서는 제180마디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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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마디에서 ③ ‘a♭′-g′’의 꺾는음에서 바로 떠는음(c′)으로 하행하며

중심음(f′)의 등장을 지연시켜 긴장감을 유지한다.

또한 제182마디에서는 소금이 중심음 ④ f′(라)에서 바로 g′(시)로 이

어 연주한다. 원래 육자배기토리에서는 대부분 f′(라)와 g′(시) 사이에

꺾는 윗음인 a′(도)가 선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f′-g′선율은 육자배기

토리 내에서 선율진행에 변화를 주어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장2도

관계의 선율진행을 통해 악곡 내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위의 [악보 56]에서 나타나는 F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은 c′

(미)-e♭′(솔)-f′(라)-g′(시)-a♭′(도′)-b♭′(레′)이며 다음 [악보 57]과 같

다.

[악보 57] <아라성>의 F중심음 육자배기토리 음계

다음으로 [악보 58]을 통해 <아라성>의 제229마디부터 제232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58] <아라성>의 꺾는음 및 농현 주법(제229-23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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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58]은 독주아쟁과 관악기군의 악보이며 제229마디의 g음과

제232마디 관악기군의 g음에 ‘ ’ 농현 표시가 되어있다. g음은 C중

심음 육자배기토리 구성음 중 떠는음으로서 산조의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폭이 넓은 농현으로 연주한다. 제232마디에는 d′음 앞에 e♭′의 꾸밈음이

출현하며 이는 육자배기토리 중 꺾는음(e♭-d)에 해당한다. g와 c′중심

의 선율진행 속에서 꺾는음을 사용함으로써 아쟁 특유의 한(恨)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아라성>은 본래 10현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으로 발표되었으나 근래

에는 주로 산조아쟁으로 연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곡에 사용된 농현과

꺾는음 등의 민속악 주법을 구사함에 있어, 산조아쟁이 비교적 깊고 다

양한 음정 폭 및 성음의 표현이 자유롭다는 점으로 인해 10현 소아쟁보

다 선호되고 있다.

나) 비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아라성>에서 비전통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59]를 통해 <아라성>의 제133마디

부터 제147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59] <아라성>의 피치카토 주법(제133-14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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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59]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아쟁을 활로 연주하는 것이 아닌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129) 제136마디부터 4마디에 걸쳐

기음(基音) G를 중심으로 c-e♭-f-g로 점차 음의 간격이 넓어지고 다이

나믹 또한 mp부터 f 까지 점점 세기가 커지면서 긴장감이 조성된다. 마

찬가지로 제140마디부터 제142마디까지에서도 3마디에 걸쳐 기음(基音)

c를 중심으로 e-f-g로 점차 음의 간격의 격차와 함께 다이나믹 또한 점

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제141마디에서는 기음(基音)을 c 대신 B
♮
로 하여 불안함을 증대

시킨다. 더불어 마지막 부분인 제145마디부터 제147마디까지는 피치카토

주법으로서 글리산도 주법을 연주하여 활을 통해 글리산도 주법을 연주

하는 것과는 달리, 보다 명확한 음정이 표현되며 음의 여운이 길게 잔재

한다.

다음으로 [악보 60]을 통해 <아라성>의 제197마디부터 제210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60] <아라성>의 마르카토 주법(제197-210마디)

129) 피치카토 주법은 전통주법과 비전통적인 주법 중 어떠한 주법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전통음악 연주보다 창작음악 연주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주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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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0]은 독주아쟁 악보로 <아라성>에서 속도가 =120로 빠

른 부분이다. 제197마디, 제198마디, 제201마디, 제202마디, 제208마디, 제

209마디, 제210마디에는 ‘＞’ 표기가 되어있으며 이는 마르카토 주법130)

을 나타낸다. 마르카토 주법은 빠르고 강한 엑센트를 주어 연주하는 주

법으로 특히 제201마디, 제202마디와 같이 도약이 큰 두 음(f, c′)을 교

대로 빠르게 연주하려면 활을 짧고 굵게 사용하여 명확하면서도 음을 강

조할 수 있게 연주해야 한다.

다음으로 [악보 61]을 통해 <아라성>의 제257마디부터 제264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61] <아라성>의 글리산도 주법(제257-264마디)

위의 [악보 61]은 독주아쟁 악보로 제257마디, 제260마디와 제263마디,

제264마디에서 G와 g′사이를 상·하행의 글리산도 주법으로 연주하라는

표기가 되어있다. 글리산도 주법은 어떤 음높이에서 다른 음높이로 미끄

러지듯이 또는 연속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뜻한다.131) [악보 61]에 나타

난 G와 g′는 각각 제1현과 제8현의 개방음으로 그 사이의 개방현을 순

130) 마르카토(Marcato)의 유래는 hammer(망치로 두드리다)라는 동사어로 부터 기원했으
며 빠르게, 음의 형성이 분명하게, 세게, 분리된 활로, sfz와 비슷하게, 혹은 강한 엑센
트를 주어 연주할 것을 의미한다. 마르카토 주법은 흔히 활의 프로그쪽에서 연주되며 
활의 중간 지점에서 잘 연주되기도 한다. 이 주법으로 연주할 때 음들 사이에 소리의 
단절이 일어나지만 마르카토에서는 활이 현을 떠나서는 안 되며 모든 활의 시작 부분마
다 강한 엑센트를 동반한다. Samuel Adler 저, 윤상현 역, 앞의 책, 29쪽.

131)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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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빠르게 마찰 시켜 연주함으로써 이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

다.

특히 아쟁은 활을 여러 현에 연속적으로 마찰시켜 연주할 수 있으므

로, 여러 음이 빠르게 겹쳐진다. 이때 특정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음 앞

에 선행하여 연주할 수 있으며 악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상 <아라성>의 악곡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라성>은 10현 소아쟁

을 위한 협주곡이며 15도의 음역을 갖는다.

악기편성은 전통관현합주편성과 달리 25현 가야금, 소아쟁, 대피리, 소

금 등이 추가되어 관현악의 음역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곡

의 구조는 단악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축>과 마찬가지로 작곡

자의 의도에 따른 박자와 빠르기 변화에 따라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음계, 장단, 전통주법 등이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

나며 그 외에도 피치카토, 마르카토, 글리산도 등의 비전통적인 주법이

일부 사용되었다.

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아라성>은 총 294마디 중 독주아쟁만 나오는 부분은 총 75마디, 관

현악만 나오는 부분은 총 73마디, 독주와 관현악의 합주부분은 총 150마

디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150마디의 합주부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 동일선율유형

<아라성>에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비율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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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마디로 13%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악보 62]를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동일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62] <아라성>의 동일선율유형(제121-123마디)

위의 [악보 62]는 제121마디부터 123마디까지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

이다. 제1기에서 주선율의 진행 과정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선

율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아라성>에서는 종지구에서 통일감을 형성

하기 위해 짧게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악보 62]는 단락을 마무리하는 종지구 부분으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유니즌 선율로 연주하며 피리, 해금이 성부를 나누어 각각 6도, 3도의 화

음을 연주한다. 더불어 가야금은 c음의 단 3화음을 연주하여 음향적으로

풍성한 느낌을 자아내며 곡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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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선율유형

<아라성>에서 보조선율은 총 122마디로 전체의 81%에 해당하며 특징

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63]을 통해 악곡 중 독주

아쟁과 관현악의 보조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63] <아라성>의 보조선율유형(제237-246마디)

위의 [악보 63]은 제237마디부터 제246마디까지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악보이며 관현악이 주선율로 음악을 전개하고 독주아쟁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관악기군인 소금·대금·피리와 찰현악기인 해금이

꺾는음과 농현 등의 전통 시김새를 포함한 주선율을 연주하며, 제237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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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부터 제239마디까지 독주아쟁은 주선율을 화음보조한다.

독주아쟁은 주선율이 제시한 골격음 c′-d′-c′에 대해 g′(완전5도)–

f′(단3도)-c(완전1도)를 지속음으로 연주하여 3화음의 구성음으로서 화

음을 보조한다. 제239마디에 들어서는 주선율의 리듬을 잘게 분할되며

선율의 진행을 역동적으로 보조한다.

다음으로 [악보 64]를 통해 <아라성>의 제229마디부터 제232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64] <아라성>의 보조선율유형(제229-23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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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64]는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악보이며 [악보 63]과는 달리

독주아쟁이 주선율로 음악을 전개하고 관현악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관악기군에서 소금·대금·피리는 주선율의 골격음과 동일

하거나 장3도 위·아래 음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화음보조를 하고 있다. 3

화음의 화성변화를 토대로 진행되며 각 마디에서 C장3화음→e단3화음→

C장3화음→G장3화음으로 변화한다. 대피리는 이러한 3화음의 공통음인

G를 4마디에 걸쳐 지속 연주하며 저음역에서 화음의 중심을 잡아준다.

현악기군에서 가야금․거문고의 발현악기군은 매 박절을 짚어주는 방

식으로 보조하고 있다. 특히 가야금은 왼손은 근음, 오른손은 3화음의 코

드를 연주하는 방식의 반주 패턴이 주를 이루며 리듬에 안정성을 부여한

다. 해금․소아쟁․대아쟁의 찰현악기군은 구간마다 역할을 달리하여 관

악기군처럼 지속음으로 보조하기도, 발현악기군처럼 박절마다 연주하기

도 하며 전체 패시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아라성>에서는 관현악이 3화음을 중심으로 보조선율을 활

용하고 있으며 곡 전체에서 호모포니적132) 보조선율이 주를 이룬다.

3) 대위선율유형

<아라성>에 나타나는 대위선율유형은 총 8마디로 전체의 6%에 해당

하며 비중이 매우 작다.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다음

[악보 65]를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대위선율이 드러나는 부

분을 살펴보겠다.

132) 호모포니는 어떤 한 성부가 주선율(主旋律)을 담당하고 다른 성부는 그것을 화성적으
로 반주하는 음악형태 또는 음악양식을 말한다. 즉 폴리포니가 음악구성상 각 성부의 
수평적인 선율진행과 그것들의 결합을 존중하는 데 대하여 호모포니는 음악구성상 수직
적인 양상을 존중한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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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아라성>의 대위선율유형(제113-120마디)

위의 [악보 65]는 제113마디부터 제120마디까지의 독주아쟁과 관악기

군의 악보이며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소금·대금·피리·대피리·해

금이 하나의 대위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65]의 주선율과 대위선율은 독

자적으로 상이한 선율진행을 유지하나, 주선율이 지속음을 연주하거나

쉴 때는 대위선율이 리듬을 분할하고, 대위선율이 지속음을 연주하거나

쉴 때는 주선율이 리듬을 분할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시에 다른 선율을 연주하여 대립하는 양

상보다는, 두 악기군의 상이선율이 문답선율과 같이 시차를 두고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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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주하는데, 이때 리듬에 변화를 주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라성>에서 드러나는 대위선율유형은 독자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립과 조화를 함께 이루고 있다.

이상 <아라성>에 나타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계에 따른 선

율유형을 분석한 결과, 두 악기군의 합주부분인 총 150마디 중 동일선율

유형은 13%(20마디), 보조선율유형은 81%(122마디)이며 대위선율유형은

6%(8마디)로 나타났다.

동일선율유형은 13%에 해당하며 <천축>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곡의 종지감을 강화하기 위해 작품의 종지

부분에서 동일선율이 등장하며 관현악과 유니즌의 선율진행으로 동일선

율을 연주함으로써 곡의 종지를 강조하며 통일감을 조성한다.

보조선율유형은 81%에 해당하며 <천축>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한다. 독주아쟁이 주선율인 경우 뿐만 아니라, 관현악이 주선율

이며 독주아쟁이 이를 보조하는 선율 또한 나타난다. 소금·대금·피리 등

의 관악기군이 주선율을 연주하며 독주아쟁은 3화음의 호모포니적인 보

조선율을 연주한다. 반대로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소금·대금·피

리 등의 관악기군이 보조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3화음

의 호모포니적인 보조선율을 연주한다.

대위선율유형은 6%에 해당하며 일부분 등장한다. 한 악기군이 지속음

을 연주하면 다른 악기군이 역동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등 문답구조의 대

위선율을 통해 짜임새 있는 선율의 진행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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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2기는 아쟁협주곡이 다작(多作)된 시기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

여 년 동안 17곡이 창작되었고 아쟁협주곡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아쟁협주곡의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쟁의 개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에

서 시도된 악기개량을 통해 기존의 아쟁에서 음역과 음량이 확장된 10현

대아쟁, 10현 소아쟁이 등장하게 되며 2000년대에 이르러 이를 위한 협

주곡들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아쟁은 찰현악기로서 음을 지속하여 끌 수 있다는 특성

으로 선율을 담당하기 보다는 주요한 음을 지속함으로써 선율악기들이

숨을 쉬는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주로 맡았었다.133) 그러나 이 시기에

는 다양한 주법을 개발하여 악기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대아쟁의 역

할이 지속적으로 커졌다. 또한 대아쟁을 위한 독주곡 뿐만 아니라 최초

의 대아쟁 협주곡이 등장하며 독주악기로서의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

다.134)

제2기 아쟁협주곡 중 <천축>과 <아라성>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악기편성은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개량악기와 서양타악기가

일부 편성된 형태를 보인다. <천축>은 가야금·거문고·대금·피리·해금·장

구·사물의 전통악기와 개량악기인 대아쟁으로 편성을 이루고 있고, <아

라성>은 25현 가야금·거문고·해금·소아쟁·대아쟁·소금·대금·피리·대피리·

chime bell·심벌·장고·모듬북으로 편성된다.

133) 이건용, ｢다시 자연음향 공간에서 길을 찾는다｣, 2016 국악포럼 자연음향 공간에서
의 국악관현악, 서울: 국립국악원, 2017, 10쪽.

134) 최초의 대아쟁 독주곡은 1996년에 작곡된 원일의 <마음>이며 두 번째 작품으로는 
2000년에 작곡된 김만석의 <대아쟁 독주에 의한 ‘명상’>이다. 김상훈, 앞의 논문, 
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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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악곡구조는 제1기와 마찬가지로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제1기의 악곡이 장단과 단락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각 단락의

속도는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카덴자의 경우, <아

라성>은 카덴자가 곡의 후반부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총 3번 등장함으로써 독주아쟁의 역량을 강조한다.

셋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요소의

음계는 <천축>에서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를 사용하고, <아라성>에서

독주아쟁의 선율진행이 주로 육자배기토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장단

은 이전 시기와 달리 역할이 변화하였다. 제1기에서는 장단 자체를 통해

단락을 구분하여 곡 전체를 관통하는 반면 제2기에서는 장단이 악곡의

일부분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독주아쟁

의 주법은 <천축>의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한 부분에서 농현과 꺾는음을

사용하며 <아라성>에서도 농현과 꺾는음이 등장하는데, 육자배기토리가

곡의 전면에 사용된 만큼 그 등장 빈도가 높다.

비전통적 요소로는 <천축>에서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를 중심으로 하

면서도 반음계가 많이 활용되었다. 독주아쟁 주법은 두 곡에서 모두 중

음주법, 트레몰로,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 피치카토, 마르카토, 글리

산도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주법들이 나타난다. 제1기의 아쟁협주곡에서

보다 비전통적인 주법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활용 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2기에 발표된 <천축>과 <아라성>을 중심으로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2기에는 보조선율

(76%) > 동일선율(15%) > 대위선율(9%)로 보조선율이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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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독주아쟁에 따른 관현악의 선율유형(제2기) 

제2기는 보조선율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두 악기군의 조화를 중

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주아쟁이 주선율일 때 관현악이 보조하

는 선율유형이 주를 이루며 이와 반대로 관현악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독

주아쟁이 이를 보조하는 선율 또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관현악이 단지 독주아쟁을 보조하는 역할만이 아닌 주제 선

율을 연주함으로써 두 악기군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화음의 호모포니적인 보조선율을 중심으

로 화성감을 강조하며 독주아쟁의 선율이 부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이 제2기는 보조선율을 통해 주제선율에 적합한 리듬과 화성을

제시한다. 특히 관악기군은 화음의 지속음을 연주하여 음향적인 풍성함

을 형성하고 현악기는 박절을 짚어줌으로써 작품의 기본 틀을 마련하며

안정감을 구성한다.

반면 동일선율유형은 제1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곡의 전체적인 통일감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라성>에서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동일선율이 아닌 곡의 종지부분

에서 종지감을 확대해주기 위한 선율이 나타난다.

대위선율유형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독주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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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이 서로 상이한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대립의 양상을 통해 선율의

구조가 복잡해지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위와 같이 제2기의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선율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작품명 유형 내용 악기

천축

동일선율

유니즌 선율진행 피리

골격음 동일선율 대금+해금

헤테로포니적 동일선율 관현악

보조선율

관현악 주선율+독주아쟁 보조선율
발현악기+찰현악기

관악기

독주아쟁 주선율+관현악 보조선율
현악기+찰현악기

관악기

대위선율 대립선율 관악기

아라성

동일선율 유니즌 선율진행 피리

보조선율

관현악 주선율+독주아쟁 보조선율
발현악기+찰현악기

관악기

독주아쟁 주선율+관현악 보조선율
현악기+찰현악기

관악기

호모포니적 보조선율 관악기

대위선율 문답선율 관악기+찰현악기

[표 15]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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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3기 ‘아쟁협주곡의 실험기’

제3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로 소아쟁 협주곡만

총 8곡이 발표되었다. 제3기는 음향적 요소를 강조하는 시기로 아쟁에

적합한 새로운 음향을 찾기 위해 여러 주법이 시도되는 ‘아쟁협주곡의

실험기’이다.

1. 제3기 아쟁협주곡의 전개양상

제3기 창작국악에서는 갈래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들이 등장하였다. 서

양음악과의 접목은 물론 다양한 나라의 민속악기와 리듬을 사용하여 전

혀 다른 색채의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관현악 작품에도 서양악기가

혼합 편성되어 보다 색다른 소리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우

리음악의 전통성을 이어가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어 우리의 정신과 토

속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들도 많이 발표되었

다.135)

이러한 창작국악의 흐름과 같이 아쟁을 위한 창작작품도 세계음악계와

의 교류 및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참여가 많아지며 그 흐름을 같이 하였

다. 최근 아쟁이 외국에 소개되면서 외국 작곡가 또는 외국에서 활동하

는 한국인 작곡가들에 의해 아쟁 창작독주곡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아

쟁은 서양 악기들에 비해 연주형태의 독특함과 풍부한 음량 그리고 강렬

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연주기

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다.

135) 신동청, ｢현행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창작국악곡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9,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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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쟁 창작독주곡은 현재 서양음악을 전공한 작곡가들이 관

심을 갖기 시작하며 전통음악 작곡자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작곡가들

에 의해 작품이 발표되고 있다. 작품 내에서는 전통적인 연주법을 통해

아쟁고유의 음악색깔을 보존하려는 모습과 다양한 음향적 효과를 위해

새로운 연주기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제3기의 아쟁협주곡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살펴

보겠다.

다음으로 제3기에 발표된 아쟁협주곡을 살펴보겠다. 제3기에는 소아쟁

협주곡만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연도 작품명 작곡자 초연자 연주 악기

2012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이귀숙 최혜림 국립 산조아쟁

2012 아쟁협주곡 ‘여명(黎明)’ 박경훈 김상훈 서울시 산조아쟁

2013 아쟁협주곡 ‘그림자노래’ 박미향 최혜림 서울시 10현 소아쟁

2014 아쟁협주곡 ‘흰두루’ 이준호 이문수 KBS 10현 소아쟁

2016 아쟁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 강순미 김상훈 서울시 산조아쟁

2017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박병오 김참다운 KBS
12현 

소아쟁136)

2017
아쟁협주곡 

‘건너고, 건너고 또 다시 건너고’
김기영 진민진

국립부산
국악원

산조아쟁

2018 아쟁협주곡 ‘장단아래’ 이현주 김참다운 서울챔버 산조아쟁

[표 16] 제3기 소아쟁 협주곡 작품목록

136) 12현 소아쟁은 2004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악기를 담당했던 이건식의 제안으로 
제작되었으며, 10현 소아쟁에 저음역의 c와 고음역의 e♭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악기이
다. 김상훈, 앞의 논문,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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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6]과 같이 이귀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은 2012년 ARKO 창작음악제에 선정된 곡이며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다. 아쟁연주자 최혜림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박경훈 작곡의 <아쟁협주곡 ‘여명(黎明)’>은 2012년 서울시국악관현악

단 제317회 정기연주를 위해 위촉된 곡으로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이

다. 아쟁연주자 김상훈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2013년에는 박미향 편곡의 <아쟁협주곡 ‘그림자노래’>는 자신의 아쟁

독주곡 <그림자의 노래>를 10현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하였으

며 아쟁연주자 최혜림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이준호 작곡의 <아쟁협주곡 ‘흰두루’>는 KBS국악관현악단 제218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되었으며 10현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다. 아쟁

연주자 이문수와 KBS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강순미 작곡의 <아쟁협주곡 ‘세한, 그 푸르름’>은 2016년 ARKO 창작

음악제에 선정된 곡으로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아쟁연주자 김상훈

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하였다.

박병오 작곡의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은 2017년 ARKO 창작음

악제에 선정된 곡이며 최초의 12현 소아쟁 협주곡이다. 이 곡은 2016년

자신의 작곡 발표회 때 연주한 실내악 반주를 위한 협주곡 <소아쟁 협

주곡 ‘順 Ⅱ’>를 편곡한 작품이며 아쟁연주자 김참다운과 KBS국악관현

악단이 초연하였다.

김기영 작곡의 <아쟁협주곡 ‘건너고, 건너고 또 다시 건너고’>는 2017

년 국립부산국악원의 정기연주회를 위해 위촉된 곡으로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아쟁연주자 진민진과 부산국립국악원이 초연하였다.

이현주 작곡의 <아쟁협주곡 ‘장단아래’>는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으

로 국악관현악단이 아닌 서울챔버오케스트라와 아쟁연주자 김참다운이

초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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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3기의 작품목록을 살펴본 결과, 제3기에는 모두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만이 발표되었다. 그중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은 5곡, 10현 소아

쟁을 위한 협주곡은 2곡, 12현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은 1곡 발표되었으

며 산조아쟁을 위한 작품이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3기의 작곡가들은 10현, 12현 소아쟁 등의 개량 아쟁을

위한 협주곡보다 산조아쟁을 위한 작품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개량으로 추가된 현을 통해 음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쉬워

졌으나 아쟁특유의 음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산조아쟁으로 음을 눌

러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기에는 박경훈, 이준호, 박병오, 박미향 등 전통음악을 전공으

로 한 작곡자들과 더불어 이귀숙, 강순미, 김기영, 이현주와 같이 서양음

악을 전공으로 한 작곡자들의 작품이 다양하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서양음악 작곡가들과 전통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창작 비중이 50%로

동일하며 앞선 시기에 비해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7)

다음장에서는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과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을 대상으로 고찰하겠다.

137) 제3기 작품 8곡 중 전통음악 작곡가의 작품은 4곡, 서양음악 작곡가의 작품은 4곡이
다. 제1기는 서양음악 작곡가의 작품이 20%, 제2기는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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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귀숙 作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가. 작곡자

이귀숙(1964〜 )은 서울 출생으로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음악교육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이론 석사, 미국 Ohio University에서 작곡

석사와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작곡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6년 제28회부터 제30회까지 서울음악제에서 3회 연속 실내악 부분

공모에 입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2001년 제8회 안

익태 작곡상 대상과 같은 해에 한민족음악축전대상,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ARKO창작음악제 수상, 2013년에 대한민국작곡상 최우수상을 수상

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며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이귀숙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한국작곡가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

지려면 서양음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서양적인 기술과 접목하여 세계무대에 나간다면 이것은

분명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음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따라 그의 음악은 서양분야에서 국악분야로 전향하는 중요한 전

환점을 맞으면서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음색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실험과 도전을 하게 되었다.138)

대표적인 국악관현악작품으로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가을서곡’>, <국

악관현악을 위한 ‘청명’>,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국

악관현악을 위한 ‘1900년 파리, 그곳에 국악 그리고 2013’>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음악적 요소를 바탕으로 현대적 작곡기법과 전통

이 어우러진 작품을 발표하며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138) 홍수미, 앞의 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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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곡분석

1) 작품개관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은 2012년 11월 20일 한

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2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관현악

부문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아쟁연주자 최혜림

이 초연하였으며 곡해설은 다음과 같다.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은 조선 시대 문인화가 
이인상(1710-1769)의 그림 ‘와운’을 모티브로 작곡된 곡으로 처음 그림
을 보았을 때, 과격하게 느껴지는 구름과 그에 담긴 슬픔, 또한 용솟음
치는 듯한 화풍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후, 이인상의 삶을 찾아보고 작
품을 구상하였다. 그의 얼굴은 내면세계를 반추하며 깊은 주름에 담겨있
는 슬픔과 한, 그리고 그것을 격정적으로 나타낸 구름과 이인상이 사용
한 표현주의적인 필묵법을 통해 작품을 구체화 하였다.

위와 같이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은 조선 후기

의 문인화가 능호관 이인상의 작품 ‘와운(渦雲)’을 감상한 후, 그의 화풍

과 이귀숙이 느꼈던 감정을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으로 표현한 작품이

다. 이귀숙은 아쟁이 한국인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

한 악기라고 생각하였으며 문인화가 이인상의 내적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아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139)

139) 이귀숙은 한국의 전통악기로써 특히 한국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악기라 
생각했으며 산조아쟁을 ‘정(情)’이 담긴 악기라고 표현하였다. 산조아쟁의 매력은 농현
이라 하였으며 명주실에서 울리는 소리가 산조아쟁의 묘미라고 하였다. 2019년 5월 30
일 이귀숙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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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상의 작품 ‘와운(渦雲)’에는 발문(跋文)140)이 적혀있으며 그의 작품

과 발문(跋文)141), 그리고 해설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인상의 <와운(渦雲)>

2) 악기편성

<와운>142)의 타현악기군에는 양금, 발현악기군에는 가야금·거문고, 찰

현악기군에는 소아쟁·대아쟁·첼로·콘트라베이스가 편성된다. 관악기군에

는 소금·대금·피리·대피리·해금·태평소와 타악기군에는 징·정주(Bass)·자

바라·장고·방울·축·대고·모듬북·소리북·Suspended Cymbals·Wood

Blocks(large)·Shaker·Triangle(large)·Wind chime·Bass Drum·Claves 등

16개의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다.

<와운>의 악기편성에서는 전통악기편성과 양금이 구성되었으며 더불

어 찰현악기에는 소아쟁, 대아쟁과 함께 서양의 찰현악기 첼로와 콘트라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타악기와 여러 종

140) 발문의 사전적 의미는 책 끝에 본문(本文)의 내용의 대강이나 간행의 경위 ·날짜 ·저
자 기타 관계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141) 嶽 日夏 雨中 初臨子 畏紙霈墨敗 意業行詩 醉後作字 如毛雲 正  此幅也 一笑 元靈
書 변상섭, ｢변상섭의 에세이｣, 충남: 대전일보, 2015. 4. 2.

142)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은 <와운>으로 약하여 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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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서양타악기가 혼합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귀숙이 서양음악을 먼

저 수학한 작곡자로서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특성을 익히 잘 알고 있기

에 서양악기와 전통악기를 접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 [표 17]과 같다.

악기군 편성악기

타현악기군 양금

발현악기군 가야금, 거문고

찰현악기군 소아쟁, 대아쟁, 첼로, 콘트라베이스

관악기군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해금, 태평소

타악기군

전통타악기
징, 정주(Bass), 자바라, 장고,

방울, 축, 대고, 모듬북, 소리북,

서양타악기
 Suspended Cymbals, Wood Blocks(large), Shaker,
Triangle(large), Wind chime, Bass Drum, Claves

[표 17] <와운>의 악기편성

3) 악곡구조

<와운>은 작곡자의 제시에 따라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02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악장은 다시 8개의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조선후기 문인화가 이인상의 삶과 예술세계를 8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표

현한 작품이다.

제1악장은 A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마디부터 제66마디까지로

총 66마디이다. 4/4박자의 ♩=46 빠르기로 ‘슬픔을 머금고’ 라는 악상이

표기되어 있다. A단락은 연주형태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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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악장은 제67마디부터 제269마디까지 총 202마디로 5개의 단락으로

분류되며, 다시 연주형태에 따라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B단락은 제67마디부터 제133마디까지 총 67마디로 3/4박자, ♩=46 빠

르기이다.

C단락은 제134마디부터 제171마디까지로 총 38마디이며 연주형태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34마디부터 제164마디까지는

4/4박자, ♩=46 빠르기이며 제165마디부터 제171마디까지는 4/4박자, ♩

=60 빠르기이다.

D단락은 제172마디부터 제204마디까지로 총 33마디이며 4/4박자, ♩

=96 빠르기로 ‘비장하게’ 라는 악상이 표기되어 있다. 연주형태에 따라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E단락은 제205마디부터 제251마디까지로 총 47마디로 4/4박자, ♩=50

빠르기이다. ‘마음을 다잡고’라는 악상이 표기되어 있으며 연주형태에 따

라 2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D′단락은 제252마디부터 제269마디까지로 총 18마디로 4/4박자, ♩

=96 빠르기이며 연주형태에 따라 2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3악장은 A′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의 첫 부분 A단락을 재현

하는 부분이다. 제270마디부터 제295마디까지 총 26마디이며 4/4박자, ♩

=56 빠르기로 악보에는 ‘슬픔을 삼키며’라는 악상이 표기되어 있다.

제4악장은 F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96마디부터 제302마디까지

총 7마디로 박자는 4/4박자 제3악장과 동일하다. 속도는 ♩=46에서 ♩

=60으로 점차 빨라진다. 앞에서 살펴본 <와운>의 악곡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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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장 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빠르기 출현박자

제1악장 A단락

1-36 독주+관현악

♩=46

(슬픔을 머금고)
4/437-49 카덴자Ⅰ

50-66 독주+관현악

제2악장

B단락 67-133 독주+관현악 ♩=46 3/4

C단락

134-144 현악기+타악기
♩=43

4/4

145-164 독주+관현악

165-171 독주+관현악 ♩=60

D단락
172-183 현악기+타악기 ♩=96

(비장하게)
184-204 독주+관현악

E단락
205-220 현악기+타악기+대금 ♩=50

(마음을 다잡고)221-251 독주+관현악

D′단락
252-256 관현악

♩=96
257-269 독주+관현악

제3악장 A′단락 270-295 독주+관현악
♩=56

(슬픔을 삼키며)
4/4

제4악장 F단락 296-302 독주+관현악

♩=46 to ♩=60

(느리게 시작하여
빠르게 몰아치기)

4/4

[표 18] <와운>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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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적 특징

<와운>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통적 요소를 차용한 선율부

분과 비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선율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며 특

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악곡분석에 앞서 <와운>은 산조아쟁을 위한 작품이다. 출현음을 살펴

보면 최저음 GG를 시작으로 최고음 b♭′까지 총 18개의 음이 출현하였

으며 24도의 음역을 갖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66]과 같다.

[악보 66] <와운>의 출현음 및 음역

위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와운>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산조아쟁의 제1

현은 GG, 제2현은 C, 제3현은 D, 제4현은 G, 제5현은 c, 제6현은 d, 제7

현은 g, 제8현은 c′로 조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67]과 같다.

[악보 67] <와운>의 조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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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

겠다. 먼저 [악보 68]을 통해 <와운>의 제164마디부터 제171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68] <와운>의 육자배기토리(제164-171마디)

위의 [악보 68]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164마디에서는 GG에서 D로 음

을 올려가며 농현을 한 후, 제165마디에서는 b♭-a-g로 흘리며 육자배기

토리의 꺾는음과 같은 효과를 구사하고 있다. 제168마디에서는 다시 한

번 b♭에서 a로 음을 꺾고, 제170마디까지 b♭ 과 a 사이를 오가며 긴장과

불안정함을 유지하다가 제171마디에 이르러 중심음인 g에 안착하여 다

시 안정감을 되찾는다. 이는 G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 및 선율진

행을 활용한 것이다. G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은 d(미)-g(라)-b♭

( 시 ) -

a(도)이며 다음 [악보 69]와 같다.

[악보 69] <와운>의 G중심음 육자배기토리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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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70]을 통해 <와운>의 제28마디부터 제31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70] <와운>의 전성 주법(제28-31마디)

위의 [악보 70]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29마디와 제30마디에서 ‘ ’ 전

성 주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전성 주법은 개방현에서 해당 음까지 강

하게 현을 눌러 준 후, 바로 원 위치로 돌아오는 연주법으로, 특정 음을

강조하기 위한 주법이며 ‘음을 구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 번 구를

시에는 ‘ ’, 두 번 구를 시에는 ‘ ’, 세 번 구를 시에는 ‘ ’로 기보하기도

한다.143) [악보 70]의 제29마디에서 마지막 c음은 전성과 농현을 동시에

연주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c음을 두 번 구른 후, 농현으로 자연스럽

게 이어 연주하면 된다.

다음으로 [악보 71]을 통해 <와운>의 제55마디부터 제59마까지 살펴

보겠다.

[악보 71] <와운>의 농현 주법(제55-59마디)

위의 [악보 71]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56마디부터 제59마디까지는 굵

은 농현에서 점차 얇아지는 농현이 두 번 진행된다. 총 3마디에 걸쳐 굵

143) 국립국악원,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아쟁, 서울: 국립국악원, 2018, 2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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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작하여 얇게 농현하다 다시 굵게 연주하며 다시 한 번 얇은 농현으

로 마무리한다. 동시에 다이나믹을 통해서는 점점 여리게 연주하여 선율

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

다음으로 [악보 72]를 통해 <와운>의 제71마디부터 제75마까지 살펴

보겠다.

[악보 72] <와운>의 눌러내는 주법(제71-75마디)

위의 [악보 72]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눌러내는 주법인 ‘ ’ 와 ‘ ’ 표기

를 확인할 수 있다. 눌러내는 주법은 개방현으로 연주가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 의도적으로 음정을 눌러서 표현하는 역안(力按)법이다.144) 제71마

디의 첫번째 g음에 나타나는 ‘ ’는 역안(力按)으로 제6현 d음에서 눌러

g음을 표현하라는 뜻이며 두번째 g음의 ‘ ’는 다시 제7현의 개방현 g음

으로 연주하라는 뜻이다. 제71마디부터 제75마디까지 두 개의 화살표 표

시가 모두 g음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같은 음을 다른 주법으로

연주해야 한다. 역안법을 사용하는 음과 개방현을 사용하는 음은 음고는

같지만, 전자는 음색이 탁하지만 무게감 있는 소리를, 후자는 맑은 음색

과 함께 정확한 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아쟁산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법으로 다음 [악보 73]을 통해 살

펴보겠다.

144) 눌러내는 주법은 전통주법과 비전통적인 주법 중 어떠한 주법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특히 아쟁산조에 있어 눌러내는 주법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통주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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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자진모리(제21-28장단)

위의 [악보 73]은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자진모리 제21장단부터 제28

장단까지이며 제21장단, 제22장단, 제23장단, 제24장단, 제27장단에서 눌

러내는 주법인 ‘↓’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조아쟁 제8현에 c가

개방현으로 조현되어있으나 제7현의 G에서 음정을 눌러서 완전 4도 위

인 c음을 연주하라는 뜻이다.

제21장단을 살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이후의 음이 c

로 동일하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음에서는 눌러내는 주법으로 연주

해야 하며 다섯 번째 이후의 음은 개방현으로 연주해야 한다. 즉 c음으

로 음고는 같지만 음을 표현하는 주법이 다르게 함에 따라 음색의 차이

를 나타낸다.

나) 비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비전통적 요소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

하겠다. 먼저 [악보 74]를 통해 <와운>의 제1마디부터 제5마디까지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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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와운>의 오스티나토 형식(제1-5마디)

위의 [악보 74]는 제1마디부터 제5마디까지의 독주아쟁과 양금, 가야금

악보이며 <와운>의 도입부이다. 오스티나토145) 음형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부분으로 양금은 G-B♭-c-d의 두 마디에 걸친 동기를 연주하고 가

야금은 동일한 동기를 한 옥타브 아래에서 GG-BB
♭
-C-D로 연주하며

마지막 D를 얕게 농현한다.

제1마디부터 제10마디까지에 걸친 양금과 가야금의 이러한 반복음형

연주는 ‘와운(渦雲)’이라는 곡의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구름의 움직

임을 표현한 구간이며 독주아쟁이 등장하기 이전 악곡 도입부의 분위기

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독주악기의 특징적 색채에 의한 대조’146)를 특징으로 하는 음악

형식기법의 하나로 협주곡에서 흔히 등장하는 관현악기법이다. 도입부의

오스티나토 음형은 곡의 후반부 제271마디부터 제281마디 부분에 재현되

며 양금과 가야금이 아닌 독주악기가 연주한다.

145) 오스티나토는 악곡의 전체나 한 악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짧고 일정한 음형
을 뜻한다. 오스티나토의 효과는 반복되는 음들이 만들어내는 누진적인 자극성에서 기
인된다. 이것은 오스티나토가 동일한 음고에서 나타날 때 더욱 두드러지지만 어떤 악곡
에서는 음고나 성부에 격차를 두고 오스티나토가 나타나는 예도 볼 수 있다. 세광음악
출판사 편, 앞의 사전, 1126쪽.

146) Samuel Adler는 그의 저서 관현악 기법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많은 
작곡가들은 독주 악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채를 추구한다. 독주
파트가 시작되기 전 다른 악기의 파트로 먼저 시작함으로써 곡이 이미 시작된 후라도 
독주 악기의 소리는 신선하게 들린다”고 하였다. Samuel Adler 저, 윤상현 역, 앞의 
책, 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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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75]를 통해 <와운>의 제108마디부터 제109마디까지를

살펴보겠다.

[악보 75] <와운>의 글리산도 주법(제108-109마디)

위의 [악보 75]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108마디와 제109마디에서 글리

산도 주법이 2번 등장한다. 제108마디의 경우, GG-C-D-G-B♭-d-g-a 8

음을 빠르게 이어 연주해야 하며 제109마디는 마지막에 d′음까지 추가

하여 9음을 연이어 연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음을

표현해야 하는 글리산도의 경우 화음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강렬한 주법

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다음으로 [악보 76]을 통해 <와운>의 제85마디부터 제90마디까지를

살펴보겠다.

[악보 76] <와운>의 중음주법(제85-90마디)

위의 [악보 76]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89마디와 제90마디에서 중음주

법이 나타난다. F와 G, 4도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복적인 동음유

형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붙임줄과 꾸밈음 그리고 부점리듬의

활용으로 다채로운 리듬형태를 선보임으로써 같은 음의 반복선율이지만

작품에 진부함을 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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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와운>의 악곡분석을 진행한 결과, <와운>은 산조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24도의 음역을 갖는다.

악기편성은 전통관현합주편성과 달리 서양찰현악기와 서양타악기가 추

가되어 관현악의 저음역 확장과 새로운 음향이 시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곡의 구조는 기존의 아쟁협주곡과 달리 4악장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2기와 마찬가지로 작곡자의 의도에 따른 박자와 빠르기

변화에 맞게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음계, 전통주법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그 외에도 글리산도, 중음주법 등의 비전통적인 주법이 일부 나타났다.

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와운>은 총 302마디 중 독주아쟁만 나오는 부분은 25마디, 관현악만

나오는 부분은 79마디, 독주와 관현악의 합주부분은 198마디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198마디의 합주부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 동일선율유형

<와운>에서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비율은 총 12

마디로 전체의 6%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악보 77]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동일선율이 잘 드

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77]은 제111마디부터 제116마디까지 독주아쟁과 소아쟁·대아쟁

의 악보이다. 독주악기와 같은 찰현악기군인 대아쟁과 소아쟁이 독주아

쟁의 주선율을 변형시켜 헤테로포니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으로 유사

한 음색을 통해 독주아쟁의 음향을 풍부하게 보조하여 주선율을 돋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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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준다. 특히 같은 음색을 가진 악기들을 통해 독주아쟁의 선율이 전

면에 두드러지도록 동일한 선율을 배치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악보 77] <와운>의 동일선율유형(제111-116마디)

2) 보조선율유형

<와운>에서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관현악이 보조선율을 연주

하는 비율은 총 78마디로 전체의 39%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

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78]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보조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78]은 독주아쟁과 피리·대피리·해금의 악보이다. 제81마디부터

제85마디까지 독주아쟁이 G중심음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인 D, G, A, B

♭을 토대로 선율을 전개하는 동안 피리와 해금은 구성음의 일부인 G와

B♭을 중심으로 비교적 시가가 긴 지속음을 연주하여 주선율을 보조한다.

이를 통해 독주아쟁의 다양한 리듬과 도약진행 등의 복잡한 선율 전개

속에서 피리와 해금이 지속음으로써 안정감을 부여하며 주선율을 부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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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와운>의 보조선율유형(제81-85마디)

다음으로 [악보 79]를 통해 <와운>의 제71마디부터 제75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79]는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이며 리듬을 강조한 간결한 형태

의 관현악이 전개된다. 복합적인 음색과 다양한 리듬으로 음악을 고조시

키는 역할을 하며 악곡의 제71마디부터는 관현악의 리듬이 각 악기군에

따라 통일된다.

먼저 현악기군의 경우 D음과 G음 중심의 화음으로 연주하며 관악기군

은 스타카토를 활용한 짧은 시가의 리듬으로 보조한다.147) 특히 대금과

해금은 두 파트로 성부를 나누어 화음보조도 함께 한다. 독주아쟁은 눌

러내는 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음색의 차이를 강조하며 선율 중간

에 쉼표들을 활용함으로써 선율의 역동성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147) 홍수미, 앞의 논문,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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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와운>의 보조선율유형(제71-7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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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80]을 통해 <와운>의 제111마디부터 제116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80] <와운>의 보조선율유형(제111-116마디)

위의 [악보 80]은 독주아쟁과 거문고·첼로·콘트라베이스 악보이며 현악

기군이 주법을 통해 음향적으로 독주아쟁을 보조하는 부분이다. 거문고·

첼로·콘트라베이스가 글리산도, 농현, 비브라토, 트레몰로 주법 등을 통

해 밀도가 낮은 선율 속에서 각기 다른 음색을 나타내며 주선율을 음향

적으로 보조하여 다양한 색채감을 나타낸다. 제116마디에서는 거문고·첼

로·콘트라베이스가 상·하행의 글리산도 주법을 빠르게 연주함으로써 긴

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와 같이 앞선 시기의 곡들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음향적 보조선

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뚜렷한 선율의 흐름 없이 트릴이나 트레몰로, 그

외 다른 주법들을 통하여 음향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주로 첼

로·콘트라베이스의 서양 찰현악기와 양금·가야금·거문고의 발현악기군에

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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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위선율유형

<와운>에서 대위선율이 나타나는 비율은 총 108마디로 전체의 55%에

해당하며 여러 유형의 대위선율이 나타난다.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먼저 [악보 81]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대

위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81] <와운>의 대위선율유형(제20-2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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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81]은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이며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독자적인 대위선율을 형성한다. 해금·거문고·콘트라베이스 선율을 시작

으로 소아쟁·대아쟁·소금·대피리 순서로 악기가 점층적으로 추가된다. 대

금·양금·가야금·첼로는 지속 및 반복되는 선율을 연주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때 대금은 두 파트로 분할되어 제25마디부터 기존

의 선율과 새로운 선율로 동시에 진행된다.

관악기군과 해금은 G, B♭, D음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선율을 갖게 되

며, 이로써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점차 고조되는 긴

장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여러 선율과 음색이 서로 부딪히며 다채로운 음

향효과를 만들어 내며, 특히 점층적인 악기의 배열은 각 악기가 등장 할

때마다 새로운 음색이 더해진다.

이는 선율이 점차적으로 넓게 펼쳐지는 느낌148)을 주며 풍부한 음향과

관현악 색채의 다양성을 수반한다. 해금과 첼로는 독주아쟁과 같은 찰현

악기군으로써 농현 또는 비브라토 주법을 통해 곡의 긴장감을 지속시킨

다.

다음으로 [악보 82]를 통해 <와운>의 제291마디부터 제295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82]는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악보이며 서로 음향적으로 대조되는

구간이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모든 파트가 글리산도와 트릴, 농현을 중

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는데, 양금과 가야금을 제외하고는 선율의 흐름이

다양하다. 특히 글리산도 연주에 있어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문답선율을

이루고 있어 긴장감의 연속성을 자아낸다. 교대로 나타나는 짜임새의 변

화는 음악을 때로는 동적으로, 혹은 정적으로 만들면서 대조와 균형을

갖는 다성음악 고유의 조화를 만든다.149)

148) 홍수미, 앞의 논문, 53-54쪽.
149) 이내선, 앞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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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와운>의 대위선율유형(제291-295마디)

이상 <와운>에 나타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계에 따른 선율

유형을 분석한 결과, 두 악기군의 합주부분인 총 198마디 중 동일선율유

형은 6%(12마디), 보조선율유형은 39%(78마디), 대위선율유형은 55%(108

마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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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선율유형은 6%에 해당하며 제1기와 제2기에 비해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유니즌 선율진행으로 연주하는 동일선율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

아쟁과 소아쟁이 독주아쟁의 선율을 헤테로포니적인 형태로 변형시켜 독

주아쟁의 음향을 풍부하게 도와주는 양상의 동일선율이 나타난다.

보조선율유형은 39%에 해당하며 제1기, 제2기와 같이 관현악의 화음

및 리듬보조선율이 나타난다. 더불어 대금·대피리·해금 등의 관악기군이

지속음을 연주하며 독주아쟁의 선율을 보조하는 양상과 첼로·콘트라베이

스·거문고 등의 서양찰현악기와 발현악기를 통해 저음역의 풍부한 음향

을 보조해줌으로써 작품 전체에 웅장함을 부여한다.

대위선율유형은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앞선 시기에 비해

급증한 경향이 나타나며 독주아쟁을 중심으로 소금·대금·피리·해금·양금·

가야금·소아쟁·대아쟁·거문고·첼로·콘트라베이스 등의 각 악기들이 시차

를 두고 농현, 글리산도, 트릴 주법 등을 활용한 대위선율을 연주함으로

써 여러 선율과 음색이 부딪히며 다채로운 음향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글리산도 주법을 통해 독주아쟁과 관현악이 문답선율처럼 주고

받으며 긴장감의 연속성을 자아낸다. 또한 악기가 점층적으로 추가되며

일부 악기는 지속·반복되는 대위선율을 통해 독주아쟁의 선율이 부각될

수 있게 도와준다. 점층적인 악기의 배열은 각 악기가 등장할 때마다 새

로운 음색이 더해지면서 선율이 점차적으로 넓게 펼쳐지는 느낌을 전달

하며 서로 독립적인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대립의 양상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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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병오 作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가. 작곡자

박병오(1967〜 )는 서울 출생이며 대금연주자로 음악생활을 시작한 작

곡가이다. 박병오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립국악단 대금수석을

역임하며 작곡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위해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며 Matusita Isao, Ban Kouya, Kitahara Yukio(지휘)를 사사하였

다. 일본 유학 시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작활동을 인정받아 공익

재단법인 ROHM MUSIC FOUNDATION 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과 작품 활동에 지원을 받으며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박병오는 7회에 걸쳐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첫 번째 선율

이선(異線)’, 제2회 ‘선율의 드로잉’, 제3회 ‘주제와 변주1 종묘제례악 주

제에 의한 변주곡’, 제4회 ‘귀국 작곡발표회 12+4’, 제5회 ‘타악기를 위한

균(均)’, 제6회 ‘음정(音庭)-음의정원. 실내협주곡시리즈1’, 제7회 ‘음의정

원(音庭)’ 등 다양한 주제로 전통악기의 현대적 주법(奏法)과 음색의 확

장성에 중점을 둔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중국 전국시

대의 ‘완벽한 음악은 균형에서 나온다’라는 여불위의 음악적 사상을 반영

하여, 전통악기의 음색과 음향의 균형을 위해 연구와 고민에서 출발한

결과이다.

또한 창작국악의 확장성을 위해 대금협주곡1번, 양금협주곡1번, 함춘호

기타산조협주곡, 생황협주곡, 소아쟁협주곡 등을 통해 소외되어 왔던 전

통악기의 특수주법과 다양한 음색을 실험하고 있다. 나아가 창작음악에

서 잘 쓰이지 않았던 편종, 편경, 방향, 운라 등을 국악관현악에 도입하

였으며, 이후 많은 국악관현악의 편성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또

한 국악관현악 <間>시리즈를 통해 가야금 파트의 분할의 계기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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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국악기의 편성 확장을 도모한 결과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대한

민국작곡상 최우수상과 신악회 작곡상을 수상하였고, ARKO 한국창작음

악제 우수작곡가 감사장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전통악기 고유의 주법을

바탕으로 현대화하는 여러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150)

나. 악곡분석

1) 작품개관

ARKO 한국창작음악제에 위촉받아 발표된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

혼’>은 2017년 11월 18일 아쟁연주자 김참다운과 KBS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하였다. 이 곡은 지난 2016년 10월 12일 실내 협주곡 시리즈

형태로 진행된 ‘박병오 제6회 작곡 발표회’ 때 연주되었던 <소아쟁 협주

곡 ‘順 Ⅱ’>의 실내악 반주를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보강하여 새롭게 재

탄생된 곡이다.

또한 10현 소아쟁에서 두 줄 증가한 12현 소아쟁으로 음역이 확장되었

으며 소아쟁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음색과 주법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곡가가 직접 기술(記述)한 작품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곡은 죽은 자의 넋을 달래어 고이 잠들게 하는 ‘진혼곡(鎭魂曲)’이
다. 우리의 전통음악에서는 이러한 ‘굿’ 형태의 곡들이 많다. 예를 들면 
궁중음악에서의 ‘제례악’이 나 민속음악에서의 ‘◦◦굿’ 음악들이 그것이
다. 유교사상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고인의 넋을 달래는 혹은 고인에 
대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

150) 박병오 대담(2019년 12월 9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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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러한 음악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나는 오래 전부터 나를 위한 진혼곡을 쓰려고 했었다. 나의 건강과 소
망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꿈을 자주 꾸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
겨 내는 방법으로 곡을 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께서 임종을 하셨
다. 그 아픈 와중에도 항상 자식걱정이 앞서는 어머니... 임종하시기 몇 
주 전부터 나는 그동안 쓰기를 망설였던 진혼곡의 첫 장에 음표들을 그
려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완성을 하였다.
  나를 위한 진혼곡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진혼곡으로 바
뀌었지만 한없이 그리운 내 어머니를 위해 이 곡을 바치고 싶다. 그리고 
항상 사랑했다고 이제야 말하고 싶다. 어머니, 사랑합니다.151)

위와 같이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은 죽은 자의 넋을 달래어 고

이 잠들게 하는 ‘진혼곡(鎭魂曲)’으로 애잔한 음색과 인성(人聲)을 표현하

기 적합한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이며 새로운 주법을 통해 현의 마찰에서

생기는 또 다른 음색을 중심으로 아쟁의 음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작품

이다.

2) 악기편성

<진혼>152)의 타현악기군에는 양금, 발현악기군에는 25현 가야금(1)·25

현 가야금(2)·거문고, 찰현악기군에는 해금·소아쟁·대아쟁 등이 편성된다.

관악기군에는 소금·대금· 피리·대피리가 편성되며 타악기군에는 특종·박·

축·어·절고·정주·징·대고·Gong·Cymbals 등의 10종류로 전통타악기과 서

양타악기가 혼합 편성된다.

151)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에 관한 작곡노트는 작곡가에게 직접 받아 작성하였다.
152)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은 <진혼>으로 약하여 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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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혼>의 악기편성에서는 현악기군에 양금과 두 개의 파트로 분리된

25현 가야금이 편성되어 있으며, 관악기군에는 소금과 대금, 피리와 대피

리 등 옥타브 관계의 음역을 연주하는 악기편성을 통해 현악기와 관악기

모두 풍부한 음향과 넓은 음역을 나타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악기군에는 제례악에 주로 사용되는 축, 어, 절고 등이 편성되어 있으

며 일부 서양타악기가 혼합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악기군 편성악기

타현악기군 양금

발현악기군 25현 가야금(1), 25현 가야금(2), 거문고

찰현악기군 해금, 소아쟁, 대아쟁

관악기군 소금, 대금, 피리, 대피리

타악기군
전통타악기 특종, 박, 축, 어, 절고, 정주, 징, 대고, 

서양타악기 Gong, Cymbals

[표 19] <진혼>의 악기편성

3) 악곡구조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혼>은 제2마디부터153) 제327마디까지

총 326마디이다. 6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총 4번의 카덴자가 등장한다.

153)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은 Score 제1마디에서 전체악기들의 조현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2마디부터 악곡이 시작된다. 다음은 Score의 제1마디 독주아쟁의 조현을 제
시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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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락은 제2마디부터 제8마디까지 총 7마디로 이루어졌으며 종묘제례

악의 시작 부분인 거휘154)(擧揮)와 악작절도(樂作節度) 절차를 차용한 것

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음악적 특징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75

속도로 거휘 부분은 2/4박자, 악작절도 부분은 3/4박자와 4/4박자로 구성

되었으며 제5마디부터 A단락의 종결까지 4/4박자를 유지한다.

B단락은 제9마디부터 제47마디까지 총 3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

르기와 연주형태에 따라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9마디부터

제15마디까지의 속도는 ♩=55, 제16마디부터 제47마디까지는 첫 번째 카

덴자로 ♩=62 속도이다.

C단락은 제48마디부터 제151마디까지로 총 104마디이다. 4/4박자의 ♩

=75 속도이며 연주형태에 따라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D단락은 제152마디부터 제260마디까지로 총 109마디이다. 3/8박자의

♪=75 속도이며 연주형태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E단락은 제261마디부터 제298마디까지로 총 38마디이다. 4/4박자의 ♩

=62 속도이며 연주형태에 따라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F단락은 제299마디부터 제327마디까지 총 29마디이며 연주형태 및 박

자에 따라 2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299마디부터 제323마디까

지는 4/4박자, ♩=60 빠르기이며 제324마디부터 제327마디까지는 A단락

과 유사한 형태로 종묘제례악의 종결부분인 언휘155)(偃揮)와 악지절도

154) 종묘제례악(宗廟祭禮樂)의 연주 때 의물(儀物)의 하나로 사용된 휘는 용머리로 장식된 
장대 위에 용을 그린 헝겊을 달아놓은 기(旗)의 일종이다.조선 시대에는 협률랑(協律郎)
이 휘를 들고 지휘했지만, 오늘날에는 종묘제향(宗廟祭享) 때 집사악사(執事樂師)가 악
공(樂工)들에게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드오”라는 말과 함께 거휘를 한다. 거휘
라는 용어는 음악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 “지오” 즉 한자로는 언휘(偃麾)의 대칭어이기
도 하다. 송방송, 한국음악용어론 권 1,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102쪽.

155) 종묘제례악(宗廟祭禮樂)의 연주 때 의물(儀物)의 하나로 사용된 휘는 용머리로 장식된 
장대 위에 용을 그린 헝겊을 달아놓은 기(旗)의 일종이다. 조선 시대에는 협률랑(協律
郞)이 휘를 들고 지휘했지만, 오늘날에는 종묘제향(宗廟祭享) 때 집사악사(執事樂師)가 
악공(樂工)들에게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드오”라는 말과 함께 거휘(擧麾)를 한
다. 글자의 뜻대로 ‘휘를 내린다’는 의미인 언휘는 종묘제례악의 연주 때 당상(堂上)의 
집사전악(執事典樂)이 휘(麾)를 들고 있다가 ‘지오’라는 말과 함께 휘를 내리는 것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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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止節度) 절차를 차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편의 음악적 특징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제324마디의 언휘 부분은 2/4박자, 제325마디의 악지

절도 부분은 3/4박자이며 종묘제례악의 종결 형식을 차용하여 곡을 마무

리한다. 앞에서 살펴본 <진혼>의 악곡구조는 다음 [표 20]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악   장 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빠르기 출현박자

단악장

A단락 2-8 거휘+타악기+현악기 ♩=75
2 / 4 + 3 / 4 +

4 / 4

B단락

9-15 독주+관현악 ♩=55

4 / 416-24 카덴자Ⅰ
♩=62

25-47 관현악

C단락

48-55 독주

♩=75 4 / 4
56-88 독주+관현악

89-103 카덴자 Ⅱ

104-151 독주+관현악

D단락

152-237 독주+관현악

♪=75 3 / 8238-248 카덴자 Ⅲ

249-260 독주+관현악

E단락

261-270 독주+관현악

♩=62 4 / 4271-293 카덴자 Ⅳ

294-298 독주+관현악

F단락
299-323 독주+관현악

♩=60
4 / 4

324-327 언휘+타악기 2 /4 + 3 / 4

[표 20] <진혼>의 악곡구조

휘이다. 언휘의 신호에 따라 연주자들은 음악을 그친다. 언휘라는 말은 ‘휘를 드시오’라
는 뜻의 거휘의 대칭어로 사용된다. 송방송, 앞의 책 권 4, 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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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적 특징

<진혼>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통적 요소를 차용한 선율부

분과 비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선율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며 특

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악곡분석에 앞서 <진혼>은 12현 소아쟁을 위한 작품이다. 출현음을

살펴보면 최저음 E♭을 시작으로 최고음 b♮′까지 총 28개의 음이 출현하

며 20도의 음역을 갖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83]과 같다.

[악보 83] <진혼>의 출현음 및 음역

위의 출현음을 바탕으로 <진혼>을 12현 소아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는 제1현은 E
♭
, 제2현은 F, 제3현은 A

♭
, 제4현은 B

♭
, 제5현은 c, 제6현은

e♭, 제7현은 f, 제8현은 a♭, 제9현은 b♭, 제10현은 c′, 제11현은 e♭′, 제12

현은 f′로 조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악보 84]와 같다.

[악보 84] <진혼>의 조현법



- 153 -

가) 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진혼>에서 전통적 요소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중

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85]를 통해 <진혼>의 제9마디부터 제15

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85] <진혼>의 육자배기토리(제9-15마디)

위의 [악보 85]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f, b, c, d음을 기반으로 선율이

진행한다. 또한 제13마디의 b-d-b-d-c 선율진행은 아쟁산조 진양의 계

면조에서 나타나는 선율진행과 유사한 형태로 이는 B♭중심음 육자배기

토리의 구성음 및 선율진행을 활용한 것이다. 먼저 B♭중심음 육자배기토

리의 구성음은 f(미)-a
♭
(솔)-b

♭
(라)-c′(시)-d′(도)-e

♭
′(레)이며 다음 [악

보 86]과 같다.

[악보 86] <진혼>의 B♭중심음 육자배기토리 음계

다음 [악보 87]은 위의 [악보 86]에서 언급한 아쟁산조 중 진양의 계면

선율이다.

[악보 87]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진양(제41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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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87]은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진양 중 제41장단의 선율이다.

7박에서 시작하는 c′-e′-c′-e′-d′의 선율진행은 위의 [악보 87]에서 나

타난 <진혼>의 일부 선율과 음은 다르지만 유사한 선율진행을 보인다.

다음으로 [악보 88]을 통해 <진혼>의 제2마디부터 제5마디까지 살펴

보겠다.

[악보 88] <진혼>의 악작절도(제2-5마디)

위의 [악보 88]은 <진혼>의 도입부로서 거휘와 격박일성, 고축삼성,

격고일통이 나타나며 이는 제례악의 악작절도(樂作節度) 절차와 같다. 제

례악은 제례에 수반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각 제례 절차마다 음악을 시작

하고(樂作) 마치는(樂止) 절차가 있다.

악작절도는 제례악에서 음악이 시작하는 방식을 말하며 연주를 맡은

악대와 연주되는 악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을 연

주하는 절차의 악작절도는 거휘(擧揮, 드오), 격박일성(擊拍一聲), 고축삼

성(鼓柷三聲), 격고일통(擊鼓一通)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사가 ‘드오(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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揮)’라고 하면 박을 한 번 치고(擊拍一聲), 축을 ‘딱 딱딱’하고 세 번 치

면(鼓柷三聲) 북을 ‘쿵’하고 한 번 치는 것(擊鼓一通)을 세 번 반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을 한 번 연주한다.156)

<진혼>에서는 종묘제례악의 악작절도와 같이 거휘와 격박일성, 고축

삼성, 격고일통을 차용한 것은 이 곡이 넋을 달래기 위한 곡이기 때문이

며 제례악의 도입부를 차용하여 위혼곡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다음 [악

보 89]는 종묘제례악의 악작절도157) 이다.

[악보 89] 종묘제례악의 악작절도(樂作節度)

다음으로 [악보 90]을 통해 <진혼>의 제324마디부터 제327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0]은 <진혼>의 종지부로서 언휘(擧揮, 지오)와 격수삼알(鼓柷

三聲)이 나타나며 이는 제례악의 악지절도(樂止節度)와 같다. 악지절도는

제례악에서 음악을 마치는 방식을 말하며, 악작절도와 같이 연주를 맡은

악대와 연주되는 악곡에 따라 차이가 있다.

156) 국립문화재연구소,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서울: 민속원, 2008, 96쪽. 
157)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제35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6, 7쪽.



- 156 -

[악보 90] <진혼>의 악지절도(제324-327마디)

다음 [악보 91]은 종묘제례악의 악지절도158) 절차이다. 종묘제례악의

보태평을 연주하는 절차의 악지절도는 언휘(擧揮, 지오)와 격수삼알(鼓柷

三聲)로 요약할 수 있다. 집사가 ‘지오(擧揮)’라고 하면 먼저 박과 북을

세 번 치는데, 북은 박보다 반 박자 늦게 친다. 박과 북을 두 번째 칠 때

어를 연주하기 시작하며(擊首三戞), ‘딱 딱딱 드르르르’를 세 번 반복한

다.159)

[악보 91] 종묘제례악의 악지절도(樂止節度)

158) 국립국악원, 앞의 책, 14쪽.
15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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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92]를 통해 <진혼>의 제133마디부터 제149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2] <진혼>의 추성 및 퇴성 주법(제133-149마디)

위의 [악보 92]는 독주아쟁 악보이며 중음주법과 동시에 추성(推聲)·

퇴성(退聲)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추성(推聲)은 본음의 시가

끝부분에서 한 음 위까지 부드럽게 밀어 올려 소리를 내는 연주법이며

‘ ’로 기보한다. 퇴성(退聲)은 본음의 끝부분에서 음을 흘려 내리는 연

주법이다. 아쟁은 보통 개방현을 눌러서 음을 내고 다시 개방현이나 불

특정한 음으로 점차 하행하며 ‘ ’로 기보한다.160)

제133마디부터 제145마디까지 F·F음과 F·G음이 ꁝ를 중심으로 반복

된다. 먼저 F·F음을 살펴보면, 아래음 F는 제1현(E♭)을 왼손으로 역안하

여 만든 F음과 제2현(F)의 개방현을 동시에 연주한다. F·F음에서 F·G음

으로 바뀔 때는 제1현은 역안한 채 지속하고 제2현을 추성하여 F음을 G

로 만든다. 다시 F·G음에서 F·F음으로 바뀔 때는 제1현은 역안한 채 지

속하고 제2현은 퇴성하여 다시 개방현 F를 연주한다.

추성과 퇴성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마치 물결을 이루는 듯 한 느낌을

자아내며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로 죄를 씻고 천국으로 건너가는 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0) 국립국악원,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아쟁, 서울: 국립국악원, 2018, 2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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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93]을 통해 <진혼>의 제188마디부터 제196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3] <진혼>의 농현 및 요성 주법(제188-196마디)

위의 [악보 93]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농현과 요성 주법이 나타나는 부

분이다. 제191마디에서는 정악의 요성과 유사한 선율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188마디와 제193마디, 제195마디를 통해 표현법이 다른 세

가지의 농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191마디의 요성161) 주법을 살펴보겠다. 제191마디의 첫 박에서

a♭-b♭-a♭-b♭로 이어지는 음형은 ‘본음-한 음 위의 음-본음-한음 위의

음’을 내는 연주법인 정악의 ‘ ’ 요성 주법의 음진행과 동일하다. 따라서

<진혼>에서 정악의 요성주법을 차용하였다.

요성 이외에도 다양한 농현법이 지시되고 있으며, 제188마디에서는

‘ ’의 중간 부분에서 굵어지는 농현을, 제193마디에서는 ‘ ’의 풀

어떠는 농현162) 그리고 제195마디에서는 ‘ ’의 굵은 농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굵기가 다른 세 개의 농현이 이 구간에서 연이어 연주됨으

로써 표현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161) 요성은 원래 ‘소리를 흔든다’라는 뜻으로, 농현과 같은 뜻이다. 하지만 정악에서는 음
을 크게 한 번 또는 두 번 출렁이게 하는 연주법이다. 국립국악원, 앞의 책, 277쪽.

162) ‘풀어떠는 농현’은 음정의 변화가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차 빨라지며 아쟁에서는 현을 
눌러 시작음을 낸 후 현을 놓아 낮은 음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점차 그 
반복을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연주한다. 국립국악원, 앞의 책,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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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94]를 통해 <진혼>의 제299마디를 살펴보겠다.

[악보 94] <진혼>의 눌러내는 주법(제299마디)

위의 [악보 94]는 독주아쟁의 악보이며 눌러내는 주법인 ‘ ’ 표기와

다시 개방현으로 연주하라는 ‘ ’ 표기가 교대로 나타난다. 이는 기교적

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나 눌러서 연주하는 음과 개방현으로 연주하는 음

의 음색차이로 인해 단조로운 선율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나) 비전통적 요소

본장에서는 <진혼>에서 비전통적 요소가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95]를 <진혼>의 제314마디부터 제315

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5] <진혼>의 반음계적 선율진행(제314-315마디)

위의 [악보 95]는 제314마디부터 제315마디까지의 독주아쟁 악보이다.

32분음표의 짧은 리듬으로 a부터 a♭-g-g♭-f-e-e♭-d-d♭-C-B♭-A♭까지

순차적으로 하행진행하는 선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명확하게 드러



- 160 -

나는 반음계적 선율진행163)이다.

다음으로 [악보 96]을 통해 <진혼>의 제48마디부터 제50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96] <진혼>의 콜 레뇨 주법(제48-50마디)

위의 [악보 96]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제48마디에 ‘활등으로 때림’이라

는 작곡자의 의도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활등으로 줄을 때려 연주하는

콜 레뇨164) 바투토(col legno battuto) 주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짧은 리듬이 연이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대의 머리 부분으로

가볍게 때려 연주해야 한다.

다음으로 [악보 97]을 통해 <진혼>의 제161마디부터 제166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7] <진혼>의 하모닉스 주법(제161-166마디)

위의 [악보 97]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응용된 하모닉스165) 주법이 사용

163) 반음관계로 진행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164) 콜레뇨 주법은 활대로 줄을 두들기듯 연주하는 것으로 목금 같은 소리가 난다. 그 효

과는 특수하지만 음량은 적다. 세광음악출판사, 앞의 사전, 1422쪽. 
165) 하모닉스는 현악기의 특수한 주법에 의해 얻어지는 음을 뜻한다. 줄 위의 한 점에 가

볍게 손가락을 대고 인공적으로 진동의 마디(node)를 만들어 배음을 얻는 방법이다. 그
로써 생기는 음은 왼손가락으로 지판을 세게 눌러내는 보통의 음과는 달리 부드럽고 투
명한 울림을 얻을 수 있다. 자연적 하모닉스는 찰현악기에서 줄 길이의 1/2, 1/3, 1/4, 



- 161 -

된 부분이다. 음표 아래에 〇표기와 1/4, 2/4, 3,4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

는데, 〇표기는 해당 음을 하모닉스로 연주하라는 뜻이며 숫자는 하모닉

스를 내기 위해 안족과 현침사이의 현 위에 왼손을 짚는 지점을 표기한

것이다.

1/4 표기는 안족으로부터 1/4 지점에 왼손을 대어 e♭보다 두 옥타브

높은음이 나게 되며, 2/4 표기는 안족으로부터 2/4 지점 즉, 1/2 지점에

왼손을 대어 e♭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음이 발현된다. 3/4 표기는 안족으

로부터 3/4 지점에 왼손을 대어 e
♭
음보다 완전4도 높은 a

♭
음이 발현된

다. 이렇듯 하모닉스를 활용하면 같은 현에서 서로 다른 음과 음색을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모닉스 연주는 음고, 음색, 음량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음향 연주법이며 가야금, 아쟁 등의 현악기 창작작품에 다

수 등장한다.

다음으로 [악보 98]을 통해 <진혼>의 제195마디부터 제204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8] <진혼>의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제195-204마디)

1/5 등의 점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고 그 줄길이의 1/2, 1/3, 1/4. 1/5의 진동을 낳게 
하는 방법이다. 기보는 하모닉스를 요구하는 음표 위에 ○표를 적든가, 개방현의 음을 
보통의 음표로 적고 하모닉스음을 ◇표로 나타낸다. 하모닉스는 현이 가는 바이올린, 
비올라보다도 줄이 굵은 첼로, 콘트라베이스 쪽이 쉽게 얻을 수 있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1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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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98]은 독주아쟁 악보이며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이 등

장하는 부분이다. 오른손은 아르코, 왼손은 피치카토를 연주하며 제199마

디에서 양쪽의 선율이 동형진행으로 상승한 후 제200마디부터는 서로 반

진행한다. 제202마디부터는 서로 리듬을 달리하여 음이 교대로 등장하여

안정감과 긴장감을 짧은 순간에 나타낸다.

다음으로 [악보 99]를 통해 <진혼>의 제110마디부터 제119마디까지

살펴보겠다.

[악보 99] <진혼>의 술 폰티첼로 주법(제110-119마디) 

위의 [악보 99]는 독주아쟁의 악보이며 제111마디와 제112마디를 살펴

보면 ‘→’ 표기와 ‘←’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 표기는 활을 점점 현

침(브릿지)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며 연주하라는 뜻이며 ‘←’ 표기는 반대

로 활을 점점 안족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며 연주하라는 뜻이다. 이는 술

폰티첼로(sul ponticello)166) 주법을 나타내며 아쟁에서의 술 폰티첼로 주

법은 활과 현침(브릿지) 간의 거리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 활이 현침과

가까워질수록 금속성이 짙은 음색이 나타나며 반대로 안족과 가까워질

수록 둔탁한 소리를 나타낸다.

한편 <진혼>에서는 일반적인 술 폰티첼로 주법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음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 표기와 ◄ 표기를 사용하였다. 제114마디와

166) 술 폰티첼로는 찰현악기의 운궁법으로 ‘브릿지 위’라는 뜻이며 브릿지 가까이에서 연
주하라는 의미이다. 즉, 브릿지 가까이에 활을 대면 배음이 많은 금속성의 음들이 나타
나며, 독특한 효과를 얻게 된다. 세광음악출판사 편, 앞의 사전, 8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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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마디에 등장하는 ◄ 표기는 현과 활의 마찰을 약하게 시작하여 점

차 세게 하라는 뜻이며 제116마디와 제117마디에 등장하는 ► 표기는 반

대로 세게 시작하여 점차 약하게 하라는 뜻이다.

즉, 현과 활의 마찰이 약할 때는 거친 음색이 드러나지 않으나 힘을

주어 마찰을 세게 한다면 거친 음색이 나타난다. 힘의 완급조절을 통해

음색의 질감을 표현하며 점진적인 힘 조절이 이 연주법의 관건이다. 또

한 음색과 음량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음향적으로 효과적인 주법이

다.

이상 <진혼>의 악곡분석을 진행한 결과, <진혼>은 최초의 12현 소아

쟁 협주곡이며 20도의 음역을 갖는다.

악기편성은 25현 가야금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창작관현악 합주편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25현 가야금이 두 개의 파트로 분리된다는 점, 소금

과 대금, 피리와 대피리 등의 옥타브 관계를 연주하는 악기들의 혼합 편

성 등을 통해 풍부한 음향과 넓은 음역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

다. 악곡의 구조는 기존의 아쟁협주곡 마찬가지로 단악장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작곡자의 의도에 따른 박자와 빠르기 변화에 맞게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라성>과 마찬가지로 카덴자가 악곡의 중간에 4

번 등장하며 제3기에 이르러 아쟁의 독주악기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악곡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제례악의 절차인 악작절도, 악지절도가 구

성되어 있으며 전통음계, 전통주법 등이 활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통음계

와 함께 반음계를 활용하는 점과 콜 레뇨, 하모닉스, 술 폰티첼로 등 새

로운 비전통적인 주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 164 -

다.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진혼>의 총 326마디 중 독주아쟁만 나오는 부분은 총 83마디, 관현

악만 나오는 부분은 총 78마디, 독주와 관현악의 합주부분은 총 165마디

에 해당한다. 본장은 165마디의 합주부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 동일선율유형

<진혼>에서는 동일선율유형이 총 3마디로 전체 마디 중 2%에 해당하

여 미약하게 나타나며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뚜렷한 동일선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보조선율유형

<진혼>에서 독주아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관현악이 보조선율을 연주

하는 마디는 총 64마디로 전체의 39%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

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악보 100]을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보조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보 100]은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이며 독주아쟁이 선율을 고조시

키며 프레이즈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관악기군은 제13마디에서 꾸밈음

으로 긴장감을 자아내며 제15마디에서는 해금·소아쟁·대아쟁·가야금이

트레몰로 주법, 양금이 트릴 주법을 연주하며 음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프레이즈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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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0] <진혼>의 보조선율유형(제13-1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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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악보 101]을 통해 <진혼>의 제63마디부터 제69마디까지 살

펴보겠다.

[악보 101] <진혼>의 보조선율유형(제63-69마디)

위의 [악보 101]은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이며 독주아쟁은 술 폰티첼

로 주법을 활용하여 음색을 표현한다. 독주아쟁의 음향적 선율을 돋보이

게 하기 위해 관현악은 단순한 선율로서 주선율을 보조하고 있으며 소

금·대금·피리·대피리의 관악기군과 해금·소아쟁·대아쟁의 찰현악기군이

각각의 지속음을 교대로 연주한다. 이때 쓰이는 음은 A♭, D♭, E♭, F로

독주아쟁의 음을 보조해주는 역할보다는 불협화음을 형성하여 음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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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위선율유형

<진혼>에서 대위선율이 나타나는 비율은 총 98마디로 전체의 55%에

해당하며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다음 [악보 102]를 통해

악곡 중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대위선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겠

다.

[악보 102] <진혼>의 대위선율유형(제134-14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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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02]는 독주아쟁과 관현악 악보이며 독주아쟁이 추성·퇴성

주법을 활용하여 아쟁의 음색을 표현한다. 이때 양금·가야금(1)·가야금

(2)·거문고의 현악기군에서 ꁔ+ꁔ+ꁔ+ꁔ 리듬, 셋잇단 음표, ♫ 리듬 등

의 3가지 리듬형이 맞물려 나오면서 전체가 하나의 대위선율을 형성한

다. 이는 독주아쟁의 연주와 상반된 독립적인 양상의 대위선율이다.

즉 [악보 102]는 음색을 강조하는 독주아쟁 선율과 현악기군이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지만 하나의 대위선율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수직적인 음향과 수평적인 선율진행이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

며 음향을 강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위선율을 보여준다.

이상 <진혼>에 나타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계에 따른 선율

유형을 분석한 결과, 두 악기군의 합주부분인 총 165마디 중 동일선율유

형은 2%(3마디), 보조선율유형은 39%(64마디)이며 대위선율유형은 59%(98

마디)로 나타났다.

동일선율유형은 2%에 해당하며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선율은 없다.

보조선율유형은 39%에 해당하며 <와운>과 동일한 보조선율이 나타난

다. 소금·대금·피리·대피리 등의 관악기군과 해금·소아쟁·대아쟁 등의 찰

현악기군이 서로 다른 지속음을 연주하여 독주아쟁의 음향을 강조하는

주선율이 부각되게 하며 관현악은 꾸밈음과 트레몰로 등의 주법을 활용

하여 음향을 보조함으로써 풍부한 음향효과를 부여한다.

대위선율유형은 59%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양금·가

야금·거문고 등의 발현악기군이 서로 다른 리듬의 형태와 선율진행을 통

해 상이한 선율을 나타낸다. 이는 수직적인 음향과 수평적인 선율진행이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음향을 강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

위선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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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3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현대적인 음향을 추구하는 모습과

작곡가들이 산조악기를 위한 작품을 선호하거나 전통의 시김새를 강조하

는 등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의 양면성이 나타나는 ‘아쟁협주곡의 실

험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산조를 주제로 한 협주곡이나 대아쟁 협주곡은 더 이상

창작되지 않았으며, 12현 소아쟁을 위한 협주곡이 최초로 등장한다. 협주

곡에 사용된 악기의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작곡가들은 10현, 12현 소아

쟁을 위한 협주곡보다 산조아쟁을 위한 작품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량된 아쟁이 추가된 현을 통해 음정을 정확하게 표현하

기는 쉬워졌으나 작곡가 및 청중들은 정확한 음정의 표현 보다는 아쟁고

유의 음색과 선율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음향적 요소를 강조하는 시기로 아쟁에 적합한 새로운 음향을 찾

기 위해 여러 주법이 시도되었다. 현대음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 하모닉스·술 폰티첼로·콜 레뇨 등 현과 활의 마찰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배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주법들이 나타나며, 비전통적인 주법 뿐

만 아니라 추성·퇴성·눌러내는 주법 등 전통주법을 활용하여 현의 움직

임을 통해 다양한 음색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개방현을 사용하여 음을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

로 눌러내는 주법을 통해 같은 음을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하는 주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제3기 아쟁협주곡 중 <와운>과 <진혼>의 악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악기편성은 두 곡 모두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서양찰현악기, 서양

타악기가 혼합 편성된 형태를 보인다. <와운>은 양금·가야금·거문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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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쟁·대아쟁·첼로·콘트라베이스·소금·대금·피리·대피리·해금·태평소를 비

롯 하여 전통타악기 및 서양타악기가 혼합 편성되어 있다.

<진혼>은 양금·25현 가야금·거문고·해금·소아쟁·대아쟁·소금·대금·피

리·대피리 등의 전통악기를 비롯하여 특종·징·정주·자바라·장구·방울·박·

축·어·절고·대고·모듬북·소리북 등의 전통타악기 및 Triangle·Shaker·Wind

chime·Bass Drum·Suspended Cymbals·Wood Blocks·Gong·Claves 등의

서양타악기가 혼합된 편성을 보인다.

둘째, 악곡구조는 카덴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악

곡의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혼>은 단악장으로, 빠르기에

따라 단락이 구분되며 총 4번의 카덴자가 등장하여 독주아쟁의 역량을

돋보이게 한다. 한편 <와운>에서는 앞선 시기의 단악장 작품들과는 달

리 4개의 악장으로 구분된다. 각 악장 내부의 단락은 빠르기에 따라 분

류된다. 또한 카덴자가 곡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 시작 부분에 등장함으

로써 기존의 협주곡과는 달리 독특한 작품의 전개를 보여준다.

셋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요소의

음계는 <와운>과 <진혼> 모두 선율진행이 주로 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두 곡 모두 이전 시기와 달리 전통장단을 두드러지게 활

용하지는 않았으며, <진혼>에서는 제례악에 쓰이는 악작절도, 악지절도

를 곡의 시작과 끝에 차용하여 곡 전체에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

성한다. 독주아쟁의 주법은 <와운>에서 전성·농현·눌러내는 주법이 나타

나며 <진혼>에서 추성·퇴성·농현·요성·눌러내는 주법 등 다양한 전통주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비전통적 요소의 출현음 및 음계를 살펴보면, 두 곡 모두 전통음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이음과 미분음을 많이 활용하여 보다 새로운 음향적 시

도를 구현하고 있다. 더불어 <와운>에서는 음형을 지속적으로 반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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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향적 배경을 형성하는 서양기법인 오스티나

토 음형이 사용되었다. 독주아쟁의 주법은 <와운>에서 글리산도와 중음

주법이 주를 이루며 <진혼>에서는 콜 레뇨, 하모닉스, 아르코·피치카토

동시주법, 술 폰티첼로 등 이전 작품들에 비해 음향을 강조하는 비전통

적인 주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진혼>에서 사용된 비전통적인

주법들은 아쟁 특유의 음색을 기반으로 음향적 효과를 시도하는 주법들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3기에 발표된 <와운>과 <진혼>을 중심으로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3기에는 대위선율

(57%) > 보조선율(39%) > 동일선율(4%)로 대위선율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 3]과 같다.

[도표 3] 독주아쟁에 따른 관현악의 선율유형(제3기)  

제3기는 대위선율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두 악기군의 서로 상이

한 선율을 중심으로 작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기에

나타나는 대위선율은 서로 독자적인 선율을 가지지만 독주아쟁에 대한

선율의 대립보다는 음향적 대립을 통해 작품에 음향적 효과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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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문답선율 및 주법의 차이 등을 통해 여러 악기군이 서로 다른 선

율을 연주하여 독주아쟁과 대립의 양상을 나타내며 긴장감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반면 보조선율유형은 제2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관악기

가 주로 지속음을 연주함으로써 화음을 제시하며, 현악기는 독주아쟁의

선율을 리듬적으로 보조한다. 또한 글리산도·트레몰로·농현 등의 주법을

활용해 음향적인 배경을 조성하는 음향적 보조선율유형이 나타나며 이러

한 음향적 보조선율은 다른 시기보다 주선율과의 선율적·화성적·리듬적

연관성이 적다. 이는 제3기 아쟁협주곡에서 대위선율유형이 많이 등장하

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제1기에서 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동일선율유형은 제3기에서는

5%미만으로 나타나며 유니즌 선율진행과 같은 동일선율은 나타나지 않

는다. 또한 독주아쟁과 같은 악기군인 소아쟁과 대아쟁이 주선율을 변형

시킨 헤테로포니적인 선율을 통해 독주아쟁의 음향을 풍부하게 보조하는

동일선율이 일부 나타난다.

위와 같이 제3기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선율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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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유형 내용 악기

와운

동일선율 헤테로포니적 동일선율 대아쟁+소아쟁

보조선율

화음 및 리듬 보조선율 관현악

지속음 보조선율
관악기

찰현악기

음향적 보조선율 현악기

대위선율
음향적 대위선율 찰현악기(서양)

선율흐름 대위선율 관현악

진혼

동일선율 - -

보조선율

화음 및 리듬 보조선율 관현악

지속음 보조선율
관악기

찰현악기

대위선율 음향적 대위선율 발현악기

[표 21]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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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아쟁협주곡은 50여 년에 걸쳐 총 26개의 작품이 발표되었으며 본고에

서는 이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아쟁협주곡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시대적 전개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1968년부터 1999년까지로 ‘아쟁협주곡의 태동기’이다. 서양의

협주곡 양식을 차용하였을 뿐 내용적으로는 전통음악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통음악 중 산조를 주제로 한 관현악 작품들이 다

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제1기에는 아쟁산조를 주제

로 한 협주곡이 주를 이루며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기보다는 기존의 곡을

차용하여 편곡한 양상이 나타난다.

제2기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 최초의 대아쟁 협주곡이 등장하고

아쟁협주곡이 다작(多作)된 시기로 ‘아쟁협주곡의 성장기’이다. 일정한 주

제선율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는 표제음악이 주를 이룬다. 개량된 10

현 소아쟁과 10현 대아쟁을 독주악기로 한 협주곡들이 새롭게 작곡되기

시작하며 기존에 발표되었던 작품을 아쟁협주곡으로 편곡한 경향 또한

일부 나타난다.

제3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아쟁협주곡의 실험기’이다. 이 시기

에는 전통으로 회귀하는 모습과 현대적인 음향을 추구하는 모습의 양면

성이 나타난다. 현을 추가하여 개량한 아쟁보다는 기존의 산조아쟁을 사

용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선율 중심의 작품보다는 음향적인 측

면을 위주로 여러 주법을 시도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다음으로 시대에 따른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은 전통음악의 가장 큰 골격인 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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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전체를 관통하여 전통음악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제

1기는 전통관현합주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계·장단·주법 등의 전통

적 요소를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과 함께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동일선율을 같이 연주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와 통

일감이 강조되는데, 이는 전통관현합주와 유사한 양상이다. 특히 음량이

큰 관악기군이 유니즌으로 연주함으로써 확장된 음량 및 음향으로 독주

아쟁의 선율을 부각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제2기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은 제1기와 달리 전통적인 음계 및 장

단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음계적 음 진행, 비전통적인 주법 등을 혼용하여 선율선이

드러나는 주제선율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곡가

가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선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

통적 요소와 비전통적 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에서도 작품의 주제선

율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 화음과 리듬을 보조하는 선율양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특히 관악기군은 화음의 지속음을 연주하여 음향적인 풍성

함을 형성하고 현악기는 박절을 나누어 줌으로써 작품의 기본 틀을 마련

하며 안정감을 구사한다.

제3기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은 현대와 전통의 양면성이다. 먼저

아쟁협주곡에서는 콜 레뇨·하모닉스·술 폰티첼로 등 아쟁의 새로운 음색

을 시도하는 주법들이 등장하며 제2기와는 달리 선율선을 강조하는 음악

보다는 현대적 음향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음향을 강조하는 주법들이 발전하는 반면 음악 내에는 여전히 전통적

인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제2기와 달리 현이 추가된 개량아쟁이 개발됨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조아쟁의 사용빈도가 증가한 점, 민속악적 시김

새와 더불어 정악의 시김새를 활용하는 점, 제례악의 절차를 악곡에 활

용하는 점 등 전통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며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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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쟁의 시김새 및 음향과 음색 등을 표현하는

독주아쟁의 기법을 강조하기 위해 관현악과 독주아쟁이 대위선율을 연주

하여 음향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위선율은 서로

독자적인 선율을 가지지만 독주아쟁에 대한 선율의 대립보다는 음향의

대립을 통해 작품에 음향적 효과를 부여한다. 더불어 문답선율 및 주법

의 차이 등을 통해 여러 악기군이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여 독주아쟁

과 대립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긴장감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위와 같이 아쟁협주곡은 전통적 요소와 비전통적 요소가 비중에 따라

서 음악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며 협주곡 내에 두 요소가 모두 독주아

쟁과 관현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쟁협주곡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지속되길 바

라며 본 연구자가 고찰한 시대에 따른 아쟁협주곡의 음악적 특징 및 독

주악기와 관현악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아쟁의 음악적 특성이 보다 강

조된 작품의 발표와, 나아가 창작음악의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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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율에 대한 각 악기의 역할을 동일선율유형, 보조선율(화음보조·리

듬보조)유형 ,대위선율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독주아쟁이 등장하

지만 주선율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마디 다른 악기의 주선율에 대하여

독주아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으며 독주아쟁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악기가 선율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표에는 제시하되, 본론에서 자세

하게 다루지 않았다. 또한 본고에서는 독주아쟁과 관현악의 상호관계를

살펴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타악은 분석하지 않았으며 제시한 표에서도

제외하였다. 각 악곡에 나타나는 악기편성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한 표에

서는 단어를 약자로 표기한다.

ex. 가야금→가, 대아쟁→대아, 콘트라베이스→콘

악기편성

낙조 가야금·거문고·공후·해금·대해금·대아쟁·당적·대금·피리

한일섭류
산조협주곡

가야금·거문고·대아쟁·대금·피리·해금

천축 가야금·거문고·대아쟁·대금·피리·해금

아라성 25현 가야금·거문고·해금·소아쟁·대아쟁·소금·대금·피리·대피리·

와운
양금·가야금·거문고·소아쟁·대아쟁·첼로·콘트라베이스

소금·대금·피리·대피리·해금·태평소

진혼 양금·25현 가야금(1)(2)·거문고·해금·소아쟁·대아쟁·소금·대금·피리·대피리

독주아쟁과 관현악 중 주선율에는 빗금 표시가 되어있으며 주선율 악

기는 악기마다 회색의 하이라이트로 표기하였다.

: 주선율 : 주선율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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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동일
선율

보조선율
대위
선율독주

악기
관현악 리듬보조 화음보조

A 1-14 -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 - - -

B

14-17 독아 - - - - -

18-20 독아 해,대해,대아 해
대해,
대아

대해,
대아

-

21-24 독아 가 - - - 가

25-26 - 대,대해,대아,가 - 대아 대아 가

27-28 독아 당,대아,가,피 - 독아,가
독아,가,대

아
-

29-31 독아 피,가 - 독아,가 - -

32-33 독아 대,당 - - 독아 -

34-35 -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가,거

가,거,
대아,공

-

36-39 독아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독아,당,해,
대해,대아,
가,거,공

독아,당,해,
대해,대아,
가,거,공

-

40-42 -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거,공 거,공 대아

43 독아 - - - - -

44 독아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당,대,피,해,
대해,대아,
가,거,공

당,대,피,해,
대해,대아,
가,거,공

-

45 독아 - - - - -

46 독아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당,대,피,해,
대해,대아,
가,거,공

당,대,피,해,
대해,대아,
가,거,공

-

47 독아 - - - - -

1. 이강덕 作 <아쟁을 위한 관현 합주곡 ‘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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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독아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당,대,피,해,
대해, 

대아,가,거,
공

당,대,피,해,
대해, 

대아,가,거,
공

-

49-50 독아
당,대,피,해,

대해,대아,가,거,공
- - 대해 -

51-52 독아
당,피,해,대해,대아,

가,거,공
- -

피,해,
대해,대아

-

53-54 독아 피,해,대해,대아,가 대아,가 -
피,해,
대해

-

55-56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당,대,피,해,
대아,가,공

거 대해 -

57-58 -
당,대,해,대해,대아,

가,거,공
- 거 대해,대아 가,공

59-60 독아
피,대해,대아,가,거,

공
피

대해,대아,
가,거,공

대해,대아,
가,거,공

-

61-64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대,피

당,대아,가,
거,공

당,대아,가,
거,공

해,대
해

C

65-74 독아 피,대해,대아,가 피,대해,대아 가 가 -

75-78 독아 대,피,가 - - - 대

D

79-80 - 대 - - - -

81-86 독아 - - - - -

87-90 독아 대,대아,가 대,가 - 대아 -

91-93 - 당,대,대해,가,대아 - - 대아 -

94-99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

독아,대해,
대아,가,거,

공

독아,대해,
대아,가,거,

공
-

100-102 독아 당,대,피,해,가,거,공
당,대,피,해,

가
거,공 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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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4 독아
해,대해,대아,가,거,

공
해 거,공 거,공

대해,
대아,
가

105-106 독아
피,해,대해,대아,가,

거,공
피,해,대해,대

아
가,거,공 가,거,공 -

E

107-118 -
해,대해,대아,가,거,

공
- 가,거,공 가,거,공 -

119-146 독아(카덴자) - - - -

F

147-148 -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 가,거,공 가,거,공

피,대
해,대
아

149-150 -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

대해,대아,
가,거,공

대해,대아,
가,거,공

-

151-153 -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

대해,대아,
가,거,공

대해,대아,
가,거,공

당

G

154-158 독아
당,피,해,대해,대아,

가,거,공
피,해

대해,가,거,
공

대해,대아,
가,거,공

-

159-162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당,피,해,대해

대,대아,가,
거,공

대,대아,가,
거,공

-

163-167 -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 대아,거,공 대아,거,공 당,가

H

168-175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당,대,해,대해

피,대아,가,
거,공

피,대아,가,
거,공

-

176-181 독아 당,대,해,대아 대,해 당,대아 당,대아 -

182-189 독아
당,대,해,대해,대아,

가
대,해,대해 당,대아,가 당,대아,가 -

I

190-196 독아
당,대,피,해,대아,가,

거,공
대,피,당,해 가,거,공

대아,가,거,
공

-

197-214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당,대,피

해,대해,대
아,가,거,공

해,대해,대
아,가,거,공

-

J 215-224 독아
당,대,피,해,대해,대

아,가,거,공
당,대,피,해

대해,대아,
가,거,공

대해,대아,
가,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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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동일

선율

보조선율
대위

선율독주

악기
관현악 리듬보조 화음보조

진

양

1-12 - 대,피,해,가,거,대아 - - - -

13-18 - 가 - - - -

19-24 - 대,피,해,가,거,대아 - 가,아 가,아 -

25-28 독아 - - - - -

29-30 독아 가,거,대아
가,거,

대아

가,거,대

아
- -

31-34 독아 대,가 가 - 대 -

35-36 독아 대,해,가,거,대아 대,해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7-40 독아 가 가 - - -

41-42 독아 가,거,대아
가,거,

대아

가,거,대

아
- -

43-46 독아 - - - - -

47-48 독아 대,해,가,거,대아

대,해,

가,거,

대아

대,해,가,

거,대아
- -

49-50 독아 가,대아 가 대아 대아 -

51-52 독아 해,가,대아 가,대아 - 가,대아 해

53-54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대,피,

해

55-58 독아 - - - - -

59-60 독아 가,거,대아 거,대아
가,거,대

아
가 -

61-66 독아 가 가 - - -

2. 김희조 作 <아쟁독주와 관현악 ‘한일섭류 아쟁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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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해,가,

거,대아
- 대,피 -

73-76 독아 가 가 - - -

77-78 독아 가,대아 가 대아 대아 -

79-84 - 대,피,해,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85-94 독아 가 가 - - -

95-96 독아 가,대아 가 대아 대아 -

97-100 - 대,피,해,가,거,대아 - 대아 - 대,피

101-102 - 대,피,해,가,거,대아 - - - -

103-106 독아 가 가 - - -

107-108 독아 해,가,거,대아 - 거,대아 - 해,가

109-112 독아 가 가 - - -

113-114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대아 -

115-118 독아 대,가 - 가,대 가,대 -

119-120 독아 대,해,가,거,대아

대,해,

가,거,

대아

대,해,가,

거,대아
- -

121-124 독아 대,해,거 대,해 거 거 -

125-126 독아 대,해,가,거,대아 대,거
해,가,대

아
- -

127-130 독아 해,가 해,가 - - -

131-132 독아 해,가 - 해,가 - -

133-136 독아 - - - - -

137-138 독아 해,가,거,대아
해,거,

대아

해,거,대

아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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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42 독아 대아 - 대아 - -

143-144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 -

145-148 독아 가 가 가 - -

149-150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
대,피,가,

대아
- 해

151-154 독아 가 가 - - -

155-156 독아 가,거,대아
가,거,

대아

가,거,대

아
- -

157-162 - 대,피,해,가,거,대아

대,피,

가,거,

대아

- - -

163-168 - 대,피,해,가,거,대아 -
대,피,거,

대아

대,피,거,

대아
-

169-172 독아 가 가 - - -

173-174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피,

해,가,

거,대아

대,피,해,

가,거,대

아

- -

175-176 독아 대 대 - - -

177-178 독아 - - - - -

179-180 독아 해 해 - - -

181-184 독아 가 가 - - -

185-186 독아 해,가 해,가 - - -

187-192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피,

가

대,피,해,

가,거,대

아

- -

193-200 - 대,피,해,가,거,대아 - - - -

201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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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모

리

202 독아 - -
대,해,가,

거,대아

대,해,가,

거,대아
-

203 독아 -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204 독아 - -
대,해,가,

거,대아

대,해,가,

거,대아
-

205-208 독아 해,가 헤 해,가 - -

209-212 독아 가 가 - - -

213-214 독아 대,거 대,거 - - -

215-216 독아 대,가,거,대아 대,거 가,대아 가,대아 -

217-224 독아 가,대아 가 가,대아 - -

225-228 - 대,피,해,가,거,대아 - 대아 대아 가,거

229-230 독아 대,가,대아 가,대아 가,대아
대,가,대

아
-

231-232 독아 대,가,거,대아 가,대아
대,가,거,

대아

대,가,거,

대아
-

233-236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
가,거,대

아

대,피,해,

가,거,대

아

-

237-240 - 대,피,해,가,거,대아 - 거,대아 거,대아 대,피

241-244 독아 가 가 가 가

245-248 - 대,피,해,가,거,대아 피 - -

해,가,

거,대

아

249-258 독아 가 가 가 가 -

259-260 독아 대,해,가 - - -
대,해,

가

261-264 - 대,피,해,가,거,대아 - 거,대아 거,대아
대,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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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66 독아 대,가 - - - 대,가

267 독아 - - - - -

268 독아 대,가 대,가 - - -

269-272 독아 해,가 해,가 - - -

273-276 독아 해,가 - 해,가 해,가 -

277-280 - 대,피,해,가,거,대아
피,해,

가
거,대아 거,대아 -

281-284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해

대,피,해,

가,거,대

아

대,피,해,

가,거,대

아

-

285-288 독아 - - - - -

중

중

모

리

289-292 - 대,피,해,가,거,대아 - - - -

293-296 독아 가,거,대아 가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297-298 독아 대,해,가,거,대아 해
대,가,거,

대아

대,가,거,

대아
-

299-302 독아 가,거,대아 가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03-304 독아 해,가 가 해,가 해,가 -

305-306 독아 대,가 - - - 대,가

307-308 독아 가 가 - - -

309-310 독아 대,가,대아 대,가 대아 대아 -

311-312 독아 대,해,가,거,대아 해
대,가,거,

대아

대,가,거,

대아
-

313-314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해,가,

거,대아

해,가,거,

대아

해,가,거,

대아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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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16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피

대,피,해,

가,거,대

아

대,피,해,

가,거,대

아

-

317-326 독아 가 가 - - -

327-328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피,

해,가,

거

대아 대아 -

329-330 독아 가 - 가 가 -

331-332 독아 대 - 대 대 -

333-336 독아 거 거 - - -

337-340 독아 - - - - -

341-348 독아 가 가 - - -

349-352 독아 가,거,대아
가,거,

대아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53-354 독아 대,해,가,거,대아 -
대,해,가,

거,대아

대,해,가,

거,대아
-

355-356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57-358 독아 대,해,가
대,해,

가
- - -

359 독아 - - - - -

360 독아 대,해,가,거,대아

대,해,

가,거,

대아

대,해,가,

거,대아

대,해,가,

거,대아
-

361-362 독아 - - - - -

363-366 독아 가 - 가 가 -

367-368 - 대,피,해,가,거,대아 - - - -

369-372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피,

해,가,

거,대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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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

모

리

373-374 독아 대,해,가,거,대아 해,가 거,대아 대 -

375 독아 가 가 - - -

376 독아 해,가,거,대아 해,가 거,대아 거,대아 -

377 독아 가 가 가 가 -

378-379 독아 해,가 가,해 가 가 -

380-383 독아 가,거,대아
가,거,

대아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84 독아 해,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85 독아 대,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86 독아 해,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87 독아 대,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88-390 - 대,피,해,가,거,대아 - 대아 대아 -

391-392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393-394 독아 가,대아 - 가,대아 가,대아 -

395-397 독아 해,가 해,가 - - -

398 독아 - - - - -

399 - 대,해,가,거,대아 - - - -

400-401 독아 - - - - -

402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 - - -

403-404 독아 가 - 가 가 -

405-406 - 대,피,해,가,거,대아 -
대,피,대

아

대,피,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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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08 독아 가 가 가 가 -

409-410 독아 가,대아 가,대아 가,대아 가,대아 -

411-412 독아 해,가,거,대아 대아 대아 대아 -

413-414 독아 가 가 가 가 -

415-417 독아 대,가 - 대,가 대,가 -

418-421 독아 대,해,가 해 대,가 대,가 -

422-424 독아 가,거,대아 가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425-426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가
대,가,거,

대아
피,대 -

427-428 독아 대,해,가,거,대아 해
대,가,거,

대아
대,가 -

429-431 독아 대,피,해,가,거,대아 대,해
피,가,거,

대아

피,가,거,

대아
-

432-447 독아(카덴자) - - - -

448-451 - 대,피,해,가,거,대아 - 거,대아 거,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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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동일

선율

보조선율
대위

선율독주

악기
관현악 리듬보조 화음보조

A

1-5 - 대,피,가,거,대아 - 거,대아
피,거,대

아
가

6-7 - 피,가,거 가 거 거 -

8-12 - 대,해,가,거 - 가,거 가,거 -

13-16 독아 가,대아 - 가,대아 가,대아 -

17-20 독아 피,가,대아 -
피,가,대

아

피,가,대

아
피

21-22 독아 가,대아 - 가,대아 가,대아

23-27 독아 대,피,해,가,대아 - 독아,가,
독아,가,

대아
-

28-31 독아 가,거,대아 - 가,대아 가,대아 거

32-34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 독아,가

독아,가,

거,대아
-

B

35-38 -
대,피,해,가,거,대

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대

39-42 -
대,피,해,가,거,대

아
- - 대아 가,거

43-46 독아 피,해,가,거 피, 해 가,거 가,거 -

47-50 독아 피,해,가,거 피 가,거 가,거 대,해

51-54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대

가,거,대

아

가,거,대

아
피,해

55-56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대,해

가,거,대

아

가,거,대

아
피

57-58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

대,해,가,

거,대아

대,해,가,

거,대아
피

3. 김만석 作 <대아쟁 협주곡 ‘천축’>



- 197 -

59-62 독아 대,피,해,가,거 -
대,피,해,

가,거

대,피,해,

가,거
-

63-66 - 대,피,가,거 - 가,거 가,거 -

67-70 독아 가,거 가 거 거 -

71-74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75-78 독아 가 - 가 가 -

79-82 - 대,피,해,가,거 - 거 거 -

83-86 대,피,해,가,거 가,거 가,거

87-90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대,피,

해

91-95 독아 대,피,해,거,대아 - 거 거,대아
대,피,

해

96-98 독아 대,피,해,거,대아 피 거,대아 거,대아 대,해

C

99-100 - 대,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101-102 - 피,해,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103-105 - 대,피,가,대아 - 가,대아 가,대아 대

106-110 독아 대,피,해,가,거 -
대,피,해,

가,거

대,피,해,

가,거
-

111-114 -
대,피,해,가,거,대

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115-118 독아 대,해,가,거 - 가,거
대,해,가,

거
-

119-120 독아 가,대아 - 가,대아 가,대아 -

121-125 - 가,대아 - 가 가 -

126-129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대,피,

해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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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7 -
대,피,해,가,거,대

아
-

피,가,거,

대아

피,가,거,

대아
해

138-143 - 타악기 - - - -

144-146 독아 대,거,대아 대 거,대아 거,대아 -

147-149 독아 대,피,해,거,대아 대,해
피,거,대

아

피,거,대

아
-

150-152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해

대,피,가,

거,대아

대,피,가,

거,대아
-

153-155 - 대,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156 독아 피,해,거,대아 해 거,대아 거,대아

157-158 독아 피,해,거,대아 피 거,대아 거,대아

159-161 독아 대,피,해,거,대아
대,피,

해
- -

거,대

아

162-164 독아 피,가,대아 피 가,대아 가,대아 -

165-167 독아 대,해,가,대아 대,해 가,대아 가,대아 -

168-170 독아 피,거,대아 - 거,대아 거,대아 -

171-173 - 대,피,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174-176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대,피,

해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177-183 독아 - - - - -

184-187 독아 가,거 - - - 가,거

188-190 - 가 - - - -

D

191-194 - 피,가,거,대아 - 가,대아 가,대아 거

195-202 독아 가,거,대아 가 대아,거 대아,거

203-206 독아 대,피,해,가,거 - - -

대,피,

해,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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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09 독아 가,거 - 가,거 가,거 -

210-214 -
대,피,해,가,거,대

아
-

피,해,가,

거,대아

피,해,가,

거,대아
-

215-218 독아 대,거,대아 -
독아,거,

대아

독아,거,

대아
-

219-222 독아 대,거,대아 -
독아,가,

거,대아

독아,가,

거,대아
-

223-227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대,피,

해,가,

거,대

아

- -
가,거,

대아

228-230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해

대,피,가,

거,대아

대,피,가,

거,대아
-

231-236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해 거,대아 거,대아 대,피

E

237-241 - 대,피,가,거,대아 -
피,거,대

아

피,거,대

아
가

242-243 - 피,가,거 - 가,거 가,거 -

244-248 - 대,해,가,거 - 가,거 가,거 해

249-252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253-256 독아 피,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피

257-258 독아 가,거,대아 -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259-262 독아
대,피,해,가,거,대

아

대,피,

해

가,거,대

아

가,거,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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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동일

선율

보조선율
대위

선율독주

악기
관현악 리듬보조 화음보조

A

1-6 - 타악기 - - - -

7-10 - 소아,대아,가,거 - 가 가 -

11-14 피,해,소아,대아 -
해,소아,

대아

해,소아,대

아
-

15-18 -
대,피,해,소아,대

아,가,거
-

해,소아,

대아,가,

거

대,해,소아,

대아,가,거
-

19-23 -
소,대,해,소아,대

아,가,거
- 가,거

대,해,소아,

대아,가,거
-

24-26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거

대피,소아,

대아,가,거
-

27-29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거

대피,소아,

대아,가,거
-

30-52 독아(카덴자) - - - -

B

53-55 -
대,피,대피,해,소

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거

대,피,대피,

해,소아,대

아,거

-

56-60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거
- 가

대,피,대피,

해,소아,대

아,가,거

-

61-65 독아 가,거 - 가 가,거 -

66-69 독아
대,해,소아,대아,

가,거
- 가

대,해,소아,

대아,가,거
-

70-73 독아
해,소아,대아,가,

거
- 가

해,소아,대

아,가,거
-

4. 조원행 作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聲)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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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78-81 독아 가,거 - 가 가,거 -

82-86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

대,피,대피,

해,소아,대

아,가,거

-

87-91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92-93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거

대,피,소아,

대아,가,거
-

94-101 독아
해,소아,대아,가,

거
- 가,거

해,소아,대

아,가,거
-

102-10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대,피,

대피,해,

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108-111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소,대,

피,해
가,거

피,대피,해,

소아,대아,

가,거

-

112-115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가,거

소아,대아,

가,거

소,대,

피,해,

대피

116-119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대,피,

대피,해,

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120-123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소,대,

피,해
-

피,대피,해,

소아,대아,

가,거

-

124-152 독아 (카덴자) - - - -

153-159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소

소아,대

아,가,거

소아,대아,

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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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60-164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해,소아,대

아,가,거
-

165-166 독아
대,피,해,소아,대

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해,소아,대

아,가,거
-

167-170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171-174 독아
대,소아,대아,가,

거
-

소아,대

아,가,거

소아,대아,

가,거
대

175-178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소아,대아,

가,거
-

179-186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D

187-192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193-200 독아 소,대,피,해 - - 소,대,피,해 -

201-204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해

,소아,대아,

가,거

-

205-208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소,대,

피,대

피,해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209-214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215-220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소,대,피,대

피,해,소아,

대아,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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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대피,소아,

대아,
-

229-232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소,대,

피,해

대피,소

아,대아,

가,거

대피,소아,

대아,가,거
-

233-236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해

소,대,피,

대피,소

아,대아,

가,거

소,대,피,대

피,소아,대

아,가,거

-

237-246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독아,대

피,소아,

대아,가,

거

독아,대피,

소아,대아,

가,거

-

247-266 독아(카덴자) - - - -

E

267-270 - 소,대,피,대피,해 - 대피 대피 -

271-274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대피,소

아,대아,

가,거

대피,소아,

대아,가,거
-

275-282 독아
소,대,피,대피,해,해,

소아,대아,가,거
-

독아,대

피,소아,

대아,가,

거

독아,대피,

소아,대아,

가,거

-

283-290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독아,대

피,소아,

대아,가,

거

독아,대피,

소아,대아,

가,거

-

291-294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거
-

소아,대

아,가,거

소아,대아,

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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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동일

선율

보조선율
대위

선율독주

악기
관현악 리듬보조 화음보조

A

1-3 - 양,가,첼 - - - -

4-10 독아 대,양,가,첼 - 양,가 양,가,첼 소,대

11-14 독아 소,대,양,가,첼 - 양,가 양,가,첼 소,대

15-19 독아 대,양,가,첼 - 대,양,가
대,양,가,

첼
대

20-24 독아
대,해,양,가,거,첼,

콘
-

양,가,소아

,거,첼,콘

양,가,소아

,거,첼,콘
대,해

25-29 독아

소,대,대피,해,양,

가,소아,대아,거,

첼,콘

-
대피,가,양

,거,첼,콘

대피,가,양

,거,첼,콘

소,대,

해,소아

,대아

30-36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피,대피,해

,태,양,가,

소아,대아,

거,첼,콘

피,대피,해

,태,양,가,

소아,대아,

거,첼,콘

소,대

37-44 독아 - - - - -

45-50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
-

소,대,피,

대피,해,태

소,대,피,

대피,해,태
-

51-52 독아
대,대피,양,가,소

아,대아,거,체,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대,대아,거

,첼,콘
대피

53-55 독아 대피,대아 - - -
대피,대

아

56-57 독아 대아,거,첼,콘 - 거,첼,콘 거,첼,콘 대아

58-60 독아
대,피,해,양,가,소

아,대아,거,첼,콘
-

피,양,가,

소아,대아,

거,첼,콘

독아,피,해

,가,거,첼,

콘

-

5. 이귀숙 作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渦雲)’>



- 205 -

61 -

소,대,피,대피,해,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

피,대피,해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피,대피,해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

62-66 -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소,피,

대피,해

,태

B

67-70 - 양 - - - -

71-76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대,해,양,

가,소아,대

아,거,첼,

콘

-

77-80 독아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양,가,대아

,거,첼,콘
-

81-88 독아

소,대,피,대피,해,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양

,가,소아,

대아,거,첼

,콘

소,피,대피

,해,양,가,

대아,거,첼

,콘

-

89-90 독아
가,소아,대아,거,

첼,콘
-

가,소아,대

아,거,첼,

콘

가,소아,대

아,거,첼,

콘

-

91-96 독아 태 - - - 태

97-99 -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첼

,콘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대

아,첼,콘

-

100-104 - 양,거,첼,콘 - 양,첼,콘 양,첼,콘 -

105-106 독아 가 - 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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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2 독아
대,피,대피,해,양,

가,소아,거,첼,콘
-

대,피,대피

,해,양,가,

소아,첼,콘

대,피,대피

,해,양,가,

첼,콘

거,콘

113-116 독아

소,대,피,대피,해,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소아,

대아

양,가,거,

첼,콘

양,가,거,

첼,콘

소,대,

피,대피

,해

117-119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가,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가,거,첼,

콘

소,대,피,

대피,해,태

,가,거,첼,

콘

-

120-123 독아 거 - - - -

124-125 독아 대피,가,거,첼,콘 - - -

대피,가

,거,첼,

콘

126-133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 -

소,대,

피,해

대피,태

,양,가,

거소아,

대아,첼

,콘

C

134-145 - 대아,첼 - 첼 첼 -

146-149 독아 대,해,가,거 - 해,가,거 해,가,거 대

150-153 독아
소,대,해,태,양,가,

대아,거,첼,콘
-

양,가,대아

,거,첼,콘

양,가,대아

,거,첼,콘

소,대,

해,태

154-159 -
소,대,피,양,가,소

아
-

소,양,가,

소아
소,가 대

160-164 -
대피,양,소아,대아

,첼
-

양,소아,대

아,첼
대아,첼 -

165-171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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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72-175 - 타악기 - - - -

176-183 - 가,대아,거,첼,콘 - - - -

184-187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

188-193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

194-196 독아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 독아 독아 -

197-204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소,대,피,

대피,해,태

,양,가,소

아,대아,거

,첼,콘

-

E

205-213 - 가 - - - -

214-216 - 대,가 - 대 대 -

217-220 -
대,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양,소아,대

아,첼,콘

소아,대아,

첼,콘
대

221-222 독아
대,가,소아,대아,

거,첼,콘
-

대,가,소아

,대아,거,

첼,콘

대,가,소아

,대아,거,

첼,콘

-

223-226 독아 - - - - -

227-230 독아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 - - -

231-232 독아 - - - - -

233-238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아,대아,

거,첼,콘
-

피,대피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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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41 독아 가,대아,거,첼,콘 -
가,대아,거

,첼,콘

가,대아,거

,첼,콘
-

242-244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소,대,

양,가

피,대피,해

,태,양,가
- -

245-246 독아 해,가 - 해,가 해,가 -

247-251 독아 피,해 - - 해 피

D’

252-253 - 가,대아,거,첼,콘 - - - -

254-256 -
대,피,해,가,대아,

거,첼,콘
-

가,대아,거

,첼,콘

대,피,해,

가,대아,거

,첼,콘

-

257-261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소,대,

피,대

피,해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태,양,가,

소아,대아,

거,첼,콘

-

262-264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소,대,

피,대피

,해,태

265-269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 -

소,대,

피,대피

,해,태,

양,가,

소아,대

아,거,

첼,콘

A’

270-272 독아 소아 - - 소아 -

273-275 독아 피,소아 - - 소아 피

276-278 독아
소,대,피,소아,대

아,거,첼,콘
-

소아,대아,

거,첼,콘
-

소,대,

피

279-281 독아
소,대,소아,대아,

거,첼,콘
-

소아,대아,

거,첼,콘
- 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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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83 -

피,대피,해,태,양,

가,소아,대아,거,

첼,콘

-

피,대피,소

아,대아,거

,첼

콘 해,태

284-286 -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소아,

대아,첼

소,대,콘
해,태,

거

287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소,대,피,

대피,해,태

,소아,대아

,첼

소,대,피,

대피,해,태

,소아,대아

,첼,콘

양,가,

거

288-290 독아
대,대피,양,가,소

아,거,첼,콘
- 대피,첼,콘 대피,첼,콘

피,양,

가,소아

,거

291-295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대피,거,콘 태,거,콘

피,소아

,대아,

첼

F

296-299 독아
양,가,소아,대아,

거,첼,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가,대아,거 -

300-302 독아

소,대,피,대피,해,

태,양,가,소아,대

아,거,첼,콘

-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양,가,소아

,대아,거,

첼,콘

소,대,

피,대피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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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락
마  디

연주형태
동일

선율

보조선율
대위

선율독주

악기
관현악 리듬보조 화음보조

1 조현법 - - - -

A

2-5 - 타악기 - - - -

6-7 - 거 - - - -

8 - 양,가1,가2,거 - - - -

9-15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

가1,가2,

거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

가1,가2

-

16-22 독아 - - - - -

23-24 독아 피,해 - - - 피,해

25-26 - 대,피,해,소아 - - - -

27-31 -
소,대,피,대피,해,

소아,가1,가2
- 가1,가2 가1,가2 -

32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 가1,가2 가1,가2 -

33-37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

-
양,가1,가

2

양,가1,가

2
-

38-40 - 소,대 - - 소,대 -

41 - 소,대,해,가2 - 가2 소,대,해 -

42 -
소,대,해,대아,가1,

가2,거
-

,가1,가2,

거

소,대,해,

대아
-

6. 박병오 作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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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가1,가2,

거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

-

46-47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가1,가2,

거
- -

B

48-55 독아 - - - - -

56-57 독아
피,소아,가1,가2,

거
- 가2,거

독아,피,

소아,가2,

거

-

58-59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 -

60-61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양,가1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가1

-

62-63 독아 - - - - -

64-65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

66-68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가1,가2,

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

69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양,가1,가

2,거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1,

가2,거

-

70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소,대,피,

대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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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독아 소,대,피,대피,해 - -
소,대,피,

대피,해
-

72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소,대,피,

대피,해
-

73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

소아,대

아,가1,

가2,거

74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소,대,피,

대피,해
-

75-76 독아 - - - - -

7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

78-79 독아 - - - - -

80 독아 거 - - - 거

81-83 독아 거 - - - 거

84-85 - 소,대,피,대피,해 - - -
대,피,대

피

86-88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

양,가1

,가2,

거

- - -

89 독아 거 - 거 거 -

90-103 독아 - - - - -

104-109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
- - - -

110-113 독아
해,소아,대아,양,

가1,가2,거
- -

해,소아,

대아
양

114 독아
소,대,양,가1,가2,

거
대

소,가1,가

2,거
소,대,가2 양

115 독아
소,피,대피,양,가1,

가2,거
피

소,가1,가

2,거

소,피,대

피,가2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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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독아
소,해,양,가1,가2,

거
해

소,가1,가

2,거
해,가2 양

117 독아
소,대,피,해,양,가1

,가2,거
-

소,대,피,

해,가1,가

2,거

소,대,피,

해,가2
양

118-120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양,가1,가

2,거
거 -

121-122 독아 - - - - -

123-124 독아 해,소아,대아 - - -
해,소아,

대아

125-126 독아
대,피,해,소아,대

아
- - -

대,피,해,

소아,대

아

127 독아 해,소아,대아 - - -
해,소아,

대아

128-129 독아 대피,소아,대아 - - -
대피,소

아,대아

130 독아

대,피,대피,소아,

대아,양,가1,가2,

거

-
가1,가2,

거
-

대,피,대

피,소아,

대아,양

131 독아
대,피,대피,소아,

대아
- - -

대,피,대

피,소아,

대아

132 독아

대,피,대피,소아,

대아,양,가1,가2,

거

-
가1,가2,

거
-

대,피,대

피,소아,

대아,양

133 독아 해,소아,대아 - - -
해,소아,

대아

134-135 독아
대,피,해,소아,대

아,가1,가2,거
- - -

대,피,해,

소아,대

아,가1,

가2,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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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

1,가2,거

138-139 독아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소아,대

아,양,가

1,가2,거

140-141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

1,가2,거

142-144 독아
해,소아,대아,양,

가1,가2,거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

1

145-148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

대,피,대

피,해,대

아,양,가

1,가2,거

149-151 독아
대,피,대피,해,대

아,양,가1,가2,거
- - -

대,피,대

피,해,대

아,양,가

1,가2,거

152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

가1,가2,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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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53-154 독아 - - - - -

155-156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거
- 독아,거

독아,소,

대,피,대

피,대아

-

157-162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
- - -

독아,소,

대,소아,

대아

163-166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거
- - -

독아,피,

대피,해,

소아,대

아,거

167-170 -
소,대,피,대피,해,

소아
- 대

소,대,피,

대피,해,

소아

-

171-172 - 피,해,소아,대아 - 소아
피,해,소

아,대아
-

173-176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 - -

177-182 -
해,소아,대아,양,

가1,가2,거
- -

해,소아,

대아
-

183-184 독아 - - - - -

185-187 독아 대,피,해,소아,거 - - 소아
대,피,해,

거

188-189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거

190-191 독아 해,소아,거
해

,소아
- - 거

192-197 독아 대,피,해,소아,거 - - -
대,피,해,

소아,거

198-200 독아

대,피,대피,해,소

아,대아,가1,가2,

거

-

대,피,대

피,해,소

아,대아,

가1,가2,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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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독아 소,대 - - - 소,대

204-20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

1,가2

208-210 - 대,피,해,거 - - - 거

211 -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소,대피,

소아,대

아,양,가1,

가2,거

소,대피,

소아,대

아,양,가1,

가2,거

-

212-213 독아 - - - - -

214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

1,가2,거

215 독아 - - - - -

216-21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거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거

218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가1,가2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거

-

219-220 독아
소,대,피,해,소아,

거
- 거 - -

221 독아
소,대,피,해,소아,

대아
- -

소,대,피,

해,소아,

대아

-

222-223 독아 대,피,해,거 - 거 독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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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독아 양,가1,가2,거 -
양,가1,가

2,거
- -

225 독아 대,피,대피, -
대,피,대

피

대,피,대

피,
-

226-228 독아
대,피,대피,해,양,

가1,가2,거
-

양,가1,가

2
- -

229-232 독아
소,대,대아,가1,

가2,거
-

대아,가1,

가2,거
소,대 -

233-236 독아
해,소아,대아,가1,

가2,거
- - 해,소아

대아,가1

,가2,거

237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

가1,가2,

거

- -

238-248 독아 - - - - -

249 독아 소,대,피,대피 -
소,대,피,

대피
- -

250-251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소아,대

아,양,가1,

가2,거

독아,소

아,대아,

양,가1,가

2,거

-

252-254 독아

소,대,피,해,소아,

대아,양,가1,가2,

거

- - -

소,대,피,

해,소아,

대아,양,

가1,가2,

거

255-257 독아 소,대,해,대아, - - -
소,대,해,

대아

258-260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해,양,가1,

가2,거
-

소,대,피,

대피,소

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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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61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해,양,가1,

가2,거
-

소,대,피,

대피,소

아,대아

262-267 독아 - - - - -

268 독아 거 - 거 - -

269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소,대,

피,대

피,해,

소아,

대아

양,가1,가

2,거

양,가1,가

2,거
-

271-293 독아(카덴자) - - - -

294-298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가1,가2

,거

-

피,대피,

해,소아,

대아

피,대피,

해,소아,

대아

-

E

299 독아 - - - - -

300-302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1,

가2,거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1,

가2,거

-

303-304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대,피,대

피,해대

아,양,가1,

가2,거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거

-

305-309 독아
해,소아,대아,가1,

가2,거
-

가1,가2,

거

해,소아,

대아
-

310 독아 - - - - -

311-312 독아
소,대,양,가1,가2,

거
-

양,가1,가

2,거
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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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4 독아
소,대,피,대피,양,

가1,가2,거
-

양,가1,가

2,거

소,대,피,

대피
-

315-316 독아
소,대,피,대피,해,

양,가1,가2,거
-

양,가1,가

2,거

소,대,피,

대피,해
-

317-319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양,가1,가

2,거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

-

320-323 독아

소,대,피,대피,해,

소아,대아,양,가1,

가2,거

- - -

소,대,피,

대피,해,

소아,대

아,양,가

1,가2,거

324-327 - 타악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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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Ajaeng Concerto 
and Its Musical Characteristics

Kim, Bitna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jaeng is an instrument played for court music ensemble. Since the

mid 1930’s, along with the instrument redesign, Ajaeng has become

more popular in other genres and forms of music. Especially, since

the piece <‘Nakjo’ orchestra for Ajaeng> written by Kangduk Lee

was released in 1968, Ajaeng concertos have mainly been Sanjo

concertos for about 30 years. It was not until in the 2000’s that

Ajaeng concertos began including more diverse repertoires.

Recently, more concertos for Ajaeng solo are consistently released

through ‘ARKO contemporary music competition,’ which shows that

the Ajaeng concerto has become a prominent repertoire in music

performance fields. Therefore, this author deemed necessary for an

academic approach to the Ajaeng concerto and analyzed its musical

characteristics. The author also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chestra and Ajaeng as a solo as well as the Ajaeng concerto’s

musical development over time. This article studies the Ajaeng

concerto’s musical development chronically by examining in three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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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phase is the early formation of the Ajaeng concerto,

where the concerto form from the western music was applied but the

most musical elements wer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concertos mainly included the unison melodies played by both Ajaeng

solo and the orchestra as an ensemble, emphasizing a sense of

uniformity, which shows similarity to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nsemble form.

The second phase is when numerous Ajaeng concertos were

written. This author noticed a trend that the composers would merge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usical elements in an attempt to

express the theme melodies. Also, an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jaeng solo and the orchestra can be observed as they support

the theme melody by playing the harmony and the rhythm.

The third phase can be viewed as an experimental time for Ajaeng

concertos with diverse tone changes. Various non-traditional music

techniques were used to highlight contemporary sound. During this

phase, Sanjo Ajaeng was preferred and some composers showed their

intention to preserve traditions by using elements from folk songs

and court music. Meanwhile, Ajaeng solo was written to play

contrasting melodies from the orchestra to accentuate musical

characteristics, which illustrated melodic expression effectively.

This author observed that the Ajaeng concerto has shown different

characteristics during each phase as well as an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rchestra and Ajaeng as a solo instru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hopes to contribute to

diversifying the Ajaeng concerto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more Ajaeng concertos that will reflect the unique features of Ajaen

g.167)

167)Keywords : Ajaeng concerto, Instrument redesign, Orchestra,

Musical relationships, Musical sound effect

Student Number : 2016-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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