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이해식 작곡
대금독주곡 <저 소리>
분석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임 혜 정

이해식 작곡
대금독주곡 <저 소리>
분석연구
지도교수 김 승 근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임 혜 정

임혜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허윤정
김경아
김승근

(인)
(인)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해식 대금독주곡 <저 소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악곡
의 선율과 리듬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주해석에 대해 고찰하였
다. 작품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구조는 단악장 형식이며 장단으로 구성된 구간을 제외하고
크게 ,,,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율의 유사성과 반복,
구조음에 따라 총 18개의 세부 악절로 나눌 수 있다. 는 ⓐ,ⓑ,ⓒ,ⓓ 네
악절로 는 ⓔ,ⓕ,ⓖ 세 악절로 는ⓗ,ⓘ,ⓙ,ⓗ′,ⓚ,ⓛ 여섯 악절로 
는 ⓜ,ⓜ′,ⓐ′,ⓝ,ⓞ 다섯 악절로 나누어 구분된다.
둘째, 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단락과 단락에서는 주제선율
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나머지 단락에서도 선율의 반복 및 동형진행을 통
해 동기(motive)의 변주수법이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음계의 출현과 변
화음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대금연주자가 대금선율연주 전과 후에 직접 장구를 연주하여 악
곡의 ‘악작’과 ‘악지’를 알린다. 이는 대금창작곡에서 첫 시도이며 작곡가
의 개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악곡은 모데라토(Moderato) 빠르기와 4/4
박의 동일한 박자로 진행되지만, 당김음·악센트·다박자를 활용하여 고정
된 박자와 리듬에서 탈피하는 역동적인 리듬 형태가 나타난다.
넷째, 이 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대금 주법은 꾸밈음과 전통음악적
요소인 농음·퇴성이다. ‘꾸밈음’은 짧은 앞꾸밈음과 5음음계로 구성된 확
장된 형태의 앞꾸밈음을 사용하여 하행과 상행하는 선율을 강조하였다.
‘농음’과 ‘퇴성’은 작곡자만의 표기법을 사용하였고 표현방법을 연주자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전통적인 어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장시킨
다.
다섯째, 연주해석은 대금 주법과 악상기호 해석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
졌다. 대금 주법과 악상기호는 악곡의 전반부에만 주로 나타나며 작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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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표기법으로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독자적인 해석 연주
법을 요구한다. 필자는 악곡에 사용된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을 제시
하였고 다이나믹의 변화와 세부적인 음형을 고찰하여 악곡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연주해석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대금독주곡 <저 소리>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음악적인 특
성이 공존하는 작품이다. 전통음악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계와 리듬
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대금연주자가 장구와 대금을 한
작품에서 연주하는 형태는 대금독주곡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였다.
주요어 : 대금, 이해식, 대금독주곡, 저 소리, 연주법, 창작음악
학 번 : 2018-2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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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통사회의 음악문화에서 개인의 음악창작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연
주자가 창작의 주역이 되어 개인의 정서를 음악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러
나 1939년 김기수1)의 <황화만년지곡>2)을 시작으로 오선보가 사용되면
서 서양음악의 기법이 도입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분
리되며 악보를 매개수단으로 음악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3)
1960년대부터 이성천4), 이해식5), 이강덕6), 황병기7), 이상규8) 등 국악
1) 김기수(1917-1986): 대금연주자·작곡가이다. 제3대 국립국악원장(1973∼1977), 종
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및 처용무(제39호)의 예능보유자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고향소>, <회서양>, <새나라>, <초롱>, <대금독주곡 미친 듯 취한
듯>, <높은 하늘> 등이 있다. 악보집 및 저서로 악전첫걸음, 대금교본, 단
소교본, 고가신조, 월하정가선, 국악입문, 국악전집 제1집∼제8집, 단소율
보(1991) 등이 있다.(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96-98
쪽.)
2) 1939년 이왕직아악부에서 현상 공모한 신곡 모집에 당선된 곡으로 이 작품을 현
대 국악 창작의 효시로 본다.(한명희 외, 우리 국악 100년(서울: 현암사, 2011),
280쪽.)
3) 윤명원 외, 국악의 향연 5(서울: 중앙일보사, 1988), 10쪽.
4) 이성천(1936-2003): 1969년과 1971년 서울신문사 주최 한국문화대상을 수상했고,
1985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받았다. 1996년 10월 9일 제15회 세종문화상을 수
상했다. 1995년 3월 22일 국립국악원 제10대 원장에 취임했고, 96세계피리축제를
개최하였다. 1997년 5월 2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예악당에서 작곡발표회를 열었
고,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회갑기념 연주 및 출판회가 열렸다. 작품으로 <21줄
가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전주곡>, <가야고를 위한 조곡 숲 속의 이야기>, <독주
곡 제13번 철새, 사철나무 밑둥에 둥지틀다> 등이 있고, 작곡집: 놀이터, 독주
곡 제22번, 작곡집: 바다 등이 있으며, 음반으로 이성천 가야금작곡집이 있
다. 출판물로 국악사, 놀이터 1,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민족음악교
육을 말한다, 국악개론, 한국·한국인·한국음악 등이 있다.(송방송, 위의 책,
653-656쪽.)
5) 이해식(1943-): 1962년 전주사범학교를 거쳐, 196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1978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했다. KBS 라디오 제작부에서 근무
했으며,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1968년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
콩쿠르에 입상, 같은 해 동아음악콩쿠르 국악 및 서양음악 부문에 각각 당선되었
으며, 1969년 문화공보부 문예창작 공모 국악작곡 당선, 1974년 대한민국방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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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들이 국악창작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고, 1970
년대에는 백병동9), 강준일10)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들도 국악기를 활용한
작품을 창작하게 되면서 국악에 서양음악 어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작
품이 점차 많아졌다. 이후 2000년대 이르러 도널드 리드 워맥11), 토마스
음악상, 1979년 대한민국작곡상, 1988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1992년 한국음악
상 작곡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 <해동신곡>,
<밧삭> 등이 있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 작곡가 사전(서울:
시공사, 1999), 376-377쪽.)
6) 이강덕(1928-2007): 지휘자·작곡가이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62년 <새하늘>로
5.16 1주년 기념 신국악작곡공모에 당선되었다. 1981년 대한민국 작곡상과 1984
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송춘곡>, <염
불주제에 의한 환상곡>, <산조환상곡 1번>, <가야금협주곡 1번> 등이 있다.(송
방송, 한국 현대 음악인 사전(하)(서울: 보고사, 2011), 1174-1176쪽.)
7) 황병기(1963-2018): 작곡가·가야금 연주자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
악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2003년 은관문화훈장, 방일영국악상, 2004년 호암상 예술상, 2006년 대한민국예술
음원상 음악부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춘설>, <달하노피곰> 등이 있다.(이보미, “황병기 17현 가야금 독주곡 음악적
특징 연구: <춘설>, <달하노피곰>, <시계탑>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쪽.)
8) 이상규(1944-2010): 작곡가·대금연주가이다. 1965년 국립국악원 주최 신국악작곡
공모 당선, 1970년 서울문화대상 창작상 수상, 1978년 대한민국 작곡상 대통령상
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KBS국악대상 작곡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다. 1993년 중
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와 <산>, 협주곡<대바람 소리>, <자진한
잎>, <수나뷔> 등이 있다.(송방송, 위의 책(2011), 1252-1255쪽.)
9) 백병동(1936-):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
다.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을 수상했다. 1975년 월강음악상을, 1977년 제2현악
사중주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무용제 음악상
(1982), 서울시 문화상(1983), 대한민국 작곡상(1990), 영창음악상(1993) 등을 수상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진여(眞如)>, <합창과 국
악관현악을 위한 가요 삼제> 등이 있고 작품집으로는 운(韻), 쳄발로를 위한
세 개의 바가텔 등이 있다. (송방송, 한국 현대 음악인 사전(상)(서울: 보고사,
2011), 819-821쪽.)
10) 강준일(1944-2015):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시절, 음악대학 작곡과에서도 수학하였다. 서울음악학회를 창립하였고, ‘제3세대’
작곡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무용음악인 <무영탑>을 시작으로, <마당>, <춤의 유
희>, <국악합주를 위한 “소릿결”> 등을 작곡하였다.(김보현, “음악작품에 담긴
작곡가의 이념에 대한 고찰: 강준일作曲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되어>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1) 도널드 리드 워맥(Donald Reid Womack, 1966-): University of Hawaii 작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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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본12) 등 외국 작곡가들 또한 이와 같은 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며 창작음악은 다채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대금을 위한 창작음악의 역사에서 최초의 대금독주곡은 1957년에 발
표된 김기수의 대금독주곡 <해월>13)이다. 이후 1960년대에는 이성천, 김
정수, 이해식 등이 대금독주곡을 발표하였고 1970년대에는 이상규의 <4
음음계에 의한 대금독주곡>14)과 황병기의 <자시>15) 등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작곡 요소의 시도와 대금 연주법이 확장되는 변화를 일으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다양한 콩쿨과 개인의 작곡발표회를 통해 대금
연주자와 작곡가들의 작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금독주곡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장르가 다른 두 대의 대금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선율과
음악이론 교수이며 음악대학 학과장을 역임하였다. 90편 이상의 다양한 곡을 작
곡하였으며 2009년 작곡한 <Highwire Act>를 시작으로 국악기를 이용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Sori>, <Crossed Wires>,
<Labyrinth>, <무:巫> 등이 있다.(왕정은, “Donald Reid Womack 작곡 ｢소리｣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2) 토마스 오스본(Thomas Osborne, 1978-): University of Hawaii에서 작곡 및 음
악이론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구음악과 비서구권음악(non-classical music)에 관
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음악 중 특히 국악에 집중하
고 있다. 국악기를 이용하여 작곡한 곡은 <Verses>, <Dancing with Shadows>,
<Pieces of the Sky> 등이 있다.(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3) 김기수의 <해월>은 1957년에 발표되었고 오선보로 작곡한 최초의 대금창작곡이
며 타악기의 반주가 없는 무반주 대금독주곡이다.(정소희, “창작 대금독주곡의 시
대별 전개양상 및 음악적 변화: 1960년대부터 2018년까지,”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19), 제65집, 260쪽.)
14) 이상규의 <4음음계에 의한 대금독주곡>은 1974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촉으로 창작되었다. 이 곡은 신석정의 시 “대금소리”의 시상
을 대금선율로 표현한 곡으로 마디마다 일정한 박자표가 없이 단위 음표와 박자
의 변화, 4개의 조와 복조, 4음 구성의 음계를 사용하여 무한선율적(無限旋律的)
인 선율이 계면조적(界面調的)인 음구조로 된 정악풍의 곡이다.(김명선, “이상규
작곡 <4음음계에 의한 대금독주곡>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황병기의 <자시>는 미래악회의 위촉으로 1979년에 작곡된 무반주 대금 독주곡
이다. 전통적인 연주법이 사용되긴 하나 출현음들이 매우 현대적이며 전반부가
끝나고 짧은 시구를 낭송한다. 후반부에 사용된 혀 떠는 소리와 대금 소리에 목
소리를 섞는 주법, trumpet 등의 brass 음색으로 연주하는 주법 등은 황병기가
처음으로 사용한 매우 독창적인 기법이며 이는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
다.(임선희, “대금독주곡 <子時>의 음악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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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의 사용, 리듬의 변화 등 새로운 작곡기법이 시도되었다.16) 2000
년대에는 이영자17), 이찬해18), 김대성19) 등의 작곡가들이 서양악기 연주
법을 국악기에 접목시킨 ‘특수주법’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적극 활용한
대금독주곡을 발표하였다.20) 이처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작곡가
와 대금연주자들에 의해 작곡어법과 연주법이 발전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주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작곡가 이해식은 1968년 젓대독주곡 <산조>21)를 시작
으로 독주곡, 중주곡, 관현악, 가곡 및 합창곡 등을 발표하며 현재까지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통음악기법과 서양음악적 기법을 넘나
들며 독창적인 작곡기법을 구사하는데, 작품에 반영된 대표적인 기법으
로는 독특한 리듬패턴과 변박, 다선법, 변화음 등이 나타난다. 이해식의
작품활동은 창작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연주자들에게는 새로운
16) 정소희, 앞의 글, 248-255쪽.
17) 이영자(1931-):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였고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프
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작곡을 수학하였다. 가곡, 성악곡, 피아노 작품, 칸타
타,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국악기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대금과 현악 삼중주를 위한 <나비의 연가 Ⅱ>, 대금 독주를 위한
<진혼의 노래>, 가야금 독주를 위한 서정시 곡 <만남, 고별, 기도> 등이 있다.
(유경은, “이영자 작곡 <나비의 연가Ⅲ>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18) 이찬해(1945-): 한국여성작곡가회 회장과 연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국제예술대학교 총장이다. 국악기를 사용한 현대음악을 지
속적으로 작곡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과 징>, <판소리와 실내악을 위
한 황성으로>, <대지의 자궁>, <대금과 플롯을 위한 물의 제전Ⅲ>, <생의 한
가운데> 등이 있다.(조윤영, “대금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 분석연구: 현대주법
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9) 김대성(1967-): 1989년 공주사범대학교에서 작곡전공으로 졸업하고 1996년에 한
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어법들을
사용한 국악 창작음악과 서양음악, 뮤지컬음악 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국악 관현악곡과 협주곡, 중주곡, 독주곡
들을 발표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악관현악<청산>, <산맞이>, <열반>,
대금협주곡 <풀꽃> 등이 있다.(주민경, “김대성의 대금협주곡 <풀꽃> 분석연구:
독주대금 선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0) 조윤영, 앞의 글, 8쪽.
21) “1968년 8월 17일 국립국악원 제7회 신국악 작곡콩쿨 입상작품. 젓대/김정수, 장
고/김정수.”(이해식,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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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기법과 연주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이해식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는 40편 이상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관현악곡에 관한 연구22)는 5건, 중주곡에 관한 연구23)는 3건, 가
야금 작품에 관한 연구24)는 14건, 양금 작품에 관한 연구25)는 1건, 거문
고 작품에 관한 연구26)는 3건, 피리 작품에 관한 연구27)는 3건, 해금 작
22) 신수미, “신국악 창작곡에 관한 연구: 이해식의 관현악곡 해동신곡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허윤희, “이해식 작곡「두레사리」의 國
樂管絃樂法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경분, “전통악기로
실험한 교향시 이해식의 <해동신곡>,” 음악학(音.樂.學)(서울: 한국음악학학회,
2008); 이해식, “이해식 작곡 <밧삭>의 음악적 분석,” 국악원논문집(서울: 국립
국악원, 2010), 제21호; 박소정, “이해식 작품에 나타난 민속음악 특징 연구: <두
레사리>와 <밧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23) 김옥주, “이해식의 중주곡 <삼위위상>의 리듬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0; 최재혁, “이해식의 25현 가야고와 거문고를 위한 “소리질내기” 분
석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현수, “이해식 국악 작품의 현
대적 모색: 중주곡 '삼위위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7.
24) 홍미나, “이해식류 가야고산조 <흙담>의 연주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혜진, “18현금 독주곡 ‘줄풀이 제1번’의 분석,” 부산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선림,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제2
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지영, “이해식 流 가야고
산조〈흙담〉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보라, “이해식 작곡
18현금 독주곡 <금파람>의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손윤
선, “이해식 18현금 독주곡 <줄풀이 1번> 연주법 연구: 리듬패턴에 따른 효과적
인 주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유진,
“이해식 25현금 독주곡 <나위사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7; 진나정, “가야고와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의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유숙경, “이해식 작곡 「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
의 명상」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노승주, “이해식 작곡
<가야고와 장고를 위한 別風流> 선율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2; 황나리, “이해식 작곡 <달춤>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지애, “이해식 작곡 25현 가야고로 그리는 4장의 <춤그림>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강효진, “가야금 창작곡 주법의 음향요소
분석 연구: 황병기·이성천·이해식·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권혜진,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의 음악적 특
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25) 김경희, “양금독주곡 분석을 통한 주법 연구: 이해식 ‘두 대의 양금을 위한 프리
페어드’, ‘이성천 독주 곡 58번 겨울․봄․여름․가을’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6) 김현정, “고춤(琴舞)의 音樂構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임소영, “이해식의 『술대굿分析的 考察,”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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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관한 연구28)는 9건, 아쟁 작품에 관한 연구29)는 1건, 장단에 관한
연구30)는 1건이 있다. 하지만 이해식의 대금작품 중 대금독주곡에 대한
연구는 김홍인31)과 정소희32)의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것이 유일하
다.
김홍인은 “창작 대금 작품에 나타난 표현의 문제”에서 음악 구성에서
의 표현적 요소인 프레이징(phrasing)에 대한 예보로 이해식의 대금독주
곡 <산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1악장 처음 다섯 마디만 언급하였고
‘한 단위의 끝에 쉼표나 긴 음표를 놓음으로써 진행단위가 파악되는 예’
라는 짧은 설명 외에는 대금독주곡 <산조>에 대한 분석연구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정소희는 “창작 대금독주곡의 시대별 흐름”에서 통시적·공시적 관점으
박혜신, “이해식 거문고독주곡 <바람의 강>의 음악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
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2.
27) 최명화, “李海植流 피리散調 <호드기> 硏究分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황규상, “이해식 作曲 「굿을 위한 피리」의 分析 硏究,”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철, “이해식 피리 독주곡 「춤피리」의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8) 윤문숙, “奚琴 創作 獨奏曲의 比較·分析: 이성천 작곡 <쥐구멍에 볕들어도>와
이해식 작곡 <해금산조像>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고수영, “이해식 해금독주곡 <춤사리기>의 음악분석과 연주기법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장문정, “이해식 작곡 <해금을 위한 奚宮>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서현수, “해금 독주곡 사마다
의 분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신향, “창작국악의 신분
연구 1: 이해식의 해금산조‘像’을 통해 본 국악의 현대화 양상을 중심으로,”낭만
음악(서울: 낭만음악사, 2007), 제19집; 민서호,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의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황보영,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정인경, “이해식 작곡 해금·25현가야고·거문고를 위한 <춤바래기> 분석: 해
금 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조혜령, “이해
식 해금 작품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9) 이화연, “이해식 대아쟁 독주곡 <아쟁 도스리기>의 음악구조와 연주법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2.
30) 김효현, “가야금 독주곡의 장구반주 리듬분석: 이해식 창작곡을 중심으로,” 용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1) 김홍인, “창작 대금 작품에 나타난 표현의 문제: 황규일 엮음, 대금 창작품집에
실려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예술논문집(서울: 대한민국 예술원, 1996), 제35집,
233쪽.
32) 정소희, 앞의 글, 247-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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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금독주곡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였고 2010년대 작품으로 이해식의 대
금독주곡 <저 소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품 해설과 악곡구조
를 분석하여 선율 및 리듬분석과 연주법을 제시하였지만, 악곡의 처음
열두 마디 정도만 분석이 이루어졌고 연주법은 전통주법인 ‘퇴성’과 서양
주법인 ‘앞꾸밈음’ 두 가지로 한정 지어 설명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해식의 대금 독주곡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표면적 특징에 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연구주제에 대한
한가지 예시로써 거론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식의
대금독주곡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저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저 소리>의 악곡분석을 통해 이해식의 대금독주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과 연주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주자들이 실제 연주에서
이해식 대금작품에 내재되어있는 음악세계를 이해하며 활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이해식 작곡 대금독주곡 <저 소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다. 이 곡은 2018년 신악회33)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대금독주곡으로
1968년 젓대독주곡 <산조> 이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금독주곡이며 대
금 창작곡에서 대금연주자가 직접 장구를 연주하며 악곡을 시작하고 맺
는 연주형태를 처음으로 시도한 작품이기도 하다.34)
악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작곡가 이해
식의 생애와 음악관을 알아보고 그의 대금작품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악곡분석은 작품에 대해 개관하고 선율·리듬·연주법으로 나누어 분석하
33) 한국 창작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모임인 신악회는 1963년 창단 이래 50여년 동
안 국악작곡계를 이끌어 오면서 창작곡 발표, 창작음악의 이론 정립 등의 활동을 해
왔다.
34) 정소희, 앞의 글,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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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선율분석은 악보에 제시되어있는 ∼ 단락의 구조음과 선율의 반
복, 유사성에 따라 세부 악절로 나누고 선율 진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리듬분석은 장구 장단의 분석과 대금선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리듬형태를 종류별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연주법분석은 악곡에 사용된 대금 주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실제 연주
에서 사용된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을 제시한다. 나아가 악곡 전반에
걸쳐 가장 효과적인 연주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작곡가의 자필악보와 음원자료를 연구자료로 참고하여 분
석연구를 진행하겠다. 자필악보는 작곡가와 상의하여 초연자인 정소희에
게 직접 받았으며, 음원자료는 제43회 신악회 정기연주회 ‘정소희의 대금
× 어연경의 소리’ 초연 당시 공연실황 음원과 필자의 2019년 봄학기 석
사과정 졸업연주 영상을 참고하였다.

- 8 -

II. 작곡가 이해식의 작품세계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작품분석에 앞서 이해식의 생애와 성장배경을
통해 음악관을 알아보고 그의 작곡철학이 깃든 대금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해식의 저서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료들을 발췌하고
취합하는 작업을 통해 구성하였다.

1. 이해식의 생애와 음악관
이해식은 “발로 뛰는 작곡가”로 산조, 민요, 무속음악 등 전통음악에
서도 민속음악을 주로 채집하여 작품의 모태로 삼았으며 그의 작품들은
민속음악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는 면모를 보인
다.35) 이러한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라온 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그의 저서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이다. 이곳에
서 자라며 보고 들어온 한 여름밤 동구의 모정에서 들려오는 춘향가 소리,
명절 전야에 벌어지던 풍장굿, 내가 어린 시절 시름시름 아플 때, 얽었지만
미인이었던 단골이 와서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주문을 외우며 콩 던지던
일, 가을 달밤 오동잎 스치는 바람 소리를 타고 넘어오던 건너 마을의 구
슬픈 데오라기 소리(출상 전날 밤의 상여 매는 연습), 놀이판에서 어머니가
두들기시던 흥겨운 장고장단, 이러한 내 주변의 민속적인 생활과 taboo들
이 농악이나 무악, 민요로서 여기 창작곡들의 배경을 이룬다.”

이해식은 1943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가
살아온 농촌의 민속적인 환경과 성장배경은 작품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
35) 변계원, “이해식의 창작세계에 반영된 민속 음악적 특징,”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12), 제51집, 87쪽.
36) 이해식, 해동신곡(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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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 자양이 되었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서양음악 작곡 공부와 피아
노를 공부하면서 작곡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1965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입학하였고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인 1968년에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7회 신국악 작품공모에서
대금독주곡 <산조>로 입상하였다. 같은 해에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전
국음악 콩쿠르에서 <Piano trio>, <가야고를 위한 3장>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학 졸업 이후 KBS FM 라디오
에 입사하여 전통음악프로그램 프로듀서로 11년간 재직하였다. 이 시기
는 그가 국악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전국에 있는 다양한 민요와 굿,
풍물음악 등 귀중한 음악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였
으며 이후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이해식의 모든 작품에서 전개(展開, development)를 위한 변주는 고나
매듭을 풀어가는 한국적 정서에 뿌리를 둔 것이다. 민요․굿(무속)․풍물 등
의 민속과 관련하여 춤으로 풀어가는 이해식의 작품에는 항상 놀이가 있다.
(…중략…) 이해식의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은 이해식을 표현하는 주
장이다. 여기서 고집은 신명을 타고 자유분방하게 변주되어 나간다.”37)

그는 KBS 재직 중에 단국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1년에 경
상북도 경산의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부임하여 활발한 작
곡 활동을 펼쳤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굿’과 ‘춤’을 소재로 하였고 특히
‘춤’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자신의 음악 속에 녹여내었다. 그의 작품에
서 춤만큼 빠질 수 없는 주제로 중의적인 단어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
는 ‘바람’38)이 있으며 이는 1990년 이후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국악관
현악과 서양악기를 사용한 작품은 그가 작곡을 시작한 이후 꾸준하게 발
37) 이해식, “민속적 의미로서의 작품 후경층,”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19), 제65집, 15쪽.
38)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람’은 중의적인 단어로, 기상학적 바람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신바람이기도 하며, 혹은 기원을 뜻하는 바람과 같이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민요와 굿, 춤 등 민속적인 소
재들은 모두 이 바람이라는 단어로 통한다는 것이다.”(조혜령, 앞의 글,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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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작곡기법을 사용하여 연주법을 확대
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영남대학교 교수로 정년을 마친 2009년 이후에
는 ‘이중구조’39)에 심취하는 시기였으며 ‘순환구조’와 ‘실크로드’ 등 새로
운 주제를 소재로 하는 새로운 작품경향을 나타냈다.
그의 작품에서 한국음악은 작품의 밑바탕에 깔리는 정서이며 서양음
악의 작곡 테크닉과 수법을 접목하여 그 나름대로의 리듬을 구사하는 것
이 이해식 작품의 특징이다.40) 그의 작곡철학은 아래와 같다.
“오늘날 민속음악의 백미白眉인 산조의 리듬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
람이라면 내 작품의 리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olyrhythm이나 소절선
을 벗어나서 일탈(deviation)된 리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커다란 우리 민속
음악의 특징이다. 그리고 내 작품들의 중요한 재료들이다.”41)
“나는 작곡할 때 선법이나 음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작품
을 쓰는 동안에 이 부분은 평조, 저 부분은 계면조, 하는 의식적인 구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중략…) 나의 작품 중에 음계나 선법을 의식하지 않
으면서 12음을 모두 사용한 것들이 있다. 그렇다고 12음 기법은 전혀 아니며
오로지 내 자신의 감각에 의한 기법이 아닌 기법으로 쓴 작품들이다. 따라서
조성은 모호하지만 작품 속에 분명히 숨어 있다. 국악기로 연주하는 작품은
악기의 기능상 5음음계가 자연스럽지만 전술한 변화음의 삽입, polymode,
연주법 개발로 선법을 확장해나간다.”42)

위와 같이 작곡가 이해식은 작품을 고정된 기법으로 쓰기보다는 감각
에 의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며 작품성향을 “신국악”이나 “창작
음악”의 한가지 장르로 한정짓지 않고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작
39) “작곡자가 생각하는 이중구조란 우리 전통 한옥 창호문의 미닫이, 혹은 서랍의
문갑이나 화장대의 빼닫이와 같은 구조이며, 밀고 닫는 것, 빼고 닫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즉 서로 반대되는 행위이고 반대방향이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기보다 반대 개념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조혜
령, 앞의 글, 26쪽.)
40) 이해식, 앞의 책(2006), 16-19쪽.
41) 이해식, 위의 책(2006), 164쪽.
42) 이해식, 위의 책(2006), 167쪽.
- 11 -

곡자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43) 이해식 작품에서 나타나는 개성
은 한국의 민속음악을 창작의 요소로 삼으면서 다양한 출현음과 리듬의
변화, 반복과 변주를 통해 나타난다.

2. 이해식의 대금작품
이해식의 성장배경은 독창적인 음악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
었고 앞에서 언급한 이해식의 작품 경향은 대금이 포함된 창작곡에도 내
재되어있다. 작곡가 이해식의 작품 중 대금을 사용한 작품은 첫 작품인
젓대독주곡 <산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곡을 발표하였다. 다음
<표 1>은 이해식의 대금작품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작곡
연도
1968
1971
1977
1979

<표 1> 이해식의 대금작품
작품명

초연공연명 초연일시 및 장소
국립국악원
젓대 독주곡 신국악작곡공모
1968.08.17.
<산조>
국립국악원
입상작품
<대금을
홍종진 대금
1971.07.03.
위한
졸업연주회 서울대 리싸이틀홀
작품Ⅰ>
1977.07.0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세악사위>
KBS 라디오
위촉작품
제1FM
1979.10.22
신국악예술인회
<삼위위상>
세종문화회관
2인연주회
소강당

초연자

구분

김정수 독주곡
김정수 (대금/장구)
홍종진

독주곡
(대금)

국립국악원 실내악
연주단 (관/현/타악)
성심온 중주곡
최삼범 (가야금/대금
최지애
/장구)

43) 이해식, “Prism을 통해서 본 내 작품의 색깔에 관하여,”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제32집,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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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제13회
1980.12.03. 국립국악원 실내악
1980 <맥류> 한국음악창작발표회 국립극장
소극장 연주단 (관/현/타악)
위촉작품
2018.05.17.
대금독주곡
신악회
제43회
2018 <저 소리>
한국문화의
정소희 독주곡
정기연주회
(대금)
집 KOUS

이해식 대금작품목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독주곡은 총 3곡이며
대금이 포함된 실내악 및 중주곡은 총 3곡이다.
그의 작품번호 1번이자 첫 대금독주곡인 젓대곡주곡 <산조>는 전통
적인 산조의 양식을 바탕으로 정악대금의 전체음역이 사용되는 이해식류
대금독주곡 <산조>이다.44) 이후 두 번째 대금독주곡 <대금을 위한 작품
1>45)은 홍종진의 졸업연주회에서 초연되었지만 이해식의 초연작품연
보46)에서 제외되어있고 곡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대금이 포함된 중주곡 및 실내악 작품으로는 실내악 <세악사위>, 3중
주곡 <삼위위상>, 실내악 <맥류>가 있다. 이 작품들은 민요, 산조, 시나
위라는 민속악 요소가 반영된 작품이다.
실내악 <세악사위>는 정중동의 춤사위를 연상하여 쓴 토속성이 강한
작품이다. 대금·세피리·가야금·아쟁·장구로 편성되며 충남 서천군에서 전
승되는 달타령(뱃노래)과 경북 영덕에서 전승되는 덜구소리의 가락이 재
구성되어 나타난다.47) 3중주곡 <삼위위상>은 전통적인 산조가 여과된
작품이며 대금, 가야금, 장구가 음형의 대비를 이루며 연주된다. 시나위
와 같은 위상형식의 음악이 삼극이라는 고대 한국철학과 연결되고, 위상
형식을 기반한 대금, 가야금, 장구가 음형의 대비를 이루는 음악이자 이
해식의 시나위이다.48) 실내악 <맥류>는 대금·피리·해금·가야금·장구로
44) 이해식, 앞의 책(2006), 190쪽.
45) 국립국악원 편,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1941-1995(서울: 국립국악원·한국
국악교육학회, 1996).
46) 이해식, 위의 책(2006), 468-472쪽.
47) 이해식, 위의 책(2006), 226-227쪽.
48) 김현수, “이해식 국악 작품의 현대적 모색: 중주곡 '삼위위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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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된다. 바탕은 남도 시나위이며 우리의 혈맥에 상통하는 전통음악의
흐름과 굽이침 속에서 조상들의 음악적인 얼을 찾아보려는 작품이다.49)
이해식의 초기 작품은 산조와 시나위, 민요, 굿 등 민속음악을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으며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서양악기와 국악관현
악의 조화와 다양한 음색을 위해 연주법을 확대하고 새로운 작곡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50) 이와 같은 작곡철학과 주요소재는 이해식
의 대금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작곡기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9) 이해식, 앞의 책(2006), 271쪽.
50) “이해식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70∼1980년), 2기(1980∼1990년), 3기(1990∼
2000년), 4기(2000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안현정, “이성천 · 이해식 · 전인평
작품에 나타난 작곡기법연구,” 동양음악(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 연구소,
2016), 제40집,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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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 소리> 작품분석
1. 작품개관
대금독주곡 <저 소리>는 2018년 5월 17일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린 신악회 제43회 정기연주회 <정소희의 대금×어연경의 소리>에서
대금연주자 정소희에 의해 초연되었다. 다음은 <저 소리>에 대한 작곡
가의 곡해설이다.
“<저>는 피안(彼岸)·저것(that) 등의 뜻이지만 무엇보다도 <저>(箸)의
의미이다. 주로 저음을 구사하면서 동기(motive)를 변주한다.”51)

이해식은 ‘저(箸)’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는 대금연주자가 장구를 연
주하기 때문에 장구와 대금을 두 개의 악기가 아닌 일체(一體)로 본 것
이다. 또한, 악곡에서 악기의 명칭을 ‘장고’52)와 ‘젓대’53)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민속적인 의미이다. 그는 ‘민속’이라는 것을 고정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잔존(殘存)의 문화’로 보았고, 작품에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
는 것은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운 의미를 담는 동시에 국악 교육
에 있어 용어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한
다.54)
51) 2018년 5월 17일 신악회 제43회 정기연주회 <정소희의 대금×어연경의 소리>곡
목해설 중.
52) “장구는 장고(杖鼓)가 전화(轉化)된 것이어서 나는 원래의 명칭인 장고를 선호한
다.”(이해식, 앞의 글(2010), 135쪽.)
53) “대금(大笒)의 순수한 우리말은 ‘젓대’이다. 젓대의 어원인 ‘저’는 원래 피리를 의
미하는 ‘뎍’(笛)에서 ‘뎌’로 변화되고 구개음화 되어서 ‘저’로 되고, 대나무로 만들
었으니까 ‘저대’라고 했는데, 두음(頭音) 발음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젓대’라고 부른다. 어원 ‘뎍’(笛)은 원래 세로로 잡고 부는 피리류(縱笛)를 가리키
지만 넓은 의미에서 가로로 잡는 젓대(橫笛)도 포함한다.”(이해식, 위의 글(2010),
134쪽.)
54) 이해식의 개인블로그 (http://blog.daum.net/hsik42/183534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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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리>는 총 245마디의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금연주자는
제5마디부터 241마디까지 대금독주선율을 연주하고 제1마디부터 제4마
디, 제242마디부터 제245마디까지 장구연주를 한다.
악곡은 부터 까지 단락별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성은 A♭Major이
다. 속도는 모두 모데라토 구스토(Moderato gusto)55)이며 보통빠르기로
진행된다. 중간에 예외적인 박자가 출현하는 것 외에 모든 악구는 박
자로 동일하다.
다음 <표 2>는 <저 소리>의 악곡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저 소리>의 악곡구조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악작 1∼4
Largo




5∼56


  

57∼118
,  , 

Moderato
 
  
gusto

119∼178
,  , 

 
 

179∼241
, 

 

악지 242∼245
Moderato



제1∼4마디는 박자로 속도는 라르고(Largo)로 연주한다. 대금연주자
가 장구를 연주하여 악작56)을 알리며 다음으로 진행되는 선율선을 제시




55) gusto. (곡의) 성격과 양식에 맞추어.(Ulrich Michels 저, 음악은이(서울: 음악
춘추사, 2005).
56) 「날듬」은 해금독주 후에 장구로 끝나고 「들듬」은 종을 한번 흔들고 끝난다.
「바람의 말 제2번」은 관현악 후에 17개 징이 달린 운라를 울리며 끝난다. 종지
라는 말은 우리 전통음악에서 ‘악지(樂止)’라고 하고 시작할 때는 ‘악작(樂作)’이라
고 한다. 전통음악에서는 악작·악지에서 박을 친다. 따라서 타악기를 편성하는 것
은 작곡가의 개성을 나타내는 종지이다. (황보영, “이해식 작곡 <해금 연주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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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락은 제5∼56마디이며 박자로 속도는 모데라토 구스토(Moderato
gusto)이다. 대금독주선율이 시작되는 단락으로 조성은 A♭Major이다.
단락은 제57∼118마디이며 조성과 빠르기는 전과 같다. 박자에서
, 박자로 변하는 구간이 네 마디에 걸쳐 나타나고 다시 박자로 유지
되어 단락을 마무리 짓는다.
단락은 제119∼178마디이며 조성과 빠르기는 전과 같다. 제155마디
에서 박자로 변화하고 172마디에서 박자가 출현하는 것 외에 박자
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단락을 종결한다.
단락은 제179∼241마디이며 조성과 빠르기는 전과 같다. 제236마디
에서 박자가 출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박자로 동일하다.
제242∼245마디는 박자로 제1∼4마디와 장단은 동일하나 속도는 모
데라토(Moderato)로 연주된다. 대금연주자가 다시 장구를 연주하여 악지
를 알리며 악곡을 종결한다.57)








 

 






























2. 선율분석
이 장에서는 악보에 제시되어있는 단락별로 선율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선율구조 분석은 단락 속에서 진행되는 동기(motive)의 변주 및
동형진행과 구성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부 악절을 나누어 악곡구조와
선율진행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단락에서 세부 악절은 알파벳 소문자
한 ‘들듬’>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83쪽.)
57) 이해식은 <해금 독주를 위한 ‘날듬’>에서 해금 연주자가 직접 장구를 쳐서 악곡
을 종결하는 연주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런 스타일은 제례악(아악)에서 박(拍)으
로 연주를 시작하는 악작(樂作)과 끝나는 악지(樂止)를 알리는 것처럼 장구가 악
곡의 악지 역할을 한다.(민서호, 앞의 글,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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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구분하여 나타내며 유사악절은 (ⓐ′,ⓑ′,ⓒ′…)로 표
기한다. 본 선율분석에서는 장단으로만 구성된 제1∼4마디와 제242∼245
마디는 제외한다.
음이름(pitch names)58)을 표기할 때는 영문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기
하고, 옥타브(Octave)에 따른 표기는 아래의 <예보 1>59)과 같이 ‘가온
도(c′)’를 중심으로 C-c-c′(가온 도)-c″-c‴로 한다.
<예보 1> 음이름 표기법

1) 단락 선율구조
단락은 장구를 연주하는 악작 악절 이후 대금독주 선율이 시작되는
단락으로 제5∼56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자로 진행된다. 속도는 모
데라토 구스토(Moderato gusto)로 동일하며 조성은 A♭Major이다. 세부
악절은 5음음계에서 7음음계로 구성음 변화와 동기의 반복에 의해 <표
3>과 같이 총 4개의 악절로 나눌 수 있다. 본 단락의 구성음은 <표 4>
와 같다.






58) “옥타브에 포함된 음들을 알파벳(alphabet)글자 또는 음절로 표시한 것들을 말한
다.”(한양대학교 편, “음악용어 정리목록,” 음악논단(서울: 한양대학교 음악연구
소, 1985), 제2집, 365쪽.)
59) “Several competing schem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fic octaves are in
use. The one employed in this dictionary and widely used elsewhere is the
first of the three illustrated here, in which middle C (the C occurring roughly
in the middle of the piano keyboard) is designated c'.”(김보슬, 앞의 글, 1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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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악절

ⓐ



단락 악절
ⓐ

ⓑ
ⓒ
ⓓ

마디
5∼16
17∼20
21∼37
38∼56

<표 4> 단락의 구성음
구성음

ⓑ


ⓒ
ⓓ

다음의 <예보 2>는 제5∼16마디이며 구성음은 b♭·c·e♭·f·a♭이고 악
곡의 주제선율이다. +♩의 리듬형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제5마디는
첫 음인 c″를 시작으로 b♭′- a♭′로 하행하며 붓점을 사용하여 리드미
컬하고 활기찬 느낌을 준다. 제6마디에서도 한 옥타브 낮춘 형태로 동일
하게 진행되며 제5∼6마디에서 c″·c′의 16분음표 겹앞꾸밈음이 제7마
디에서는 선율선으로 길이가 연장되어 나타나며 b♭를 농음으로 풀어줌
과 동시에 f′로 상행하여 e♭′을 지속시킨다. 제12마디는 제11마디의 리
듬이 축소된 형태가 나타나며 이후 제14마디의 b♭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진행된다. 제14마디의 마지막 박자인 c″에 악센트를 붙여 강약이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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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한 옥타브 위의 b♭′에서 농음하며 종지한다. 제5∼16마디는 주제선
율이며 ⓐ악절이다.
<예보 2> 단락 ⓐ악절(제5∼16마디)

리듬축소

아래 <예보 3>의 제17마디에서는 붙임줄에 의하여 붓점의 강약이 도
치되는 당김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리듬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제
18마디의 f″- e♭″동기가 제19마디에 축소된 리듬으로 한 옥타브 아래
로 내려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b♭까지 하행한 후 농음하며 종지한다. 따
라서 제17∼20마디는 단락의 ⓑ악절로 볼 수 있다.
<예보 3> 단락 ⓑ악절(제17∼20마디)
리듬축소

다음의 <예보 4>에서는 d♭″가 출현하면서 구성음은 e♭·f·a♭·b♭·d♭
로 완전4도 위로 전조되어 단락의 새로운 ⓒ악절이 제시된다. 제21마
디에서는 ⓐ악절 제12마디의 분할된 리듬이 ♩++ 의 패턴으로 나타
나며 16분음표를 통해 상행선율선의 동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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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 단락 ⓒ악절(제21∼23마디)
상행선율동기제시

다음의 <예보 5>에서는 제24마디의 a♭′- b♭′를 시작으로 상행하여 f
를 향해 도달하는 선율선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a♭′- b♭′는 제25마디에
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시작으로 한 옥타브 위 (a♭″- e♭‴- f‴)
까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상행한 후 제29마디에서 d♭″까지 10도 아래
로 도약진행하여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제26마디에 나타나는 상행 선
율선은 +♩리듬 형태에서 4분음표에 붙임줄과 악센트를 붙여 강약이
도치되는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했다.
<예보 5> 단락 ⓒ악절(제24∼31마디)

다음의 <예보 6>은 위의 <예보 5>의 제28∼30마디와 동일하지만 제
28마디를 한 옥타브 내리고 제34마디에서 리듬이 분할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제35마디에서 변화음인 g♭′(Si♭)의 출현60)으로 다음에 나올
새로운 선율의 시작을 예고한다. 따라서 제21∼37마디는 단락의 ⓒ악
절이다.
60) “국악기로 연주하는 작품에서 내가 특히 선호하는 변화음은 Fa#·Si♭·Do# 등 이
다. 서양음악에서 이 3개의 계명들은 화성변화나 전조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
다.”(이해식, 앞의 책(2006),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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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 단락 ⓒ악절(제32∼37마디)
변화음

아래 <예보 7>은 단락 ⓓ악절의 시작으로 구성음은 e♭·f·g♭·a♭·b♭·d♭
이다. 제38마디에서 g♭″- e♭″로 하행하는데 g♭″에서 퇴성하여 하행효과
를 극대화한다. 제40마디에서는 b♭″에 악센트와 붙임줄로 강약이 도치되
어 당김음이 나타나며 다음 마디에 붓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리드미
컬함을 강조한다. 제44마디는 c에서 d♭으로 진행하는 반음 상행선율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는 5음음계 구성음 위주의 선율진행에서 선율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제44마디부터 반복되어 출현하는 선율선
의 동기를 제시한다. 제46마디에서는 당김음이 나타나며 d♭″에 악센트를
사용하여 강박을 더 강하게 부각시킨다.
<예보 7> 단락 ⓓ악절(제38∼48마디)

반음상행선율

<예보 8>에서는 ♩++♩형태의 당김음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제50마
디에서는 g♭″에서 퇴성하여 당김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e♭′
으로 종지하며 제56마디에서는 온쉼표를 사용하여 한마디 이상으로 충분
히 쉬어준다. 이는 악곡의 여백을 표현하는 부분이며 단락이 종결됨을
알린다. 따라서 제38∼56마디는 단락의 ⓓ악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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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 단락 ⓓ악절(제49∼56마디)

2) 단락 선율구조
단락은 제57∼11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자에서 네 마디에 걸
쳐 , 박자로 변하였다가 다시 박자로 돌아와 단락을 마무리한다. 5음
음계 중심의 단락과 달리 단락은 그리스선법61)의 특징이 나타난다.
단락에서는 믹솔리디아62) 선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E♭믹솔리디아,
A♭믹솔리디아, B♭믹솔리디아 음계를 기준으로 악절을 나눌 수 있다. 세
부 악절은 <표 5>와 같이 총 3개의 악절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단락의
구성음은 <표 6>과 같다.






 

 






<표 5>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악절

ⓔ



ⓕ
ⓖ

마디
57∼76
77∼97
98∼118

61) 작곡가 이해식은 근래의 독주곡에서 그리스 선법에 의한 증음정들에다가 변화음
을 자주 쓴다고 밝혔으며 그리스선법이라 함은 유럽 교회선법의 근원됨을 의미한
다. 그리스선법에 의한 작품은 25현가야고독주곡「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깔」·「나위사위」·「25현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25현금을 위한
춤그림」등이 있다.(이해식, 앞의 책(2006), 165쪽.)
62) Mixolydian(믹솔리디아)Mode 는 Major Scale 계열로서 7음이 반음 내려진 형태
이다.(한진승, 버클리 스타일의 재즈 화성학(서울: 예솔, 2005),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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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악절

<표 6> 단락의 구성음
구성음

ⓔ


ⓕ
ⓖ

아래 <예보 9>의 제57∼59마디에서 네모표시된 부분은 단락 ⓐ악절의
제5∼6마디와 동일한 겹앞꾸밈음을 사용하여 주제단편을 제시하고 새로운 단
락이 시작됨을 명확히 나타낸다. 따라서 단락 ⓔ악절로 볼 수 있다. 제59마
디에서는 g음이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구성음은 e♭·f·g·a♭·b♭·c·d♭로 E♭믹솔
리디아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예보 9> 단락 ⓐ악절과 단락 ⓔ악절 비교
ⓐ악절

ⓔ악절

<예보 10>은 16분음표 안에서 이음줄(slur)로 리듬이 분절되어 생동
감 있는 박자를 느낄 수 있다. g″에서 g♭″로 반음 하행하고 이음줄과
퇴성으로 하행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제67마디의 c″- d♭″에 이음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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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한마디 내에서 리듬이 축소된 형태로 반복진행된다. 제69마디는
f′- b♭′에서 b♭′- f″로 선율이 전위되어 나타나는데 b♭′은 붙임줄에
의해 당김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며 이는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후 제70마
디의 a♭″으로 도달하여 변화음인 g♭″(Si♭)로 하행하여 퇴성하는데 이때,
g♭″에서 퇴성은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준다. 제72∼73마디에서는
의 위치변화로 강약이 도치되고 제74마디에서는 리듬이 세 번에 걸쳐
확대되면서 b♭로 마무리한다. 제57∼76마디까지는 □B 단락의 ⓔ악절로 볼
수 있다.
<예보 10> □B 단락 ⓔ악절(제60∼76마디)
변화음으로 하행

리듬축소

변화음으로 하행

리듬확대

다음 <예보 11>의 구성음은 a♭·b♭·c·d♭·e♭·f·g♭으로 E♭믹솔리디아
음계에서 4도 위로 전조 되어 A♭믹솔리디아 음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악절로 볼 수 있다.
제77∼78마디는 동형진행이며 골격음이 제82마디에 동일하게 적용된
다. 제82마디부터 제84마디까지는 박자에서 박자와 박자로 변화하
여 다시 박자로 돌아오는 다박자 구간으로, 붙임줄을 사용하여 변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고 다시 박자로 돌아오는 제84마디에는 8분음표에
이음줄을 사용하여 당김음의 효과를 주었다. 이 구간은 단조로울 수 있
는 박자의 악곡에서 정박으로부터 탈피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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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 □B 단락 ⓕ악절(제77∼87마디)
동형진행

다박자

다음 <예보 12>의 구성음은 b♭·c·d·e♭·f·g·a♭로 B♭믹솔리디아 음계
로 전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88마디는 제87마디 마지막 음인 a♭″에서
단6도 아래인 c′로 도약하여 b♭로 반음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
한다. 제90마디에서는 완전5도 위인 g′를 악센트로 강조함으로써 상행
선율의 등장을 암시한다. 제92마디에서 변화음인 d″(fa#)에서 퇴성하여
단3도 아래인 b♭로 하행하고 제94∼95마디에서는 4도 위로 전조되어 동
일하게 진행된다. 제92∼95마디는 동형진행 구간이며 a♭′로 ⓕ악절을 마
무리한다. 따라서 단락의 ⓕ악절은 제77∼97마디까지이다.
<예보 12> □B 단락 ⓕ악절(제88∼97마디)
동형진행

다음의 <예보 13>에서 구성음은 e♭·f·g·a♭·b♭·c·d♭로 E♭믹솔리디아
음계가 사용된 새로운 악절이 등장한다. ⓖ악절의 시작으로 제100마디에
서 변화음 g♭′(Si♭)가 출현하고 제101마디에서 제105마디까지 작은 동
기가 반복되는데, 4분쉼표의 출현으로 악구(phrase)를 구분 지을 수 있
다. 박자에서 박자로 박자 변화와 함께 동기가 발전하여 확장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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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개방식을 보인다.
<예보 13> □B 단락 ⓖ악절(제98∼105마디)
①

②

③
동기발전

<예보 14>에서는 f·e♭·b♭·a♭의 음으로 구성된 동기가 옥타브를 달리
하여 반복된다. 제106∼110마디까지 동기의 반복형태 내에서 4박·3박·2
박 형태로 악구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이음줄을 사용하여 박자 안에
서 리듬형태에 변화를 주는 구간이다.




<예보 14> □B 단락 ⓖ악절(제106∼111마디)

다음의 <예보 15>에서는 박자를 박자 마디와 이음줄로 이어주면
서 변박의 경계를 허물며 자연스럽게 박자로 진행된다. 제115마디의
네모표시된 부분은 c‴- b♭″로 하행하는 선율이며 제116마디에서 한옥
타브 내려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g′로 상행하여 퇴성하며 종지
한다. 제117마디에서도 단락의 마지막 마디인 제56마디와 동일하게 쉼
표를 사용하여 단락을 종결한다. 따라서 제98∼118마디는 단락의 ⓖ악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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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5> □B 단락 ⓖ악절(제112∼118마디)

3) 단락 선율구조
단락은 제119∼17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자 한마디와 박자 한
마디가 출현하는 것 외에는 박자로 동일하다. 구성음은 a♭·b♭·c·d·e♭·f·g
의 7음계가 고루 사용되었으며, a♭중심에서 b♭중심의 구성음으로 장2도
상행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부 악절은 <표 7>과 같이 총 6개
의 악절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단락의 구성음은 <표 8>과 같다.










<표 7>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악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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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9∼126
127∼151
152∼159
160∼166
167∼171
172∼178





단락 악절
ⓗ
ⓘ
ⓙ

ⓗ′
ⓚ
ⓛ

<표 8> 단락의 구성음
구성음

다음의 <예보 16>은 단락의 ⓗ악절로 8분쉼표와 붓점을 사용하여
리드미컬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19∼121마디는 동일한 리듬이 반복되면
서 음정의 폭이 확장되는 부분이다. 제121마디부터 선율이 점차적으로
하행하며 제123마디에서 c″- c‴까지 한옥타브 상행하고 a♭″으로 지속
하다가 제124마디에서 퇴성한다. 제125마디에서는 8분쉼표에 의하여 당
김음이 나타나며 강약이 도치된다. 제125∼126마디까지 c‴가 지속되고
a♭″를 퇴성하면서 선율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제119∼126마디는 단락
의 ⓗ악절이다.
<예보 16> 단락 ⓗ악절(제119∼126마디)
동형진행

다음의 <예보 17>은 ⓘ악절의 시작으로 제127∼128마디는 8분쉼표와
붓점,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이 사용되었고 마지막 음만 달리하여 완전4
도 위로 동형진행한다. 제129마디에서 변화음 d′(fa#)이 출현하고 제129
∼130마디는 ♩+의 리듬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된다.
- 29 -

<예보 17> 단락 ⓘ악절(제127∼130마디)
동형진행

동형진행

<예보 18>에서 제131∼139마디까지는 동형진행이 나타나며 세 마디
씩 같은 리듬형태로 반복되는 구간이다. 연속되는 동형진행에서 지루함
을 해소하기 위해 이음줄을 사용하여 8분음표가 사용된 리듬형태를 분할
하였고 반복형태의 마지막 마디에서 지속음이 g–a♭-b♭로 음정이 확대
되면서 변화를 준다. 제140마디에 변화음 d′(fa#)가 사용되고 제140∼
141마디와 제142∼143마디는 동일한 음정으로 시작하며 리듬형태만 ♪+
♪+♪에서 ♪+♩+♪로 확대되는 형태를 보인다.
<예보 18> 단락 ⓘ악절(제131∼143마디)

다음의 <예보 19>에서 표시된 부분은 동기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부
분이다. 제144마디에서는 동기가 f에서 완전5도 위로 동형진행하고 제
147마디와 제149마디에서 반복되며 나타난다. 표시된 부분 이후의 선율
과 리듬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a♭′으로 악절을 마무리한다. 따라서 제
127∼151마디는 단락의 ⓘ악절이다.
<예보 19> 단락 ⓘ악절(제144∼151마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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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보 20>은 8분쉼표가 뒤에 오는 붓점을 강조시켜주며 당김
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역동적인 분위기와 긴장감을 조성한다. 제155
마디에서 박자로 변박되지만 제154마디와 리듬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앞의 선율과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어진다. 제156마디에서 다시 박자
로 돌아와 g″부터 선율이 점차 하행하여 b♭음으로 종지한다. 제152∼
159마디는 단락의 ⓙ악절이다.








<예보 20> 단락 ⓙ악절(제152∼159마디)

다음의 <예보 21>을 보면 제119마디∼121마디까지 표시된 부분이 
단락 ⓗ악절의 동기이며 제123마디에서 a♭″음으로 종지하는데, 이는 제
162∼164마디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a♭′음으로 동일하게 종지한다. 붓
점이 반복사용되면서 긴장감과 역동성을 나타내며 악곡의 분위기를 환기
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160∼166마디는 ⓗ′악절로 볼 수 있다.
<예보 21> 단락 ⓗ악절과 단락 ⓗ′악절 비교
ⓗ악절

ⓗ′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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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보 22>에서는 g-b♭-g-d로 진행하는 동기의 리듬이 표시
된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동기의 시작음인 g′가 169마디에서는
c″로 시작하여 변화를 주었다. 제168마디에서는 d′(fa#)가 한옥타브 상
행하고 169마디에서 다시 하행하여 전위된다. 새로운 선율선의 등장으로
제167∼171마디는 단락의 ⓚ악절이다.
<예보 22> 단락 ⓚ악절(제167∼171마디)

다음의 <예보 23>은 박자로 시작하여 박자로 돌아오는데 이는 마
치 못갖춘마디와 같은 리듬 구조로 볼 수 있다. 제174∼175마디에서 표
시된 부분이 동일한 음계의 동기를 옥타브를 달리하여 반복하여 진행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176마디에서 a♭″이 다음 마디까지 지속되고 178
마디에 온쉼표를 사용하여 단락을 마무리한다. 따라서 제172∼178마디는
단락의 ⓛ악절이다.








<예보 23> 단락 ⓛ악절(제172∼178마디)

4) 단락 선율구조
단락은 악곡의 종지부로 제179∼241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음
은 b♭·c·d♭ ·e♭ ·f·g ♭ ·a♭ 의 7음음계가 사용된다. 단락의 ⓐ악절이 재
현되고 새로운 테마의 악절로 단락이 종결되면 대금연주자가 악곡의
시작과 동일한 장단으로 장구 연주를 하며 악지를 알린다. 세부 악절은
<표 9>와 같이 총 5개의 악절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단락의 구성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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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같다.
<표 9> 단락의 세부 악절
단락


단락

악절
ⓜ

악절
ⓜ
ⓜ′
ⓐ′
ⓝ
ⓞ

마디
179∼189
190∼195
196∼207
208∼223
224∼241

<표 10> 단락의 구성음
구성음

ⓜ′


ⓐ′
ⓝ
ⓞ

다음의 <예보 24>에서는 32분음표의 겹앞꾸밈음을 시작으로 첫 음인
f″에 악센트를 붙여 단락의 시작음을 강조한다. 이는 악곡의 클라이
막스를 나타내며 이후 붓점의 연속사용으로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며 c‴
음까지 상행한다. 표시된 부분은 d♭-b♭-f의 동기선율이 +♩+♩리듬형
태로 옥타브를 달리하여 반복되는 구간이다. 제185∼186마디에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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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작음과 당김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이후에 같은 리듬형태로
진행한다. 제179∼189마디는 새로운 선율의 시작으로 단락의 ⓜ악절이
다.
<예보 24> 단락 ⓜ악절(제179∼189마디)
동형진행

동형진행

다음 <예보 25>의 제190∼195마디는 단락 ⓜ악절의 제179∼184마
디에서 네모로 표시된 음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율과 리듬이 동일하다.
따라서 제190∼195마디는 단락의 ⓜ′악절로 볼 수 있으며 겹앞꾸밈음
의 반복과 d♭‴까지 상행하는 악구를 통해 전체악곡의 클라이막스 구간
임을 알 수 있다.
<예보 25> 단락 ⓜ악절과 단락 ⓜ′악절 비교
ⓜ악절

ⓜ′악절

다음의 <예보 26>에서 제196∼207마디는 단락의 주제선율인 ⓐ악
절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악절이다. 제198∼203마디는 옥타브만 달리하여
동일하게 진행되고 제205마디의 마지막 음과 종지음만 b♭′에서 변화음
인 g♭′(Si♭)로 달라진다. 표시된 부분 외에 모든 선율은 동일하다. 따라
- 34 -

서 제196∼207마디는 단락의 ⓐ′악절이다.
<예보 26> 단락 ⓐ악절과 단락 ⓐ′악절 비교
ⓐ악절

ⓐ′악절

다음의 <예보 27>은 새로운 악절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단락의 ⓝ
악절이다. 제208∼209마디에서는 쉼표와 음길이에 의해 당김음이 더 강
하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제212∼213마디는 동일한 음계를 사용하였지만
16분음표의 겹앞꾸밈음이 4분음표로 확장된 리듬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다. 제218마디와 제221마디에서는 기존의+,+♩,♩+ 등의 리듬꼴
에서 탈피되어 ♪,♬ 단위로 분할되어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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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7> 단락 ⓝ악절(제208∼223마디)

다음의 <예보 28>은 종지선율로 제224∼227마디까지 동일한 리듬으
로 진행하며 선율이 상행하다가 제227마디의 3번째 음인 d♭‴의 리듬을
길게 확대하면서 리듬의 변화를 강조한다. 제230마디부터 이음줄, 붙임줄
에 의한 당김음과 음길이에 의한 당김음이 빈번하게 쓰이고 제235마디에
겹앞꾸밈음이 붙은 c″가 출현하는데, 이는 단락의 시작과 동일하다.
제236마디부터 상행하는 선율선이 나타나며 박자와 박자 안에서 ♪,
♬단위의 리듬꼴로 분할되어 반복하는 리듬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악곡
의 종지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제239∼240마디까지 두 마디
에 걸쳐 d♭‴를 지속시키고 퇴성으로 종지한 후에 4분쉼표와 온쉼표를
사용하여 종지에 깊은 여운을 주며 단락을 마무리한다. 따라서 제224∼
241마디는 단락의 ⓞ악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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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8> 단락 ⓞ악절(제224∼241마디)
리듬의 변화

위와 같이 <저 소리>의 세부적인 선율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이 작품은 단악장 구조로 악작과 악지를 제외하고 단락은 ,,,
의 네 단락으로 나눠지며 각 단락의 마지막 마디는 쉼표로만 구성되어
악곡의 종결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악곡의 구성음은 5음음계와 7음음계가 고루 사용되었으며 그리스 선
법 중에서 믹솔리디아 음계가 사용되지만, 변화음이 빈번하게 출현함으
로써 음계의 성격은 모호해진다.63) 고정된 선법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이해식 작품의 특성이다.
구성음과 동기의 반복에 따라 단락은 ⓐ,ⓑ,ⓒ,ⓓ 네 악절로 단락
은 ⓔ,ⓕ,ⓖ 세 악절로 단락은 ⓗ,ⓘ,ⓙ,ⓗ′,ⓚ,ⓛ 여섯 악절로 단락
은 ⓜ,ⓜ′,ⓐ′,ⓝ,ⓞ 다섯 악절로 구분되어 총 18개의 세부 악절로 나눠
진다. 제시부인 단락에서 나타나는 주제선율이 종지부인 단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단락과 단락에서도 동기(motive)의 변주를 통해
63) “이해식의 곡에서 5음음계나 전통선법, 혹은 전통장단이나 선율을 가져와 그대
로 따라하는 것은 한 작품도 없다. 이해식은 자신의 곡을 분석함에 있어 어떤 음
계 혹은 어떤 선법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대답했다. 고
정된 음계나 선법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해식
작곡 스타일의 핵심이며, 굳이 음계를 한 단어로 규정짓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의도에 반대된다는 것이다.”(조혜령, 앞의 글, 198-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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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선의 반복 및 동형진행이 나타난다. 선율선은 상행과 하행, 도약진행
으로 악곡의 흐름을 나타내며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는데, 특히 단락의
시작에 상행에너지가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악곡의 클라이막스를 나타낸
다. 다음의 <표 11>은 <저 소리>의 전체악곡의 세부구조를 정리한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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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 소리>의 세부구조

단락 악절

마디

박자

빠르기

악작

1∼4





Largo

ⓐ

5∼16

ⓑ

17∼20









ⓒ

21∼37

ⓓ

38∼56

ⓔ

57∼76





ⓕ

77∼97

  

 
 


ⓖ

98∼118

 

 


ⓗ

119∼126



ⓘ

127∼151

Moderato
gus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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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

ⓙ

152∼159

ⓗ′ 160∼166
ⓚ

167∼171

ⓛ

172∼178

ⓜ

179∼189

ⓜ′ 190∼195


악지

ⓐ′ 196∼207

,

 

 






,

 

 






ⓝ

208∼223

ⓞ

224∼241

 

 


242∼245





,

Moderato

3. 리듬분석
<저 소리>는 전체악곡이 모데라토(Moderato)로 동일한 속도로 연주
되지만 그 안에서 이해식만의 리듬적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에 담았다.
대금연주자가 대금선율연주 전과 후에 장구 연주로 ‘악작(樂作)’과 ‘악지
(樂止)’를 강조하며 장단을 통해 다음으로 진행될 선율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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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리>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리듬적 특징은 다양한 당김음과 악
센트를 사용하여 리듬에 변화를 주고 다박자를 통해 리듬의 규칙성에서
벗어나 매우 역동적인 리듬패턴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악작과 악지 구간인 제1∼4마디와 제242∼245마디의 장
구 장단을 분석하고 선율분석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리듬을 당김음, 악
센트, 다박자로 나누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장구 장단 리듬분석
<저 소리> 가장 큰 특징은 대금연주자가 직접 장구를 연주하며 악곡
을 시작하고 맺는다. 이는 작곡가의 개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며 악곡의
시작인 제1∼4마디와 제242∼245마디에서 장구를 연주하여 ‘악작’과 ‘악
지를 알린다.
이해식은 오선보의 가운데줄을 중심으로 궁편은 음표 기둥이 줄 아래
로 향하게 기보하였고 채편은 음표 기둥이 줄 위를 향하게 기보하였다.
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합장단은 음표머리를 겹쳐 오선보의 가운데 줄
에 동시에 표기한다.64) 이때, 장구의 채편에서 변죽을 치는 경우에는 오
선보의 맨 위 칸에 음표머리를 배치하여 채편과 구분짓는다.65) 다음의
<예보 29>는 <저 소리>의 장구 장단 기보법이다.
<예보 29> 장구 장단 기보법

합장단

궁편

채편

변죽

64) 김효현, “가야금 독주곡의 장구반주 리듬분석: 이해식 창작곡을 중심으로,” 용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쪽.
65) 이해식 작곡 <해금독주를 위한 ‘날듬’>의 장구 연주 부분에서도 변죽의 위치를
오선보 맨 위 칸에 표기하고 악보에 설명하였다.(민서호, 앞의 글,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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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보 30>은 <저 소리>의 장구 장단으로 박자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제1∼4마디는 악작 악절로 빠르기는 라르고(Largo)이며 포르
티시모(ff)의 악상으로 강하게 연주되지만, 악지 악절인 제242∼245마디
는 모데라토(Moderato) 빠르기와 피아니시모(pp)의 악상으로 음량을 줄
여 연주한다. 악작과 악지 악절은 빠르기와 셈여림으로 대비되는 구조를
보인다. 악작과 악지 악절 마디의 시작은 궁편을 반복적으로 연주하여
각 마디의 첫 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고정된 4박자 안에서 앞꾸밈음
과 붓점, 16분음표로 리듬을 세분화하여 긴장과 이완을 표현한다.




<예보 30> 악작 악절과 악지 악절의 장구 장단 비교
악작

악지

악작 악절은 다음으로 진행되는 대금선율의 리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보 31>에서 표시로 나타낸 부분은 제1∼2마디의 16
분음표 앞꾸밈음이 대금선율의 시작인 제5∼6마디에 동일하게 사용된 부
분이다. 또한, 제3마디의 리듬이 제5∼6마디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악곡
에 통일감을 주며 장구와 대금을 각각의 악기가 아닌 일체(一體)로 보는
작곡가의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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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1> 장구 장단 리듬과 대금선율 리듬 비교
동일한 리듬의 사용

2) 대금선율 리듬분석
대금선율에서 나타나는 리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당김음, 악센트, 다
박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4가지 리듬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당김음
당김음(syncopation)은 같은 높이의 센 부분과 여린 부분이 이어져서
여린 부분이 센 부분으로 되거나, 센 부분이 여린 부분으로 되어 셈여림
의 위치가 바뀌는 것66)으로 <저 소리>에는 당김음이 총 97마디에 걸쳐
출현한다. 이해식의 작곡기법으로써 사용된 당김음은 크게 5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음길이, 이음줄, 붙임줄, 쉼표, 악상기호에 의한 당김음으로 분
류된다. 분류된 당김음의 유형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리듬형
태를 강조하는 음악적 효과를 준다.
① 음길이에 의한 당김음
음길이에 의한 당김음은 여린박의 음이 센박의 음보다 길어지는 현상
으로 가장 전형적인 당김음의 종류이다. 음길이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
타나며 다음의 예보와 같다. <예보 32>는 ♩++♩의 리듬형태로 2분음
66)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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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강박으로 도치되는 유형이고 <예보 33>은 ♪+♩+♪의 리듬형태로
4분음표가 강박으로 도치된 유형이다.
<예보 32> 음길이에 의한 당김음 유형 1
<예보 33> 음길이에 의한 당김음 유형 2
음길이에 의한 당김음은 단락에서 10회, 단락에서 5회, 단락에
서 7회, 단락에서 6회 등장한다. 당김음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구간에
서는 박자의 고정된 악곡에서 리듬의 변화를 야기하고, 변화음과 음길
이에 의한 당김음을 함께 사용하여 음과 리듬의 변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②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
이음줄을 사용하여 센박이 여린박으로 되거나 여린박이 센박으로 위
치가 바뀌는 당김음이다.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은 같은 박자의 음표가
네 번 연속적으로 나올 때 안쪽의 두 음에는 이음줄을 사용하여 센박과
여린박을 도치시키는 당김음이다. 이음줄을 사용한 당김음은 4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해식의 작품에서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사용한
네 개의 음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 이음줄로 표시된 안쪽의 두 음은 반드
시 농현(vibration) 하거나 혀치기(tonguing)를 요구하는 주법을 사용하
여 연주한다.67)
다음의 <예보 34>는 8분음표 네 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안쪽의
67) 이해식, “국악기를 사용한 작곡어법,” 향신회하계세미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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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음에 이음줄을 붙인 유형이고 <예보 35>는 16분음표 네 개가 연속적
으로 나올 때 안쪽의 두 음에 이음줄을 붙인 유형이다.
<예보 36>은 4분음표 네 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앞의 세 개에 4
분음표에 이음줄이 붙어 마지막 음이 센박으로 바뀌는 당김음이고 <예
보 37>은 8분음표에 이음줄이 붙어 마지막 음이 센박이 되는 당김음이
다.
<예보 34>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 유형 1
<예보 35>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 유형 2
<예보 36>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 유형 3
<예보 37>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 유형 4
③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은 연속적으로 나오는 음표에 붙임줄을 붙여 여
린박과 센박이 합쳐지는 당김음이다. 다음의 <예보 38>은 붓점과 붓점
사이에 붙임줄을 사용하여 여린박과 센박이 합쳐져 강박으로 도치되는
유형이며 <예보 39>는 제98마디의 마지막 박자인 8분음표와 제99마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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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박인 8분음표에 붙임줄이 붙은 유형이다.
<예보 38>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유형 1
<예보 39>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유형 2

④ 쉼표에 의한 당김음
쉼표에 의한 당김음은 센박의 위치에 쉼표가 사용됨으로써 다음에 나
오는 여린박이 센박으로 위치가 바뀌는 당김음이다. 다음의 <예보 40>
은 4분쉼표가 센박의 위치에서 사용되어 나타나는 당김음이고 <예보
41>은 8분쉼표가 센박의 위치에서 사용되어 나타나는 당김음으로 쉼표
다음으로 나오는 음이 강박으로 도치되어 강세의 효과를 준다.
<예보 40> 쉼표에 의한 당김음 유형 1
<예보 41> 쉼표에 의한 당김음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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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에 의한 당김음은 단락에서 3회, 단락에서 10회, 단락에서 2회
나타난다. 단락에서는 이전의 <예보 41>과 같이 붓점리듬과 함께 빈번하
게 사용되며 역동적인 리듬을 강조했다.
⑤ 악상기호에 의한 당김음
악상기호에 의한 당김음은 여린박에 악센트(accent, >)와 스포르잔도
(sf, sfz) 등의 악상기호를 넣어 다른 음보다 강하게 연주하여 여린박을
강박으로 바꾸는 당김음이다. 다음의 <예보 42>는 강박에 악센트(accent,
>)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당김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보 42> 악상기호에 의한 당김음 유형
악상기호에 의한 당김음은 단락에서 7회, 단락에서 4회, 단락에
서 2회 나타나며, 악상기호는 전부 악센트(accent, >)를 사용하여 당김음
의 효과를 주었다.
(2) 악센트
악센트는 한 음이나 코드(chord)를 강조하는 것으로 총 7개의 유형68)
이 있으며 <저 소리>에 나타나는 악센트의 유형은 총 4가지로 패턴 악
센트, 아고긱 악센트, 강세 악센트, 음고 악센트로 나눌 수 있다.
① 패턴 악센트
패턴 악센트는 반복되는 패턴의 첫 음에 들어가는 악센트로 다음의
<예보 43>과 같이 소절선을 넘거나 마디의 불규칙한 분할에 특징적인

68) 전상직은 악센트의 유형을 박절적 악센트, 강세 악센트, 화성적 악센트, 아고긱
악센트, 장식 악센트, 음고 악센트, 패턴 악센트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전
상직, 음악의 원리(서울: 음악춘추사, 2017),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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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선이 반복되는 형태에 나타난다. <예보 43>에서는 ++♩의 패턴
이 형성되어 나타난다.
<예보 43> 패턴 악센트 유형
패턴 악센트는 단락의 제77∼79마디·제101∼105마디, 단락의 제131∼139
마디·제144∼151마디·제152∼155마디·제167∼169마디, 단락의 제181∼183마디·제
224∼226마디에서 나타나며 다양한 패턴 유형이 사용되었다.
② 아고긱 악센트
아고긱69) 악센트는 다음의 <예보 44>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음가에
쓰이는 악센트이다. 어떤 음이 그 전후에 놓여있는 음보다 더 긴 음으로
강조되어 선율선의 리듬을 가장 확실하게 강조할 수 있다.
<예보 44> 아고긱 악센트 유형

아고긱 악센트는 단락에서 12회, 단락에서 11회, 단락에서 3회,
단락에서 2회 나타난다. 고정된 박자의 한 마디 내에서 음의 길이를 상
반되게 하여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리듬감을 필요로 하는 악센

69) 한 음이 주위의 다른 음보다 길게 나므로써 강조되는 경우이다. accent. agogic
이란 용어는 H. Riemann (Musikalische Dynamik und Agogik, 1884)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음악적 표현을 위하여 규칙적인 템포와 리듬을 약간 변형시키
는 것을 의미하였다.(한양대학교 편, “음악용어 정리목록,” 음악논단(서울: 한양
대학교 음악연구소, 1985), 제2집,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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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유형이다.
③ 강세 악센트
강세 악센트는 가장 일반적인 악센트 유형으로 연주자가 인위적으로
강조(상대적으로 크게 연주)해야 하는 악센트이다. 다음의 <예보 45>에
서는 제24마디의 첫 번째 박에서 포르테(f)로 강세를 주고 제25마디에서
악센트(accent, >)로 강세를 준다.
<예보 45> 강세 악센트 유형

강세 악센트는 단락에서 11회, 단락에서 3회, 단락에서 1회 나타
나며 셈여림 기호(mf, f)와 악센트 기호(>)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세게
연주하도록 지시한다.
④ 음고 악센트
음고 악센트는 최고음과 최저음 사이가 느껴질 수 있는 간격을 필요
로 하는 악센트 유형이다. 다음의 <예보 46>과 같이 음고의 넓은 도약
에서 쓰이는 악센트로 f″- e♭‴과 같이 최고음과 최저음 사이가 느껴
질 수 있는 간격을 필요로 한다.
<예보 46> 음고 악센트 유형

음고악센트는 제14마디·제17마디·제57마디·제79마디·제105마디·제120마디
에서 나타난다. 최저음과 최고음이 7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도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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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자연스러운 강세를 유도한다.
(3) 다박자
다박자(多拍子 multi meter)70)는 한 소절 단위로 박자가 바뀌어 나타
나는 것으로 고정된 박자에서 탈피하여 악곡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
는 이해식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음의 <예보 47>은  ,  , 
박자가 함께 쓰여진 구간이며 이와 같은 다박자 구간으로는 제82∼84마
디·제105∼114마디·제155∼156마디·제172∼173마디·제236∼237마디로 전
체에서 총 13회에 걸쳐 박자 변화가 나타난다.
<예보 47> 다박자 유형

4. 연주법분석 및 해석
이해식은 <저 소리>에 다이나믹(dynamic), 악상기호, 대금 주법 등
최소한의 기보를 제시하였고, 세부적으로 기보된 요소 외에 연주자가 스
스로 주법과 표현적인 요소의 의미를 확장하고 해석하여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장에서 악보에 기보되어있는
특징적인 대금 주법의 종류를 살펴보고 <저 소리>에 나타나는 대금 주
법의 표현법과 악곡 연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겠다. 연주해석은
초연자의 연주음원을 참고하고 필자의 졸업연주 영상을 바탕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70) 이해식의 개인블로그(http://blog.daum.net/hsik42/183534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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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 주법
악곡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대금 주법은 총 3가지이며 꾸밈음,
농음, 퇴성이다. 꾸밈음은 음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선보에 명확하게 제
시되어있고 농음과 퇴성은 작곡자만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1) 꾸밈음
꾸밈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저 소리>에서는 겹앞꾸밈음71)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예보 48>과 같은 짧은 앞꾸밈음은 제4마디·제5마
디·제57마디·제58마디·제196마디·제197마디·제212마디·제235마디에서 나
타나며 전통음악에서의 시김새를 연상하게 한다.72) <예보 49>는 목표
음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음을 사용하는 확장된 형태의 꾸밈음으로 악곡
에서는 b♭·c·e♭·f·a♭의 5음음계를 사용하였다. 확장된 형태의 꾸밈음은
제179마디·제190마디에서 나타나며 짧은 앞꾸밈음은 하행하는 에너지를
강조하고 확장된 앞꾸밈음은 상행하는 에너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보 48> 짧은 앞꾸밈음 유형

<예보 49> 앞꾸밈음 확장 유형

71) 선율을 구성하는 음의 앞에 붙은 두음 이상의 꾸밈음.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
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72) 작곡가 이해식은 <해금을 위한 상>에 동음의 2연음부 앞꾸밈음을 빈번하게 사
용하여 해금산조 중 중모리에 출현하는 앞꾸밈음을 연상하게 한다. 조혜령, “이해
식 해금 작품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18-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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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음
농음은 음을 흔들거나 떨어서 내는 소리로 서양음악에서 비브라토
(vibrato)와 같은 의미이다. 이 곡에서는 불규칙한 농음의 파형이 나타나
는데 이러한 형태는 요성의 심도를 표현한다.73) 다음의 <예보 50>과 같
이 농음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주로 종지음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농음의
유형은 총 5개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제8마디·제14마디·제16마디·제20마
디·제37마디에서 사용되었다.
<예보 50> 농음 유형

(3) 퇴성
퇴성은 음의 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시김새로 <저 소리>에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이다. 작곡가 이해식은 다음의 <예보 51>과
같이 2분음표에서 사용하거나 <예보 52>처럼 이전마디의 음과 다음마디
의 음이 붙임줄로 연결되어 두 박 이상 길게 뻗는 구간에서 퇴성을 사용
하였다. 악곡에서 퇴성은 화살표()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73) 이해식, “<해금의 말>과 <바람의 춤> 분석론,” 국악원논문집(서울: 국립국악
원, 2012), 제25집,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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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1> 퇴성 유형 1

<예보 52> 퇴성 유형 2
퇴성은 단락에서 6회, 단락에서 7회, 단락에서 6회, 단락에서 3
회 사용되었다. 퇴성은 악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대금 주법이며 한 음정
에서 사용되지 않고 g♭·g·a♭·d♭ 등 다양한 음정에서 퇴성이 사용되었다.

2) 연주해석
위와 같이 <저 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법으로는 꾸밈음, 농
음, 퇴성이 있다. 꾸밈음과 달리 농음은 주로 악곡의 전반부에만 나타나
며 불규칙한 형태로 제시되어있다. 퇴성은 화살표()로만 표기하며 음고
변화나 연주형태를 연주자가 선택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74) 악곡에서는
최소한의 악상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연주자의 관점에서 악곡 전체에 대
한 해석적 고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필자는 특징적인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을 예보를 통해 제시하고, 악곡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전체악곡에
대한 다이나믹(dynamic)과 악상기호를 필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제언
하고자 한다. 기존의 악상기호는 로 표시하고 악곡에 대한 새로운 해
석은 로 표시하여 제시하겠다.
74) 정소희, 앞의 글,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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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
아래의 예보는 대금 주법 중 ‘농음’에 대한 필자의 표현법으로 반복
되어 사용되는 농음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음의 <예보 53>에서
제32마디는 가는 농음으로 시작하여 굵은 농음75)으로 마치는 표현법을
제시하였고 제33마디는 처음부터 굵은 농음을 사용하여 음을 지속하는
표현법을 제시하였다. <예보 54>는 두 박자 이상의 길게 뻗는 음에서
지속음을 강조하기 위해 농음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법은 선율의
흐름에서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고 다이나믹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보 53>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 제시 1
<예보 54>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 제시 2

아래의 예보는 대금 주법 중 ‘퇴성’에 대한 필자의 표현법이다. 악곡에
나와 있는 퇴성은 화살표()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연주를 통해
다양하게 재해석 될 수 있다. 다음의 <예보 55>,<예보 56>은 동일한 마
디를 다르게 해석하여 연주한 것이다. <예보 55>는 제43마디의 g♭″음정
이 한 박자 정도로 짧게 연주되었고 퇴성76)보다는 꺾는음77)에 가깝게
75) “대금의 농음은 팔을 사용하여 취구를 넓혔다가 다시 좁히는 동작을 통해 연주
음의 음고를 위아래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농음은 음고를 변화시키
는 정도에 따라 굵은 농음과 가는 농음, 속도를 변화시키는 정도에 따라 빠른 농
음과 느린 농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희선 외,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
해와 활용(서울: 국립국악원, 2018), 154쪽.)
76) 김정승은 퇴성은 농음의 연주법 중 취구를 좁혀 음고를 떨어뜨리는 동작에 해당
하며, 보통의 취법에서 정악대금은 단2도 위 또는 아래의 음까지, 산조대금은 장2
도 위 또는 아래의 음까지 퇴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창작곡에서는 작곡가의 요
구에 따라 정악대금으로 연주하기도 한다고 하였다.(김희선 외, 앞의 책, 158쪽.)
- 54 -

연주되었다. <예보 56>은 제43마디에서 퇴성과 농음을 동시에 연주하면
서 종지한다. 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퇴성의 대표적인 표현법을 제시
하였다.
<예보 55>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 제시 3
<예보 56>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 제시 4
위에서 살펴본 대금 주법에 대한 표현법은 실제 연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법의 연주형태이다. 농음은 음길이에 따라 짧거나 길게 연주
할 수 있으며 굵거나 얇은 파형으로 음고를 달리할 수 있다. 퇴성은 연
주자의 선택에 따라 길이, 방법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2)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다음의 <예보 57>은 제5∼18마디이며 단락의 ⓐ악절과 ⓑ악절에
해당한다. 필자는 제11마디를 크레셴도(crescendo)로 표현하여 제12마디
의 악센트를 분명하게 연주하는 것이 작곡가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제13마디의 하행하는 선율에서는 데크레셴도
(decrescendo) 하여 제14마디부터 피아노(p)로 연주하고 c″에서 악센트
를 강조하여 음량의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다. 이때, c″는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에 의해 강약이 도치되었으므로 강
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제17마디는 메조포르테
77) “꺾는음은 연주와 동시에 단2도 아래로 빠르게 퇴성하는 소리 또는 그러한 주법
을 말한다. 꺾는음은 민속악의 판소리, 산조와 같은 음악에서 음을 다루는 중요한
기법 중 하나로 정악대금의 전통적 주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작곡
에서는 정악대금으로 꺾는음을 연주하기도 한다.”(김희선 외, 위의 책,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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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로 연주하여 새로운 ⓑ악절이 시작됨을 강조한다.
<예보 57>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제시 1
ⓐ악절

ⓑ악절

p

mf

다음의 <예보 58>은 제24∼46마디로 ⓒ악절 중 일부이다. 제25마디부
터 상행하는 선율이 진행되므로 크레셴도(crescendo) 하여 a♭″과 e♭‴에
농음하면서 e♭‴과 f‴에 표기되어있는 악센트를 보다 강하게 연주하는
것이 선율선의 상행에너지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후 제
29마디의 d♭″로 도약하여 제31마디까지 데크레셴도(decrescendo) 하는
것이 다이나믹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제32
마디는 메조포르테(mf)로 연주하고 악센트 이전에 크레셴도(crescendo)
와 제33마디에서 데크레셴도(decrescendo)로 다이나믹을 표현하여 제28
∼29마디의 반복형태임을 강조한다. 제34마디는 앞의 다이나믹과 연결되
어 메조피아노(mp)로 연주하는 것이 프레이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
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제38마디는 ⓓ악절의 시작이자 퇴성이 출현하기
때문에 메조포르테(mf)로 연주하여 주법 표현을 강조시키고 제45마디의
첫 음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선율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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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8>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제시 2
강조
ⓒ악절

ⓓ악절

mp
mf

다음의 <예보 59>는 제86∼99마디로 단락 ⓕ,ⓖ악절의 일부분이다.
제86마디부터 농음과 크레셴도(crescendo)를 동시에 하면서 제87마디의
악센트를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이나믹을 구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88마디의 피아노(p)는 수비토(subito)로 연주하는 것이 앞
마디의 쉼표부터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연결지을 수 있고 ⓕ악절에 극적
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제88마디를 시작으로 제94마디까지 피아노
(p)에서 포르테(f)까지 음량을 확대시켜 다시 데크레셴도(decrescendo)
한다면 낮은 음역대의 반복선율이 주는 지루함을 덜 수 있다고 본다. 제
98마디는 ⓖ악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메조포르테(mf)로 연주하는 것이 선
율의 시작을 명확하게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57 -

<예보 59>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제시 3
ⓕ악절

sub.p

mf

ⓖ악절

f

mf

다음의 <예보 60>은 제119∼136마디로 단락의ⓗ,ⓘ악절이다. 제119
마디는 ⓗ악절의 시작으로 메조포르테(mf)로 시작하여 8분쉼표 이후에
나오는 a♭′음에 악센트를 주면 당김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제125마디에서 c‴에 악센트를 준다면 앞에서 진행되었던 붓점 리
듬과의 대비를 강조함과 동시에 지속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27마디는 ⓘ악절의 시작구간이며 제129마디부터 크레셴도
(crescendo) 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되어 제131마디를 포르테(f)
로 연주할 수 있다. 음량을 확장시키는 이유는 제131∼133마디와 제134
∼136마디가 같은 리듬의 반복이기 때문에 제134∼136마디에는 피아노
(p)로 연주하여 다이나믹의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하였
고 이와 같은 다이나믹을 연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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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0>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제시 4
ⓗ악절

mf
ⓘ악절

f

p

다음의 <예보 61>은 제179∼201마디로 단락 중 일부이다. 제179마
디는 ⓜ악절의 시작마디이며 앞꾸밈음으로 상행에너지를 강하게 표출하
고 있기에 크레셴도(crescendo) 하여 주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제181마디의 d♭‴는 농음과 스포르잔도(sf)로 강하
게 연주하는 것이 악곡의 클라이막스 선율임을 나타내기 적절한 표현이
라고 본다. 이후에 하행하는 선율에 데크레셴도(decrescendo) 하여 상행
과 하행에너지를 대비시키고 제185마디부터 메조피아노(mp)로 연주하는
것이 다이나믹을 자연스럽게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90마디부
터 ⓜ′악절이 시작된다. ⓜ악절에서는 다이나믹을 강조하여 연주했다면
ⓜ′악절에서는 최소한의 다이나믹으로 연주하여 음량의 대비를 준다.
제196마디에서는 제시부의 주제선율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 ⓐ′악절
이므로 전 마디에서 크레셴도(crescendo) 하여 메조포르테(mf)로 연주하
는 것이 선율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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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1>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제시 5
ⓜ악절

sf
ⓜ′악절

mp

ⓐ′악절

mf

다음의 <예보 62>는 제224∼241마디로 단락의 ⓞ악절이다. 제224마
디부터는 두 박자 단위로 포르테(f)와 피아노(p)로 음량의 변화를 주면
반복되는 박자에 생동감을 주기 때문에 제227마디까지 음량변화를 명확
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제228마디는 메조피아노(mp)
로 연주하고 점차 음량을 확대시켜 제231마디부터는 메조포르테(mf)로
연주한다. 제232마디에서 f″에 표기된 악센트를 강조하여 연주하고 제
233마디에서는 제232마디와 같은 음인 f″에 악센트와 농음을 하여 변화
를 주었다. 제235마디부터 악곡의 마지막 프레이즈가 시작되기 때문에
분할되는 리듬을 더욱 강조하여 연주하고 악곡의 종지음인 d♭‴에는 악
센트를 붙이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악곡을 마무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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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2> 필자의 해석에 의한 악상기호 제시 6
ⓞ악절

f

p

f

p

f

mp

p

f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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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해식의 대금독주곡 <저 소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악곡 분석을 진행하였다. 작곡가의 음악관과 작품경향 고찰을 통해 <저
소리>를 선율·리듬·연주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 구조는 장단으로 구성된 구간을 제외하고 크게 ,,,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율의 유사성과 반복, 구성음에 따라
총 18개의 세부악절로 나눌 수 있다. 는 ⓐ,ⓑ,ⓒ,ⓓ 네 악절로 는
ⓔ,ⓕ,ⓖ 세 악절로 는ⓗ,ⓘ,ⓙ,ⓗ′,ⓚ,ⓛ 여섯 악절로 는 ⓜ,ⓜ′,
ⓐ′,ⓝ,ⓞ 다섯 악절로 나누어 구분된다.
둘째, 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제시부인 단락에서 나타나는 주
제선율이 종지부인 단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단락에서도 동기
(motive)의 변주를 통해 선율선의 반복 및 동형진행이 나타난다. 선율선
은 상행과 하행, 도약진행으로 악곡의 흐름을 나타내며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는데, 특히 단락의 시작에 상행에너지가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악곡의 클라이막스를 나타낸다. 또한, 다양한 음계의 사용과 변화음의 출
현으로 고정된 선법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악곡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
인다.
셋째, 대금연주자가 대금선율연주 전과 후에 직접 장구를 연주하여 장
단을 통해 다음으로 진행될 선율선을 제시하고 ‘악작’과 ‘악지’를 알린다.
이는 대금창작곡에서 첫 시도이며 작곡가의 개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악곡의 속도는 모데라토(Moderato) 빠르기로 진행되지만, 당김음·악센
트·다박자를 활용하여 고정된 박자와 리듬에서 탈피하는 역동적인 리듬
형태가 나타난다. 당김음은 음길이, 이음줄, 붙임줄, 쉼표, 악상기호에 의
하여 나타나며 악센트의 유형은 패턴, 아고긱, 강세, 음고 악센트로 분류
된다. 이와 같은 요소를 사용하여 규칙적인 박자 내에서 역동적인 리듬
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이 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대금 주법은 꾸밈음의 사용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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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통음악적 요소인 농음·퇴성이다. ‘꾸밈음’은 짧은 앞꾸밈음과 5음음
계로 구성된 확장된 형태의 앞꾸밈음을 사용하여 하행과 상행하는 선율
을 강조하였다. ‘농음’과 ‘퇴성’은 작곡자만의 표기법을 사용하였고 표현
방법을 연주자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전통적인 어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다섯째, 연주해석은 대금 주법과 악상기호 해석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
졌다. 대금 주법과 악상기호는 악곡의 전반부에만 주로 나타나며 작곡자
만의 표기법으로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독자적인 해석 연주
법을 요구한다. 필자는 대금 주법의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였고 다이나믹
의 변화와 세부적인 음형 및 대금 주법을 고찰하여 악곡 전반에 대한 효
과적인 연주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대금독주곡 <저 소리>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음악적인 특
성이 공존하는 작품이다. 전통음악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계와 리듬
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대금연주자가 장구와 대금을 한
작품에서 연주하는 형태는 대금독주곡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금연주자들이 이해식의 작품세계와 대금독주곡
<저 소리>의 악곡구조를 이해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연주하
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대금창작곡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적극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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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Jeo Sori>
Composed by Lee Haesik
Im Hyejeong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he melody and rhythm of Lee Haesik’s solo
daegeum piece <Jeo Sori> and examines the ways that performers
can interpret the piece.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my analysis.
First, <Jeo Sori> is a single movement piece and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 , and ) with an additional section based on
jangdan. These four sections can be divided into 18 passages
according to their melodic similarity and repetition and structural
notes. Each section is divided as follows: the  section into four
passages (ⓐ,ⓑ,ⓒ,ⓓ), the  section into three passages(ⓔ,ⓕ,ⓖ), the
 section into six passages(ⓗ,ⓘ,ⓙ,ⓗ′,ⓚ,ⓛ), and the  section
into five pa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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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rough melodic analysis I found that the melodic theme is
repeated in the A and D sections and that variations of the motive
are presented through a melodic repetition and scale sequence.
Various scales and altered notes are also used as the piece develops.
Third, the daegeum player plays the janggu before and after
playing the daegeum to announce ‘akjak’(the beginning of music) and
‘akji’(the end of music). This was the first attempt for new
compositions for daegeum and it demonstrates the composer’s
characteristics. The tempo(moderato) and meter(4/4) of the piece do
not change; however, despite the fixed tempo and meter, the use of
syncopation, accents, and multi-meter creates dynamic rhythmic
patterns.
Fourth, daegeum techniques featured in this piece are ornamentations
and traditional elements such as vibrato and toeseong(a descending
slide to smoothly connect a note to the note below). I found that
ornamentations including short appoggiatura and expanded appoggiatura
comprising of a pentatonic scale are used to emphasize the descending
and ascending melodies. Moreover, he uses his own symbols for
vibrato and toeseong, leaving its interpretation to individual performers,
which allows performers to explore its meaning beyond tradition.
Fifth,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musical interpretation of the piece
by focusing on daegeum techniques and musical symbols. The
daegeum techniques discussed above and musical symbols can be
found predominantly in the first half of the piece. Because they are
indicated with the composer’s own terms, it requires individual
performers’ interpretation of the piece. In this thesis, I suggest the
effective ways to interpret daegeum techniques and the overall piece
by examining the changes in dynamics and detailed characteristics of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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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solo daegeum piece <Jeo Sori> features both
elements of traditional and modern music. Based on the traditional
musical techniques, the piece presents various changes using diverse
scales and rhythmic phrases. At the same time, this was an attempt
to explore a new form of solo daegeum piece that the daegeum
player plays both the janggu and daegeum within the same piece.
keywords : Daegeum, Lee Haesik, solo daegeum piece, performance
techniques, new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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