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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작 초연된 김대성의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

조>를 분석하여 악곡의 구조와 연주해석을 밝힌 논문이다. <매화산조>

는 본래 고쟁을 위해 작곡되었지만 네 차례의 편곡 및 개작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게 수정, 보완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대성의 가야금 작품에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요소가 한 작

품 내에 공존하며 자연, 종교, 역사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제음악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매화산조>에서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오고가는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티브와

다이내믹 등으로 구현되었다.

둘째, 단악장 형식의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를 템포 변

화에 따라 , , , , , , , , , , 의 총 11개의 단락으

로 구분하였다.  단락은 B♭Major와 g minor로 전개되는 악곡의 도입

부에 해당하며,  단락에서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통해 매화 잎이 흩날

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단락과  단락에서는 주선율이 다양한 선법

내에서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전개되었고,  단락은 푸살장단을 중심으로,

 단락은 엇모리장단을 중심으로 악곡의 클라이맥스인  단락을 향해

나아갔다.  단락은 빠른 속도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Cadenza인

 단락에서 그 긴장감이 이완되었다.  단락에서는  단락의 주선율

을 모티브로 한 선율이 반주형태 위에서 재현되었고,  단락과  단락
은 불규칙한 리듬구성과 다양한 템포 변화를 통해 악곡을 마무리하였다.

셋째, 개작초연 당시 사용했던 악보와 공연 실황 영상을 참고하여

<매화산조>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 연주해석을 위한 연주법을 함께 제언하였다. 다이내믹의 경

우, 기존의 다이내믹을 수용하며 리듬단위로 세분화한 다이내믹을 덧붙

이거나 기존의 다이내믹을 삭제한 후 새로운 다이내믹을 추가하였다. 아

고긱은 각 단락의 끝부분, 주제선율이 등장하는 부분, Cadenza 이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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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poco accelerando와 poco ritardando가 한 마디

단위로 전환되어 속도의 대비를 더욱 극명하게 하였다. 프레이징은 타악

기의 다이내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비슷한 음형을 가진 선율끼리

묶여졌고, 양손 프레이징의 리듬단위가 다르더라도 음형과 질감이 같으

면 하나의 프레이징으로 연결되어 레가토로 선율이 전개되었다. 다이내

믹, 아고긱, 프레이징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호흡과 몸의 근

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슷한 음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가 가야금 연주자들에게 작곡가의 의도와 작품구조를 파악하

고 악곡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

가 연주자별로 창작곡에 대한 다양한 연주해석을 다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가야금, 김대성, 매화산조, 연주해석, 가야금 창작곡

학 번 : 2018-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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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 창작곡인 1962년 황병기1)의 12현 가야금 독

주곡 <숲>을 시작으로 가야금에 대한 창작활동이 늘어났다.2) 1960년대

에는 이성천3), 이해식4), 황병기 등의 국악 작곡가를 중심으로 다수의 가

야금 독주곡이 작곡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실내악단이나 관현

악단의 창단으로 많은 작곡가에 의해 독주곡, 협주곡 등의 가야금 창작

곡이 생겨났다.5) 1990년대부터는 가야금의 악기개량으로 줄의 수가 늘어

나면서 다양한 가야금 연주기법이 시도되었고, 2000년대부터 이어지는

연주자들의 활발한 연주활동은 작곡가 김대성, 김성국, 박경훈, 이건용,

1) 황병기(黃秉基, 1936∼2018): 서울 출생으로 가야금 연주가 겸 작곡가이다.

1952년부터 1959년까지 정악 가야금을 김영윤에게, 가야금 산조를 김윤덕에

게 배웠다. 1956년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KBS 주최 전국국악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1959년에 동 대학을 졸업했다. 1962년에 국립국악원 주최 신작

국악연주회에서 <국화옆에서>를 발표하면서 작곡 활동에 들어가 1962년에

가야금 작곡집 <침향무>를 발표하였고, 이후 수많은 가야금작품을 발표하였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한국 작곡가 사전』(서울: 시공

사, 1999), p.503.
2)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7).
3) 이성천(李成千, 1936∼2003): 함경북도 길주 출생으로 1965년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 국악과 및 1967년 동대학원 국악과를 졸업했다. 1960년대부터 작곡활

동을 시작하여 총 200여편 이상의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이 중 60여편 이상

의 가야금작품을 작곡하였다. 가야금작품으로는 1966년에 발표된 12현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와 1967년에 발표된 <숲 속의 이야기> 등이 있다.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 이해식(李海植, 1943∼2020): 전라북도 부안 출생으로 1960년대부터 작곡활동

을 시작하여 11편 이상의 가야금 독주곡을 작곡하였다. 가야금작품으로는

1969년에 발표된 12현가야금 독주곡 <흙담>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위의 책, p.376∼378.
5) 강효진, “가야금 창작곡 주법의 음향요소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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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희, 정동희 등으로 하여금 다양한 장르의 가야금 창작곡을 더욱 성

장하게 하였다.6)

이들 중 김대성은 서양음악을 전공하였지만 국악뿐만 아니라 일본, 중

국, 제3세계의 현대음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음악을 풀어나가는 작곡가이다.7) 독주곡, 중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무

용음악,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무수히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고 지

금까지도 꾸준히 작품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는 2000년에 가야금 중주곡 <반서름>을 시작으로 가야금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20년 현재까지 총 31편의 가야금 작

품을 발표하였다.8)

그중 <매화산조>는 2009년에 고쟁을 위한 독주곡으로 작곡되어 2010

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

곡과 독주곡으로 개작되었다. 특히, 마지막에 개작된 <매화산조>는 타악

기가 추가된 독주곡으로 기존의 <매화산조>보다 가장 완성도 있게 수

정, 보완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필자가 초연한 작품이다.9)

이에 본고에서는 작곡가 김대성의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

조>를 분석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김대성의 가야금 창작곡에 관한 선행연구는 총 7개로, ‘악곡의 구조

및 특징에 관한 연구’와 ‘악곡 분석에 따른 연주법에 관한 연구’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악곡의 구조 및 특징에 관한 연구’는 해당 악곡의 구조를 파악

하며 선율, 화성, 리듬 및 장단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성하주는 가야금

6)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 국립국악원, 2012).
7) 이소영, “김대성의 음악세계, 그 변함과 변하지 않음”, 김대성 작품집 「다랑

쉬」(서울: 서울음반, 2006).
8) 본론 Ⅱ 가야금 작품세계 <표 1> 참고.
9) <매화산조>의 개작과정은 본고 Ⅲ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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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주곡 <송향>의 음악구조와 선율, 화성, 리듬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

였고10), 이소영은 가야금 4중주곡 <봄의 향연>의 음악구조와 선율, 화

성, 리듬, 장단에 대해 분석하였다.11)

둘째, ‘악곡 분석에 따른 연주법 연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악곡에 대한 연주법 분류와 연주법 제언이 이에 해당한다. 김바니는 석

사논문에서 12현 가야금 독주곡 <빛춤>의 악곡분석을 통해 연주법을 전

통주법과 창작주법으로 분류하였고, 박사논문에서는 독주곡 3곡, 중주곡

2곡, 협주곡 2곡 총 7곡의 악곡을 폭넓게 다루며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

고 석사논문과 마찬가지로 연주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12) 곽재영은

가야금 4중주곡 <호호굿>13), 김방울은 가야금 중주곡 <반서름>14), 이진

경은 25현 가야금 독주곡 <마음마을>을 음악구조와 함께 선율, 화성, 리

듬 등을 분석하였고 연주기법을 추가적으로 제언하였다.15)

이와 같이 김대성의 가야금 창작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악곡의 구조 및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연주

해석과 그에 대한 연주법은 아주 적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악곡 분석 이후 연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자의 연주해석

및 연주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10) 성하주, “김대성 작곡 가야금 4중주 <松香> 분석연구”, (서울: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1) 이소영, “김대성 작곡 25현 가야금 4중주곡 <봄의 향연> 분석 연구”, (부

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2) 김바니, “김대성 작곡 12현 가야금 독주곡 <빛춤> 분석 연구”,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______, “김대성 가야금작품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20).
13) 곽재영, “김대성 작곡 4대의 가야금을 위한 <호호굿> 분석”, (서울: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4) 김방울, “김대성 작곡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반서름> 분석”, (서울: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이진경, “김대성 작곡 25현금 독주곡 <마음마을>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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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김대성의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를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고 악곡 전체를 연구범위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분석에 앞서 작곡가 김대성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둘째, 작품개관을 통해 본 작품의 편곡 및 개작과정을 살펴보고 악곡

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단 악장으로 구성된 본 작품을 악상 지시어와 악곡의 분위기 등

에 따라 크게 11단락으로 구분하고, 각 단락의 선율, 리듬, 화성 등의 음

악적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넷째, 작품을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으로 구분하여 필자의 연주해

석과 해석에 필요한 연주법을 제언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에는 작품의 총보와 초연 당시 사용한 가

야금 악보 및 공연 영상 자료, 각종 매체를 통한 작곡가의 관련자료, 작

곡가와의 인터뷰16)가 있으며 개작초연 당시 영상 자료는 작곡가의 유튜

브(Youtube) 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17)

16) 부록 Ⅰ-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참고.
17) 김대성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41afAQtpt-Tw8_Uo9o6Cvw)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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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대성의 작품세계

1. 김대성의 생애 및 음악관

작곡가 김대성은 1967년 7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나 1989년 공주대학

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작곡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1989년 국악관

현악곡 <주의 영광>으로 작곡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 한국예술종

합학교 음악원에서 이건용18)의 사사를 받아 예술전문사(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학부시절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 작곡을 공부한 그는 서

양 음악이 아닌 한국 음악에서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1991

년부터 1998년까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요 채집 및 채보19)를 하

였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또한 민요, 풍물, 무속

음악 등 한국 음악의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창작 국

악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오고 있다.20) 그는 현재까지 독주곡, 중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무용음악, 음악극 등 26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18) 이건용(李建鏞, 1947∼ ): 1947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난 이건용은 목

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을 어릴 적부터 접했다. 12세 때 작곡에 입문

한 이건용은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단국대, 서울대 음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교수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4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오페라 단장이자 세종문화회관 서양음악 총괄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이소영, “만수산 드렁칡의 이건용”, 『(국립극장 월간)

미르』10월호 통권273호, 2012, p.6∼10.
19) 김대성, “박홍남류 설장구 가락연구”, 『민족음악의 이해』제3호, 1994,

p.345∼382.

______, “전북 익산 민요 연구”, 『민족음악의 이해』제4호, 1995,

p.355∼421.

______, “부여 「산유화가」를 생각하며”, 『민족음악의 이해』제5호, 1996,

p.255∼288.

______, “땅밟기 여섯 장면”, 『민족음악의 이해』제6호, 1997, p.237∼276.
20) 김바니, “김대성 가야금작품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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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창작 국악 작품에는 총 166편이 있다. 김대성의 작품들은 작곡가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결과물이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 역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21) 또한 탐미적이며 현대적

인 음악어법의 현주소를 잘 드러냈다22)는 평가로 주목을 받은 김대성의

작품들은 여러 차례의 작품당선과 수상실적으로 이어졌다.

김대성은 1992년 계간지『한국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작곡

가’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KBS 관현악 공모에서 <열반>(2001)이 당선

되었고, 4회에 걸친 국립극장 창작공모에서 관현악곡 <산맞이>(2002),

대금협주곡 <풀꽃>(2005), 실내악곡 <아리래기>(2005), 관현악곡 <귀

천>(2011)이 당선되었다. 또한, 문예진흥원 주최의 창작 활성화 작품 공

모에서 4회에 걸쳐 관현악곡 <선부리>(1998), 관현악곡 <청산>(2000),

가야금 3중주곡 <호호굿>(2002), 해금과 25현가야금을 위한 <다랑

쉬>(2004)가 당선되었으며, 3회에 걸친 ARKO 한국창작음악제 공모에서

해금협주곡 <윤회>(2013), 가야금협주곡 <슬픔의 강>(2014), 대금․피리

를 위한 2중 협주곡 <비천도>(2016)가 당선되었다.

수상실적으로는 스포츠조선 주최 ‘뮤지컬작곡 대상’(2000), KBS ‘국악

작곡대상’(2002), 대한민국 합창제 <바다>로 작품상(2002)을 수상하였고,

2004년에는 소리마당 주최 ‘한국 음악을 이끄는 10인’으로 선정되기도 하

였다. 또한, 문화관광부 주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안개 속

풍경>이 ‘실험정신상’(2007)을 받았으며, 같은 해에 교성곡 <풀>로 대한

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펼쳤다.

21) 부록 Ⅰ-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참고.
22) 원일, “熱情의 환타지를 통해 느껴지는 感動의 音樂”, 김대성 작품집 「다랑

쉬」(서울: 서울음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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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성의 가야금 작품 세계

김대성의 가야금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요소가 한 작품 내에 공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작

품마다 자연, 종교, 역사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

적으로 묘사하는 표제음악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 전통음악의 요소와 서양음악의 기법이 공존하는 것은 선법과 리

듬(장단)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선법에서는 메나리 토리 · 수심가 토

리 · 육자배기 토리 등과 고악보의 계면조 · 평조 선법이 중세교회선법

이나 무조선법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작곡가는 선법의 구성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화음을 추가하여 작품에 다양한 색채감을 넣었다. 또한,

동해안 무악장단인 청보장단과 배기장장단, 풍물장단 중 호호굿장단, 영

산다드래기 장단 등과 아프리카 리듬, 폴리리듬이 함께 사용되었다.

둘째, 자연, 종교, 역사 등의 다양한 소재가 템포 및 악상 지시어와 함

께 선율, 화성, 리듬, 아티큘레이션 등으로 구현되어 작품 구조에 따라

구체적인 장면을 설정할 수 있고, 연주자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다양

한 연주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김대성의 가야금 작품에는

황병기 음악세계23)와 지영희 새산조 정신24)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작곡

된 선율과 리듬이 사용되었으며, 작곡가는 ‘좌수와 우수의 합이 조화로워

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

다. 그는 2000년에 작곡한 가야금 중주곡 <반서름>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독주곡 12편, 중주곡 13편, 협주곡 6편을 작곡하여 총 31편의

가야금 작품 활동을 하였다. 초연시기 순으로 작곡가의 가야금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23) 심준희, “황병기 창작 정신에 관한 고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3).
24) 황한나, “지영희류 해금산조 연구”,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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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김대성의 가야금 작품 목록

번

호

구

분
작품명

초연

일자
초연자 공연명 및 장소

1

독

주

곡

들녘 가는

꿈25)

2002.

12. 4
12현금-정길선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발표회 Ⅱ
(샤콘느홀)

2 슬픈 전설
2002.

12. 4
25현금-정길선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발표회 Ⅱ
(샤콘느홀)

3

기형도

시인의

시에 의한

4편의

모음곡

2004.

11. 11
25현금-정지영

제222회 국립국악원 목요상설

프로젝트그룹 마법사, 첫 번째

이야기 “음악도 통역이

필요한가요?”
(국립국악원 우면당)

4 빛춤26)
2005.

9. 15

12현금-정길선

장구-권성택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발표회 Ⅲ
(모차르트홀)

5
마음마을

27)

2005.

10. 20
25현금-김종미

제3회 김종미 가야금 독주회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6

구름 낀

달밤의

바다28)

2006.

11. 22

18현금-서은영

타악-김웅식

제2회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DS홀)

7
꿈 속

사랑

2008.

6. 24
25현금-최진

최진의 20번째 가야금 독주회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8 잊었던 맘
2010.

11. 19
25현금-이미리

김대성 가야금, 고쟁 창작음악

발표회 “잊었던 맘”
(서울 남산국악당)

9
매화산조

29)

2012.

7. 28
25현금-이지영

7월 기획공연 김대성의 四季

“가야금의 서정”
(오산문화예술회관)

10
별바라기

(산여)

2014.

10. 23

12현금-김철진

장구-윤호세

고악보에 의한 김대성

창작음악 발표회

“고악보의 눈대목을 통한

명상과 치유”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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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지

애가
(환영)

2019.

9. 19
25현금-김소정

을숙도 힐링 콘서트 “젊은

풍류 3人 3色”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12 향화
2020.

12. 11

18현금-박나영

장구-김주호

하늘의 소리를 논(論)하다

“범패의 이해”
(대한불교천태종 의왕대안사)

13

중

주

곡

반서름30)
2000.

9. 21

18현금-정길선

첼로-양지옥

제93회 국립국악원 목요상설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발표회 Ⅰ”
(국립국악원 우면당)

14 호호굿31)
2002.

12. 4

25현금-정길선,

이주은, 김진경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발표회 Ⅱ
(샤콘느홀)

15 여울
2004.

4. 20
12현금-여울

가야금 4중주단 ‘여울’ 콘서트
(호암아트홀)

16 파초우
2007.

9. 13

18현금-이지영

25현금-이해정,

권태은, 김귀진

경기가야금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경기민요와

함께하는 가야금 앙상블”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17
꿈꾼 그

옛날

2007.

9. 21

25현금-류지연

피리-강영근

제7회 류지연 가야금 독주회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18

김소월

시에 의한

3편의

모음곡

2007.

10. 6

12현금-사계

판소리-이주은

클라리넷-이도

윤

가야금 앙상블 ‘사계’ 연주회
(전주 소리의 전당)

19
울음이

타는 산

2007.

10. 31

가야금,

거문고, 타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제41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0 송향32)
2007.

12. 11

12현금-문재숙

25현금-이슬기,

이정자, 엄희정

(사)죽파류가야금산조보존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행”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의 홀)

21 봄의 향연
2008.

5. 27

25현금-김해시

립가야금연주

단

타악-신재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오래된 친구처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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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숨결
2010.

11. 19

25현금-박보라,

송정아,

정은선, 이지애

김대성 가야금, 고쟁 창작음악

발표회 “잊었던 맘”
(서울 남산국악당)

23
아픈

산조

2016.

8. 23

12현금-이해정

25현금1

-정인향

25현금2

-이가현

양금-김경희

타악-나혜경

경기가야금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새 옷 입은 가야금산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24
고집

멸도
(신 영산회상)

2018.

9. 7

12현금-박나영

25현금-

선찬주,

추현탁, 홍하은

타악-김인수

서울 돈화문국악당 기획공연

미래의 명곡 “김대성 창작

가야금 4중주곡, 거문고 독주곡

발표회”
(서울 돈화문국악당)

25
삼매
(전설)

2018.

9. 7

12현금-추현탁,

홍하은

25현금-박나영,

선찬주

타악-김인수

서울 돈화문국악당 기획공연

미래의 명곡 “김대성 창작

가야금 4중주곡, 거문고 독주곡

발표회”
(서울 돈화문국악당)

26

협

주

곡

호호굿33)
2006.

2. 16

지휘-이준호

25현금-사계

KBS국악관현악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27 매화34)
2011.

9. 8

지휘-김철호

25현금-이지영

KBS국악관현악당 제198회

정기연주회 “가을을 부르는

소리”
(KBS홀)

28 크사마
2012.

4. 29

지휘-원영석

25현금-박세연

제23회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칸타타 담마파다 Ⅲ”
(KBS홀)

29
죽파회상

35)

2012.

10. 31

지휘-Stefano

Seghedoni

12현금-곽수은

무역센터 클래식 음악회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와

양악관현악의 만남”
(코엑스 오디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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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0년 11월 19일 “김대성 가야금, 고쟁 창작음악 발표회-잊었던 맘” (서

울 남산국악당)에서 이미리(12현금)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26) 2010년 11월 19일 “김대성 가야금, 고쟁 창작음악 발표회 - 잊었던 맘” (서

울 남산국악당)에서 이미리(12현금), 김인수(타악)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27) 2016년 11월 19일 “곽재영 가야금 독주회” (세종체임버홀)에서 곽재영(25현

금), 최종희(장구)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28) 2018년 9월 7일 “김대성 창작 가야금 4중주곡, 거문고 독주곡 발표회” (서

울 돈화문국악당)에서 추현탁(25현금), 김인수(타악)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

다.
29) 2019년 8월 8일 “소리꾼 이봉근과 함께하는 김대성 창작음악 연주회” (노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박나영(25현금), 김인수(타악)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30) 2017년 8월 30일 “The 1st project-暮雨done; 모우던” (국립국악원 풍류사

랑방)에서 박이슬(25현금), 윤보람(첼로)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31) 2018년 9월 8일 “김대성 창작 가야금 4중주곡, 거문고 독주곡 발표회” (서

울 돈화문국악당)에서 박나영․선찬주․추현탁․홍하은(25현금)에 의해 개

작초연 되었다.
32) 2018년 9월 8일 “김대성 창작 가야금 4중주곡, 거문고 독주곡 발표회” (서

울 돈화문국악당)에서 박나영(12현금), 선찬주․추현탁․홍하은(25현금)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33) 2017년 10월 19일 “2017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

서 이정필(지휘), 이초희․한지우․나주희․박은정(25현금),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34) 2012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012 교수 음악회” (서울대

학교 대강당)에서 김성진(지휘), 이지영(25현금), SNU국악관현악단에 의해

개작초연 되었다.
35) 2015년 8월 29일 “보노필과 함께하는 국악과 양악의 만남” (성남아트센터)

에서 유하나루(지휘), 조정아(12현금), BONO Philharmonic Orchestra에 의

해 개작초연 되었다.

30
하나의 꿈

(꿈)

2013.

9. 13

지휘-진윤일

18현금-곽재영

창단30주년 목포시향 100회

정기연주회
(목포문화체육센터)

31 슬픔의 강
2014.

11. 29

지휘-원영석

25현금-이슬기

제6회 ARCO 한국창작음악회

“아창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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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화산조>의 구조

1. 작품 개관

<매화산조>는 본래 중국의 대표 발현악기인 고쟁을 위해서 2009년에

작곡되었고 2010년 11월 19일 김대성 가야금, 고쟁 창작음악 발표회 “잊

었던 맘”에서 팽려영에 의해 최초로 연주되었다. 이후 이지영의 위촉으

로 2011년 9월 8일 KBS국악관현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가을을 부르

는 소리”에서 25현 가야금 협주곡으로 편곡되었으며, 2012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012 교수 음악회”에서 같은 편성으로 개

작 초연되었다. 같은 해 7월 28일 “김대성의 四季 가야금의 서정”에서

25현 가야금 독주곡으로 편곡되었고, 이는 8월 1일 이음사운드에서 녹음

되어 이지영의 「현대 마스터피스」음반에 수록되었다.36) 2016년에는 협

주곡이 개작되었지만 아직 연주되지 않았고, 2018년에 타악기가 첨가된

25현 가야금 독주곡으로 개작되면서 2020년 현재 <매화산조>는 독주곡

과 협주곡의 형태로 총 여섯 편의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중 다섯 편이 발

표되었다. <매화산조>의 편곡 및 개작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표

Ⅲ-1>과 같고, 개작내용에서는 독주곡과 협주곡으로 나누어 각각의 가

야금 선율을 비교하였다.

<표 Ⅲ-1> <매화산조>의 편곡 및 개작과정

36) 이지영, 이지영 가야금「현대 마스터피스」(서울: 악당이반, 2018).

번

호

작

곡

연

도

구

분

곡

제목

연

주

시

간

편성 연주자

공연

일자

및

장소

마

디

수

개작 내용

1
20

09

독

주

곡

고쟁을

위한

<매화

산조>

11

분

30

초

고쟁

독주
팽려영

2010.

11. 19

서울

남산국

악당

323

마

디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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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11

협

주

곡

가야금

협주곡

2번

<매화>

15

분

5

초

25현금과

국악

관현악

25현금-

이지영,

국악관

현악-

KBS

국악관

현악단

2011.

9. 8

KBS홀

386

마

디

(1번과 비교)

①63마디 증가 및 선

율 변화

②25현금과 국악관현

악 편성으로 변경

③악상 지시어 및 다

이내믹 일부 삭제

3
20

12

협

주

곡

가야금

협주곡

2번

<매화>

15

분

40

초

25현금과

국악

관현악

25현금-

이지영,

국악관

현악-

SNU

국악관

현악단

2012.

5. 15

서울

대학교

대강당

397

마

디

(2번과 비교)

①11마디 증가 및 선

율 변화

②악상 지시어 및 다

이내믹 일부 추가

4
20

12

독

주

곡

25현

가야금

을 위한

<매화

산조>

11

분

14

초

25현금

독주

25현금-

이지영

2012.

7. 28

오산

문화예

술회관

(2012.

8. 1.

녹음-

이음사

운드)

301

마

디

(1번과 비교)

①22마디 감소

②25현금 독주 편성

으로 변경

③꾸밈음 및 선율 변

화 (특히 선율에서 옥

타브 아래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5
20

16

협

주

곡

가야금

협주곡

2번

<매화>

15

분

26

초
(예상)

25현금과

국악

관현악

미연주

392

마

디

(3번과 비교)

①5마디 감소 및 선

율 변화

6
20

18

독

주

곡

가야금

과

타악기

를 위한

<매화

산조>

16

분

54

초

25현금과

타악기

25현금-

박나영,

타악-김

인수

2019.

8. 8

노원

문화예

술회관

388

마

디

(4번과 비교)

①87마디 증가 및 선

율 변경(협주곡의 가

야금 cadenza, 관현악

선율 변형 및 추가)

②25현금 독주편성에

타악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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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초연된 고쟁을 위한 <매화산조>는 총 323마디로 11분 30초

에 달하는 독주곡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에 가야금 협주곡 2번 <매

화>로 개작되면서 25현금과 국악 관현악 편성으로 바뀌었다. 마디 수는

63마디가 증가하여 총 386마디로, 기존의 고쟁 선율에서 6마디의 선율과

7마디의 악상 지시어 및 다이내믹이 삭제되었으며 91마디에 걸쳐 선율이

추가 및 변경되어 곡 길이가 4분가량 늘어났다. 같은 편성의 협주곡 <매

화>는 2012년에 한 번 더 개작되면서 11마디가 늘어나 총 397마디로 구

성되었으며 연주시간은 약 30초 정도 늘어났다. 397마디 중 358마디의

선율이 이전 버전의 협주곡과 동일하였고, 39마디에 걸쳐서 마디, 선율,

악상 지시어 및 다이내믹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개작된 25

현 가야금 독주곡 <매화산조>는 최초 버전인 고쟁 독주곡과 비교하였을

때 22마디가 감소하여 총 301마디로 구성되며 꾸밈음과 선율의 일부가

변화하였다. 특히, 고쟁과 가야금의 음역 차이로 인해 선율이 옥타브 아

래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37) 2016년에 개작된 협주곡 <매화>는 아

직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지만 다른 버전의 <매화산조(매화)>를 토대로

연주시간을 계산하면 약 15분 30초이다. 2012년 5월에 개작된 협주곡보

다 5마디가 감소하여 총 392마디로 구성되어있고 선율의 일부가 변화하

였다. <매화산조(매화)> 시리즈의 가장 완결판에 해당하는 가야금과 타

악기를 위한 <매화산조>는 총 388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2018년에 개작

되어 2019년에 발표되었다. 2012년에 개작된 독주곡보다 87마디가 증가

하였고, 협주곡의 가야금 Cadenza 선율과 관현악 선율이 변형 및 추가되

었다.

이처럼 작곡가 김대성은 <매화산조(매화)>의 구조 및 흐름을 유지하

면서 Cadenza 직전의 선율을 중점적으로 변화시켰고, 다섯 차례의 개작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또한, 모든

37) <매화산조> 고쟁 조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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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서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매화나무 아래에서 오고가는 두 남녀의 애

틋한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티브와 다이

내믹으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화산조>와 같이 작곡가는 자신의 작품을 최대 5회까지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오고 있다. 개작 횟수가 한 번인 작품은 37곡, 두

번인 작품은 3곡, 세 번인 작품은 2곡, 다섯 번인 작품은 1곡이 있는데,

특히 두 번 이상 개작된 작품으로는 2002년에 작곡된 해금과 25현가야금

을 위한 <다랑쉬>38), 2007년에 작곡된 대금과 18현가야금을 위한 <비단

안개>39)와 2008년에 작곡된 거문고 협주곡 1번 <사비>40)가 있으며, 세

번 이상 개작된 작품으로는 2002년에 작곡된 가야금 3중주곡 <호호

굿>41)과 2005년에 작곡된 거문고와 장구를 위한 <도솔천>42)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 이상 개작된 작품으로는 2009년에 작곡된 고쟁 독주곡

<매화산조>43)가 있다.

2. 악곡 분석

1) 작곡 의도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는 2019년 8월 8일 “소리꾼 이봉

근과 함께하는 김대성 창작음악 연주회”에서 25현 가야금 박나영, 타악

김인수에 의해 초연되었다. 총 388마디의 단악장으로 이루어져있고 징,

38) 2002. 8. 28 국립국악원 우면당, “해금연구회 일곱 번재 연주-2002 해금연주

회”, 해금-김준희․25현가야금-고지연
39) 2007. 10. 19 백석아트홀, “김정승 대금 독주회 NONG 弄(농)”, 대금-김정

승․18현가야금-이지영
40) 2008. 11. 22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8 국악작곡축제-신인작품 및 관현악의

밤”, 거문고-허윤정․관현악-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김재영)
41) 2002. 12. 4 샤콘느홀,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발표회 Ⅱ”, 25현가야금-정

길선․이주은․김진경
42) 2005. 12. 17 DS HALL, “구교임 거문고매력 Ⅱ Remodeling", 거문고-구교

임․장구-김웅식
43) 2010. 11. 19 서울남산국악당, 김대성 가야금, 고쟁 창작음악 발표회 “잊었던

맘”, 고쟁-팽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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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 트라이앵글, 심벌즈가 함께 편성된 25현 가야금 독주곡으로 개작되

었다. 본 작품의 연주시간은 약 17분이며 작곡가의 곡 해설은 다음과 같

다.

“ … (전략) 이 작품은 매화나무 아래서 만난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

하고 있는데 하얀 매화 잎이 날리고 그 아래에서 두 남녀는 이별을 이야기한다.

슬픈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서로 다음 생을 약속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산조의 틀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자유로

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통산조가 갖고 있는 점점 빨라지는 흐름은 따르

고 있다. 조성 면에서도 산조에 나타나는 조성(계면조, 우조)보다는 중세선법,

고악보의 계면조, 약간 무조적인 진행 등의 다양한 조를 사용하여 전통산조와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하였다.”

곡 해설에서 작곡가는 도리아, 프리지아, 에올리아 선법 등의 중세선

법과 고악보 중『양금신보(梁琴新譜)』의 계면조선법, 평조선법 등을 통

해 전통산조와 다른 느낌을 내면서도 산조 본래의 빨라지는 흐름을 가져

가고자 하였다.44) 작품 해설을 바탕으로 악곡의 구조와 연주해석 및 연

주법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조현법

본 작품은 2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며 조현법은 <예보 Ⅲ-1>과 같고,

최저음과 최고음은 각각 E♭과 a″♭이다.45)

44) 부록 Ⅰ-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참고.
45) 본고에서 음이름을 표기할 때는 영국식 음이름 기보법을 사용하여 ‘가온 도’

를 중심으로 C ← c ← c′(가온 도) → c″→ c‴로 표기한다.

<영국식 음이름 기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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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1> <매화산조> 조현법

3) 단락별 악곡 구조

본 작품은 총 388마디로 작곡가가 제시한 템포 및 분위기가 전환되거

나 겹세로줄 또는 굵은 세로줄의 출현에 따라 총 11개의 단락으로 구분

된다. 악곡 전반에 걸쳐 조성은 B♭Major와 g minor이지만 다른 조성의

구성음이 일시적으로 차용되거나 변화음이 포함된 다양한 선법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분위기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빠르기는 느리게 시작하

여 점점 빨라지는 전통음악적인 특징을 보이고, 각 단락의 종지부에는

accelerando, ritardando등의 점차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진행이 두드러진

다.

 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48마디까지로 3/4박자의 빠르기 ♩= 68로

진행되며 마지막 마디에서 아르페지오로 점점 느려진다.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49마디부터 제54마디까지는 4/4박

자의 ♩= 98 빠르기로 매화 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선율에 나타난다. 제

55마디부터 제60마디까지는  단락과 같은 박자와 빠르기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단락은 주선율이 처음 제시되는 부분이다. 단락 전반에 걸쳐 등장

하는 아르페지오 주법은 넓은 음역대를 오가며 선율을 더욱 풍성하게 하

고, 빠르기 ♩=120에서 2/4, 3/4박자가 번갈아 나타난다.

 단락은 제126마디부터 시작되며 ♩=72의 빠르기로 진행된다.  
단락의 화성과 선율이 복합적인 형태로 재현되고, 마지막 마디에 이르러

서 점점 빠르기가 늦춰진다.

 단락은 본 악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제145마

디부터 제234마디까지 총 90마디로 이루어진다. 빠르기♩=102의 푸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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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기반으로 한 선율과 리듬이 생동감 있게 전개되며 제210마디부터는

 단락에서 등장한 선율적 동기가 3/4박자 안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235마디부터 제280마디까지는

엇모리장단을 중심으로 ♩=120의 빠르기로 진행되다가 12/8, 7/8박자로

전환되며 긴장감이 높아진다. 제281마디부터는 빠르기 ♪=270으로 급격

하게 빨라지고 5/8, 3/4박자로 전개된다.

 단락은 제289마디부터 제304마디까지이고 4/4박자의 빠르기 ♩

=140이다. 가야금 협주곡 2번 <매화>의 관현악 선율이 옮겨진 부분이

고,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음형과 트릴을 통해 긴장감이 고조된다.

 단락은 Cadenza로 4/4박자, ♩=88의 빠르기를 가지며 poco rubato

로 연주한다. 넓은 음역 대에 걸쳐 선율이 전개되고 반음 퇴성과 추성,

아르페지오 주법이 돋보인다.

 단락은  단락에서 등장한 선율적 동기가 화성 반주와 함께 응용

되어 나타난다. 제330마디부터 제346마디까지 총 17마디이고 ♩=88의 빠

르기를 가진다.

 단락은 ♩=124의 빠르기로 악곡의 종결부에 해당한다. 모든 단락

에서 나타났던 요소가 총 31마디에 걸쳐 종합적으로 재배치되는 것이 특

징이다.

 단락은 제378마디부터 제388마디까지로 앞에서부터 쌓여온 긴장감

이 더욱 고조되고 잦은 템포 변화를 통해 악곡이 마무리된다.

단락별 악곡 구조는 템포 (악상 지시어), 박자 변화를 중심으로 도입

부, 전개부, 카덴차(Cadenza), 종결부로 구분하였고 이는 <표 Ⅲ-2>와

같다. 또한, 오데시티(Audacity)46) 프로그램에서 무음 상태를 0으로, 최

대치의 음량을 절댓값 1로 설정하여 개작 초연 음원의 파형을 추출하였

고 이를 섹션별로 구분함으로써 악곡의 전개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악곡전체의 연주파형은 <그림 Ⅲ-1>과 같다.

46) 다중 트랙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음원의 파형을 확

인할 수 있고 편집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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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의 악곡 구조

단

락
구분 마디 (마디 수) 템포 (악상 지시어) 박자 변화



도입부

제1∼제48

(48마디)
♩=68 (rit.)

3/4 → 4/4 → 3/4 →

4/4 → 3/4 → 2/4 →

3/4 → 2/4 → 3/4


제49∼제54

(6마디)
♩=98 (rit.) 4/4

제55∼제60

(6마디)

♩=68 (rit., a

tempo)
4/4 → 3/4 → 4/4



전개부

제61∼제125

(65마디)
♩=120 (rit.)

3/4 → 2/4 → 3/4 →

2/4 → 3/4 → 2/4 →

3/4 → 2/4 → 3/4 →

2/4 → 4/4

 제126∼제144

(19마디)

♩=72 (rit., a

tempo)
4/4 → 5/4

 제145∼제234

(90마디)

♩=102 (rit., a

tempo)

3/4 → 2/4 → 3/4 →

2/4 → 3/4 → 3/4 →

2/4 → 3/4 → 2/4 →

3/4 → 2/4 → 3/4


제235∼제280

(46마디)
♩=120 (accel.) 10/8 → 12/8 → 7/8

제281∼제288

(8마디)
♪=270 (accel.)

5/8 → 3/4 → 5/8 →

3/4

 제289∼제304

(16마디)
♩=140 4/4


카덴차
(Cadenza)

제305∼제329

(25마디)

♩=88 (poco rubato,

rit., a tempo)
4/4

 제330∼제346

(17마디)

♩=88 (rit., a

tempo)
3/4

 종결부

제347∼제352

(6마디)
♩=124 (accel.) 4/4

제353∼제377

(25마디)
♩=1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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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 연주파형

<표 Ⅲ-2>에서 살펴본 단락을 선율, 리듬, 화성, 선법 등의 음악적

요소에 따라 여러 개의 세부악구로 나누고 본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  단락
 단락은 제1마디부터 제48마디까지로 ♩=68의 빠르기를 가지며 B

♭Major와 g minor로 이루어진 악곡의 도입부이다. 본 단락은 총 여덟

개의 세부 악구로 나눌 수 있으며  단락을 정리하면 <표 Ⅲ-3>과 같

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2>와 같다.

<표 Ⅲ-3>  단락의 세부 악구



제378∼제383

(6마디)
♩=180 (accel.) 4/4

제384∼제385

(2마디)
♩=120 4/4

제386∼제388

(3마디)
♩=80 (rit.) 4/4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

p
mf f ff fff sfz


ⓐ

제1∼제10

(10마디) 에올리아

선법

● ● ●

ⓑ
제11∼제16

(6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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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다섯 마디 단위의 프레이징이 총 두 번 반복되고 두 번째

프레이징은 첫 번째 프레이징보다 발전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B

♭ Major의 화성진행이 특징이며 각 프레이징의 마지막에서는 화음 구

성음의 일부로 이루어진 당김음을 포함한 리듬형이 제시된다. 제1마디부

터 제4마디는 기능화성47) 범위 내의 IV-I 진행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

ⓒ
제17∼제22

(6마디)

프리지아

선법
● ●

ⓑ＇
제23∼제26

(4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제27∼제32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에올리아

선법

●

ⓔ
제33∼제37

(5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제38∼제42

(5마디)

프리지아

선법
●

ⓖ
제43∼제48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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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마디부터 제3마디까지는 IV도인 E♭M 화음으로 시작된다. 제2마디는

경과적인 진행으로 9음, 11음을 추가하여 화성의 질감에 일시적으로 변

화를 주고 있다. 제4마디와 제5마디는 IV-I의 변격(plagal)진행48)을 통해

프레이징이 마무리되고, 당김음을 가진 리듬형태가 오른손 선율에 등장

하면서 악구가 마무리된다. 본 악구는 <예보 Ⅲ-2>와 같다.

<예보 Ⅲ-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의 제1∼제5마디

제6마디부터 제10마디까지는 제1마디부터 제5마디까지의 프레이징보

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6마디부터 제8마디까지 한 마디 단위로

화성이 ii → IV → V도로 변화하여 긴장감이 조성된다. 제8마디부터 제

10마디까지는 V도 화음이 유지되고, 제9마디에서 왼손 화음의 음역대가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이완된다. 제9마디부터 제10마디

까지는 제4마디부터 제5마디까지의 형태와 동일하다. 해당악구는 다음

<예보 Ⅲ-3>과 같다.

47) 기능화성: 조성적 음악에서만 보이는 성질의 화성을 말한다. 그것을, 고악

(古樂)이나 현대음악의 화성 등과 구별해서 말하기 위하여 특히 이와 같이

부르는 일이 있다. 그 이름은 기능이론에서 유래한다. 세광음악출판사 사전

편찬위원회, 『標準 音樂事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5), p.80.
48) 변격 진행: 마침법의 일종으로서 벗어난 마침이라고도 한다. 버금딸

림화음 또는 그 대리화음 (Ⅱ도의 5·6화음이나 나폴리 6화음)에서 으뜸화

음으로 마치는 것을 말한다.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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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의 제6∼제10마디

악구 ⓑ는 제11마디부터 제16마디까지이며 완전5도 간격의 음형과 점

진적으로 상승하는 화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11마디와 제12마디에서

2-2-3박으로 구성된 선율은 제13마디와 14마디에서 반복되고, 제15마디

와 제16마디는 3박자와 당김음으로 선율 전개에 변화를 주어 악구를 마

무리한다. 제12마디, 제14마디, 제16마디는 음역의 상승과 화음 구성음의

추가로 인해 선율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악구의

진행은 <예보 Ⅲ-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Ⅲ-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3마디 단위로 프레이징이 반복되는 악구 ⓒ에는 아르페지오가 꾸밈음

과 16분음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17마디부터 제19마디까지는

한 프레이징으로, 3/4박자 안에서 2-2-2-3 박절의 불규칙한 진행을 통해

악구 ⓑ보다 고조된 형태로 제시된다. 제18마디와 제19마디에서 G음과

A♭음의 단2도 간격을 통해 교회선법 중 프리지아선법(Phrygian mod

e)49)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화산조>에서의 프리지아선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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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예보 Ⅲ-5>와 같고, 해당 악구는 <예보 Ⅲ-6>과 같다.

<예보 Ⅲ-5> <매화산조>에서의 프리지아선법 구성음

<예보 Ⅲ-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제11마디와 제13마디를 제외한 3/4박자 선율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구 ⓑ와 악구 ⓑ＇의 비교는 다음의 <예보 Ⅲ

-7>과 같다.

49) 프리지아선법(Phrygian mode):　 교회선법의 하나로서 정격(正格)제2선법　　

　　(deuterus authenticus)이라고도 불리며, e″음을 마침음(finalis)으로 　　　　

　　하고 e′∼e″를 음역(ambitus)으로 한다.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　　　

　　원회, 『標準 音樂事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0), p.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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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와 악구 ⓑ＇의 비교

악구 마디 예보

ⓑ
제11∼

제16

ⓑ′
제23∼

제26

악구 ⓓ는 악구 ⓑ에서 등장한 선율의 형태가 확장되어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선율과 교회선법(Church modes, 敎會

旋法)50) 중 에올리아선법(Aeolian mode)51)의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7마디와 제28마디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2박과 3박으로 진행되

는 폴리리듬(Polyrhythm)52) 형태를 보인다. 화성은 에올리아선법 범주

내에서 구성되어 있고, 화음은 밀집된 형태로 제시되며 반주 역할을 하

50) 교회선법(Church modes, 敎會旋法): 중세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럽 음악의

바탕을 이루었던 교회 음악의 음 조직을 음렬화한 것으로 7종류의 선법

(mode)으로 나누어진다. 세광음악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p.119.
51) 에올리아선법(Aeolian mode): 장음계(Major scale)의 제6음으로부터의 음렬

에 해당하며 교회선법 이후 장, 단조가 정리 통함됨에 따라 단조를 위한 음

계로 되었다. 세광음악 편집부, 앞의 책 , p.15.

52) 폴리리듬(Polyrhythm): 2개 이상의 다른 리듬 패턴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말. 아프리카의 음악에서는 종류가 다른 드럼으로 각기 다른 리듬을

동시에 연주하여 하나의 폴리리듬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세광음악 편집부, 앞의 책,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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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27마디부터 제29마디까지는 제30마디부터 제32마디까지 동일

하게 반복되는데 제32마디에서만 a음으로 전개되어 프레이징을 마무리

하고 있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은『양금신보(梁琴新譜)』53) 계면조

(界面調)선법54)의 단3도-장2도-장2도-단3도 음 간격을 차용하였으며, ‘G’

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구성음은 <예보 Ⅲ-8>과 같고, 에올리아선법의

구성음은 <예보 Ⅲ-9>와 같으며, 해당 악구의 진행은 <예보 Ⅲ-10>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Ⅲ-8> <매화산조>에서의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구성음

<예보 Ⅲ-9> <매화산조>에서의 에올리아선법 구성음

<예보 Ⅲ-1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53) 양금신보(梁琴新譜): 양덕수(梁德壽)가 광해군(光海君) 2년(1610)에 편찬한

거문고[玄琴] 악보로 1책(冊) 26장(張)으로 되어있으며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하여 남원에 우거하던 악사 양덕수가

거문고 도(道)의 단절을 막기 위해 쓴 것이다. 국립국악원,『協律大成 外』

(서울: 은하출판사, 1984), p.10.
54) 양금신보(梁琴新譜) 계면조(界面調)선법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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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55)이 사용된 악구 ⓔ는 악구 ⓓ의 선율 흐

름이 저음역대로 이어지면서 2마디-1마디-2마디로 선율의 형태가 나누

어진다. 제33마디와 제34마디에서는 추성과 퇴성을 통해 음색의 변화를

유도하여 음악적으로 더욱 풍부한 표현을 이끌어낸다. 제35마디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내의 G-c-d 아르페지오와 선법 밖의 음인 E♭음이

첨가되어 E♭6화음이 선율의 형태로 펼쳐진다. 제36마디부터 제37마디까

지는 제33마디부터 제34마디까지와 동일하다. 해당 부분은 아래의 <예보

Ⅲ-11>과 같다.

<예보 Ⅲ-1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통한 음역상승과 프리지아선법56)에 의

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38마디는 낮은 음역에서 꾸밈음

을 포함한 아르페지오로 제39마디를 향해 점차 높아진다. 제39마디와 제

40마디에서는 프리지아선법을 상징하는 a′♭음에 악센트를 표기하여

 단락에서 가장 고조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제41마디와 제42마디는

제39마디와 제40마디를 한 번 더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아래의 <예보 Ⅲ-12>와 같다.

55) <예보 Ⅲ-8> 참고.
56) <예보 Ⅲ-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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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1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전개되며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57)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단

선율에서 화음이 상승하는 형태로 확장되어 반복, 변주된다. 제43마디부

터 제45마디까지는 E♭장화음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계면조 선법의 선

율이 이완되고 이러한 형태는 제46마디부터 제48마디까지 한 번 더 반복

된다. 제43마디는 아티큘레이션58)과 꾸밈음이 돋보이고, 제44마디와 제

45마디는 3도, 4도 간격으로 이루어진 화음이 연결되면서 당김음으로 마

무리된다. 또한, 제47마디의 왼손 하행선율과 제48마디의 아르페지오로

전개되는 화음이 추가되면서 앞의 3마디가 반복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아래의 <예보 Ⅲ-13>과 같다.

<예보 Ⅲ-1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57) <예보 Ⅲ-8> 참고.
58) 아티큘레이션: 각 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연주하는 것을 뜻하며, 보통 멜

로디나 프레이즈의 세세한 부분에서 셈여림이나 끊기 도는 음의 장단 등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삼포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경기: 삼호뮤직, 2002),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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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락
 단락은 제49마디부터 제60마디까지 총 12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단락으로 이어지는 경과구이다. ♩=98의 빠르기로 시작하여 ♩=68로

느려지고 아르페지오 주법이 특징이다. 본 단락은 2개의 세부악구로 나

뉘며 아래의 <표 Ⅲ-4>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

-3>과 같다.

<표 Ⅲ-4>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49∼제54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55∼제60

(6마디)

프리지아,

에올리아

선법

● ● ●

<그림 Ⅲ-3>  단락의 연주파형

♩=98의 빠르기로 시작하여 제54마디 세 번째 박부터 ritardando를

통해 마무리되는 악구 ⓐ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59)으로 이루어졌다.

동일한 리듬형의 선율을 양손을 사용하여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르페지오의 시작음을 기준으로 제49마디부터 제51마디

59)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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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g → b♭→ c′→ d′ 순으로 상승하였다가 제52마디부터는 c′→

b♭→ g → f → d → c → B♭→ G 순서로 선율이 하강한다. 해당 마

디는 다음의 <예보 Ⅲ-14>와 같다.

<예보 Ⅲ-1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G음에서 시작한 선율이 하나의 성부로 진행되다가 제56마

디 두 번째 박에서 성부가 두 개로 갈라진다. 이후에 성부가 다시 하나

로 합쳐졌다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번갈아 나타난다. 제56마디의 a′

♭음을 통해 프리지아선법60)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제58마디부터

는 에올리아선법61)이 나타나고 있다. 제57마디부터 제58마디까지는 g″

60) <예보 Ⅲ-5> 참고.
61)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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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f′음의 순서로 반음 하행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60마디

의 마지막 장화음을 통해 희망찬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분은

다음의 <예보 Ⅲ-15>와 같다.

<예보 Ⅲ-1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3)  단락
 단락은 제61마디부터 제125마디까지 긴 흐름을 가지며 ♩=120의

빠르기를 갖는다. 본 단락에서는 작곡가가 고쟁의 연주법에서 영감을 받

아 만든 선율이 등장하고, 이는 화성의 베이스 변화와 함께 반복, 변주되

어 전개된다. 본 단락은 <표 Ⅲ-5>와 같이 10개의 세부악구로 나눠지

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4>와 같다.

<표 Ⅲ-5>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61∼제64

(4마디)

에올리아

선법
●

ⓑ
제65∼제71

(7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72∼제75

(4마디)

에올리아

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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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에올리아선법62)의 주선율과 화성 베이스 중심의 3성부로

전개된다. 베이스는 E♭음에서 f음, G음에서 b♭음으로 변화하고, 제61

마디부터 제62마디까지의 선율은 제63마디와 제64마디에서 반복된다. 해

당 부분은 다음의 <예보 Ⅲ-16>과 같다.

62) <예보 Ⅲ-9> 참고.

ⓑ＇
제76∼제81

(7마디)

‘C’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82∼제89

(8마디) 에올리아

선법

● ● ● ●

ⓐ＇
제90∼제97

(8마디)
● ●

ⓓ
제98∼제101

(4마디)

프리지아

선법
●

ⓔ
제102∼제110

(9마디)
에올리아

선법

● ● ●

ⓕ
제111∼제116

(6마디)
●

ⓖ
제117∼제125

(9마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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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1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에서는 악구 ⓐ의 주선율과 대조되는 단선율과 화음이 교차되

며 전개된다. 제65마디에서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63) 단선율이 나타

나고, 제66마디는 화음 당김음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제68마디의 꾸밈음

을 통한 하행선율과 제69마디의 16분음표를 통한 상행선율을 거쳐 제71

마디에서는 프리지아선법64)의 감화음으로 악구가 마무리된다. 제65마디

부터 제71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17>과 같다.

<예보 Ⅲ-1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에서는 제61마디부터 제64마디까지의 악구 ⓐ보다 기존 화성

내에 음이 추가되어 상승하는 베이스 선율이 나타난다. 제61마디부터 제

64마디까지의 악구 ⓐ와 본 악구의 비교는 다음의 <예보 Ⅲ-18>과 같

이 할 수 있다.

63) <예보 Ⅲ-8> 참고.
64) <예보 Ⅲ-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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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1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와 악구 ⓐ의 비교

악구 마디 예보

ⓐ 61-64

ⓐ 72-75

악구 ⓑ′는 ‘C’음을 중심으로 한 계면조 선법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

고 악구 ⓑ와 같은 형태로 전개된다. ‘C’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에서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과 마찬가지로 『양금신보(梁琴新譜)』계면조

(界面調) 선법의 음 간격이 차용되었고,65) g minor의 관계조인 c minor

의 계면조 선법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매화산조>에서의 ‘C’음 중심

의 계면조 선법 구성음은 <예보 Ⅲ-19>와 같으며, 제76마디부터 제81마

디까지는 <예보 Ⅲ-20>과 같다.

<예보 Ⅲ-19> <매화산조>에서의 ‘C’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구성음

65) 본고 p.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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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2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에서는 f′#음과 d″♭음이 추가된 에올리아선법66)의 화성이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21>

과 같다.

<예보 Ⅲ-2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2∼3성부의 선율과 화성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두 마디

단위로 반복되던 선율은 네 마디 단위로 반복되며 주선율을 강조하고 있

다. 제90마디부터 제93마디까지는 기존의 주선율로부터 완전5도 아래로

이도된 선율이 제시되고, 제94마디부터 제97마디까지는 g″음으로 시작

하는 원래의 주선율이 등장한다. 특히, 제94마디부터는 왼손 화음의 음역

폭이 넓어지고, 8분음표 리듬의 출현 횟수가 증가하는 등 반주형태에 변

화를 주어 주선율이 강조되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22>

와 같다.

66)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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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2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에서는  단락 악구 ⓕ의 요소가 단선율의 형태로 응용되어

하행 진행되고 있고, f″#(f′#)음이 추가된 프리지아선법67)과 리듬요소

에 의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락 악구 ⓐ′의 제95마디 f″음

과 제97마디 g″음이 제98마디의 a″♭음까지 연결되어 f″-g″-a″♭

의 상승선이 완성되고, a″♭음부터 b♭음까지 꾸밈음·8분음표·16분음표

에 의해 단선율이 하행하고 있다. 제100마디는 제98마디로부터, 제101마

디는 제99마디로부터 한 옥타브 씩 낮추어 반복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예보 Ⅲ-23>과 같다.

67) <예보 Ⅲ-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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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2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와 같이 선율이 발전되는 부분으로, 양손을 활용한

16분음표의 아르페지오와 약박의 화음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에올리아선법68)의 아르페지오 선율은 제102마디와 제103마디에 나타

나고 이는 제105마디와 제106마디에서 반복된다. 제104마디는 단화음의

약박이 강조되며 이후 제107마디부터 제110마디까지 4마디에 걸쳐 단7

화음, 감7화음의 형태로 전위에 의해 확장되어 발전된다. 해당 부분은

<예보 Ⅲ-24>와 같다.

<예보 Ⅲ-2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68) <예보 Ⅲ-9> 참고.



38

악구 ⓕ는 악구 ⓔ의 긴장감을 16분음표 중심의 양손 화음진행으로

유지하며 하행진행과 decrescendo로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에올리

아선법69)의 구성음으로 조합할 수 있는 단7화음, 장화음, 4도 구성화음

등이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소프라노는 f″음부터 d음까지, 베이

스는 g′음부터 악구 ⓖ의 E♭음까지 약 두 옥타브에 걸쳐 하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은 <예보 Ⅲ-25>와 같다.

<예보 Ⅲ-2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부터 ⓕ까지 세 악구에 걸쳐 발전해 온 선율을 마

무리하고 있다. 선율의 상행과 하행진행이 두 박 단위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음이 가장 높은 부분에서 주선율이 새로운 반주 형태 위에 등장하며

악구가 마무리 된다. 제117마디부터 제121마디에는 양손으로 나눠진 아

르페지오가 번갈아 등장하며 g″음을 향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122마디와 제123마디는 앞에서부터 이어져오던 16분음표 음

형을 오른손으로 연주하고, 제122마디에는 5도 아래로 이도된 주선율을

왼손으로 연주하며 제123마디부터 8분음표로 하행하는 악구가 제125마

디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 된다. 해당 부분은 <예보 Ⅲ-26>과 같다.

69)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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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2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4)  단락
 단락은 제126마디부터 제144마디까지 총 19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단락에서 끌어올린 긴장감을 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빠르기는

♩=120에서 ♩=72로 늦춰지고,  단락의 도입 요소와  단락의 주선율

이 응용되어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단락의 세부 악구는 아래의

<표 Ⅲ-6>과 같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5>와 같다.

<표 Ⅲ-6>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126∼제133

(8마디)

에올리아,

프리지아

선법

●

ⓑ
제134∼제139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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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단락의 악구 ⓑ 요소가 한 마디 안에 축약되어 제시 되

고 있다. 에올리아선법70)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128마디의 경우, a′♭변

화음을 통해 프리지아선법71)으로 전환된다. 이후 제129마디의 a″♭음과

제133마디의 c‴♭음은 화음 자체를 위한 음으로 단화음이 연속하여 상

승하는 형태로 전위되어 드러나고 있다. 제126마디에 제시된  단락의
악구 ⓑ가 축약된 형태는 제133마디까지 화성리듬과 화음 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제126마디부터 제129마디, 제130마디부터 제133마디를 통

해 네 마디 단위로 구조가 크게 형성되고 세부적으로는 한 마디-한 마

디-두 마디의 형태이다. 제126마디부터 제129마디는 1도 화성을 베이스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고, 제126마디의 세 번째 박은 장화음, 제127마디

의 세 번째 박은 4도구성화음, 제128마디 네 번째 박부터 제129마디의

두 번째 박까지 단화음을 연달아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제130마

디부터 제133마디는 4도 화성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제130마디부터 제

132마디는 단7화음을 중심으로 상승전개 되고 있다. 제133마디는 a″♭,

c‴♭음인 전타음72)을 포함한 전위된 단화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으

70) <예보 Ⅲ-9> 참고.
71) <예보 Ⅲ-5> 참고.
72) 전타음: 선율을 구성하는 원음 앞에 붙는 꾸밈음. 원칙적으로 본음표에서

ⓒ
제140∼제144

(5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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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음에 도달하며 악구를 마무리 한다. 제126마디부터 제133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27>과 같다.

<예보 Ⅲ-2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로 향하는 경과구로써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73)

의 선율이 하행과 상승을 통해 전개되고, 화음을 동반한 1∼2성부의 형

태를 기본으로 한다. 제134마디부터 제137마디, 제138마디와 제139마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34부터 제137마디는 두 마디 단위로 하행선율

이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134마디와 제135마디가 제136마디와 제

137마디에서 반복되며 제135마디의 형태는 제137마디에서 변형되고 있

다. 리듬 요소는 동일하지만 음역과 화음의 변화를 통해 제138와 제139

마디로 향하고 있다. 제138마디부터 제139마디는 c음으로 시작하여 계면

조 선법의 단선율이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악구 ⓐ의 전타음

그 길이를 떼어간다. 앞꾸밈음에는 긴앞꾸밈음, 짧은앞꾸밈음, 겹앞꾸밈음의

세 종류가 있으며, 모두 본음표 앞에 작은 음표를 덧붙여 나타낸다. 세광음

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標準 音樂事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0),

p.706.
73)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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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화성 진행이 2성부로 축약되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상승된

선율은 악구 ⓒ의 주선율로 향하고 있다. 제134마디부터 제139마디까지

는 다음의 <예보 Ⅲ-28>과 같다.

<예보 Ⅲ-2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74)의 주선율이 강조되는 부분으

로 꾸밈음을 통해 2-1, 1-2와 같은 전통주법이 나타나고, 왼손 반주의 E

♭ Major 화음진행은 이전에 등장한 주선율의 화성보다 확대되어 5/4박

자 안에서 전개된다. 제140마디와 제141마디에는 동일한 선율이 화성적

변화에 의해 반복된다. 한 마디 안에 두 개로 나뉘어 화성이 전개되고

이전보다 화성어휘가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142마디와 제143마디는

4도 위로 이도된 주선율이 반복되고 있고, 제143마디의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걸쳐 등장하는 선율이 한 옥타브 낮추어 제144마디에서 전개

되며 악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29>와 같

다.

74)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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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29>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5)  단락
 단락은 제145마디부터 제234마디까지 총 90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단락에서 이완된 분위기를 다시 긴장감 있게 전개시키는 부분이다.

 단락의 단선율, 화음, 아르페지오 등의 요소들을 ♩=102의 푸살장단

안에서 응용하여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본 단락

의 세부 악구는 총 14개로 나눠지며 아래의 <표 Ⅲ-7>과 같고, 연주파

형은 <그림 Ⅲ-6>과 같다.

<표 Ⅲ-7>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145∼제154

(10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155∼제159

(5마디)
● ●

ⓑ
제160∼제164

(5마디)
● ● ●

ⓒ
제165∼제169

(5마디)
● ● ●

ⓒ′
제170∼제174

(5마디)
● ●

ⓓ
제175∼제179

(5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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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전통주법이 활용된 단선율의 형태로, 푸살장단의 리듬을

접목시켜 진행된다. 장단의 구조는 5마디 주기를 이루고 있는데, 선율의

에올리아

선법

ⓔ
제180∼제184

(5마디)

도리아,

프리지아

선법

● ●

ⓔ′
제185∼제189

(5마디)

프리지아,

에올리아

선법

●

ⓕ
제190∼제194

(5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195∼제199

(5마디)
●

ⓖ′
제200∼제204

(5마디)
●

ⓖ″
제205∼제209

(5마디)
● ●

ⓗ
제210∼제224

(15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에올리아

선법

● ● ● ●

ⓗ′
제225∼제234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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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징과 장단의 주기가 서로 다른 단위로 제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제145마디부터 제149마디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75) 내의 순차적

인 음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50마디는 장단의 첫 박에 악센트로

도달하지만, 음악적인 흐름은 제149마디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제150마

디까지 이어진다. 제150마디부터 제154마디는 제145마디부터 제149마디

의 형태가 완전5도 위로 이도되어 반복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리듬을 세

분화하고 주법의 변화를 주며 발전하고 있다. 푸살장단이 활용된 선율은

<예보 Ⅲ-30>에서 살펴보고, 제145마디부터 제15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31>과 같다.

<예보 Ⅲ-30>  단락 악구 ⓐ - 제145∼제149마디의 푸살장단 활용

푸살장단 예보

기본형76)

활용

75) <예보 Ⅲ-8> 참고.
76) 김청만, 김광섭 공저, 『한국의 장단』, (서울: 민속원, 2002), p.117.



46

<예보 Ⅲ-3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보다 음역이 상승한 상태에서 전개되며 퇴성, 추

성 등의 특성과 리듬이 응용된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159마디는 16분음표 리듬과 크레센도를 통해 긴장도를 점차 높여

주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32>와 같다.

<예보 Ⅲ-3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에서부터 이어져오던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상승하

며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넓어진 음역 대에서 프리지아선법77)과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78)의 선율이 나타나고 반복되는 단위를 짧게

77) <예보 Ⅲ-5> 참고.



47

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악구 ⓐ에서는 한 장단의 주기로 악구를 반

복했다면, 악구 ⓑ는 한 장단 안에서 보다 짧은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

개되고 있다. 제160마디부터 제161마디의 형태는 한 번 더 반복하여 제

162마디와 제163마디에 제시되는데, 제162마디의 세 번째 박부터 완전 4

도 위로 이도되어 상승의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제164마디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역행하는 겹앞꾸밈음과 음역의 점진적 상승, 16분음

표의 활용을 통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33>과 같다.

<예보 Ⅲ-3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화음, 헤미올라, 당김음, 반음계적인 요소를 통해 악구 ⓐ

에서부터 쌓아 온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

으로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79)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반음계적 하

행 진행이 나타난다. 제165마디부터 제167마디는 5음 음계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을 시작으로 헤미올라 리듬이 두 마디에 걸쳐서 나타난다.

화음과 독립적인 음이 번갈아 등장하는데, 화음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반

면 독립적인 음은 e″♮→ e″♭→ d″음으로 반음계적인 하행진행을 하

고 있다. 제166마디의 두 번째 박의 화음부터 당김음이 형성되고, 제167

마디는 전성과 추성에 의해 약박이 강조되면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제168마디는 당김음의 강약구조가 다시 본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한 박

단위로 16분음표 리듬이 f′→ e′♮→ e′♭→ d′음으로 반음계적 하

78) <예보 Ⅲ-8> 참고.
79)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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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진행을 하여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제169마디는 다시 당김음에

의해 리듬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다음 악구를 향해 음이 도약하며 진행되

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34>와 같다.

<예보 Ⅲ-3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요소가 작은 단위의 마디로 축약되고 음역의

변화를 통해 발전되고 있다. 선법은 악구 ⓒ와 동일하게 ‘G’음 중심의 계

면조 선법80)이 나타나며 다섯 마디로 구성되는 한 장단 안에서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단위로 요소가 나뉘어 전개된다. 제170마디부터 제171

마디는 악구 ⓒ의 제165마디와 제166마디가 응용된 부분으로, 베이스음

과 아르페지오 화음이 한 쌍을 이루어 헤미올라 리듬으로 전개된다. 베

이스음은 d → c → B♭음으로 하행하고 있고, 화음은 세 음에서 네 음

으로 음 개수가 확장되며 소프라노음이 d″→ f″→ g″음으로 상승하고

있다. 제172마디는 제168마디가 한 옥타브 높게 이도되어 반복되고, 제

173마디와 제174마디는 화음과 당김음에 의해 가장 높은 음역에 도달하

고 있다. 제173마디와 제174마디의 화음은 g′음을 베이스로 하여 F단화

음과 B♭장화음이 전위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170마디부터 제17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35>와 같다.

80)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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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3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선율과 반주의 2성부 형태로 나타나며 고조된 악구 흐름이

한 단락 마무리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81)의

선율과 에올리아선법82)의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복을 통해 선율

이 강조되고 리듬적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는 특성을 보인다. 제

175마디부터 제176마디는 당김음을 특징으로 하는 선율이 반복되고 싸랭

주법으로 시작하는 g″- g′음의 옥타브 도입 모티브는 제177마디 첫

박에 반복되면서 5음 음계의 선율이 진행된다. 제177마디부터 제178마디

의 반주 화음은 약박인 두 번째 박이 강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제179

마디에 도달하면서 다시 첫 박이 강조되는데 이는 강약 구조의 변화를

통한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

-36>과 같다.

<예보 Ⅲ-3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81) <예보 Ⅲ-8> 참고.
82)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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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 ⓔ는 악구 ⓓ의 일시적인 종지 이후 16분음표의 아르페지오와

수직적인 화음 등의 형태로 새로운 요소가 전개되는 부분이다. 제181마

디의 e′♮ 변화음을 통해 도리아선법(Dorian mode)83)임을 알 수 있고,

제183마디의 a′♭ 변화음을 통해 프리지아선법84)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마디의 화음은 C7, Fm7으로 구성됨으로써 프레이징을 마무

리 하는 독립적인 화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180마디와 제181마디는

양손을 사용하는 아르페지오와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아르페지오로 한 프

레이징을 이루고 있다. 이 형태는 제182마디와 제183마디에 반복되는데,

제181마디와 제183마디에 도달하는 화음을 변화하여 악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184마디는 제180마디와 제182마디 요소가 한 옥타브 이도 되어

높은 음역으로 향하는 경과구로 활용되고 있다. <매화산조>에서의 도리

아선법의 구성음은 <예보 Ⅲ-37>과 같고,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

-38>과 같다.

<예보 Ⅲ-37> <매화산조>에서의 도리아선법의 구성음

83) 도리아선법(Dorian mode): 장음계의 제2음으로부터의 음렬에 해당한다. 세

광음악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p.

188.

84) <예보 Ⅲ-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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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3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16분음표로 상행하는 요소를 응용하여 발전시

킨 형태로, 헤미올라 리듬과 음계의 특성을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a′♭과 f′＃음을 통해 프리지아선법85)과 변화음이 추가된 에올리아선

법86)이 한 악구 안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85마디부

터 제188마디에서는 3박 구조에 두 박씩 프레이징 되는 헤미올라 리듬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16분음표 하행 진행이 네 번 나타난 이후 두 차례

상행한다. 제189마디는 세 박에 걸쳐 선율이 상승하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39>와 같다.

<예보 Ⅲ-39>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85) <예보 Ⅲ-5> 참고.
86)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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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 ⓕ는  단락의 악구 ⓐ에서 등장했던 요소인 전타음87)을 포함

한 화음과 당김음에 의해 전개된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88)을 기본

으로 하고 있고, 반음계적인 변화음이 전타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이다. 악구 ⓕ의 선율은 장단 안에서 리듬의 프레이징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있다. 2박과 5박, 2박과 6박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박에

는 당김음이 등장하고 5박과 6박에는 베이스음과 화음이 8분음표로 나뉘

어 전개된다. 이러한 불규칙한 프레이징의 구성은 리듬적인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제190마디부터 제19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40>과 같다.

<예보 Ⅲ-4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 ⓕ의 16분음표와 화음요소를 혼합하여 활용한 부

분으로 더욱 긴장감을 높여 전개되고 있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89)

을 기본으로 하여 반음계적인 전타음90)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

195마디부터 제198마디의 첫 박까지는 두 박 단위로 양손을 사용한 16

분음표 선율이 헤미올라 리듬으로 전개되며 F음부터 시작하여 f″음까지

음역대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제198마디의 마지막 두 박은 악구 ⓕ의

반감7화음(Half-Diminished)91)의 요소가 일시적으로 등장하며 앞의 선율

87) 본고 p.40 참고.
88) <예보 Ⅲ-8> 참고.
89) <예보 Ⅲ-8> 참고.
90) 본고 p.40 참고.
91) 반감7화음(Half-Diminished): 5음과 7음 사이가 장3도인 화음으로 감7화음

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화음기호는 오른편의 ° 에 사선을 그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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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다. 제199마디는 16분음표 당김음을 중심으로

하행하며 악구를 마무리 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41>과 같다.

<예보 Ⅲ-4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와 악구 ⓕ의 화음과 음계의 특성을 응용한 부

분으로 악구 ⓖ보다 고조된 특징을 갖고 있다. 선법은 반음계적인 변화

음이 포함된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92)으로 ‘D’♭, ‘G’♯, a′♭음을 통

해 변화음이 나타난다. 제200마디부터 제202마디의 두 번째 박까지는 악

구 ⓕ의 화음 요소가 4박자 단위로 전개되고 감화음, 5음 음계에 의한

화음, 속7화음(Secondary dominant chord)93)이 음역 대를 넘나들며 불규

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제202마디의 세 번째 박부터 제203마디는 두

개의 2박 구성과 한 개의 3박 구성이 16분음표의 리듬으로 상승의 움직

임을 가지며 고조된다. 16분음표의 선율은 4도 구성화음과 감화음을 중

심으로 불규칙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당 악구의 예보는 다음의 <예보 Ⅲ

-42>와 같다.

백병동, 『(개정증보판) 화성학』(서울: 수문당, 1986), p.126.
92) <예보 Ⅲ-8> 참고.
93) 속7화음(Secondary dominant chord): 뒤따르는 목적화음에 인위적인 이끈음

을 부여함으로써 강한 유기적 인력관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화성진행에 있

어 강한 방향성과 진행감을 더해주게 되는 것이다. 백병동, 앞의 책,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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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4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단락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전타음94)을

포함한 화음의 하행진행과 16분음표 리듬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G’음 중

심의 계면조 선법95)을 기본으로 하며 반음계적인 변화음들이 일시적으

로 등장하고 있다. 제205마디부터 제207마디는 총 아홉 박 안에서 반음

계적인 전타음을 포함한 화음 요소가 하행하고 있다. 화음 요소로는 감

화음, 5음음계에 의한 화음, 단화음, 장화음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전개된

다. 제208마디와 제209마디에서는 하행 및 상행하는 16분음표 요소를 통

해 중음역대로 향하고 있고, 특히 제209마디에서 ritardando와

decrescendo를 하며 악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제205마디부터 제209마디

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43>과 같다.

<예보 Ⅲ-4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선율과 화성 또는 2성 대

위96)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에올리아선법97)의 화성 진행과 ‘G’음 중심

94) 본고 p.40 참고.
95) <예보 Ⅲ-8> 참고.
96) 대위법: 멜로디(선율)에 대한 새로운 멜로디의 창작이라는 사고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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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면조 선법98)의 선율 진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선율은 장단의 주

기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 제210마디부터 제214마디의 한 주기는 다음

장단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 제215마디부터 제217마디는 앞과 동

등하게 반복되며, 제218마디와 제219마디는 선율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

어 강조하고 있다. 제220마디부터 제224마디는 음정진행의 축약과 반복

의 단위를 다르게 하여 변화를 주고 있고 오른손은 선율에서 화음으로,

왼손은 화음에서 선율로 구성되는 2성부 형태를 띠고 있다. 제220마디의

요소를 반복 및 변화시켜 제221마디를 형성하고, 제222마디부터 제224마

디는 세 마디의 긴 프레이징에 걸쳐 이완된다. 제210마디부터 제219마디

까지의 화음진행은 1도, 6도, 4도, 5도의 골격이 2회 반복되고, 제220마디

부터 제224마디는 1도와 6도를 중심으로 화음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악

구는 다음의 <예보 Ⅲ-44>와 같다.

작·편곡 기법. 화성법이 화음의 겹침과 연결이라는 수직적인 요소를 대상으

로 하지만, 멜로디 라인의 유동성이란 수평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위법의 특징이다. 선적 작곡 기법(線的作曲技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主)선율에 대한 효과적인 대(對)선율(카운터멜로디)의 창작은 대위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으며, 현대의 작·편곡법의 중요한 기술 중의 하

나이다. 삼호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경

기: 삼호뮤직, 2002), p.25.
97) <예보 Ⅲ-9> 참고.
98)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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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4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선율을 강조하면서 화음의 다양한 변화를 통

해  단락이 마무리 된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99)으로 이루어져 있

고, 화음 진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225마디와 제226마디는 악구 ⓗ의

제210마디와 제211마디 선율이 리듬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화성 위에

놓인 형태로 제시된다. 제227마디와 제228마디는 앞의 두 마디를 동등하

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음계적 변화음인 f′#음을 통해 선율에 변화를 주

고 있으며 뒤이어 펼쳐질 전개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제229마디부터 제

234마디는 3박 두 번과 2박 한번으로 이루어진 프레이징이 두 차례 반복

되고 있고, 마지막 종지화음에 변화를 주며 악구를 마무리 하고 있다. 화

음 진행은 단화음, 속7화음, 감화음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상승하는

99)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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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특징이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45>와 같다.

<예보 Ⅲ-4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6)  단락
 단락은 제235마디부터 제288마디까지 총 54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10/8 박자의 엇모리장단 틀 안에서 전개된다. 템포는 ♩=120으로 앞의

단락보다 빨라지고, 3-2-2-3 · 2-2-2-2-2 · 2-2-3-3 등의 불규칙적인

리듬구성은  단락보다 고조된 특성을 갖게 한다. 분위기를 전환됨과

동시에 더욱 더 높은 긴장감으로 악곡이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단

락은 총 11개의 세부 악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표 Ⅲ-8>과

같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7>과 같다.

<표 Ⅲ-8>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235∼제240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 ●

ⓑ
제241∼제244

(4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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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단락의 도입부분으로써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00)의

단선율과 화음, 시김새, 음계 밖의 출현음, 음역의 상승과 하강에 의한

긴장과 이완 등이 특징이다. 제235마디는 산조의 내드름에 해당하는 도

100) <예보 Ⅲ-8> 참고.

ⓒ
제245∼제247

(3마디)
선법

● ●

ⓓ
제248∼제251

(4마디)
●

ⓒ′
제252∼제257

(6마디)

‘C'/’G'

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258∼제261

(4마디)

평조

선법
●

ⓒ‴
제262∼제267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제268∼제272

(5마디)
● ● ●

ⓕ
제273∼제276

(4마디)
● ●

ⓖ
제277∼제280

(4마디)
●

ⓗ
제281∼제288

(8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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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율로, 엇모리장단임을 드러내는 3-2-2-3 리듬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236마디부터 제237마디는 계면조 선법의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 상행

하고 있고, 꾸밈음과 눌러내는 음을 통해 시김새를 구현하여 화음이 중

심인  단락의 악구 ⓗ′와 대비되는 특성을 보인다. 제238마디와 제

239마디는 음계 밖의 출현음인 a′♭과 c″♭음, 악센트의 출현빈도수,

높은 음역을 향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며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고, 제

240마디에서는 악구 ⓐ의 최고음인 g″음에 도달한 이후 하행 선율을

통해 프레이징을 마무리하고 있다. 엇모리장단이 활용된 선율은 <예보

Ⅲ-46>에서 살펴보고, 제235마디부터 제240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

-47>과 같다.

<예보 Ⅲ-46>  단락 악구 ⓐ - 제236∼제237마디의 엇모리장단 활용

엇모리

장단
예보

기본형101)

활용

101) 김청만, 김광섭 공저, 『한국의 장단』, (서울: 민속원, 2002), p.103.



60

<예보 Ⅲ-4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고조와 마무리 이후, 16분음표 구성의 리듬단위

변화와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02) 밖의 출현음에 의한 반음계적인 변

화를 통해 더 높은 긴장감을 이루고 있다. 제241마디부터 제242마디는

16분음표 리듬의 상승과 화음 악센트에 의해 약박이 강조되는 형태로 이

루어져있고, 기존의 3-2-2-3의 리듬 형태가 2-2-2-2-2로 나뉘어 전개되

는 특성을 갖는다. 한 마디 안에서 프레이징은 4분음표 기준으로 2박, 2

박, 1박으로 나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박 화음의 악센트에 의해 약박이

강조된다. 제243마디와 제244마디도 4분음표 단위로 전개되고 있으며, 두

마디에 걸쳐 프레이징이 형성되고 있다. 4분음표 기준으로 2박, 2박, 6박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제241마디부터 제242마디의 형태가 응용 및

발전되어 나타난다. 제243마디는 d″♭음과 c″♭음의 반음계적인 변화

음에서 단2도 간격의 하행진행을 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4분음표

기준으로 제243마디 마지막 박부터 제244마디 네 번째 박까지는  단
락에서 나타난 반음계적 하행 진행이 나타나고, f″＃음에서부터 d″음

을 향하여 전개된다. 제241마디부터 제242마디의 특성과 유사한 방식으

로 제244마디의 마지막 박은 악센트가 붙은 화음을 통해 마무리되고 있

102)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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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48>과 같다.

<예보 Ⅲ-4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와 ⓑ의 요소가 응용되어 계면조 선법 내에서 복합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구 ⓑ에서 긴장도가 높아진 이후 다시 악구 ⓐ

의 선율적 요소가 나타나고, 2성부와 마디 단위의 축소를 통해 악구 ⓐ

보다 고조되어 전개된다. 제245마디는 다시 3-2-3-2의 리듬형태가 재현

되고 있고,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03)의 선율이 전개되며 도약 이후

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246마디는 ‘C’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04)

의 선율이 2성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왼손은 7도 도약을, 오른손

은 16분음표와 8분음표가 아치형태로 등장하며 전체적인 음역이 상승하

고 있다. 제247마디는 2-2-3-3 리듬형태의 변화를 통해 선율이 전개되

고, 음계 밖의 음인 d′♭음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악구

는 <예보 Ⅲ-49>와 같다.

103) <예보 Ⅲ-8> 참고.
104) <예보 Ⅲ-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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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49>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리듬의 구성방법과

음역의 상승, 음계 밖의 음을 통해 점진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계

면조 선법의 구성음과 음계 밖의 반음계적인 변화음으로 선율이 이루어

진다. 제248마디와 제249마디는 3-3-2-2의 리듬형태로 이루어져있고, 한

음 또는 두음으로 구성된 꾸밈음과 전성, 눌러내는 음들을 포함한 시김

새의 빈도가 높아진 특징을 보인다. 제248마디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

법105)으로, 제249마디는 ‘C’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06)으로 선율이 전개된

다. 제250마디부터의 음 진행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선율의 진

행은 동등한 리듬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제250마디와 제251마디는

2-2-2-2-2의 형태로 리듬이 구성되어 있다. 4분음표 기준으로 2박과 3

박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f′음에서

g′음으로, g′음에서 b′♭음으로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50>과 같다.

105) <예보 Ⅲ-8> 참고.
106) <예보 Ⅲ-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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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5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에서부터 이어져 온 상승의 흐름 이후 선율이 반

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본 악구는 ‘C’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07)으

로 전개되고 일시적으로 a♭ 변화음이 포함된 ‘G’음 중심의 계면조 선

법108)이 나타난다. 제252마디부터 제253마디는 겹앞꾸밈음과 함께 c″음

을 강조한 이후 하행하는 선율이 두 번 반복되고 있고 d″음에서 일시

적으로 꺾는 음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53마디의 마지막 음만

하행 변화되면서 저음역대의 선율로 이어지고 있다. 제254마디는

3-2-3-2의 형태로 리듬이 구성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농현과 꺾는 주법

이 등장하여 전통음악적인 색채가 드러난다. 제255마디는 3-3-2-2의 리

듬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옥타브 간격으로 16분음표가 등장하면서 선

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후 제255마디의 나머지 박에서 계면조 선법의

선율이 아치형으로 전개되며 마무리 되고 있다. 제256마디부터 제257마

디는 제254마디부터 제255마디의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음역

의 상승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해당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

-51>과 같다.

107) <예보 Ⅲ-19> 참고.
108)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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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5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선율의 고조 이후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부분으로 리듬구성의 불규칙적인 조합을 통해 평조 선법의 선율이 전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58마디부터 제259마디는 중음역대에서 b♭

- c′- e′♭- f′- g′의 평조 선법 구성음을 통해 e′♭음에서 g′음

로 상승하고 있다. 제258마디는 3-3-2-2의 리듬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끝 음에 스타카토를 통해 선율에 생동감을 부여해 준다. 제259마디는

g′음에 도달한 이후 16분음표의 당김음 등을 활용한 3-2-2-3의 리듬형

태가 나타나고, 눌러내는 음을 중심으로 하행하고 있다. 제260마디부터

제261마디는 중·저음역대의 단선율로 3-3-2-2의 리듬형태에서 3-2-3-2

의 리듬형태로 변화하며 다시 선율적인 상승을 이어 나간다. 제260마디

는 f음과 g음으로만 구성되어있고, 1-2주법을 활용한 꾸밈음, 전성, 눌러

내는 음에 의해 선율이 맴돌고 있다. 제261마디는 도약을 통한 점진적인

선율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매화산조>에서의 평조 선법은 『양금신보

(梁琴新譜)』109) 평조(平調)선법의 장2도-단3도-장2도-장2도-단3도 음

109) 본고 p.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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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차용하였으며110), <매화산조>의 조성인 B♭ Major/ g minor가

아닌 E♭ Major일 때의 평조 선법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매화산

조>에서의 평조 선법 구성음은 <예보 Ⅲ-52>와 같고, 해당 악구는 다음

의 <예보 Ⅲ-53>과 같다.

<예보 Ⅲ-52> <매화산조>에서의 평조 선법 구성음

<예보 Ⅲ-5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마지막 마디에서 선율이 상승된 이후 하행

진행을 거쳐 저음역대의 선율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11)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a′♭음과 c♭음을 통해 음계 밖

의 변화음이 나타나고 선율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제262마디부터 제263

마디는 이전 마디에서 고조된 선율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3-2-2-3의 리

듬형태와 16분음표 중심의 눌러내는 음과 당김음, 도약진행과 순차진행

에 의해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제263마디의 마지막 박에서 선율이 d음

으로 하행하여 제262마디의 선율이 변화되고 있고 동시에 저음역대로 향

하고 있다. 제264마디와 제265마디는 저음역대에서 농현, 꾸밈음을 통한

110) 양금신보(梁琴新譜) 평조(平調) 선법 구성음

111)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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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 스타카토, 반음계적인 변화음을 통해 선율이 전개되고 있다. G음

을 중심으로 선율이 두 차례 반복을 하며 강조되고 있고, 마지막 박의

G-G음에서 c-B♭음으로 변화하여 선율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266마디

부터 제267마디는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아치형태로 선율과 화음이 상승

하고 있다. 제266마디는 동등한 선율이 완전 8도 위로 이도되어 반복되

고 있고, 계면조 선법의 구성음과 d(d′)음을 근음으로하는 감화음이 하

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267마디 역시 제266마디와 동등한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화음요소 중 감화음의 근

음이 d(d′)음에서 g음으로 변화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

음의 <예보 Ⅲ-54>와 같다.

<예보 Ⅲ-5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단락에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으로,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12)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선율과 화음

이 16분음표 리듬과 2성부의 형태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268마디

부터 제269마디는 3-2-3-2의 리듬형태로 16분음표의 계면조 선법 선율

112)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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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음이 등장하고, 제269마디의 마지막 5박에서는 오른손의 16분음표

선율 이후 양손화음을 통해 마무리 하고 있다. 제270마디부터 제271마디

는 16분음표의 옥타브 음과 왼손 선율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70마

디는 2-2-3-3의 리듬으로 구성되고 오른손은 g′(g)음을 옥타브로 유지

하고 있으며 왼손선율의 순차적인 하행 진행이 두드러진다. 제271마디는

옥타브 간격의 오른손 선율과 왼손의 단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리듬형

태는 2-2-2-2-2로 나뉘어 전개된다. 제272마디는 오른손의 순차적인 선

율진행과 왼손의 3도와 4도로 구성된 화음진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55>와 같다.

<예보 Ⅲ-5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2성부 형

태와 단선율의 상승, 박자변화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13)의 구성음과 음계 밖의 반음계적 변화음이

등장하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제273마디는 3-3-2-2의 리듬

113)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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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5음음계에 의한 화성으로 이루어 져 있고 2성부의 하행진행을 통해

전개된다. 제274마디는 16분음표 리듬과 음계 밖의 반음계적 변화음 요

소가 포함된 선율이 상승하는 형태로, 꺾는 음이 일시적으로 등장하며

선율을 꾸며주고 있다. 이 마디의 형태는 제275마디에 완전4도 위로 이

도되어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제276마디는 c″음을 중심으로

하는 고음역대의 선율이 진행된다. 12/8로 변박되어 헤미올라 리듬형태

로 나뉘어 전개되고, 크게는 4분음표 기준으로 두 박씩 묶어 2-2-2의 형

태로 나뉘어져 있다. 제276마디의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변화음

b′♮음과 d″♭음은 각각 제274마디와 제275마디의 마지막 박에 등장

한 변화음이다. 다섯 번째 박과 여섯 번째 박에 나타나는 선율은 16분음

표 리듬으로 밀도가 높아지고 반음계적인 진행을 통해 긴장감을 높여 나

아가고 있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56>과 같다.

<예보 Ⅲ-5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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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 ⓖ는 기존의 10박 장단인 엇모리의 형태를 벗어나며 변박이 심

화되는 부분으로 아프리카 리듬114)의 2박과 3박이 혼합하여 7박 주기로

된 선율이 총 네 번 반복되며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15)의 구성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277마디부터 제279마디까지는 동등한 패턴의 요소

가 세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2-3-2의 리듬구성으로 첫 박은 3연음

꾸밈음과 악센트에 의해 곡의 분위기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고, 마지막

박의 음을 g′→ f′→ f′․g′음으로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여 선율을

강조한다. 제280마디는 16음표에 의한 상승선율로 2-2-3의 리듬으로 구

성되어 있고 제281마디의 첫 박으로 향하는 특성을 가지며 전개되고 있

다. 제277마디부터 제280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Ⅲ-57>과 같다.

<예보 Ⅲ-5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16)의 화음과 선율의 2성부로 구

성되어있다. accelerando에 의해 템포가 빨라지고 변박을 통해 긴장감이

상승하는 부분이다. 선율이 전개되는 패턴은 5/8박자 세 번과 3/4박자

한 번의 형태가 총 두 번 반복되고 있다. 화음과 악센트에 의해 첫 박이

강조되는 제281마디의 선율은 계면조 선법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세 마디에 걸쳐 그 요소가 반복된다. 제284마디는 한 박 단위로 화음이

114) 아프리카 리듬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며 2/4박자 · 4/4박자와 6/8박자 ·

12/8박자 계통, 바운스(Bounce) 그리고 혼합 박자(Poly Rhythm)가 있다.

곽연근, “아프리카 음악 소개 및 타악기 연주”, 「동서양의 공공세계와 윤

리 교육」, 2011, p.273∼275.
115) <예보 Ⅲ-8> 참고.
116)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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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하면서 제285마디의 첫 박으로 향하는 선율구의 기능을 한다. 제

285마디부터 제288마디는 앞의 네 마디가 동등하게 반복되고 있고, 제

288마디의 화음은 제284마디보다 성부가 확장되어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

다. 해당 악구는 다음의 <예보 Ⅲ-58>과 같다.

<예보 Ⅲ-5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7)  단락
 단락은 제289마디부터 제304마디까지 총 17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140의 빠르기를 갖는 클라이맥스 부분에 해당한다. 본 단락에는 에올

리아선법117)을 기반으로 한 선율과 화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세부 악

구는 아래의 <표 Ⅲ-9>와 같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8>와 같다.

117) <예보 Ⅲ-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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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289∼제296

(9마디) 에올리아

선법

● ●

ⓑ
제297∼제304

(8마디)
● ● ● ●

<그림 Ⅲ-8>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빨라진 템포, 화성, 규칙적인 박자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단락에서 끌고 온 긴장감이 상승하여 선율과 수직적인 화음을 중심

으로 클라이맥스의 정점이 표현되고 있다. 네 마디 단위의 형태가 두 번

반복되며 두 박 단위로 화성이 변화하고 있고, 선율은 하행하고 있다. 제

289마디부터 제292마디의 화음은 에올리아선법118) 내의 화음으로 gsus4,

fm, B♭/F, cm/B♭, E♭M7, dm7, cm9, gm이고 a′♭음이 포함된 변성

화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293마디부터 제296마디의 화음은 gm9,

gm/A, FM, dm, F7, gm7, E♭M9, E♭M로 앞의 네 마디와 마찬가지로

에올리아선법 내의 화음이며 e″♮음이 포함된 변성화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59>와 같다.

118)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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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59>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와 대조적인 새로운 반주형태가 등장하고, 화음 중

심으로 전개되면서 악곡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음역대에서 16

분음표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거쳐 트레몰로와 반주의 형태로 악

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제297마디부터 제300마디는 16분음표 중심의 3성

부 반주 패턴이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화음은 두 박 단위로 변화하

고 있으며 FM, B♭M, E♭M, B♭M, cm, E♭M, gm, dm로 에올리아선

법119) 내의 화음 안에서 전개된다. 제301마디부터 제304마디는 3성부 반

주 패턴의 상승 이후 다시 정점에 도달한 부분으로, 트레몰로와 수직적

인 화음진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율의 하행진행이 특징이다. 화음 진

행은 gm, cm, dm/A, cm/B♭, cm, cm/B♭, adim/E♭로 에올리아선법에

포함된 화음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0>과 같

다.

119)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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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6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8)  단락
 단락은 제305마디부터 제329마디까지 총 25마디로 이루어져있으며

Cadenza로써 기존의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구성되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20)의 구성음으로 선율과 화음

이 전개되며 본 단락의 세부 악구는 아래의 <표 Ⅲ-10>과 같고, 연주파

형은 <그림 Ⅲ-9>와 같다.

120)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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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305∼제306

(2마디)

에올리아

선법
●

ⓑ
제307∼제312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

ⓒ
제313∼제316

(4마디)
● ●

ⓐ′
제317∼제318

(2마디)
에올리아

선법

● ● ●

ⓑ′
제319∼제322

(4마디)
●

ⓓ
제323∼제329

(7마디)
● ● ●

<그림 Ⅲ-9>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두 옥타브 이상의 넓은 음역 대에 걸쳐 나타나는 아르페지

오가 상승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규칙성을 띠지 않는 도약과 순차의 진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이징이 두 마디에 걸쳐 총 네 번 반복되고 있

고 리듬 꼴은 32분음표와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를 통해 꾸밈음과 유사

하게 형성되어 있다. 제305마디는 g minor의 1도와 4화음으로 선율이 상

승 진행하고 있다. 이후 제306마디는 6도와 전위된 1도 화음이 나타나는

데, 제305마디의 4도 화음으로부터 하행진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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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6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반음계적 변화음인 a′♭, c″♭음이 포함된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21)의 단선율과 화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두 마디 단

위로 세 번 반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제307마디부터 제308마디는

16분음표 당김음 요소가 포함된 아치형태의 도약하는 선율이 등장하고,

2박에 걸쳐 수직적인 화음이 나타난다. 단선율의 진행은 화음의 펼침 형

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성음을 통해 1도, 전위된 7도 단화음, 1도, 4도

화음으로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제309마디부터 제310마디도 두 마

디에 걸쳐 동일한 프레이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이 변화하는 단위

와 음역대의 차이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제309마디에서 드러나는 c″♭

음은 b′♭음에서 눌러낸 반음계적 상향 변화음으로써 일시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제307마디부터 제308마디의 선율보다 음역대가 상승된 형태

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화음에서 프레이징을 마무리하여 선율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제311마디부터 제312마디는 한 마디씩 단선

율과 수직적인 화음진행이 나타나며 앞의 네 마디와 유사한 형태를 띠며

악구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제311마디는 제309마디의 도입 선율

이 이도되고 요소가 재배열되어 상승하는 흐름을 가진다. 이후 제312마

디는 세 음으로 구성된 아르페지오 형태의 수직적인 화음이 8분음표 단

위로 상승하고 있고, 남은 두 박에서 8분쉼표 이후 다섯 음으로 이루어

진 화음으로 종지한다. 제311마디의 화음성질은 3음이 생략된 7도, 제312

마디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4도, 6도, 7도 단화음, 3도 장화음, 3음이 생략

된 7도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2>와 같다.

121)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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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6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16분음표와 8분음표로 구성된 하행 및 상행의 단선율로 전

개되며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22)의 선율에서 반음계적 변화음인 a″

♭, f″♭, d″♭, c″♭음이 나타나고 있다. 제313마디부터 제314마디는

두 박 단위로 형성된 짧은 악구가 총 네 번 이도되어 나타나고 두 박 단

위의 악구 첫 박에는 반음계적 변화음이 악센트로 표현되며 하행하고 있

다. 제315마디부터 제316마디는 앞에서 이어져오던 하행의 흐름과 대조

적으로 다시 상행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꾸밈음이 포함된 8분음표 리듬으

로 전개된다. 제315마디 마지막 박의 약박은 최고음역대에서 g″음과

a″♭음으로 구성된 2도 클러스터123)로 마무리된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3>과 같다.

122) <예보 Ⅲ-8> 참고.
123) 클러스터(clusters): 밀집 화음 중의 하나. 2도로 구성되는 다중 화음을 가

리킨다. 모든 스케일노트(음계음)를 2도로 쌓아올린 것과 스케일과 음까지

도 포함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흰 건반을 옥타브 위에서 동시에 울리는

경우(a)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옥타브를 지나서 동시에 울리는 경우(b)

이 둘의 차이에 해당한다. (a)는 코드 사운드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b)

는 효과음으로서의 용법이 많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음향을

톤 클러스터라고 한다. 삼포뮤직편집부, 앞의 책, p.204.



77

<예보 Ⅲ-6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요소가 리듬적으로 축약되어 32분음표의 5잇

단음표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317마디부터 제318마디는 악구 ⓐ

와 동등한 두 박 단위의 작은 악구가 총 네 번 반복되고 있으며 화음의

성질은 4도, 4도의 전위, 1도, 1도의 전위로 이루어져 있다. 두 박 단위의

선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각각의 첫 음은 c′→ b♭→ g → d음으로 큰

흐름 안에서 점차 하행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4>와 같다.

<예보 Ⅲ-6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에올리아선법124) 구성음에 반음계적 변화음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단선율의 하행 및 상행진행과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화음을 통

하여 악구의 긴장감을 상승시킨다. 제319마디부터 제320마디의 큰 흐름

은 하행진행이지만, 세부적인 움직임은 약간의 상승을 한 이후 하행진행

으로 악구가 전개되고 있다. 아티큘레이션의 특성은 스타카토, 한음에서

두음으로 이루어진 꾸밈음, 전성, 누르는 음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a(′)♭음과 a(′)음이 함께 등장하여 단2도를 형성하면서 선율적

124)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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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제321마디부터 제322마디의 선율은 상행진행을

하고 있으며, 선율적 변화음과 화음의 성격을 통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321마디는 아치형 선율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성과 스타카토,

꾸밈음, d′♭변화음을 통해 긴장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제322마디

는 상행하는 단선율에 이어 3개 음으로 구성된 수직적인 화음의 상승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화음은 1도 전위, 3도 단화음, 4도로 구

성되어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5>와 같다.

<예보 Ⅲ-6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단락에서 가장 고조된 부분으로 6잇단음표 리듬의 하행

선율을 양손으로 나누어 연주하는 형태를 띠고, 악구 ⓑ, ⓐ의 요소들을

응용한 형태로 악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에올리아선법125)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음에서 나타나는 변화음은 화성의 성질에 의해 변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제323마디부터 제324마디는 세 옥타브 음역대에 걸쳐 최고음

a″♭에서부터 c음까지 한 박 단위로 형성된 패턴이 병렬 배치되어 있

고, 제324마디부터는 decrescendo를 통해 악구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

다. 제325마디부터 제327마디는 악구 ⓑ의 단선율과 수직적인 화음요소

가 응용된 부분이며 제326마디부터 제327마디 두 번째 박까지 화음의 베

이스음으로 등장하는 b(′)♭음은 지속음으로써 비화성음에 해당한다.

제325마디의 화음성질은 1도, 제326마디는 두 박 단위로 각각 전위된 7

도 단화음, 6도 단화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a′♭음과 f″♯음을 통해 다

채로운 화음진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327마디는 두 박 단위로 4도 화

125)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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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전위, 1도 화음이 나타나며 첫 박의 fermata에서 프레이징이 마무

리 되고 세 번째 박부터 새로운 프레이징이 시작된다. 제328마디부터 제

329마디는 수직적인 화음과 악구 ⓐ의 요소인 아르페지오로 구성되어 있

다. 제328마디의 화음 성질은 4도 화음과 6도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29마디의 화음은 4도와 7도의 장화음으로 구성되어 아르페지오 주법

으로 단락을 마무리 한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6>과 같다.

<예보 Ⅲ-6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9)  단락
 단락은  단락의 Cadenza이후  단락에서 드러나는 선율적인

모티브가 화성 반주와 함께 응용되어 나타나는 부분으로 제330마디부터

제346마디까지 총 17마디이고 ♩=88의 빠르기를 가진다. 본 단락은 ‘G’

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26)의 선율과 에올리아선법127)의 화음으로 전개되

며 세부 악구는 아래의 <표 Ⅲ-11>과 같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10>

과 같다.

126) <예보 Ⅲ-8> 참고.
127)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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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330∼제334

(5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에올리아

선법

● ●

ⓐ′
제335∼제340

(6마디)
● ●

ⓑ
제341∼제346

(6마디)
● ● ● ●

<그림 Ⅲ-2>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제330마디부터 제334마디까지 다섯 마디에 걸쳐 선율이 형

성되어 있다. 선율은 3/4박자로 구성되며 오른손은 다섯 마디에 걸쳐 프

레이즈가 연결되어있고 왼손은 한 마디 단위로 프레이즈가 이루어져 있

다. 화음의 변화는 1도, 6도, 4도, 6도, 5도 단화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

음 구성음은 8분음표 중심의 아르페지오 형태로 나타난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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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6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선율이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페지

오 형태의 반주와 수직적인 화음의 형태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선

율은 2마디와 4마디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제335마디부터 제336마디

는 악구 ⓐ의 도입선율과 동등하지만 수직적인 화음 반주가 당김음 형태

로 엇박에 제시되며 하행 병진행하고 있다. 화음의 성질은 차례로 1도

전위, 5도 단화음의 전위, 4도 전위, 5도 단화음의 전위, 4도 전위, 1도

전위로 나타나고 있다. 제337마디부터 제340마디까지의 선율은 제332마

디부터 제334마디의 선율이 네 마디에 걸쳐 확장되고 있으며 화성은 불

규칙하게 형성되어 변화하고 있다. 제 337마디는 4도 화음이 펼쳐져 있

고, 제338마디는 4도 전위, 5도 단화음의 전위, 4도 전위화음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제339마디부터 제340마디는 5도 단화음이 두 마디에 걸쳐 아치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8>과 같다.



82

<예보 Ⅲ-6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선율이 16분음표로 축소되어 반주와 함께 2성부

로 전개되고 마디 구성은 2마디, 4마디로 나뉘어 있다. 제341마디는 16분

음표 리듬이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형성되어 선율이 상승하고 제

342마디에 도달한 이후에는 화음 형태로 하행하고 있다. 제343마디부터

제346마디는 제341마디와 제342마디가 확장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2

성부의 선율 프레이징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343마디 선율

의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은 제341마디보다 높게 이도되어 제시되며

상승하는 특징은 동일하다. 제344마디부터 제346마디까지는 2개 또는 3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하행하고 있고, 마지막

마디의 약박이 고음역대로 이어지면서 악구가 마무리 되고 있다. 화음진

행은 세 마디에 걸쳐 4도 화음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마디는 5도 단화

음이 전위된 형태로 형성되어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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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69>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10)  단락
 단락은 제347마디부터 제377마디까지 총 31마디로 ♩=124의 빠르

기를 갖는다. 악곡을 마무리 하는 부분으로 모든 섹션에서 나타났던 요

소가 종합적으로 재배치되어 구성된다. 본 단락의 세부 악구는 아래의

<표 Ⅲ-12>와 같고, 연주파형은 <그림 Ⅲ-11>과 같다.

<표 Ⅲ-12>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347∼제350

(4마디) 에올리아

선법

●

ⓑ
제351∼제352

(2마디)
● ● ●

ⓒ
제353∼제358

(6마디)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

● ● ●

ⓒ′
제359∼제364

(6마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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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에올리아선법128)의 저음역대 단선율과 점진적으로 상승하

는 아르페지오로 구성되어 있고, 반음계적 변화음인 c′♭음이 일시적으

로 등장한다. 제347마디는 옥타브 간격으로 도약하는 선율과 누르는 음

이 특징이고, 두 박 단위로 선율을 이도하여 변주하고 있다. 제348마디의

첫 번째 박에서는 전성 요소를 16분음표로 새롭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

째 박에서 누르는 음을 한 박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박은 16

분음표로 구성된 셋잇단음표를 활용하여 하행하는 선율의 진행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고, 네 번째 박에서 반복을 통해 최저음인 E♭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제349마디부터 제350마디는 16음표리듬을 활용하여 최저

음에서 고음역대로 상승하는 진행을 아르페지오로 나타내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70>과 같다.

128) <예보 Ⅲ-9> 참고.

ⓒ″
제365∼제367

(3마디)
● ●

ⓓ
제368∼제377

(10마디)

에올리아

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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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0>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에올리아선법129)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을 양손으로

연주하며, 불규칙적인 리듬 단위를 통해 고조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경과구이다. 제351마디부터 제352마디는 4/4박이지만 8분음표 단위의

3-3-2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16분음표 화음을 한

마디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 화음은 한 마디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

각 4도, 1도화음에 부가음이 추가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라노 선

율은 e″♭음에서 f″, g″음을 향해 상승하고 있고, 베이스 선율은 하행

하여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흐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해당 악구

는 <예보 Ⅲ-71>과 같다.

<예보 Ⅲ-71>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129)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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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 ⓒ는 청보장단130)의 호흡을 기반으로 한 불규칙적인 16분음표

리듬 단위가 악구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양손으로 나누어 전

개하는 방식과 단선율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율은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31)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행하는 반음계적

변화음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제353마디는 양손을 활용하여 16분음표

로 나눠지는 3-3-2 단위를 두 번 반복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제354마디

는 제353마디의 왼손선율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반복과 변주를 하고 있

고 이 선율의 3-3-2 패턴에서 2에 해당하는 리듬에 음의 방향성이 내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54마디는 f′음에서 d′음으로 하행하고 있

고, 제355마디는 4분음표 단위로 전환되어 f′→ e′♮→ e′♭음을 통

해 반음계적 하행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제356마디부터 제358마디까지는

제353마디부터 제355마디의 형태가 반복 및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

356마디에서는 제353마디의 왼손선율이 단3도 위로 이도되어 나타나고

있고 제357마디는 단선율로 변형되어 같은 리듬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

다. b♭음에서 c′음으로 누르는 특성과 점진적인 상승진행이 나타나는

제357마디 이후 제358마디는 16분음표의 3-3-2 형태가 4분음표 두 박

단위로 하행진행하고 세 번째 박에서 반복될 때에는 단3도 위로 이도되

어 전개되고 있다. 청보장단을 기반으로 한 해당 악구는 <예보 Ⅲ-72>

와 같다.

130) 청보장단: 동해안 지방의 대표적인 장단으로, 무가의 간주로 연주되며

3-2-3이 혼합된 8박 장단을 기본형으로 해서 다섯 차례의 변형을 구성한

다.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 음악개론』, (서울: 어울림,

1995), p.101.
131)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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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2>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제353∼제358마디의 청보장단 활용

청보장단 예보

기본형132)

활용

악구 ⓒ′는 악구 ⓒ의 요소가 재배치되어 반복되는 형태로 전개된

다.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133)의 선율이 중심을 이루고 반음계적인 변

화음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제359마디는 제356마디가 변형된 부분

으로 두 박 단위의 같은 패턴이 반복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제360마디

부터 제361마디까지는 기준박이 4분음표 단위로 전환되어 옥타브 간격의

도약과 누르는 음이 포함된 화음의 형태가 두 번 반복되고 있고, 제361

마디의 네 번째 박에서 선율을 하행 이도하여 나타내고 있다. 제362마디

부터 제364마디는 악구 ⓒ의 제355마디를 세 번 반복하며 중심음을 단3

도, 장2도 간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73>과 같

다.

132)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앞의 책, p.101.
133) <예보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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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3>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구 ⓒ의 리듬적인 특징을 응용한 단선율의 진행으로

‘G’음 중심의 계면조 선법을 벗어나는 a′(″)♭, b′♮, d″♭음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제365마디부터 제366마디는 16분음표 단위의

3-3-2 리듬 형태가 총 네 번 반복되고 있고 같은 패턴 안에서 음정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제365마디의 변화음은 a′♭음과 b′♮음으

로 3-3-2 리듬패턴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변화음이 나타난다. 반면,

제366마디에서는 d″♭ 변화음을 3-3-2 리듬패턴의 앞부분에 배치하였

다. 제367마디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3-3-2 패턴의 리듬을 도약진행과 화

음을 통해 두 번째 박까지만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에서

는 화음 요소를 한 박 단위로 변화하며 악구가 전개되고 있다. 세 번째

박은 7도 단화음의 전위에서 3음인 a″♭음이 반음 하행하고 있고, 네

번째 박은 전위된 1도 7화음에 6음인 e″♭음이 추가되어 클러스터134)로

표현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74>와 같다.

134) 본고 p.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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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4>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16분음표 리듬을 중심으로 양손이 2∼3성부로 나뉘어 전개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에올리아선법135)의 선율이 하행과 상행을 오

가며 전개되고 악곡이 최고조로 향하는 부분이다. 제368마디와 제369마

디는 3성부로써 오른손은 16분음표 하행으로, 왼손은 2성부 화음의 상행

및 하행으로 진행되며 양손이 각각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368마

디는 오른손 선율과 함께 두 박 단위의 1도 화음과 전위된 3도 화음이

나타나고, 제369마디에서도 오른손 선율과 6도 화음이 함께 전개되고 있

다. 제370마디는 16분음표의 상행진행을 양손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제

371마디에 이르러 제368마디부터 제370마디까지의 진행이 다시 한 번

등장하고 있다. 단, 제373마디는 제370마디보다 완전 4도 낮은 g음에서

시작하여 제374마디의 최고음인 a″♭음에 도달하고 있고, 제374마디는

16분음표의 하행진행을 두 박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 제375마디는 첫 박

을 생략한 후 두 번째 박부터 네 번째 박까지 오른손으로 글리산도를 하

여 낮은 음역대부터 높은 음역대로 상행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박에서 한 박 단위로 안족 밖의 음을 글리산도하고 있다. 제376

마디부터 제377마디까지는 제374마디부터 제375마디까지의 형태를 반복

하는데, 제376마디는 제374마디보다 낮은 음에서 하행진행이 시작되고,

제377마디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제375마디와 대

조적으로 하행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75>와 같다.

135)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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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5>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11)  단락
 단락은 제378마디부터 제388마디까지 총 11마디로  단락에서 이

어져 온 긴장도가 더욱 고조되어 악곡의 종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잦은 템포 변화를 통해 연결되며 양손의 화음요소를 중심으로 악곡을 마

무리하고 있다. 본 단락의 세부 악구는 아래의 <표 Ⅲ-13>과 같고, 연주

파형은 <그림 Ⅲ-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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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단락의 세부 악구
단

락

세부

악구

마디

(마디 수)
선법

다이내믹

pp p mp mf f ff fff sfz



ⓐ
제378∼제381

(4마디)

에올리아

선법

●

ⓑ
제382∼제385

(4마디)
● ●

ⓒ
제386∼제388

(3마디)
● ● ●

<그림 Ⅲ-12>  단락의 연주파형

악구 ⓐ는 에올리아 선법136)을 기반으로 한 왼손의 화성 베이스와 오

른손의 3개음으로 구성된 화음 진행으로 전개된다. 제378마디부터 제381

마디는 8분음표 단위의 3-2-3 리듬형태로 구성되고 한 마디 안에 한 번

씩 화음이 변화되어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다. 제378마디는 1도에서 1도

7화음의 3전위화음으로 연결되고 제379마디는 1도와 6도 화음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380마디는 4도와 1도의 1전위화음으로 이어지고, 제381마디

는 4도와 1도 7화음의 3전위 화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

보 Ⅲ-76>과 같다.

136)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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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6>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에올리아선법137)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꾸밈음, 화음, 글

리산도가 템포 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제382마디부터 제383마디는

2∼3개 음으로 된 꾸밈음과 4개 음으로 구성된 화음으로 형성되어 있다.

오른손의 요소는 f″음부터 c′음까지 점진적으로 하행하고 있고 화음은

한 마디 단위로 변화한다. 제382마디는 1도 화음으로 두 번째 박에서 화

음을 옥타브로 아래로 낮추어 전개하고 있고, 제383마디는 전위된 6도

화음이 나타난다. 제384마디부터 제385마디는 화음 요소와 글리산도를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불규칙한 형태로 화음으로 형성하고 있다. 제384

마디 두 박에 걸쳐 1도 7화음이 나타나고 제385마디 첫 번째 박까지 세

박에 걸쳐 3도 장화음으로 연결된다. 제385마디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6도 화음으로 연결되고 글리산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네 번째

박은 5도 단화음으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77>과 같다.

137) <예보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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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7>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악구 ⓒ는 악곡의 종지구로서 에올리아선법138)의 양손 화음과 클러스

터139) 형태의 글리산도로 이루어져 있다. 제386마디부터 제387마디는 유

사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화음과 표현방식을 바꾸어 전개하고 있다. 제

386마디는 한 박 단위로 1도 화음이 형성되어 있고 옥타브 위로 화음이

도약하면서 넓은 음역을 통해 crescendo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16분음표의 당김음과 화음의 동음반복을 통해 리듬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걸쳐서 1도 전위 화음을 클러스터

형태의 상행 및 하행 글리산도로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387마디는

왼손 화음에 변화를 주어 이전 마디와 동일한 오른손의 화음형태를 반복

하고 있고,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의 당김음을 5도 단화음에서 4도 화

음으로 연결하여 1도 화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후 제388마디는 제

387마디의 마지막 화음의 형태를 왼손 글리산도와 함께 짧은 음가로 끊

어 강렬하게 마무리 하고 있다. 해당 악구는 <예보 Ⅲ-78>과 같다.

138) <예보 Ⅲ-9> 참고.
139) 본고 p.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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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Ⅲ-78>  단락의 세부 분석 - 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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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매화산조> 연주해석

음악작품의 이상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본고 Ⅱ장과 Ⅲ장에서 다루었

던 객관적인 연주140)와 본 장에서 다룰 주관적인 연주에 대한 접근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의 구조와 다양한 연주지시 및 악기편성의

이해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곡가와 연주자를 분리

하여 속도, 셈여림,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등을 연주자 자신의 음악적

인 견해를 통해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주해석은 연주자

의 개성과 창조적인 표현의 행위로서 연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의를 가

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김대성의 25현 가야금 독주 작품인 가야금과 타

악기를 위한 <매화산조>에 대해 필자의 연주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곡가의 피드백과 함께 개작초연을 준비하며 연주해석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주법을 함께 제시하였다. 참고자료로는 개작초연 당시

사용했던 필자의 악보와 공연 실황 영상이 사용되었다.

1. 다이내믹

작곡가는 악곡 전반에 걸쳐 다이내믹(Dynamic)을 자세히 표기하면서

도 연주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었다.141) 작곡가의 의도를 수용하면

서도 다르게 해석했던 부분을 48마디에 걸쳐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다이

내믹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왼손과 오른손의 연주법을 함께

제언하고자 한다. 예보에서 삭제한 기존의 다이내믹은 흐리게 표기하였

고, 필자가 추가한 다이내믹과 연주법은 사각형과 함께 표기하여 기존의

다이내믹 중 필자가 수용한 항목과 구분하였다. 기존의 다이내믹과 필자

140) 객관적 연주는 연주자의 주관보다는 작품과 연관된 객관적 사실(악보, 작

품의 탄생 시기, 연주관행, 작곡가의 기록 등)을 중시하는 연주를 말한다.

홍정수․오희숙, 『음악미학』(서울: 음악세계, 1999), p.88.
141) 개작초연 준비과정에서 작곡가가 필자에게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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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석한 다이내믹의 비교는 <표 Ⅳ-1>와 같다.

<표 Ⅳ-1> 다이내믹 비교

번

호

마디

(마디 수)

다이내믹 비교 (다이내믹 개수)

기존의

다이내믹

필자가 해석한 다이내믹

변경

추가 삭제

1
제1∼제5

(5마디)
p(1), mp(1) pp(1) mp(1)

2
제17∼제22

(6마디)
p(2), mp(2)

cresc.(2),

decresc.(2), mf(1)
.

3
제26∼제29

(4마디)
p(1), mf(1)

p(1), mf(1),

decresc.(1)
p(1)

4
제38∼제39

(2마디)
cresc.(1), f(1) p(1), mf(1) cresc.(1)

5
제55∼제56

(2마디)
p(1)

cresc.(1),

decresc.(1)
.

6
제125

(1마디)
p(1), decresc.(1)

mp(1), cresc.(1),

mf(1), subito p(1)

p(1),

decresc.(1)

7
제134∼제137

(4마디)

mp(1),

decresc.(1)

cresc.(1),

decresc.(1),

p(1), mf(1)

.

8
제142∼제143

(2마디)

p(1), mp(2),

decresc.(1)
cresc.(1), mf(1) p(1), mp(1)

9
제220∼제223

(4마디)

p(2), mf(1),

f(2), decresc.(1)
mp(1), cresc.(1) p(1)

10
제226∼제228

(3마디)
mp(2), cresc.(1)

p(2), mf(1),

decresc.(1)
mp(2), cresc.(1)

11
제232∼제234

(3마디)
p(1), mf(1)

cresc.(1),

decresc.(1)
.

12
제241∼제244

(4마디)
mf(3), f(2)

p(2), mp(2), mf(1),

cresc.(1)
mf(3), f(1)

13 제304∼제306 p(1), mp(1) ff(1), mf(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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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제5마디

제1마디부터 제5마디까지는 Ⅳ도 화음이 세 마디, Ⅰ도 화음이 두 마

디에 걸쳐 등장하는데142), 제4마디부터는 마무리되는 느낌의 Ⅰ화음으로

화성이 바뀌기 때문에 여유롭게 호흡을 불어넣어 p에서 pp로 음량을 줄

인다. 온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Ⅰ도 화음을 연주한 이후, 이어지는 오

른손 선율도 pp로 음량을 유지하며 d″음에 잔농현, f″음에 퇴성을 한

다. 제1마디부터 네 마디에 걸쳐 화음을 연속해서 연주할 경우, 오른손

엄지로 연주하는 음들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손등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하면 깔끔한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제1마디부터 제5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과 같다.

<예보 Ⅳ-1> 다이내믹 해석 - 제1∼제5마디

② 제17∼제22마디

제17마디부터 제22마디까지의 선율은 저음부에서 전개되므로 현침에

142) 본고 p.22 참고.

(3마디)
cresc.(1),

decresc.(1)

14
제317∼제318

(2마디)

mp(3), fp(2),

cresc.(2),

decresc.(1)

mp(1), p(2),

subito p(1), mf(1),

f(1), cresc.(1)

mp(2),

cresc.(1), fp(2)

15
제323∼제325

(3마디)

p(1), f(1)

cresc.(1),

decresc.(1)

cresc.(2),

decresc.(3), p(1),

mf(2)

cresc.(1),

decresc.(1)



98

서 안족 방향으로 충분히 나와 연주하여 보다 풍성한 음색과 극적인 다

이내믹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17마디부터 제18마디 첫 번째 박

까지 선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crescendo를 mf까지 하고 두 번째 박에서

아르페지오 형태로 등장하는 겹앞꾸밈음과 g음을 mf로 유지하며 무게

있게 연주한다. 또한, 제18마디 세 번째 박부터는 decrescendo하여 제19

마디의 p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제20마디부터 제22마디까지는 앞

의 세 마디가 다시 반복되는데 제21마디 첫 박 까지만 음량을 키우고 두

번째 박부터 바로 decrescendo하여 이완된 분위기로 전환한다. 해당부분

은 다음의 <예보 Ⅳ-2>와 같다.

<예보 Ⅳ-2> 다이내믹 해석 - 제17∼제22마디

③ 제26∼제29마디

제26마디는  단락 악구 ⓑ＇의 마지막이지만 제27마디를 향해 mf로

음량을 키우고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 두 번째 박의 아르페지오부터 제

27마디까지 환상적(capriccioso)으로 선율을 연주한다. 제27마디부터 제

28마디까지는 선율과 화음이 하행하기 때문에 제29마디의 d음까지 자연

스럽게 decrescendo된다. 제27마디부터 오른손은 현침에서 음을 뜯기 시

작하여 선율의 하행 전개에 따라 현침에서 점점 멀어지고, 왼손은 오른

손의 다이내믹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제29마디의 d음을 꾸밈음과 연주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윗배의 근육을 긴장하고 오른쪽 어깨를 안으로 둥글

게 말아서 1-2주법으로 속소리를 내도록 한다. 제26마디부터 제29마디까

지는 다음의 <예보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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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3> 다이내믹 해석 - 제26∼제29마디

④ 제38∼제39마디

제39마디 첫 박에 표시된 악센트를 날카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38

마디의 crescendo를 점진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g, b♭, c′음의 아르페

지오는 p로 연주하고 마지막 f′음의 아르페지오만 급격하게 mf까지 음

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아르페지오를 연주할 때, 겹앞꾸밈음에 해당하는

음정들은 손끝으로 줄을 가볍게 스치고 엄지로 연주하는 g → b♭→

c′→ f′→ a′♭음을 선명하게 들리도록 한다. 또한, 저음에서 고음으

로 올라갈수록 현침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른손을 점점 이동하여 다이내

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제38마디와 제39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4>

와 같다.

<예보 Ⅳ-4> 다이내믹 해석 - 제38∼제39마디

⑤ 제55∼제56마디

제55마디와 제56마디는 G음부터 g″음까지 세 옥타브에 걸쳐 상승

전개되는데 점진적인 crescendo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5마디는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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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기된 p로 연주하고 제56마디는 ritardando하면서 앞의 두 박은 긴

장감을 고조시키며 crescendo하고 뒤의 두 박은 decrescendo를 통해 앞

에서 이어져온 긴장감을 이완시킴으로써 제57마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

도록 한다. 제56마디의 마지막 두 박에서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며 화음

을 연주하면 더욱 공간감 있는 아련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

55마디와 제56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5>와 같다.

<예보 Ⅳ-5> 다이내믹 해석 - 제55∼제56마디

⑥ 제125마디

제125마디의 악보표기는 p로 되어있지만 제122마디부터 이어져오던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125마디 첫 음부터 두 번째 박의 B♭

음까지 mp에서 mf로 crescendo하고 마지막 G#음에서 중후한 농현과 함

께 subito p로 급격하게 음량을 줄여 입체적으로 음악을 전달한다. G#음

의 농현을 현침에서 많이 나와 연주하면 풍성한 음색과 함께 앞의 긴장

감을 이완시킬 수 있다. 제125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6>과 같다.

<예보 Ⅳ-6> 다이내믹 해석 - 제12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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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34∼제137마디

제134마디부터 제135마디까지는 선율이 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p까지

decrescendo되고, 제136마디는 제134마디와 동일하지만 제137마디는 제

135마디의 선율과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제136마디 4번째 박부터 mf

에서 crescendo하여 제137마디 d′음까지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뒤에

등장하는 decrescendo와 대비되게 한다. 제135마디와 제137마디의 마지

막 화음은 각각 두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

문에 현침에서 조금 나와 음량은 작지만 긴 여음으로 울릴 수 있도록 연

주한다. 제134마디부터 제137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7>과 같다.

<예보 Ⅳ-7> 다이내믹 해석 - 제134∼제137마디

⑧ 제142∼제143마디

제142마디의 마지막 화음은 p가 아닌 mp로 음량을 유지하며

crescendo를 통해 제143마디의 시작을 mf로 이어지게 한다. 이는 같은

선율 패턴이지만 다른 다이내믹으로 변화를 주어 두 번째 박부터 등장하

는 decrescendo와 대비되게 한다. 제142마디부터 제143마디까지는 다음

의 <예보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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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8> 다이내믹 해석 - 제142∼제143마디

⑨ 제220∼제223마디

제220마디와 제221마디는 비슷한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반복을 피

하고 제222마디 mf에 에너지를 더 실어주기 위하여 제221마디의 마지막

박의 다이내믹을 p가 아닌 mp로 음량을 키운다. 그리고 제221마디의

f″음을 legato로 g′음까지 부드럽게 연주하며 제222마디와 자연스럽게

연결 짓고, 제222마디의 화음이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rescendo하여 제223마디의 decrescendo와 대비를 이루도록 한다. 제220

마디부터 제223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9>와 같다.

<예보 Ⅳ-9> 다이내믹 해석 - 제220∼제223마디

⑩ 제226∼제228마디

제226마디 두 번째 박에서 기존의 mp보다 음량을 더 줄인 p로 아르

페지오를 마무리하고 변화음인 a′♭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쾌쾌한 분위

기를 제227마디 첫 번째 아르페지오까지 연결한다. 또한, 제227마디부터

제228마디까지 두 마디에 걸쳐 mf부터 p까지 decrescendo를 통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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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련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제227마디에서 왼손으로 누르는

f′#음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주 후에 줄을 가볍게 막고 왼손모지로

d″음을 눌러 깔끔하게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고, 제228마디의 아르페지

오는 손의 힘을 다 빼고 오직 손끝만을 이용하여 p로 늘어지듯이 연주

한다. 제226마디부터 제228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0>과 같다.

<예보 Ⅳ-10> 다이내믹 해석 - 제226∼제228마디

⑪ 제232∼제234마디

제232마디부터 제234마디까지의 선율은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상승하

며 전개된다. 제232마디부터 제233마디 첫 박까지 crescendo하였다가 제

233마디 두 번째 박부터 ritardando와 함께 p까지 decrescendo하여 마무

리한다. 해당부분과 같이 아르페지오를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손등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엄지손가락 끝의 감각을 살려 각 아르페지오

의 소프라노 음을 연주하면 자연스럽게 아르페지오를 구성하는 모든 음

들을 고르게 소리 낼 수 있고 동시에 선율의 방향성을 잘 전달할 수 있

다. 제232마디부터 제23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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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11> 다이내믹 해석 - 제232∼제234마디

⑫ 제241∼제244마디

제241마디와 제242마디에서는 각각 crescendo가 이루어지는데 제241

마디는 앞의 마디인 제240마디에서 p로 선율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mf

가 아닌 p부터 mp까지 음량을 키우고, 제242마디는 제241마디보다 다이

내믹의 범주를 더 확장시켜서 mp부터 f까지 crescendo한다. 제241마디부

터 제242마디 두 번째 박까지의 선율은 p에서 mp까지의 다이내믹내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연주하는 음들의 음색이 튀지 않도록 손끝을

최대한 둥글게 모아야 한다. 제243마디의 마지막 박부터 다섯 박에 걸쳐

반음진행으로 전개되는 말발굽 음형은 장구와 마찬가지로 p부터 시작하

고, 제244마디 네 번째 박의 말발굽부터 급격하게 mf까지 crescendo하여

제245마디의 f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제241마디부터 제24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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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12> 다이내믹 해석 - 제241∼제244마디

⑬ 제304∼제306마디

제304마디의 마지막 화음을 p가 아닌 ff로 연주하여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충분히 호흡한 후에 Cadenza로 넘어간다. 제305마디의 선율은

상승하기 때문에 mp부터 mf까지 crescendo하고 제306마디의 선율은 두

박 단위로 하행하기 때문에 decrescendo하여 제305마디와 제306마디를

입체적으로 연주한다. 그리고 제306마디 끝부분에서 c′음과 d′음을

2-1주법으로 연주할 때, c′음을 테누토 스타카토로 막고 d′음을 엄지

손가락으로 여유롭게 연주하여 갈망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제

304마디부터 제306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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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13> 다이내믹 해석 - 제304∼제306마디

⑭ 제317∼제318마디

제317마디부터 제318마디까지는 5잇단음표가 포함된 음형이 연속해서

네 차례 등장하고 있다. 제317마디의 첫 번째 박부터 두 번째 박까지는

mp를 유지하고, 세 번째 박부터 네 번째 박까지는 p에서 mp까지

crescendo하여 제318마디의 mf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제318마디는 두

번째 박까지 mf에서 f로 음량을 키우며 각 음들을 묵직하게 연주하고

d″음에서 subito p로 음량을 급격하게 줄인다. 남은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서는 호흡을 크게 하고 p부터 decresendo하며 악보상의 리듬

보다 훨씬 여유롭게 연주한다. 제317마디부터 제318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4>와 같다.

<예보 Ⅳ-14> 다이내믹 해석 - 제317∼제318마디

⑮ 제323∼제325마디

제323마디부터 제324마디까지는 두 마디에 걸쳐 8개의 6잇단음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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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하행하고 있다. 제323마디부터 제324마디 두 번째 박까지

decrescendo하고, 제324마디 세 번째 박부터 네 번째 박의 g′, f′, d′

음까지 crescendo하다가 마지막 박의 c, d, f음에서 음량을 줄이며 제325

마디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한다. 제325마디는 한 마디 안에서 두 박

단위로 p부터 mf까지 crescendo와 decrescendo를 하여 입체적으로 연주

한다. 제323마디부터 제325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5>와 같다.

<예보 Ⅳ-15> 다이내믹 해석 - 제323∼제325마디

2. 아고긱

아고긱(Agogik)이란 속도변화에 따른 그리스어 agoge에서 유래된 말

로서 후고 리만(Hugo Riemann)143)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며, 연주할

때에 엄격한 템포나 리듬에 미묘한 변화를 붙여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한

143)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6∼1919): 독일의 음악학자ㆍ이론가. 튀링겐

지방의 존더스하우젠에서 태어나 튀빙겐 대학ㆍ라이프치히 대학ㆍ동 음악

원에서 공부하고 또 피아노를 리스트의 제자 라첸벨거, 음악이론을 음악

애호가였던 아버지와 존더하우젠의 카펠마이스터로부터 사사하였다. 1873

년에는 『기보법(記譜法)의 역사의 연구』를 발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 자격을 얻었다. 1881년 이후 함부르크ㆍ비스바덴 둥의 음악 학교를

거쳐 1895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복귀, 1908년에는 음악학 연구소를 창설,

그 소장이 되었으며 1919년 7월 10일 그 곳에서 사망했다.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音楽人名辞典』(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p.594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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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고긱에는 rallentando(rall.), accelerando(accel.), tempo rubato등이

있다.144) 작곡가는 악곡의 대부분을 제시된 템포 내에서 poco rubato로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poco rubato를 호흡과 함께

accelerando와 ritardando로 나누어 해석하였고, 이는 관객에게 긴장과

이완을 더욱 극대화시켜 악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본 고에

서 살펴볼 아고긱의 범위는 기존의 빠르기 지시어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부분으로 제한하였고, 아고긱의 전개 상 크게 호흡해야하

는 부분을 ‘호흡 점’이라 하고 예보에는 쉼표로 나타내었다. 또한, 필자가

해석한 아고긱 및 연주법은 사각형과 함께 예보에 표기하였으며 기존의

아고긱과 필자가 해석한 아고긱의 비교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아고긱 비교

144)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標準 音樂事典』(서울: 세광음악출

판사, 1980), p.581.

번호
마디

(마디 수)

아고긱 비교 (아고긱 개수)
호흡 점

개수기존의 아고긱
필자가 추가한

아고긱

1
제9∼제10

(2마디)
. poco rit. 0개

2
제30∼제31

(2마디)
. poco accel., a tempo 2개

3
제59∼제60

(2마디)
rit. poco accel. 1개

4
제128∼제129

(2마디)
. poco accel., a tempo 2개

5
제212∼제213

(2마디)
. poco accel. 0개

6
제232∼제233

(2마디)
rit.

poco accel.,

poco rit.
0개

7
제305∼제306

(2마디)
poco rubato poco rit.(2) 1개

8 제311∼제312 . poco accel.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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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제10마디

제9마디부터 제10마디까지는 제4마디부터 제5마디까지의 음형과 동일

하지만 제1마디부터 진행되어 온 세부악구가 마무리 되는 부분이다. 제9

마디의 세 번째 박부터 등장하는 오른손 선율을 농현, 퇴성과 함께 손끝

으로 연주하고, 제10마디의 두 번째 박 f″음부터 점차 느려지며 왼손

연주법을 깔끔하게 연주한다. 제9마디와 제10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

-16>과 같다.

<예보 Ⅳ-16> 아고긱 해석 - 제9∼제10마디

② 제30∼제31마디

제30마디부터 제31마디까지는 제27마디부터 두 마디의 선율이 반복되

기 때문에 템포에 변화를 주며 전개한다. 제30마디의 아르페지오를 악보

상의 리듬보다 훨씬 여유롭게 연주한 이후 크게 호흡을 넣고 이어서 등

(2마디)

9
제313∼제316

(4마디)
.

accel.,

poco accel.
1개

10
제323∼제324

(2마디)
.

poco accel., accel.,

rit.
.

11
제330∼제334

(5마디)
a tempo poco rit. 2개

12
제335∼제339

(5마디)
. poco accel.(2)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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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c″음부터 제31마디 d′음까지 poco accelerando하여 악곡에 긴

장감을 부여한다. 제31마디 f′음 전에 다시 호흡을 하여 a tempo로 돌

아오고 나머지 선율을 여유롭게 연주하며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제30마

디와 제31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17>과 같다.

<예보 Ⅳ-17> 아고긱 해석 - 제30∼제31마디

③ 제59∼제60마디

제59마디부터 제60마디까지는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한 마

디 단위로 poco accel.과 rit.를 오가며 긴장과 이완의 대비가 뚜렷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제59마디의 b′♭음과 c′음 사이에 호흡을 많이 넣어

늘어지듯이 연주하고, 제60마디의 d′음까지 poco accelerando하였다가

다시 왼손으로 연주하는 두 번째 박의 d음부터 ritardando하며 악구를

서서히 마무리한다. 제59마디부터 제60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18>

과 같다.

<예보 Ⅳ-18> 아고긱 해석 - 제59∼제60마디



111

④ 제128∼제129마디

제128마디 첫 번째 박의 아르페지오와 세 번째 박의 a′♭음 퇴성 이

후에 호흡을 충분히 넣어 다음 선율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그리고 제

128마디 마지막 박의 아르페지오부터 제129마디 두 번째 박 아르페지오

까지 한 호흡으로 poco accel.하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마지막박

의 아르페지오에서 a tempo로 돌아온다. 제128마디와 제129마디는 다음

의 <예보 Ⅳ-19>와 같다.

<예보 Ⅳ-19> 아고긱 해석 - 제128∼제129마디

⑤ 제212∼제213마디

제212마디 마지막 박의 c″음과 제213마디 아르페지오 사이를 poco

accel.로 연주하면 아련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살짝 더해져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제213마디 아르페지오에서 왼손

으로 연주하는 b♭- c′- e′♭ 화음을 제212마디로 미리 끌어와 아르

페지오의 소프라노 음인 g′음이 제213마디의 첫 박이 될 수 있게 연주

한다. 제212마디와 제213마디의 선율이 반복되는 제217마디부터 제218마

디에도 이와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제212마디와 제213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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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20> 아고긱 해석 - 제212∼제213마디

⑥ 제232∼제233마디

제232마디부터 제233마디는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아르페

지오 주법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제232마디부터 제233마디

의 첫 번째 아르페지오까지 poco accelerando하다가 제233마디의 두 번

째 박 아르페지오부터 poco ritardando하여 점점 아련해지는 분위기로

마무리한다. 제232마디와 제233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21>과 같다.

<예보 Ⅳ-21> 아고긱 해석 - 제232∼제233마디

⑦ 제305∼제306마디

제305부터 제306마디는 Cadenza인  단락의 시작부분이다. 제305마

디 세 번째 박의 마지막 음인 d″음과 이어서 나오는 f″음 사이를 poco

ritardando하여 여운을 주고 충분한 호흡을 하며 제306마디와 연결한다.

제306마디 처음에 나오는 아르페지오는 악보상의 리듬보다 늘려서 연주

하고, 특히 e♭음은 tenuto하여 진한 음색을 표현한다. 또한, 제30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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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상

상하며 poco ritardando한다. 제305마디와 제306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

-22>와 같다.

<예보 Ⅳ-22> 아고긱 해석 - 제305∼제306마디

⑧ 제311∼제312마디

제311마디의 F음과 c음에 호흡을 넣어 tenuto로 연주하고, 제312마디

의 아르페지오 5개를 crescendo와 함께 poco accelerando하여 f를 극대화

시킨다. 이때, 세 음으로 구성된 아르페지오 4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

로 연주하는 소프라노음이 잘 들리고 나머지 두 음은 그에 비해 가볍게

연주하며 8분 쉼표 이후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는 모든 음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연주한다. 제311마디와 제312마디는 다음의 <예보 Ⅳ

-23>과 같다.

<예보 Ⅳ-23> 아고긱 해석 - 제311∼제31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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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313∼제316마디

제313마디부터 제314마디까지는 16분음표와 8분음표로 이루어진 두

박 단위의 음형이 총 네 번에 걸쳐 하행선율로 전개되고 있다. 제313마

디부터 두 마디에 걸쳐 ♩=54부터 ♩=88까지 속도를 당기는데, 제313마

디에서는 빠르기 ♩=54를 유지하다가 제314마디에서 들어서 급격하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새로운 호흡으로 제315마디 선율을 여유롭게 연주하

고, 세 번째 박부터 다시 poco accelerando와 동시에 crescendo하여 제

316마디의 긴 여운과 대비되도록 한다. 제313마디부터 제316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24>와 같다.

<예보 Ⅳ-24> 아고긱 해석 - 제313∼제316마디

⑩ 제323∼제324마디

제323마디부터 제324마디까지는 6잇단음표 음형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다른 템포의 accelerando가 두 차례 등장한다. 제323마디에서는 ♩

=45에서 시작하여 ♩=57까지만 poco accel.하고, 제324마디에서는 세 번

째 박까지 ♩=120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accelerando한다. 이후 남아

있는 마지막 6잇단음표에서 ritardando하여  단락을 서서히 마무리한

다. 제323마디부터 제32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25>와 같다.145)

145) 해당부분의 다이내믹은 p.1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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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25> 아고긱 해석 – 제323∼제324마디

⑪ 제330∼제334마디

제330마디부터 제334마디까지는  단락의 첫 번째 세부악구이며

<매화산조>의 주선율에 해당한다. 제330마디 두 번째 박 이후에 약 8분

쉼표 길이만큼 호흡을 하였다가 나머지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갈망하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제332마디에서 오른손의 f″음과 왼손의 c음

이후에 호흡을 한 번 더 크게 넣어 제334마디까지 웅장한 느낌으로 연주

하고, 제334마디의 왼손선율에서 poco ritardando하며 마지막 c′음을 충

분히 fermata한다. 제330마디부터 제334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

-26>과 같다.

<예보 Ⅳ-26> 아고긱 해석 - 제330∼제334마디

⑫ 제335∼제339마디

제335마디부터 제339마디까지는 <매화산조>의 주선율이 다른 반주형

태 위에서 반복된다. 제335마디는 여유롭게 시작하여 제336마디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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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화음까지 poco accelerando하다가 마지막 화음의 길이를 약 1.5배정

도 늘려 제337마디를 새로운 호흡으로 연결한다. 제339마디는 왼손으로

연주하는 선율 중 첫 번째 d음만 tenuto하고 나머지 음들은 poco

accelerando하여 제340마디에서 등장하는 ritardando와 대비되도록 한다.

제335마디부터 제339마디까지는 다음의 <예보 Ⅳ-27>과 같다.

<예보 Ⅳ-27> 아고긱 해석 - 제335∼제339마디

3. 프레이징

프레이징은 비슷한 질감 또는 분위기의 선율들을 한 단락으로 묶는

과정으로 악곡의 음악적 맥락을 크게 살펴볼 수 있다. 필자는 단락별 세

부악구와 굵은 마디 선을 기점으로 <매화산조> 프레이징의 대부분을 나

누었지만, 본 장에서는 전자와 다른 기준으로 묶어진 프레이징이나 악보

상의 짧은 프레이징을 긴 호흡으로 이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기존의 프레이징과 필자가 해석한 프레이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Ⅳ-3>과 같고, 프레이징 비교 란에 쓰인 박은 해당 마디의 박자표

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Ⅳ-3> 프레이징 비교

번

호
마디 박자표

프레이징 비교 (프레이징 개수)

기존의

프레이징
필자가 해석한 프레이징

1 제13∼제16
4/4,

3/4

1박(4), 1.5박(1),

2박(1), 3박(1)
13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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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제19 3/4 2박(2), 3박(1) 9박(1)

3 제55∼제57 4/4 . 9박(1)

4 제80∼제83 2/4 1박(1), 2박(1) 8박(1)

5 제105∼제110 2/4 . 12박(1)

6 제126∼제129 4/4 . 16박(1)

7 제134∼제137 4/4 7박(1), 8박(1) 16박(1)

8 제140∼제144 5/4
2박(1), 3박(3),

5박(4)
25박(1)

9 제185∼제189 3/4 2박(6), 3박(1) 7박(1), 8박(1)

10 제195∼제198 3/4 2박(5) 12박(1)

11 제200∼제202 3/4 1박(8) 9박(1)

12 제225∼제228
2/4,

3/4
. 10박(1)

13 제229∼제231
2/4,

3/4
. 8박(1)

14 제241∼제244 5/4 1박(3), 2박(4) 10박(2)

15 제271∼제272 5/4 5박(2) 10박(1)

16 제285∼제288
5/8 5박(3)

(8분음표)15박+(4분음표)3박(1)
3/4 3박(1)

17 제289∼제292 4/4 . 16박(1)

18 제307∼제310 4/4 . 16박(1)

19 제343∼제346 4/4
3박(1), 6박(1),

7박(1)
12박(1)

20 제362∼제364 4/4 . 12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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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제16마디

제13마디부터 제16마디의 경우, 제11마디와 제12마디의 선율이 제13

마디와 제14마디에 반복되고 제15마디에서는 앞의 선율에서 파생된 새로

운 선율이 등장한다. 선율전개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제15마디 직전

에 호흡을 넣어 연주하면 호흡하는 동안에 시간차가 발생하여 음악의 흐

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14마디의 화음에서 여음을 세 번째 박 끝까지

유지하여 제15마디의 첫 음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제15마디의 선율을

추성, 퇴성 등의 왼손 주법으로 인해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13마

디부터 제16마디까지를 하나의 프레이징으로 연결한다. 해당 마디는 다

음의 <예보 Ⅳ-28>과 같다.

<예보 Ⅳ-28> 프레이징 해석 - 제13∼제16마디

② 제17∼제19마디

제17마디부터 제19마디까지의 선율은 제20마디부터 한 번 더 반복되

어 세 마디 단위의 형태가 총 두 번 등장한다. 제17마디와 제18마디에서

는 4분의 3박자 속에 2박자 단위로 묶어지는 짧은 프레이즈가 등장하는

데 이것들을 아치형의 긴 호흡으로 연결하여 세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연주한다. 해당 부분은 <예보 Ⅳ-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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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29> 프레이징 해석 - 제17∼제19마디

③ 제55∼제57마디

제55마디 G음부터 제57마디의 첫 번째 양손화음까지 상승하는 선율

을 한 프레이즈로 연결한다. 제55마디에 등장하는 네 음에서는 몸의 움

직임을 최소화하고, 제56마디에서 ritardando를 하면서 들숨으로 천천히

호흡하여 선율의 질감을 통일시킨다. 해당 부분은 다음의 <예보 Ⅳ-30>

과 같다.

<예보 Ⅳ-30> 프레이징 해석 - 제55∼제57마디

④ 제80∼제83마디

제80마디부터 제81마디까지는  단락의 악구 ⓑ′이고, 제82마디부

터 제83마디까지는  단락의 악구 ⓒ로, 두 마디 씩 서로 다른 세부악

구에 속해있지만 하나의 호흡으로 전개된다. 제80마디부터 제81마디까지

crescendo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어 제82마디와 제83마디까지 그 상승

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해당 부분은 <예보 Ⅳ-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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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31> 프레이징 해석 - 제80∼제83마디

⑤ 제105∼제110마디

제107마디부터 제110마디까지는 제104마디의 선율이 네 마디에 걸쳐

확장된다. 제105마디부터 제106마디까지의 crescendo를 통해 상승된 긴

장감은 제107마디부터 제110마디까지 이어져서 여섯 마디가 한 호흡으로

연결된다. 특히 제107마디부터 제110마디까지 각 마디의 마지막 박 여음

을 다음 마디의 첫 번째 음까지 아치형으로 연결하면 프레이징을 잘 전

달할 수 있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32>와 같다.

<예보 Ⅳ-32> 프레이징 해석 - 제105∼제110마디

⑥ 제126∼제129마디

제126마디부터 제129마디까지를 한 프레이즈로 연결하고, 동일한 패

턴이 반복되는 제130마디부터 제133마디까지도 한 프레이즈로 연결한다.

제126마디부터 제127마디까지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약간의 긴장감을 가

지며 연주하고, 각 마디의 마지막에 위치한 아르페지오의 여음을 악보에

기재된 음길이만큼 유지하여 프레이즈가 잘 전달되도록 한다. 제128마디

의 첫 아르페지오에서 단전으로 호흡을 충분히 이완시켰다가 제12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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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지막 박부터 제129마디의 두 번째 박 아르페지오까지 굽혔던 상체

를 서서히 피며 선율의 상승에 따라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 해당부분은

다음의 <예보 Ⅳ-33>과 같다.

<예보 Ⅳ-33> 프레이징 해석 - 제126∼제129마디

⑦ 제134∼제137마디

제134마디부터 제137마디까지는 두 마디 단위의 화음과 선율이 결합

한 형태를 양손으로 나누어 연주하지만, 마치 한 손으로 연주하는 것처

럼 음색을 통일시키고 추성과 잔농현 등의 시김새를 적절히 첨가하여 프

레이징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34>와 같다.

<예보 Ⅳ-34> 프레이징 해석 - 제134∼제137마디

⑧ 제140∼제144마디

제140마디부터 제144마디까지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중심으로 하나

의 프레이즈가 형성된다. 제140마디부터 제141마디의 네 번째 박까지는

음악적인 표현이 거의 없도록 절제하며 연주하고, 제141마디 마지막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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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왼손 화음은 긴장감을 가지며 8분음표 단위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

흡으로 연주한다. 이후 제142마디 첫 박에서 급격한 날숨을 쉬고 두 번

째 박부터 마지막 박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제143마디 첫 박에서

제142마디 시작부분에서 쉬었던 날숨보다 더 큰 폭으로 단전까지 숨을

내쉬며 남은 선율을 마무리한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35>와 같다.

<예보 Ⅳ-35> 프레이징 해석 - 제140∼제144마디

⑨ 제185∼제189마디

제185마디부터 제188마디는 4분의 3박자이지만 16분음표로 이루어진

두 박 단위의 음형이 짧은 프레이즈로 연결되어있고, 제189마디만 박자

표와 대응되는 세 박 단위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어있다. 이 부분의 선율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185마디부터 제187마디 두 번째 박까지

두 박 단위로 하강하는 선율과 제187마디 세 번째 박부터 제189마디까지

상행하는 선율이다. 이처럼 선율의 이동방향에 따라 프레이즈를 묶게 되

면 질감이 통일되어 깔끔하게 선율을 전달할 수 있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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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36> 프레이징 해석 - 제185∼제189마디

⑩ 제195∼제198마디

제195마디부터 제198마디까지는 16분음표 여섯 개와 8분음표 한 개로

이루어진 음형이 총 다섯 번 반복되며 F음부터 f″음까지 세 옥타브에

걸쳐 선율이 순차적으로 상행하고 있다. 각 음형의 끝 음을 legato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다음 음형의 시작 음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다.

단, 제197마디 마지막 박부터 시작하는 음형의 마지막 f″음은 16분음표

음길이로 들숨과 날숨을 빨리 마무리하여 이어지는 두 번째 박의 아르페

지오를 강렬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37>과

같다.

<예보 Ⅳ-37> 프레이징 해석 - 제195∼제198마디

⑪ 제200∼제202마디

제200마디부터 제202마디 두 번째 박까지는 8분음표 두 개로 이루어

진 네 박 단위의 음형이 상행하며 두 차례 반복된다. 제200마디부터 제

201마디 첫 번째 박 까지는 c음부터 c″음까지 선율이 상승하고 제20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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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두 번째 박부터 제202마디 두 번째 박까지는 앞의 음형보다 더 넓은

음폭 안에서 선율이 전개되는데 제200마디부터 제202마디까지 선율의 분

위기가 같으므로 이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한다. 특히, 네 박 단위의

음형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박의 호흡을 충분히 들이마시게 되면 선율과

함께 긴장감도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

-38>과 같다.

<예보 Ⅳ-38> 프레이징 해석 - 제200∼제202마디

⑫ 제225∼제228마디

제225마디부터 제228마디까지는 세 박과 두 박으로 이루어진 선율 패

턴이 두 차례 반복된다. 제225마디부터 제226마디 첫 번째 박까지는 흉

부까지만 숨을 들이마시며 연주하고, 제226마디 두 번째 박 아르페지오

에서 호흡을 서서히 내뱉다가 제227마디의 아르페지오에서 남아 있는 숨

을 8분음표 길이만큼 빠르게 내쉰다. 제227마디와 제228마디에서는 앞의

두 마디보다 더 짙어진 분위기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훨씬 호

소력 있게 선율을 전달할 수 있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39>와 같다.

<예보 Ⅳ-39> 프레이징 해석 - 제225∼제22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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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229∼제231마디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세 마디에 걸쳐 선율이 상승하는 제229마디부터

제231마디까지는 4분의 3박자 두 마디와 4분의 2박자 한 마디가 한 프레

이즈를 이루며 전개된다. 선율의 상승과 함께 들숨으로 상체를 뒤로 젖

히며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손등근육보다는 주로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아르페지오의 음색을 통일하도록 한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40>과 같

다.

<예보 Ⅳ-40> 프레이징 해석 - 제229∼제231마디

⑭ 제241∼제244마디

제241마디부터 제244마디까지는  단락의 악구 ⓑ이지만 세부악구에

맞춰 프레이즈가 나눠지지 않고 두 마디 단위로 나뉘어 전개된다. 제241

마디와 제242마디에서 장구의 다이내믹이 두 마디에 걸쳐 전개되는 것처

럼 가야금도 제241마디와 제242마디를 하나의 프레이징으로 묶고 음색을

통일시킨다. 제241마디에서는 호흡을 절제하고 마지막 박의 악센트는 단

단한 정도로만 소리 낸다. 제242마디에서는 제241마디보다 들숨의 폭을

급격하게 늘려서 긴장감을 높이고 마지막 박의 악센트는 이전마디의 악

센트보다 더욱 세고 강렬하게 연주한다. 이어지는 제243마디 마지막 박

부터 제244마디 네 번째 박까지는 반음 하행의 말발굽음형이 등장하는데

선율의 질감을 통일시켜 하나의 프레이징으로 연결한다. 제241마디부터

제244마디까지는 <예보 Ⅳ-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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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41> 프레이징 해석 - 제241∼제244마디

⑮ 제271∼제272마디

제271마디부터 제272마디는 16분음표 길이로 이루어진 왼손 한 음과

오른손 세 음의 음형이 낮은음역대부터 높은음역대까지 순차적으로 상행

하며 전개된다. 제271마디의 선율은 등을 살짝 둥글게 굽혀서 손끝의 움

직임만 존재하는 느낌으로 연주하며 옥타브 간격으로 연주하는 오른손의

선율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음의 색깔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

다. 제272마디의 왼손 선율은 화음으로 전개하며 앞의 마디보다 높은 음

역대에서 연주되므로 상체는 세우되 호흡을 날숨으로 하여 상승선율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42>와 같다.

<예보 Ⅳ-42> 프레이징 해석 - 제271∼제272마디

⑯ 제285∼제288마디

제288마디에서는 제284마디의 선율과 화성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하여

제285마디부터 제288마디는 제281마디부터 제284마디까지의 선율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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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네 마디에서 accelerando로 인해 이미 템포가

당겨져 있는데 제285마디부터 accelerando가 한 번 더 등장하여 ♪=270

보다 더 빠른 속도 안에서 선율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각 마디 첫 박에

위치한 악센트의 역할이 줄어들고 네 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되

며 긴박감 있게 전개된다. 제285마디부터 제288마디까지는 <예보 Ⅳ

-43>과 같다.

<예보 Ⅳ-43> 프레이징 해석 - 제285∼제288마디

⑰ 제289∼제292마디

제289마디부터 제292마디는 본 악곡에서 가장 클라이맥스 부분으로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하여 화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289마디부

터 제290마디의 소프라노 음들은 제291마디와 제292마디에서 한 옥타브

씩 낮추어 두 박 단위로 다른 화성진행 속에서 진행된다. 화음마다 호흡

을 새로 불어넣지 않고 제289마디에서 쉬었던 호흡으로 네 마디를 한 번

에 연결시키도록 한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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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Ⅳ-44> 프레이징 해석 - 제289∼제292마디

⑱ 제307∼제310마디

제307마디부터 제310마디까지는 두 마디 단위로 같은 리듬 패턴의 선

율이 반복되지만 그 사이를 구분 짓지 않고 네 마디를 하나의 프레이징

으로 연결한다. 제307마디 마지막 박에서 제308마디 첫 번째 박으로 넘

어갈 때와 제309마디 마지막 박에서 제310마디 첫 박을 왼손으로 누를

때 코끝으로 숨을 내쉬며 연주하고, 제309마디와 제310마디에서는 앞의

두 마디보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호흡의 폭을 더 늘

리도록 한다. 해당부분은 <예보 Ⅳ-45>와 같다.

<예보 Ⅳ-45> 프레이징 해석 - 제307∼제310마디

⑲ 제343∼제346마디

오른손과 왼손으로 연주하는 선율과 반주의 프레이징이 동일하게 진

행되는 제341마디부터 제342마디와 달리 제343마디부터 제346마디는 양

손 프레이징이 엇갈려있다. 따라서 제343마디부터 제346마디를 한 프레

이즈로 연결하여 보다 긴 호흡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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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특히 제344마디 첫 번째 화음은 해당 부분에서 가장 큰 다이내

믹이므로 강조되기는 하지만 제343마디의 선율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주한다. 해당부분은 다음의 <예보 Ⅳ-46>과 같다.

<예보 Ⅳ-46> 프레이징 해석 - 제343∼제346마디

⑳ 제362∼제364마디

제362마디부터 제364마디까지는 반음 하행하는 말발굽과 한 박에 걸

쳐 음을 누르는 형태가 세 번 반복하며 선율이 상승한다. 다이내믹 역시

순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세 마디를 하나의 질감으로 통일시켜준다.

또한, 한 마디 단위로 아치형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의 끝과 시작을 연결

하여 점점 폭이 넓어지는 물결모양으로 연주한다. 해당부분은 다음의

<예보 Ⅳ-47>과 같다.

<예보 Ⅳ-47> 프레이징 해석 - 제362∼제36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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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을 중심으로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에 대해 필자의 연주해석과 연주법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의 연주해석 범위는 기존의 악보 표기와 다르

게 해석한 부분으로 제한하였고, 연주법은 연주해석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오른손, 왼손의 주법과 더불어 손, 어깨, 등 등의 근육과 호

흡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이내믹은 388마디 중 48마디가 기존의 다이내믹과 차이가 있었으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졌다. 첫 번째는 악보에 표기된 다이내믹 위에

리듬단위로 세분화한 다이내믹을 추가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다

이내믹에서 새롭게 해석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 특히

비슷한 음형이나 선율이 등장했을 때 반복을 피하고 변화를 주어 다이내

믹이 더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아고긱은 32마디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

분, 주제선율이 등장하는 부분, 연주자의 기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Cadenza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accelerando의 시작 템포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끝나갈 즈음에 속도를 급격히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poco accelerando와 poco ritardando가 한 마디 단위로 함께 등장하여 속

도의 대비를 더욱 극명하게 하였다.

프레이징은 비슷한 음형을 가진 선율끼리 묶여졌으며 타악기의 다이

내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76마디에 걸쳐 들숨과 날숨의 호흡과 함

께 20개의 프레이징을 살펴보았고 양손 프레이징이 다른 부분들 역시 음

형과 질감이 같으면 레가토로 선율이 연결되었다.

연주해석을 위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

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호흡과 몸의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

는 것은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악보 표현을

더욱 극대화시키거나 연주해석을 추가함으로써 비슷한 음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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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에서는 작곡가 김대성의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작곡가의 생애 및 음악관, 작품세계 등을 고찰하였

고, 선법, 선율, 리듬, 화성 등을 중심으로 단락별 악곡 분석을 진행하였

다. 이를 토대로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에 대한 필자의 연주해석을

살펴보고 연주해석을 위한 연주법을 함께 제언하였다. 연구 및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대성의 가야금 작품에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요소가 한 작

품 내에 공존하며 자연, 종교, 역사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제음악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매화산조>에서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오고가는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티브와

다이내믹 등으로 구현되었다.

둘째,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는 단악장 형식으로 템포

변화에 따라 , , , , , , , , , ,  의 총 11개의 단락

으로 나누어졌다. accelerando, ritardando 등의 템포 변화를 통한 분위기

전환과  단락에서 등장한 선율적 모티브가 악곡 전반에 걸쳐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선법에 의한 선율과 화성 그리고 장단과 리듬을 중심으로 <매

화산조>를 분석한 결과,  단락은 B♭Major와 g minor로 전개되는 악

곡의 도입부에 해당하며,  단락에서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통해 매화

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단락과  단락에서는 주선율이 다

양한 선법 내에서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전개되었고,  단락은 푸살장단

을 중심으로,  단락은 엇모리장단을 중심으로 악곡의 클라이맥스인  
단락을 향해 나아갔다.  단락은 빠른 속도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

고, Cadenza인  단락에서 그 긴장감이 완화되었다.  단락에서는  
단락의 주선율을 모티브로 한 선율이 반주형태 위에서 재현되었고,  
단락과  단락은 불규칙한 리듬구성과 다양한 템포 변화를 통해 악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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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무리하였다.

넷째, 개작초연 당시 사용했던 악보와 공연 실황 영상을 참고하여

<매화산조>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다이내믹, 아고긱, 프레이징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 연주해석을 위한 연주법을 함께 제언하였다. 다이내믹의 경

우, 기존의 다이내믹을 수용하며 리듬단위로 세분화한 다이내믹을 덧붙

이거나 기존의 다이내믹을 삭제한 후 새로운 다이내믹을 추가하였다. 아

고긱은 각 단락의 끝부분, 주제선율이 등장하는 부분, Cadenza 이 세 부

분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poco accelerando와 poco ritardando가 한 마디

단위로 전환되어 속도의 대비를 더욱 극명하게 하였다. 프레이징은 타악

기의 다이내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비슷한 음형을 가진 선율끼리

묶여졌고, 양손 프레이징의 리듬단위가 다르더라도 음형과 질감이 같으

면 하나의 프레이징으로 연결되어 레가토로 선율이 전개되었다. 다이내

믹, 아고긱, 프레이징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호흡과 몸의 근

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슷한 음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김대성 작곡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산조>의 배경

을 토대로 악곡 구조를 분석하고, 연주자적 관점에서 필자의 해석을 제

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연주해

석은 연주자로 하여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앞으로 가야금 연주자들이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매화

산조>의 작품구조를 파악하고 악곡을 해석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가야금 창작곡에 대한 다양한 연주해석을 다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133

참 고 문 헌

1. 학위논문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강효진. “가야금 창작곡 주법의 음향요소 분석 연구”. 서울: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곽재영. “김대성 작곡 4대의 가야금을 위한 <호호굿>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바니. “김대성 작곡 12현 가야금 독주곡 <빛춤> 분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______. “김대성 가야금작품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20.

김방울. “김대성 작곡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반서름>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종미. “가야금 창작곡의 해제 및 문헌적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0.

박소은. “김희조 작곡 <봄의찬가>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3.

성하주. “김대성 작곡 가야금 4중주 <松香> 분석연구”. 서울: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심준희. “황병기 창작 정신에 관한 고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윤숙자. “가야금 개량과 현의 증가에 따른 가야금 음악의 변화 양상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이소영. “김대성 작곡 25현 가야금 4중주곡 <봄의 향연> 분석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진경. “김대성 작곡 25현금 독주곡 <마음마을> 분석”. 서울: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34

임현. “이건용 작곡 한오백년의 변주형식과 연주방법 연구”. 서울: 숙

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황한나. “지영희류 해금산조 연구”.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8.

2. 단행본

국립국악원.『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7.

국립국악원.『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 국립국악원,

2012.

국립국악원.『協律大成 外』. 서울: 은하출판사, 1984.

김청만, 김광섭 공저. 『한국의 장단』. 서울: 민속원, 2002.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공저. 『전통 음악개론』. 서울: 어울림,

1995.

백병동. 『(개정증보판) 화성학』. 서울: 수문당, 1986.

홍정수, 오희숙. 『음악미학』. 서울: 음악세계, 1999.

3. 학술지 논문

김대성. “박홍남류 설장구 가락연구”. 『민족음악의 이해』제3호,

1994, p.345∼382.

______. “전북 익산 민요 연구”. 『민족음악의 이해』제4호, 1995,

p.355∼421.

______. “부여 「산유화가」를 생각하며”, 『민족음악의 이해』제5호,

1996, p.255∼288.

______. “땅밟기 여섯 장면”, 『민족음악의 이해』제6호, 1997,

p.237∼276.

곽연근. “아프리카 음악 소개 및 타악기 연주”, 『동서양의 공공세계

와 윤리교육』, 2011, p.273∼275.



135

이소영. “만수산 드렁칡의 이건용”, 『(국립극장 월간) 미르』10월호

통권273호, 2012, p.6∼10.

4. 음반

김대성. 김대성 작품집 「다랑쉬」. 서울: 서울음반, 2006.

______. 김대성 작품집 「태풍(청산 · 봄 · 신실크로드)」. 서울: 서울

음반, 2003.

이지영. 이지영 가야금 「현대 마스터피스」. 서울: 악당이반, 2018.

5. 사전

삼포뮤직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

울: 삼호뮤직, 2002.

세광음악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標準)音樂 事典』. 서울: 세광

음악출판사, 1980.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音楽人名辞典』. 서울: 세광음

악출판사, 1987.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標準)音樂 事典』. 서울: 세광

음악출판사, 1995.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한국 작곡가 사전』. 서울: 시

공사, 1999.



136

부 록

Ⅰ. 작곡가와의 전화 인터뷰 (2020. 9. 12)

1. 가야금 작품을 쓰실 때 선생님만의 철학이나 음악관이 있

으신가요?

가야금산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었고요. 테

이프로 된 함동정월의 최옥삼류 가야금연주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최옥삼류 같고... 그전에는 성금연류도 많이 들

었고요. 제일 좋아하는 산조는 김병호 선생님이 직접 연주한 김병호류

산조인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김병호 선생님의 작곡법, 작곡방식 등

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가야금곡을 작곡할 때, 전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야금 곡을 쓸 때는 가야금산조

를 엄청 듣고 곡을 써요. 며칠 동안 다시 분석하고... 그러고 나는 가야금

곡 쓸 때 현대 곡은 절대 안 들어요. 곡 쓸 때 너무 방해가 되어서요.

2. 가야금 작품을 쓰실 때 가장 영향을 받은 작곡가가 있을

까요?

제 가야금 창작에서 지영희 선생의 새산조 정신과 황병기 선생님의

창작정신은 항상 베이스에요. 황병기 선생님을 항상 생각했고, 황병기 선

생님을 능가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작품을 써요. 지영희 선생의 새산조 정

신이라는 건 아이디어에요.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리듬 즉, 새산조 정

신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새산조 마음, 그 안에는 우리음악적인 선율, 장

단도 있지만 서양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이란음악도. 아프리카음악도.

전 그쪽 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계속 많이 들어요. 심지어 인도음악이라

던가. 그런 쪽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니

까 제 곡에는 아프리카, 이라크 등의 음악적 요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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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새산조 인거 같아요. 뭐 우리음악이 혼자 존재했을 리도 없고... 끊임

없이 교류하며 이란, 이라크 음악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 몽골, 인도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음악인거지, 홀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해안별신굿 같은 음악은 굉장히

글로벌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악이 어떻게 여기서만 만들어졌겠

어요. 실크로드라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역인들의 음악과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처용의 얼굴을 보면 서양

인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새산조 정신이라는 건 그거에요. 그런 입장에

서 저는 곡을 쓰는 거에요. 이런 게 다 종합돼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

겠죠? 지영희선생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전통이 제일 크

고요. 김순남도 있고요. 윤이상, 황병기...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야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음빛깔이 특징이지요. 음색이 참 좋고, 친자연적이에요. 굉장히 자연

성이 강합니다. 조들의 다양성이나 좌수와 우수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조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SNS에 몇 번 썼지만 우리나라 기악음악의 최고의 꽃은 가야금산조라고

생각해요. 가야금산조는 판소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악기로서의 스토리

텔링을 하는 거잖아요, 가사가 없는. 쉽게 말해 무언가지요. 그런 걸로서

는 최고의 예술경지에 도달한 거지요 사실은. 가야금은 엄청난 악기입니

다.

4. 서양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선생님 작품에 전통음악을 접목

시키게 된 계기나 영향이 있을까요?

한 21살 즈음에 윤이상 선생님의 작품을 들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윤이상 선생님 작품을 듣거나 악보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관련된 논문 찾고, 그걸 보면서 전통음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거문고를 직접 배웠어요. 자출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

고요. 완전 음색중심의 음악이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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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한국음악에 미친 듯이 빠졌어요. 거문고 다음으로는 단소로 청성

곡, 세령산, 상령산 등을 배웠고요. 그러다가 대금도 배우고요. 이렇게 악

기배우다가 더 본질적인 전통음악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민요채집을

떠났지요. 저한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요채집을 떠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거기서 받은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5. <매화산조> 곡 해설에 부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나

요?

곡 해설 보았듯이 두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데, 사랑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게 순탄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화

산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요. 그 애틋함과 절절함

이 초반부에 있어요. 그것이 계속 교차해요.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슬

픔도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초반부에 있고요. 6잇단음표 아르페지오

는 확실히 매화 잎이 날리는 모습 맞아요. 도리아, 프리지아 선법 같은

교회선법과 고악보는 『양금신보』에서 차용했어요. 평조, 우조, 평조계

면조, 우조계면조... 『양금신보』4조 알죠? 나는 거기서 평조계면조를 제

일 좋아해요. 뭐, 다른 조들도 좋고요. 그리고, 3박과 2박의 불규칙한 리

듬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3박은 이완, 2박은 긴장을 의미해요. 3-3-2

구성으로 된 7박은 아프리카리듬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6. <매화산조>는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개작되었나요?

2009년에 서울문화재단 지원을 받고 고쟁 곡을 써보고 싶어서 고쟁곡

들을 분석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 전반에 걸쳐 멜로디 같은 게

중국적이에요. 이지영 선생이 위촉한 KBS 협연은 2011년이고, 공연하는

그 즈음에 가야금 협주곡으로 쓴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2012년

에 협주곡을 개작했어요. 같은 해에 협주곡에서 독주곡으로 바꾼 거는

내가 그냥 바꾼 거고, 연주는 이지영 선생이 했어요. 2016년에 가야금협

주곡을 한 번 더 개작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연주가 안됐어요. 기존

의 <매화산조> 협주곡에서 부족했던 점을 다 보완해서 개작한 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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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괜찮은 곡이 되었어요. 완성도도 높였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가야

금하고 타악기로 편곡했지요. 제가 열심히 타악기도 집어넣고 가야금도

많이 고쳐서 완성도를 높였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주곡으로

도 좋은 작품이 되었고 타악기를 넣어서 한 것도 괜찮아요. 타악기랑 한

게 최종입니다.

6-1. 협주곡에서 독주곡으로 편곡할 때 두신 차이점이 있

나요?

관현악은 입체적으로 웅장하니까 거기에 맞게 작곡한 거고요. 독주는

독주에 맞게 했고, 관현악 선율의 일부를 가야금 선율에다 넣었어요. 심

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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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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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paper that analyzes Kim Dae-seong's <Plum

Blossoms sanjo> for the Gayageum and percussion instruments,

which was first adapted, and reveals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the music. <Plum Blossoms sanjo> was originally composed for

the Guzheng, but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in a complete

manner after four arrangements and renovations,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im Dae-seong's Gayageum works clearly showed the

elements of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coexisting in one piece and

the title musical elements that specifically depict abstract objects

through various materials such as nature, religion, and history. <Plum

Blossoms sanjo> presented a detailed image of the man and woman

coming and going under the plum tree, which was mus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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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with various motives and dynamics.

Second, a total of 11 paragraphs were divided into , , , ,
, , , , ,  and , depending on the tempo of the
gayageum and percussion instruments. The  paragraph corresponds
to the introduction of the music, which develops into B♭ Major and

g minor, and the  paragraph shows the scattering of plum leaves

through the arpeggio. In the  and  paragraphs, the main melody
was developed through repetition and transformation within various

modes, while the  paragraph was centered around the

Pusal-jangdan and the  paragraph was directed towards the  
paragraph, the climax of the music. The  paragraph increased the
tension at a rapid pace, and the tension relaxed in the Cadenza . In
the  paragraph, the melody based on the main melody of the  
paragraph was reproduced on the accompaniment form, while the  
and  paragraphs were completed through irregular rhythm

composition and various tempo changes.

Third, the author's interpretation of <Plum Blossoms sanjo> was

divided into dynamic, agogic, and phrasing based on the sheet music

and the liv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opening performance. In the case of Dynamic, we accommodate the

existing dynamics and add the differential dynamics in rhythm units,

or delete the existing dynamics and then add the new dynamics.

Agogic was mainly found at the end of each paragraph, the part with

the theme melody, and Cadenza, and the conversion of the poco

accelerando and poco ritardando into single-word units to further

enhance the speed contrast. Phrasing was closely related to the

dynamics of percussion instruments and was tied between melodies

with similar tones, and even if the rhythm units of the two-handed

phrasing were different, the melody was connected to one phrasing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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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nd and texture were the same. Dynamic, agogic, and phrasing

are all organically connected, and proper use of breathing and body

muscles has enabled effective performance. In addition, similar figures

were constantly changed to prevent repetition.

I hope this study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the Gayageum

players in identifying the composer's intentions and structure of the

work and interpreting the music.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various interpretations of contemporary music will be

carried out actively by each performer.

keywords : Gayageum, Dae-seong Kim, Plum Blossoms Sanjo,

Music interpretation, Gayageum contemporary music

Student Number : 2018-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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