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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작곡가 나효신의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

기〉를 분석하여 악곡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이에 따른 연주법을 도

출한 논문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해금 베짜기〉의 악곡 구조는 선율의 흐름과 템포의 변화를 고려

하여 Ⅰ, Ⅱ, Ⅲ, Ⅳ 4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락 내 동기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악곡의 선율은 주제 선율과

그에 따른 변형 선율로 이루어져 반복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락

이 바뀌거나 주제 선율이 변형되어 등장할 때 화성과 악상에 변화를 주

어 이를 미리 암시한다.

둘째, 본 곡의 해금과 피아노의 선율은 마치 베를 짜는 느낌을 형상화

하기 위해 중심음 구조의 선율을 서로 주고받는다. 또한 피아노 선율에

서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 장단을 모방했다.

셋째, 본 곡의 연주법 중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 음역대와 조성을 고려

한〈해금 베짜기〉의 포지션은 총 7개로 E♭4, F4, A♭4, G4A♭4(혼합

형), B♭4, C5, E♭5 포지션이며, 이에 따른 6가지의 운지 유형을 도출

하였다.

넷째, 본 곡의 운궁법을 정리하면,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하며, 잉어질의 효과를 주기 위한 동음 꾸밈음은 각 활로 연주한다.

작곡가가 제시한 이음줄 또는 이음줄 스타카토, 포르타토의 경우 각 악

구의 프레이즈 연결에 효과적인 운궁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사용

하며, Ⅳ단락에 등장하는 사운딩 포인트는 각 활을 사용하여 다이내믹을

극대화한다. 이와 같이 악곡의 흐름, 다이내믹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하여

활의 방향 및 속도, 길이, 압력, 각도 등의 운궁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

여 연주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 곡의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해금의 특징적인 표현법을 왼손

에 의한 운지를 활용한 표현법, 오른손에 의한 운궁을 활용한 표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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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정리하면, 운지를 활용한 표현법은 꾸밈음, 농현, 포르타멘토,

운궁을 활용한 표현법으로는 잉어질과 스타카토, 포르타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나효신 작곡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기〉는

작곡가의 음악관에 따라 서양악기와 한국 악기가 서로 공존하되 각각의

악기가 본연의 색채를 잃지 않고 연주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이 해금 연주자들의 전반적인 악곡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논문이 창작음악

연구에 적극 활용되어 앞으로 해금 창작음악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나효신, 해금베짜기, 해금, 이중주, 국악창작곡

학 번 : 2019-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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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해금은 한국 전통악기 중 두 줄로 이루어진 찰현악기로 한국 전통악기

를 만들 때 필요한 여덟 가지 재료, ‘팔음’1)을 모두 구비한 유일한 악기

이다. 이러한 악기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해금은 과거 전통음악의 많은

악곡에 편성되어 널리 연주되어왔다. 또한 다른 국악기에 비해 조옮김이

용이하고 모든 음계에서 미분음 연주가 가능하여 현재는 전통음악뿐 아

니라 창작음악의 다양한 음악 장르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해금 창작곡의 시초는 1966년 김흥교2)의〈해금과 장고를 위한 소곡〉

이다. 1970년 이후 이성천3), 이해식4), 김영재5), 박일훈6), 황의종7) 등의

1) 팔음(八音)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분류법에 따라 현행악기들을 분류한 방법으

로,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팔음이라 한다.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토부,

혁부, 목부로 이루어져있다. 이성천·권덕원·백일형·황현정,『알기쉬운 국악개론』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203쪽.

2) 김흥교(1918-1995), 경상북도 대구 출생. 동경음악대학교에서 전공으로는 작곡, 부전공

으로는 콘트라베이스와 지휘법을 전공하였다. 해방 후 1946년 고려고향협회 회원으로

고려고향악단의 콘트라베이스 주자였으며, 경성음악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개편됐을 때 교수가 되었다. 공군군악대 교관을 거쳐 효성여대 음대 교수를

지냈고, 서울대 음대 교수로 정년퇴임했으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

품으로는〈해금과 장구를 위한 소곡〉,〈장구와 관현악을 위한 2장〉,〈향피리와 장구

를 위한 2중주〉등이 있다. 송방송,『한겨래 음악 대사전 [상]』(서울: 도서출판 보고

사, 2012), 416쪽.

3) 이성천(1936-2003). 함경북도 길주 출생. 1965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

업하고 1967년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서울시문사 주최 한국

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1985년에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받았다. 1983년에는 성

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서 예술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에 재직하

면서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과 서울대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음악대

학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쥐구멍에 볕들었어도＞,＜철새, 사철나무

밑둥에 둥지를 틀다＞,〈한번수류에 의한 해금산조 3중주〉,〈여치와 달과 사슴〉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서울: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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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작곡가들에 의해 해금 독주곡이 발표되었으며, 이건용8), 강준일9),

1999), 349쪽.

4) 이해식(1943-2020). 전라북도 부안 출생. 196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1978

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했다. KBS 라디오 제작부에서 근무했으며, 영남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1968년 국립국악원 신국악작곡콩쿠르에 입상, 같

은 해 동아음악콩쿠르 국악 및 서양음악 부문에 각각 당선되었으며, 1969년 문화공보

부 문예창작 공모 국악작곡 당선, 1974년 대한민국방송상 음악상, 1979년 대한민국작

곡상, 1988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1992년 한국음악상 작곡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춤사리기＞,〈춤불러내기〉,＜들듬＞,〈날듬〉,〈해금을위한 像〉

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376-377쪽.

5) 김영재(1947- ). 서울 출생. 해금, 거문고 연주자이자 작곡가이다. 1972년 서라벌예술

대학 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이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에서 1983년까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였으며, 1997년까지 전

남대 교수로 재직했고,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했다. 국가무

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이다. 1989년 해금독주곡＜적념＞으로 KBS국악대

상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1994년 제12회 무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

로 해금 독주＜비＞,＜조명곡＞,＜적념＞, 해금협주곡＜공수받이＞,＜방아타령을 주제

로 한 해금협주곡＞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한국 작곡가 사

전』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128쪽.

6) 박일훈(1946- ). 1967년 국악사양성소를 거쳐, 197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1979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연구원, 국립국악원 전속연주단 연주원,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했다. 1966년 국립국악원 주최 신국악

작곡 공모에 입선했으며, 1977년 제1회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하였고, 1979년 중요무

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로 지정받았으며, 1988년 근정 훈장과 올림픽 기장 문

화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현악＜앵＞,＜동다송＞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735-736쪽.

7) 황의종(1952- ). 충청북도 괴산 출생.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거쳐, 197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다. 1973년 동아콩쿠르 입상, 1978년 작품＜승

무＞로 제2회 대한민국 작품상, 1984년 관현악곡＜만선＞으로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

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및 학장을 역임했다. 대표적

인 작품으로 관현악＜청산＞, 해금 합주곡＜그대 그리운 날에＞,＜갈대꽃＞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508쪽.

8) 이건용(1947- ). 평안남도 대동군 출생. 작곡가이자 음악평론가이다. 1965년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1974년 동대학원 작곡과 및 197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음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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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동10) 등의 서양음악 작곡가들이 해금 창작곡을 작곡하며 해금 창작

음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해외 작곡가들에 의해

해금의 고유한 음색과 시김새 등 전통음악어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

작곡들이 발표되며 해금 창작음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해금 창작음악의 발전 가운데 작품의 시대적, 지리적, 역사적 배

경 외 작곡가의 음악 철학과 작품 세계 등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분석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작곡가 나효신은 서양음악 작곡가로 한국 전통악기의 재질과 구조를 직

접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11) 한국 전통 음악을 깊이 이해하였으며, 서양

음악과 동양음악을 서로 접목시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광범위한 작곡 영

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작곡한 한국 전통악기로 이루어진 곡은 총 59 개12)의 작품으로 그

중 해금 창작곡은 2003년 작곡된〈Regard for the Movement at the

Source〉13) (본질의 움직임에 집중하여)를 필두로 독주곡 4곡14), 중주곡

곡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음대 작곡과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를 역임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해금가락＞,〈해금가락 2〉,〈가을을 위한 도드리〉등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

국예술연구소 편,『한국 작곡가 사전』제1권 (서울: 시공사, 1999), 321쪽.

9) 강준일(1944∼2015).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시절,

음악대학 작곡과에서도 수학하였다. 서울음악학회를 창립하였고, ‘제3세대’ 작곡 동인

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마른 비나리〉,〈엇소리〉,〈소리그늘에서〉,

〈소리그림자 NO.2〉등을 작곡하였다. 김보현, “음악작품에담긴 작곡가의 이념에 대

한 고찰- 강준일 作曲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하나되어〉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0) 백병동(1936- ). 1955년 서울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하여 졸업 후 독일 하노버 대학으

로 유학을 갔다.〈韻-Ⅰ〉을 시작으로 그는 본인의 음악의 서정성을 찾기 시작했다.

대표작으로는 해금과 양금을 위한〈오늘, 98년 9월〉,〈명(冥2)〉등의 작품을 발표하

였다. 곽소리, “백병동의 해금과 타악기를 위한〈운(韻)-Ⅶ〉작품 분석”, (서울: 한국

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17). 6-10쪽.

11)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15.

12) 나효신 작곡 국악 작품 목록〈표1〉참고, 8쪽.

13)〈Regard for the Movement at the Source〉(2003)은 해금과 가야금 이중주 편성으

로, 강은일과 이지영에 의해 2003년 4월 21일 부암아트홀에서 초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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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곡15) 총 12 곡이다. 이러한 나효신의 활발한 작품활동에 반해 해금 창

작곡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독주곡 1곡16)에 불과하며 중주곡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선행 연구 5개17)는 모두 가야금 창작음악

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나효신의 음악관과 작품세계를 살핀 후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기〉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연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분석연구는 해금 연주자로 하여금 음악을 한 층 더

깊게 이해하여, 악곡을 연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

적이 있다.

14)〈또출네의춤〉(2008),〈또출네의춤Ⅱ〉(2009),〈해금 베짜기Ⅱ〉(2019),〈또출네의 춤

Ⅲ〉(2019).

15)〈본질의 움직임에 집중하여〉(2003),〈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2006),〈거울이 거리

를 쏘다니며 비출 적에〉(2008),〈귀신이 밥먹는 소리〉(2009),〈해금 베짜기〉(2010)

〈나뭇가지의 흔들림〉(2017),〈구름스터디〉(2017),〈구름스터디 Ⅳ〉(2019).

16) 이현지, “나효신 작곡 해금 독주곡〈또출네의 춤 Ⅲ〉분석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7) 노복순, “현대 가야금 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경향에 관한 연구 : 이성천, 이해

식, 나효신의 작품을 중심으로서”,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3).

방일영, “나효신의 가야금 독주곡〈석굴암에 다녀와서〉연주법과 연주해석 연구”, (서

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지선, 가야금 중주곡의 주법에 관한 연구 : 나효신 창작곡을 중심으로 (경기도: 용

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오윤지, “나효신 작곡 산조가야금 두 대와 25현금 두 대를 위한〈아크마토바의 음

악〉분석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강효진, “가야금 창작곡 주법의 음향요소 분석 연구 : 황병기·이성천·이해식·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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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나효신 작곡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기〉18)는 해금과

피아노의 이중주 편성으로 악곡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사

용되는 연구 자료는 작곡가로부터 받은 악보19), 연주 실황 영상20), 음반

자료21)를 사용하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곡가 나효신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음악관과 작품세계를 알아

보고, 한국 전통악기 작품 활동을 정리하겠다.

둘째, 효과적인 선율 분석을 위해 음악의 흐름과 템포 변화를 고려하여

단악장으로 구성된 본 곡을 Ⅰ단락, Ⅱ단락, Ⅲ단락, Ⅳ단락으로 나누고22)

각 단락 내 소단락23)을 리듬과 선율 동기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

석하겠다.

셋째,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로 작곡된 본 곡의 두 악기 선율을

모두 분석하되 작곡가 나효신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주제 선율에 의해 곡

전체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제 선율부터 분석하도록 하겠다. 주

제 선율 안에 등장하는 세부적 음정 구조와 그 변화를 악보에 표기하여

제시하겠다.24) 음정 표기 방법은 과학적 피치 표기법(SPN)25)을 사용할

것이다.

18) 이후의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베짜기〉는〈해금베짜기〉라 하겠다.

19) 작곡가로부터 받은 악보를 필자가 사보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 Youtube, “노은아 해금베짜기”, https://youtu.be/C8p8rxoDsow, (2021.03.17).

21) 노은아, 해금 베짜기, 사슴이 해금을 켜거늘: 세계를 꿈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10.

22) 작곡가와의 인터뷰. (21.03.31)

23) 단락은 대문자 영문 표기법을 사용하고, 단락 내 세부 소단락은 ‘□A , □B ,…’로 표기한

다.

24) 주제 선율의 악구 표기는 ‘(가), (나), (다)’로 표기한다. 주제 선율 안에 세부적 음정

구조는 ‘㈀, ㈁, …’로, 그 변화는 ‘㈀,¹ ㈀², …’로 표기하고, 주제 선율 외에 선율 특징

등장 시 ‘ⓐ, ⓑ, …’로 표기한다.

25) 음이름 표기는 다음〈악보 1〉과 같은 과학적 피치 표기법(SPN)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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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악곡 구조와 선율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금 연주법을

운지법, 운궁법, 표현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Ⅱ. 작곡가 나효신의 작품세계

1. 음악적 배경 및 이력

작곡가 나효신은 1959년에 태어나 6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10 세에 피아노를 위한 소품을 쓰기 시작했다.26)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도미 유학을 떠나 샌

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대학원

을 졸업하였다. 그 후 1985년 맨해튼 음악학교 (Manhattan School of

Music)를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8년 콜로라도 볼더 대학

교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27)

그는 1994년 서양음악 부문 대한민국 작곡상28)을 수상 하였고, 2003년

국악 부문 대한민국 작곡상29)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프롬

〈악보 1〉 과학적 피치 표기법 (SPN)

26) 국립국악원,『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2』(서울 : 국립국악원, 2019), 279쪽.

27) 이현지, “나효신 작곡 해금 독주곡〈또출네의 춤 Ⅲ〉 분석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28) 나효신 작곡〈변주곡〉(1990).

29) 나효신 작곡〈불완전성에 관하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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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암스테르담의 바튼 워크숍, 쿠세비츠키 재단, 국립국악원, 뉴 뮤직

웍스,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크로노스 현악 4중주, 아

이브즈 현악 4중주, 덴솔 현악 4중주, 이어 플레이, 산호세 체임버 오케

스트라, 경기 가야금 앙상블, 현대음악 앙상블 CMEK, 정가악회, 전주세

계소리축제, 아더 마인즈 페스티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단체들과 음악

가들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였다.30)

나효신의 음악적 사고가 바뀌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1983년 맨

해튼 음악학교에서의 존 케이지31)의 특강32)과 피에르 불레즈33)의 글34)

을 통해 음악관이 구축되었다. 나효신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8년 샌

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한국을 오가면서 가야금, 판소리, 거

30) 작곡가 나효신 홈페이지, http://hyo-shinna.com/html/biography_long.html.

31) 존 케이지(1912-1992). 로스엔젤레스 출생으로 미국의 작곡가이며 음악 철학가이자

음악 기고가이다. 1930년에 클라르몬트의 포모나 대학을 졸업했다. 그의 작품 경향은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조직적 반음계주의, 제2기는 절대적 심미주의, 제3기

는 극단적 심미주의, 제4기는 신 복고주의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가 극단적 심

미주의 였을 때 작곡한〈4분 33초〉이다. 그 외〈피아노를 위한 변화의 음악〉,〈카트

리지 음악〉,〈상상의 풍경 3번〉 등이 있다. 강석희,『현대음악분석집』(서울: 서울대

학교출판부, 1995), 47-56쪽.

32) “서울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서양의 화성을 이용하여 쓴 현대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놀라웠다.”라는 존 케이지의 특강 내용이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15.).

33) 피에르 블레즈(1925-2016).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이론가이다. 프랑스 몽브히

송 출생. 1942년 파리음악원 입학 실패이후 메시앙 클래스에서 화성을 공부하고 아시

아와 아프리카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1945년〈피아노를 위한 성시〉에서 쇤베르크의

3개의 피아노곡과 메시앙 선법의 영향을 보였다. 1951년〈StructureⅠ〉은 전음열주의

의 전형적인 예시였다. 1954년 자신이 창립한 파리 도메인 음악원에서 많은 오케스트

라를 지휘했으며, 자신의 곡을 비롯하여 현대음악을 지휘하자 작곡자보다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60년대 말 런던, 베이루트, 로스엔젤레스에서 베토벤, 바그너, 마

쇼 등을 소련 일본에서도 지휘하였고, 1971년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뉴욕 필하모

닉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강석희,『현대음악분석집』(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쪽.

34) 동양의 문화를 ‘죽은 문화’라고 하는 피에르 블레즈의 글이다. 국립국악원,『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2』(서울: 국립국악원, 2019), 279쪽.



- 8 -

문고, 피리, 해금, 아쟁, 장구를 배웠다. 그는 한국 악기를 배운 것에 대

해 이렇게 말했다.35)

“내가 만약 한국 악기 레슨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해금의 잉어질의 신체적

느낌을 모를 것이고, 피리로 치켜 잡는 주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거문고

연주할 적의 경안법과 역안법을 내 손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36)

나효신은 황병기와 일곱 차례 대담을 가지고 난 후 책을 출간하였는데

「황병기와의 대화」37)라는 책을 통해 그가 한국 전통음악을 포함한 한

국 문화의 역사와 미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38) 다음 인용문은 작곡가 나효신의 작품 세계관을 나타내는 내

용이다.

“나는 동서양 악기를 따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동서양 악기를 동시에

사용해 작품을 쓰기도 했다. 동서양 악기를 동시에 사용한 작품을 받으면, 서양

악기 연주자들은 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어떻게 ‘한국적’ 혹은 ‘동양적’으로

연주해야 할는지 내게 묻는다. 나는 동양 악기와 서양 악기를 구분하여

생각하며 작곡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현악사중주를 위한 작품 혹은

목관오중주를 위한 작품을 쓰듯 각 악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즉 피리

소리와 오보에 소리를 잘 어울리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야금 한 대의

소리와 관악기 여러 대의 소리의 균형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각 연주자가

다른 악기들과 잘 섞이기 위해 본인의 악기가 가진 고유한 성격을 바꾸지

않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자연스러운 소리보다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더 밝게

혹은 더 어둡게 바꾸어 연주하지 않기를 원한다.”39)

이렇듯 나효신은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을 서로 접목시켜 광범위한 작곡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가 생각하는 음악의 관점은 서양 악기와

한국 악기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음악 세계에서 각각의 악기가 본연의

색채를 잃지 않고 연주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35) 국립국악원,『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2』(서울: 국립국악원, 2019), 279쪽.

36) Ibid. 280쪽.
37) 나효신,『황병기와의 대화』(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1).

38) 국립국악원,『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2』(서울: 국립국악원, 2019, 280쪽.

39) Ibid.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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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품명
초연
연도

악기구성

독주곡

지장불공

(Chichangpulgong)
1997 가야금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The Wind Has No Destination)
1999 가야금

석굴암에 다녀와서

(Upon Returning fromSeok-gu-ram )
2000 가야금

초항가

(Chohanga)
2005 피리

또출네의 춤

(Mad Woman’s Dance)
2008 *해금

또출네의 춤Ⅱ

(Mad Woman’s Dance Ⅱ)
2009 *해금

〈표 1〉 나효신 작곡 국악 작품 목록

2. 한국 전통악기 작품 활동

나효신은 서양음악 작곡을 전공하였지만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고

직접 악기를 배워가며 여러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나효신의 한국 전통악

기로 구성된 첫 번째 작품은 가야금 독주곡의〈지장불공〉(1997)이다.

그는 독주곡뿐만 아니라 중주곡, 관현악곡, 협주곡 등 다양한 형태의 작

품을 발표하였고, 이 중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 편성이 되어있는 곡

들이 있다.40) 그의 작품들을 독주곡, 중주곡, 관현악, 협주곡 분류하여 연

도별로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41)

40) 작곡가 나효신 홈페이지, http://hyo-shinna.com/History/_history.html.

41) 가독성을 위해 해금이 포함된 곡은 악기구성에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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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곡

장작개비의 노래

(Song of the Firewood)
2010 25현 가야금

가야금 음악

(Kayageum Music for 25
string kayageum solo)

2016 25현 가야금

흔하고 하찮은 것으로부터

(Almost Nothing)
2019 산조 가야금

해금 베짜기 II

(Haegeum Weaving II)
2019 *해금

또출네의 춤 III

(Mad Woman‘s Dance III)
2019 *해금

완전한 무의 노래

(Song of Pure Nothing)
2019 산조 가야금

바람

(The Wind for sanjo kayageum)
2020 산조 가야금

빗물 같은 슬픔

(Sorrow Like Rain)
2020 산조 가야금

중주곡

거지의 노래Ⅱ

(Song of the Beggars Ⅱ)
1999

현악4중주, 아쟁,

장구, 타악기

지장불공Ⅱ

(Chichangpulgong Ⅱ)
1999

가야금, 대금, 장구,

비올라, 클라리넷, 첼로

황하가 푸르도록

(Blue Yellow River)
2000

가야금, 첼로,

더블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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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곡

정지향

(Chung-Ji-Hyang)
2001

대금, 피리, 생황,

법금

모든 것이 변하다

(Everything Changes)
2001

합창, 대금, 피리,

피아노

쉼볼스카의 뮤즈

(Szymborska's Muse)
2002 대금, 피리

아크마토바의 뮤즈

(Akhmatova's Muse)
2002

플롯, 오보에, 대금,

피리, 25현가야금

비움 그리고 가득참

(Empty and Full)
2002 가야금 5중주

본질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Regard for the Movement

at the Source)

2003 *해금, 거문고

츠베타예바의 뮤즈

(Tsvetaeva's Muse)
2003

생황, 대금, 피리,

판소리, 타악기

진도아리랑에 의한 배열

(Arrangement of Jindo Arirang)
2004 피리, 샤미센, 고토, 장구

비의 뮤즈

(Rain Muse)
2004 대금, 아쟁, 거문고

소란부시에 의한 배열

(Aarrangement of Soran-bushi)
2005 피리, 샤미센, 고토,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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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곡

근원에서의 이동에 대한 고찰

(Regard for the Movement

at the Source)

2006 바이올린, 가야금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

(All the Noises in the World)
2006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니나노

(Ninano)
2006 25현 가야금 중주

한밤중 전장을 대신하는 노래

(Second Song of the

Midnight Battlefield)

2006

클라리넷, 트럼본,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

타악기, 판소리

꿈

(A Dream)
2007 산조가야금, 장구

피아

(Pia)
2008 피리, 피아노

석양에 방황하며

(Embarking on a Journey

at Sunset)

2008 가야금 4중주

샌프라리랑

(SanFrArirang)
2008 가야금 4중주

거울이거리를쏘다니며비출적에

(When A Mirror Wanders

The Road)

2008

노래, 대금, 피리,

장구, *해금, 가야금,

거문고

귀신이 밥먹는 소리

(Sound of Ghost Eating)
2009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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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곡

첫 번째 빛

(First Light)
2009

대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감사의 행복을 노래하면

(Kayageum Song)
2009 노래, 가야금

해금 베짜기

(Haegeum Weaving)
2010 *해금, 피아노

국화속 노래

(Chrysanthemum Song)
2012 고토, 25현 가야금

조화로운 음악의 메아리

(Echoes of Harmonious Music)
2012 고토, 가야금

늙은 여자

(That Old Woman)
2013

베이스 고토, 25현

가야금

계속 듣기

(Go on Listening)
2014 가야금, 베이스 고토

곰의 노래

(Song of the Bear)
2015 가야금, 현악앙상블

4대의 가야금을 위한

아크마토바 음악

(Akhmatova Music for four

kayageums)

2016 가야금 4중주

3대의가야금을위한가야금음악

(Kayageum Music for three

kayageums)

2016 가야금 3중주

나뭇가지의 흔들림

(The Sway of the Branch)
2017 *해금,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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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곡

구름스터디

(Cloud Study)
2017 *해금, 베이스 고토

물결 따라 흐르는 선율처럼

(Melody of Wave)
2018

산조가야금 4중주,

타악기

구름스터디 IV

(Cloud Study IV)
2019 *해금, 산조가야금

관현악

길을 찾는 동안

(While Searching for the Way)
2000 국악관현악

케테 콜비츠

(Kaethe Kollwitz)
2005 국악관현악

첫 잊혀진 산조

(First Forgotten Sanjo)
2005 국악관현악

태양의 밑에

(Under the Sun)
2007 국악관현악

협주곡

불완선정에 관하여

(Fragmentary Study)
2002 가야금, 국악관현악

바다/바닷가

(Ocean/Shore)
2003 피리, 서양관현악

육십갑자

(Cycle of Sixty)
2003

거문고, 타악기,

현악오케스트라

광마

(Crazy Horse)
2011 고토, 국악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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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해금 베짜기〉작품분석

1. 작품 개관

해금과 피아노를위한 이중주〈해금 베짜기〉(Haegeum Weaving)는 2010

년에 작곡된 나효신 작곡가의 작품이다. 노은아42)의 위촉 초연곡으로

2010년 6월 4 일 국립국악원, 노은아 해금 독주회 ‘사슴이 해금을 켜거

늘-세계를 꿈꾸다’에서 노은아(해금)와 이향아43)(피아노)에 의해 세계초

연 되었다.

이 곡의 주제와 성격은 장 프랑수아 밀레44)의 그림 ‘실 잣는 여인’과 빅

토르 하라(Victor Jara)45)의 노래 '안겔리타 외누망'(Angelita Huenuman) 으

42) 노은아(1977- ). 서울 출신.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을 하고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KBS 국악관현악단 단원이었으며, 서울예술대학

교 한국음악전공 책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 “노은아” , https://music .snu .ac .kr/node/255 ,

(2021.06.14).

43) 이향아(1961- ). 서울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 학사 졸업 후 뉴잉글랜드음악원

대학원 피아노 석사,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희대학교, 이화여

자대학교를 출강하며, 현재 International College of Arts 교수이다. (초연자 인터뷰,

(2021.06.24.).

44)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 노르망디 지방 출신. 1837년 파리 에콜 데 보자르(파

리 국립미술관) 입학. 1848년 「키질하는 사람」작품을 통해 밀레가 농민화가로 첫발

을 내딛게 되었다. 1857년「이삭줍기」를 살롱전에 출품 후 보수적 비평가들로 부터

는 혹독한 비평을 받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하층민 운명의 세여신’ 이라는 찬사를 받

게 된다. 1864년「송아지의 탄생」으로 살롱전에서 대상을 수상한다. 주요 작품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삭 줍는 사람들」,「걸음마」,「만종」등이 있다. 박서보·오광

수, 『밀레』(서울: 도서출판 재원, 2003), 5-9쪽.

45) 빅토르 리디오 하라 마르티네스(1935-1973). 산티아고의 뽀블라시온 노갈레스 출생.

1956년 판토마임 극단에 입단했고, 그해 3월 칠레 대학 부설 연극학교에 입학했다.

1963년에 칠레 대학 연극연구소의 상임연출가 직책을 맡게 된다. 1964년 하라는 아옌

데를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 시기부터 자유와 평화, 정

의의 가치를 옹호하며 보다 보편적이고 인류애적인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부르는 것

으로 변화한다. 1971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순회하는 공연 당시 칠레가 처한 현실

과 인민연합의 민중을 위한 정책을 알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누에바 깐시

온’ 운동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73년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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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롯되었다.46) 그 노래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곤충의 작은 날개처럼 마치 춤을 추듯 실과 엉킨 그녀의 손.

마치 기적처럼 꽃향기까지 넣어 베를 짜는 그녀의 손.

시간과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무시당한 그녀의 손.“ 47)

이와 같이〈해금 베짜기〉는 베를 짜는 모습을 형상화한 곡으로 베를

짜는 여인의 손을 주제로 해금의 다양한 운지와 운궁을 활용하여 작곡된

곡이다.

2. 악곡 구조 및 선율 분석

1) 악곡 구조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기〉는 총 241 마디의 단악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음악의 흐름과 템포 변화 등을 고려하

여 Ⅰ단락, Ⅱ단락, Ⅲ단락, Ⅳ단락 즉 4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으며48), 각

단락 내 소단락은 리듬과 선율의 동기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조표는 플렛(♭) 3 개이며, 박자는 12/8 로 이는 전체 악곡에 동일하게 유

지된다. 다음은 필자가 구분한 악곡의 구조이다.

Ⅰ단락은 제 1마디∼45 마디로, 박자는 12/8 이며 빠르기는♩.〓ca.132

이다. 소단락은 동기의 변화에 따라 □A , □B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제

1 마디부터 제 26 마디까지는 피아노만 연주하며 해금의 선율은 제 27 마

디에 처음 등장한다. Ⅱ단락은 제 46 마디∼116 마디로, 박자는 12/8 이며

아옌데 대통령이 사망하고 인민연합이 붕괴하면서 하라 역시 강제 구금과 고문 끝에

기관총에 난사된 채 살해당했다. 주요 작품은〈농부의 기도〉,〈아만다, 너를 기억

해〉,〈선언〉등이 있다. 배윤경,『노동하는 기타, 천일의 노래』(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0), 81-118쪽.

46)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17.). 
47) 안겔리타 외누망(Angelita Huenuman)에서 나효신이 발췌 및 번역하였다.

48)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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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소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조표

I
□A 1-33

12/8

♩. = ca.132

♭ 3개

□B 34-45

Ⅱ

□A 46-49

♩. = ca.160

□B 50-62

□C 63-72

□D 73-78

□E 79-84

□F 85-99

□G 100-108

□H 109-116

Ⅲ

□A 117-126

♩. = ca.80□B 127-159

□C 160-167

Ⅳ

□A 168-188

♩. = ca.132
□B 189-201

□A' 202-224

□C 225-233

□D 234-241 ♩. = ca.160

〈표 2〉〈해금 베짜기〉의 악곡 구조

빠르기는♩.〓ca.160 이다. 소단락은 동기의 변화에 따라 □A , □B , □C , □D ,

□E , □F , □G , □H 여덟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제 63 마디∼72 마디의 □C는

〈해금 베짜기〉의 주제 선율49)이다. Ⅲ단락은 제 117∼167 마디로, 박자

는 12/8 이며 빠르기는♩.〓ca.80 이다. 소단락은 동기의 변화에 따라 □A ,

□B , □C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Ⅳ단락은 제 168∼241 마디로, 박자는

12/8 이며 제 168∼233 마디의 빠르기는♩.〓ca.132 이고, 제 234 마디∼241

마디는♩.〓ca.160 이다. 소단락은 동기의 변화에 따라 □A , □B , □A' , □C , □D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표 2〉와 같다.

49) 작곡가 나효신은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63마디〜72마디는〈해금 베짜기〉의 주

제 선율이라 언급 했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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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제63마디∼72마디 주제 선율

□C

2) 선율 분석

본 장에서는〈해금 베짜기〉의 선율 구조와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 곡의 선율 구조는 주제 선율에 의한 변형 선율들로 이루어져 작곡가

나효신이 밝힌〈해금 베짜기〉의 주제 선율50)을 먼저 살핀 후 단락의 순

서대로 악곡을 분석하겠다.

(1) 주제 선율 분석51)

주제 선율은 제 63 마디∼72 마디로, Ⅱ단락의 □C부분에 해당한다.

〈악보 2〉는 Ⅱ단락 □C부분으로〈해금베짜기〉의 주제 선율이다. 위와

같이 주제 선율은 제 63 마디∼72 마디의 총 10 마디로 두 개의 악절52)로

나누어진다.53) 첫 번째 악절은 제 63 마디∼68 마디로 두 개의 악구54), 두

50)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31).

51) 주제 선율의 분석에서는 큰 구조만 설명하고 세부적인 분석은 각 단락의 분석 안에

서 진행한다.

52) 악절: 악곡의 한 부분을 말함.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

부, 1980), 188쪽.

53) 악절은 ㈎, ㈏, ㈐로 표기한다.

54) 악구: 악곡의 구절을 말함. 몇 마디로 된 것인데 대개 ‘작은악절’을 뜻하게 됨. 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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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악절은 제 69 마디∼72 마디로 하나의 악구, 총 3 개의 악구로 설명

하겠다.55)

주제 선율의 선율 구조는 제 63 마디∼65 마디의 D5–F5–D5-F5 로 이

루어진 단 3도중심의주제선율을㈎, 제 66 마디∼68 마디의 G5-(F5)-D5-B

♭4-G4-D5 로 이루어진 주제 선율을 ㈏, 제 69 마디∼72 마디의 G5-F5-D5-B

♭4-G4-(F4)-C5 로 이루어진 주제 선율을 ㈐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56)

〈악보 2〉에 표기된 기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63 마디에 나타나

는 D5-F5 와 같은 3 도 상행 구조를 ㈀, 제 66 마디에 나타나는 F5 를 생

략한 G5-D5 와 같은 4도 하행 구조를 ㈁, 동일한 제 66 마디 F5 포함한

G5-F5-D5 의 구조를 ㈁¹, 동일한 제 66 마디의 G5-F5-D5-B♭4 의 음정

구조를 ㈁², 제 67 마디∼68 마디에 걸친 G4-D5 와 같은 5도 상행 구조를

㈂으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제 70 마디∼72 마디에서 F4 를 생략한 G4-C5

의 구조를 ㈃, 동일한 제 70 마디∼72 마디에서 F4 를 생략하지 않고 G4-

F4-C5 의 구조를 ㈃¹로 설명하겠다.

(2) Ⅰ단락 선율 분석

Ⅰ단락은 제 1마디∼45 마디로 c minor의 5음 음계(C, E♭, F, G, B♭)

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박자는 12/8 , 빠르기는♩.〓ca.132 이다. 단 피아

노에서 화성적인 역할로 D, B♮, E♮이 등장한다. Ⅰ단락은 통일된 피아

노 반주 위에 해금의 등장을 기점으로 두 개의 소단락 □A , □B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는 피아노 선율이 주제 선율의 3도 또는 4도 음정관계로 시작

하여 점차적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제 27 마디부터 해금이 등장한다. □B는

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187쪽.

55) 첫 번째 악절을 두 개의 악구로 나눈 이유는 주제 선율이 크게 두 개의 악절로 구성

이 되어있지만, 첫 번째 악절의 악구 ㈎ 는 악구 ㈏ 와 분리되어 후에 악구 ㈐ 와 합

쳐져서 등장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나누었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31).

56) 제66마디와 제71마디에서와 같이 F5와 F4에 ( )표기는 앞으로 등장할 4도 간격의 주

제 선율 진행에서 F가 생략되어 사용되기에 ( )로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이 곡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4도 하행 선율 구조는 주제 선율 Ⅱ단락 □C에서 유일하게 4도

관계에 있는 음정인 D, G 즉 제66마디의 G5-F5-D5의 선율 진행에서 F5를 생략한 4

도 하행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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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제 1 마디∼4 마디

□A

해금 선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주제 선율의 중심음 구조가 온전히

등장하는 소단락이다.

〈악보 3〉은 소단락 □A의 시작 부분으로 먼저 피아노 선율 제 1마디∼

4 마디의 중심음은 G, B♭, C 이다. 앞서 주제 선율에서와 같이 제 1마

디의 C6-G5 는 4 도 하행 진행하며, 제 1 마디∼2 마디의 G5-B♭5 는 3

도 상행 진행한다. 제 1 마디∼3 마디까지의 리듬 형태는 3박의 단위로

구성되는데, 이는 주제 선율 ㈎와 동일하다.

이어서 제 4마디는 4 도 하행 진행57)과 3도 상행 진행58)이 당김음의

리듬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또한 주제 선율 외에 특징적인 선율이

반복되는데 위 악보에서 제 1마디의 꾸밈음 이용하여 반복되는 선율을

ⓐ로, 제 1 마디의 C3-C4-G3 음정구조에서 G3에 붙임줄 연결하여 반복

하는 선율 ⓑ로 표기하겠다.

57) 이하 ㈁이라 하겠다.

58) 이하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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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5마디∼8마디

〈악보 4〉의 피아노 선율 제 5마디부터는 4도 하행 구조인 ㈁이 4도

상행의 형태로 전위되어 등장하여 중심음이 C, E♭, F 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5마디∼6 마디에 표기된 3도 상행 구조인 ㈀과

합쳐서 C6-F6-C6-E♭6 의 음정 구조로 진행 된다.

제 6 마디∼7 마디에 있는 ㈁전위59)는〈악보 3〉제 2 마디의  (점 4 분음
표) 두 개로 이루어진 ㈁과 다른 리듬의 형태로  (점 2 분음표) 두 개로

나타난다.

제 8 마디에서는 4도 하행 구조인 ㈁에서 B♭의 음정이 추가되어 본래

의 G, B♭, C 의 중심음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 하행하는 선율 ㈁이 등

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9) 전위(Inversion)는 선율을 이룬 음정의 상·하 관계를 자리바꿈 하는 것이다. 작곡가

와의 인터뷰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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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9마디∼14마디

〈악보 5〉의 피아노 선율 제 9마디부터는 중심음이 제 1마디∼4 마디

처럼 G, B♭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제 9 마디∼11 마디에서

는 3도 상행 구조인 ㈀과 ㈀전위의 선율 형태가 모두 등장하고, 4 도 하

행 구조인 ㈁과 ㈁전위의 선율 형태가 모두 등장한다.

또한 주제 선율 외에 특징적 선율이 반복되는데, 제 12 마디에서 ㈁전위

가 당김음의 형태로 나타나며 제 14 마디에서 본래 4 도 하행 구조인 ㈁

에 중간 경과음 E♭이 추가되어 C가 붙임줄로 연결되어있는 선율 ⓓ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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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제15마디∼19마디

〈악보 7〉 제20마디∼23마디

〈악보 6〉제 15 마디∼19 마디의 피아노 선율은 선율 구조가 ⓒ로 시작

해서 ⓓ＇로 종지하는 형태로 제 12 마디∼14 마디의 확장형으로 보여진

다. 제 16 마디는 ⓒ가 5도 상행하며 변형된 ⓒ＇가 등장하는데 이어 제

17 마디의 6 도 상행 진행으로 도약의 폭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7〉제 20 마디의 피아노 선율은 본래 2 개의 음으로 진행되는 4

도 하행 구조인 ㈁에서 두 개의 음이 추가되어 G6-F6-E♭6-C6 로 더

확장된 ㈁²가 등장한다. 또한 제 20 마디∼21 마디와 제 22 마디∼23 마디

는 하나의 음정을 제외하면 선율과 리듬이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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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제24마디∼26마디

〈악보 9〉 제27마디∼33마디

〈악보 8〉제 24 마디의 피아노 선율에서는 ㈁전위가 나타나며, G5-F6

7 도 상행으로 앞서 등장했던 상행 선율 중 가장 큰 도약 선율이 등장하

며 도약의 폭이 다시 한 번 확장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25 마디∼26 마

디는 도약 없이 순차진행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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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에서와 같이 제 27 마디∼31 마디에 걸쳐 해금 선율이 처음 등

장하며, 오롯이 C6 선율 하나에 p에서 pp로, p에서 ppp로 decrescendo

하며 단순한 리듬 형태로 등장한다. 이는 주제 선율을 바로 드러내지 않

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이다.60)

그리고 c minor의 5음 음계(C, E♭, F, G, B♭)와 딸림화음61)의 5음

인 D음정만 사용하던 피아노 선율에서 제 32 마디 B♮음정의 등장은 딸

림화음의 이끈음62)으로 제 34 마디에서 나타나는 주제 선율의 변형의 등

장을 앞두고 화성적 방향성을 강조한다.63)

60)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31).

61) 딸림화음: 딸림음 위에 있는 화음을 말한다.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70쪽.  
62) 이끈음(Leading tone) : 7음 음계의 제7음. 으뜸음으로 이끌어가는 성질을 가진데서

붙은 이름. 장음계는 B가 C와 반음인데 단음계에서는 G을 반올림하여 A와 사이를

반음으로 하여 이끈음을 만들고 있음.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

악출판부, 1980), 225쪽.

63) 작곡가 나효신은 단락의 변화 또는 다음에 나타날 주제 선율의 변형이 등장할 때 화

성적 변화 또는 악상의 대조를 주어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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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제34마디∼40마디

□B

〈악보 10〉은 소단락 □B로 제 34 마디∼37 마디의 해금 선율은 G와 B

♭ 두 음을 중심으로 두 번 반복 진행되며, 제 34 마디와 제 36 마디는 G

음정이 중심이고, 제 35 마디와 제 37 마디는 B♭음정의 중심으로 각 마디

G와 B♭으로 중심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34 마디∼37 마디의 해금 선율은 D5–F5–D5-F5 로 이루어진 단 3도

중심의 주제 선율 ㈎를 c minor음계에서 변형한 선율로 그 음정 구조가

같을 뿐 리듬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제 34 마디∼39 마디의 피아노 선율은〈악보 3〉제 1 마디 피아노 왼손

선율 C3-C4-G3 선율구조 ⓑ에서 C3 음이 C2 로 한 옥타브 내려간 ⓑ＇

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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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제41마디∼45마디

제 38 마디∼40 마디는 주제 선율 ㈏가 변형된 것으로 주제 선율 ㈏의

G5-F5-D5-B♭4-G4-D5 가 c minor에서 등장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

다.

〈악보 10〉,〈악보 11〉의 피아노 선율 제 40 마디∼44 마디 G5-B♭

5-G5-B♭564)은 주제 선율 ㈎의 변형이다. 이는 주제 선율 ㈎의 D5–F5

–D5-F5 단 3 도 중심의 선율 진행과 음이동이 같다. 제 40 마디∼42 마디

는 3도 상행 구조인 ㈀이 등장한다.

〈악보 11〉제 41 마디〜43 마디의 해금 선율 G5-B♭5-G5-B♭5 는 주

제 선율 ㈎의 변형된 것으로 단 3도를 중심으로 선율 진행하다 주제 선

율 ㈎와 같이 단 3도 중심 구조에 꾸밈음이 추가되어 나타났다. 또한 리

듬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주제 선율 ㈎와 동일하게 3박 단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제 41 마디의 경우  (8 분음표)와  (4 분쉼표)로 나

누어진다. (  =  +  )
제 44 마디∼45 마디의 해금 선율 C6-B♭5-G5-E♭5-C5-F5 는 주제 선

율 ㈐가 c minor로 변형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피아노 선율 제 42 마디는 3 도 상행 구조, 제 44 마디∼45 마디는 해금과

같이 주제 선율 ㈐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64) 악보에 로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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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아노 선율 제 43 마디의 E♮, 제 45 마디의 B♮은 제 44 마디와

제 46 마디의 f minor와 c minor의 이끈음으로 이를 통해 작곡가는 Ⅱ

단락이 나오기 전 화성적 방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 수 있다.

(3) Ⅱ단락 선율 분석

Ⅱ단락은 제 46 마디∼116 마디로 박자는 12/8, 빠르기는♩.〓ca.160 이다.

본 단락은 선율 변화 양상이 뚜렷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소단락을 세분화

하였다. 8 개의 소단락(□A , □B , □C , □D , □E , □F , □G , □H )으로 세분화하게 된

선율변화 양상은 전반적으로 Ⅰ단락에 반해 피아노와 해금이 서로 공유

되는 리듬패턴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A는 박자와 조성의 변화를 피아노가 제시해준다. □B는 피아노와

해금이 함께 등장하고 조성이 g minor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피

아노 선율 중 왼손을 오른손으로 넘겨 연주하는 선율이 설장구 장단 중

휘모리 모방형이 나타난다. □C는〈해금 베짜기〉의 주제 선율로 전체 악

절을 반복 연주한다. □D는 피아노의 선율이 G, B♭을 중심음으로  (점
2 분음표)로 연주된다. □E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구로 피아

노 선율의 다양한 옥타브가 해금 선율의 중심음을 이용한 연주가 보인

다. □F는 앞 단락에서 연결되는 세 마디 해금 선율을 제외하고 피아노

독주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G는 ㈁전위, ㈁, ㈀전위의 단순한 구조의 해

금 선율과 설장구 장단 중 휘모리를 모방한 피아노 선율이 등장한다. □H

는 해금 독주로 ㈁¹과 ㈁이 세 마디 이상 확대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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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제46마디∼49마디

□A

〈악보 12〉제 46 마디∼47 마디의 피아노 선율은 제 1마디∼3 마디 피

아노 선율의 변형으로 4도 하행 구조인 ㈁과 3도 상행 구조의 ㈀이 ㈁

-㈀-㈁-㈀의 형태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46 마디는 c minor-g minor 화성이 반복된다. 이는 c minor 5 음 음

계에서 E♭이 사라지고 D가 주요음으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49 마디∼50 마디에 이르러 베이스의 진행이 g minor의 딸림음(D)-으

뜸음(G)인 g minor로 전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악보 12〉제 46 마디∼49 마디 부분은 똑같은 선율을 제시해

주면서 통일성을 보이고 전조의 역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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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50마디∼54마디

□B

〈악보 13〉의 해금 선율은 g minor의 조성인 중심음 G, B♭, C, D,

F 로 이동하여 나타난다. 제 50 마디〜52 마디와 제 53 마디〜54 마디의 해

금 선율은 주제 선율이 재등장하는데, 주제 선율에서 꾸밈음이 제외되어

주제 선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제 50 마디∼52 마디는 주제 선율 ㈎가 변형되어 등장한다. 그리고 제 53

마디∼54 마디는 주제 선율 ㈏가 점 8분음표+점 8분음표의 일정한 리듬

형이 변형되어 등장한다. 제 53 마디의 ㈁²는 경과음으로 C5 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3〉의 피아노 선율은 B♭음이 생략된 g minor화성으로 구성

되어있다. 선율은 제 50 마디∼57 마디 피아노 리듬에서는 전통 국악 장단

과 유사한 리듬형이 나타나는데 제 50 마디의 피아노 선율을 왼손과 오른

손으로 나누어 리듬으로 기보하면〈악보 14〉와 같다. 이는 마치 설장구

의 휘모리장단65)과 유사한 모방형으로 연주법 또한 왼손을 3번째 4번

65) 휘모리 장단형

휘모리는 말 그대로 휘몰아친다고 하여 휘모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스림-굿거리-

덩쿵이-동살풀이의 연주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장단이다. 열편으로 넘겨치

는 부분이 특히 많고, 궁편쪽과 열편쪽의 연주가 대칭이 되게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가락의 반복적인 개수가 순열구조를 가지며 음양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게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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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박에서 오른손으로 넘겨서 치는 형태로 설장구 연주 방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악기가 본연의 색채를 잃지 않고 서로 공존하

며 연주되기를 바라는 작곡가의 음악관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66)

〈악보 14〉 피아노 리듬과 장구 장단의 비교 1 

2소박 4박을 기본 장단으로 하고 있다.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대한민국 국악제〉(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20).

66)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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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제55마디∼62마디

〈악보 15〉의 해금 선율은〈악보 13〉에서 말했듯이 Ⅱ단락의 특징적

인 선율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앞〈악보 13〉에서는 ⓐ-ⓑ-ⓐ-ⓒ 의 순

서로 나타났다면 위 악보의 선율 구조는 ⓐ-ⓑ-ⓐ-ⓒ¹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제 선율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제 55 마디∼57 마디는

㈎의 변형이고, 제 58 마디∼제 60 마디는 ㈐의 변형이다. 주제 선율 ㈐는

G5-F5-D5-B♭4-G4-(F4)-C5 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제 58 마

디는 C5 가 추가된 ㈁²에 F4 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의 음정구조로 나

타나는 것을 보아 ㈐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55 마디∼57 마디

해금과 피아노는 앞의 제 50 마디∼52 마디와 동일하다. 또한 해금 선율은

제 55 마디∼제 60 마디에 걸쳐 f 에서 ppp 까지 음량의 축소를 시킨다.

피아노 선율 제 58 마디의 오른손은 해금과 같은 G5-F5-D5-B♭4-G4-

C5 의 선율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점 8분음표의 형태로 되

어진 해금의 2분박 선율을 모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왼손의 리듬

은 (다섯잇단음표)로 반주형태가 바뀐다. 박자가  =160 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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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제63마디∼72마디

□C

빠르기에 마치 트레몰로처럼 연주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제 60 마디의

피아노의 화성은 G5-D5 의 4 도 하행 구조 ㈁과 D5-F5 의 3 도 상행 구

조 ㈀이 나타나면서 g minor로 전조시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61 마디∼62 마디에서는 양손 모두 점 8분음표 리듬 형태로 바뀌면서 ⓒ

의 중심음인 G-F-D-C-B♭-G-D로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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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Ⅱ단락의 □C는〈해금 베짜기〉의 주제 선율이다.67)

□C의 제 63 마디∼72 마디는 악곡에서 유일하게 도돌이표가 등장하는 선

율이다. 이 또한 나효신이 주제 선율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악절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마디는 도돌이표의 사용으로 두 번 반복하는데, 해금은 반

복 시 첫 번째 연주와 두 번째 연주의 악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연주 시 mp에서 pp의 작은 악상으로 연주를 하며 꾸밈음이 mp

인데 본음은 pp 인 형태이고, 꾸밈음이 본음보다 더 큰 형태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연주 시 pp에서 f 로 최대 음량이 커졌다가

molto decrescendo를 통해 매우 음량이 다시 작아지는 악상의 연주 형

태이고, 꾸밈음이 본음보다 작은 형태로 연주되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다이내믹을 이용하여 주제 선율의 두 번 반복의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고

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본 □C 구간은 앞서 주제 선율 분석 시 언급했듯이 2개의 악절로

나눠진다. 첫 번째 악절은 제 63 마디∼68 마디, 두 번째 악절은 제 69 마

디∼72 마디까지이다.

제 69 마디∼72 마디는 제 66 마디∼68 마디까지의 악절의 리듬과 선율

진행이 G-F-D-B♭-G-D에서 G-F-D-B♭-G-(F)-C 로 변형된 것이다.

피아노 선율은 해금의 단선율을 여러 옥타브로 해체시켜놓은 형태이다.

위 악보에 중심음을 표기하였는데, 리듬은 다양하지만 선율은 단선율의

진행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듬 형태는 제 50 마디에서 제시되는 설장구 장단 중 휘모리 리듬과 유

사하다고 설명한〈악보 14〉와 피아노 제 63 마디의 리듬형태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63 마디의 리듬을 제외하고 나머지〈악보 1

6〉의 리듬형은(  +  +  ) 또는(  +  +  ) 의 헤미올라(  +  )의
2 분박, (  + )의 총 4 가지 형태의 리듬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는 것으

로 보인다.

67) 작곡가와의 인터뷰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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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73마디∼76마디

□D

〈악보 17〉제 73 마디∼76 마디까지 해금과 피아노 선율은 모두 G, B♭

중심음이 점 2분음표 단위로 바뀌며 3도 상행 구조인 ㈀의 형태이다. 그

런데 해금의 경우 제 75 마디와 제 76 마디에서는 4도 하행 구조인 ㈁이

등장하며 ㈁-㈀-㈁-㈀의 형태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

□B

〈악보 18〉은 □E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77 마디∼80 마디와 제 53 마디∼

56 마디의 선율 진행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5 도 상행 구조 ㈂의 등

장 위치이다. 위 악보 제 77 마디와 제 78 마디에서 각각 5도 상행 구조

㈂이 등장한 후 □E의 제 79 마디∼80 마디의 선율이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앞 □B에서도 제 53 마디∼54 마디에서 5도 상행 구조 ㈂ 이 등장한 후

제 55 마디∼56 마디의 선율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은 두

소단락 안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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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제79마디∼87마디 해금 선율

 □E

□F

〈악보 19〉□E의 제 79 마디∼80 마디의 해금 선율은 앞서〈악보 18〉에

서 설명했듯 제 55 마디∼56 마디의 선율과 유사하다.

제 79 마디와 제 80 마디는 각각 D5-F5 진행의 ⓐ, D5-G4 진행의 ⓑ에

서 꾸밈음의 추가와 리듬이 변형되어 ⓐ＇, ⓑ＇로 표기하였다. 제 81 마디

∼87 마디는 주제 선율의 ㈃¹을 비브라토와 잉어질, 경과음 G♭을 포함

하여 확대한 형태이다. 이후 제 85 마디부터 □F이 등장하는데 위 해금 선

율은 □F으로 넘어가는 연결구의 역할을 한다.

제 81 마디는 G4 에 mp 잉어질 후 f 에서 굵은 농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농현의 강조를 위해 잉어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 85 마디∼86 마디에 표기된 농현은 다른 농현들과는 다르

게 치켜올리듯이 농현을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다.



- 37 -

〈악보 20〉 제79마디∼84마디 피아노 선율

□E

〈악보 20〉제 79 마디부터의 피아노 선율은 해금 선율의 중심음으로 진

행하는 구조이다. 피아노의 리듬은 한 마디 안에서 점 2분음표 간격 기

준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각각에 리듬이(  +  +  ) 마치 헤미올라와 같

은 형태와 (  +  +  +  ) 이 번갈아가며 3:4 또는 4:3 리듬이 번갈아

등장한다. 따라서 〈악보 20〉을 보면 실선 네모는 3분박 점선 네모는

4분박으로 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3:4 와 4:3 의 리듬이 바뀌어 진행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의 오른손 선율 진행은 해금의 선율

진행 D, F, D, G 의 중심음을 통해 다양한 옥타브에서 진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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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제85마디∼91마디

  □F

〈악보 21〉제 85 마디∼87 마디의 해금 선율은 앞의 □E에서 연결되는 악

구이며 □F의 시작이다. 앞서〈악보 19〉에서 해당 부분의 선율 분석을

마쳤으니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피아노의 리듬은 오른손과 왼손이 점 8분음표 간격으로 오른손과 왼손

의 리듬이 각각 (  +  +  ) 또는 (  +  )이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아노의 선율은 중심음 D-F, D-F, G-D, F-C 로 진행한다. 이는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다. 제 87 마디의 D-F 3 도 상행 구조 ㈀, 제 88 마디의

D-F 3 도 상행 구조 ㈀, 제 89 마디의 G-D 4 도 하행 구조 ㈁, 제 89 마디

∼90 마디의 F-C 4 도 하행 구조 ㈁으로 ㈀-㈀-㈁-㈁의 선율 형태로 구

성이 되어있다. 또한 선율이 해금 선율의 단선율을 여러 옥타브로 펼쳐

놓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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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제92마디∼99마디 피아노 선율

〈악보 22〉제 92 마디〜99 마디는 해금 선율 없이 피아노의 독주로 진

행이 되는 부분이다. 해당 선율은 중심음 D, G, F, G, C, D로 진행이 되

며 앞서 말한〈악보 21〉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옥타브와 리듬을 통해 전

개가 된다.

제 92 마디∼94 마디는 제 85 마디∼91 마디와 다르게 4 도 또는 5도 음

정관계에 화음이 등장한다. 그리고 제 95 마디∼99 마디에서 피아노 선율

이 밑에 있는〈악보 23〉과 같이 설장구 장단 중 휘모리68)를 모방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68) 휘모리 장단형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대한민국 국악제〉(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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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피아노 리듬과 장구 장단의 비교 2

앞서 비교한 〈악보 14〉에서는 3분박 형태에 왼손을 3번째 4번째 박

에서 왼손이 오른손을 넘겨서 치는 형태였다면 위 악보에서는 2분박 형

태에 한마디 단위로 왼손이 오른손을 넘겨서 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

한 왼손이 정 위치일 때는 악상이 f 이고, 왼손을 넘겨서 연주할 시엔

pp 로 대비를 이룬다.

위 악보의 피아노 선율의 화성은 D와 A♮이 중심음이 되어 뒤에 등장

할 □G의 g minor화음에 대한 딸림화음의 역할을 한다.

더불어 제 98 마디에는 리듬변환이 나타난다. 이 또한 후에 등장할 4분

박 형태의 리듬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에 들

어가기 직전 마디인 제 99 마디 피아노 왼손이 특히나 마치 장단을 풀은

상태처럼 선율이 진행된다.



- 41 -

〈악보 24〉 제100마디∼105마디

   □G

〈악보 24〉제 100 마디∼104 마디 해금 선율은 첫 박부터 점 2분음표의

길이로 농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첫 박에 농

현이 나오는 것을 통해 강조의 효과를 낸다.

그리고 해금의 선율구조는 제 100 마디는 4도 하행 구조 ㈁의 음정 관

계가 자리바꿈한 ㈁전위, 제 101 마디, 제 102 마디는 4도 하행 구조인 ㈁,

제 103 마디, 제 104 마디는 3도 상행 구조인 ㈀이 전위된 ㈀전위로 주제

선율에서 나타났던 선율 구조 또는 전위된 형태로 등장한다.

피아노의 선율 진행은 앞서 말했던 설장구 장단 중 휘모리장단의 모방

형으로 다음과 같은 리듬 진행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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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피아노리듬과장구장단의비교3

〈악보 25〉는 제 100 마디의 피아노의 선율 진행을 설장구 휘모리장

단69)의 모방형 리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102 마디, 제 105 마디는 리듬변환이 일어나는데 8분다섯잇단

음표의 리듬형이 등장한다. 이로 인해 2분박과 대비되는 2:5 의 리듬을

만들어 전환의 느낌을 주며 뒤이어 나타날 해금 독주 선율의 등장을 암

시한다.

69) 휘모리 장단형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대한민국 국악

제〉(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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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106마디∼108마디

〈악보 26〉제 106 마디∼108 마디는 □G의 종지이자 □H로 넘어가는 연결

역할을 하는 악구이다.

우선 해금 선율을 살피면 제 107 마디는 4도 하행 구조 ㈁이 전위되어

4도 상행 구조로 전환된 선율 형태이다. 이는 제 107 마디에 세 번등장하

고 기존 ㈁의 형태보다 축소되어 다양한 리듬과 꾸밈음, 농현의 표현법

으로 등장한다. 특히 제 108 마디는 E♭의 등장으로 조성이 c minor로

전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 선율 제 106 마디는 본래 G5-F5-D5 의 음정 관계인 ㈁¹

과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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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제109마디∼116마디

   □H

〈악보 27〉제 109 마디∼116 마디는 □H로 Ⅱ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다. 앞

서 피아노가 C3-B♭2-G2 로 4 도 하행 종지한 것을 해금이 제 109 마디

에서 C5-B♭4-G4 ㈁¹의 음정 관계로 이어받는 것을 알 수 있고 ㈁¹이

세 마디 이상으로 확대70)되어 등장한다. 그리고 제 112 마디∼116 마디는

제 115 마디의 E♭5 를 제외한 4도 하행 구조의 ㈁의 음형을 확대시켜놓

은 형태이다.

특히 제 111 마디의 G에서의 음의 시작을 굵게 떨며 연주하는 농현과

제 115 마디의 D5 에서 꺾는 음이 등장하는데 이를 보아 c minor 계면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113 마디∼116 마디는 pp에서 mp의 대체적으로 작은 셈여림

의 크기로 연주되는데, 이는 다음 Ⅲ단락 시작의 P 로 전환이 되기 전

암시를 해주는 부분이다.

70) 확대(Augmentation) : 확대는 음표의 시가를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이다. 작곡가의

인터뷰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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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단락 선율 분석

Ⅲ단락은 제 117 마디∼167 마디로 박자는 12/8 이며 빠르기는♩.〓ca.80

이다. 본 단락은 모든 단락 중 가장 느린 빠르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3개

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진다. (□A , □B , □C ) 미분음(microtone)71)을 포함한

다양한 음정관계에 포르타멘토(portamento)7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

락이다. 특히 본 단락에서는 Ⅱ단락 □C에서 나타나는 주제 선율이 해체

되어 등장하며〈해금 베짜기〉악곡 단락 중 가장 느린 Ⅲ단락의 빠르기

에 맞춰 확대된다. 또한 Ⅲ단락 □A와 중간에 몇 연결구들을 제외하면, 피

아노 반주가 단선율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해금 베짜기〉의 작품

개관과 같이 해금과 피아노로 마치 베를 짜는 듯한 느낌을 형성하며

서로 중심음 선율을 주고받는다.

〈악보 28〉 제117마디∼126마디 

71) 미분음(Microtone) : 반음보다 좁은 음정. 온음의 불할에 따라 3분음, 4분음, 6분음

등으로 말함.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107쪽.

72) 포르타멘토(Portamento) : 소리를 끌어내기, 곧 한 음을 내기 전에 앞의 음에서 순차

적인 음을 지나서 냄. 성악과 현악에서 특수한 경우에 쓰임.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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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의 Ⅲ단락의 □A인 제 117 마디∼126 마디는Ⅰ단락의 제 41 마

디∼45 마디와 같이 주제 선율 ㈎, ㈐가 합쳐진 형태로 변형되어 등장한

다. 제 117 마디에서 G4, 제 119 마디의 B♭4 의 음정 구조가 3 도 상행 구

조인 ㈀이 길게 네 마디에 걸쳐 등장한다. 본래 주제 선율 ㈎는 ㈀을 두

번 반복하는데 위 악보는 반복을 하지 않고 길이를 두 배로 늘어난 확대

형태로 변형되었다. 제 121 마디∼123 마디의 C6-B♭5-G5 는 G5-F5-D5

의 음정 구조와 같은 ㈁¹이고 제 124 마디 C5-F5 는 G4-C5 의 음정 구조

와 같은 ㈃로 주제 선율 ㈐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제 선

율의 종지는 주로 F또는 C로 끝났는데 위 악보 제 126 마디에서만 G가

추가된다.

그리고 위 악보에서 Ⅲ단락의 특징인 포르타멘토(portamento)가 해금

선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제 117 마디, 제 119 마디, 제 122 마디에서

1/3 미분음(microtone) ＃또는 ♭이 포르타멘토로 등장하였고 이는 전통

음악 어법 중 느린 추성과 퇴성의 효과를 낸다.

피아노 선율은 제 117부터 나타나는 해금의 포르타멘토 주제에 의해 응

답에 의한 모방73)선율이 두 마디 단위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73) 모방(Imitation) : 가락 또는 음꼴을 모방하여 진행하는 작곡기능이다.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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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제127마디∼132마디

□B

〈악보 29〉제 127 마디∼132 마디는 □B의 시작이며, 제 127 마디∼131 마

디는 주제 선율 ㈎의 변형이다. G5, B♭5 의 등장으로 3도 상행 구조인

㈀이 나타나고, 제 129 마디∼130 마디에도 G5, B♭5 의 ㈀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주제 선율 ㈎에서 잉어질, 농현, 포르타멘토가 추가되어

변형이 이루어졌다. 단 제 132 마디에 헤미올라의 형태로 등장하는 G5의

선율형은 기존 주제 선율 ㈎에서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며 주제 선율 변

형 과정에서 추가된 음정임을 알 수 있다.

피아노 선율을 보면 기존 선율은 계속해서 폴리포니와 하모니 등 다성

을 연주했었지만 □B부터는 단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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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제133마디∼136마디

그리고 위〈악보 29〉에서 국악기와 같은 모방형 선율이 등장한다. 피

아노 선율 동그라미 부분의 표시된 음들은 마치 거문고의 개방현74)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 128 마디∼129 마디를 ⓐ라 설명하는데, 이는 후에 주제 선

율 ㈎변형인 제 138 마디∼139 마디에서 같은 중심으로 진행하는 유사 선

율이 등장하게 되며 ⓐ＇로 나타난다.

〈악보 30〉제 133 마디∼136 마디의 해금 선율은 주제 선율 ㈏의 변형

이다. 제 133 마디∼134 마디의 C6-B♭5-G5-E♭5 은 G5-F5-D5-B♭과

같은 음정 구조인 ㈁²이고, 제 135 마디∼제 136 마디의 C5-G5 는 G4-D5

와 같은 5도 상행 구조인 ㈂이 등장한다. 그리하여 ㈁²와 ㈂으로 구성된

주제 선율 ㈏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단 ㈂앞에 E♭이 포르타멘토와 동

시에 농현으로 연결되어 등장하는 부분은 기존 주제 선율과 다른 Ⅲ단락

의 특징이다.

피아노 선율 제 133 마디∼135 마디를 ⓑ로 설명하는데, 이는 후에 주제

선율 ㈐변형인 제 146 마디∼148 마디에서 같은 중심으로 진행하는 유사

선율이 등장하게 되며 ⓑ‘로 나타난다.

74) 거문고의 개방현은 문현, 괘상청, 괘하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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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137마디∼145마디

〈악보 31〉제 137 마디∼144 마디의 해금 선율은 다시 등장하는 주제

선율 ㈎의 변형이다. 다만 위 악보에서 등장하는 주제 선율 ㈎의 경우

제 141 마디∼142 마디의 G5-B♭5, B♭5-G5 은 단 3도 형태에 포르타멘

토와 농현이 추가되면서 앞서 등장한〈악보 29〉주제 선율 ㈎변형 형태의

확대형이다.

피아노 선율은 앞서 설명한대로 제 138 마디∼139 마디의 선율 ⓐ＇는

제 128 마디∼129 마디 ⓐ와 유사하고, 제 143 마디∼144 마디의 ⓐ〃에서

도 유사 선율형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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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제146마디∼151마디

〈악보 32〉제 146 마디∼151 마디는 주제 선율 ㈐의 변형이다. 제 146 마

디∼147 마디의 C6-B♭5-G5-E♭5 는 G5-F5-D5-B♭4 와 같은 음정구조

인 ㈁²이고, 제 148 마디∼제 150 마디의 C5-B♭4-F5 는 G4-F4-C5 와 같

은 음정구조인 ㈃¹이 등장한다. 이는 ㈁²와 ㈃¹으로 구성된 주제 선율 ㈐

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피아노 선율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 146 마디∼148 마디는 제 133 마디

∼135 마디 ⓑ의 선율과 유사한 음정 구조를 띄고 있어 ⓑ＇로 나타낸다.

그리고 제 150 마디∼제 151 마디는 피아노가 연결구의 역할로 해금이 연

주하지 않는 동안 피아노가 단선율 진행에서 잠시 화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율 진행은 4도 하행 구조 ㈁이 전위된 ㈁전위와 3도 상

행 구조의 ㈀이 ㈁전위-㈀-㈁전위-㈀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선율 진

행은 제 1마디∼제 3마디에 ㈁-㈀-㈁-㈀으로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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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제152마디∼159마디

〈악보 33〉제 152 마디∼153 마디의 해금 선율은 잉어질과 농현이 포함

된 헤미올라 리듬형으로 표현되며. C6-E♭6 의 3 도 상행 구조 ㈀이 두

번 반복하여 등장한다. 또한 위 악보에서 Ⅲ단락의 특징인 포르타멘토가

두 번 등장하는데, 제 154 마디 장 2도 하행 포르타멘토, 제 156 마디 장 2

도 상행 포르타멘토가 끝 음에 등장한다. 그리고 제 158 마디∼159 마디는

동음 꾸밈음이 등장하며 본 악곡의 해금 선율 최저음(A♭3)을 향한 하

행 선율을 통해 종지감을 형성한다.

피아노 선율은 해금이 동일 악구를 연주할 때 피아노도 반복 하는 양상

이 보여진다. 제 152 마디, 제 153 마디는 ⓒ가 반복이 되고 제 154 마디,

제 156 마디는 ⓓ가 반복된다. 특히 제 158 마디∼159 마디는 해금의 선율

과 같은 중심음인 F, E♭, B♭로 등장하는데 다양한 옥타브로 구성이 되

어있어〈해금 베짜기〉의 작품개관과 같이 해금과 피아노로 마치 베를

짜는 듯한 느낌을 형성하며 서로 선율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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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제160마디∼167마디

□C

〈악보 34〉제 160 마디∼167 마디는 □C의 시작이며, 제 159 마디 마지막

박부터 제 165 마디의 첫 박까지 해금과 피아노가 같은 음정만 연주하는

유니즌75)으로 진행된다. 단 해금이  로 연주할 때 피아노는 (  +  ) 또
는 (  +  ) 의 리듬의 다양한 옥타브로 진행한다.

해금 선율 진행은 점 2분음표 단위로 상승과 하행을 반복한다. 상승할

때는 감 5 도 또는 증 4 도로 진행하고 하행할 때는 완전 4도, 단 3 도, 완

전 5도로 진행이 된다. 단 마지막 하행할 차례에 단 2도로 상승하고 또

다시 감 5 도 상승 후 E5 를 길게 농현을 하며 끈다.

75) 유니즌(Unison) : 한소리. 곧 완전 1도 음정을 말한다.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

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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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제168마디∼171마디

□A

해금 선율 제 165 마디는 주제 선율의 ㈐의 변형으로 f minor로 전조

및 축소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단〈악보 15〉제 58 마디의 ㈐변형처럼

B♭음이 추가 되었다.

제 166 마디∼167 마디는 중심음이 B, C, D, F, E♭으로 해금과 피아노

가 다시 유니즌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67 마디는 악곡에서 처음으로 E♭으로 종지한 부분이다. 계이름으로

설명하면, 본 악곡은 늘 minor음계에서의 ‘도’ 즉, C 로 종지 했었는데

처음으로 Major 음계의 으뜸음인 ‘도’ 즉, E♭로 종지함으로서 다음 Ⅳ

단락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

(5) Ⅳ단락 선율 분석

Ⅳ단락은 제 168 마디∼241 마디로 박자는 12/8, 빠르기는 □A∼□C ♩.〓

ca.132 이고 □D는 ♩.〓ca.160 이다. 본 단락은 악곡의 마지막으로 소단락

은 5개로 나누어진다. (□A , □B , □A' , □C , □D ) 조성은 □A∼□A'는 g minor, □C

는 e♭ minor에서 마지막 마디에 c minor로 조바꿈되며 □D는 c minor

이다. 본 단락에서는 제 174 마디에서 해금이 처음 등장하며 □A'에서 해금

과 피아노의 두 선율이 겹쳐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35〉제 168 마디∼171 마디는 Ⅳ단락과 소단락 □A의 시작이며, 
= ca. 132 빠르기로 Ⅲ단락에 비해 급격한 빠르기의 변화가 있다.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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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본 단작하기 직전에 E♭으로 종지를 하는 반면 단락이 새롭게 바

뀐 후 D가 출현하며 G 중심음인 g minor(G, B♭, C, D, F) 조성으로

바뀌었다. 또한 Ⅳ단락의 피아노 특징 선율이 등장하는데, 추후 반복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 168 마디∼169 마디 피아노 선율을 ⓐ라고 설명한다.

위 악보에서는 ⓐ를 두 번 반복하여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169 마디는 피아노 출현음 중 최저음이 등장하게 된다. 로

표기한 부분은 피아노 선율 중 가장 최저음인 A0, B0, C1 이다. 빠르기

도 빠른데다 최저음이고 해당 음의 길이가 점 8분음표로 짧기 때문에 이

는 타악기 중 장구의 궁편을 연상하게 되는 선율이다. 다음 설장구 중

휘모리 장단에 의한 것과 비교하면 다음〈악보 36〉과 같다.5

〈악보 36〉 피아노 리듬과 장구 장단 비교 4

〈악보 36〉제 168 마디는 피아노의 선율로 시작이 되는데, 이는 마치

설장구 휘모리 장단76)을 모방한 리듬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76) 휘모리 장단형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대한민국 국악

제〉(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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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제172마디∼179마디

〈악보 37〉제 175 마디에 Ⅳ단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해금 선율과 피아

노의 선율을 비교하면 서로 엇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아노가 두 마디

를 휘모리 장단 모방형태의 리듬으로 먼저 연주하면 뒤이어 해금이 엇박

으로 뒤따른다. 그리고 제 172 마디의 피아노는 2 분박이었으나 제 174 마

디의 해금은 3분박으로 등장한다. 제 174 마디를 보면 정박은 피아노가

연주되며 해금과 합쳐져서 3분박 리듬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 174 마디

피아노 선율은 해금 선율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반면 제 175 마디의 피

아노 선율은 제 174 마디의 선율과도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때문에 해금과 다른 2분박의 엇박을 연주하는 형태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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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의 선율은 서로 대비를 이룬다. 제 174 마디, 제 175 마디와 제 178

마디, 제 179 마디는 정박으로 연주하면 다음 마디에는 엇박으로 또는 이

반대로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아노의 특징적인 선율들은 다시 재등장 하는데 제 172 마디∼173 마디

를 ⓑ로, 제 174 마디∼175 마디는 ⓒ로, 제 176 마디∼177 마디는 ⓑ＇로,

제 178 마디∼179 마디는 ⓒ＇로 설명한다.

제 172 마디∼173 마디의 피아노 선율 또한 설장구 장단의 모방형이다.

더불어 앞서 〈악보 36〉에 등장했던 휘모리 장단의 다음에 실제로 연주

되는 가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77)

〈악보 38〉 피아노의 리듬과 장구 장단 비교 5

〈악보 38〉은 실제 설장구 휘모리를 연주할 때 앞서 〈악보 36〉 장

단을 치고 난 후 등장하는 리듬형으로 본 악곡에서도 순서대로 등장하였

다.78)

77) 휘모리 장단형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대한민국 국악

제〉(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20).

78) 앞서 언급한 김성대의 논문에서〈악보 26〉의 리듬형 다음에 연주되어지는 리듬꼴로

서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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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제180마디∼188마디

〈악보 37〉에 나타나는 화음을 보면 제 173 마디의 마지막 박 D2 와

제 178 마디의 마지막 박 A3 의 등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g

minor의 으뜸화음인 G, B♭, D 에서 D, F, A♭의 딸림 화음적인 긴장

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피아노 선율은 해금 선율이 반복할 때 앞서 연주했던 것을

사용한다. 제 178 마디는 제 174 마디의 음정을 모방하는데 리듬은 제 175

마디에서 차용하였다. 반대로 제 179 마디의 음정은 제 175 마디를 모방하

고 리듬은 제 174 마디에서 차용했다.

〈악보 39〉는 피아노가 독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Ⅳ단락에서는 g

minor화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B♭근음이 등장하며 제

1전위를 이룬다. 제 180 마디∼181 마디에 처음으로 g minor화성의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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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제189마디∼192마디

□B

전위, 즉 B♭이 근음으로 오는 화성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180 마디∼183 마디는 앞서 등장했던〈악보 38〉의 ⓑ와 유사한 형태

로 위 악보에서는 마지막 오른손 음을 지속한다.

제 182∼183 마디의 A0 음은 앞서 설명했던 타악기적인 효과와 더불어

오른손 A3, D4 와 함께 딸림 화음적인 역할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184 마디∼188 마디는 리듬이 단순화 되면서 음이 적게 등장

한다. 앞서 다양한 리듬으로 나왔던 부분과 대조가 되며 다음 □B의 등장

을 암시한다. 또한 제 188 마디에서 글리산도가 등장한다. 이는 다시 해금

이 등장하기 전에 곡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악보 40〉제 189 마디∼192 마디는 해금 선율이 재등장하며, □A에서 등

장했던 것과 같은 리듬형을 보인다. 피아노 선율은 제 174 마디에서 앞서

그랬듯이 피아노가 정박에 나오고 해금은 3분박으로 연주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제 192 마디에 왼손이 오른손을 넘기는

특징적인 연주 형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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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제193마디∼196마디

〈악보 42〉 제197마디∼201마디

〈악보 41〉에서 해금이 B♭5-F5 완전 4도로 하행하는 음정으로 선율

이 진행된다. 피아노 선율 또한 B♭, F 만 등장하는데 이전의 연주들은

스타카토의 짧은 음정으로 연주를 했다면 제 193 마디부터는 붙임줄을 이

용해 악곡에 전체적인 울림을 형성하고 기존 선율 형태와 대비되어 곡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42〉는 앞서 피아노가 붙임줄을 이용해 선율을 길게 연주하여

곡의 분위기를 전환한 것을 받아 해금 선율이 C6 와 D6 로 상행한다. 그

리고 제 199 마디에서 리듬이 변하는데 D6 리듬의 묶음 역시 당김음의

배치처럼 해금 선율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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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제 197 마디의 선율은 붙임줄을 사용하여 해금이 C6 로 상승할

때 피아노가 펼친 화음79) 즉, 아르페지오80)를 사용하여 C로 상승하였다.

그와 더불어 □B에서 피아노는 계속 채워주는 화성이 나왔는데, 스타카토

의 등장으로 앞의 반주 형태와 대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98 마디는 Ⅳ단락의 첫 마디인 제 168 마디의 선율의 마지막 박을 제

외하고 동일한 특징 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악곡의 마지막 소단락에 들

어가기 전 미리 리듬을 출현시켜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서 제 201

마디 해금 선율이 D6 로 상승함에 따라〈악보 41〉의 제 193 마디∼196

마디와 같이 제 199 마디∼201 마디의 피아노 선율 또한 해금이 음정이

상승할 때 지속음을 이용한 앞과 대비되는 반주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 43〉 제202마디∼217마디

□A'

79) 펼친 화음(Broken chord) : 화음을 펼쳐서 아래서 위로나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또

는 오르내리며 소리를 내는 화음을 말한다.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313쪽.

80) 아르페지오 : 화음을 위 또는 아래로 차례로 빠르게 낸다. 또는 펼친 화음을 말할 경

우도 있다. 금수현,『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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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제 202 마디부터 □A'인 이유는 위 악보 피아노의 선율이 □A의

피아노 선율 마지막 3 마디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며 그 위에 해금

선율이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A'에서는 피아노 마지막 세 마디가

오기 전까지는 해금 선율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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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선율 제 202 마디∼203 마디에서도 설장구 장단의 모방형이 나타난

다. 해금은 피아노와 같은 2분박으로 진행되고 마치 C5 가 채편, G4 가

궁편을 모방하는 듯한 리듬형으로 선율이 진행된다.81) 악상 또한 C5 는

f , G4 는 p 로 해금으로도 마치 장단감의 효과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피아노 선율은 특징적인 선율형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제 202 마디∼

203 마디를 ⓐ로 설명하고 제 202 마디∼205 마디 안에서 ⓐ가 두 번 반복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금은 제 202 마디는 제 204 마디랑 같으

나 제 205 마디부터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채편과 같은 역할을 하던

C5 가 G5 으로 대체 된 것을 알 수 있다.

위 악보에서는 본 단락의 특징인 두 악기의 선율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

타난다. 제 205 마디부터 피아노와 해금이 반복되는 선율이 단위가 엇갈

리기 시작한다. 따라서 피아노는 제 206 마디에서 주제가 바뀌는 반면 해

금은 제 206 마디가 제 205 마디와 같은 선율을 연주한다. 이어서 피아노

는 제 206 마디∼207 마디가 하나의 주제인데 반해 해금은 제 207 마디와

제 208 마디가 같은 선율을 연주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금과 피아노

는 제 215 마디까지 주제가 서로 엇갈려 배치됨을 알 수 있다.82)

해금은 제 209 마디에서 장단감 있는 형태로 연주되는 선율에서 벗어나

서 농현과 잉어질을 포함하여 지속음으로 앞서 장단을 모방한 선율과 대

조된다. 제 210 마디에서 장단감이 있는 리듬 형태가 등장하나 p와 f와

같은 셈여림을 이용한 극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장단을 완전히 모방

하는 것이 아니라 3분박에서 쉼표를 이용한 당김음으로 변화를 하고 있

다. 그리고 제 213 마디∼215 마디의 해금 선율은 다시 꺾는음과 농현, 굵

은 농현을 포함하여 장단감 있는 리듬과 다시 대비를 주면서 해금의 특

성이 나타나는 선율이 등장한다. 제 216 마디∼217 마디에서는 기존 주제

81) ⓐ의 휘모리 장단형

김성대,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의 음악적 분석 : 제2회〈대한민국 국악

제〉 (1982) 삼도 설장구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20).

82) 〈악보 43〉의 굵은 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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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의 음정 관계중 하나인 G5-F5-D5 의 구조와 같은 ㈁¹의 음정구조가

C5-B♭4-G4 로 등장하며 또다시 장단감 있는 리듬 형태로 변화한다.

〈악보 44〉 제218마디∼224마디

〈악보 44〉의 해금 선율 제 218 마디는 동음 꾸밈음을 이용한 가락이

등장하여 해당 음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molto decrescendo를

사용한 p 까지의 확연한 강약 세기를 통해 대비를 이룬다. 또한 제 218

마디는 앞서 나타났던 것처럼 피아노 선율의 리듬이 이완되는 것과 더불

어 해금 선율도 지속음 위주의 선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221 마디∼224 마디는 지속음이 점차 굵어지는 농현과 함께 점온음표

의 길이만큼 확장된다.

피아노 선율 제 218 마디∼221 마디는 앞〈악보 39〉의 제 184 마디∼

187 마디까지와 동일하다. 뒤이어 연결되는 선율은 해금의 점온음표 주제

와 엇갈린 점온음표 선율로 등장하여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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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제225마디∼228마디

□C

〈악보 45〉제 225 마디는 □C의 시작으로, 본 단락은 앞 □A' 와 □D 사이

의 연결구 역할이다.83) 해금 선율은 □D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단 제 225 마디∼228 마디까지의 피아노 선율은 □A'의〈악보 44〉의 제

218 마디∼224 마디 마지막 선율과 유사하다.

해금 선율은 점 8분음표의 단위로 마치 휘모리 장단형과 같은 리듬이

재등장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 225 마디의 G5 는 f, D5 는 p로 연주

된다. 그리고 제 228 마디에서는 ㈁¹의 음정 구조가 나타난다.

피아노 선율은 제 225 마디∼226 마디는 동음 꾸밈음을 사용한 헤미올라

가 붙임줄을 사용하여 등장한다. 또한 제 227 마디는 앞〈악보 44〉의 제

224 마디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83) □C를 소단락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후〈악보46〉의 제229마디∼233마디 피아노 선율

이 □D의 첫 부분과 유사하나 제234마디부터는 빠르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단락으

로 분류하고, 제225마디〜233마디를 □C로 따로 분류한다. 모든 특징을 종합했을 때,

제225마디∼233마디 □C는 □A'와 □D사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선율 형태로 두 단

락의 일부와 유사하더라도 연결구 역할인 목적아래 □C로 나누었다.



- 65 -

〈악보 46〉 제229마디∼233마디

〈악보 46〉제 229 마디∼230 마디의 해금 선율은 G4-C5 4 도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G4는 p, C5 는 f로 되어있다. 그런데 앞서 진행된 것과

다르게 피아노가 장단을 모방한 선율을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G3가 궁편

위치에 C5 가 채편 위치에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229 마디가 ⓐ의

후반부와 선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단 모방의 선율처럼 채

편이 무조건적인 강박이 아니라 해금의 약박과 강박에 맞춰서 악상이 변

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231 마디∼233 마디의 해금 선율은 제

227 마디∼228 마디의 선율과 리듬은 유사하지만 음정은 3도 4도 8 도로

점점 상행하는 형태로 앞서 앞 선율이 하행을 통해 긴장을 완화한 것과

달리 긴장을 시킨다.

피아노 선율 제 230∼231 마디는 ⓐ가 반복된다. 앞서 마찬가지로 제

231 마디의 악상은 제 229 마디의 악상처럼 변화된 형태를 띄고 있다. 그

리고 제 232 마디∼233 마디의 피아노 선율은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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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제234마디∼239마디

□D

〈악보 47〉제 234 마디∼239 마디 □D는 빠르기가  =ca. 160 으로 매우

빨라진다. 먼저 해금 선율은 제 234 마디∼237 마디까지 앞서 설명했던 장

구의 궁편 채편에 맞추어 채편 위치에는 C5 가 궁편 위치에는 G4가 등

장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음 꾸밈음이 등장하는데, 매우 빠른 빠르기

에 동음 꾸밈음을 추가함으로서 음악적 긴장의 효과를 준다. 제 238 마디

∼239 마디에서는 4도 도약이 옥타브로 확대되고 제 239 마디에서는 잉어

질까지 포함되어 더욱 밀집도 있는 선율을 구성한다.

피아노 선율은 앞서 □A에서 등장한 ⓐ, ⓑ가 등장하고 ⓒ선율의 리듬이

전부 헤미올라로 이루어진 형태로 ⓒ˝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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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제240마디∼241마디

〈악보 48〉제 240 마디의 해금 선율은 음악이 고조됨에 따라 옥타브 도

약 꾸밈음,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풀어 떠는 농현과 같은 다양한 표현법

을 사용하여 악곡이 끝나는 정점의 느낌을 준다. 제 241 마디에서는 으뜸

음인 G5로 잉어질하며 음의 시작을 풀어 떠는 농현을 연주하며 악상은

ff 로 연주한다.

피아노 제 240 마디∼241 마디는 악곡의 끝인 클라이맥스를 표현하기 위

하여 강박에 있는 음이 16 분음표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마지막 박은 3:4

리듬의 형태로 등장한다. 제 241 마디의 마지막 박에서는 웃으뜸음84)인

A♮로 종지를 하며, 이는 으뜸음 G로 종지하는 해금의 음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악곡의 종지를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준다.

〈해금 베짜기〉의 선율 구조와 특징 등을 살펴본 결과, 악곡구조는 본

래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곡을 선율의 흐름과 템포의 변화를 고려

하여 4개의 단락으로 구분, 각 단락은 동기의 변화에 따라 소단락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악곡의 선율은 주제 선율과 그에 따른 변

형 선율로 이루어져 반복 진행됨을 알 수 있다.

84) 웃으뜸음(Super-tonic) : 으뜸음 위의 음. 장조의의 D, 단조의 B를 말한다. 금수현,

『표준 음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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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조성 빠르기 단락 소단락 마디 분석결과

12/8 ♭3개

♩. = ca.132 Ⅰ

□A 1-33

피아노 선율이 주제 선

율의 3도, 4도의 음정

관계로 점차 발전됨

□B 34-45
주제 선율의 중심음 구

조가 온전히 등장함

♩. = ca.160 Ⅱ

□A 46-49
박자와조성의변화를피

아노가제시

□B 50-62
피아노 선율에서 휘모리

모방형이 나타남

□C 63-72
〈해금 베짜기〉의 주제

선율

□D 73-78

피아노의 선율이 G, B♭

을 중심음으로 점2분음

표로 연주됨

□E 79-84

해금 선율의중심음을이

용한피아노선율의옥타

브선율이등장함

〈표 3〉〈해금 베짜기〉전체 악곡 분석 결과

본 곡의 해금과 피아노의 선율은 마치 베를 짜는 느낌을 형상화하기 위

해 중심음 구조의 선율을 서로 주고받는다. 또한 피아노 선율에서 타악

기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장단 중 휘모리 장단을 모

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곡가는 주제 선율 변형의 등장과 단락

의 변화를 앞두고 화성적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단락에

서는 미분음을 포함한 다양한 음정관계에 포르타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역안법을 사용하는 해금의 특성을 표현한 단락이다.

다음〈해금 베짜기〉의 전체 악곡 분석을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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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조표 빠르기 단락 소단락 마디 분석결과

12/8 ♭3개

♩. = ca.160 Ⅱ

□F 85-99

피아노 독주 (앞 단락에

서 연결되는 세마디를

제외함)

□G 100-108

㈁전위, ㈁, ㈀전위의 단

순한 구조의 해금 선율,

피아노 선율에서 휘모

리 모방형이 나타남

□H 109-116
해금 독주로 ㈁¹과 ㈁이

세 마디 이상 확대됨

♩. = ca.80 Ⅲ

□A 117-126

주제 선율 ㈎, ㈐가 합

쳐진 형태로 변형되어

등장, 해금 선율에서 포

르타멘토가 특징적으로

등장함

□B 127-159
피아노 선율이 단선율로

연주함

□C 160-167 주제선율이해체되어등장

♩. = ca.132

Ⅳ

□A 168-188
피아노 특징적 선율 ⓐ,

ⓑ, ⓒ가 등장함

□B 189-201

피아노 선율이 붙임줄을

이용해악곡분위기가전

환이됨

□A' 202-224
해금, 피아노 선율이 겹

쳐 등장함

□C 225-233
□A'-□D 사이의 연결구 역

할

♩. =ca.160 □D 234-241
해금 선율에서휘모리모

방형리듬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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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법 분석

악곡 구조와 선율 분석을 바탕으로 해금의 연주법을 운지법과 운궁법,

표현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85)

1) 운지법 (Fingering)

해금은 한국의 전통악기 중 지판이 따로 있지 않는 악기로 중현과 유현

을 완전 5도로 조율한 뒤 왼손으로 줄을 역안하여 연주하는 악기이다.

따라서 유현 食指를 기준으로 음정을 쌓는 방법의 운지법86)으로 연주하

며, 이 유현 食指 1指의 음정이 포지션87)의 기준이 된다. 즉,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은 가야금, 아쟁 등의 조현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라 할 수 있다.88)

해금은 한 옥타브 안에서 12 개의 모든 음을 유현 食指 1指 포지션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포지션 내 발현할 수 있는 음은 한정적이다. 그러

므로 포지션의 이동을 통해 해금은 다양한 음역대의 음정의 발음이 가능

하게 된다. 포지션 선택에 있어 우선 음역대와 조성을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중심음과 프레이징 등의 세부적인 요소를 고려한 세밀한 포지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해금 베짜기〉의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포지션과 그에 따른 연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89) 운지법

도출을 위한 분석은 악곡 내 포지션 이동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 분

석하겠다.

85) 초연자의 연주 실황 영상을 참고한다.

Youtube, “노은아, 해금베짜기”, https://youtu.be/C8p8rxoDsow,.

86) 해금은 유현과 중현의 두 현을 완전5도 간격으로 조율한 뒤 유현 食指를 기준으로

음정을 쌓는 방법의 운지법으로 연주하며, 이 유현 食指의 음정이 포지션의 기준이

된다. 노은아,『해금창작곡 연주법〈연구〉』(서울: 예솔, 2020), 48쪽.

87) 포지션(position) : 현악기의 손가락 판에서의 손가락을 짚는 자리. 금수현, 『표준 음

악사전 용어편』(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80), 317쪽.

88) 노은아,『해금창작곡 연주법〈연구〉』(서울: 예솔, 2020), 48쪽.

89) 악곡의 운지법 표기는 안에 포지션을 제시하며, 중현의 손가락 번호는 ‘①, ②,

…’로, 유현의 손가락 번호는 ‘1, 2, …’로 설명한다. 역안의 기준으로 반음 위를 각 손

가락 번호에서 ‘
  ,

  , …’로, 4指를 세워 경안법을 사용하여 내는 음은 로 표기

한다. 또한 경안법을 이용하여 食指를 짚어 연주하는 경우 ↑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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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표 4〉 E♭5 포지션

〈악보 49〉 제27마디〜46마디 운지법

〈악보 49〉제 27 마디〜46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C5, 최고음

C6 로 E♭5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E♭5 를 유현 1指 포지

션으로 하는 경우 중현 ①指는 A♭4, 중현 ②指는 B♭4, 중현 ③指는

C4, 유현 1指는 E♭5, 유현 2指는 F5, 유현 3指는 G5, 유현 4指는 B

♭5, 유현 4 指는 C6 로 운지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90)

90) 출현음에 한에서 도식화하며 역안의 기준으로 반음 위를 각 운지법에서 (+)로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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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제50마디〜72마디 운지법

〈악보 50〉제 50 마디〜72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G4, 최고음

F5 로 B♭4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B♭5 를 유현 1指 포지

션으로 하는 경우 중현 ②指는 F4, 중현 ③指는 G4, 유현 1指는 B♭4,

유현 2指는 C5, 유현 3指는 D5 로, 유현 4指는F5, 유현 4 指는 G5

로 운지한다.

제 50 마디에서 1指를 이용한 시프팅 제 58 마디, 67 마디, 68 마디, 70 마

디에 나타나는 앞꾸밈음이 다른 운지로도 연주 가능하다. 제 58 마디, 68

마디의 G4 는 악보와 같이 중현 ③指또는 유현 1指 1 로 경안법 으로

도 연주가 가능하다. 제 67 마디, 70 마디 또한 B♭4 를 중현 ④指로 연

주 가능하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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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표 5〉 B♭4 포지션

〈악보 51〉 제73마디〜76마디 운지법

〈악보 51〉제 73 마디〜76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F5, 최고음

C6 로 E♭5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며, 제 73 마디 F5 를 유현 2

指로 운지한다. 앞서〈악보 50〉의 제 72 마디에서 제 73 마디의 포지션

이동은 B♭4 포지션 유현 2指의 동일 운지끼리의 시프팅91)을 사용하여

E♭5 포지션 유현 2指로 시프팅한다. 제 75 마디와, 제 76 마디의 잉어질

은 제음을 빠르게 치는 것으로 유현 3指를 두 번 빠르게 연주한다.

91) 해금의 운지법에 있어 유현 1指 포지션의 위치를 이동하는 시프팅(Shifting)은 필수

적 요소이다. 실제 해금 창작곡 연주 시에 좋은 음색의 구현과 편리한 연주를 위해

좋은 포지션의 선택과 함께 시프팅의 적절한 위치와 방법의 선택 또한 좋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노은아, “해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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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제77마디〜87마디 운지법

〈악보 52〉제 77 마디〜87 마디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F4, 최고음 G5

로 B♭4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포지션 이동은 제 76 마디 E

♭5 포지션, B♭5 유현 
指에서 제 77 마디 G4 를 B♭4 의 포지션 중현

③指로 이동하여 연주한다. 제 81 마디의 G4 잉어질은 B♭4 의 음을 역안

으로 중현 ④指로 발음하여 시김새의 특징을 살려 연주한다.

〈악보 53〉 제100마디〜116마디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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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표 6〉 C5 포지션

〈악보 53〉제 100 마디〜116 마디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G4, 최고음 B

♭5 로 C5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C5 를 유현 1指 포지션으

로 하는 경우 중현 ②指는 G4, 중현 ③指는 B♭4, 유현 1指는 C5, 유

현 2指는 D5, 유현 3指는 F5, 유현 4指는 G5, 유현 
 는 B♭5 로 운

지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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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제117마디〜119마디 운지법

〈악보 54〉제 117 마디〜119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F4, 최고음

B♭4 로 F4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F4 를 유현 1指 포지션으

로 하는 경우 유현 1指는 F4, 유현 2指는 G4이며, 반음 위의 G4#은 2

指를 역안하여 
指, 유현 3指는 A4, 반음 위의 B♭4 는 유현 3指를 역

안하여 
指로 포르타멘토 표현법의 미분음을 발음한다. 이를 도식화하

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4

〈표 7〉 F4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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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제121마디〜134마디 운지법 

〈악보 55〉제 121 마디〜134 마디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B♭4, 최고음

C6 로 E♭5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E♭5 를 포지션으로 잡

은 경우 제 122 마디, 제 128 마디, 제 130 마디의 포르타멘토는 역안법을

이용하여 제 122 마디 C6-C♭6 는 유현 4 -4 指로 발음하며. 제 128 마

디 B♭5-B♭♭5 는 유현 4-4指로, 제 130 마디 G5-B♭5 는 유현 3-3 

指로 발음한다. 제 124 마디는 C5-F5 의 프레이즈가 이음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E♭5 포지션에서 유현 1↑指를 올

려 경안법을 이용하여 C5 를 발음하고, 다시 본래 포지션인 E♭5 의 유

현 2指 F5 의 음정을 발음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5

〈표 8〉 E♭5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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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제135마디〜155마디 운지법 

〈악보 56〉제 135 마디〜136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C5, 최고음

G5로 C5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제 135 마디 E♭5-C5 는 포

르타멘토로 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경안법을 이용하

여 E♭5 포지션 유현 1指에서 C5 포지션 유현 1指로 위로 시프팅하여

포지션을 이동한다.

제 136 마디〜155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B♭4, 최고음 F6 로 E♭

5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제 152 마디〜155 마디에 E♭6, F6

가 등장한다. 이는 E♭5 를 유현 1指 포지션으로 하는 경우 소지를 유현

에 세워 발음하며, 유현 4 指는 E♭6, 유현 4 指는 F6 로 운지한다. 포

지션 이동은 제 135 마디 C5 포지션, G5 유현 4指에서 제 136 마디 G5

를 E♭5 포지션 유현 3指로 이동하여 연주한다.

제 138 마디, 제 141 마디, 제 142 마디, 제 149 마디〜150 마디, 제 154 마디,

제 156 마디는 포르타멘토 주법이 나타난다. 제 138 마디는 유현 4-4指,

제 141 마디는 유현 3-3 指92), 제 142 마디는 유현 3
 

-3指, 제 149 마디

92) 제141마디〜142마디의 포르타멘토 주법은 B♭5의 음을 명확하게 내기위해 역안하여

연주하지 않고 운지를 유현 3-

指, 


-3指로 변경하여 연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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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마디는 유현 2-2指로 역안하여 연주하고 제 154 마디는 유현 4 

-4 指, 제 156 마디는 유현 4 -4 指로 역안하여 발음한다.

제 152 마디는 E♭6, F6 최고음의 등장한다. 한 포지션 내 발음할 수 있

는 음은 한정적93)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동하지 않고 4指를 세워 경안

법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5

〈표 9〉 E♭5 포지션

93) 약12도〜3옥타브 (음고가 높을수록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좁아 발음 가능한 음의

수가 증가한다.) 노은아,『해금창작곡 연주법』(서울: 예솔, 2020),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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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제158마디〜162마디 운지법

〈악보 57〉제 158 마디〜162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A♭3, 최고

음 B♭4 로 E♭4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E♭4 를 유현 1指

포지션으로 하는 경우 중현 ①指는 A♭3, 중현 ②指는 B♭3, 중현 ③指

는 C4, 유현 1指는 E♭4, 유현 1指는 E4, 유현 2指는 F4, 유현 2指는

G♭4, 유현 3指는 G4, 유현 4指는 B♭4 로 운지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4

〈표 10〉 E♭4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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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제163마디〜168마디 운지법

〈악보 58〉제 163〜168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F4, 최고음 F5 이

다. 이전에 사용하던 E♭4 포지션으로는 F5 를 발음하기 어려워 포지션

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원활한 포지션 이동을 위해서 제

163 마디 A♮4-B♭4 음을 동일한 운지로 발음해야하며, G4 유현 1指

포지션 2指와 B♭4 유현 1指 포지션 2指로 이동한다.

제 163 마디 B♭4 이후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F4, 최고음 F5 로 A♭

4 를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A♭4 를 유현 1指 포지션으로 하

는 경우 중현 ③指는 F4, 중현, 유현 1指는 A♭4, 유현 1指는 A4, 유

현 2指는 B♭4, 유현 2指는 B4, 유현 3指는 C5, 유현 4指는 D5, 유현

4指는 E♭5, 유현 4 指는 E5, 유현 4 指는 F5 로 운지한다. 이를 도

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4

〈표 11〉 A♭4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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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제174마디〜201마디 운지법

〈악보 59〉제 174 마디〜201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F5, 최고음

D6 로 E♭5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E♭5 를 유현 1指 포지션으

로 하는 경우 유현 2指는 F5, 유현 3指는 G5, 유현 4指는 B♭5, 유현

4 指는 C6, 유현 4 指는 D6 로 운지한다. 제 199 마디부터 나타나는

D6 는 포지션을 이동하지 않고 4指를 세워 경안법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5

〈표 12〉 E♭5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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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제202마디〜212마디 운지법

〈악보 60〉제 202 마디〜212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G4, 최고음

G5로 C5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 ca. 132 의 빠르기에

C5 와 G4 의 반복적인 선율을 유현 1指와 중현 ②指로 보다 효과적이게

연주할 수 있다.

〈악보 61〉 제213마디〜220마디 운지법

〈악보 61〉제 213 마디〜220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D4, 최고음

C5 이며, G4 를 중심으로 선율 진행하고 있어 G4A♭4 혼합형 포지션으

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94) G4A♭4 를 유현 1指 혼합형 포지션으로 하는

경우 중현 ②指는 D4, 유현 1指는 G4, 유현 1指는 A♮4, 유현 2指는

94) 노은아, “해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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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유현 3指는 C로 운지한다.95)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G4A♭4

혼합형

〈표 13〉 G4A♭4 혼합형 포지션

〈악보 62〉 제221마디〜228마디 운지법

〈악보 62〉제 221 마디〜228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C5, 최고음

C6 로 E♭5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제 225 마디의 D5 를 유현

95) G4A♭4의 혼합형 포지션으로 할 경우 G4를 기준음으로 한 중현 ①指 는 C4, 중현

②指는 D4로 운지하며 A♭4을 기준음으로 한 유현에서 1指로 G4와 A♭4을 모두 발

음 하고, B♭4은 유현 2指, C5는 유현 3指로 운지한다. Ibid,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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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제229마디〜241마디 운지법

1指를 경안법을 사용하여 D5 를 유현 1指로 올려 연주하며 기존 E♭5

포지션은 변하지 않는다.

〈악보 63〉제 229 마디〜241 마디의 해금 선율은 최저음이 G4, 최고음

G5로 C5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제 229 마디 마지막 박의 C5

에서 1指를 위로 시프팅하여 포지션을 이동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5

〈표 14〉 C5 포지션



- 86 -

E♭4

F4

A♭4

〈표 15〉〈해금 베짜기〉에 사용된 포지션 운지법

본 단락에서 악곡의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해금

베짜기〉연주 시 시프팅은 총 4회 나타나며, 동일한 운지의 시프팅, 경

안법을 이용한 시프팅, 1指를 이용하는 시프팅의 방법이 사용된다. 둘째,

〈해금 베짜기〉의 음역대와 조성을 고려한 포지션은 총 7개로 E♭4,

F4, A♭4, G4A♭4 (혼합형), B♭4, C5, E♭5 이다. 7 개의 포지션과 그에

따른 운지법을 도식화하면 다음〈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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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A♭4

혼합형

B♭4

C5

E♭5



- 88 -

2) 운궁법(Bowing)

전통음악은 활의 방향이 악보에 기보되어 있지만 창작곡의 경우 작곡자

의 특별한 지시 없이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연주되고 있는 실정이

다. 해금은 찰현 악기로서 운궁법96)에 따라 악곡의 표현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운궁법의 중요한 요소로는 활의 방향뿐 아니라 활의 각도, 활의

길이, 활의 속력, 활의 압력, 활의 위치, 사운딩 포인트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독립변수가 아니며, 상관관계에 있다.

본 단락에서는 악곡의 흐름, 다이내믹, 표현기법 등에 적절한 운궁법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하겠다.

첫째, 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우

방향 활’은 악보 상에(⊓)로 표기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방향 활’

은 악보 상에(∨)로 표기한다.

둘째, 본 악곡은 꾸밈음이 자주 등장하는데,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

여 한 활로 연주하며, 동음 꾸밈음은 잉어질의 효과를 주기위해 각 활로

연주한다.

셋째, 작곡가가 제시한 이음줄 또는 이음줄 스타카토, 포르타멘토의 경

우 각 악구 프레이즈의 연결에 맞게 표기하겠다. 특히 이음줄 스타카토

의 경우 활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연주함으로써 해당

악구의 프레이즈를 연결한다.

넷째, 효과적 운궁법의 요소인 사운딩 포인트가 Ⅳ단락에서 나타는데,

이는 각 활을 사용함으로써 다이내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

겠다.

96) 해금의 운궁법이란 활을 이용한 연주방법으로, 기본적인 활의 사용법외 활의 방향전

환, 활의 길이와 속력, 압력의 이용, 활의 위치와 각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이용한 활

의 연주법이다. 노은아,『해금 창작곡 연주법』(서울: 예솔, 2020),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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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단락

〈악보 64〉 제27마디〜46마디 운궁법

〈악보 64〉Ⅰ단락 제 27 마디〜45 마디는 이음줄에 의한 선율 진행으로

레가토97)로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 27 마디〜28 마디, 제 29

마디〜30 마디는 동일음에 8분쉼표로 프레이즈 연결이 되어있어 한 활이

아닌 각 활로 연주한다. 제 37 마디, 41 마디, 42 마디, 43 마디의 앞꾸밈음

은 본음과 한 활로 사용한다. 제 34 마디의 G5 는 셈여림이 f 에 잉어질

주법의 형태임으로 각 활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 44 마디의 앞

꾸밈음은 각 활을 사용한다. 이는 제 44 마디에서 molto crescendo에서

f 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활의 방향을 전환한다.

97) 레가토(Legato) : 둘 이상의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소리를 내어 마치 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만드는 주법을 말한다. Ibid.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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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단락

〈악보 65〉 제50마디〜60마디 운궁법

〈악보 65〉Ⅱ단락 제 50 마디, 51 마디, 52 마디, 55 마디, 56 마디, 57 마

디는 이음줄에 의한 선율 진행으로 레가토로 연주한다. 제 58 마디의 앞

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악보 66〉 제63마디〜72마디 운궁법

〈악보 66〉제 63 마디〜72 마디는 제 63 마디, 64 마디, 65 마디, 66 마디,

67 마디, 68 마디, 69 마디, 70 마디의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

로 연주한다. 그러나 앞꾸밈음에 악센트가 있어 활의 속도와 각도를 사

용하여 악센트를 표현한다. 제 63 마디의 D5-D5 는 동음 꾸밈음으로 각

활로 연주한다.



- 91 -

〈악보 67〉 제73마디〜87마디 운궁법

〈악보 67〉제 73 마디, 74 마디, 76 마디, 79 마디, 80 마디, 85 마디의 앞

꾸밈음은 본음과 한 활로 사용한다. 제 73 마디, 74 마디에서 G5 가 붙임

줄로 연결되어 악센트가 등장한다. 이는 포르타토 주법98)을 사용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제 75 마디, 76 마디, 81 마디는 잉어질 주법으로 활의 방

향을 바꾸어 각 활로 연주한다.

〈악보 68〉 제100마디〜116마디 운궁법

98) 포르타토(Portato) : 포르타토 혹은 루레(Loure) 주법은 피케(Pique)라고도 하며 일종

의 레가토 주법이나 활을 긋고 있는 동안 음을 조금씩 끊어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음과 음사이의 공간을 짧게 만들어 긴장감을 이끌어 내는 주법으로 음량을 줄이지 않

는 방법으로 동일한 활을 겹쳐 사용한다. Ibid.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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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제 100 마디〜101 마디, 104 마디는 앞꾸밈음이 이전 음과 붙

임줄로 연결되어 있어 포르타토 주법을 이용해 한 활로 연주하고, 제

102 마디의 앞꾸밈음은 동음 꾸밈음 임으로 각 활로 연주한다. 제 104 마

디, 107 마디, 108 마디, 115 마디의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3) Ⅲ단락

〈악보 69〉 제117마디〜131마디 운궁법

〈악보 69〉Ⅲ단락 제 117 마디, 119 마디, 123 마디, 128 마디, 129〜130

마디는 포르타멘토를 이용한 미분음이 등장한다. 유현을 역안의 방법으

로 발음하며 이음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레가토의 활로 연주한다. 제

124 마디, 131 마디의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제

125 마디, 126 마디 앞꾸밈음은 동음 꾸밈음 이므로 각 활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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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제132마디〜150마디 운궁법

〈악보 70〉제 132 마디는 포르타토 주법을 이용해 한 활로 음 사이의

쉼표를 표현한다. 제 133 마디, 146 마디, 148 마디 앞꾸밈음은 동음 꾸밈

음 임으로 각 활로 연주한다. 제 134 마디, 135 마디, 143 마디, 147 마디,

148 마디의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제 144 마디의

앞꾸밈음은 이전 음과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어 포르타토 주법을 이용해

한 활로 연주한다. 제 138 마디, 142 마디, 149 마디〜150 마디의 포르타멘

토는 한 활로 연주하고, 포르타멘토에 제시된 crescendo와 decrescendo

는 활의 길이, 활의 속력, 활의 압력, 활의 위치, 활의 각도의 요소들이

모두 상관 관계에 있으며 그에 맞게 연주한다. 제 141 마디의 포르타멘토

의 경우만 운지가 3-4로 변함과 동시에 셈여림이 p에서 mp로 커지기

때문에 각 활로 표현한다. 제 150 마디는 molto crescendo의 포르타멘토

로 F＃5 를 활의 각도와 압력의 변화를 주어 f 로 연주하며, 활의 방향

전환을 통해 f 의 연주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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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제152마디〜168마디 운궁법

〈악보 71〉제 154 마디, 155 마디의 첫 번째 음정의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또한 붙임줄과 포르타멘토를 이용한 미분음

표현은 한 활로 연주한다. 제 158 마디, 165 마디는 동음 꾸밈음으로 각

활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Ⅳ단락

〈악보 72〉 제174마디〜201마디 운궁법

〈악보 72〉Ⅳ단락 제 174 마디〜175 마디, 제 178〜179 마디, 제 189 마디

〜190 마디, 제 193 마디〜194 마디, 제 195 마디〜196 마디, 제 197 마디,



- 95 -

194 마디, 200 마디, 201 마디는 이음줄 스타카토99)에 해당하며 이는 활의

방향을 전환하여 연주하기보다 동일한 방향으로 박자의 3/4 음 정도 발

음하되 음과 음 사이의 쉬는 부분에서 활이 속력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

고 빈 활로 활의 속력을 유지하여 다음 음을 연주하여야 해당음의 음량

과 음색을 동일하게 발음할 수 있다.100)

〈악보 73〉 제202마디〜223마디 운궁법

99) 스타카토(Staccato) : 스타카토 주법은 음들을 분리하여 음들 사이에 공간을 남기는

것이다. 스타카토는 활의 스타카토와 이음줄 스타카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양쪽

방향의 활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이음줄 스타카토에 해당하는 메조 스타카토는 23/4

음 정도로 소리 내면서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연주하라는 표시이다. Ibid. 263-264쪽.
100) Ibid,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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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제 202 마디〜208 마디는 효과적인 운궁법 요소 중 하나인

사운딩 포인트101)가 나타난다. 활의 방향을 바꿀 때 음의 포인트 없이

수평활을 사용하여 연주하면 다이내믹을 표현함에 있어 음량의 세기 차

이가 덜하다. 반면 각 활을 사용함으로써 음량의 세기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 다이내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102) 제 209 마디는 포르타토

주법을 이용해 한 활로 음사이의 쉼표를 표현한다. 제 213 마디의 앞꾸밈

음은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제 218 마디〜219 마

디는 동음 꾸밈음으로 각 활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악보 74〉 제225마디〜233마디 운궁법

〈악보 74〉제 225 마디〜233 마디, 제 229 마디〜231 마디는 사운딩 포인

트가 등장한다. 각 활을 사용함으로써 다이내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제 228 마디의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한다.

101) 사운딩 포인트 : 모든 찰현악기의 음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사운딩

포인트는 해금의 경우 악기의 특성상 말총이 조여져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

가 뒤로 밀려서 시작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의 손잡이

인 가죽을 쥐는 손을 이용하여 말총을 펴 현에 기대어 발음을 시작하는 첫 지점에 포

인트를 주는 것은 해금 연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Ibid. 250쪽.
102) Ibid,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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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제234마디〜241마디 운궁법

〈악보 75〉제 234 마디〜240 마디는 사운딩 포인트가 등장한다.  = ca.
160 의 매우 빠른 빠르기로 동음 꾸밈음으로 연결된  를 연주하기 위해

서는 각 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악곡의 마지막 제 241 마디의 동

음 꾸밈음은 각 활로 연주하며, 해당 마디를 모두 각 활로 연주함으로써

ff 로 악곡이 종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3. 표현법

본 장에서는 악곡에 나타나는 해금의 특징적인 표현법을 왼손에 의한

운지를 활용한 표현법과 오른손에 의한 운궁을 활용한 표현법으로 나누

어 살펴보겠다.

1) 운지를 활용한 표현법

(1) 꾸밈음

본 곡에서의 꾸밈음은 주로 앞꾸밈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76〉 동일한 현에서의 꾸밈음 표현

〈악보 76〉제 67〜72 마디는 B♭4 포지션으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제 67

마디, 제 68 마디, 70 마디의 꾸밈음은 B♭4 포지션에서의 운지법상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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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현의 두 현을 사용하여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꾸밈음을 연주할 시

동일한 현에서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 67 마디,70 마디의 꾸밈

음은 유현 1指-중현 ③指가 아닌 중현 ④指-중현 ③指로, 제 68 마디의

꾸밈음은 중현 ③指-유현 3指가 아닌 중현 ③指-유현 1 指로 운지 하

여 발음한다.

〈악보 77〉 경안법을 사용한 꾸밈음 표현

〈악보 77〉제 77 마디〜81 마디는 B♭4 포지션으로 연주하는 부분으로

제 79 마디, 80 마디의 꾸밈음은 유현 4指-유현 3指로 연주하는 것이 원

칙이나, 이 부분의 꾸밈음은 역안법이 아닌 경안법으로 음의 자리를 짚

어 훨씬 더 선명한 표현을 만들어 낸다.

(2) 농현

한국 전통 음악의 어법 중 농현은 넓은 의미로 요성, 추성, 퇴성, 진성

등을 표현하는 주법이다. 추성과 퇴성과 요성에 의한 표현은 보통 포르

타멘토(portamento)의 효과로 나타내고 있으며 서양 음악 어법의 비브라

토(vibrato)는 음을 흔들어서 물결과 같은 파동을 얻는 기법인 요성, 즉

좁은 의미의 농현을 의미한다.103) 역안법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해금은

농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악보 78〉 가는 농현

103) Ibid.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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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제 35 마디와 제 36 마디에 나타나는 농현은 작곡가가 제시한

농현 중 비교적 가는 농현으로 단 2도〜장 2도의 음정 간격으로 일정하

게 농현한다.

〈악보 79〉 굵은 농현

〈악보 79〉제 101 마디∼104 마디의 농현은 작곡가가 제시한 위〈악보

78〉제 35∼36 마디의 농현에 비해 굵은 농현으로 단 3도 이상의 음정 간

격으로 일정하게 농현한다.

〈악보 80〉 풀어 떠는 농현

〈악보 80〉제 123 마디에 나타나는 농현은 전통음악 중 민속악의 풀어

떠는 농현과 유사한 형태로 음정 간격과 진동의 폭을 좁혀가며 농현한

다.

〈악보 81〉 점점 굵어지는 농현

〈악보 81〉제 86 마디∼87 마디에 나타나는 농현은 작곡가가 기보를 통

해 제시한 대로 가는 농현으로 시작하여 점점 굵게 농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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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르타멘토(portamento)

현의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운지를 미끄러뜨려 연주하는

방법의 이 주법은 모든 현악기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법

이다.104) 이러한 포르타멘토의 주법을 해금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크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경안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음을 포지션으로

하여 현을 따라 운지이동하며 연주하는 방법, 둘째로 역안법을 사용하여

한 포지션 안에서 음을 역안하며 발음하는 방법이다.

〈악보 82〉 포르타멘토

〈악보 82〉제 117 마디와 119 마디의 포르타멘토는 작곡가의 제시에 의

해 미분음의 좁은 음정 간격에 사용되어 포지션을 이동하는 경안법이 아

닌, 역안법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제 117 마디 G4

를 동일한 운지에서 1/3 의 ＃만큼 줄을 눌러 발음하고 제 119 마디 B♭

4 를 동일한 운지에서 1/3 의 ♭만큼 줄을 풀어 발음한다.

2) 운궁을 활용한 표현법

(1) 잉어질 ( )

잉어질은 장 2도 이상의 음정을 속히 치며 본음으로 연결하여 연주하는

해금의 전통음악 주법이다.〈해금 베짜기〉에서는 베짜는 모습을 형상화

하기 위해 잉어질105) 주법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104) Ibid. 253쪽.
105) 잉어질 : 해금의 독특한 주법으로 제음을 빨리치고 그 다음 음으로 진행하는 것으

로 가야금의 뜰동, 피리의 서치는 주법과 유사하다. 이성천·권덕원·백일형·황현정,『알

기쉬운 국악개론』(서울: 도서출판 풍남, 2009),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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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잉어질

〈악보 83〉제 109 마디〜110 마디의 잉어질은 fp의 셈여림 기호를 함께

제시되어 전통음악에서의 사용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C5 포지션을 잡고 연주하는 부분으로 제 109 마디 C5 의 잉어질은 유현으

로 각 활을 사용하여 연주하며, 제 110 마디의 G4 의 잉어질은 중현으로

각 활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악보 84〉 제시되지 않은 잉어질 사용

〈악보 84〉제 73 마디의 G5-B♭5 는 작곡가가 잉어질을 기보를 통해

제시하지 않았으나 선율의 흐름과 표현법을 고려하여 잉어질과 유사한

연주 방법으로 각 활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2) 스타카토(Staccato)

스타카토 주법은 음을 분리하여 음들 사이에 공간을 남기는 것으로, 스

타카토는 활의 스타카토(The Separate Bow Staccato)와 이음줄 스타카

토(The Slurred Staccato)로 나눌 수 있다.106) 본 곡에서는 작곡가에 의

해 이음줄 스타카토가 제시되었다.

106) 노은아,『해금 창작곡 연주법』(서울: 예솔, 2020), 263쪽.



- 102 -

〈악보 85〉 이음줄 스타카토

〈악보 85〉제 193 마디∼196 마디는 이음줄 스타카토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활의 동일한 속력과 동일한 길이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활을 바꾸며 연주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방향의 활로 연주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특히 활을 눌러내는 것 보다는 활을 들어 많은 마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속력으로 연주해야 각 음들이 동일하게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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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작곡가 나효신의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

기〉를 분석하여 악곡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이에 따른 연주법을 도

출한 논문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해금 베짜기〉의 악곡구조는 선율의 흐름과 템포의 변화를 고려

하여 Ⅰ, Ⅱ, Ⅲ, Ⅳ 4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락 내 동기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악곡의 선율은 주제 선율과

그에 따른 변형 선율로 이루어져 반복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락

이 바뀌거나 주제 선율이 변형되어 등장할 때 화성과 악상에 변화를 주

어 이를 미리 암시한다.

둘째, 본 곡의 해금과 피아노의 선율은 마치 베를 짜는 느낌을 형상화

하기 위해 중심음 구조의 선율을 서로 주고받는다. 또한 피아노 선율에

서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장단을 모방했다.

셋째, 본 곡의 연주법 중 운지법을 살펴본 결과 음역대와 조성을 고려

한〈해금 베짜기〉의 포지션은 총 7개로 E♭4, F4, A♭4, G4A♭4 (혼합

형), B♭4, C5, E♭5 포지션이며, 이에 따른 6가지의 운지유형을 도출하

였다.

넷째, 본 곡의 운궁법을 정리하면, 앞꾸밈음은 본음과 연결하여 한 활로

연주하며, 잉어질의 효과를 주기 위한 동음 꾸밈음은 각 활로 연주한다.

작곡가가 제시한 이음줄 또는 이음줄 스타카토, 포르타토의 경우 각 악

구의 프레이즈 연결에 효과적인 운궁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사용

하며, Ⅳ단락에 등장하는 사운딩포인트는 각 활을 사용하여 다이내믹을

극대화한다. 이와 같이 악곡의 흐름, 다이내믹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하여

활의 방향 및 속도, 길이, 압력, 각도 등의 운궁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

여 연주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 곡의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해금의 특징적인 표현법을 왼손

에 의한 운지를 활용한 표현법, 오른손에 의한 운궁을 활용한 표현법으

로 나누어 정리하면, 운지를 활용한 표현법은 꾸밈음, 농현, 포르타멘토,

운궁을 활용한 표현법으로는 잉어질과 스타카토, 포르타토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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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효신 작곡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해금 베짜기〉는

작곡가의 음악관에 따라 서양악기와 한국악기가 서로 공존하되 각각의

악기가 본연의 색채를 잃지 않고 연주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이 해금연주자들의 전반적인 악곡의 이해를 도와 실

질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논문이 창작음악 연

구에 적극 활용되어 앞으로 해금창작음악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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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아, 해금 베짜기, 사슴이 해금을 켜거늘: 세계를 꿈꾸다, 카카오엔터

테인먼트, 2010.

Youtube ,“노은아,해금베짜기” ,ht tps: //youtu .be/C8p8rxoDsow ,

(2021.03.17.).

작곡가 나효신 홈페이지, http://hyo-shinna.co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 “노은아”, https://music.snu.ac.kr/node/255,

(2021.06.14.).

작곡가와의 인터뷰 자료 (2021년 3월 15일,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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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와의 인터뷰

2021년 3월 15일 E-mail과 3월 31일에 전화로 주고받은 작곡가와의 인

터뷰를 요약한 내용이다.

1. 〈해금 베짜기〉에 관하여

1) 작품 의도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해금 베짜기'(Haegeum Weaving)의 주

제와 성격은 빅토 하라(Victor Jara)의 노래 '안겔리타 외누망'(Angelita

Huenuman)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안겔리타 외누망(Angelita Huenuman) -

빅토 하라(Victor Jara), 시

곤충의 작은 날개처럼

마치 춤을 추듯

실과 엉킨 그녀의 손.

... 마치 기적처럼

꽃향기까지 넣어

베를 짜는 그녀의 손.

시간과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무시당한 그녀의 손.

(안겔리타 외누망에서 발췌/번역 – 나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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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선율

특히 본 작품은 주제 선율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 제63마디〜72마

디를 보면 두 번 반복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주제 선율이다. 제63마디〜

68마디까지가 첫 번째 악절(프레이즈)이고, 제69마디〜72마디가 두 번째

두 번째 악절이다. 총 10마디로 구성 되어있는 주제 선율은 6마디와 4마

디 두 개의 악절로 이루어진 주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제1마디의 선율 진행은 C6-G5는 4도, G5-B♭5는 3도로 진

행하는데 이는 주제 선율 제63마디 D5-F5 3도, 제66마디 G5-(F5)-D5-

B♭4에서 F5를 뺀 4도로 진행한다. 결국 주제 선율에 의해 곡 전체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2. 음악적 사고가 바뀌게 된 계기

1983년 어느 비오는 가을 오후. 존 케이지가 내가 대학원생이던 뉴욕의

맨하탄음악학교에 특강을 하러왔다. 그의 특강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내게는 무척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작곡가인 그를 무조건 사업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울

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서양의 화성을 이용하여 쓴 현대음악을 연

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던 그의 놀라움이다. 나는 기차가 떠난 그 자리

에 오래 동안 서서 케이지가 말한 것들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았다.

그로부터 2년 후, 콜로라도주의 보울더. 내가 처음으로 심각한 문화충격

을 받은 것은 그곳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의 일부로서 내가 읽은 삐에르

불레즈의 어느 글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동양의 문화를 죽은 문화라고

하였는데, 그 발언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사고를 재조명

하게 만든 것이다. 불레즈의 글을 읽은 후 나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한국의 악기 가야금, 거

문고, 해금, 아쟁, 장구, 피리. 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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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세계관

나는 동서양 악기를 따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동서양 악기를

동시에 사용해 작품을 쓰기도 했다. 동서양 악기를 동시에 사용한 작품

을 받으면, 서양 악기 연주자들은 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어떻게 ‘한국적’

혹은 ‘동양적’으로 연주해야 하는지 내게 묻는다. 나는 동양 악기와 서양

악기를 구분하여 생각하며 작곡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현악사중주를 위

한 작품 혹은 목관오중주를 위한 작품을 쓰듯 각 악기를 있는 그대로 사

용한다. 즉 피리 소리와 오보에 소리를 잘 어울리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야금 한 대의 소리와 관악기 여러 대의 소리의 균형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각 연주자가 다른 악기들과 잘 섞이기 위해 본인의 악기가

가진 고유한 성격을 바꾸지 않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자연스러운 소리보

다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더 밝게 혹은 더 어둡게 바꾸어 연주하지 않

기를 원한다.

내가 전에 황병기 선생님을 인터뷰 했을 적에, 선생님께서는 여러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음악은

서양 음악과 가장 다른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가장 비서양적인 음

악이라고 하셨다. 선생님 말씀을 되돌아보며, 한국의 전통 음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의 음악(동양 악기는 물론이고 서양 악기를 위한 음악에

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적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오직 나의 개인적인

공부를 통하여 갖게 된 나만의 견해이다: 매우 긴 선율이 강약의 큰 변

화 없이 진행된다. 하나의 악구(phrase)의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이 모호한데, 특히 매우 느리고 긴 장단의 패턴을 가진 음악은 더욱 그

렇다. 연주자들은 완벽하게 동시에 연주하지 않는다. 여러 연주자들이 같

은 선율을 연주할 적에, 각 연주자는 미세하게 다른 본인만의 선율을 연

주한다. 여러 악기가 같은 선율을 연주할 적에 어떠한 장식음과 농현을

어느 부분에서 연주할지 각자 결정한다. 그룹이 연주하는 것은 여러 명

의 독주자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것과 같다.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해

도 각 악기가 연주하는 음악이 각각 선명하게 들린다. 성악을 위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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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은 장식음을 갖고 있고 거의 모두 멜리스마(melismatic) 기법을 사

용한다. 즉, 한 음절에 다수의 음표를 사용한다. 음악이 늘 앞으로만 진

행하는 대신 망설임이 느껴질 적이 있다. 혹은, 짧고 간결한 음형을 망설

이지 않고 반복하지만 목적지를 갖고 흘러가지는 않는다. 긴 시간 동안

음악적 재료가 발전하지 않는다. 다음 부분의 음악으로 가기 위해 전환

부(transition)가 불필요하다. 매우 느린 음악이 많다. 큰 제스처 없이 음

악이 문득 시작했다가 문득 멈춘다. 타악기가 구두점 찍듯 드문드문 연

주한다. 피리가 꿋꿋하게 선율을 연주할 적에 대금이 달무리처럼 피리를

감싸며 많은 꾸밈음을 갖고 함께 연주한다. 한 가지 종류의 악기군이 다

른 악기군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연주한다. 속도가 다른 음악을 동시에

연주한다.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하던 악구를 아직 마치지 않아 계속 연

주하는 동안 동시에 새로운 악구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매우 규모가 큰

그룹이 지휘자 없이 일체감을 갖고 연주한다. 꾸밈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게으른 듯이 첨가한다. 연주자 개인이 본인만의 꾸밈음을

첨가할 수 있다. 한 음마다 그 음만의 고유한 꾸밈음을 가질 수 있다. 적

은 수의 음표 몇 개만으로 긴 음악을 연주한다. 느리고 긴 음악은 덜 느

린 새로운 음악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럴 적에 서두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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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Haegeum and Piano Duet

〈Haegeum weaving〉,

Composed by Hyo-shin Na

Juhyun Byun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Haegeum weaving>, a duet for the

Haegeum and the Piano by the composer Hyo-shin Na and examine

it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deriving the executio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musical structure of <Haegeum weaving>, it

was divided into 4 paragraphs of Ⅰ, Ⅱ, Ⅲ and Ⅳ considering a

stream of the melody and a change of the tempo. In addition, the

detailed analysis in terms of a change of a motive within each

paragraph shows that melodies of the piece are composed of the

thematic and modified melodies, forming a sequence. Also changes in

harmony and motif are suggestive of the paragraph changed or the

thematic melody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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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in the piece, melodies of the Haegeum and the piano

exchange those of the central tone to represent a feeling of weaving.

Furthermore, elements of percussion appeared in the piano melody

imitated the Korean traditional rhythms.

Thirdly, the study investigated fingering of <Haegeum weaving>

and identified its 7 positions considering the register and tonality,

including E♭4, F4, A♭4, G4A♭4(a mixed type), B♭4, C5, E♭5, so

it resulted in six types of fingering.

Fourthly, as for the bowing of the piece, appoggiatura connected to

a main tone is played with a single bow and a unison ornament for

the effect of Ingeojil is played with each bow. The slur, slur staccato

and portato presented by the composer are used in an identical

direction by selecting the bowing effective for connecting phrases.

Besides, a sounding point appeared in the paragraph Ⅳ maximizes

the dynamic using each bow. As such, in order to express the

dynamic stream of the piece effectively, adequate consideration of

bowing elements is needed for performance including a direction,

speed, length, pressure and an angle of a bow.

Fifthly, for the effective play of the piece, techniques unique to

Haegeum may be summarized into techniques using fingering by the

left hand and those using bowing by the right hand. Techniques

using fingering include an ornament, Nonghyeon, portamento and

those using bowing contain Ingeojil, staccato and portato.

As shown in above, in <Haegeum weaving>, a duet for the

Haegeum and the Piano by Hyo-shin Na, Western an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re needed to coexist, reflecting the musical

perspective of the composer, but never to lose their own colors.

The analysis conducted i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Haegeum players'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of the entire piece.

In add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paper will be extensiv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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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search of creative music an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reas

of creative Haegeum music.

keywords : Hyo-shin Na, Haegeum weaving, Haegeum, Duet,

Korean Creative music.

Student Number : 2019-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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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악 보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해금 베짜기〉

Haegeum 해금

Piano 피아노

나효신 (2010)



- 116 -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작곡가 나효신의 작품세계
	1. 음악적 배경 및 이력
	2. 한국 전통악기 작품 활동 

	Ⅲ.해금 베짜기작품분석
	1. 작품 개관
	2. 악곡 구조 및 선율 분석
	3. 연주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작곡가와의 인터뷰
	Abstract
	부록악보


<startpage>12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Ⅱ. 작곡가 나효신의 작품세계 6
 1. 음악적 배경 및 이력 6
 2. 한국 전통악기 작품 활동  9
Ⅲ.해금 베짜기작품분석 15
 1. 작품 개관 15
 2. 악곡 구조 및 선율 분석 16
 3. 연주법 분석 70
Ⅳ. 결론 103
참고문헌 105
작곡가와의 인터뷰 108
Abstract 112
부록악보 11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