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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19세기 말의 개화기 이후 서구 예술음악의 

‘작곡’개념을 도입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며,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창작 국악곡을 작곡해오고 있다. 피리 창작곡은 대부분 지속음을 활용한 

선율 위주의 곡이 작곡되어오고 있으며, 그에 비해 타악기적 역할을 활

용한 창작곡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설장구 장단을 소재로 창작된 김성국 작곡가의 SOLO 피리

를 위한 <소릿사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릿사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되는 소리를 표

현한 작품으로 설장구의 장단을 소재로 하여 창작되었다.

  둘째, 곡의 초입 부분에서 보이는 리듬 진행이 삼도 설장구 가락 중 굿

거리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곡은 총 138마디로 박자, 리듬, 선율의 변화에 따라 8개의 대

단락과 30개의 소단락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곡 안에서 출현음과 중심음을 통해 선법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프리지안, 도리안, 믹솔리디안 선법 등 다양한 선법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리듬형이 대단락 A, Aʹ , Aʹʹ, Aʹʹʹ에서 계속해서 등장하

고, 곡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곡의 주

제 리듬형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주제 리듬형 외에도 단락별로 나타나는 특정 리듬형을 찾을 

수 있었고,  리듬형,  리듬형,  리듬형 등이 있

다.

  일곱째, 첫 단락인 대단락 A에서 나타나는 B♭과 C 음이 곡의 발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마지막 단락이 첫 단락과 동일한 형태로 

종결하는 것을 통해 첫 단락의 주제 선율을 확립하고자 한 작곡가의 의

도를 찾을 수 있었다.

  여덟째, 작곡가는 페르마타(), 쉼표( , 등), 스타카토, 아쟁의 아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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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o.) 주법과 피치카토(pizz.) 주법, Tempo free 등을 사용하여 음과 음 

사이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모닉스, 요성, 추성과 퇴성, 

아쟁의 글리산도(glissando) 등을 통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음향 현상과 

그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작곡가가 설장구의 장단에서 동기

를 가져와 곡의 주제 리듬형을 정하였으며, 지속음을 활용한 선율 진행

이 주를 이뤘던 피리의 선율에 타악기적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피리가 독주 악기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소릿사이>를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곡

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창작 국악 작곡에서의 피

리에 대한 더 폭넓고 다양한 시도로 이어져 악기의 역할이 한층 더 다채

로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피리, solo, 독주곡, 소릿사이, 김성국, 창작국악, 리듬, 타악기적

역할, 설장구

학  번 : 2018-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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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19세기 말의 개화기 이후 서구 예술음악의 ‘작

곡’개념을 도입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본래 전통음악에서는 작곡

가와 연주자가 분리되지 않았고, 창작이란 곧 기존 악곡의 변형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서구문화를 접한 사회적 요구는 전통음악

에도 새로운 악곡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 음악의 형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곡이 1939년 발표된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1)이며, 

창작 국악2)의 효시이다. 그는 1950년에 다수의 창작국악곡을 발표하였

고, 뒤를 이어 대학에 설립된 국악과에서 서양식 작곡을 공부한 작곡가

들이 196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새로운 창작국악곡을 작곡하기 시작하였

다.3)

 김기수의 작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악 창작곡들이 활발히 작곡되었으

며, 피리 창작 독주곡도 발표되기 시작한다. 국립 국악원의 기록에 의하

1) <황화만년지곡>은 이능화의 한시에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였던 김기수가 곡을 

붙인 것으로 1939년에 완성되었다. (이수정, 『<황화만년지곡>연구』, 온지학

회, 2016, 234~261쪽. )

  근현대음악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만, 국악계 일각에서는 창작 동기가 

정치성을 띄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창작 음악곡으로 인정하기

를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김기수의 다음 작품인 <세우영> 또는 

<고향소>를 창작국악곡의 효시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전인평, 

『한국창작음악사』, 아시아문화, 2017, 39~40쪽.)
2) 우리나라에서 ‘창작음악’은 ‘신국악’, ‘현대음악’,‘창작국악’ 등 여

러 가지로 불려왔다. 국립 국악원의 <신국악보>, 그리고 1963년 창립한 ‘신

국악예술인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신국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립국악원의 ‘창작음악연주회’라는 연

주회를 개회하면서 ‘창작음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가 현재는 ‘창

작국악’과 ‘창작음악’을 두로 사용하고 있다. (전인평, 위의 책, 20~21쪽.)
3)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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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첫 피리 창작 독주곡은 1962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연주되었

던 이성천 작곡의 <독주곡 제 4번>4)이다. 이후에 신홍균의 <신곡>5), 이

성천의 <독주곡 제12번>6) 등의 피리 창작곡이 뒤를 이어 발표되었으며, 

작곡가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피리 창작 독주곡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듯 작곡가들에 의해 서양 음악의 형식을 사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래 전통음악에서의 피리의 선율적 역할7)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음역대가 다른 국악기에 비해 현저히 좁

고8), 취구가 관대에 비해 큰9) 겹서(double reed)10)로 되어 있어 음량이나 

음정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피리 창작 독주곡에서도 본

4) <졸업연주신곡>, 서울대 음대 국악연주실, 1962.11.11. (국립국악원, 한국국악

교육학회,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1941-1995) 』, 1996, 29-32쪽.)
5) <제4회 서울대음대 국악정기연주회>,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1963.11.01.  (국

립국악원(국립국악원, 한국국악교육학회,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

(1941-1995) 』, 1996.)
6) <제1회 신국악예술인회 정기연주회>,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1966.04.26. (국

립국악원, 한국국악교육학회,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1941-1995) 』, 

1996.)
7) 피리는 전통음악에서 주선율을 담당하였고, 관악기의 특성상 지속음을 활용

한 선율 진행이 주를 이루었다.
8) 피리의 음역대는 B♭3부터 F4로 25현 가야금(E♭2~B♭4), 거문고(B♭1~B♭4), 

대금(B♭3~E♭6), 해금(A♭3~A♭6) 등의 타 국악기에 비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9) 서양목관악기 중 피리와 그 구조가 가장 비슷한 오보에, 바순을 보게 되면 

피리보다 월등히 크기가 큰 악기들이지만 리드의 크기는 네 악기 전부 피리

의 서(舌 : reed)보다 작다. (서명교, 향피리의 전통음악 주법에 관한 연구, 경

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31쪽)
10) 겹서(double reed)는 악기의 서(舌 : reed)가 두 장 있는 것이다. 겹서의 윗

부분과 아랫부분 진동이 관(管)으로 전달되고, 관으로 전달된 진동은 관의 지

공(指孔)을 막거나 떼는 것에 따라 변화하여 음고(音高)가 생성된다. (박치완, 

피리의 취법(吹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쪽)
11) 피리는 지공의 개폐 여부 외에 서(舌 : reed)의 조절을 통해서도 음고가 생

성된다. 서의 조절은 내부의 공간 변화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서 내부의 

공간이 늘어나면 음고가 낮아지고, 서 내부의 공간이 줄어들면 음고가 높아진

다. 그리고 서를 무는 정도의 조절, 김의 세기 조절, 서의 간격 조절 등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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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전통음악에서 가지고 있던 악기의 지속음12)을 활용한 선율적인 역할

에 충실하고, 가야금,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 또는 타악기 등, 감쇠음13)이 

두드러지는 악기를 반주악기로 활용한다. 소리를 내는 순간의 음량이 가

장 큰 악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강세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음악의 박자

감을 조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리 독주곡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개수는 모두 18개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향피리가 반주악기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곡 전

체의 선율과 박자를 끌고 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향피리 독주로만 구성

되어 창작된 4곡14)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는 연구에서‘독

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반주악기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피리 창

작곡 12곡15)과 ‘2중주’라고 명칭하고, 악기 구성 또한 2개인 창작곡 2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의 글, 122쪽.)
12) 찰현 악기, 관악기 등의 음처럼 연주 행위 도중에 울림이 계속되는 음을 말

한다.
13) 피아노나 기타 등에서 서서히 음량이 작아지는 음을 일컫는다.
14) 피리 독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곡 분석연구.

  이희종, “피리독주곡 <豊饒>의 音樂構造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이재남, “김기수 작곡 피리 독주곡 <가람>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홍현우, “이상규 작곡 피리 독주곡 <청산> 분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구본진, “안현정 작곡 피리독주곡 <배꽃일세>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5) 독주곡이지만 피리 외 악기가 구성되어 있는 곡 분석연구.

최명화, “李海植流 피리散調 <호드기>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강미연, “이성천의 독주곡 제 42번 <풀피리> 악곡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황규상, “이해식 작곡 <굿을 위한 피리> 분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5).

김세경, “윤혜진의 피리 독주곡 <기호로서의 소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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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16)을 선행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반주악기가 들어가거나 피리를 포

함한 2중주 곡을 선행연구로 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인 SOLO 피리

를 위한 <소릿사이>가 대아쟁을 반주악기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악곡에 나타나는 피리 선율 특징을 알아보고 박자와 

리듬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표현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희종의 “피리 독주곡 <豊饒>17)의 音樂構造 ”은 황병기의 작품 <풍

요>를 느리게(진양조), 중모리, 살풀이, 자진모리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악장으로 구분하고, 출현음과 음계, 리듬, 장식음, 시김새를 분석하고 있

오영미, “김광복 작곡 피리 독주곡 <잽이의 놀이> 분석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점희 “향피리를 위한 <하늘곰 5번>’ 분석 연구 : 피리 주선율을 중심으

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안은경, “피리창작독주곡 서도피리산조-아용소리 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철, “이해식 피리 독주곡 <춤피리>의 분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4).

손정민, “지원석의 피리독주를 위한 <新시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계전, “원일 작곡 피리 창작 독주곡 <흙> 분석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혜원, “도날드 워맥의 피리 독주곡 <금강전도>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안여진, “백성기 작곡 피리독주곡 <여정>의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6) 2중주로 명칭되고, 2개의 악기 편성인 곡 분석연구.

오수진, “정대석의 <피리와 거문고를 위한 2중주> 분석 연구- 피리선율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순자, “박위철 작곡 피리, 가야금2중주 <그리움>에 대한 분석 : 피리 선율

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 <국립극장 개원 20주년 기념연주회>, 국립극장, 1971년 4월 12일, 정재국 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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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재남의 “김기수 작곡 피리 독주곡 <가람>18) 분석”은 작곡가가 어떠

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현하였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음악에서 쓰이는 선율을 현대 음악적으로 해석하여 곡을 구성하고 

있으며, 리듬은 syncopation19)을 사용하여 곡의 정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다.

 홍현우의 “이상규 작곡 피리 독주곡 <청산>20) 분석연구”는 시인 신석

정21)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청산>을 3부분으로 나누고 음계와 

시김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악구를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숨표( ’)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 악구의 골격음을 발췌한다. 그 후 

기본 선율 및 변형 선율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악구의 반복 및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구본진의 “안현정 작곡 피리 독주곡 <배꽃일세>22) 분석연구”는 토속

민요 <배꽃일세 배꽃일세> 성악곡을 근간으로 창작된 <배꽃일세>를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선율 흐름에 따라 선율의 전개 및 리듬의 형태, 피리 

연주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메나리토리 음계를 사용하고 리듬형은 토

속민요 <배꽃일세>의 붓점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

다.

 최명화의 “李海植流 피리散調 <호드기>23) 분석연구”는 음악적 구조와 

작품 속에 내재된 연주법과 선율구조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3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원래 <피리를 위한 호드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

으나, 남도 무악과 춤에 바탕을 두고 토속적인 호드기 가락24)을 양식화

18) <국악사양성소 동문연주회>, 1971년 4월 8일 초연.
19) 같은 높이의 센 부분과 여린 부분이 이어져서, 여린 부분이 센 부분으로 되

거나, 센 부분이 여린 부분으로 되어 셈여림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20) <제 3회 이상규 작곡 발표회>, 1978년 12월, 정재국 초연.
21) 신석정(1907-1974) 시인은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시‘기우는 해’(1924)를 

통해 등단하였다. 
22) 안현정 작곡 발표회 ⅩⅢ <독주곡의 響宴(향연)>, 부산 국악원, 2017년 7월5

일, 이인화 초연.
23) 1984년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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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식류 피리산조 <호드기>라고 제목을 바꾸었다. 하

지만 산조의 리듬과 선율의 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주법과 불협화음

을 사용하고, 미분음이 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피리 

선율 진행 시에 나타나는 리듬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함께 구성되어 있는 

장구에 대한 연구는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미연의 “이성천의 독주곡 제 42번 <풀피리>25) 악곡 분석”에서는 

<풀피리> 의 음악적 구조와 출현음과 음계, 리듬, 연주기법, 장구 장단을 

분석하였다. 총 4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을 각각의 장마다 피리의 리듬형

과 선율형을 나누고, 장단은 음표의 종류를 기준으로 4분음표 계열 10종

류, 8분음표 계열 20종류로 나누었다.

 황규상, “이해식 작곡 <굿을 위한 피리>26) 분석연구”에서는 곡의 구

조를 개관하고 선율을 세분하여 그 전개방식과 선법 구성, 장단 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리의 선율의 전개방식에 대한 내용

이 주를 이루며 장단은 타악기가 리듬을 맡아 피리와 어긋나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김세경의 “윤혜진의 피리 독주곡 <기호로서의 소리>27)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타악은 단순한 피리의 반주 역할이 아닌 피리의 호흡에 의

한 리듬 전개에 있어 동등하게 진행된다. 또한 피리의 선율이 나오지 않

는 부분에서 타악이 그 부분을 채워주어 선율과 선율의 연결구 역할을 

한다고 서술한다. 이 곡에서의 타악은 크기가 다른 3개의 쇠와 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Picture note가 악보에 제시되며 이는 제시된 음열을 

연주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작곡가는 이 곡에서 서양 음

악적 어법을 쓰지 않고 ‘순환’이라는 작곡 방법을 사용하여 전통음악

의 본질적인 미학을 살리고 연주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피리 본래의 악기

24) 이혜구, 『한국음악사전 한국예술사전 2』, 서울: 대한민국 예술원, 1985.
2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강영근 대학원 졸업 연주회>, 서울대 문화관 소강

당, 1994년 11월 18일, 강영근 위촉초연.
26) <제 5회 달구벌 축제 대구 음악제>,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 1986년 9월 22

일, 대구 음악 협회 위촉, 배양현 초연.
2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김세경 졸업연주회>, 2005년 5월 20일, 김세경 위촉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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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살리며 악기가 가지고 있던 연주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오영미의 “김광복 작곡 피리 독주곡 <잽이의 놀이>28) 분석연구”는 무

속장단을 바탕으로 작곡된 <잽이의 놀이>를 연구한 것으로, 곡의 선율 

및 리듬, 연주기법, 각 악곡의 음악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굿 피리

의 더늠 대목을 바탕으로 작곡된 이 곡은 무속장단인 터벌림장단, 흘림

장단, 경기무속굿거리장단, 진도씻김굿살풀이장단을 변형하여 리듬을 운

영하며, 경기도당굿의 소리 중 들어서 내는 소리를 굿 장단인 흘림(4박)

과 빠른 장단에 얹고 있다. 이 곡에서는 창작 동기가 장단에 있지만 타

악기가 변형된 무속장단형을 가져가며 피리의 선율에서는 장단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철의 “이해식 피리 독주곡 <춤피리>29)의 분석연구”는 총 2악장으로 

구성된 <춤피리>를 1악장을 4구간, 2악장을 12구간으로 영역을 나누고 

선율과 리듬, 시김새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각각 특징을 가진 영

역들이 서로 간의 연관을 가지면서 악곡이 발전하고, 그 형태가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결합하면서 종결한다고 서술한다. 또한 배음 

주법, 스모르자토, 다성 주법을 사용하여 선율적, 리듬적, 음향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함께 연주되는 타악에 대한 언급은 

비중이 매우 적다.

 손정민의 “지원석의 피리 독주를 위한 <新시내>30) 연구”에서는 피리

독주를 위한 <新시내>의 주법, 리듬, 조성, 특수주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성과 장단의 변화가 활발하고 다양한 특수 주법이 사용되며, 기

존 피리 음역을 벗어나 좁은 음역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산조, 농악, 시나위 장단과 같은 전통음악 장단을 가져왔다. 

 박계전의 “원일 작곡 피리 창작 독주곡 <흙> 31)분석연구”에서는 피리 

28) <제57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새가락 삼일야>, 국립국악원 예악당, 2003년 11

월 12일, 김성진 초연.
29) <강호중 피리 독주회>, 국립국악원 소극장, 1989년 11월 15일, 강호중 초연.
30) <제 33회 동아음악 콩쿠르> 작곡 부분 입상작,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1993년 

10월 7일, 박인기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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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독주곡 <흙>의 악곡 및 악구 구성,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더 나

아가 연주자가 작곡을 했을 시에 얻어지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메나리조 선법으로 진행하는 피리의 선율과 함께 수평적으로 진행하며, 

리듬과 음향의 역할을 맡은 장구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연주 활동을 했

던 작곡가의 영향으로 피리가 용이하게 연주할 수 있는 주제선율을 제시

하는 등 악기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혜원의 “도날드 워맥의 피리 독주곡 <금강전도>32) 분석연구”는 곡

의 구조와 주제별 선율형, 음계, 리듬, 피리 주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

구에 의하면 작곡가가 전통의 개념을 국악 어법이 아닌 ‘악기’ 자체에

서 찾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리의 템포의 변화, 선율, 음

색의 변화와 장구의 리듬 변화가 곡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한다고 서술한

다. 

이점희의 “향피리를 위한 <하늘곰 5번>33)”은 조준우 작곡의 해금 독주

곡 <하늘곰 Ⅴ>를 향피리 독주곡으로 편곡한 것을 분석하였고, 피리의 

음계, 리듬, 장식음 및 주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피리가 

중심이 되어 대선율적인 전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과음을 포함한 전통

적인 5음음계인 평조에서 다양한 종지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금이 

반주의 역할과 동시에 종선율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3악장에서는 스타카토를 사용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쾌하

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안은경의 “피리 창작 독주곡 <서도피리산조-아용소리 분석>34)”은 작

곡가 김정희에 의해 서도지역의 음악 어법으로 창작된 <서도피리산조-아

용소리>의 음악적 특징과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도

지역의 토속민요가 피리 독주곡으로 창작 되어지는 과정에서 선율과 리

31) 국립국악원 소극장, 1998년 12월 7일, 박영기 초연.
32) <2017 김경아의 피리세계 – 시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2017년 5월 14

일, 김경아 위촉초연.
33) 1990년 연작 악곡 <하늘곰> 작곡, 그 중 5번째 곡을 피리 독주곡으로 2012

년 편곡 및 초연.
34) CTS Arts Hall, 2007년 11월 16일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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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장단별로 살펴보고 있다. 도드

리, 굿거리, 타령 장단의 순서로 되어있는 구성에서 각 장단의 선율 진

행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안여진의 “백성기 작곡 피리 독주곡 <여정>35)의 분석연구”는 정순

량36)의 시조 ‘여정’을 모티브로 한 피리 독주곡 <여정>의 작품 배경과 

선율의 진행 및 각 장의 조성, 리듬의 형태, 피리 연주법 등을 연구하였

다. 메나리조와 경조가 함께 사용된 선법의 창작곡인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전통성이 강한 형식과 장식적 표현을 연구하였다. 또한 장구는 

한 장단의 악보를 제시하고 이후는 자유롭게 변형하여 연주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의 형태 안에서 피리 연주의 리듬 진행이 표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었다. 

 오수진의 “정대석의 <피리와 거문고를 위한 2중주>37) 분석연구-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는 4악장으로 구성된 <피리와 거문고를 위한 2중주>

를 선율구조, 음계, 리듬, 장식음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중주곡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곡 해설에서 작곡가가 피리 독주를 위한 곡으로 

피리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반주의 역할을 장고가 아닌 거문고가 담

담하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4악장에서 피리와 거문고가 선율을 주고 받는 형식에서만 

거문고를 언급하였다. 

 박순자의 “박위철 작곡 피리, 가야금 2중주 <그리움>38)에 대한 분석 :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는 피리 관대 뒷지공을 한 지공 올려 제작하여 

피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음역을 A♭까지로 높여 연주 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한 <그리움>을 분석한 연구이다. 2중주의 형식이지만 피리가 

주선율을 이끌어가고 가야금은 코드 진행을 통해 반주악기의 개념이 강

35) <강환직 피리 독주회>, 전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 2003년 5월 28일, 강환

직 위촉초연.
36) 정순량(1941- ) 시인은 충남 금산 출생으로, 시조집『向日花 』외 10권 기타 

산문집을 발간하였다.
37) 1990년 초연.
38) <제 15회 국립극장 창작공모> 중주곡 부문 당선, 2005, 박경현 위촉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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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고 있어 피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곡의 

구조, 형식, 선율, 리듬을 분석하고 작곡 동기인 악기의 새로운 제작 방

법으로 나타난 음역의 확대와 그로 인한 주법과 시김새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선행 연구 18곡을 살펴본 결과, 2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

다. 첫 번째, 특정 장단이 작곡의 동기로 사용된 곡은 1곡39)이 있으나 

이를 피리 선율에 응용하지 않고, 반주 악기인 타악기를 통해 활용되었

다. 또한 연구의 중심이 대부분 피리의 선율 진행 위주로 되었고, 장단

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되었는지 자세히 서술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는 구성 악기로 대부분 장구 같은 타악기를 사용하였고, 가야금이나 거

문고와 같은 타점 악기들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의 곡과 구성 악기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39) 오영미, “김광복 작곡 피리 독주곡 <잽이의 놀이> 분석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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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곡 및 구성 악기

형태 번 작곡자 곡 명(초연연도) 악기 구성

독주

1 황병기 피리독주곡 <豊饒>(1971) 피리

2 김기수 피리독주곡 <가람>(1971) 피리

3 이상규 피리독주곡 <청산>(1978) 피리

4 안현정 피리독주곡 <배꽃일세>(2017) 피리

반주

악기가 

포함된 

독주곡

5 이해식
李海植流 피리散調 
<호드기>(1984)

피리, 장구

6 이성천 독주곡 제 42번 <풀피리>(1994) 피리, 장구

7 이해식 <굿을 위한 피리>(1986) 피리, 징, 장구

8 윤혜진
피리 독주곡

<기호로서의 소리>(2005)

피리, 

크기가 다른 쇠 3개, 

징

9 김광복
피리 독주곡 

<잽이의 놀이>(2003)
피리, 징, 장구

10 이해식 피리 독주곡 <춤피리>(1989) 피리, 징, 장구

11 지원석
피리독주를 위한 

<新시내>(1993)
피리, 장구

12 원일 피리 창작 독주곡 <흙>(1998) 피리, 장구

13
도날드 

워맥
피리 독주곡 <금강전도>(2017) 피리, 장구

14 조준우
향피리를 위한 

<하늘곰 5번>(2012)
피리, 해금

15 김정희
피리창작독주곡 

<서도피리산조-아용소리>(2007)
피리, 장구

16 백성기 피리독주곡 <여정>(2003) 피리, 장구

2중주

17 정대석
<피리와 거문고를 위한 

2중주>(1990)
피리, 거문고

18 박위철
피리, 가야금 2중주 

<그리움>(2005)
피리, 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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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피리 독주로만 이루어진 4곡을 제외하면, 타악기 구성 11곡, 

가야금 구성 1곡, 거문고 구성 1곡, 해금 구성 1곡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리가 독주 악기로서 연주될 때 타악기적인 주법40)을 활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리듬적 요소를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국 작곡가의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는 이러한 기존의 창작

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설장구 장단에서 곡의 동기를 얻

고41), 피리 선율에 타악기적 역할을 부여하여 리듬의 변화와 강조를 통

한 음악적 표현을 의도하였다. 또한 대아쟁이라는 반주악기를 사용함으

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던 피리와의 새로운 음향적인 조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설장구의 장단을 가져와 피리 선율에 입힌 <소

릿사이>의 작곡 배경을 알아보고 곡의 음계와 선율의 진행, 리듬 등을 

분석하여 장단을 피리의 선율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제화시키고, 곡 전체

의 진행을 가져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피리 창작곡에서 많

이 사용되던 타악기나 가야금이 아닌 아쟁을 사용하여 어떠한 음악적 효

과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곡을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

자들의 이해를 돕고, 지속음을 활용한 선율 위주의 곡으로 연주 기반을 

40) 타악기적 주법은 피아노를 노래하는 악기로 다루는 것에 벗어나 치는 악기

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타악기라는 것의 가장 전통적인 역할은 강세를 더

하여 주고, 리듬적 요소가 강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

집스럽게 반복되는 음형은 악곡의 통일성을 만들어주게 되며, 음향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등장한다.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낭만시대의 작

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가토 주법이나 선율적, 화성적인 부분보다는 리듬

적으로 두들겨대는, 리듬이 강조되거나 리듬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안혜림, “20세기 피아노 음악의 타악기적 주법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0~21쪽.)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에서 이야기한 피아노의 타악기적 주법을 국악

기에 대입하여 화성적, 선율적 진행보다는 리듬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다

이나믹과 음색에 집중하는 것을 타악기적 선율 또는 타악기적 효과라고 서

술할 것이다.
41)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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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져온 피리 연주자들에게 더 넓은 음악적 표현에 대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김성국 작곡의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는 피리와 대아쟁의 악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3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곡의 템포는 

제 1마디부터 제 83마디까지는 =56, 제 84마디부터 제 87마디는 ♩

=60, 제 88마디부터 제 138마디까지는 =60의 템포로 총 2번 변화한다. 

박자 형태, 선율의 진행에 따라 곡을 크게 8개의 단락으로 나누었고, 이 

작품의 전체를 연구 범위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악보는 작곡가로

부터 받은 <소릿사이>를 사용하고, 김성국 작품집 『시간』42)에 수록되

어 있는 <소릿사이> 음원을 사용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곡가와의 대담을 통해 그의 음악적 배경과 작품 해설 및 구성 

의도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곡에 나타나는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악곡 구조의 특징

을 분석하며 파악한다. 악곡의 전체 구조에서 변화하는 박자형과 선율의 

진행에 따라 크게 8개의 대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에서의 반복변화모
방되는 리듬 형태와 선율의 진행에 따라 소단락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이 때 악곡 구조의 대단락과 소단락은 영문 표기법을 사용하

며, 대단락은 대문자, 소단락은 소문자를 사용한다. 비슷한 단락의 진행

인 경우는 아포스트로피 기호(ʹ)43)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셋째, 피리의 리듬, 선율, 표현, 반주악기인 아쟁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

여 단락별로 살펴본다. 이 때 각 단락별 분석되는 특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번 이상 반복되는 리듬을 대표적인 리듬 유형으로 정한다.

42) 김성국 작품집『시간』, Macho Studio, 2019.
43) <소릿사이>는 반복되는 박자형태 안에서 선율과 리듬의 변화와 모방이 나타

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아포스트로피(ʹ)를 붙여 단락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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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음을 중심음으로 두고, 2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음을 주요음으로 정한다. 

3) 페르마타, Tempo free, 비브라토 등, 특정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소

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상상하여 주제화한 

작곡가의 창작 의도44)를 보여주는 기호들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정한다.

4) 피치카토와 아르코와 같은 아쟁의 주법 변화 역시 작곡가가 경험한 

공간적 음향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므로 대표적인 특징으로 정한다. 

 이외에도 악상기호와 선율 진행 방향, 피리와 아쟁의 상호작용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구간을 찾아 서술하고, 악보와 함께 제시하여 표기45)한

다. 음정을 텍스트로 표기하는 방법은 과학적 피치 표기법(이하 SPN)46)

을 사용할 것이다. 현재 국악 창작곡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헬름홀츠 

피치 표기법(이하 HPN)47)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SPN을 사용하는 이

유는 대단락과 소단락을 나누는 표기법 또한 알파벳과 아포스트로피(ʹ)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44)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45) 단락를 나누는 박자의 형태는 괄호(﹇), 대표 리듬 형태는 사각형(�)으로 표

기하고, 중심음은 다이아몬드(◇), 주요음은 삼각형(△)으로 표기한다. 선율진

행은 화살표(→), 악상기호와 페르마타, 아쟁의 주법은 동그라미(○)로, 피리

와 아쟁의 특징적 상호작용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46) 과학적 피치 표기법(Scientific Pitch Notation, 이하 SPN으로 표기) : SPN은 

Young Robert W.에 의해 1939년 발표된 논문 “<Terminology for 

Logarithmic Frequency Unit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에서 제안된 음정 고유의 주파수대역에 따라 옥타브를 나누고 음

정에 서수를 병기하여 텍스트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47) 헬름홀츠 피치 표기법(Helmholtz Pitch Notation, 이하 HPN으로 표기) : HPN

은 헬름홀츠에 의해 독일에서 1863년 발표된 논문 <Die Lehre von den 

Tonempfindungen als physiologische Grundlage für die Theorie der 

Musik(1875)>이 발간되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소리와 관련한 표기법으로 널

리 사용되었다. 음정 이름을 각각 영문 대‧소문자 및 단‧복수 따옴표를 사용

하여 나타낸다. (다음 쪽에 피치 표기법 악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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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 해설

 1) 음악적 배경

 작곡가 김성국은 중앙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

음악학원 연수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중앙국악관

현악단의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2006년 국악작곡축제 대상, 제 29회 서울무용제 음악상, 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

단 상주작곡가로 활동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바이올린 협주곡 ‘이별가’, 사물놀이 협주곡 ‘사기

(四氣), ’, ‘공무도하가’, ‘영원한 왕국’등 관현악 작품과 새로운 개

념의 총체적 작품 ‘춤추는 관현악’, ‘모두가 관대’ 등이 있으며, 다

양한 활동영역에서 대중성과 실험성, 전통성의 사이의 균형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은 김성국 작곡가가 작곡한 피리 창작곡 목록이다.

47) 

    과학적 피치 표기법(SPN)과 헬름홀츠 피치 표기법(H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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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김성국 작곡가의 피리 창작곡 목록

번호 작품명 초연 연도 초연 정보

1
피리 삼중주를 위한 

<춤> 

2002년 7월 

20일-2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초연: 강주희, 최훈정, 

김민아

2
SOLO 피리를 위한 

<춤>
2008년 12월 9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초연:강주희

3
피리앙상블을 위한 

<해방> 
2016년 8월 27일

경기도문화의 전당, 

초연: 경기도립국악단 

단원 

4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
2017년 5월 14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초연: 김경아

5
피리앙상블을 위한 

<소릿사이> 
2019년 8월 20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서울피리앙상블

6
피리를 위한 

<흐르고 흘러>
2019년 4월 10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초연: 김경아



- 17 -

 2)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48) 작품 해설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는 서울대학교 김경아 교수의 위촉으로 

초연되었다. 김성국의 작품집 『시간』49)에 수록되어 발간 예정이며, 

2019년 서울피리앙상블50)에 의해 앙상블 편성으로 편곡될 만큼 피리 연

주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 곡은 피리가 독주 악기로서의 새로운 음

악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곡을 모색하던 초연자가 작곡가와 그에 대

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창작된 작품이다. 다음은 김성국 작품집『시간』

에 수록된 작품 해설 내용이며, 곡 제목의 의미와 악곡의 주제가 담겨 

있다.

 시간을 의미하는 ‘소리’와 공간을 의미하는 ‘사이’의 합성어이다. 특

정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상상하였고, 발생된 소리가 시간의 흐

름을 따라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상상하여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그

러한 주제 요소들에 음악적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됨으로 점차 변화하고 음

악화되는 현상을 피리와 대아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곡은 작곡가 김성국의 음악적 경험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다. 그는 

설장구의 녹음에 참여하며 공간 안에서 소리들이 움직이는 것에 아이디

어를 얻어 설장구 가락에 나와 있는 리듬 패턴에 착안하여 작곡하였다. 

필자는 <소릿사이> 리듬 패턴과 비슷한 가락을 삼도 설장구51) 가락에서 

48) 김경아 피리 독주회 <2017 김경아의 피리세계 - 시선>, 서울 국립국악원 풍

류사랑방, 2017년 5월 14일, 김경아 위촉초연.
49) 김성국 작품집『시간』, Macho Studio, 2019.
50) 서울피리앙상블은 피리 연주자들의 음악적 교류 및 피리연구 증진과 피리앙

상블 장르의 지평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리전공 동문 및 재학생들이 2019년 

창단한 단체이다. 
51) 삼도 설장구는 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이 자신들의 선생한테 사사 

받아온 삼도(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설장구 가락을 집대성시킨 작품이다. 그

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삼도 설장구 가락을 연주한 시기가 1982년 6월 15일 

‘제2회 대한민국 국악제 민속 기악의 밤’이었다.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 <대한민국 국악제>(1982) 삼도 설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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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었다. 이는 <소릿사이>의 도입부분인 제 2마디와 형태가 비슷

한 굿거리52)이며, 이를 정간보식과 오선보식으로 채보하면 다음과 같

다.53)

<그림 1>54) 삼도 설장구 굿거리 (정간보식55)) 

<그림 2> 삼도 설장구 굿거리 (오선보식) 

<그림 3> <소릿사이> 제 2마디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8쪽.)
52) 삼도 설장구 굿거리는 3소박 4박 형식을 기본 장단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

다. 다스림이 끝난 후 연주된다. (위의 글, 19쪽)
53)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54)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 <대한
민국 국악제>(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
위논문, 2020), 19쪽.  
55) 장구 채 부호 및 구음 (위의 글, 4쪽.)

장구채 부호 구음

궁채
○ 궁
ₒ○ 구‿궁

열채
● 딱
◐ 따
ₒ● 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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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그림 1>의 삼도 설장구의 굿거리 장단을 <그림 2>의 오선보

로 채보한 후, <소릿사이>의 도입부인 제 2마디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소릿사이>의 제 2마디 13박부터 15박까지의 점사분쉽표를 제외하

면 리듬의 진행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그림 3>

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림 2>에서 채편의 따(♪) 연

주 후에 궁편의 구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궁편과 채편을 합

쳐 하나의 리듬 진행으로 표기하면 <그림 3>의 네모(�)의 리듬 형태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된다. 결국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의 진행으로 설장구 삼도가락의 따구궁궁(◐ₒ○) 가락과 <소릿 사이>

에서 출현하는 리듬형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2. <소릿사이> 분석

 이번 장에서는 곡의 구조를 박자 형태, 그리고 출현음 및 음계에 따라 

8개의 대단락으로 구분하고, 박자형의 반복과 선율의 변화에 따라 소단

락으로 나눌 것이다. 이후에 세분화한 소단락별로 박자 유형과 출현음과 

중심음에 따른 음의 진행과 선법, 표현방법(셈여림시김새), 아쟁과의 관

계를 분석할 것이다.

 

1) 악곡의 구조

 본 곡은 총 139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1마디부터 제 83마디까지는 

=56, 제 84마디부터 제 87마디는 ♩=60, 제 88마디부터 제 138마디까

지는 =60의 템포로 진행된다. 제 1마디부터 제 29마디까지 플랫(♭) 4

개의 조로 진행되며, 제 30마디부터 제 38마디는 플랫(♭) 6개, 제 39마

디부터 제 58마디까지는 플랫(♭) 4개, 제 59마디부터 제 71마디까지는 

플랫(♭) 6개로 진행된다. 제 72마디부터 다시 플랫(♭) 4개로 바뀌며, 제 

88마디부터 플랫(♭) 5개로 변조된 뒤, 곡의 마지막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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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자 형태에 따른 음악적 구분 

 A 대단락은 제 1마디부터 제 17마디까지이다. 템포를 제시하는 제 1마

디의 9/8박자를 제외하고 15/8박자 1마디와 12/8박자 3마디의 박자들이 

혼용되어 있는 박자형을 가진다. 이러한 규칙적인 박자의 구성은 총 4번

이 반복된다.

 B 대단락은 제 18마디부터 제 29마디까지이다. ♪=♪의 6/4박자로 변화

하며 템포는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점사분음표()의 3분박을 통해 진행

되던 연주가 점이분음표()의 3분박으로 기준박이 바뀌게 된다.

 Aʹ 대단락은 제 30마디부터 제 46마디까지이다. A 단락과 비슷한 리듬 

형태로 다시 돌아오지만 박자의 변화를 알리기 위한 6/8박자 1마디를 제

외하고 혼합된 박자의 구성이 12/8박자 1마디, 9/8박자 3마디로 바뀌게 

된다. 규칙적인 혼합박자는 4번 반복된다.

 C 대단락은 제 47마디부터 제 58마디이다. 앞의 Aʹ 단락과 박자의 진행

은 같으나 리듬의 진행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데 점십육분음표와 삼십이

분음표의 리듬 진행이 사라지고 십육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며 리듬을 

보다 잘게 쪼개며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Aʹʹ 대단락은 제 59마디부터 제 71마디까지이다. 기존의 A 단락과 Aʹ 
단락의 리듬 패턴이 다시 나타나지만 박자는 12/8박자로 일정하게 진행

된다. 

 Bʹ 대단락은 제 72마디부터 제 87마디까지이다. 6/4박자로 변박되고, 

Tempo free로 진행된다. 작곡가가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빠르게’

라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마디가 진행될수록 템포가 점점 빨라진다. 이후 

제 78마디에서 3/4박자로 변박한 경과 마디를 지난 뒤, 아쟁이 독주로 

5/4박자, 4/4박자를 거쳐 선율을 진행한다. 이때 ‘조금씩 빨리’진행하

며, ♩=60 템포의 6/4박자로 변박한다.

 Aʹʹʹ 대단락은 제 88마디부터 제 119마디까지이다. 다시 A 대단락의 리

듬 패턴으로 돌아오는 이 단락의 처음에는 9/8박자, 6/8박자의 진행 안에

서 당김음이 사용된다. 이후 8/8박자 2마디와 9/8박자 1마디, 6/8박자 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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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의 패턴으로 바뀌며 비슷하게 반복되는 리듬 형태에 따라 이를 3부분

으로 나눈다. 이후에 6/8박자가 제외된 8/8박자 2마디와 9/8박자 1마디로 

진행되는 부분은 3번 반복된다. 

 D 대단락은 제 120마디부터 제 138마디까지이다. D 대단락의 처음은 A

ʹʹʹ의 처음에서 보이는 리듬 패턴이 다시 등장한다. 이후에 혼합박 형태

를 보이는 마디부터는 반복되는 리듬의 형태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었

다. 그리고 음악이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점십육분음표()와 

삼십이분음표( )의 리듬 형태로 마무리 지어진다.

이러한 박자 형태에 따라 나눈 단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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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박자 형태에 따른 음악적 구조

대단락 마디 박자 템포

A

제1마디~제5마디 9/8, 15/8, 12/8

=56

제6마디~제9마디

15/8, 12/8제10마디~제13마디

제14마디~제17마디

B
제18마디~제23마디

6/4
제24마디~제29마디

Aʹ
제30마디~제34마디 8/6, 12/8, 9/8

제35마디~제38마디

12/8, 9/8제39마디~제42마디

제43마디~제46마디

C

제47마디~제50마디

12/8, 9/8제51마디~제54마디

제55마디~제58마디

Aʹʹ
제59마디~제62마디

12/8제63마디~제66마디

제67마디~제71마디

Bʹ
제72마디~제78마디 6/4, 3/4

제79마디~제83마디 5/4, 4/4

제84마디~제87마디 6/4 ♩=60

Aʹʹʹ

제88마디~제95마디 9/8, 6/8

=60

제96마디~제99마디

8/8, 9/8, 6/8제100마디~제103마디

제104마디~제110마디

제111마디~제113마디

8/8, 9/8제114마디~제116마디

제117마디~제119마디

D

제120마디~제122마디 9/8, 6/8

제123마디~제126마디 12/8, 11/8

제127마디~제134마디 10/8, 11/8, 12/8

제135마디~제138마디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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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현음 및 음계에 따른 음악적 구분

 악보에 사용된 피리 음역대는 B♭3부터 E♭4로, 역취56)를 사용하지 않

고 평취57)로만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량 악기가 생겨난 이후 많

은 작곡가들이 사용하던 역취 주법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

는 작곡가가 역취의 긴장감을 넣지 않고, 음악적 표현에서 안정감을 찾

기 위해 피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로만 음악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다.58)

                    

              <그림 4> 곡에 사용되는 피리 음역

 곡 안에서는 모두 5번의 변조가 나타나지만, 작곡가는 이 곡을 화성적 

개념이 아닌 선법59)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60) 따라서 각 

마디별 출현음과 그에 따른 선법을 정리해 보았다.  

56) 후공(後孔)의 최고음 이상의 음을 9, 8, 7, 6, 5공에서 내는 주법이다. 서를 

깊이 물어 입술과 입김의 압력변화로 바탕음 대신 위쪽의 배음(overtone)을 

얻어내는 주법이다. (김지현, “창작음악에서 피리주법 연구”, 한국예술종합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7) 보통 세기의 입김으로 관악기를 부는 연주법이다.
58)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59) 어느 악곡의 출현음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음계(音階, scale)라고 하고, 음

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기능 예컨대 주음(主音)·속음(屬音) 등을 가려서 음

계의 음악적 특징을 논의하면 그것은 음계가 아니라 선법이라고 한다. (한겨

레음악대사전, 2012. 11. 2., 송방송)
60) 작곡가는 ‘조’라는 개념을 서양의 고전 시대에 확립된 화성적 바탕을 설

명하는 음악이론으로 보고 있다. 이 곡은 화성적 진행에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

에 선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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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단락에서 나타나는 출현음은 B♭, C, D♭, G, A♭, B♭으로, C 음

이 중심이다. 이 때 C-D♭과 G-A♭의 음 간격이 반음을 보이고, 나머지 

음들은 온음 형태이기 때문에 C 프리지안(Phrygian)61) 선법으로 보았다. 

4번의 반복되는 박자형 안에서 피리 선율과 아쟁 주법의 변화로 음악의 

프레이즈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B 대단락에서 나타나는 출현음은 B♭, C, D♭, E♭, F, G, A♭, B♭, D

♭으로, B♭음이 중심음이다. 이 때 C-D♭과 G-A♭의 음 간격이 반음을 

보이기 때문에 B♭ 도리안(Dorian)62) 선법으로 보았다. 총 12마디로 이루

어진 B 대단락은 6마디씩 2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선율 진행이 6마디

를 기점으로 데칼코마니(décalcomanie)63) 형태로 대칭되어 반복된다.

 Aʹ 대단락은 제 30마디부터 제 38마디까지의 D♭, E♭ G♭, A♭, B♭

의 출현음과 제 39마디부터 제 46마디까지의 F, G, A♭, B♭, C♭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Aʹ 대단락은 E♭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너 음계

와 F를 중심으로 하는 디미니쉬드 음계(diminished scale)64)가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 대단락은 제 47마디부터 제 54마디까지의 B, C, D, E♭, F, G, B, C 

출현음을 보이는 C 단조 스케일과, 제 55마디부터 제 58마디까지의 B♭, 

C, E♭, F, G, A♭, B♭, C, D♭, E♭ 출현음을 보이는 E♭을 중심으로 

하는 믹솔리디안(Mixolydian)65) 선법으로 나눌 수 있다. 

61) 프리지안(Phrygian) 음의 구성은 1-2, 5-6이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

으로 되어 있다. 이는 2번째 음을 반음 내린 자연단음계와 같다. (Stefan 

Kostka, 박재은역, 『20세기 음악의 소재와 기법』, 예당출판사, 2002, 29쪽.)
62) 도리안(Dorian)은 중심음을 기준으로 2-3, 6-7 음이 반음인 음계이며, 6번째 

음을 반음 올린 자연단음계와 같다. (위의 글, 30쪽.)
63) 화면을 밀착시킴으로써 물감의 흐름으로 생기는 우연한 얼룩이나 어긋남의 

효과를 이용한 기법. 즉, 종이 위에 그림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접거

나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이다.
64) 디미니쉬드 스케일(Diminished Scale)은 온음과 반음이 교대로 있는 음계이

다. 반음-온음-반음-온음-반음-온음-반음-온음의 순서를 Half-Whole diminished 

Scale라 하고, 온음-반음-온음-반음-온음-반음-온음-반음의 순서를 Whole-Half 

diminished Scale라고 하며, 8음계이므로 Octatonic Scale이라고도 한다.
65) 믹소리디안(Mixolydian) 구성은 중심음을 기준으로 3-4, 6-7 음이 반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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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ʹʹ 대단락의 출현음은 E♭, G, A♭, B♭, D♭, E♭ 이며, E♭을 중심으

로 하는 믹솔리디안(Mixolydian) 선법으로 볼 수 있다.

 Bʹ 대단락은 B♭, C D♭, E♭, F, G, A♭, B♭, D♭ 의 출현음을 보이

고, B 대단락과 마찬가지인 B♭ 도리안 선법으로 볼 수 있다.

 Aʹʹʹ 대단락의 앞부분인 제 88마디부터 제 95마디까지는 B♭, C♭, D♭

♭, D♭, E♭, F♭, G♭, A♭♭, B♭♭의 출현음을 보이며, 온음, 반음 순

으로 교차되어 있는 스케일을 보이기 때문에 D♭ 디미니쉬드 음계

(diminished scale)로 나누었다. 이후 제 96마디부터 제 138마디까지는 B

♭, D♭, E♭, F, G♭, A♭, B♭, C, D♭의 출현음을 보이며, B♭을 중심

으로 하는 B♭단조 음계로 보았다.

 D 대단락은 B♭, D♭, E♭, F, G♭, A♭, B♭, C, D♭의 출현음을 보이

며, Aʹʹʹ 대단락의 B♭단조 음계를 계속 가져가며 곡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출현음과 그에 따른 음계에 따라 나눈 단락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7번째 음을 반음 내린 장음계와 같다. (Stefan Kostka, 박재은역, 『20세기 음악

의 소재와 기법』, 예당출판사, 2002,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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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현음 및 음계에 따른 음악적 구조 

단락 마디 출현음 부분 선법

A
제1-제

17마디
C 프리지안

B

제18-

제29마

디

B♭ 도리안

Aʹ
제30-

제38마

디

E♭중심 

5음음계

(E♭m7)

Aʹ
제39-

제46마

디

F 

diminished

(감3화음)

C

제47-

제54마

디

C 단조

C

제55-

제58마

디

E♭

믹솔리디안

Aʹʹ
제59-

제71마

디

E♭ 

믹솔리디안

Bʹ
제72-

제87마

디

B♭ 도리안

Aʹʹʹ
제88-

제95마

디

D♭

diminished

(경과구)

Aʹʹʹ,
D

제96-

제138

마디

B♭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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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박자 형태와 출현음 및 음계에 따라 곡의 구조를 나눠 보았

다. 이러한 구조에 박자형의 반복과 선율의 변화에 따라 30개의 소단락

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곡의 구조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악곡 구조

대단락 소단락 마디 박자 선법

A

a 제 1~5마디
9/8,

15/8, 12/8
C 프리지안

b 제 6~9마디

aʹ 제 10~13마디

bʹ 제 14~17마디

B
c 제 18~23마디

6/4 B♭ 도리안
cʹ 제 24~29마디

Aʹ
d 제 30~34마디

8/6,

12/8, 9/8

E♭m7
dʹ 제 35~38마디

dʹʹ 제 39~42마디 F diminished

(감3화음)dʹʹʹ 제 43~46마디

C

e 제 47~50마디

12/8, 9/8
C minor

eʹ 제 51~54마디

eʹʹ 제 55~58마디
E♭

믹솔리디안Aʹʹ
f 제 59~62마디

12/8g 제 63~66마디

fʹ 제 67~71마디

Bʹ
cʹʹ 제 72~78마디

6/4,

3/4
B♭ 도리안

h 제 79~83마디 5/4, 4/4

cʹʹʹ 제 84~87마디 6/4

Aʹʹʹ

i 제 88~95마디 9/8, 6/8 D♭diminished
j 제 96~99마디

8/8, 9/8, 6/8

D♭

에올리안

jʹ 제 100~103마디

jʹʹ 제 104~110마디

k 제 111~113마디

8/8, 9/8kʹ 제 114~116마디

kʹʹ 제 117~119마디

D

iʹ 제 120~122마디 9/8, 6/8

l 제 123~126마디 12/8, 11/8

lʹ 제 127~134마디 10/8, 11/8, 12/8

aʹʹʹ 제 135~138마디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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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락별 세부 분석

 (1) A : 제 1마디-제 17 마디 

 대단락 A는 제 1마디부터 제 17마디까지이며, 1마디는 9/8박자로 아쟁

이 피치카토 주법으로 팔분음표(♪)를 연속으로 연주하며 박자를 제시한

다. 이후 제 2마디부터 제 17마디까지 8/15박자 1마디, 8/12박자 3마디의 

박자형태로 진행되며 대표 리듬형은 앞꾸밈음을 동반한 점십육분음표-삼

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이다. 이는 모티브가 된 설장구 장단에 가까

운 리듬형이며, 각 대단락의 변화되는 박자 형태 속에서 이러한 리듬형

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출현음은 B♭, C, D♭, G, A♭, B♭으로, C를 중

심으로 하는 프리지안 선법이라 할 수 있다. 피리는 손가락을 사용한 주

법(◦)66)을 사용한다. 아쟁 또한 피치카토로 하모닉스(◦)의 고음을 연주

하는데, 이를 통해 작곡가가 뚜렷하게 구상하는 음향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적 기호로는 늘임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6) 피리 악보에서 표기되는 ◦모양의 부호는 같은 음에서 손가락으로 지공을 

쳐서 소리를 구별하는 주법을 나타낸다. (전인평, 『국악작곡 길잡이』, 현대음

악, 2013,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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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1마디-제 5마디 : a 

<악보 1> 제 1마디-제 5마디

 a는 제 1마디부터 제 5마디까지 총 5마디이다. 1마디는 9/8박자로 대아

쟁이 피치카토 주법으로 팔분음표(♪)의 일정한 박자를 연주함으로써 템

포를 제시하는 마디이다. 9/8박자인 제 1마디를 제외하고 제 2마디부터

는 한 마디의 15/8박자와 세 마디의 12/8박자인 박자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대표 리듬형은 꾸밈음을 동반한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

표( ) 이고, 팔분음표-팔분음표-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 )

의 리듬형과 팔분음표-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 )의 2가지 변형

된 리듬형을 보인다. 

 출현음은 C4, A♭4, B♭4 으로 중심음은 C, 주요음은 A♭, B♭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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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대표 리듬형은 꾸밈음 A♭4이 붙은 B♭4에서 C4의 단7도의 간격

으로 하행한 후 동일음 C4로 진행한다. 변형 리듬 1에서는 꾸밈음 A♭

이 붙은 B♭4 – B♭4 - 꾸밈음 A♭4이 붙은 B♭4 – C4의 선율 진행을 

보이며, 변형 리듬 2에서는 B♭4 - 꾸밈음 A♭4을 동반한 B♭4 – C4 로 

진행한다. 

 제 2마디와 제 3마디의 마지막 점사분쉼표(.)에는 페르마타()가 붙어 

피리와 아쟁이 함께 호흡하여 다음 마디로 들어가야 한다.

② 제 6마디-제 9마디 : b

<악보 2> 제 6마디-제 9마디

 b는 제 6마디부터 제 9마디까지 총 4마디이다. 한 마디의 15/8박자와 

세 마디의 12/8박자인 박자형과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 )의 대표 리듬형이 나타나는 a와 같은 박자‧리듬형이지만 다른 선

율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b로 나누었다.

 출현음은 B♭3, C4, D♭4, A♭4, B♭4으로 중심음은 C, 주요음은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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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7도의 하행 진행으로만 이루어져있던 a와는 다르게 B♭4인 앞꾸밈

음이 붙은 C에서 D♭4으로 진행하는 단2도의 상행으로 시작한다. 제 7

마디까지 같은 선율행을 보이다가 제 8마디에서는 B♭4 앞꾸밈음이 붙

은 C4에서 B♭4으로 단7도 상행, 다시 마지막은 a의 제 5마디와 같은 

꼴인 A♭ 4 앞꾸밈음이 붙은 B♭4에서 C4의 단7도의 간격으로 하행 진

행된다. a와 동일한 리듬진행을 보이지만 선율의 진행이 달라지므로 소

단락 b로 정하였다.

 제 6마디와 제 7마디의 페르마타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연주자 간에 호

흡을 맞추어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제 10마디-제 13마디 : aʹ 

<악보 3> 제 10마디-제 13마디

 aʹ 는 제 10마디부터 제 13마디까지 총 4마디이며, 한 마디의 15/8박자

와 세 마디의 12/8박자인 박자 형태와 a와 거의 흡사한 리듬 형태로 진

행되지만 시작 마디인 제 10마디가 조금 다르고, 아쟁 주법 또한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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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퍼스트로피(ʹ)를 붙인 aʹ로 표기하였다. 대표 리듬형은 꾸밈음을 

동반한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이고, 팔분음표-팔분

음표-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 )의 리듬형과 팔분음표-점십육

분음표-삼십이분음표( )의 2가지 변형된 리듬형을 보인다. a의 제 1

마디와 같은 박자 제시 마디가 없으며, 제 2마디 첫 박에 있던 2개의 팔

분쉼표() 대신 제 10마디에는 2개의 팔분음표(♪)가 자리하고 있다.

 출현음은 C4, F4, G4, A♭4, B♭4 으로 중심음은 C, 주요음은 G와 B♭

이다. 반복되는 대표 리듬형은 B♭4에서 C4의 단7도의 간격으로 하행한

다. 제 10마디, 제 11마디, 제 13마디는 대표 리듬형 뒤에 C4로 진행되는 

B♭4- C4 - C4의 선율 진행이고, 제 12마디에서는 B♭음이 리듬형 1의 

앞에 나타나 B♭4- B♭4- C4의 선율 진행을 보인다. a와는 첫 마디를 

제외하고 같은 리듬 진행과 선율 진행을 보이지만, 아쟁의 주법변화와 

G4로의 음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aʹ로 분류하였다. 

 aʹ에서는 아쟁이 아르코 주법으로 바뀌며 활로 지속음을 연주한다. 이

때 전 단락까지 팔분음표로 일정하게 템포를 가져가던 아쟁의 박자 제시 

역할이 사라지고 지속음을 활용한 연주를 진행함으로써 음향의 변화를 

통해 공간 소리의 확장을 꾀하기 위한 작곡가의 의도67)를 볼 수 있다. 

특히 제 10마디에는 글리산도(glissando)로 G4 – F4 - G4로 진행하며 아

쟁이 음향에 변화를 주고 있다. 

67)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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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 14마디-제 17마디 :  bʹ

<악보 4> 제 14마디-제 17마디

 bʹ은 제 14 마디부터 제 17마디까지 총 4마디이다. 한 마디의 15/8박자

와 세 마디의 12/8박자인 박자형을 보인다. 대표 리듬형인 꾸밈음을 동

반한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 팔분음표-팔분음표-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 )의 변형 리듬형과 팔분음표-점십육

분음표-삼십이분음표( )의 2가지 변형된 리듬형을 보인다. 

 출현음은 C3, B♭3, C4, D♭4, A♭4, B♭4으로 중심음은 C, 주요음은 B

♭이다. B♭4인 앞꾸밈음이 붙은 C에서 D♭4으로 진행하는 단2도의 상

행으로 시작하며 제 15마디까지 같은 선율행을 보이다가 제 16마디에서

는 B♭4 앞꾸밈음이 붙은 C4에서 B♭4으로 단7도 상행, 다시 마지막은 

A♭4 앞꾸밈음이 붙은 B♭4에서 C4의 단7도의 간격으로 하행 진행되는 

것이 b와 같다. 이처럼 피리는 b와 박자‧리듬‧선율이 모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대아쟁이 아르코 주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오히려 a'

와 더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

여 b'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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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결

 대단락 A는 대표 리듬형은 앞꾸밈음을 동반한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

음표-팔분음표( )이고, 이에 따른 2가지의 변형 리듬형을 보이

고 있다. 

 선율의 진행은 B♭에서 C로 진행하는 것, C에서 D♭으로 진행하는 장2

도, 단7도의 간격 진행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C, A♭, B♭ 또는 B♭, C, 

D♭같이 단락별로 세 가지 음을 사용하여 음악이 진행되므로 트라이코

드(trichord)68)라 할 수 있다.

 페르마타는 공간적 음향을 표현하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를 담은 것69)으

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을 두어 소리가 사라진 공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곡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각 악기의 연주자는 

호흡을 서로 맞추어 연주를 진행해야 한다. 

 (2) B : 제 18마디-제 29 마디 

 대단락 B는 제 18마디부터 제 29마디까지로 6/4박자로 변박된다. 이 구

간은 점사분음표()의 3분박을 통해 진행되던 A에서 점이분음표()의 3

분박으로 기준박이 바뀌게 된다. 또한 팔분음표(♪)보다 짧은 박의 음표

와 쉼표로 구성되어 있는 전 단락과 달리 쉼표 없이 사분음표(♩)와 이

분음표()로 길게 이어지는 지속음으로 리듬형이 구성되어 음악의 전환

을 보여준다. 

 B♭ 중심의 도리안 선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 대단락의 첫마디를 중

심으로 선율이 진행된다.70)

68) 트라이코드(trichord)는 3가지 음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음악을 뜻한다. 2가지 

음의 사용은 다이애드(dyad), 4가지 음의 사용은 테트라코드(Tetrachord)라고 하

며, 이외에도  펜타코드(Pentachord), 헥사코드(hexachord) 등이 있다.
69)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70) 작곡가는 제 18마디의 선율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이 한 마

디를 근거로 구성된 부분이라고 하였다.(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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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18마디-제 23마디 : c

<악보 5> 제 18마디-제 23마디

 c는 제 18마디부터 제 23마디까지 총 6마디이다. 6/4박자의 박자 형태

와 c의 대표 리듬형인 사분음표-이분음표-사분음표-이분음표(♩♩)

와 형태가 변형된 사분음표-사분음표-점이분음표(♩)의 리듬형이 나

온다. 짧은 음표와 쉼표로 이루어져 있던 전 단락들과 다르게 한 마디씩 

프레이즈를 두고 쉼표가 없이 지속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현음은 B♭3, C4, D♭4, E♭4, F4, G4, A♭4, B♭4, D♭5 으로, 중심

음은 B♭, 주요음은 G, C이다. 제 18마디는 A♭4의 꾸밈음을 동반한 B♭

4를 시작으로 G4-C4로 단3도, 완전5도 순으로 하강 후 다시 시작음인 B

♭4로 돌아오는 Cm7의 진행을 보인다. 제 19마디에서는 A♭4-F4-B♭

3-A♭4의 진행으로 제 18마디와 같은 간격에서 장2도 내려간 Fm의 진

행을 보인다. 제 18마디와 제 19마디가 단조의 성격이 강했다면 제 20마

디에서 G4-E♭4-B♭4 (장3도-완전5도)의 E♭7의 장조 진행을 보인다. 제 

21마디는 B♭4-D♭5-D♭3-B♭4 (단3도-완전8도-장6도)의 진행을 보이며 

제 22마디에서 Fm로 돌아온 후, 제 23마디에서 Cm7로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c의 첫마디인 제 18마디의 화성 진행으로 다시 돌아옴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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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에서는 대아쟁이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며 화음을 내는 방식

을 사용하는데, 중심음인 B♭4을 지속적으로 내며 주요음인 G4와 C4를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고 있다. 또한 피리와 대아쟁 모두 쉼표 없는 지속

음을 연주하며 비워져 있던 소리의 공간71)을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제 24마디-제 29마디 : cʹ

<악보 6> 제 24마디-제 29마디

 cʹ는 제 24마디부터 제 29마디까지 총 6마디이다. c와 같은 6/4박자의 

박자형태와 사분음표-이분음표-사분음표-이분음표(♩♩)의 대표 리

듬형과 사분음표-사분음표-점이분음표(♩)의 변형된 리듬이 나온다. 

하지만 cʹ는 c와 대칭되는 형태로 마치 c를 거꾸로 연주하듯이 진행하고, 

온음표로 한마디 이상 길게 지속음을 연주하던 아쟁은 3분박 또는 2분박

으로 쪼개며 진행하기 때문에 c에 어퍼스트로피(ʹ)를 붙여 단락을 나누었

다. 

 출현음은 c와 같이 C2, B♭3, C4, D♭4, E♭4, F4, G4, A♭4, B♭4, D♭

71)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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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으로, 중심음은 B♭, 주요음은 G, C이다. 제 24마디는 C4 음을 시작으

로 B♭4을 지나 G로 가는 Cm7의 진행을 보이는데, 제 23마디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후로 제 25마디는 Fm, 제 

26마디와 제 27마디는 E♭7, 제 28마디는 Fm, 제 29마디는 Cm의 진행을 

보인다. 이를 통해 cʹ는 c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

는 마치 데칼코마니의 형태를 떠올리게 하는 진행이다.

 아쟁의 특징적인 진행은 점이분음표() 기준 3분박으로 진행되는 c에

서 아쟁이 제 26마디에서 G와 B♭의 화음으로 구성된 이분음표로 2분박

을 진행하며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③ 소결

 대단락 A는 대표 리듬형은 사분음표-이분음표-사분음표-이분음표(♩
♩)이며, 이에 따른 두 가지의 변형 리듬형을 보이고 있다. 

 작곡가는 B 대단락의 첫마디의 선율을 동기로 선율을 발전시키고 있으

며,72) 이러한 동기의 변화와 발전 안에서 c와 cʹ의 진행이 데칼코마니 형

식으로 되어 선율의 진행을 보인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3) Aʹ : 제 30마디-제 46 마디 

 대단락 Aʹ는 제 30마디부터 제 46마디까지이며, 기준박이 점이분음표

() 3분박에서 점사분음표()의 3분박으로 돌아온다. A의 박자 형태인 

9/8박자 1마디를 제시한 후 15/8박자 1마디, 12/8박자 3마디로 진행되었

던 것과는 달리 Aʹ에서는 6/8박자로 시작하여 12/8박자 1마디, 9/8박자 3

마디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Aʹ는 A와 박자 형태가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또한 이 단락에서 대표 리듬형인 앞 꾸밈

음이 들어간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가 다시 나오

72)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 38 -

며, 이를 통해 A의 변형인 Aʹ로 단락을 나눌 수 있다.

 플랫(♭) 4개에서 플랫(♭) 6개로 변조하며, 선법은 E♭ 5음음계를 사용

한다. 

 Aʹ부터 대아쟁이 활을 사용한 아르코 주법에서 손으로 뜯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다시 바뀌며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 진행을 갖는다. A에서 특

징적으로 등장하는 늘임표()가 사라지며 마디와 마디 사이에 생기는 

공백이 사라지며 음악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① 제 30마디-제 34마디 : d

<악보 7> 제 30마디-제 3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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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제 30마디부터 제 34마디로 총 5마디이다. 대단락 A의 a와 비슷한 

6/8박자의 박자형과 박자형을 잇는 중간박자가 존재하며, 이후 12/8박자 

1마디와 9/8박자 3마디의 박자 형태를 보이게 된다. 대표 리듬형인 점십

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가 나타나며 A와 같은 리듬형을 

보인다. 

 출현음은 D♭4, E♭4, G♭4, A♭4, B♭4으로 중심음은 E♭이고 주요음

은 G♭과 B♭이다. 제 31마디부터 제 32마디는 A♭4 앞꾸밈음이 붙은 B

♭4에서 G♭4으로 장3도 하행으로 진행하고, 제 33마디부터 제 34마디는 

D♭4 앞꾸밈음이 붙은 E♭4에서 G♭4으로 단3도 상행 진행으로 변화한

다. 이를 통해 앞서 A 대단락에서 C4의 음으로 귀결되는 진행이었다면 

Aʹ의 시작인 d는 G♭4음으로 귀결되는 진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0마디에서 피리와 대아쟁 모두 늘임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대아쟁이 박자를 제시하지 않고 피리의 B♭4 지속음을 일정시간 기

다렸다가 두 번째 마디인 제 31마디, 12/8박자 첫 박에서 팔분음표의 일

정한 박으로 박자 제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아쟁은 1박, 5

박, 8박에 악센트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피리의 강약과 엇갈려 나오며 

강세가 교차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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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 35마디-제 38마디:  dʹ

<악보 8> 제 35마디-제 38마디

 dʹ는 제 35마디부터 제 38마디까지 총 4마디로 12/8박자 1마디와 9/8박

자 3마디의 박자형태를 보이게 된다. 대표 리듬형인 점십육분음표-삼십

이분음표-팔분음표( )의 형태가 나타나며 d와 진행이 거의 동일하

지만 4번째 마디인 제 38마디에서 선율 진행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출현음은 D♭4, E♭4, G♭4, A♭4, B♭4이고, 중심음은 E♭, 주요음은 G

♭과 B♭이다. 제 35마디와 제 36마디의 A♭4 앞꾸밈음이 붙은 B♭4에

서 G♭4으로의 장3도 하행 진행과, 제 37마디의 D♭4 앞꾸밈음이 붙은 

E♭4에서 G♭4으로 단3도 상행 진행은 d와 같다. 하지만 제 38마디에서 

G♭4 앞꾸밈음이 붙은 A♭4에서 G♭4으로 장2도 하행으로 진행하며 d

와 그 모양을 달리 하게 된다. 이 마디는 A♭4이라는 음을 새롭게 제시

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dʹʹ의 F 단조 진행을 미리 암시하는 역할을 해

준다. 

 대아쟁은 팔분음표 진행의 일정한 리듬형을 가져가며 1박, 5박, 8박에 

악센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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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39마디-제 42마디 : dʹʹ

<악보 9> 제 39마디-제 42마디

 dʹʹ는 제 39마디부터 제 42마디로 총 4마디이다. 12/8박자 1마디와 9/8박

자 3마디의 박자형태와 대표리듬형인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

음표( )가 나타난다.

플랫(♭) 6개에서 다시 플랫(♭) 4개로 변조가 일어나며 출현음은 F4, 

G4, A♭4, B♭4이다. 중심음은 F이고, 주요음은 A♭, B♭이다. 제 39마디

부터 제 41마디는 B♭4 앞꾸밈음이 붙은 A♭4에서 B♭4으로 장2도 상행 

진행하며, 제 42마디에서 B♭4 앞꾸밈음이 붙은 A♭4에서 G로 단2도 하

행 진행한다. 제 38마디의 선율 패턴의 변화로 제 39마디는 d와 dʹ와는 

다르게 A♭4의 점십육분음표와 B♭4의 삼십이분음표의 상행 진행으로 

시작한다. 

 대아쟁은 팔분음표 진행의 일정한 리듬형을 가져가며 1박, 5박, 8박에 

악센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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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 43마디-제 46마디 : dʹʹʹ

<악보 10> 제 43마디-제 46마디

 dʹʹʹ는 제 43마디부터 제 46마디로 총 4마디이다. 12/8박자 1마디와 9/8

박자 3마디의 박자형태와 대표리듬형인 점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

팔분음표( )가 나타난다.

 출현음은 F4, A♭4, B♭4, C♭5이고, 중심음은 F, 주요음은 A♭과 C♭

인 감3화음(F˚)진행을 보인다. 제 43마디는 B♭4 앞꾸밈음이 붙은 A♭4

에서 C♭5로 단3도 상행 진행, 제 44마디는 B♭4 앞꾸밈음이 붙은 C♭5

에서 A♭4으로 단3도 하행진행한다. 다시 제 45마디에서 B♭4 앞꾸밈음

이 붙은 A♭4에서 C♭5로 단3도 의 상행으로 진행하며, 제 46마디는 B

♭4 앞꾸밈음이 붙은 C♭5에서 A♭4으로 단3도 하행 진행하며 제 43마

디와 제 46마디, 제 44마디와 제 46마디가 각각 동일한 음 진행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아쟁은 팔분음표 진행의 일정한 리듬형을 가져가며 1박, 5박, 8박에 

악센트를 두며, 계속해서 피리의 강세와 교차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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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결

Aʹ 대단락은 제 30마디를 제외하고 한마디의 12/8박자, 세 마디의 9/8박

자로 이루어진 박자 형태로 되어있는 소단락 4개로 나눌 수 있었다. 리

듬의 진행은 모두 같으나 선율을 진행을 통해 단락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는데, 중심음이 d와 dʹ는 E♭, dʹʹ와 dʹʹʹ는 F로 단2도 상행 변화한

다. 또한 중심음이 변하는 dʹʹ와 dʹʹʹ는 각각 Fm 스케일과 F diminished 

스케일을 보이며 선율이 상행하며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C : 제 47마디-제 58 마디 

대단락 C는 제 47마디부터 제 58마디까지이며, 12/8박자 1마디와 9/8박

자 3마디로 이루어져 있어 대단락 Aʹ와 동일한 박자 형태를 보인다. 하

지만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의 대표 리듬형이 사

라지고, 십육분음표()의 나열로 이루어져 진행되면서 피리의 리듬 형태

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쟁은 팔분음표(♪)로 일정하

게 연주하던 리듬 형태에서 여러 가지 리듬의 변화를 보이며 다채로워진

다.  C 단조(minor)의 선법을 사용하고, eʹ와 eʹʹ가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 구조를 보인다. 이 단락에서 작곡가가 처음으로 피리 선율에 농음 

기호를 제시하며, 또 다른 음향적 표현 변화를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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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47마디-제 50마디 : e

<악보 11> 제 47마디-제 50마디 

 e는 제 47마디부터 제 50마디까지 총 4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12/8박자 

1마디와 9/8박자 3마디의 박자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 리듬형인 

십육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리듬형의 모습을 보이며, 3개의 십

육분음표와 1개의 점팔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와 2개의 십육분음표, 1개

의 팔분음표, 2개의 십육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로 리듬의 변형을 보인

다. 제 49마디에서는 점사분음표() 기준의 3분박에서 2분박 형태인 십

육분음표 2개와 팔분음표 1개인 리듬형과 4개의 십육분음표 리듬형을 보

이며, 4개의 십육분음표와 1개의 팔분음표로 이루어진 변형 리듬으로 마

무리된다. 아쟁 또한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 진행에서 십육분음표의 출

현으로 인한 4번의 리듬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출현음은 B3, C4, D4, E♭, F4, G4, B♭4, C5이고, 중심음은 G이다. 제 

49마디의 7박과 제 50마디 2박은 F4에서 C5로 완전 5도 진행하고, 제 50

마디 네번째박에서 B♭3에서 G4의 단6도 상행 진행을 보이는 것 이외에

는 G4를 중심으로 장2도, 장3도의 선율 진행을 보이며 음의 간격이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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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피리의 십육분음표의 리듬 형태에서 변형된 리듬 진행에서 팔분음표와 

점팔분음표의 박자에 굵은 농음 표기를 볼 수 있다. 또한 메조피아노

(mp)로 음량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진행하는 피리와는 대조적으로 대아

쟁은 악센트와 포르테시모, 피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의 악기가 낼 수 있는 음향적인 효과를 보여주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② 제 51마디-제 54마디 : eʹ

<악보 12> 제 51마디-제 54마디 

 eʹ는 제 51마디부터 제 54마디까지 총 4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12/8박자 

1마디와 9/8박자 3마디의 박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e와 같은 십육분

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리듬형의 모습을 보이며, 3개의 십육분음

표와 1개의 점팔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와 2개의 십육분음표, 1개의 팔

분음표, 2개의 십육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로 리듬의 변형을 보인다. 제 

54마디에서는 점사분음표() 기준의 3분박에서 2분박 형태인 십육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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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개와 팔분음표 1개인 리듬형과 4개의 십육분음표 리듬형을 보이며, 

4개의 십육분음표와 1개의 팔분음표로 이루어진 변형 리듬으로 마무리된

다. 아쟁 또한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 진행에서 십육분음표의 출현으로 

인한 4번의 리듬 변형을 보여주며, 출현횟수가 e에 비교하여 늘어난 것

을 알 수 있다.

 출현음은 C3, B♭3, C4, E♭4, F4, G4, B♭4, C5, D♭5이고, 중심음은 E

♭이다. e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장2도, 장3도의 넓지 않은 음 간격을 보

이지만, 제 51마디의 E♭4-F-E♭4-C4-E♭4-F 진행을 보면 e의 첫 마디

인 제 47마디의 선율과 반대되는 진행을 보이고 있다. e의 시작음보다 

장3도 내려간 E♭4에서 시작하지만, 제 54마디에 D♭5이 등장하며 음의 

진행이 점점 상행함을 알 수 있다. 

 피리의 16분음표의 리듬 형태에서 변형된 리듬 진행에서 팔분음표와 점

팔분음표의 박자에 굵은 농음 표기를 볼 수 있다. 또한 메조피아노(mp)

로 음량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진행하는 피리와는 대조적으로 대아쟁은 

악센트와 포르테시모, 피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악

기가 낼 수 있는 음향적인 효과를 보여주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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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55마디-제 58마디 : eʹʹ

<악보 13> 제 55마디-제 58마디

 eʹʹ는 제 55마디부터 제 58마디까지 총 4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12/8

박자 1마디와 9/8박자 3마디의 박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 리듬형

은 e, eʹ와 같은 십육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3개

의 십육분음표와 1개의 점팔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와 2개의 십육분음

표, 1개의 팔분음표, 2개의 십육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로 리듬의 변형

을 보인다. 앞의  e, eʹ 소단락에서 각각 4번째 마디에 점사분음표() 기

준의 3분박에서 2분박 형태인 2분박이 나온 것과는 다르게 eʹʹ의 세번째

마디인 제 57마디에서 십육분음표 2개와 팔분음표 1개인 리듬형을 보이

고, 이후 제 58마디에서 다시 3분박으로 돌아온다. 아쟁 또한 팔분음표

의 일정한 리듬 진행에서 16분음표의 출현으로 인한 4번의 리듬 변형을 

보여주며, 점점 출현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현음은 E♭2, E♭4 F4, G4, A♭4, B♭4, D♭5, E♭5이고, 중심음은 G

이다. 대부분 장2도, 장3도의 넓지 않은 음 간격을 보인다. eʹʹ는 eʹ에서 

다시 장3도 올린 G4에서 진행이 시작되지만, 같은 모양의 선율 진행을 

보인다. 또한 곡에서 처음으로 E♭5가 출현하며 선율이 점차 상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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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피리의 십육분음표의 리듬 형태에서 변형된 리듬 진행에서 팔분음표와 

점팔분음표의 박자에 굵은 농음 표기를 볼 수 있다. 또한 메조피아노

(mp)로 음량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진행하는 피리와는 대조적으로 대아

쟁은 악센트와 포르테시모, 피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의 악기가 낼 수 있는 음향적인 효과를 보여주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5) Aʹʹ : 제 59마디-제 71 마디 

 대단락 Aʹʹ는 제 59마디부터 제 7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 이상의 

박이 혼합되어 있던 전 단락들과 달리 12/8박자로 진행된다. 점십육분음

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의 대표 리듬형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

러한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오던 앞 단락들과는 다르게 3박이상 지속적으

로 뻗는 음이 나오거나, 다른 형태의 리듬이 나오며 피리의 리듬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 형태에서 다양

한 변형을 보이던 아쟁의 리듬형이 이 단락에서 가장 다채로운 변형을 

보여준다. Aʹʹ의 출현음을 통해 E♭ 중심의 믹솔리디안 선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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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59마디-제 62마디 : f

<악보 14> 제 59마디-제 62마디

 f는 제 59마디부터 제 62마디까지 총 4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12/8박

자로 진행한다. 대표 리듬형은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 )이지만 단락에서의 마무리가 되는 박을 제외하고 4박 이상 지속

음을 끄는 리듬이 등장한다. 

 출현음은 E♭2, E♭3, E♭4, G4, A♭4, B♭4, D♭5, E♭5이고 중심음은 

E♭, 주요음은 B♭, D♭이다. 제 59마디에서 B♭4에서 D♭5로 상행진행

을 보이다가 제 60마디에서 D♭5의 지속음이 9박으로 길게 등장한다. 제 

61마디에서는 사분음표의 B♭4에서 팔분음표의 E♭5 진행으로 보아 B♭

4을 딛고 중심음인 E♭으로 움직이며 E♭5- D♭5- B♭4으로 순차적으

로 하행하고, A♭4 앞꾸밈음을 같는 B♭4의 대표 리듬형으로 진행한다. 

f의 마지막 마디인 제 62마디에서 G4으로 종지한다.

 대아쟁은 십육분음표로 더 잘게 쪼개지고 당김음을 사용하면서 셈여림

을 통한 강약의 변화도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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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63마디-제 66마디 : g

<악보 15> 제 63마디-제 66마디

 g는 제 63마디부터 제 66마디로 총 4마디이며, 12/8박자로 진행된다. 점

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의 리듬형이 나오지 않고, 

팔분음표-팔분음표-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 )의 변형 리듬형

이 한번 등장한다. 이러한 리듬형이 나온 구간에서 대부분 2개 내지 3개

의 음 안에서 리듬이 반복 되어 음악이 진행되었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

러한 리듬형의 반복은 사라지게 된다.

 출현음은 E♭2, E♭3, A♭4, B♭5, D♭5, E♭5이며 E♭이 중심음이다. 

A♭4과 D♭5을 지나가는 음으로 두는 B♭3에서 E♭4 혹은 E♭4에서 B

♭3로의 선율 진행이 도드라지면서 E♭의 단조 스케일이 명확하게 드러

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스케일 중심의 선율 진행에서 제 63마디의 4박과 제 65마디

의 10박에서 나타나는 스타카토는 지속음으로 진행되는 이 구간에서 환

기의 역할을 한다. 대아쟁은 십육분음표로 더 잘게 쪼개지고 당김음을 

사용하면서 셈여림을 통한 강약의 변화도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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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67마디-제 71마디 : fʹ

<악보 16> 제 67마디-제 71마디

 fʹ는 제 67마디부터 제 71마디로 총 5마디이며, 12/8박자로 진행된다. 

대표리듬형은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이다. 

 출현음은 E♭2, E♭3, E♭4, A♭4, B♭4, D♭5, E♭5으로 중심음은 E♭

이고, 주요음은 A♭, B♭이다. f의 첫마디와 세 번째 마디인 제 59마디와 

제 61마디 선율과 리듬 형태가 제 67마디와 제 68마디에서 동일하게 나

타나는데, 이는 악보에 표기된 fʹ의 두 마디가 축소된 f임을 보여준다. 

제 69마디부터는 A♭4 앞꾸밈음이 붙은 B♭4의 점십육분음표()와 E♭

4의 삽십이분음표() 하행 진행 리듬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제 70마디 

10마디부터는 A♭4의 팔분음표 나열로 대아쟁과 같은 리듬형으로 진행

하며 페르마타가 붙은 A♭ 2분음표로 대단락 Aʹʹ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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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ʹ : 제 72마디-제 87 마디 

 대단락 Bʹ 는 제 72마디부터 제 87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점사분음표

() 기준 3박에서 점이분음표() 기준 3박의 6/4박자로 진행된다. 

Tempo free이며,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빠르게’와 ‘조금씩 빨

리’ 라는 지시어가 명시되어 있다. 대단락 B와 출현음과 리듬형이 비슷

하지만, 피리의 오잇단음표와 아쟁의 셋잇단음표의 사용을 통해 대단락 

B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대단락 Bʹ 는 B♭ 중심의 도리안 선법으로 플랫(♭) 6개에서 플랫(♭) 4

개로 변조가 나타난다.

 변박과 동시에 변조도 함께 일어난다. 아쟁의 주법이 피치카토에서 아

르코로 바뀌게 되며 음악의 전환을 보여준다. 대단락 A 이후로 단락 안

에서 마디와 마디 사이에 페르마타가 다시 나타나며, 음과 음 사이의 간

격을 통한 음향 효과를 보여주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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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72마디-제 78마디 : cʹʹ

<악보 17> 제 72마디-제 78마디

 cʹʹ는 제 72마디부터 제 78마디로 총 7마디이며, 6/4박자 6마디와 3/4 1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리듬형은 십육분음표로 이루어진 오잇단음

표이다. 제 72마디는 대아쟁이 활로 연주하는 아르코(arco) 주법으로 바

뀌며, 페르마타가 붙은 B♭과 A♭을 Tempo free로 연주하기 때문에 연

주자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여유롭게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 

73마디부터는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빠르게’ 라는 지시어가 제시되

어 이후 제 77마디까지 5마디의 구간동안 =56 에서부터 템포를 서서히 

빠르게 올리고, 제 78마디인 7번째 마디에서는 3/4로 변박한다.

 출현음은 B♭3, C4, D♭4, D4, E♭4, F4, G4, A♭4, B♭4, D♭3이며, 중



- 54 -

심음은 B♭, 주요음은 G, C이다. 제 73마디는 B♭4– G4 – C4 – G4 - B
♭4의 단3도 – 완전5 – 완전5도 - 단3도의 간격으로 진행하는데, 제 74

마디의 A♭4– F4 – B♭3 – F4 - A♭4과 단3도 – 완전5 – 완전5도 - 단3

도의 같은 모양을 보인다. 제 75마디에서는  G4 – E♭4 – B♭4 – G4 - 
E♭4의 단3도 – 완전5도 – 단3도 - 단3도의 간격, 제 76마디의 음간격은 

B♭4 – D♭5 – D♭4 – G4 - B♭4의 단3도 – 완전8도 – 증4도 - 단3도, 

제 77마디는 B♭4 – A♭4 – C4 – F4 - A♭4의 장2도 – 감6도 – 완전4도 

– 단3도의 각각 다른 간격을 보인다. 제 78마디에서는 G4를 중심으로 B

♭4 음을 내는 제 2지공을 빠르게 열었다가 닫는 주법을 사용하고, 다음 

단락인 h의 제 79마디에 나오는 C4까지 이어져 첫 마디인 제 73마디에 

출현하는 C, G, B♭ 음을 다시 회귀시키며 마무리한다.

 2마디와 3마디에서 마디의 끝에 각각 C5와 B♭4의 꾸밈음은 마디와 마

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c''의 2마디부터 4마디와 5마디부

터 7마디가 큰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마디를 제

외한 모든 마디의 마지막 음표에 페르마타 표기되어 있어 마디와 마디 

사이에 여유롭게 간격을 두고 연주해야 한다. 

 대아쟁은 점팔분음표와 십육분쉼표의 리듬형에서 점팔분음표를 피아노

시모(pp)에서 메조포르테(mf)로 연주하게 되는데,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주면서 음향적인 효과를 표현하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또

한 마디마다 G4- E♭4- D4- C4- B♭4의 순차적 하행 진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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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79마디-제 83마디 : h

<악보 18> 제 79마디-제 83마디

 h는 전 마디인 제 78마디에서 G를 연주하던 피리가 C로 마무리함과 동

시에 아쟁이 단독으로 연주한다. 제 79마디부터 제 83마디의 총 5마디이

며, 5/4박자 2마디와 4/4박자 3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4/4박자로 변박되는 

81마디부터는 조금씩 빨리 의 지시어를 따라 제 83마디까지 3마디 동안 

점점 템포를 빠르게 연주한다. 대표 리듬형은 팔분음표로 이루어진 셋잇

단음표와 팔분음표로 이루어진 오잇단음표이다. 

 출현음은 C3, D♭3, G3, B♭3, C4, D♭4, D4, E♭4으로 중심음은 C이

다. 1마디에서 C3 – G3 - B♭3의 진행, 2마디에서 C3 – G3 - C4의 진행

을 보이며 B♭3- C4의 진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 이후 C3 – G3 - 
D♭4, C3 – G3 - D4, C3 – G3 - E♭4의 선율 진행으로 순차적 상행 진

행을 보여주고 있다.

 h에서는 트레몰로 주법이 등장하는데 제 79마디와 제 80마디의 3번째 

박자부터 연주한다.



- 56 -

③ 제 84마디-제 87마디 : cʹʹʹ

<악보 19> 제 84마디-제 87마디

cʹʹʹ는 제 84마디부터 제 87마디로 총 4마디이며, 6/4박자로 구성되어 있

으며, =56 템포에서 ♩=60로 템포가 비교적 빠르게 바뀌게 된다. 대표 

리듬형은 사분음표-이분음표-사분음표-이분음표(♩♩)이고, 이분음표

-사분음표-이분음표-사분음표(♩♩)의 변형을 보이며 대단락 B와 비

슷한 리듬형을 보인다.

 h에 이어 계속해서 아쟁의 독주로 진행되고, 출현음은 C3, E♭3, F3, A

♭3, B♭3, C4, D♭4, E♭4 으로 중심음은 C이다. 1마디는 E♭4- C4 – 
F3 - E♭3 진행으로 단3도 – 완전5도 - 단7도의 간격을 볼 수 있고, 2마

디는 D♭4- B♭3- E♭3- D♭4 진행으로 단3도 – 완전5도 - 단7도의 간

격을 볼 수 있다. 또한 3마디는 C4 – A♭3-F3 - C3 진행으로 장3도 – 
단3도 - 완전4도 간격을 볼 수 있으며, 3마디의 마지막 음인 중심음 C를 

4마디까지 지속하며 마무리한다.

(7) Aʹʹʹ : 제 88마디-제 119 마디 

 대단락 Aʹʹʹ는 제 88마디부터 제 119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점사분음표

() 기준 3박의 9/8박자로 변박하고, =60의 템포로 앞 단락인 cʹʹʹ에서 

변화한 템포에서 기준박만 바뀌어 진행된다. 9/8박자와 6/8박자, 그리고 

8/8박자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팔분음표와 사분음표(♪♩)의 리듬형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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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음표와 8분음표, 8분음표(♪♪)로 구성된 리듬형 2가지가 새롭게 등

장한다. 

 플랫(♭) 4개에서 플랫(♭) 5개로 변조하며, 선법은 D♭을 중심으로 하

는 디미니시드스케일(diminished scale)의 경과구와 D♭ 중심의 에올리안 

선법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농음(vib.)과 스타카토, 퇴성과 같은 다양한 음악 기호가 

등장하며, 음향적인 변화를 꾀하는 곡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마지막 단락 E의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① 제 88마디-제 95마디 : i

<악보 20> 제 88마디-제 95마디

 i는 제 제 88마디부터 제 95마디로 총 8마디이다. 박자형은 9/8박자 1마

디, 6/8박자 1마디, 9/8박자 1마디 이후 6/8박자 5마디로 진행되는 9/8박

자와 6/8박자의 혼용형태이다. 대표 리듬형은 팔분음표와 사분음표(♪♩)

의 리듬형이고 사분음표-팔분음표(♩♪)와 팔분음표–팔분음표-팔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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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박 형태의 사분음표–사분음표-사분음표(♩♩♩)의 3가지 변

형된 리듬형이 나타난다.

출현음은 B♭3, C♭4, D♭♭4, D♭4, E♭4, F♭4, G♭4, A♭♭4, B♭♭4

이다. 1마디에서 2마디를 살펴보면 B♭3으로 시작하여 C♭4으로 반음 

상행 진행을 보인다. 3마디에 다시 B♭3으로 하행하여 C♭4– D♭♭4– D
♭4– E♭4– F♭4– G♭4– A♭♭4- B♭♭4 음 구조로 상행 진행 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음의 간격이 B♭부터 단2도 – 단2도 – 단2도 – 
장2도 – 단2도 – 장2도 – 단2도 - 장2도이다. 이를 통해 3마디의 B♭3부

터 6마디의 D♭4까지 반음계적 상행 진행을 보이고, 이후 7마디부터 온

음과 반음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D♭을 중심으로 하는 온반 디미니시드 

스케일(whole-half diminished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징적 기호로는 비브라토(vib.)를 이야기할 수 있다. 1마디부터 피리와 

아쟁 모두 비브라토(vib.)를 사용하여 파동을 이용한 음향적 확장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73) 또한 2마디 내지 4마디 사이에 크레센도가 들어가거나 

7마디의 수비토피아노(subito p)는 다음 단락으로 진행하기 위한 긴장감

을 조성하여 음악적 연결구의 역할을 보여준다.

 대아쟁은 9/8박자에서는 피리와 같은 리듬형으로 진행하다가 6/8박자에

는 2분박인 사분음표 – 사분음표 – 사분음표(♩♩♩) 형태를 보인다. 이

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리와 엇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

징적인 기호와 함께 진행에서 긴장감을 더해주는 역할로 볼 수 있다.

73)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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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96마디-제 99마디 : j

<악보 21> 제 96마디-제 99마디

 j는 제 96마디부터 제 99마디로 총4마디이다. 8/8박자 2마디, 9/8박자 1

마디, 6/8박자 1마디의 박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8분음표를 한 박 기

준으로 하여 8/8박자에서 3박 – 3박 - 2박의 혼합박이 나타난다. 이후 

9/8박자는 3박 – 3박 – 3박으로 진행하며 6/8박자에서는 2박 – 2박 - 2박

의 형태로 진행한다. 대표 리듬형은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

표( )이다. 하지만 i의 대표 리듬형인 팔분음표와 사분음표(♪♩)의 

리듬형과 2분박 형태의 사분음표–사분음표–사분음표(♩♩♩) 리듬형도 나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출현음은 B♭3, C4, D♭4, E♭4, B♭4, C5 이고, 중심음은 B♭, 주요음

은 C이다. 대표 리듬형에서 C5와 B♭4의 하행 선율 진행을 보이며, 3마

디에서는 팔분음표와 사분음표(♪♩)의 리듬형이 B♭4의 동일음으로 진

행하게 된다. 이후 4마디는 사분음표–사분음표–사분음표(♩♩♩) 리듬형

에서 B♭4 – B♭3 – B♭4의 음 진행을 보인다. 

 특징적인 기호로는 3마디의 스타카토와 4마디의 추성과 퇴성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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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팔분음표-사분음표(♪♩) 리듬형에서 팔분음표에 스타카토를 붙여 

사분음표가 강조되는데, 2박, 5박, 8박에 강세가 붙기 때문에 대아쟁의 1

박, 4박, 7박 악센트와 엇갈리는 강세를 보이게 된다.

 대아쟁은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을 가지는데, 중요음 B♭3와 주요

음 C4를 연주하며 마디가 진행될수록 D♭4와 E♭4가 순차적으로 출현하

여 상행 진행을 보인다.

③ 제 100마디-제 103마디 :  jʹ

<악보 22> 제 100마디-제 103마디

 jʹ 는 제 100마디부터 제 103마디로 총 4마디이며, 8/8박자 2마디, 9/8박

자 1마디, 6/8박자 1마디의 박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8분음표를 한 박 

기준으로 하여 8/8박자에서 3박 – 3박 - 2박의 혼합박이 나타난다. 이후 

9/8박자는 3박 – 3박 – 3박으로 진행하며 6/8박자에서는 2박 – 2박 - 2박

의 형태로 진행한다. 대표 리듬형은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

표( )이고, 팔분음표와 사분음표(♪♩)의 리듬형과 2분박 형태의 사

분음표–사분음표–사분음표(♩♩♩) 리듬형도 나오는 것을 보아 j와 박자

형태와 리듬형태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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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음은 B♭3, C4, D♭4, E♭4, B♭4, C5 이고, 중심음은 B♭, 주요음

은 C이다. 대표 리듬형에서 C5와 B♭4의 하행 선율 진행을 보이며, 3마

디에서는 팔분음표와 사분음표(♪♩)의 리듬형이 B♭의 동일음으로 진행

하게 된다. 이와 같이 3마디까지는 j와 박자, 리듬뿐만 아니라 선율 진행

까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마디에서 사분음표–사분음표–사분

음표(♩♩♩) 리듬형은 동일하나 음 진행이  B♭4 – B♭4 – B♭4로 옥타

브 변화가 사라지고 같은 음의 반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3마디에서 나타나는 스타카토로 인해 피리와 대아쟁의 강세가 각각 2

박, 5박, 8박과 1박, 4박, 7박으로 엇갈리는 것 또한 j와 같지만 4마디에

서 음의 진행이 동일음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성이 사라지고 퇴성만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아쟁은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을 가지는데, 중요음 B♭와 주요음 

C를 연주하며 마디가 진행될수록 D♭4와 E♭4가 순차적으로 출현하여 

상행 진행을 보이는 것이 j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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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 104마디-제 110마디 : jʹʹ

<악보 23> 제 104마디-제 110마디

 jʹʹ는 제 104마디부터 제 110마디로 총 7마디이다. 박자형태는 8/8박자 2

마디, 9/8박자 1마디 진행 후 다시 8/8박자 2마디, 9/8박자 1마디, 6/8박

자 1마디로 진행된다. 8/8박자는 팔분음표 1박을 기준으로 하여 3박 – 3
박 - 2박의 혼용박 형태를 띈다. 9/8박자는 3박 – 3박 - 3박과 3박 – 2박 

– 2박 - 2박의 혼용박 형태가 모두 보이며, 6/8박자는 2박 – 2박 - 2박의 

이분박 형태를 보인다.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가 

대표 리듬형이며, 7마디에서는 j, jʹ와 같은 형태의 리듬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현음은 E♭3, F3, G♭3, A♭3, E♭4, F4, A♭4, B♭4, D♭5 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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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음은 E♭이고 주요음은 A♭, B♭이다. 제 104마디와 제 105마디에서는 

점십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의 F 4- E♭4 하행 선율을 

보이고, 3마디와 4마디는 B♭4 – A♭4 하행 선율, 5마디와 6마디는 D♭

5- B♭4의 하행 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마디의 중심음을 기준으

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E♭4- A♭4- B♭4으로 순차적 상행 진행

임을 알 수 있다. jʹʹ의 마지막 마디인 7마디는 앞 단락과 같이 사분음표 

–사분음표–사분음표(♩♩♩) 리듬형의 B♭4 – B♭4 – B♭4 형태를 보인

다. 이를 통해 j, jʹ, jʹʹ 단락이 형태는 조금씩 변화하지만 동일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아쟁은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이지만 악센트를 통해 박의 강세를 제

시한다. 또한 중심음 E♭은 일정하게 연주하면서, 3마디 기준 F – G♭ - 

A♭의 선율 진행을 통해 두 번의 동형 상행 진행이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⑤ 제 111마디-제 113마디 : k

<악보 24> 제 111마디-제 113마디

 k는 제 111마디부터 제 113마디로 총 3마디이며, 8/8박자 2마디, 9/8박

자 1마디의 박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피리와 대아쟁 모두 팔분음표 1박

을 기준으로 8/8박자에서는 3박 – 3박 - 2박의 혼합박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9/8박자에서는 피리는 2박 – 2박 – 2박 - 3박의 혼합박 형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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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쟁은 3박 – 3박 – 3박 형태로 진행하여 박의 강세를 서로 다르게 가지

고 감을 알 수 있다. 대표 리듬형은 십육분쉼표–팔분음표-팔분음표( ♪
♪) 또는 십육분쉼표–팔분음표(♪)로 앞 단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리듬형이 나타난다.

 출현음은 B♭2, B♭3, A♭4, B♭4, C5이고, 중심음은 B♭, 주요음은 A♭

이다. 16분음표와 앞꾸밈음의 B♭4과 팔분음표의 A♭4이 교차 진행하고 

있다. 

 대아쟁은 점사분음표()와 팔분음표-사분음표(♪♩)의 리듬형을 보이

고, 가장 낮은 음인 B♭2에서 시작하여 B♭3과 B♭4까지 한 마디 안에

서 두 옥타브 간격으로 움직이며, 3마디는 B♭4에서 C5의 상행으로 마무

리한다. 이는 아쟁의 음역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음색을 사용하여 다

양한 음향 효과를 주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⑥ 제 114마디-제 116마디 : kʹ

<악보 25> 제 114마디-제 116마디

 kʹ는 제 114마디부터 제 116마디로 총 3마디이며, 8/8박자 2마디, 9/8박

자 1마디의 박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팔분음표 1박을 기준으로 8/8박자

에서는 3박 – 3박 - 2박의 혼합박 형태를 보이는 것이 k와 동일하다. 

9/8박자에서는 피리와 대아쟁 모두 3박-3박-3박 형태로 진행하며 같은 

강세를 갖는다. 대표 리듬형은 십육분쉼표–팔분음표-팔분음표(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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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십육분쉼표–팔분음표(♪)이며, 십육분음표–십육분음표–십육분음표– 
십육분음표-팔분음표(♪)의 리듬형도 나온다.

 출현음은 E♭2, E♭3, D♭4, E♭4, F4, G♭4, A♭4이고, 중심음은 A♭, 

주요음은 E♭, G♭이다. 십육분음표와 앞꾸밈음의 A♭4과 팔분음표의 G

♭4이 교차 진행하며, k의 B♭4- A♭4 진행에서 장2도 아래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3마디에서는 A♭4-F4 - E♭4-D♭4-E♭4 진행과 F4가 

추가된 A♭4- F4 – E♭4-D♭4 -E♭4- F4의 진행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계단식으로 상하행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아쟁은 점사분음표()와 팔분음표-사분음표(♪♩)의 리듬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마디 안에서 순차적 상행을 보여주었던 k와는 다르게 

가장 낮은 음인 E♭2에서 시작하여 E♭4으로 두 옥타브를 상행하였다가 

E♭3로 하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마디는 E♭4에서 시작하여 B♭4

을 지나 C5로 상행하여 마무리한다. k와 kʹ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피리는 

장2도의 간격으로 움직임이 크지 않고 리듬형도 비슷하게 진행하였지만, 

아쟁이 음 간격과 진행 방향을 달리함으로써 작곡가가 새로운 음향적 확

장을 의도함을 알 수 있다. 

⑦ 제 117마디-제 119마디 : kʹʹ

<악보 26> 제 117마디-제 119마디

 kʹ는 제 117마디부터 제 119마디로 총 3마디이며, 8/8박자 2마디, 9/8박

자 1마디의 박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팔분음표 1박을 기준으로 8/8박자

에서는 3박-3박-2박의 혼합박 형태를 보이고, 9/8박자에서는 3박-3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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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형태로 진행한다. 대표 리듬형은 십육분쉼표–팔분음표-팔분음표( ♪
♪) 또는 십육분쉼표–팔분음표(♪)이다.

 출현음은 B♭2, B♭3, A♭4, B♭4, C5, D♭5이고, 중심음은 B♭이다. 16

분음표와 앞꾸밈음의 B♭과 팔분음표의 A♭이 교차 진행함이 k와 동일

하다. 하지만 2마디에서 십육분음표의 D♭이 등장하며 상행 진행으로 마

무리하게 되며, 3마디에서는 피리 없이 대아쟁의 독주로 진행된다.

 대아쟁은 점사분음표()와 팔분음표-사분음표(♪♩)의 리듬형을 보이

고, 가장 낮은 음인 B♭에서 시작하여 B♭과 B♭까지 한 마디 안에서 

두 옥타브 간격으로 움직이며, 3마디는 B♭에서 C의 상행으로 마무리한

다. 이를 통해 k와 동일한 리듬, 선율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8) D : 제 120마디- 제 138 마디 

 대단락 D는 제 120부터 제 138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9/8박자와 6/8박

자의 박자 형태로 시작하여 12/8박자와 11/8박자, 10/8박자가 혼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팔분음표와 사분음표(♪♩) 또는 4분음표와 8분음표

(♩♪)의 리듬형을 보이다가 점사분음표() 이상의 긴 지속음을 연주하

는 클라이막스로 진행된다. 그 후 페르마타를 통해 소리와 소리의 간격

을 두는 곡 초기 형태로 돌아가 음악을 마무리한다. 선법은 앞 단락과 

이어지는 D♭ 중심의 에올리안 선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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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120마디-제 122마디 : iʹ

<악보 27> 제 120마디-제 122마디

 iʹ는 제 120마디부터 제 122마디로 총 3마디이다. 9/8박자 1마디와 6/8박

자 2마디의 박자 형태를 가지며, 대표 리듬형은 팔분음표와 사분음표(♪

♩)의 리듬형이다. 또한 사분음표-팔분음표(♩♪)와  2분박 형태의 사분

음표–사분음표–사분음표(♩♩♩)의 변형된 리듬형이 나타난다. 

출현음은 B♭3, C4♭이며 B♭으로 시작하여 C♭으로 단2도, 즉 반음을 

상행 진행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i의 1마디부터 2마디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ʹ는 i의 축소 형태로 볼 수 있다.

  특징적 기호로는 비브라토(vib)가 있으며, 1마디부터 피리와 아쟁 모두 

비브라토(vib)를 사용하여 공간에서의 파동을 음향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74) 또한 1마디부터 3마디까지 크레센도로 진행하여 다음 단락으로 진

행하기 위한 음악적 연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아쟁은 9/8박자에서는 피리와 같은 리듬형으로 진행하다가 6/8박자에

는 2분박의 사분음표–사분음표–사분음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피리와 대아쟁이 2마디부터 엇박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74)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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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3마디-제 126마디 : l

<악보 28> 제123마디-제 126마디

 l은 제 123마디부터 제 126마디로 총 4마디이다. 12/8박자 한마디, 11/8

박자 한마디, 12/8박자 한마디, 11/8박자 한마디의 박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팔분음표 1박을 기준으로 하여 12/8박자는 3박 – 3박 – 3박 - 3

박의 형태를, 11/8박자는 3박 – 3박 – 3박 - 2박의 혼합박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단락부터는 특정한 리듬형을 보이지 않고, 3박 혹은 4박 이상

을 길게 유지하는 지속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현음은 B♭2, B♭3, C4, D♭4, A♭4, B♭4으로 중심음은 B♭이다. 대

아쟁이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하며, 1마디에서 피리가 중심음 

B♭을 4박부터 지속한다. 2마디의 11/8박자에서 꾸밈음으로 A♭이 나오

지만 다시 B♭으로 돌아온다. 3마디는 한 옥타브 아래의 B♭을 3박 진행

한 후 다시 B♭ 지속음으로 돌아간다. 4마디의 11/8박자에서는 점사분음

표와 온음표에 각각 붙은 꾸밈음이 C로 바뀌게 되고, 2마디의 1박 - 10

박에서 3박 - 8박으로 음 진행이 다소 여유로워진다.

 l은 2마디씩 프레이즈가 이어지며 3마디의 B♭에 테누토와 요성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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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충분히 음을 요성한 후 다음 음인 B♭으로 진행한다.  

 대아쟁은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되는데, 12/8박자는 1박, 4

박, 7박, 10박에 악센트가 있고, 11/8박자는 1박, 4박, 7박, 10박, 11박에 

악센트가 강세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리가 지속음을 연주

하는 동안 대아쟁이 리듬의 강세를 통한 음악적 진행을 보여준다.

③ 제 127마디-제 137마디 : lʹ

<악보 29> 제 127마디-제 13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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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ʹ은 제 127마디부터 제 137마디로 총 11마디이며, 10/8박자 한마디, 

11/8박자 한마디, 12/8박자 한마디, 11/8박자 5마디, 12/8박자 3마디로 이

루어져 있다. 팔분음표 1박을 기준으로 하여 10/8박자는 3박 – 2박 – 3박 

– 2박의 혼합박 형태를 가지고 있고, 11/8박자는 3박 – 3박 – 3박 – 2박
과 3박 – 2박 – 2박 – 2박 - 2박의 2가지 유형으로 혼합박 형태를 보인

다. 또한 12/8박자는 3박 – 3박 – 3박 - 3박의 형태를 가지며, l과 같이  

특정한 리듬형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 4박 이상의 음을 길게 유지하는 

지속음으로 되어 있다.

 출현음은 B♭2, B♭3, C3, D♭3, B♭4, C5, D♭5, E♭5으로 중심음은 B

♭이다. 대아쟁이 l과 같이 계속해서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

하며, 1마디에서 피리가 점사분음표의 D♭과 사분음표의 B♭을 두 번 

반복 연주하고, 2마디에서 E♭으로 종지한다. 그 후 3마디에서 한 옥타

브 아래의 B♭을 3박 진행한 후 B♭ 지속음으로 돌아가며, 4마디의 11/8

박자에서는 점사분음표와 온음표에 각각 꾸밈음 C가 붙은 B♭을 연주한

다. 4마디의 온음표에는 이음줄이 있어 이후 131마디부터 134마디까지 

동일음을 길게 지속한다. 

  제 127마디부터 제 128마디의 2마디에 프레이즈가 이어지며, 제 129마

디부터 제 134마디까지 프레이즈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2번의 음악

적 구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제 129마디는 점사분음표 B♭에 테누토와 

요성 표기가 되어 있어 충분히 음을 요성한 후 다음 음인 B♭으로 진행

해야 한다. 여기서 lʹ의 제 129마디, 제 130마디가 l의 제 125마디, 제 

126마디와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과 프레이즈의 구분으로 볼 때  l

ʹ이 l 의 확장형임을 알 수 있다. 

 대아쟁은 팔분음표의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되는데, B♭과 C가 지속적으

로 나오며 D♭- E♭의 상행 진행을 반복해서 보이던 대아쟁의 선율 진

행은 5마디에서 다시 B♭과 C로 돌아온다. 또한 12/8박자는 1박, 4박, 7

박, 10박에 악센트가 있고, 11/8박자는 1박, 4박, 7박, 10박, 11박에 악센

트가 붙는 유형과 1박, 6박, 8박, 10박에 붙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피리

가 지속음을 연주하는 동안 대아쟁은 강세를 통한 리듬 진행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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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9마디에서 페르마타를 통해 지속하던 리듬 진행을 멈춘다. 이

후 제 135마디에서 점사분음표의 B♭과 C가 두 번 나오는데, 페르마타가 

붙은 점사분쉼표를 통해 여유롭게 음과 음 사이에 간격을 두며 단락을 

마무리한다. 이는 음과 음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며 표현되던 소리의 확

장이 끝나고, 다시 곡의 처음 주제로 돌아감을 암시한다. 

④ 제 138마디 : aʹʹʹ

<악보 30> 제 138마디

 aʹʹʹ는 제 138마디로 총 1마디이다. 앞 단락과 같은 12/8박자이며, 점십

육분음표-삼십이분음표-팔분음표( )가 대표 리듬형으로 다시 등장

하게 된다. 

 출현음은 B♭2, B♭3, B♭4, G♭4, A♭4으로 중심음은 B♭이다. G♭을 

꾸밈음으로 시작하는 A♭4의 점십육분음표()와 B♭4의 삼십이분음표()
로 선율이 진행한다. 이는 곡의 첫 단락인 a에서 나타난 B♭4에서 C4의 

단7도 진행을 장2도 아래로 내린 진행이며, 동일한 단7도의 간격이다. 

이렇게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대아쟁은 다시 피치카토 주법으로 돌아온 후 중심음 B♭을 팔분음표의 

리듬으로 연주한다. 또한 팔분음표(♪) 1박을 기준으로 하여 4박의 사분

쉼표에 페르마타가 붙어 있다. 이로 인해 곡의 시작부터 음 간의 밀도를 

높여가던 진행이 마무리되고,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다시 벌어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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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감을 알 수 있다. 처음의 형태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주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작곡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75)

 지금까지 <소릿사이>의 단락별로 분석해보았다. 대단락별 나타나는 대

표 리듬형과 그에 따른 변형 리듬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단락별 대표 리듬형과 변형 리듬형

75) 작곡가와의 인터뷰, e-mail, 2020.04.19.

대단락  대표 리듬형 변형 리듬형

A

B

Aʹ

C

Aʹʹ

Bʹ 

Aʹʹʹ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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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 위촉 초연된 김성국 작곡가의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를 분석하였다. 악보, 악곡 해설, 음원, 작곡가와의 인터

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릿사이>는 특정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에서 영감을 받

은 작곡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되는 소리를 표현한 작품

이다. 설장구의 장단을 소재로 하여 음과 음을 조직적을 연결하고 확장

시키는 과정을 통해 창작되었다.

  둘째, 곡의 초입 부분에서 보이는 리듬 진행이 삼도 설장구 가락 중 굿

거리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곡은 총 138마디로, 3번의 템포 변화와 5번의 변조가 이루어

진다. 이를 박자, 리듬, 선율의 변화에 따라 8개의 대단락 A – B – Aʹ - 
C – Aʹʹ - Bʹ - Aʹʹʹ - D 로 나눈 후 다시 30개의 소단락으로 구분하였

다.

  넷째, 곡 안에서 출현음과 중심음을 통해 선법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프리지안, 도리안, 믹솔리디안 선법 등 작곡가가 다양한 선법을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리듬형이 대단락 A, Aʹ , Aʹʹ, Aʹʹʹ에서 계속해서 등장하

고, 곡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리듬

형이 곡의 주제 리듬형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주제 리듬형인  외에도 단락별로 나타나는 특정 리듬형

을 찾을 수 있었고,  리듬형,  리듬형,  리듬형 

등이 있다.

  일곱째, 첫 단락인 대단락 A에서 나타나는 B♭과 C 음이 곡의 발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특정음으로 회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단락이 첫 단락과 

동일한 형태로 종결하는 것을 통해 첫 단락의 주제 선율을 확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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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곡가의 의도를 찾을 수 있었다. 

  여덟째, 작곡가는 페르마타(), 쉼표( , 등), 스타카토, 아쟁의 아르코

(arco.) 주법과 피치카토(pizz.) 주법, Tempo free 등을 사용하여 음과 음 

사이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모닉스, 요성, 추성과 퇴성, 

아쟁의 글리산도(glissando) 등을 통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음향 현상과 

그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릿사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작곡가는 타

악기인 장구의 장단에서 동기를 가져와 이를 주제 리듬형으로 환원하였

다. 또한 리듬형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음악을 확장 시켜나가고, 여러 

가지 음악적 기호들을 사용하여 피리에게 타악기적 선율의 역할을 부여

하였다. 본래 피리 창작곡에서 사용되었던 지속음을 활용한 선율 진행의 

기능뿐만 아니라 리듬 진행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타악기적인 선율 

진행 또한 피리 주법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필자는 이를 통해 피리가 독주 악기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소릿사이>를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곡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창작 국악 작곡에서의 

피리에 대한 더 폭넓고 다양한 시도로 이어져 악기의 역할이 한층 더 다

채로워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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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인터뷰

2020년 4월 19일

E-mail

이나연: <소릿사이>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김성국: 이 곡을 구상하게 된 직접적인 음악적 경험이 있었다. 어렸을 때 스튜

디오에서 설장구에 대한 녹음을 참관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들었던 녹음 현장에

서는 공간에서 실제 연주자가 (설장구를) 치고 공간 안에서 소리들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소리와 실제 공간 사이에서 소리들이 움직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이 곡을 의뢰받고 피리 연주곡을 구상하던 중에 그 

때의 음악적 경험들을 이 작업과 연관 지어 하나의 소재로서 아이디어가 떠올

랐다. 피리라는 악기가 선율악기이지만 노트와 노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장

단이나 리듬을 피리의 음높이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연결해 놨을 때 선율악기지

만 더불어 타악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부분들은 당

시 체감했던 공간에서의 음향 현상들을 통해서 모티브를 얻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설장구이다. 설장구 가락에 나와 있는 리듬 패턴들을 피리라는 악기로 환

원시키고, 그것들을 주제화시키고, 그 내용을 하나의 음악 안에 조직화시켜가는 

과정이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소릿사이>라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

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나연: 이 곡에서 특별히 피리와 함께 아쟁을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성국: 이 곡의 중심이 되는 악기는 피리이다. 작곡을 구상하면서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피리 소리의 확장을 꾀하고자 함이 큰 틀의 음악적 목표였는데 그 

공간 소리의 확장을 대아쟁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상상에서 출발하여 곡에 활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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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아쟁 높은음자리표로 가면서 중간중간 낮은음자리표가 나옵니다. 낮은 

음의 아쟁소리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하모닉스나 높은 음을 사용한 이유는 무

엇인가요?

김성국: 위의 이야기와 같이 특별한 공간적 음향을 목적으로 구상하다 보니 아

쟁의 일반적인 표현이나 음향은 고려하여서 되도록 절제하여 쓰려 했고 고음, 

특히 하모닉스 같은 연주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나연: 곡이 전반적으로 홀수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짝수박(6/4)으

로 바뀌면서 곡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곡이 진행될수록 쉼표를 

점점 없애시고 음표를 늘리셨는데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셨나요?

김성국: 곡 이야기의 방향과 음악적 대비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결과이다.

하나의 음악적 모티브로 출발하여 그 설정된 모티브는 음악적 흐름을 갖게 하

였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더 얽히고 절정으로 치닫다가 결국 출발

한 모티브로 귀결되는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전개, 절정의 흐름을 가지고자 쉼표가 점점 없어지고 음량의 확대와 음향의 변

화가 생기게끔 하였다. 그리고 짝수박과 홀수박은 수자의 짝수와 홀수가 그 대

비의 개념을 설명하듯 음악의 내용도 대비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모든 음악에서 대비라는 개념은 곡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설정인데 이 곡에

서도 박자의 대비와 여러 가지의 음악적 대비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나연: 88마디부터 95마디까지 선율이 끊기지 않고 지속하면서 셈여림이 계속 

변화하고 비브라토로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에서 마치 공간에 파동이 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도하신 바와 비슷한가요?

김성국: 맞다. 언급하였다시피 곡의 구상에서 ‘피리의 공간적 확장의 음악적 

표현’을 중심으로 고민하였고, 이 부분은 그러한 울림의 상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구로 사용되었다. 

이나연:  ⃘⃘⃘ 이 표기가 이 곡에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표기인데요. 피리와 아쟁

의 각각 어떤 주법을 원하셨는지, 또 그 주법으로 연주되는 어떠한 음색을 상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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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피리의 ∘은 지공을 치는 연주법이고, 대아쟁의 ∘는 하모닉스 연주를 뜻

한다.

이나연: 6/4 박자가 2번 나옵니다. 18마디부터 29마디는 지속음을 길게 뻗는 부

분이었다면 73마디부터 77마디는 진행에 5잇단음표를 사용했고 Tempo free 로 

진행되는데요. 각각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김성국: 곡의 구성에서 얘기한 두 부분은 변주 양식을 사용하여 작곡한 부분으

로 앞의 선율을 5잇단음표의 연주로 변화시킨 부분이다. 

이나연: 6/4박자의 18마디부터 29마디까지가 6마디씩 데칼코마니처럼 진행이 되

는 것 같습니다. 의도하신 바가 맞나요?

김성국: 18마디의 선율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이 이야기의 중심

되는 소리가 18마디이다. 18마디 한 마디를 근거로 이 부분은 구성된 부분이다.

이나연: 78마디에 있는 표기는 어떤 뜻인가요?

김성국: G음을 지속하면서 마치 꾸밈음처럼 B♭음을 연주하라는 뜻이다.

이나연: 곡에서 사용하신 조표와 다른 스케일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

습니다. 변조하지 않고 임시표를 붙여 스케일을 달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성국: 음악에서 ‘조’라는 개념의 인식은 주로 서양의 고전 시대에 확립된 

화성적 바탕을 설명하는 음악이론이다. 이 음악에서 선율의 중심은 선법의 개념

으로 적용하였기에 조성의 표기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나연: 곡의 마지막은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

니다. 

김성국: 주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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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소릿사이>는 역취의 음이 전혀 나오지 않고 평취의 음역대에서 곡이 

진행되는데요. 역취에서 나오는 음역대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성국: 이 곡의 컨셉이고, 나의 주관적 판단이다. 음정과 음악적 표현의 안정감

을 찾고 싶었고, 역취의 긴장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나연: 포르테시모와 악센트가 동시에 나오는 곳이 있고 하나만 있는 때도 있

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김성국: 느낌상의 표현이지 특별한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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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iri solo

<Soritsai, a solo piece for the Piri>

Lee Na-yeo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 Korean music underwent numerous changes by adopting 

the notion of “composition” in Western classical music, and many 

composers have since created their own traditional Korean music 

pieces. While Piri-based music mostly uses continuant sound melodies,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currently lack of music using the Piri as a 

percussion element.

  This study examines “Soritsai,” a solo piece for the Piri composed 

by Kim Seong-guk based on the Seol-janggu rhythm, and the 

observations are as follows:

  First, “Soritsai” is a work that expresses how sound changes and 

expand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and is based on the Seoljanggu 

rhythm.

  Second, there were rhythm patterns similar to the Samdo Seoljanggu 

melody, that is, a  rhythm pattern expressing “tta gugung” 

(◐ ₒ○).

  Third, this piece is composed of a total of 138 bars and categorized 

by eight large paragraphs and 30 small paragraphs according to the 

changes made in beat, rhythm, and melody.

  Fourth, the mode of the piece was discernible through its no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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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notes. Moreover, the song uses various modes such as the 

Phrygian mode, the Dorian mode, and the Mixolydian mode.

  Fifth, the  rhythm pattern was discerned as the thematic 

rhythm pattern as it repeatedly appears in the large paragraphs A, Aʹ, 
Aʹʹ, Aʹʹʹ and is emphasized again in the final paragraph.

  Sixth, there were specific rhythm patterns in each paragraph apart 

from the thematic rhythm pattern, including the  rhythm 

pattern,  rhythm pattern, and  rhythm pattern.

  Seventh, the composer’s intention to establish the thematic melody 

of the first paragraph was ascertained through the repetition of B♭ 

and C notes that appeared in the first paragraph (i.e., large paragraph 

A) in the development of the piece, and in concluding the final 

paragraph—in the same format as the first.

  Eighth, the composer aims to express the space between notes using 

fermata (), rest symbols ( , etc.), staccato, arco, and pizzicato 

playing styles of Ajaeng, and tempo free. Further, he presents the 

sound phenomenon in a space and its expansion through harmonics, 

vibrations, cursive notes taken to a low or high pitch, drastic 

downtones, and the glissando of the Ajaeng.

  The most notable feature presented by this study is that the 

composer determines the thematic rhythm pattern of the piece from 

the Seoljanggu rhythm, and grants a percussion instrumental role to the 

Piri when most mainstream Piri-created music pieces are melody 

progression using continuant sounds. In doing so, this study reveals the 

Piri’s hidden potentials as a solo instrument.

keywords : Piri, solo, Soritsai, Kim Seong-guk,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rhythm, a percussion instrumental role, Seoljanggu

Student Number : 2018-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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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악 보 (score)

<SOLO 피리를 위한 소릿사이>

김성국 작곡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Ⅱ. 본론  
	1.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해설  
	1) 음악적 배경 
	2) 작품 해설 

	2. <소릿사이> 분석  
	1) 악곡 구조  
	2) 악곡 분석  
	(1) A 대단락 : 제 1 - 17 마디  
	(2) B 대단락 : 제 18 – 29 마디 
	(3) Aʹ 대단락 : 제 30 – 46 마디 
	(4) C 대단락 : 제 47 – 58 마디 
	(5) Aʹʹ 대단락 : 제 59 – 71 마디 
	(6) Bʹ 대단락 : 제 72 – 87 마디 
	(7) Aʹʹʹ 대단락 : 제 88 – 119 마디 
	(8) D 대단락 :  제 120 – 138 마디 



	Ⅲ. 결론 
	참고문헌  
	작곡가 인터뷰  
	Abstract  
	악보  


<startpage>10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3
Ⅱ. 본론   15
 1.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해설   15
  1) 음악적 배경  15
  2) 작품 해설  17
 2. <소릿사이> 분석   19
  1) 악곡 구조   19
  2) 악곡 분석   28
   (1) A 대단락 : 제 1 - 17 마디   28
   (2) B 대단락 : 제 18 – 29 마디  34
   (3) Aʹ 대단락 : 제 30 – 46 마디  37
   (4) C 대단락 : 제 47 – 58 마디  43
   (5) Aʹʹ 대단락 : 제 59 – 71 마디  48
   (6) Bʹ 대단락 : 제 72 – 87 마디  52
   (7) Aʹʹʹ 대단락 : 제 88 – 119 마디  56
   (8) D 대단락 :  제 120 – 138 마디  66
Ⅲ. 결론  73
참고문헌   75
작곡가 인터뷰   77
Abstract   81
악보   8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