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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r동동(動動)J은 조선조 영조 35년(1759년)에 편찬된 『대악후보(大樂後讀).0 권 7에 

아박무에 쓰인 음악으로 기록되어 있다.2) 이에 앞서서 성종 23년(1492년)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軟範).0 권 3에 「동동」이 고려시대의 속악정재인 아박무에서 ‘동동사’ 

를 부르고 반주음악으로 「동동」곡올 연주했다는 기록이 었다.3) 그러나 현재는 r동동」 

과 속악정재가 별무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 

r동동」은 r수제천」과 r정읍」이라는 공통되는 별칭올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은 으례히 

1) 이 논문은 1앉E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집필되었옴. 
2) 動動 指入舞童牙拍묵才女技물才同 [r大樂後짧J (서울 : 國立團樂院， 1981), 韓國音樂學資料훨書 

一. p. 193]. 
3) 奉牙拍 唱動動詞起句 [r樂學執範J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9), 1. p. 68]. 
4) 그 옛날 어느 땐가에 (r동동」에다) 고려가요 ‘동동사’ 를 없어 불렀는지는 획 궁금한 의문일 

뿐， 가려내지 못함이 매우 유감이다[검기수 編짧 F한국음악J (서울 : 국립국악원， 1974), 12집， 

p. 9]. 시용(時用)의 곡명인 r동동」은 그와는(속악정재 r동통」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통동」이란 아명(雅名)과 고려가요 r동동」과는 (동일한 명칭이지만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r韓國傳統音樂大全集J (서울 : 文化財保護協會， 1980), LP음반 해설집， p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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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회자(體쫓)된다. 그래선지 내가 입수한 논문도 r동동」만 따로 연구되어 있는 것 

은 없고 모두 r정읍J (수제천)과 연계된 것들이다. 

이병원의 “井둠과 動動의 比較짧究"5)는 『대악후보』에 전해오는 r동동」 악보의 ‘驗

音井뭄餘音 同界面調’ 라는 기록에 근거를 두고 r정읍」과 r동동」이 통일 계통의 음악 

임을 천명하면서 r정융」의 짜임새률 서술함에 무게를 둔 논문이다. 

이혜구의 “現行의 動動과 井둠"6)은 먼저 현행 r동동」의 8각이 r정옵」의 23각 중 어 

느 각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 r동동」은 r정옵」의 변주(v강iation})라는7) 고증이 없 

는 통설에 반하여 오히려 r동동」을 변주한 것이 r정옵」이라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 

개한 논문이다. 

“現行의 動動과 井둠”온 논지의 전개에 있어서 r동동」의 간점(間點)올 제외했는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간정이 중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r동동」의 간접들은 음의 성립 

과 시간의 길이에 대한 기술(記述)에 있어서 원점과 대둥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8) 

이것은 간점이 있음으로서 원점(原點)올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불러오기 

한국의 전흉옴악은 어떠한 옴악적인 사실이 기초가 되어서， 500여 성상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r동동」과 같은 용악이 성립되었는 지는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 

다. 현재 연주되는 r동동」온 4분 32초 정도의 짧은 곡이면서도9) 옴의 성립과 시간의 

5) 李秉元， “井둠과 JIJ動의 比較if究 .. r용대학보J (서울 : 서울대학교 융악대학. 1963). 창간호， 
pp. 121 -131. 

6) 李惠求， “現行의 JIJJIJ과 井톱 .. r훌術옆文훌J (서율 : 大빼民園 훌룰術院. 19'79). pp. 94-113; r韓
園音樂훌옴集J(서율 : 世光音樂出版it. 1985). pp. 173-93. 

7) 김기수 編짧한국옵악J (서율 : 국립국악원. 1969). 제1집. p. 8의 간단한 해셀; 張師動 • 韓훌 
榮 r園樂홈꿇J (셔옳 : 짧園園樂뿔홉. 1975). p. 99; 張師動 r園樂總짧J (서율 : 正音社. 1976). 
p. 181; 成톨 •• “통통 .. r뼈園홉榮選集J (서울 : 園立園찢院. 1977). 쩨6집. LP융반해썰 jacket. 
앞의 r國業#훌훌움』과 『園樂總홉월」에서 r동동」이 r갱융」의 변조라는 사실은 狼師動國樂大짧典』 
(서울 : 世光훌樂出版社. 1984)과 r最新園榮總論J (서율 : 世光홉樂出版社.19æ)에는 툴어 있지 
않다. 

8) 동양의 융악이론의 두 가지 주요한 과제는 옴의 성립과 시간의 길이에 대한 기술(記適)이다 
[Robert Lachmann, r東洋의 音樂J (서율 : 三짧出版社 짧. 1얹~). p. 59]. 

9) r韓園音樂選集J. LP융반 제6집.<其 二>. Side 1 #2; r韓園傳統홉樂大全集J. LP옴반， 第三版，
Side 1 #2; r국악의 향연J (서윷 : 중앙일보사. 1988). LP음반 5. Sid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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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되고 계산된 형식적 체계가 정연하고 전개의 

논리가 간명한 유서 깊은 음악이다. 이러한 r동동」의 음악적 정보를 밝혀보고 그 구 

조를 구명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음악학의 발전에 일익이 될 것이고， 그럽으 

로써 새로운 국악의 창작에도 전통음악의 쟁서와 이론의 실체롤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본문올 전개해 나가기 전에 나의 논문 “훌齊天의 t울律構造"10)와 관련하여 현 

재 우리 나라의 국악계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율명의 영문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유럽음악에서는 동일한 음명이라도 그 음고가 욱타브(octave) 위 아래로 바해면 음 

고표기 (pitch n없ne)도 달라진다. 큰보표의 중앙 c(C)부터 1l) b까지 는 소문자에 한 개 

의 prime 기호률 붙여서 c’ -b'로 표시하며 이 부분올 one line이라 부른다. 그 위로 

는 c"-b"와 같이 두 개의 prime 기호를 볼여서 two line, 이와 같이 위로 한 옥타브 

씩 올라갈 때마다 three line. four line이라 부른다. 중앙 C의 한 옥타브 밑으로는 c

b와 같이 소문자로만 표시한 영역은 sma11의 음역이며， 또 그 밑의 한 옥타브는 대문 

자 C-B로 표기하여 great~ 부르고， 또 그 밀으로 CC-BB의 영역은 contra라고 부 

른다. 

유럽의 음고표기를 율명으로 바꾸어 보면， one line = 정성(중성)， two line = 청성， 

three line = 중청성(重淸聲)이며， small = 탁성， great = 배탁성(倍潤聲)이다.12) 욱타브는 

그 근거률 청각적 공간의 질서에 두지 않으면 안 되므로，13) 옥타브의 음고표기에도 

질서가 없옳 수 없다. 

10) 李홉植， “I흩賣天의 雄律합造" Jl齊 成g톨-=先生 八句記;용 r園樂學輪훌훌J (서울 : 園樂高等學홉 
同%엎홉， 1992), pp. 앓7-42. 

11) 보통 높은 융자리표률 G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롤 F옴자리표라 부르고， 외to나 따lor 옴자리 
표 둥은 C옴자리표라고도 부른다. 이때의 C는 가온음， 즉 중앙 C로써 대문자률 쓴다. 그러나 
음고표시일 때는 c’이다. 

12) 張師動 r最新園樂總‘꿇J ， p. 43에 있는 〈악보 10> 참조. 
13) Victor Z따.er뻐ndl - 서인정 옮김 r소리와 상정J (서울 : 예하， 1993), p. 285. 

히
 μ
 



[Te차] 피리악보 

J. =cι% ‘ 一
‘ 1.""---- ~ I =;--:---

피 리 1 깐뜨.AJ~-r‘ ~…L ",,--‘ ~‘~ 
U ‘l' I 

」 입1..J L 삽입구1 -1 L입2J 

L..- 삽입구，2---l 

A1."--- A---、 ~--
211~ 、'tP rø I'! _-~，.，- 1_ 1 

‘ 1 ~ 1.‘.. l' 

L- 법1----J L쐐구lJ 늙 

「법;-;-- B

L",.I.I 

--,..,.".. • l ~ 

1 총지융형 1 

_-----b----_ ‘-_ - - - a-._ -
A 1. 까듀←k‘~~ 밀 B •~“‘ 

3MIi IP -. I'! 1_-,.,_,._1 I J"_ ,",'Pl I PI•"w _- 1 -IP ‘:‘ AIf‘ 、~

t) 1 ~ ~I'“ ’L...J 
L 삽입구1」 ii 2 」삽입구3.J 

삽입구 (텀빼) 혹소원총져융형 

- .-b-----
A 1. ( i'J ----r:::::::: I Î 꺼 、 .*- --- ‘ ’ ζ효 

4 a;~ 

」‘L-「~「「)닐 낙&배-.1 L-총지융형 ] 
‘ ---- a-'-- 국법국악윈연주업표 

갯대 

5 

피리 

LpattemJ L- 총지융형 -----l 

6 

L pattem.J L- 총지융뺑 ----1 

- 52 -



~τ-""'"펀二 , , 

總[ ---‘~‘ 、샤‘-”.”-‘、 

7 

",..•-‘ -‘~ 

8 ___ A 
rr§、 ____ Bl-‘-、

I 삽입구 γ옆구e빼 
L삽업구2 ..JL: 삽입43」 

)、-ι • 、‘----

장고[뉴펙 i. I J j 

Text에 따르면 피리에 의한 r동동」의 구성음은 [보례 1]과 같이 7음이다. 이중에 태 

주= f" . 황종= e" •. 무역 =d" •. 남려 = c"는 청성으로서 two line에 속하며， 임종 =b’ 

중려 =a’ 협종 =g ’ b 은 정성으로서 one line에 속한다. 

[보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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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율명의 영문 표기와는 달리， 나의 논문 “훌齊天의 旅律構

造” 에서는 고선 =g， 중려 = a. 둥과 같이 국악계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를 한 

것이다. 고선 =g' , 청황종 = e". 둥이 옳다. 관습은 대개 심정적으로는 이해되고 소통 

(cornmunication) 되지만， 학문의 견지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습이란 흔히 심리적 · 추리적 편의성이 검증되지 않고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때가 있 

기 때문이다. 논문집필자들이 편집에 관한 학문에 조금만 관심올 가져도 정확치 않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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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成文) 관습은 생기지 않올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석사논문은 물론이고 국악계의 

연구 논문들에서 율명의 영문 표기가 심히 혼란스렵다. 작곡이든 논문이든 정제되고 

세부작업 (de떠il)이 치밀할 때 논문의 품질이 높아져서 소통은 원활해지고 의미작용 

(sigr꾀fication)은 분명 해 질 것 이 다. 

국립국악원에서 발칸한 『한국음악』 제 12집에 수흑된 r동동」은 당적 · 젓대 14) • 피리 

• 장고 • 화고 • 해금 • 아쟁의 관악실내악으로 편성되어 었다.15) 이중에서 피리선율만 

발훼한 것이 본문의 주된 Text가 된다. 피리는 강렬한 접착성의 느낌을 주고 질기고 

억센 느낌올 준다는16) 주장이 r동통」에서 여실하게 들어난다. 독자들은 r한국음악』 

제 12집에 있는 r동동J score률 동반하여 이 논문올 읽는다면 더 큰 편리함이 있올 것 

이다. 

「동동」은 8각(刻)이다. 각은 장고롤 수반한 장단이며 악절(period)의 의미와도 동일 

하다. 본문에서 각과 악절온 구분없이 사용된다. 각 악절은 규칙적인 여섯 소절의 18 

박으로 이루어진다. 

Text를 보면 활표(강쉰cula디on)에 의하여 작은 악구(semi phrase)7]- 표시되어 있는 

데， 본문에서는 편리한 셜명을 위하여 이들 작은 악구률 1각-A.B 둥으로 부른다.A 

는 앞 ‘ 악구， B는 뒤 악구이다. 특히 1각-A는 ‘변주구조’의 설명에서 MM(Main 

Motive)이라고 별청된다. 

3. 미 리 보기 (presentation)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장생(長生)의 한 가지 방법으로 호홉조절을 중요 

14) <것대〉는 비록 한자말 〈척〉에서 유래되었지만， 오래 전부터 순수한 한국어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대금울 〈것대〉라고 부혼다.1Ð년대 후반의 나의 score는 모두 〈첫대〉로 기록되어 
있다.<것대〉의 어원은 다옴과 같다. “ ... ‘짧’ 이라는 한자가 처용에는 ‘력’ 으로 쓰이다가 우 

리말에 簡化되는 과정에서 발옵하기 편하도록 받칩이 떨어져 나간 채 익어져서 ‘뎌’ 가 되고 
이것이 더 간편한 발옴으로 소리내다가 보니까 구개융화 되어 ‘져’ 가 된 것이며 여기에 다시 
대나무라는 개념을 덧불여서 ‘첫대’ 라고도 하는 것이다." [崔昌烈 r우리말 語遍맑究J (서울 : 
一志社， 1985), pp. 271-3]. 

15) 검기수 編짧한국옴악J ， 12집， p.9. 
16) 서우석， “한국음악미의 현상학척 서술" r예술과 비명 J (서울 : 서울신문社， 1985), 가율호， 통권 

제7호， p. 껑5; r음악과 이흔~ (서울 : 심껄당， 1986), 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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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였다. 장생에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명백한 대들보인 r호홉」의 절약적인， 합리 

적인 처리(말하자면 r관리 J)이다.17) 

유럽음악18)에서 악구라는 말은 거의 한숨에 노래할 수 있는 길이의 단위라는 돗올 

갖는다.19) 이로 보면 음악에서 악구와 악절을 성립하는 대돌보도 호홉이다. 악구와 악 

절에 앞서， 동기를 호홉과 관련시켜 보면，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는 먼저 발올 들었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기에 있어서도 상박(上拍， up beat 또는 arsis)으로부터 시작 

함이 자연스럽다.때) 언어 관습에서도 유럽옴악은 상박으로 시작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한국의 음악도 원초적으로는 상박， 즉 약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즉 합주를 시작할 때 박을 치는 것파 장고가 먼저 ‘끼덕’하고 신호(sign)하는 것 

은 지휘의 예비로서 없is의 요소라고 활 수 있다. 또 느린 음악에서 장고를 갈라 친 

다든지， 산조에서 퇴성으로 장단이 바핍올 신호할 때라든지， 토속민요에서 역동성올 

연출하는 anacrusis도 일종의 arsis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기들은 인간이 발 

걸음올 렐 때 먼저 발올 들어 올리는 것이나 호홉이 날숨보다 들숨이 먼저 시작되는 

인간의 생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호홉은 쌀아있옴(生動)과 존속(生命)의 명백한 증 

거이며， 역시 옵악의 생명인 호홉의 양상파 그 지점은 종지기능에 의하여 구별된다. 

악구의 종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한 악구(phrase)나 부분(sec디on)의 

끝을 나타내며， 둘째는 악구나 부분의 시작을 표시한다는 점이다.21) 우리의 전통음악 

은 악구와 종지의 음악적 작용이 논리적으로 배려된 곡이 많으며 r동동」도 그 중의 

하나이다. 아래의 [표 1]은 Text에 기하여 r동동」의 악구구조에 따른 종지옴을 알아 

보기 쉽게 모아 놓은 것이다. 이제 호홉과 관련된 이들 개개의 종지기능， 즉 옴악척 

작용올 [표 1]의 설명으로부터 ‘미리 보기’를 보겠다. 

17) Max Weber - 이상훌 譯 r偏敎와 道훌~~ (셔율 : 文훌出版社， 1앉K))， p. 정8. 
18) 일반적으로 서양이라 하면 넓온 의미로서 오늘날 새계의 콧곳에 서양문화가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서양음악의 발상지와 그 가리키는 지역율 분명히 하고자 좁은 의미의 서양 
으로서 유럽옴악이라고 한다. 

19) Arnold Schoenberg - 최동션 譯 r作曲技法J (서울 : 世光出版社， 1976), p. 16. 
20) Hugo 1잉chtentritt - 최동선 譯 r음악형식론J (서융 : 現代훌훌합出版iif:， 1앉16， p. 12; John D. 

White - 이건용 역 r옴악분석J(서율 : 세팡융악훌판사， 1984), p. 35. arsis는 고전시에서 약옴 

부롤 의미하며 이의 반대인 thesis는 현대시에서 강성부와 읍악의 하박(down bE껴It)률 의미한다. 

21) Leon St잉n - 朴在烈 • 李永朝 共훌훌 r音樂形式의 分析 • 맑究J (서울 : 世光出版社， 198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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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협: 악 구 -A 악 구 -B 악 구 -B1 

(1 - 2소절) (3 - 4소절) (5 - 6소절) 

1 태주-중려 (MM) 임종-태주 

2 임종-(암)납려 임종-청무역 

3 임종얘j납려 | 임종 (중)임종-중려 
4 (황)태주 ----- i (중)임종-태주 

5 임종-청황종 임종- i (중)엄종-태주 

6 임종-청황종 임종- i (중)임종-태주 

7 황종 ----- i (중)임종-중려 

8 황총-협종-중려 배엄종-임종 |배임종 (뽕태주 

위의 [표 1]에서 악구 A-B-B1은 각각 두 소절씩의 공간이다. 1 - 2 - 8각-A는 각 

각 규칙적인 두 소절의 악구이다.3각-A는 두 소절올 미쳐 못 채운다.4각과 7각은 

하나의 악구로 되어 있는 악절이다.5 - 6각-A는 한 소절로 된 악구이다. 

악구 B의 길이는 각 악절이 모두 다르다.8각만이 유일하게 세 개의 악구이다.8각 

-B는 두 소절에 미치지 못하는 1박올 악구 B1이 차지한다. 

소절수가 불규칙한 각 악절의 오른 쪽 끝에 그어진 굵은 세로줄은 그 굴곡이 심하 

다. 이 곡선의 오른 쪽은 젓대가 차지하는 연음공간이다. [표 1]올 제시하는 이유는 

피리의 주선율과 젓대의 연음비율올 한 눈에 보기 위해서다. 

3-4-5-6-7각-A -B 사이에 있는 점선은 내가 보는 악구구조가 Text와 다름올 

의미하는데， 뒤의 ‘임종’ 항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2-3-8각에 있는 이탤릭체는 ‘얼러내는 소리’를 나타낸다. 관악기의 한 position에 

서 두 개의 소리를 내는 수법올 ‘얼러내는 소리(따쉰ficial sound)’라 했는데 뒤의 ‘얼러 

내기’항에서 껄명된다. 

가. 태 주 

1각은 태주로 시작하여 태주로 끝난다. 이와 같이 한 악절의 시작과 종지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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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일 때는 ‘선법본능’이라 이륨한다. ‘선법본능’이란 유럽외 교회선법에 의한 음악과 

중국의 아악이 시작과 종지가 동일한 옴이라는 데서 내가 착안한 명칭이다. 

또 다른 악절단위로서 태주의 ‘선법본능’은 4각이다.4각이 1각의 ‘선법본능’과 다른 

점은 원점으로 시 작하는 태주 앞에 황종으로 시 작하는 앞꾸멈 음(appogg띠tura)'Z2)이 

붙는 것이다. 

나아가 r동동」 전체가 태주의 ‘선법본능’에 들어 있다. 그런데 r동동」 전체의 ‘선법 

본능’도 끝음인 태주를 황종의 자리에서 얼러내므로 첫 음과는 그 느낌 (fee1ing)의 차 

이가 전혀 없올 수 없다. 시작과 끝이 같으면서 같지 않은 것이다동동」은 동일한 

음이 다음에 나올 때는 적절하게 변형 또는 변주된다.23) 앞으로도 설명될 이와 같은 

사례는 모호한 것이다. 모호활 수록 표현력은 커지며24) 음악적인 정보도 많아진다.25) 

오직 1각만이 온전한 ‘선법본능’을 갖추고 있다. 

태주의 가장 괄목할 만한 역할은 2각-B에서 최고음인 청태주(e" 1>)로 긴장(tension) 

하는 음고액센트(pitch accent)의 역할이다. 

나. 황 종 

황종(e’ 1> )으로 시 작되는 악구는 7.8각-A이 며， 5.6각-A는 청 황종(e" b)으로 끝난 

다. 청황종이 들어 있는 5.6각-A는 이미 3각-B에서 끼어넣기(삽입구2)로 예고되는 

데， 이것은 2각-B에 있는 음고액센트인 챙태주 다음의 두 번째 최고음으로 질러내는 

22) 전타음(前打音) 또는 전과음(前過音)은 어떤 음의 앞에서 꾸빔의 역할을 하는 짧은 수식음 또 
는 장식음을 말한다. 이딸리아 어로 ‘기댄다’ 는 뜻의 아포지아투라(appogg따tura) ， 즉 전타옴 
또는 전과음은 준비되지 않은 계류옴(혔流音， suspension)이란 화성적 의미가 더 강하다. 즉 이 

것률은 화성진행과는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비화성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악계 
에서는 어떤 음의 앞에서 짧은 시가로 소리나는， 특히 그런 장식음올 전타음이라고 하는 수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툴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면 나는 아무래도 유럽옴악의 화성적인 
용어의 개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화성척 의미의 전타옵 또는 전과음이라기 보다는 
앞꾸멈옴이라고 하면 단순히 선율적 의미가 강해져서 조금이라도 유럽음악 화성의 범주를 벗 
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쓴 것이다. 

23) 변주란 요컨대 반복의 일종으로 그 반복이 모양올 바꾸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Ríchard Stoehr 
- 대학음악저작권연구회 역音樂形式學~ (서울 : 삼호출판사， 1989), p. 93] 변주는 흔히 주어 
진 음구성을 상당한 부분 변형사키거나 다시 구성하는 데 비해서 변형된 반복은 원래의 음구 
성올 본질적으로는 손대지 않은 채 여기저기서 장식하며 풍부하게 만들고 그 각각의 특정을 

강조하는 정도로 변형시키는 것이q.[Victor Zukerkandl - 서인정 옮김소리와 상징 J ， p. 2851 
24) Leonard Bemstein - 朴鍾文 譯대답없는 질문J (서울 : 主友， 1982), p. 55. 
25) 李짧淑열린 음악의 세계J (서울 : 은애， 1980),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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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청황총온 청태주보다 결코 더 높아지지 않고 추슐르기만(get under controI) 

하므로써 2차적인 음고액센트의 역할올 수행한다. 

청황종의 2차적인 옴고액센트의 역활이 5-6각에서 반복되는데 이곳이 중요한 까닭 

은 전곡의 꼭 철반을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무 역 

청무역 (d" Þ)은 2각-b의 종지옴이다. 청무역온 2각-B에 있는 옴고액센트인 청태주에 

서 하강하지만 그 근훤은 2각-B률 시작하는 임종(b’ Þ)이며 3각-A의 시작음인 임종을 

지향한다. 

청무역은 임종의 인력(引力) 즉 영향권 속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의 변조적인 성격 

으로 임종과 대립성 (opposition)을 지닌다. 임총과의 대립성이란 전조의 강력한 가능성 

올 가지고 어떤 소리률 예고하는데 그것온 다륨아닌 완전 5도 아래인 8각-A의 협종 

(g ’ Þ)이다. 

청무역은 소리률 끌어내림으로서(退聲) 떨어진다는 차덴스(cadence， 終止)의 의미률 

한 충 더 강조한다. 

만약예 청무역이 청남려 (c")로 바뀌었더라면 r동동」은 그저 평범한 옴악이 되었올 

것이고， 3각-A가 임종이 아닌 청남려로 시작되었더라면 상황온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반옴 사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지음인 청무역 

이 3각-A를 시작하는 임종으로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돗이 었다. 그것도 직접진행이 

아니고 한 소절을 뜸들인 후이다. 이런 수법은 반옴진행올 피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음악에서는 반음올 불만족스러운 음정으로 경시하는 일이 현저했다. 이 역시 

〈이끔〉의 역할을 하는 반옴이 선율적으로 비독립적인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 

이러한 일은 다른 5옴옴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26) 

중국이나，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궁정음악이나 사원의 음악은 불안정한 반음올 꺼 

려서 피하고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반옴은 정열올 진정시킬 뿐 아니라， 영혼올 관능 

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 주기 때문이다.27) 

26) Max Weber - 이건용 譯 r옵악사회학J (서율 : 민융사， 1앉굉)， p. 70. 
27) Curt Sachs, r音樂의 起源J ， (上)， (서울 : 삼호출판사 편집부 짧， 1986), p. 201 및 p. 2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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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옴에 대한 인식온 비단 중국뽑만 아니라 한국음악에서도 마찬가지다 r동동」의 선 

율은 태 • 황 • 남 • 임 • 중의 5음에 무역 • 협종이 삽입되므로써 파생되는 반옴올 피해 

서 진행되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화(和)를 추구하는 동양적인 정서의 표현이라 하겠 

다.28) 

반음을 사용하면서 반음 사이를 피해가는 가장 좋은 보기는 r별우조타령」이다.29) 

이 곡은 단 9도로 분리된 청무역 (d" b : fa)과 남려 (c’ : mi) 사이에서 선율이 진행되기 

때문에 순차진행에 의한， 동양적인 <和>에 어긋나는 반융이 없다. 이러한 전개수법은 

미리 설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r별우조타령」의 피리에서 청무역은 결코 상행되는 적이 없고 하행한다. 이러한 수 

법은 출판된 나의 여러 작품에서 적용되는데해통신곡」과30) r맛삭」이31) 그 좋은 보 

기이다. 그러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나의 90년대 작품들은 선법의 다양한 활용으로 

발생하는 순차척인 반옴진행이 의도적으로 구사되고 있다.32) 

라. 남 려 

r동동」에서 청남려 (c")로 시작되는 악구는 없고， 다만 2.3각-A가 청남려로 끝난다. 

하지만 이들 청남려는 임종의 position에서 얼러내는 소리이므로 완전환 청남려라고 

하기는 어렵다. 

r동동」의 전곡올 통하여 청남려소리률 정상척으로 소리내는 곳은 오로지 1각-B(셋 

(주) 39. 이 각주는 C. Sachs가 C. S. Keh, Die Kor，αU1ische Musik, Strässb따g， 1잃5， p. 15 
롤 인용한 것이다. 필자 C. S. Keh의 initi려온 한국의 계정식박사이다. 

28) 한국음악의 r和」에 대한 좋온 논훈으로 [崔鍾敏， “ r和」의 의미와 韓園音樂" r예술과 비명J (서 
울 : 서울신문社， 1985), 여륨호， 통권 6, pp. 93 -113]이 었다. 이 논문은 p.96에서 r中庸J 2장 
에 있는 ‘中庸者 不偏不倚 無過不及’훌 인용하여 r和」의 의미률 강조하고 있다. ‘중용’ 이란 것 
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지나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I정정하고 
일상적인 이치이다(而平常之理). r中庸』에는 처옴부터 8장까지 無過不及파 이에 관련된 자구 
(字句)들이 자주 나온다. 

29) 김기수 編훌훌 r한국음악J 12집， pp. 75-83. 
30) 李海植， 국악관현악곡집 r海東新曲J (흩山 : 鎭南大學홉 出版部， 1983), pp. 194-5의 것대 맹rt. 
31) 李홈植， 국악관현악곡집 r짧東新曲J p. 88에서 시작되는 vocal 뼈rt. 
32) 국악관현악 r성주(城主)춤J [국악중고둥학교 준공기엽 국악채 위촉작폼， 1992. 10. 7. KBS국악 

관현악단， 지휘 : 이상규， 국악고 우록당 : 서윷， 악보 : 국악중 • 고동학교 준공기념 옴악제 r초 
연작품집 A (서울 : 국악중고등학교， 1992), p. 7)으로부터 r祝흉률 옳한 춤피리 J ( ’96 국립국악 
원 예악당 준공기염 위촉작품， 1997. 10. 17. 경기도립국악단， 지휘 :이준호， 국립국악원 예악당 
: 서울)까지 다수의 작품에 걸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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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소절)에서 보조옴 형태의 끼워넣기로만 한 소절 정도 지속될 뿐이다. 그래선지 “現

行의 動動과 井합”에서는 남려인 c음올 r동동」의 음계에 없는 가외(加外)의 음이라 

하여 아예 구성음에서 제외하고 있다.잃) 

마. 임 종 

임종(b’ b)은 2 ， 3각-A에서는 원점으로， 1. 2 . 3각'""B와 5.6각-A에서는 간점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엄종올 원점과 간점으로 교차시키는 것은 시가(時價， tone value)의 

좋은 대 조(contrast)34)이 다. 

r동동」에서 대개 임종올 간점으로 시작하는 악구는 여러 번의 완전 4도와 한 번의 

완전 5도로 상행도약한다. 1 ， 2.3각-B와 5.6각-A， 8각-B 'B1 이 바로 그런 보기들 

이다. 임종이 아니고도 1각-A률 시작하는 태주， 8각-A률 시작하는 황종은 각각 간점 

이면서 상행으로 도약진행한다. 이것은 도약된 음고률 시가로써 강조하기 위한 수법 

으로 본다. 이와 같은 간점들은 모두 앞꾸멈음이 없다. 

그런데 도약진행의 출발음이 되는 간점들이 score에서는 하박(下拍， beginning 

accent, 강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올 다른 각도로 관찰해 볼 때 상박(ended accent, 

약박)이t 아닐까 하는 가정이다. 만약에 「동동」이나 r수제천」올 모르는 사랍이거나 악 

보를 보지 않고 듣는다면 I보혜 2]와 같이 약박에서 시작되는 음악으로 들릴 것이다. 

이런 가정은 일단 짧은 시가의 태주가 역동적으로 상행하여 엄종으로서 하박의 성격 

올 띈 다음， 장고의 둘째 점인 鼓에 맞추어서， 즉 둘째 박에 맞추어서 좌고를 친다. 장 

고의 첫점인 廳은 약하고 鼓는 강한 액센트이다. 이렇게 타악기와 관련해서 보면 하 

박으로 시작해 보는 [보혜 2]는 설득력올 얻는다. 이와 같이 약박의 구조를 가진 사례 

는 현재 우리가 부르는 r애국가」의 첫 머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의 ‘미리 보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의 끝은 인간의 발걸음과 호홉의 생태적인 조건과 관 

33) 李惠求， “짧行의 動動과 井련" r훌훌國휩樂없集~， p. 185‘ 

34) 대조의 요소는 반복(rl야Jeat) ， 발전(development)， 변형 (variation) , 새로운 소재(new materi외)의 
어떤 경우에도 냐타날 수 있다. 말하자연 반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악기로 또는 다른 조 
성이나 템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성은 양식 분석가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니， 왜냐 하면 여기에 휴식과 이완의 상태 (composure)와 충동과 활기 또는 긴장(tensìon)의 균 

형이 이푸어지기 때문이다(John D. White - 이건용 역 r옴악분석 J ， pp. 22-31 본문에서는 논 
지의 전개를 위하여 ‘대조’ 와 ‘대비’ 라는 용어가 ‘균형 (balance)’ 이라는 뜻에서 자주 샤용된다. 
‘균형’ 의 동양적인 의미는 곧 ‘중용’ 이다. 이것은 또한 ‘和’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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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박자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운동임올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악이든 유럽음악이든 음악은 본질적으로 하박이 그 밑바탕이 아 

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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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각-B는 배임종(b Þ)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위의 임종에서 끝나는 점이 다른 악 

구와 구별된다. 이렇게 임종을 한 옥타브 위 아래로 교차시키는 것은 읍고의 대조인 

동시에 유일한 한 옥타브 사이의 ‘선법본능’이다. 그 다음 B1에서 다시 배임종으로 시 

작된다. 

악구 B1의 배임종은 셋째 박이므로 악구 B에서 첫 박으로 시작되는 배임종에 비하 

여 약세임은 r동동」 최후의 악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배임종이 더 낮아지지 않음 

은 피리의 음역에도 판계되지만， 음고액센트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Text에서 3.4.5.6.7각-B의 셋째 소절은 세로줄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것을 [표 1]로 옮겨와서 보면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임종의 작용에 의해서 

악구의 구분이 Text의 악구 A.B와는 다름올 나타낸다. 즉 3.4.5.6.7각에서 점 

선 세로줄 다음에 있는 간점인 cambiata 형태의 앞꾸멈음을 제외하면 1각에서 8각까 

지 셋째 소절은 모두 임종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r동동」의 중심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임종이라는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구 

성이라고 보아도 좋올 것이다. 이에 더하여 3.4.5.6.7각에 있는 앞꾸멈음들은 장 

식적 액센트(embellished accent)인 동시에 점선으로 나뀐 악구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동동」에서 악구의 구절법은 Text에서 활표로 표시된 A.B의 구 

별보다는 엄종중심의 논리에 의하여 점선으로 표시한 구절법이 더 논리적이다. 이 논 

리적인 구절법은 Text에서 점선 활표 a.b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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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 려 

r홍동」에서 중려 (a' b)로 시작되는 악구도 없다. 오로지 1각-A.3각-B， 7.8각-A가 

중려로 끝난다. 

1각-A의 중려는 2각-B의 청무역처럽 퇴성(退聲)하는 소리로써 종지감올 높이고 악 

구 B와의 분별을 확실하게 한다. 그러나 퇴성이 공통인 이들 중려와 청무역은 선율의 

진행방향에서 서로 좋은 대조를 보여 준다. 즉， 청무역은 한 소절 휴식후 3각올 시작 

하는 임종으로 3도 하행하나， 중려는 오히려 임종으로 2도 상행한다. 만약에 중려도 

무역과 같이 3도 위에서부터 하행하여 퇴성했더라면 그 관성으로 인하여 하행이 계속 

되었올 것이다. 

8각-A의 종지인 중려는 1각-A처럽 퇴성하지 않는 대신 악구 B률 시작하는 7도 아 

래의 배임종으로 하행하여 분명한 악구롤 구성한다. 이것은 [보례 3]파 같이 악구 A 

.B가 연결되어 임종으로 상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곡올 흉하여 5회나 반복되는 

5각-A의 음형이 필요이상으로 더 반복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옴고의 대조성도 감 

소된다. 그리하여 동일한 중려 소리이면서도 표현에 따라서 가는 길이 서로 대조적임 

올 보여준다. 이러한 도약진행은 구절을 분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변주수법이다. 유럽 

음악에서 Bach의 2성 Invention No. 4나 Chopin의 Ba11ade Op. 23의 왼손 진행을 보면 

8각-A.B와 같이 7도의 도약진행으로써 본명한 구절법올 보여준다. 

[보례 허 

A \, ( -‘’-‘ *- "‘r--‘ 

ι ----.::... -~ - ‘ 3. 

r동동」에서 엄중이 지속적인 긴 시가로써 정적인 선율이라면 중려는 앞꾸멈옴들올 

포함하여 거의 리드미컬한 통적인 선율들에 관련되어 있다. Text에서 1.4.5.6. 각 

의 끝에 표시된 종지음형은 규칙적으로 엄종→중려→태주의 종지질서를 이룬다. 

[표 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3.4.5.6.7각의 셋째 소절에 공통된 앞꾸멈음들을 

모두 중려이다. 이밖에 중려 관련으로 꾸멈음의 성격을 가진 선율은 3각 셋째 소절에 

서 삽입구3에 들어 있는 3련음과 8각 셋째 소절의 마지막 박에 들어 있는 3련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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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각의 3련음은 넷째 소절에서 앞꾸멈옴인 중려를 포함하여 3각에 있는 삽입구3 

과 4-5-6각에 있는 patt없1의 리듬이 변화된 iso m려ody이다. 이 두 개의 음형들은 

1 -4 - 5 - 6각의 종지옴형과 반대되는 리듬이다. 그리고 4-5-6-7각에서 넷째 소절 

에 공통으로 배치된 중려는 장고의 액센트인 ‘鼓’ 와 일치되는 지점이다. 중려는 임종 

에 비하여 후경충(後景層)끊)으로 셜정되어서 임종과의 균형올 추구한다. 

3-7각의 종지인 중려는 1-4-5-6각의 종지옴형 임종→중려→태주 중에서 태주가 

생략된 것이다. 종지음형이 축소된 중려의 시가는 3각에서는 짧고， 7각에서는 한 소절 

올 차지한다. 이러한 시가의 대조도 하나의 변주수법으로서 역시 세밀합올 보여준다. 

이밖에 중려의 시가는 1각-A - 8각-A의 종지에서 길다. 

사. 협 종 

협종(g ’ b)은 전콕을 통하여 8각-A에서만 단 한 번 나온다. 이 협종온 청무역 관련 

인 동시에 여러 면으로 대조가 된다. 즉 청무역은 청태주로부터 하강한다. 그러나 협 

종은 황종에서부터 상숭하여 중려롤 얼르다가 마침내 제자리의 중려로 상행한다. 청 

무역은 종지소리이지만 협종은 종지인 중려률 준비하는 소리이다. 청무역은 이미 셜 

명한 바와 같이 한 소절올 뜸들인 다음에 3도 아래의 임종으로 하행하지만， 협종은 

직접 2도 상행한다. 

협종은 최종악절에서 조성척으로 임종의 지배률 현저하게 약화시킨다. 이것은 황종 

계면조의 골격인 중려 • 협종 • 황종의 시가에 무게가 실린 데 반하여， 임종의 시가가 

축소되고 배임종으로 낮아졌으며， 최후에는 셋째 박에 배치된 것으로서 그 약화가 드 

러난다 r동동」에서 약화란 지나치지 않은(無過) 균형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 

는 중용올 추구하는 절묘한 수법이다. 

35) 미학자률과 분석가들은 더러 옴악의 구조률 전경 또는 후경 둥으로 표현한다. 보기률 들 
면 철학자로는 N. 하르트만이며 [Nicolai Hartmann - 田元培 끓11'美學J (서울 : ζ西文化
社， 1969), p. 4], 분석 가로는 S. 생 커 이 다. 생 커 는 전 · 중 • 후의 구조률 구조충(Schiten)이 
라 부른다[H잉nrich Sche띠‘er - 이영조 역편， L"Schenker의 그래프 분석법JI (서울 : 수문 
당， 1982), p. 5]. L. B. Meyer도 이와 비슷한 분석방법올 쓴다[냐onard B. Meyer - 金容
振 譯Il"음악구조의 분석적 이해J (서울 . 세광옴악출판사， 199이. 전경 또는 후경이란 용 
어는 본문의 뒤에서 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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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역 ·음고 액센트 

Text에서 2각-B에 나오는 청태추는 최고 옴역인 동시에 정점 (climax)이다. 최저의 

음역은 8각-B' B1에 나오는 배임종이다. 이 두 음들은 r동동」의 피리 음역에서 사용 

되는 최고 • 최저음역이면서 전곡을 통하여 각기 단 한 번씩의(배임종은 두 번이지만 

그 시가가 아주 짧은 간점이므으로) 최고와 최저음으로써， ‘음고액센트(pitch accent)’ 

가 된다. 독자들은 이미 ‘미리 보기’항에서 음고액센트란 용어와 여러 번 접속된 바가 

있다. 음고(音高)에 의한 액센트란 최고음과 최저옴 사이가 느껴질 수 있는 음군(音 

群)의 가장 높은 곳에서나 또는 낮온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36) “現行의 動動과 

井힘”에서는 청태주를 특정적인 최고음이라고 했다.37)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음악의 주된 동력은 선율에 었다는 사실올 기억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 선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양식에서건 나아가려는 활동성과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휴식점의 대조이다.잃) 특정적인 최고음인 청태주의 역동성과 

긴장은 악구의 직전에 있는 휴식점과의 완전한 대조이다. 청태주는 최고음으로써 청 

각적 공간을 조성하지만 하강외의 변화는 없다. 

태주와 임종은 완전 12도(완전 5도)이다. 또 한 가지 r동동J에서 이들 음고액센트가 

이색적인 것은 최고음올 곡의 전반인 2각에 두고 최저음올 마지막 8각에 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의미는 선율전개의 성악적 하행적 의미에 두고 싶다. 이것은 마치 중 

허리 시조처럼 먼저 청태주소리를 질러내고 점차 낮은 배임종소리를 향하여 하행으로 

풀어가는 양상이다. 

또 다른 옴고액센트는 Text에서 2각-B에 나오는 청무역과 8각-A에 나오는 협종소 

리이다. 이 두 음도 전곡올 통틀어 단 한 번씩만 울린다는 희소가치의 음으로서， 역시 

음고액센트의 의미가 있다. 또한 청무역도 청태주와 같이 2각에 두고 점차 완전 5도 

36) Paul Creston - 崔東善 역리등원리 A (서울 : 세광옴악출판사. 1988), p. 39 우리들은 다이나 
믹이라든가 숍의 훨청度만을 액센트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었다. 그것은 실제로 가장 확실한 것으 
로서 아마도 액센트의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어떤 音을 두드러지게 표 

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精巧한 方法이 있고 音올 주의해서 선돼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모두가 다 액센트의 形式이라고 할 수 었다[앞의 r리듬원리~， p. 351 
37) 1"惠求， “짧行의 動動과 井헌" r앓빼퓨찢論集~， p. 184 

38) John D. White - 이건용 역음악분석~，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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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8각의 협종올 향하여 그 관련성올 찾아간다. 

그러고 보면 Text에서 음고액센트는 모두 전반의 2각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8각을 

향하여， 공간적 시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태주→임종， 무역→협종과 같이 공통된 완전 

5도의 관계로 흐름(얹xture)의 논리를 형성한다. 

음고액센트와 관련하여 동 • 서 음악의 정점 설정올 비교해 보면 작곡된 유럽의 음 

악은 그 정점이 곡의 2/3 지점 쯤으로 흔히 뒤 쪽에 설정되어 있고동동」과 같은 한 

국의 전통음악은 1/3 지점 쯤으로 앞 쪽에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음악이 긴장도 

가 높아지는 정점을 향한 전개이고 한국의 「동동」은 긴장(tension)에서 이완 

(relaxation)으로 향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r동동」은 맺힘→풀림， 유럽의 

음악은 이완에서 긴장 즉 풀림→맺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의 읍악이 풀림→맺힘 

이라는 것은 유럽음악사가 불협화음 지향이라는 사실과 상통한다. 

r동동」의 남 • 임 • 중 • 태 • 황의 계면조성에 삽입된 협종소리는 전조{modulation}와 

관련된 변조성(變調性 mutation}의 성격올 띈다. “現行의 動動과 井둠”에서는 r동동」 

의 음계를 b. {임종} . e’. (황종) • f’(태주) . a’.(중려)의 4음으로 보고 g ’. (협종)올 낯 

설은 가외(加外)의 소리라고 했다.잃) 

중국음악에는 원래 다섯 가지의 명칭올 가진 음이 존재하고， 그 후에 기원전 12세 

기경， 고유의 명칭올 갖지 않은 두 개의 음이 가담되었다.때) 중국음악에서 ‘변(變)’ 은 

경 과를 의 마 한다(R. Lachmann}.41l 

중국음악은 어느 음계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7음음계로 된 것이 아니라 부가음은 조 

바꿈적 내지는 보조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고유한 이름을 갖기에 이르지는 못했 

다. 중국인은 이들 음올 ‘변 (pièn)’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하나 위의 음에 붙여서 부르 

고 있다. ‘변’이란 “~에 이른다” 라든지 “~이 된다”는 의미이다(C. Sachs).42) 

위의 R. Lachmann과 C. Sachs의 인용올 종합해 보면 중국음악에서 다섯 가지의 

39) 李惠求， “現行의 動動과 井둠" r韓國音樂說集~， p. 179와 관련하여 p. 1&5에서는 r동동」의 구성 

음으로 남려를 제외하고 있다. 
40) Robert Lachmann, F東洋의 音樂A ， p. 59. ~2세기라고 한 것은 확증이 없고， 이와 같이 분명하 

게 쓴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12율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呂民春秋>의 기원전 3세기경에 
는 2변성의 생각은 있었지만， 그보다 오래되었다고 생각된다[앞의 「東洋의 音樂J ， p. &5 (주) 41 

41) Robert Lachmann, r東洋의 音樂J ， p. 59. 
42) Curt Sachs, r '1놓樂의 起源J ， (上)，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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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가진 음이란 궁 · 상 · 각 • 치 · 우의 5정성(죠正聲)이고， 후에 추가된 2변성(二 

變聲)은 변치(變徵) . 변궁(變宮)이다. ‘변’은 외래의 소리이며 경과적 · 전조적 • 보조적 

인 성격올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국옴악의 ‘변’을 설명하는 의도는 r동동」에서 무역 

· 협종소리가 마치 중국음악에 들어 온 ‘변’과 같은 외래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43) 

위의 네 개의 음고액센트들은 각각 미학적으로 독특한 성격 (character)올 가진다. 여 

기서 미학적이란 이들 네 개의 소리들은 우선 r동동」의 taxture에서 소리를 극도로 

절제하는 표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태주 • 임종은 각기 단 한 

번씩의 최고와 최저음으로써， 무역 • 협종은 단 한 번씩 나오는 소리로써 절제의 상징 

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음의 철제와 관련하여 다시 중국옴악으로 돌아가보면 무도가의 싱싱한 리듬의 웅직 

임에 조성상의 가장 큰 자유로움이 대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아악이 

엄격한 5옴옴계인 것에 대해서 이들 무도가에서는 ‘변’올 보다 자유로이 구사한 스케 

일이 사용되고 있다44)는 것온 아악보다는 무용옴악에서 외래의 변성(蠻聲)이 자유롭 

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동동」은 가외의 성격을 가진 무역 • 협종올 수용함으로서 

조성올 확대하고 춤의 자유로움올 추구한다. 그러면서 이 두 소리를 중국의 무용음악 

과는 달리， 단 한 번씩만 사용하므로서 음악올 간결하게 연주하는， 즉 극기심(克己心) 

을 가장 중시하는 덕망을 보여 준다.45) 

43) 단소는 임종계면조의 곡을 연주하는데 편리한 D Þ major Scale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r동 
동」에서는 외래적인， 가외의 소리에 해당하는 무역 • 협종이 있는 옴악에 잘 맞는 악기이다. 단 
소의 최저옴인 협종은 일반 전통음악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운공(運孔)만으로는 
남려소리가 나지 않고 협종이 D'major의 Fa로써 전통적인 5음음계에 들지 않고 또 최저음이 
어서 퇴성하거나 하행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소의 무역 · 협종올 가장 효과 
적으로 사용한 나의 작품 r기도」롤 소개한다. 이 작품은 단소와 18줄 가야고의 2중주인데， 훤 
래는 gospel 가수인 홍순관씨의 위촉으로 김관식씨의 r해 넘어가기 전의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인데， 기악만 따로 떼어서 r기도」라고 한 것이다[홍순판의 우리노래 CD r민들레 날고」 

1994. (주)오아시스. OCP. (J7 문화부 둥록 제16호. 단소 : 이준호， 가야고 : 이지영). r기도」는 

r동통」과 같은 임종계면조이며 협종이 cadence로써 자주 사용되어 때로는 협총평조처럼 틀린 
다. 이 곡을 들으면 꿇어 넘 치 는 회 한(悔恨. repentance)과 말할 수 없는 정 한(情恨)같은 것 이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솟아 오릅올 느낄 것이다， 단소 소리는 가날픈 것 같으면서도 
멀리 가며 국악관현악에서는 정과 함께 우수한 filler의 역할을 한다. 

44) Robert Lachmann. r束洋의 音聚J. p. 121. 
45) Robeπ Lachmann. r東洋의 音樂J. p. 167. 중국의 종교적 가무(歌舞)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 

한 질서와 장중함은 대우주의 조화에 소용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대한 제어(制細)에도 
소용이 된다중략- 악기의 현의 수훌 줄여서 그 울림을 빈약하게 한다든가， 가요를 반주 
활 때에 악기가 선율올 생략하고 연주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음악이 영혼의 위태로운 밑바 

닥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옴악올 간결하게 연주하는 것은 극기심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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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들 무역과 협종이 다른 남· 임 ·중· 태 ·황의 5음과 동둥하게 쓰이고 태 

주 • 임종의 최고 • 최저음이 자주 둥장했다면 액센트의 의미도 소멸되려니와， 춤곡으 

로서의 역동성이 훨씬 감소되고 긴장감도 줄어들 것이다. 

이들 네 개의 음고액센트들은 곡의 짜임새롤 탄탄하게 하는 동시에 r동동」의 매력 

이 발산되는 소리들이다. 이와 같이 소리를 절제하는 것윤 호홉과 관련하여 절약적 

합리적인 처리， 즉 관리라고 말할 수 있올 것이다. 이처럼 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보기들올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수제천」의 3.4장에서 임종(b’ 

b)의 하행 보조음으로 얼러내는 중려소리 (a' b)가 바로 그것이다.46) 이 중려소리는 r동 

동」과는 달리 임종의 자리에서 하행으로 얼러내는 소리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나의 

다른 논문올 참고할 수 있다.깎) 

나의 창작읍악 중에서 음고액센트로서 소리률 절제하는 보기는， 18줄올 위한 가야 

고독주곡 r줄풀이 제2번」에서 찾아 불 수 있다.얘) 이 곡의 제1악장 letter D에는 웅종 

(d")에 해당되는 소리가 12분 남짓한 연주에서 단 한 번 나온다. 이것은 전후의 조성 

에 맞지 않는 d" natural이어서 곡의 않，xture에 어올리지 않는 대단히 자극적인 음고 

액센트로 들린다. 청각세계에서의 음높이의 차이는 시각세계에서의 명함배합 차이에 

일치시킬 수 있겠다.49) 

중시하는 덕이 높은 사랍이 이륙할 수가 있다[앞의 r東洋의 홉業J ， pp. 166-η. 
46) ... 피리가 그 林鍾에서 상싹 {뿌呂로 내려왔다가 도로 林鍾으로 율라가는 것은 林鍾에 훌化률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리의 林鍾 구멍에서 내는 이 件呂의 音은 林鍾에 微妙한 明
暗의 效果률 준다[李惠求， “홈齊天의 調와 形式" r옴대학보J (서윷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 
생회， 1970), 제5집， p. 6; r韓園音樂請훌훌A ， p. 71]. 

47) 李海植， “훌齊天의 族律構造 훌齊 成훌.先生 八句記念 r園樂學훌움훌훌J. pp. 잃4-되. 만약에 수 
제천 3'4장에서 중려가 임종에서 얼러내는 소리가 아니고 제자리 (position)에서 내는 소리였 
다면 상황은 달라져서 전조되었을 것이다. 이런 보기는 김기수 編짧， 한국옴악. 12집. p. 66에 
있는 r길군악J 4장 둘째 소절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임종을 흘려 중려를 제자리에서 
냄으로써 완전히 전조된다， 

48) 제21회 서율옴악제 위촉작품， 가야고 : 지애리， 장고 : 김선욱， 1~엉. 11. 7. 문혜회판 대극장 : 
서울. 제21회 서울음악제의 초연곡을 모아서 발간한 r ’89 서울음악제작품집 J (서울 : 한국음악 
협회， 1989). p. 259에는 21줄을 위한 가야고 독주곡으로 되어 있으나， 초연후 18줄 독주곡으로 
수정하였으며 아직 출판되지 않았음. 

49) Victor Zukerkandl - 서인정 옮김소리와 상징 J.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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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끼워넣기 

본문에서 끼워넣기(揮入， insertion)란 말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접속되었다. 끼워 

넣기란 음과 음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다른 옴올 끼워 넣어서 음악적인 정보를 증대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변주방법이다. 끼워넣기는 가장 먼저 리듬을 변화시키는 관건 

이 된다. 창작에서의 끼워넣기는 일종의 연결이다. 끼워넣기의 개념이 음악에 적용될 

때면 풍성한 결실올 맺는다.50) r동동」은 질서정연하고 흥미로운 끼워넣기의 방법으로 

음악의 정보률 증가시킨다. 

앞에 있는 ‘태주’에서 새로운 용어로 쓰인 ‘선법본능’온 동일한 시작과 종지 사이에 

선율이 삽입된 것이다. 이미 설명한대로 l각은 첫 소리와 끝 소리가 통일한 태주 사 

이에 선율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동동」 전체가 태주로 시작하 

는 첫 음과 끝 음 사이에 끼워넣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끝 음인 태주는 황종에 

서 얼러내는 소리이므로 모호한 ‘선법본능’이라고 역시 ‘태주’항에서 셜명한 바 었다. 

Text을 보면 1각에서 삽입구l은 좁은 거리의 임 1.2 사이에， 삽입구2는 넓은 거리의 

임 1.3 사이에 끼워 넣어진 것이다. 삽입구1 . 2는 서로 겹쳐져 있다. 삽입구1.2는 다같이 

임종의 ·보조음적인 범주 안에 들어 있다. 

2각-A에서 삽입구l인 남려는 임종에서 얼러내는 소리인 동시에 임 1 .2 사이에 끼워 

넣기된 것이다. 2각의 삽입구l은 r동동」에서 유일하게 쉽표를 동반하고 있다. 이곳의 

쉽표는 악구 A의 중단이 아니라 악구 B를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음악언어이다. 한편 

악구 B의 끝에서 한 소절을 차지한 쉽표는 3각과의 뚜렷한 분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 

고 보면 악구 B는 연결의 쉽표와 분리의 쉽표 사이에 끼어있는 셈이다. 

3각에서 임종 밖의 음은 모두 임종 사이에 끼워 넣어진 상태로 보아도 별다른 무리 

가 없다. 바로 삽입구1.2.3이 그렇다. 삽업구2는 엄종 사이에 청황종올 끼워넣으므로써 

수직적인 음고와 수평적인 시가의 균형올 유지한다. 

3각-A는 2각-A를 축소하고， 쉽표(rest)는 숨표(breathing mark)로 대치 되 어서 악구 

B를 2각보다 2박자나 더 앞 당긴다. 삽입구3은 4.5.6각에서 pattern올 이룬다. 

50) Leonard Bemstein - 朴鍾文 譯대답없는 질문J.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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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은 하나의 악구로 되어 있으나 LP음반올 들어 보면 Text에 표시한 바와 같이점 

선악구 b의 중간에서 숨 쉰다. 이때 호홉 다음에 anacrusis가 되는 태주는 민속음악적 

인 역동성으로 들린다. 

5각의 점선악구 a'b 속에 있는 청황종은 3각에 있는 삽입구2와 마찬가지로 임종사 

이에 끼워 넣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되는 것은 활표를 표시하여 한 숨에 연 

주하라는 악구 B의 구절 속에 숨표를 표시한 것이다. 악보대로라면 한 소절로 된 악 

구 A의 종지에서 숨을 쉬어야 하지만 국립국악원이 연주한 LP음반을 들어보면 활표 

로 표시한 구절법보다 숨표로 표시한 구절법 즉 점선악구 a가 맞다. 이것은 실제 연 

주와 악보에 있어서 구절법이 틀림을 말해주는 것이다.51) 

7각은 r동동」중에서 선율이 가장 단순하고 짧은 악절이다.7각도 4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악구이지만 LP음반을 들어보면 Text에 표시한 바와 같이 숨쉰다. 

7각의 mm은 hαI을 확대하여 끼워넣기한 것이다. 이 mm은 앞의 황종과 뒤의 두 

소절의 휴지 사이에 반 쯤 숨겨진 상태여서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올 굳이 다른 

각도로 보자면 7.8각의 첫 음인 황종 사이에 휴지를 동반하여 끼워넣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뒤의 휴지가 너무 긴 중단의 느낌이다동동」에서 가 

장 긴 이 휴지는 마지막 종지악절 8각의 준비로 본다. 

어느 각보다도 8각은 임종보다 황종계면조의 성향이 강한 악절이다. 여기서도 황종 

밖의 구절은 다 황종 사이에 끼워넣어진 것으로 보아도 된다. 삽입구l은 첫 음 황종과 

악구 B의 황종 사이에 끼워 넣어진 것이다. 삽업구2는 악구 A의 중려와 악구 B의 중 

려 사이에， 삽입구3은 악구 B. B1의 황종 사이에 끼워넣어진 것이다. 

지 금까지 설명 한 삽입구들은 구(句， phrase)로써 역 할올 하는 것들도 있고 단순히 

끼워 넣어진 음일 따름인 경우도 있다동동」은 어떤 형태의 끼워넣기도 서로 얽히 

고 서로 잣아진(spin out) texture이다. 

51) 내가 KBS-FM의 producer일 때 김길운 지휘로 녹읍한 국립국악원의 r동동」은 LP음반 보다 
거의 순간적으로 호홉한다， 이 r통통」은 연주 일시， 연주자 동의 명단을 기록하지 않아 내게 

녹음 tape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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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얼러내는 소리 

지금까지 여러 번 접속된 ‘얼러내는 소리’는 ‘어르다’에서 나온 말이다. ‘어르다’는 

‘어린 아이 또는 짐승을 달래어 기쁘게 하여 주다’52)의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어르다’ 

가 ‘얼다，’ ‘얼러’와 함께 ‘交合하다’의 뜻이었다.닮) ‘어르다’는 ‘얼러， 얼러서’와 같으며， 

‘어우르다’의 준말도 된다. 숭무에서 법고(法鼓)는 ‘북올 얼른다’고 하여 북올 다루는 

솜씨가 능통합을 나타낸다. 

나의 작품 r춤올 위한 협주피리J54)에서는 세 개의 숭무북을 얼른다. 또 r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J55)에도 두 대의 큰북(大敎)올 얼르는 drum dance(舞鼓)가 있으며， 

그밖에 타악기를 얼르는 작품들이 다수이다. 

‘얼른다’는 말은 ‘서로 겨룬다’는 대항 · 대립의 뜻도 있어서 풍물에서 장고와 챙과 

리가 마주 연주하는 모습도 얼르기의 한 양상이다. ‘얼른다’는 것은 하나가 물이 되고 

(一生二) 둘이 하나가 되는(二合一) 현상이다. 

거개의 현악기와 관악기는 어느 한 자리 (position)에서 다른 소리를 내거나 다른 여 

러 자리에서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다.56) 악기의 특수한 주법 Onstrumentation)은 기 

술(하t)인 동시에 유회(놀이)로 파악된다. 게르만에서는 아주 오랜 시기부터 악기를 교 

묘히 연주함올 일반적으로 ‘놀이한다’는 말로 표현했다.하) 피리도 한 position에서 두 

개의 소리률 낼 수 있는데， 나는 이러한 주법을 ‘애무하는(caress) ， 장난치는’의 뭇올 

가진 영어의 fondle과 관련하여 ‘얼러내는 소리’라고 이름했다. 

소리는 무엇보다도 피리의 진동하는 모양올 바꿈으로써 색다른 음색올 추구하는 한 

52) r국어사전J ， 서울 : 동아출판사， 1얹~. 
53) 劉昌뽑 r李朝語事典J ， 서울 : 延世大退校 出版部， 1앉X). 
54) 李海植， 국악관현악곡집 r젊은이률 위한 춤 바랍의 말J (서울 : 수푼당. 1앉X))， p. 193. 
55) 李海植， 국악관현악곡집 r젊온이를 위한 춤 바랍의 말J ， p. 껑5. 

56) 동일한 소리를 악기의 position올 바꾸어 가면서 소리낼 수 있는데， 이때 옴색의 전이효과 

( transfonnation)롤 노릴 수 있다. smorzato는 옴색올 전이 시키는 주법의 하나인데， 이것은 
턱을 옴직임으로써 생기는 입술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리드가 꽉 죄염으로 말미암아 생 

기는 소리이다. smorzato란 vibn따0의 일종으로서(vibrato에서처럼)， pitch의 동요 대신에 횡경 
막이 아닌 턱에 의해 생기는 volume의 동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 동요의 rhythm 
pulse는 릭 움직임올 조절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Bruno Bartolozzi - 최동선 譯 r목관악기 

의 새로운 음향J (서울 : 재순악보출판사， 1985). p. 301 
57) Johan Huiginga - 權*w 譯호모 루덴스J (서울 : 弘盛íJit， 1981), pp. 61-2. 

- 70 -



가지 방법이다. 음색을 추구하는 얼러내는 소리는 옴높이가 결정되지 않은 전성 

( vibration) 보다는 음높이가 있는 트렬(미11) 형태에 가깝지만 운동성은 그보다 완만 

하다. 음높이를 의상이라고 한다면 옴색은 겉옷이다.않) r동동」에서 얼러내기는 색다른 

음색올 추구함으로써 음악올 화려하게 꾸민다. 

r동동」에서 얼러서 밀어올리는 소리(推聲)는 2.3각-B， 7각， 8각-A 'B1이다. 2.3 

각-B는 임종에서 청남려를， 7각은 첫 음인 황종에서 태주훌， 8각-A에서는 협종에서 

중려를， 8각-B1의 종지에서는 황종에서 태주를 얼러서 밀어 올린다. 반면 얼러서 끌어 

내리는 소리(退聲)는 1각-A의 중려， 2각-B에 있는 청태주와 종지음인 청무역， 4각의 

첫 소리인 태주이다. 이들은 추 · 퇴의 대조률 보여 주지만 대체로 끌어내려지는 소리 

는 명확한 읍고가 없다. 1각-A의 중려와 2각-B의 종지옴인 청무역이 그런 것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얼러내기란 대체로 멀어옳리는 소리률 거론하는 것이다. 모호하지만 

음고가 있기 때문이다. 

2각-A에서 얼러내는 소리인 청남려는 일단 1박의 휴지 기간에， 얼릅의 불안에서 야 

기되는 모호함이 유보된다. 특히 이 유보의 시공(時空)은 최고음인 청태주로의 상승올 

위한 거점공간이 된다. 그리하여 상숭감은 청무역으로 하강하고 퇴성으로써 소멸하며 

뒤의 휴지는 이 소멸올 확인하는 공간이 된다. 

3각-A는 2각-A의 축소반복인데， 여기서 얼러진 청남려는 2각-A처 럼 휴지가 없는 

대신 감발의 숨표를 두고 악구 B에서 청황종으로 생솟는다. 이렇게 보면 2.3각-A에 

서 얼러내어진 납려의 불안성과 모호성은 그들의 청태주와 청황종으로 치솟고 하강함 

으로써 해소(catharsis)되는 절차를 수행한다. 

8각-A는 협종에서 중려률 얼르다가 본음인 중려훌 낸다. 이곳에서 중려의 불안합이 

해소되는 양상은 자못 2.3각과는 대조척이다. 이것은 2각에서 얼러진 남려가 완전 4 

도 위의 태주로， 3각에서 얼러진 남려가 3도 위의 청황종으로의 상행보다 더 넓은 7 

도인 배임종으로 하행한다. 이것은 불안한 감정의 깊은 첨윤(漫潤， satura디on)이다. 이 

른바 피리는 감정올 북돋우는 기능이 있는데，59) r동동」에서 피리가 얼러내는 소리는 

한결같이 감정올 자극하는 기능올 발산한다. 자극된 감정이란 본시 불안한 것， 불안한 

58) Victor Zukerkandl - 서인정 옳김소리와 상정~， p. 309. 
59) Johan Huiginga - 權寧w 譯호모 루렌스J ， p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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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란 음악에서는 긴장 즉 륙별한 액센트로 감지된다. 

원래 장식음 또는 vibrato의 구성옴의 음고는 비교적 불안정하기 때문에， 동동의 gb 

과 a b 의 양음으로 된 vibrato에서의 gb 의 옴고도 불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0) 

그런데 소리를 얼를 때 본음인 협종은 물론 얼러지는 그 위의 중려도 불안한 음고이 ‘ 

다. 이와 같은 불안성은 모호함으로 인하여 vibnαo의 미분음(micro tone)에 의한 장 

식 적 액 센트{embellished accent}로60 감지 된다. 

8각-B1의 종지에서는 마지막으로 황종올 얼러서 태주소리를 낸다. 여기서 시가가 

긴 황종은 8각을 시작하는 황종의 ‘선법본능’으로도 볼 수 있고， 얼러내는 소리인 태 

주는 동동을 시작하는 1각의 맨 첫 옴인 태주를 상기하는 ‘선법본능’의 발로로도 볼 

수 있으나， 얼러내는 소리기 때문에 어느 쪽의 ‘선법본능’이든 안정된 것은 아니다. 이 

때의 안정되지 않음은 읍악적으로는 변주이며 사변적(思辦的)으로는 동일반복으로 치 

우치지 않는(不及) 균형이다. 

7. 번주구조 

동기 {motive}란 충분히 변주될 수 있는 소재가 고밀도로 농축된 반도체의 칩 {chip} 

파 같은 것이다，62) 그런 의미에서 태주 · 임종 • 남려 · 중려로 구성된 1각-A는 r동동」 

올 풀어가는 동기로서 완전하다. 여기서 ‘풀어간다’는 말은 변주의 한국적인 표현이다. 

변주의 젤명올 위하여 이미 ‘불러오기’에서 1각-A를 MM{Main Motive}으로 별칭하기 

로 했음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음악은 동기 발전식이 아니라는 견해가 었다. 

우리네의 선율은 통기발전식이 아닌 무한연속가능성의 선율이라고 본다. 그래서 단 

위도 더 크고 그 단위가 일정하지도 않다. 변통성이 많다. 그러한 특성이 있는 우리 

음악의 선용인데 근래에 보면 서양식 박자에다가 동기발전식의 전개법올 써서 작콕하 

60) 李惠求， “現行의 動動과 井물" r韓國音樂꿇集J ， p. 179. 
61) Paul Creston 최동선 역리듬원리~， p. 41 참조， 
62) 동기는 주제적 독자성을 지닌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완결될 필요가 없 

으니 때로 한 선율 악구는 여러 개의 통기로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J. D. Wlúte - 이건용 
역 r음악분석 J ，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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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선울이 가지는 유장미나 장려미를 살리기가 

어렵고 죄고 푸는 한국 리듬의 흐름도 파괴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장단 

단위로 선율올 파악하도록 하고 가사가 있을 경우 어단성장의 원리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63)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은 한때 무한선율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은 

악곡의 선율이 끊이지 않고 무한정 계속 이어진다는 특성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해석 

될 수도 있지만， 같은 선율이 반복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선율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64)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무한연속가능성의 선율인지? 그것이 만약 

에 영산회상이나 산조， 판소리와 같이 연주 시간이 긴 음악을 가리킨다면 무한연속가 

능의 선율이란 용어선택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영산회상이나 산조， 또는 판소리같은 

음악은 bar rhythm으로 된 장고장단이나 과장(科章)의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통절 

(通節， through)이지 무한연속의 선율은 아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올 ‘3음선율형’65)이나 ‘구조선윷’66)로 보는 견해는 우리의 전통음악 

이 무한연속가능성， 또는 무한선율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논리이다. 여기서 내가 간적 

적인 논리라고 한 것은 우리 전통음악 중에서도 특히 판소리 • 산조와 같은 민속음악 

이 전경(前景)으로는 통일한 선율이 반복되지 않아 보여도 내면으로는 (또는 後景으 

로) 3음선율형과 그것들의 conjunction 또는 disjunction의 결합운동이 자유롭게 반복 

된다. 그리고 단위가 일정하지 않고 변통성이 많다는 것은 곧 동기의 특정올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악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때때로 유럽음악 용어와 동일하므 

로 이 때에 발생하는 용어의 서로 다른 개념올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67) 

63) 최종민， “한국옴악미의 재발견 -전통옴악외 륙징올 중심으로" r훌術文化J (大邱 : 양明大 
學校 훌훌術文化昭究所， 1986), pp, 18-9. 

64) 최 헌， “韓園 f專統音樂의 族律 分析 方法 試論，“ r정신문화연구J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통권66호， p. 57. 

65) 黃秉훌， “가야금 作曲法에 對한 陽究 _r숲」 을 중심으로" r훌術論文集~ (서울 : 大韓民國
藝術院， 1975), 第14輯， pp. 102 - 38. 

66) 吳龍綠， “步虛子 形成考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잃4; w民族音樂學J (서울 
大學校 附設 東洋音樂맑究所， 1985), 第7輯， pp. 55-78 

67) 무한연속가능성의 선윷이라변 동일한 용어인 바그너 (Wilhelm R. Wagner)의 무한선율이 
무엇인가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무한선율을 요약한다. “무한선율 ; 넓은 뜻으 
로 리듬적 화성적 段落感과 종결감을 지니지 않는 자유로운 선율 전체. 좁은 뜻은 바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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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동동」은 MM의 변주이다. 동동이 MM올 변주 전개하는 공통점올 쉰베르크의 『作

曲技法.!I68) 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길어질 것 같다. 이에 대한 정보 

는 나의 “작품에서의 색깔있는 움직임” 이란 논문이 참고가 될 것이다.69) 다시 「동 

동」으로 돌아 가겠다. 

[보례 4]에서 MM은 3각의 a4까지 모세혈관처 럼 퍼져 있다. 즉 MM은 2각에서 a1으 

로 확대된 뒤， 그 리듬이 a2에서는 1/6로 급작스럽게 압축(축소)되고， a3에서는 또 그 

곱절인 1/12로 축소된다. 이러한 축소의 양상은 마치 범패에서 자출이는 소리와 같으 

며， 얼러내기를 효과적으로 중폭시킨다. 

[보례 4] 

MM 

?A 1, 

’ 
곽늘 

L-- a-」

A l , , al-----「 「a%a*
2각-A 

r 1 ... _ 

「----- a4 

3각-A 

Text에서 4각의 점선악구 a는 엎어낸 hαf의 음형올 contrary motion, 즉 제쳐내기 

한 것이다. 이 contrary motion은 완전 5도 아래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음악의 

선법에서 고저의 평 · 우 관계로 보면 Text에서 4각의 악보에 작은 음표로 표시한 바 

와 같이 hαI의 완전 4도 위에서 연주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3각의 삽입 

구2와 5.6각-A와 그것의 반복 음형이 성립될 의미가 감소된다. 왜냐 하면 만약 점선 

악구 a률 한 옥타브 위로 올린다면 청황총이 두 소절에 걸쳐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 

의 종합예술인 악극의 이념에서 발생한 단락감이 없는 가창선율. 이것은 number opera에 
있는 극 진행과 retitativo와 없ia의 단락감을 피하고 시총 연속 奏唱됨. 가사의 단락부분 
도 화성상의 假終止로 無限올 시도함. 가사천달올 위한 retitativo 창법이 많옴" [11'音樂大
廣典J (서울 : 世光흡樂出版社， 1988), p. 573의 요약임J. 

68) Arnold Schoenberg - 崔東善 譯作曲技法J ， pp. 26-7. 
69) 李海植， “작품에서 색깔있는 움직임" 1994년 국악의 해 학술회의 r2αm년대률 향한 한국창작 

음악의 회고와 전망~ (서울 : 한국국악학회 • 국악의 해 조직위원회)，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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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음형의 음고의미와 리듬감이 회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4각이 MM의 완전 5 

도 아래로 변주됨이 음고의 대비에서 지속의 대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된다. 

Text에서 7각에 표시된 mrn은 MM에다 꾸멈음을 붙이고 확대변형한 것이다. mrn 

은 첫 소리 황종과 두 소절의 휴지 사이에 반 쯤 숨겨진 형태이다. 

8각-A 삽입구l은 MM이 장 2도 아래에서 조적(調的)으로 모방된(tonal imitation) 

것이며， 동시에 hαI올 시작하는 완전 4도가 8각-A에서 감 3도로 음정이 축소모방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8각-A의 종지인 중려는 hαI과 같이 왜 

그대로인가? 다만 다른 점은 8각-A의 종지에서는 퇴성이 없음이다. 이것은 중려가 8 

각의 황종계면조와 1각의 임종계면조의 축(轉， pivot)이 됨으로서 두 개의 조성올 적 

절히 조절하려는 것이다. 즉 황종계면조로 전조되지만 원래 임종계면조의 조성올 가 

짐으로서 조성올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각 악절에서 악구 B의 변주구조를 찾아 보겠다. 

1각-B는 MM의 변주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악보로 셜명한 것이 [보례 5]이다. 

MM의 옴형 a.b.c는 악구 B에서 각각 a1 
• b1 

• c1로 변주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 

목할 것은 c1으로 표시된 태주이다. 이것온 hαI에서 c로 표시한 퇴성하는 중려를 구 

체적인 음고로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2.3각-A에서 임종올 얼러 남려를 

내는 것은 임종의 미II 형태를 보다 구체적인 음고로 표시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다 

만 다른 것은 퇴성과 추성이다. 나의 작품 r춤올 위한 국악연습J 70) 2악장의 letter 

B03-32소절)에서 「동동」과 같이 전성되는 소리의 끝올 선율로 구체화한 보기률 볼 

수 있다. 

70) 대구시립국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객원지휘 : 이해식， 1앉혔. 10. 30. 시민회관 대강 
당 : 대구. 이 작품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음. 

π
 



I보례 되 

?" 1, 
MM I 뒀: 응 ;Jl r= 'f' 、F 선 깐」 I 」.

L......- a ---1 L--- b ---1 Lc-.J 

• r..!, 
1각-B1 1 갚~ 만-~ 

‘ι r al | ~ L-----b1---1 L cLJ 

[보례 비은 hαI과 2.3각-B와의 변주계통을 잘 보여 준다.MM의 d.e.f.g가 2 

각-B에서 완전 4도 위로 변주되면서 d.e는 d1
• e1에서 완전 5도로 증폭되고， e . f는 

e1으로 홉수변주되었다. e . f가 e1으로 홉수변주되는 과정에서 얼러내는 e.f와 e1 
• fl 

이 서로 반진행이며， 이것은 퇴성이 공통인 g • g1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보례 6] 

’" 1, 
MM I 쓴 ... 한 딛 ~ 、~ 긴 i ，;」 J 」.

" r LdJ L-.. e---l LfJ L-g---.J 

A I~ .c=='ø. …~“‘‘ 一，‘~
2각-B l i1Iii간 표 _ r F rr 

t) r 
Ldl.J ' e1 ’ L-g1---.J 

.3 , 
Al ’ “ -

3각-B I 갚!í 1 f':.' w'꾀 과'-.，.- I -f" 'r= 
Ld2.J 4e2-J 대1J 1 f2 I l용μ 

l-d3..J ’ e3-----....I 

3각-B는 엎어내기의 2각-B률 반진행으로 제쳐내기한 것이다. el · gl이 e2 . g2로 축 

소되고 2각에 없는 f 계열이 fl으로 재생된 것이다. 그런데 3각-B를 MM과 직접 대어 

보면 보다 이채롭다.MM의 d. e. f. g는 3각에서 d3 . F · e3 · g2로 변주되었는데， e. 

f의 순서가 fI · e3로 바뀐 것이 다.3각-B는 2각-B를 거 친 변주라기 보다는 MM의 직 

접변주로 보는 것이 더 순리성올 띈다. 이처럽 소리의 순서를 바꾸는(changing the 

other of tones) 것은 아주 기술적인 변주의 한 가지 수법이다수제천」에서는 몇 개 

의 음을 묶어서 (groupng) 그 순서를 바꾼다.71) 참고로 유럽음악에서 음의 순서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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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보기는 쇼팽의 B minor Vase(Posthumous Op. 69, No. 2, 1829)이다. 이 왈츠의 

12.13소절에서는 당김음(syncopation)~ f써이 29소절에서는 마지막 약박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 

Text에서 동일성을 띄는 4.5.6각의 pattem은 말할 것도 없이 3각의 삽입구3이 

축소변주된 것이다. 이것을 [보례 7]에서 보면 i는 k와 합쳐져서 k1이 되고 j는 생략되 
었다. k1은 1각의 종지음형으로의 복귀이다. 

[보례 71 

r3 , 
A1 , ‘ -

3각-B I 좌? 응 쉰 : 딛 YJ\1 섬딛~ 、:“:‘~、;“:
~ 용

 
-

L-h--.-J Li JI j J LkJ 

r3 , 
A1 , “ 톨-

4.5.6각-bl~장 표 잔，... -=- ~ ;J l ~ I 꽉 J. ;J. I ;JjI;J 낫 t==:t:; 

」L-」h」--」 」---k」---」

Text에서 7각- B는 보례를 제시할 필요도 없는 MM의 변주이다. 

[보례 8]은 MM이 8각-B' B1으로 변주되었음를 보여 준다. 이것은 악보상으로 hαI 
올 완전 5도 아래로 전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음악이 유럽음악처럼 1차적인 완전 

5도의 관계조로 전조되는 것이 아니고， 평 · 우의 완전 4도 관계로 전조되기 때문에 ， B 

'B1은 [보례 3]과 같이 한 옥타브 위로 전조해야 옳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피리의 

음역이 미치지 못하고， 조용하게 종지되는 한국음악의 성격으로 보아 한 옥타브 아래 

로， 즉 hαI의 완전 5도 아래로 전조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변주구조’에서 4각의 점 

선악구 a를 설명한 경우와 동일하다. 

71) 李海植， “흉齊天의 i숱律構造 寬齊 成慶隨先生 八句記念 r國樂學論홉홉J ， p. 334에 있는 악보 
1-1과 3-1의 선율교환(combirúng the mem:ber of different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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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어 

A 1, 
M MI 갚!ff 1t h ,.,"Oi' ",.-::=;‘ : 옳를클 

'3. 
A 1, “•’ ‘ 

2각-B 1 갚lf1! 갚 칸 J J. J.관 I Ji"L=>4 ." t .., y-;"-'‘ ..... -、--

A 1, 
8각-B1 11닫순뜨 틱 1111 '1 Fτ 

.., y"';...;、--、-.--'- :-- ~ 

8. 동일성 

대부분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일정한 작곡자보다는 불명한 

연주자들에 의하여 완성올 계속해 온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양식에 있어서는 

유럽음악과 다른 점이 없지 않지만， 그 변통성에 있어서는 「동동」이나 「수제천」과 같 

이 독특한 가운데 유럽음악과 공통되는 전개수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곧 곧 통일성의 반복이다. 

동일생은 종지의 기능과 함께 동기 · 악구 • 악절 · 악장 둥올 구별하고 그것들올 분 

석하는 데에 첫 관건이 된다. 이러한 동일성은 여러 가지 반복의 양상에 의하여 그 

윤곽이 드러난다. 동일성은 악곡에서 지나간 악절을 일깨우고 상기시키는 역할올 한다. 

Text에서 1각의 첫 소리인 태주가 2'3각에서 생략된 것은 간점이기 때문이다.3각 

-B에 있는 삽입구2늑 MM이 완전 4도 위로 올려진 것이다 이 음형은 5.6각에서 반 

복으로 강조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동일성은 단순히 지나간 악구의 상기 (remind)라 

고도 할 수 있고， 제어와 정보전달의 기본적 관념인 f않dback(歸還)， 또는 영화에서 

과거의 회상장면으로 전환하는 f1ashback이라고도 하겠다. 음악의 전개에 있어서 어떤 

음형올 뒤에서 다시 연상하거나 그 연상올 확인하는 절차가 feedback이나 f1ashback 

의 형태로 나타나는 통일성은 음악의 반복특성이다. 

r동동」은 다양한 변주와 엄격한 동일성， 즉 절대반복(absolute repeat)의 양상올 함 

께 가지고 있다. 이 변주와 동일성은 반복의 양상에 따라서 가리어지는데， 이 동일성 

올 달리 절도(節度) 있는 합리 적 인 음형 이 라고 할 수 있다. 로제 (Peter Mark R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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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1않굉)의 동의어 및 반의어 사전(Roget ’ s Thesarus)에 의하면， <비합리성 

unreaonableness>의 반대말 중의 하나는 〈절도 modreateness>이다. 절도 있다는 것 

은 〈양식 modus> 내에 있다는 것 즉 한계나 한도 내에 있다는 것올 뭇한다. 라틴어 

<modus>는 법척 기준올 뜻하기도 하지만， 한계 혹은 경계롤 뭇하기도 한다，72) r동 

동」은 변주의 한계가 지나치지 않고 동일성의 한도도 지나치지 않은 음악이다. 그러 

면서 유회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유회성은 분절 단위의 동일성이 어떤 엄격성올 갖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음악 

척 현상에서 무엇을 서로 같온 것으로 설정하는냐가 유회적 현상의 근본적 전제가 된 

다. 다시 말해서 국악에서 같은 것이 끊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동일성의 엄격성 때 

문이다. 동일성의 엄격성은 변화없는 반복의 동의어나 다롬없다. 궁중의 예절 음악이 

동일성에 있어서 엄격한 반면 산조 • 판소리 둥에서는 이에 대한 폭 넓은 변용올 보여 

준다. 음악적 분절 단위의 이 엄격한 동일성은 유교의 이념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인 

다. 유교의 형식적 엄격성이 우리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듯이 음악에 있어서도 

역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엄격성은 같은 것은 엄격하게 같은 것 

이어야 한다는 반복의 관습을 만옮으로써 옴악적 자유분방성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 

다. 자유분방합의 제거는 음악의 감정적 차원이나 역동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 명석함 

과 투명함의 차원에서 보자면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3) 

r동동」이 동기 • 악구 • 악절의 동일성 반복올 전개의 기본원리로 삼고 여기에다 동 

양적인 유장미를 더한 것이라면， 유럽음악에서 오르프(C따1 Orff, U표-1982)의 3부작 

칸타타(cantata)의 제1곡인 가르미나 부라나(Camñna Burana)는 동기 • 악구 • 악절의 

통일성 반복에 율동성올 융합한 음악이다.껴) r동동」과 오르프의 음악은 전개논리에서 

서로 근접성이 있음올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굿， 춤과 관련된 나의 모든 작품들의 

전개논리도 『동동」이나 r수제천J ， 오르프와 같은 전개논리에 근접되어 있다. 

72) Umberto Eco - 손유돼 옮김， “해석과 역사" r해석이란 무엇인가?J (서울 : 열린 책률， 1997), 
pp. 38-9. 

73) 서우석， “한국옹악미의 현상학척 서술" r용악과 이론J ， 2, pp. 22-3. 
74) Camñna Burana는 c. 오르프가 그의 원시주의에 접근하여， 리듬의 중시(重視)훌 가져오고， 단 
순한 화성구조에 의하면서 리듬의 반복， 더 나아가 동기 • 악구 · 악철의 반복을 작품의 기본적 
인 원리로 삼은 것이다[f홉樂大辦典J ， p. 1170; (주)成홉， 잃30 0741SEL-200 206, Catulli 
C하mina， 139 3621SEL-200 141, Cam피na Burana, LP 옵반 jacket 해 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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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고 

리듬은 ‘강물이 흐른다’는 그리스의 어원으로부터 세월이 흐름과 함께 많은 뜻이 추 

가됨에 따라서 그 분류도 다양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의 리틈이라고 할 수 있 

는 장단은 시공(時空)의 의미에서 그리스 어원의 리듬과는 그 시김새가 좀 다른 데가 

있다. 

정통 국악， 특히 정악분야의 음악이 차분하고 느린 것은 그 리듬의 기준올 호홉에 

두고 있기 때문입은， 심장의 박동에 뿌리를 둔 서구음악이 발랄하고 빠른 점올 감안 

할 때 더욱 자명해진다，75) 호홉의 속성에 뿌리를 둔 리듬의 특정이라면 비단 템포가 

느리다는 사실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리듬의 사이클이 크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진 개 

성올 들어낸다，76) 

r동동」의 장고창단은 r영산회상」이나 가콕의 장단에 비해서 그 주기 (cyc1e)가 길지 

는 않지만， 여섯 소절에 걸쳐서 6점의 원점과 나머지 비어있음(공간)이 적절하게 배치 

된 18박은 여늬 전통음악에 비해서 짧은 편도 아니다. 장고의 비어있음은 소리의 엄 

격한 전개를 위한 절제의 양상이다. 한편 각도를 바꾸어서 바라보면 비어있음은 안정 

성올 뭇하는 것이요， 타악기의 발달이 더딘 현상이라고도 말 할수 있다.π) 

r동동」의 장고장단올 몇 가지로 셜명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민속음악과 대중음 

악에서 patt앙n으로 반복하는 bar rhythm이 다. bar rhythm은 혼히 패 턴 안에서 부분 

적인 리듬의 변주가 이루어진다. 둘째， 주변의 다른 리듬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독립적 

인 리듬페달(rhythm peda1)이다，78) 이 밖에도 유럽음악에서는 리틈의 그룹짓기 

(grouping)에 따라서 그 분류(분석 ) 방법 은 더 많아진다.깨) 

75) 韓明熙， “리듬으로 본 국악의 특성 .. r 예술과 비평 J(서울 : 서울신문社， 19&5), 겨울호， 통권18 

호， p. 263; 崔鍾敏， “和의 의미와 韓園音樂" r예술과 비명 A ， 여릉호， 통권6호， p. 107에도 우리 
나라의 음악을 生옮， 즉 호홉올 다이나믹과 관련하여 서술한 부분이 었다. 

76) 韓明熙， “리듬으로 본 국악의 륙성" r예술과 비평 A ， 겨울호， 통권 18호， p. 264. 
77) 인도의 용악이 타악기률 발전시킨 것은 서구문명에 비해 인도의 문명이 인간의 성적 교섭올 

순수하고 신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타악기는 성적 교섭의 상징이기 때 

문이다. 이에 비하여 국악의 타악기가 민속악에서 섬세하게 발달한 반면 궁중음악에서 발달하 

지 않은 것온 역시 성에 대한 유교적 이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서우석， “한국음악미의 현 
상학척 서술 .. r음악과 이론J ， 2, pp. 27-8]. 

78) Allen Winold and others, Aspect of Twentieth-Century Music (Engl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n. d,),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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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동동」은 장고가 절대반복엄에도 리듬페달은 아니다. 리듬페달과 같이 구조적인 리 

듬충돌이나 polyrhythm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고장단은 ‘轉 · 鼓 · 離’과 ‘鼓 • 雙 • 搖’로 반분된다. 좌고가 첫 점과 넷째 접의 鼓

에 맞추어 치므로서 처음 廳은 약박의 성격올 띈다. 따라서 후반에 있는 鼓 • 雙 • 搖

가 강이 된다. 즉 장고의 전후반윤 강약이 아니라 약강의 구조이다. 

장고장단의 후반의(넷째 접) 鼓는 4.5.6.7.8각의 넷째 소절에 있는 중려와 일 

치된다. 이 중려소리는 4.5.6각에서 종지음형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매 악절 

의 鼓·雙·搖는 종지와 관련되어 었다. 특히 搖는 첫 점인 輔과 관련하여 웅결된 액 

센트인 鼓의 풀림(unchain)이며 종지의 예고 또는 종지 자체이다. 장고장단은 절대반 

복임에도 피리의 선율과 그 짜임새가 밀착되어 있음으로서 bar rhythrn의 성격올 가 

진다. 

Text에서 1 . 3 . 4 . 5 .6. 7각의 끝에 종지옴형이 표시되었는데， 이중에서 1.4.5 

. 6각의 종지옴형은 규칙적으로 엄종 • 중려 • 태주의 종지질서를 이룬다. 특히 리드미 

컬하게 진행하는 중려 • 태주는 리듬종지와 악구종지 (phrase stop))의 80) 성격올 함께 

지니고 있다. 여기서 리듬종지는 종지와 관려된 리듬적 구상(rhythmic 미an)올 의미한 

다. 리듬적 구상온 종지악절이다. 종지악절(cadence phrase)온 리듬형 (rhythm 맹.ttern) 

을 바꾸어 일단 휴식올 가져야 한다.81) r동동」은 모든 악절의 종지 다옴에는 반드시 

휴지 (rest)가 따른다. 

81) 리틈올 rhythmic units와 rhythmic gestures로 분휴하는 방법[Allen Winold and others, 
Aspect of Twentieth-Century Music, p. 앓71. 리틈융 액센트와 그홉짓기에 따라서 다섯 가지 
의 기본형태로 분류하고 그리스 시의 운융체계의 운각에 따른 명칭올 붙이는 방법[Grosvenor 
C∞야r and Leonard B. Meyer, The Rhythmic Structure of Music (C비뎌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앉ìO)， p. 61 

80) 종지가 작품의 길이에 관계없이 매악구(每樂句)와 악절(sentence)마다 나타난다면 지루한 감올 
줄 것이다. 그러나 코랄이나 찬송가에서눈 그러한 악구의 종지가 의식적으로 나타나 있다 
[Leon Stein - 朴在烈 • 李永朝 共譯 r音樂形式의 分析陽究J ， p. 241 r동통」에서도 이러한 악 
구종지가 4회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다분히 의식적이다. 이것은 춤곡의 성격올 강조하는 것이다. 

81) 金東煥 • 金正{吉變奏曲의 理論과 實際~， (서울 : 學文社， 198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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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 주 

윈시적인 조성의 발달에 있어서 화성적으로 가장 우수한 8도， 5도， 4도 둥의 음정이 

다른 옴정보다도 우월한 위치률 부여받게 되는 데는 명료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8 

도， 5도， 4도 동의 음정은 한 번 <인식〉되면 옴악적으로 기억하기 쉬워서 언접한 여 

러 움간격 중에서 특히 현저하게 인식되는 것이다.82) 우리 나라 옴악의 합주는 거의 

대부분이 투명한 명료성과 인식하기 쉬운 동도(同度)， 또는 옥타브(8도) 관계로 이루 

어진다.83) 

r동동」은 당적 • 젓대 • 피리 • 장고 • 좌고 • 해금 • 아쟁으로 편성된 실내관악이다. 

r동동」도 우리 나라‘의 다른 옴악과 마찬가지로 피리가 주선율올 맡고， 당적 • 젓대는 

주로 한 옥타브 위에서 주선율을 장식하는 obbrigato(助奏)의 역할과84) 피리가 쉬는 

선율적인 공간을 연결하는 연음의 역할올 한다. 연음은 선율의 끝을 이어주고 다음 

선율올 잣아내는(spin out) 일종의 연결구(bridge phrase)이다. 어느 음악에서든지 취 

주(吹奏)하는 악기는 숨 쉬는 지점이나 휴식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연옴이 

라고 부르는 공간온 연주자의 휴식과 성부교차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옴 

악에서 ·이 연결구는 때때로 유럽옴악의 동도(1도)나 8도 차이의 모방카논(irnita디on 

canon)과 같온 인상올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unison의 법주 안에 들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다른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Text에서 5.6각 둘째 소절에 표시한 젓대선율은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은 

뇨 
82) Max Weber - 이건용 옮김옴악사회학J(서울 : 민옵사， 1993), p. 60. 
83) r수제천」의 경우 셰 octave, 두 octave 간의 병행 8도는 이미 意識的인 規定化가 되어 있옴을 

불 수 있다[梁基承， “園樂和훌에 關한 없究-훌齊天을 中心으로 빼園大學校 大學院 碩土學

位 論文， 1W7, p. 1허. 옥타브의 절대성온， 하나의 형식으로서 옴악 속에서는 지고의 것이라고 
오래동안 생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논해질 것이다[Alan P. M앉iam - 이기우 
옳검 r민족옴악학J (전주 : 新亞， 1988), p. 408; 이기우 편역민속융악.1 (전주 : 新亞， 1994), 
p. 2731 

84) 국악은 여러 개의 션이 진행될 경우 용들온 스스로 육타브 관계의 중력척 일치성을 유지하며 
높은 곳의 선융일수록 번잡하게 웅직여 그 높이 있읍의 가벼용율 드러내고 낮은 곳의 션율온 

장식음올 배제하여 낮은 곳의 무거용을 드러낸다. 즉 나무의 아래는 고정되어 멀 옴직이고 나 

무의 위는 잎사귀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구조롤 갖는다. 또는 수면의 움직임에 있어서 표연은 
번잡하게 웅직이고 심충은 무겁게 옵직이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양악의 합주와 국악의 합 

주는 그것이 발디디는 공간성에 있어서 차이롤 갖는다[서우석， “한국음악미의 현상학적 서술 
r음악과 이론J ， 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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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가 청황총을 지속하는 동안 짤막하지만 대선율(對旅律， counter meloy}올 전개하 

는 유일한 부분이다-85). 이런 것은 spin out하는 연음의 범주를 벗어나서 다성적으로 

피리의 공간을 채워주는 break의 역할이라 하겠다. 이 bre밟는 MM과 그에 관련된 5 

각 정선악구 a의 모방이다. 

아쟁은 피리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골격이 되는 선윷올 맡는다. 

Text에서 4각의 점선악구 a를 보면 두 소절에 걸쳐서 황종이 지속된다. 이것은 5각 

의 점선악구 a에서 한 옥타브 위의 청황종으로 두 소절로 분리 변주되나 엄종이 아 

주 짧윤 간점이기 때문에 청황종의 지속음이나 다륨없다. 다시 말하면 4-5각의 점선 

악구 a만 한 옥타브 차이의 황종과 챙황종일 뿔 4-5각의 피리선율은 같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4-5각의 아쟁 선율이 동일해도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86) 

그런데 만약에 아쟁선율이 장고장단과 같이 절대반복 되었더라면 r동동」은 어떤 음악 

이 되었율까? 나는 여기서 유럽음악의 오스티나토(ostinato)롤 떠올린다. 

일정한 선용패턴이 반복되는 오스티나토는 이딸리아 어로 ‘고집 부린다’률 돗한다. 

오스티나토는 유럽음악에서 13세기 초 Moteto의 tenor 성부에 나타나는데'i!l) 그 원초 

적 발생은 저음선율형인 basso ostinato(ground bass}와 관련된다. 

유럽에서 13세기 초에 기록된 오스티나토와 같이， 한국에서 1492년의 『악학궤범』에 

기록된 r동동」에서 4-5각의 아쟁이 고집을 부렸더라면 .... Moteto와 r동동」은 시간의 

차이에서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련만 아무튼 나는 동서의 음악에 공통점이 있음올 

나의 다른 골에서 셜명한 바 있다. 

[표 1]을 보면 각 악철의 끝에서 굵게 그어진 선은 심한 굴곡올 이룬다. 이것은 연 

음과의 경계선인데， 크게 보면 활모양(련型) 같기도 하고 오목렌즈 같기도 한 것이 궁 

금하다. 이런 모양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나는 매우 궁색하다. 흔히 말하듯이 막연 

히 옴양(陰陽)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 그래도 설명올 불여 보겠다. 

1각은 첫 각으로서 r동동」의 모습올 제시하기 위하여 그 선윷이 길다.2각은 음고 

85) 나의 많용 국악판현악 작품들은 길게 지속되는 성부에 대선율율 붙여 간다. 주로 관악기에 배 
당되는 지속음들은 호홉지점이 없어서 기술적인 호홉법， 즉 순환호홉법이 요구되는 때가 허다 

하다. 이러한 지속음의 근거는 가곡의 반주를 역보하면서 얻온 창작의 요소이다. 

86) 李惠求， “現行의 動動과 井둠 .. r韓國音樂論集J. p. 181에는 4각과 5각의 해금 · 피리짧는 다르 

지만 아쟁讀는 통일하다고 되어 있다. 
87) r音樂大離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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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센트인 청태주의 긴장이 외래척인 청무역의 퇴성으로 해소되고， 이 해소감은 휴지 

로서 확인된다.3각-A는 2각-A률 축소하여 얼러내기의 음색올 용축하는 동시에 악구 

B를 한 박자 앞 당겨서 연읍의 공간을 넓힌다.4각은 곡의 절반이 끝나는 각으로써 

그다음 절반의 시작올 위하여 악구는 축소되고 연음공간이 확대된다. 바로 뒤에서 황 -

종관련으로 설명되지만 4각은 5각의 준비이다.4' 5.6각은 악구의 길이가 똑같이 짧 

지만 5.6각의 반복으로 이률 상쇄한다. 7각은 종지악절 8각의 준비로 본다고 이미 

셜명한 바와 같이， 선율은 가장 단순하고 짧은 악절이다.8각은 콕올 마무리하는 얘기 

가 아주 자세하다. 전곡의 144박(18박 X8) 중에서 젓대의 연음이 차지하는 박수는 

23% 정도의 33과 1/3박이다. 이렇게 피리와 젓대의 연읍 경계선올 셜명했지만 어씬지 

궁색함올 다 벗어나진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사유에서건 이 경계선은 주선율과 

연음공간의 조화로 본다. 

『한국음악』 제12집， p. 14, r동동J score에서 6각의 넷째 소절을 보면 이곳의 연음은 

5각의 그것이 축소된 것올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넷째 소절 둘째 박은 비록 한 박이 

지만 r동동」에서 유일한 G.P.(General Pause)의 모습이다. 이곳에 장고의 搖가 있지만 

말이다. 

11. 완전 4도에 대’하여 

4도 .5도 .8도는 명료한 음정이기 때문에 인식하기 쉽다고 앞에서 껄명한 바 있 

다.잃) 중세 유럽의 대위법에서는 완전 4도률 불협화옴으로 여겼다. 또 현대옴악에서는 

texture에 띠라 협(協} . 불협(不協)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옴악에는 유달리 4도 음정이 많다. 대체로 4도롤 하행하여 전성 

또는 농현하는 것이 특정이다. 이처럼 4도와 전성이 결부되는 것은 하행의 해결감이 

수명적인 변형으로 전이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88) 욱타브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는 4도는 항상 5도와 합째 나타났다. 최소한 3화음율 갖지 않았던 
옴악문화에 있어서는 여러 옴정 중에서 4도가 선율적 도약융청으로서 가장 조율하기 쉬운 음 
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4도는 또한 3도가 모호한 협화옴임에 비해， 분명히 협화하는 최소의 
옵정이었다. 이 때문에 간격원리에 따라 읍소재롤 산출하는 용악의 경우에는 4도가 합리적인 
옴정분할의 출발점으로서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것이다[Max Weber - 이건용 옮김읍악사회 
학J ，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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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r동동」은 상행하는 완전 4도로 시작하여 여러 곳에서 모방된다. Text에서 2 

각-B는 1각 처음의 완전 4도가 완전 5도로 팽창된 것이고 3각의 삽입구2와 그것의 반 

복인 5각의 정선악구 a.7각의 mm.8각의 B. B1 둥온 음정에 있어서 1각의 처음 4도 

가 반복된 것이고 8각의 A는 축소된 것이다. 

관악곡인 r동동」이 상행 4도가 많은 것은 도약하는 소리률 쉽게 낼 수 있는 관악기 

의 특성과 판계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발성기관의 생리학적 

구조가， 4도음정을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콜라르와 관련하여 

보면，89) 원래 r통동」이 성악인 r정옵사」의 반주음악에서 연유되었다는 통설에 관심올 

가져 볼만 하다. 

r동동」과 판련된 4도음정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그철까 한다.4도음정에 관해서는 

본문의 각주에 여 러 번 인용된 M. Weber의 『음악사회 학」 이 도웅이 될 것 이 다. 

12. 저장하기 

r동동」은 폼짓이나 웅직임올 나타내는 ‘動’이란 글자롤 두 번이나 중복함으로써 툴 

림없는 무용음악임올 강조한다. 이러한 r동동」은 불과 5분 미만의 음악인 데도 곡의 

구성은 명료하고 여러 가지로 계산된 극명한 전개의 논리률 가지고 었다. 

‘미리 보기’는 r동동J의 구성음인 태·황·무·남·임·중·협총에 기하여 그것들의 

음악적 작용올 살펴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태주와 배엄종은 각기 최고와 최저음 

으로서， 무역과 협종은 가외의 외래적인 성격으로써 각기 완전 5도의 옴정과 2각에서 

8각까지의 하행적인 거리률 두고 융고액센트의 역할올 한다. 

음고액센트는 단순한 액센트의 역할뿐 아니라 미학적으로 ‘和’를 추구하는 동양의 

윤리와 관련하여 소리를 절제하는(함부로 표출하지 않는) 상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和’는 중용과 관련된다. 

각(刻)， 즉 악절에는 선법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1각과 같이 시작음과 종지음 

이 동일할 때는 이를 ‘선법본능’이라고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r동동」 전체는 태주 

89) Alan P. Merriam - 이기우 옮김.민족옴악학J ， p. 408; 이기우 편역 r민속음악J ，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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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법본능’ 속에 들어 었다. 그러나 r동동」온 시작음과 종지융의 둘 충에 어느 한 

쪽이 반드시 변형 또는 변주된다. 그것온 태주로 시작한 맨 첫음올 종지에서는 황종 

의 자리에서 얼러내므로써 그 읍색과 음고의 느낌올 모호하고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다양성올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 쪽으로의 치우침올 지양하는 

중용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이때의 중용온 균형의 뜻과 함께 휴지훌 동반하여 분명 

한 종지감을 완성한다.90) r 동동」은 리듬적 구사에 의한 악절종지의 형식화， 즉 각(刻) 

의 완성이 뚜렷한 음악이다. 

r동동」온 변주와 변형 통일성의 반복 동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대비률 유지한 

다.91) 이런 경향은 r동동」이 MM의 변주와 악구의 변형된 반복으로부터 끼워넣기와 

얼러내기의 수법에 이른다. 끼워넣기는 삽입구로서의 기능올 할 때도 있고 그저 단순 

히 끼워넣는 소리에 불과한 때도 있다. 얼러내기는 관악기의 한 position에서 음색전 

이와 동시에 두 개의 소리를 내는 수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상적이다. 통일성의 반 

복은 영화에서 feedback이나 flashback의 효과와 같다. 통일성은 유회와도 관련되어서 

r동동」이 춤곡임올 증명한다. 옴악적 논리는 일반척으로 통일성， 영속성， 고정성， 그리 

고 다양성 또는 대비간의 절충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다.92) r동동」은 이러한 논 

리적 조건들이 충족된다. 

Text와 [표 1]에 점선으로 그어진 세로줄은 Text에 활표로 표시된 원래의 악구와 

내가 해석하는 악구의 차이률 나타낸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각 악절의 점선활표 b가 

임종으로 공통된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임종이 의도적으로 전경에 배치된 데 비하여 

후경으로 껄정된 중려는 장곡의 鼓와 일치되어서 전경의 임종과 균형올 이루는 액센 

트로 드러난다. 

장고장단은 6점 ‘廳·훌·般·敬·雙·搖’ 가 18박에 공간을 두고 적절히 배치되어 

90) 불명한 종지감은 악철융 완성한다. 악철온 그 본질상 션의 형식화이고 J휴분률 상호간의 명료 
한 관계훌 기초로 하여 한청된 강도롤 가지는 형식척 긴장율 논리척으로 연절하는 것이다. 악 
철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자신내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의지의 실현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어 었다[서우석 r옴악현상학J (셔율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pp. 171-173]. 

91) 대비가 있옴으로써 리듬으로 고정된 아주 긴 프레이즈도 여러 가지 새로운 자극올 받게 되는 
데， 귀는 항상 이률 갈망한다[Hugo Leichtentritt - 최풍션 햄 r옴악형식론J(서율 : 現代樂錯出
版社， 1986), p. 었31. r동통」 은 옴표의 시가에서 각(刻)을 이루는 악구의 길이에서， 선율의 변 
주와 반북에서， 옴고액센트에서， 장고장단에서 다양하게 대비률 이루고 있다 .. 

92) Hugo Leíchtentritt - 최동션 譯 r융악형식론~，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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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종 절대반복 된다. 그럽에도 bar rhy앙1m의 성격을 가진다. 장고의 강(accent)은 

후반의 鼓 • 雙 • 搖에 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옴악처럽 r동동」의 선율진행도 4도음정이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r동동」의 4도는 한결같이 상행하는 옴정이다. 이것은 관악곡인 r동동」이 

도약하는 음정올 쉽게 낼 수 있는 관악기의 톡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인간 

의 발성기관의 생리학적 구조가 4도음정올 내는 데 중요하다는 콜라르의 주장올 상기 

해 보면， 원래 r동동」이 r정융사」의 반주옴악이었다는 통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한다. 

우리 나라의 기악에서는 주로 피리가 주선율올 맞는다 r동동」에서 젓대와 당적은 

피리의 한 옥타브 위에서 주선율을 장식하는 obbrigato의 역할파 피리가 쉬는 공간을 

이어주는 연옴의 역할을 한다. 또한 5.6각에서는 다성적인 bre，와‘의 역할도 한다 r동 

동」에서 피리와 젓대의 연음관계도 의도된 균형으로 보인다. 

이제 r동동」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설명울 총괄해 볼 차례이다. 

r동동」은 모든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기회가 되는 다양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r동동」온 음고와 시가의 판계에서 선율구성의 논리를 가지고 었다. 

r동동」온 옵색， 리듬 둥이 서로 내적으로 얽힌 가운데 옴색의 논리률 가지고 있다. 

논리가 없이는 양식이없다. 양식은 통일성과 다양성과의 관계로서도 셜명된다. 이에 

따르면， 고전양식의 특정은 “홍얼성 중의 다양성”이고， 근대양식의 륙징은 “다양성 중 

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잃) r동동」온 통일성 중에 다양성이 있고 다 

양성 중에 통일성， 즉 균형을 추구하는 옴악이다. 이 균형은 동양에서 중용이라고 할 

수 있다. 

Text에서 작가의 의도률 찾을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Text가 말하 

는 바룰 찾율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전척 논의의 주제률 이룬다.94) r동동」은 일정한 

작가가 없어도 구성의도와 Text7t 말하는 바가 있음올 철저히 나의 견해로 찾아내고 

해석하고 의미부여한 열매이다. 

93) Hugo 1잉chtentritt - 최동선 譯 r옴악형식론J ， p. 293. 
94) Umberto 당0- 손유택 옮김， “해석과 역사" r해석이란 무엇인가J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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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별히 본문은 간간이 나의 작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여 장차의 음악연구와 창작에 더욱 좋은 이해를 얻기 위한 의 

도이다. 

13. 닫 기 

나는 1984-5년에 서울대학교의 ‘국악분석’ 시간에 r동동」과 r수제천」올， 1992년에 

영남대학교의 ‘국악분석론’에서 r동동」올 가르쳤다. 여기에 강의내용을 보충하여 1않4 

년 寬齊 成慶擬先生 八句記念 『國樂學論難』에 “「훌훌齊天」의 旅律構造”를 발표하고 이 

제야 “r동동」의 구조”를 발표하는 것이다. 

나는 1앉E년에 두 곳의 연구지원비롤 신청했는데 “ r동통」의 구조”는 영남대학교 학 

술연구지원비를， 1998년 3월에 漢音會의 『韓園音樂散考』에 발표될 예정인 “경북지방 

의 전숭동요 연구”는 대구 東一文化趣學財團의 연구지원비를 받은 것이다. 

나의 1995년은 마침 학장의 임기 중에다 대학종합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매우 분 

주한 시기였다. 그런 가운데 밀린 작품들올 쓰고， 중첩된 숙제틀올 수행하면서 “ r동 

동」의 구조”까지 이른 것이다. 

내가 작곡을 하는 사랍이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어떤 고정된 률이나 관습올 따르지 

않을려는 경향이 있다. “r동동」의 구조”도 그런 생각으로 집필된 것이다. 그래서 논문 

의 형식전개에 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작곡 • 작문 style인 것이다. 

우선 나의 글들온 ‘필자，’썽인’ 동의 대명사가 없다. 내가 쓰는 글이니 ‘나’라고 밝 

히는 것이 더 선명하지 않은가? ‘졸고’라는 말도 없다. 진짜 졸고라면 어떻게 논문의 

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 각주에서 前揚書니 上揚書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음은 앞 뒤 

로 책갈피률 넘겨보는 불편 때문이다. 

나의 다른 논문과 같이 “ r동동」의 구조”도 서양문헌이 자주 참고되었다. 이는 내가 

선호해서라기 보다는 달리 r동동」을 해석하고 의미부여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데에 참 

고될 만한 문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그런 것일 뿐이다. 본문에서는 그런 서양의 의 

미를 좁혀 보고자 굳이 서양음악올 유럽음악이라고 해 본 것이다. 

혼히 유럽음악에서 변주곡은 주제로부터 확대되고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주제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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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부터 정점 멀어진다. 이러한 변주곡에 대한 나의 선입관은 r동동」은 r수저1천」 

의 변주라는 통설에 항상 의문을 품게 했다. 그러던 차에 이혜구 박사의 “現行의 動動

과 井물”은 이런 의문을 말끔히 가시게 했다. 

그러나 현대의 변주곡은 주제와 변주를 거꾸로 하는 수도 있다. 나의 피아노 작품 

인 The Junction(推善)95)은 r정선아리량」올 변주한 것인데 먼저 변주부터 시작하고 

주제는 중간쯤에셔 나온다. 

이 논문올 닫으면서 뒷얘기가 많올 것 같았는데 특히 후반에서 욕심율 다 부리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고 보니 1997년을 무지무지 바쁘게 보내고 있다. 끝으로 나의 논 

문올 기다려 준 서울대학교 통양음악연구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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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The Structure of Dongdong 

Lee, Hae-Sik 

Dongd，αzg which means movement, is a kind of dance music. It has about a 

500 year old history. This dance music is composed of severa1 sounds such as 

m강u(太簽) . hwangjong(黃鐘) . muyðk(無易) • namryδ(南呂) • imiong(林鐘) . chung

ryð..빼呂) and hyð，마ong(쨌鍾)， Muyðk and hyð，머ong are exotic sounds, and these 

two sounds are use only once while the music is played. They may be considered 

as pitch accents like two other sounds chðngta강u(淸太簽， f")and αreimiong(倍林

鐘， b 1>), which are the highest sound and the lowest sound. These pitch accents 

can be a symbol of moderation related to theoriental morality because those 

accents tend to be v하y moderate. 

In the frrst period of Dongdong, there is a peri여 in which attack and cadence 

are the same. This is called the tendency of a mod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tendency of the mode in other phrases since modification is always added 

to either the‘ starting sound or the en버ng sound. 

The method of development of Dongdong is the absolute repeat of the same 

phrase. A drum plays the absolute rhythm of the bar rhythm of 18 times.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of Confucian morality, the matter of repeat is 

connected to the character of recreation because Dongdong is a dance music. 

In Dongdong, the third bar each p려od is placed by imiong. This theroretically 

proves that Dongdong is based on the m떠.e of irr!iong. 

From the 4th 야riod to the 8th one, the sound of chungryδ plac려 on the fourth 

bar is the secondary structure when compared to imiong. However, this sound 

functions to neutralize the domïnating sound of imiong. The sound of irrψ'ng is 

united with the drum side which is the accent of a drum. this sound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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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d as the accent when compared to the sound of imjong considered as 

the tone va1ue. 

Dongdong uses insertions as the most common ways for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Genera11y there are many inserted phrases in the sounds of imjong. 

The mel여ies of the 8th period are inseπed sounds of hwangjong, and they give 

signs of modulation. This is an intention to neutra1ize the imjong dominating 

theory. 

Like 떠1 the other wood-wind instrumemts, piri(홉薰) can make two sounds at 

one position. 1 call this kind of insσumemtation 없 artificia1 sound. Dongdong 

uses these artificia1 sound severa1 times. 

Like any other Korean music, Dongdong has a number of períect intervals of 

the 4th. A different thing about Dongdong, however, is that the sounds are a11 

upward intervals of the 4th. This may be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Dongdong, 

which is a wo여-wind work. and this wood-wind work tends easily to make a 

skipping sound using wood-wind instruments. As Colaer argues that the 

physiologica1 structure of the voca1 apparatus among 허1 men accounts for the 

specia1 importance of the interva1 of the fourth,96)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theory that Dongdong was originally the accompaniment for the song of 

αlOngeupsa(井물.詞). 

Gen앙'ally in Korean . instrumental music, piri play the main 11뻐oφ. In 

Dα19dong' s ensemble, chõtte(大쪽) and tangjδk(庸館) function as an obbri，명to， 

which is the main melody played above one octave of piri and as a break which 

can help piri relax as well. Es야:!Cia11y the sound that function as a break is ca11ed 

a y6neum(連音) in Korea. This kind of music style is also used in other music. 

The structure of Dongdong is very much related to my work. This relationship 

creates an intention to pursue the study of work done in the past. In relation to 

that work 1 want to make possi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future music. 

96) Alan P. Merriam. The Anthropology of Music (Northwetem University Press, 1964), p. 30. 

- 9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