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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국진(1935- )은 한국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가능성을 피력하고자 전 생

애를 바쳐 ‘우리음악 자생화’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그는 민속

음악 연구를 통해 한국화성이론을 정립하였고 작품 창작과 교습을 병행하

며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본고는 그의 첫 번째 피아노 작품집이자 교육용

교재인《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의 분석을 통해 김국진의 한국음

악어법을 고찰하고 이 악곡의 교습에 도움이 될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김국진 생애 및 음악 양식을 4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김국진의 한국화

성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에 수록된 25

곡을 <굿거리>, <도도리>, <세마치>의 소제목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고찰

하였다. 연구결과 25곡의 소품은 선율과 화성, 박과 리듬, 짜임새 등 거의

모든 요소가 한국음악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 각 장단별로 특징적인

빠르기와 리듬, 선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소품들의 교습에 도움을 주고자 악곡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각 소품의 난

이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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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말부터 기독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양음악은 찬송가나

번안 노래 위주로 교회와 근대식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우리

문화가 억압당했던 시대적 상황에 의해 한국음악은 점차 서양음악에 밀려

나게 되면서 무속이나 제례, 기생음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1) 한국전쟁과

정부 수립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그 결과 서양음악 일색의 음악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다. 1960

년대 이후 윤이상(1917-1995), 나운영(1922-1993)을 위시한 몇몇 작곡가들

에 의해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도되면서 서양음악의 틀 안

에서 민속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 시기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김국

진(1930-)은 “왜 우리음악이 외국음악의 출장소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피력하고자 전 생애를 바쳐 ‘외로운 자

생 음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독학으로 화성학, 대위법 그리고 12음

기법 등의 현대음악에 이르는 서양음악 기법을 익힌 이후 민속악과 아악

등 우리 음악을 폭넓게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음악 어법을 정립하였다.

3000여 곡 이상이 존재하는 한국민요는 훌륭한 음악 소재로서 그는 수집한

민요들을 채보하면서 민요선율의 화성화가 핵심인 ‘한국화성’ 이론을 정립

하였다. 그는 “우리 음악은 화음 안에 선율이 있고, 선율 안에 화음이 있

다.”고 말하며 선율과 화성을 동일시하는데 이러한 그의 이론은 1967년 현

1) 김도수,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
회음악에 끼친 영향,” 『음악논단』23 (200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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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4중주 작품인《산원》과 《명회》를 시작으로 《피아노 3중주》(1968),

《클라리넷 5중주》(1968), 《교향곡 제1번》(1969)과 《교향시 산수화》

(1970) 등의 작품에서 현대적 음악어법으로 반영되었다2) 그는 하루 여섯

시간씩 작곡에 전념하면서 피아노곡과 가곡, 오페라, 교향곡 그리고 종교음

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에서 3000여 곡의 작품을 작곡한 성실한

작곡가이며, 한국음악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몇몇

작곡가들조차 시장성 부재의 어려움으로 중도 포기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

서 한국음악의 터전을 지켜낸 뚝심 있는 음악가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양음악 레퍼토리로 채워진 교재를 사용하는 어린

음악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위한 피아노곡을 쓰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였다. 그의 이러한 집념은 1971년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을 출판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에서 짐작해 볼 수 있

다.

아이들을 위한 교본을 만들기 위해 처음 출판할 때, 혼자서 40곡으로

구성된 65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었어요. 서울 유니온 출판사에서 책

을 냈는데 돈이 부족해 당시 ‘백색전화’라고 개인이 소유하던 내 전화를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지요. 요즘은 흔한 게 전화지만 당시는 굉

장히 비쌌거든. 3)

그는 대부분 한국선율로 이루어진 《피아노 소나티네 앨범》(1974, 1980,

1987, 1994 등), 《우리 어린이 피아노 소곡집》(1976), 《음악의 꿈나무 실

2) 박선영, “우리 민요를 차용한 피아노 소품 분석연구: 김국진의 《한국선율에 의
한 피아노 소품집》중 4곡을 중심으로,” 『이화음악논집』22 (2018), 53.

3) 최형화, 우리시대의 자생음악을 위한 고집스런 '아리랑': 예술부산 1999 가을호
http://kimkukjin.co.kr/xe/maga/239[2020년 3월 1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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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재》(1986-7) 등 15권이 넘는 교재를 출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아노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한국음악지도협회’를 설립하고 피아노 콩쿠르에

김국진의 작품을 지정곡으로 내는 등 그의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 다방면으

로 노력을 기울였다.

독자적인 음악어법, 3000여 곡의 방대한 작품들, 교육자로의 신념 등 작

곡가로서 그의 가치는 그동안 ‘재야 음악가’로 치부되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국외에서 먼저 독창적인 작곡가로서 인정받으면

서 국내에서도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4) 그의 삶과 음악 세계 그리고 몇몇

피아노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약 10여 편 정도 되지만 그의 교

육용 작품들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5). 따라서 본고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음악도로서 그의 교육자적 신념의 발로이자 독

창적 음악 어법이 확립된 후 처음으로 출판된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4) 김국진은 정식 음악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과 그의 음악이 서양음악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였다. 최필선, “김국진의 삶과 작
품”, 음악과 민족, 14 (1997), 17.

5) 김연자, “김국진의 한국적 음악과 새로운 음악교육의 모색,”(동아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6); 이경미, “김국진의 <담시곡> 제1번과 제5번 비교 분석 연구,”(한
세대학교 2018); 김광자, “김국진의 피아노 소나타 Op.61의 분석,”(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2009); 남은경, “김국진의 피아노음악,”(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변태미, “김국진 피아노 산조No.VI에 대한 분석연구,”(울
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승희, “金國鎭 피아노 音樂 硏究 : 발라드
「僧舞」를 중심으로,”(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조경진, “피아노산조 구
성에 관한 연구 : 유병은과 김국진의 작품을 중심으로,”(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2); 최필선, “김국진의 삶과 작품,” 『음악과 민족』14(1997); 김휘정, “김
국진의 음악적 선택에 대하여: 피아노작품에 나타나는 그의 한국적 음악기법,”
『음악과 민족』14(1997); 김유리, “아버지 김국진의 음악인생,” 『음악과 민
족』14(1997); 박선영, “우리 민요를 차용한 피아노 소품 분석연구 : 김국진의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 중 4곡을 중심으로,” 『이화음악논집』
2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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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집》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독창적 음악 어법이 피아노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작곡가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습 방향과 방식을 제시해줌으로써 연주자와 교육자 모두에

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김국진의 생애와 시기에 따른 음악 양식을 살펴보고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소품집》을 소제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보겠다. 총 25곡의

소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작품은 세부적으로 <굿거리>, <도도리>, <세

마치>의 소제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굿거리> 부분에는 잘 알려진 민요

선율을 차용한 작품 4곡을 포함하고 있어 민요차용 악곡과 창작 선율 악곡

으로 세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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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김국진의 음악 양식은 시기별로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시기별 음악 특징과 김국진이 정립한 한국화성 이론을 정리해보겠다.

1. 시기별 음악 특징

김국진의 음악양식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어법과 주요활동 및 창작품의

장르에 따라 4시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제1기

화성학, 대위법 등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며 작곡을 시작한 제1기는 수

십 곡의 동요와 칸타타 등 성악곡들을 주로 작곡한 습작기이다. 1930년 평

양 이천리에서 출생한 김국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교회에서 풍금과 성가대 지휘법을 배웠고 평양 5중학

교 재학 중, 학교 교사에게 쌀 5되를 내고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다.6) 이

외에도 평양음악전문학교에 다니던 친척 형의 일본어 화성학책을 빌려 약

한 달 반 동안 필사하며 모두 암기하는 방법으로 화성학의 기초를 독학으

로 익혔다. 이 시기에《대동강 동무야, 나의 동무야》,《어머니 노래》등 10

6) 김연자, “김국진의 한국적 음악과 새로운 음악교육의 모색,”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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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곡의 동요를 작곡하여 교회에서 발표회를 열기도 하는 등 음악에 열정

을 보였고, 이후 평양 성화신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성가곡을 작곡 · 발표하

며 음악공부에 매진하였다. 신학교가 폐교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 정착한 그는 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교사로 재직하는 한

편, 1956년에는 자신의 칸타타 《구세주 오신 날》을 발표하는 등 작곡가와

교회 지휘자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 곡의 발표를 계기로 그

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스승인 선교사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 1908-1981)를 만나게 되었다.7)

2) 제2기

1956년부터 그의 나이 40세에 이르는 1970년까지의 시기로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결합을 시도한 과도기적 시기이다. 그는 1956년부터 5년간 선

교사이자 음악가였던 말스베리에게 화성학과 대위법, 관현악법, 작곡법, 피

아노 등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감사함의 표시로

피아노 소나타를 헌정했는데, 이 곡을 받은 말스베리에게 “곡의 짜임은 좋

지만 여기에는 미스터 김의 음악이 없다. 당신은 한국인인데 왜 한국음악

을 하지 않는가?”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후 김국진은 12음기법을 독학으로

연구하고 한국민요를 채보하는 등 서양음악과 한국의 음악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자신의 독자적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동양의 ‘음

7) 말스베리는 시카고 소재의 셔우드(Shewood)음악학교 및 신학교 졸업 후 한국
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활동했고 평양 신학교, 숭실전문학교, 부산 고려 신학교
교수, 서울 성서 장로회 신학교 교장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작곡가 김동진이 말스베리의 문하생이었다. 변태미, “김국진 피아노산조
No. VI에 대한 분석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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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 철학을 12음 기법으로 담아낸《목관 5중주》가 1962년 동아음악 콩

쿨에 입선하며 전문적인 작곡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1963년에는 관

현악 서곡《낮과 밤》으로 또다시 입선하고 이듬해에는《피아노 5중주》로

신인예술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아악과 민속악으

로 한국음악 연구를 넓혀나가며 현악사중주 《명회》, 《산원》,《피아노 3

중주》, 《클라리넷 5중주》, 《교향곡 제1번》과 《교향시곡 산수화》 등

의 실내악과 관현악 작품을 통해 자신이 정립한 ‘한국화성’을 현대적인 한

국음악 어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8)

3) 제3기

1971년부터 1995년까지로 피아노 작품에 매진한 기간으로 그는 피아노가

다른 악기에 비해 대중적일 뿐 아니라 선율과 장단을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서양음악에만 치중된 음악교육

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교육용 작품 창작과 보급에도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1971년 어린이를 위

한 첫 피아노곡집인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을 시작으로《피아

노 소나티네 앨범》 《우리 어린이 피아노소곡집》《피아노 변주곡집》등

을 작곡하였다.9) 그리고 부산지역의 음악 콩쿨에 이 작품들을 지정곡으로

8) 이경미, “김국진의 담시곡 제1번과 제5번 비교 분석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8), 5.

9) 김국진은 작곡가 나운영과 함께 한국적 피아노곡을 쓰기를 약속한 후 《한국선
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을 작곡하여 출판하였다. http://www.kimkukjin.co.kr/ [2020
년 3월 3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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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하였으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고, 피아노 교사들조차도 악곡의 생소함

으로 인한 연주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국진은 음

악연구소와 ‘한국음악지도협회’(1974년)를 창립하여 피아노 교사들을 직접

교육하였다. 이 ‘한국음악지도협회’는 경북 · 경남에 지회를 두고 창원, 마산

등에 지부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며 ‘한국의 얼 전국음악경연대회’

를 주최와 함께 1972년부터 매년 ‘등꽃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곡을 보급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음악교육용 작품 이외에도 수많은 변주곡과 소나타, 담시곡 등의 피아노

솔로 작품뿐만 아니라 오페라 《B사감과 러브레터》, 《물레방아 도는데》

등 다른 장르의 곡들도 이 시기에 작곡되었다.

4) 제4기

이전 시기에 정립한 한국화성 이론과 더불어 1996년 이후에는 한배형식,

사설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등 그의 음악에 한국 전통음악의 형식이 적용

된 시기로 작품의 제목도 《산조》, 《네 손을 위한 한국의 소리》 등 한

국적이다.10) 이 시기에도 피아노 작품들이 주를 이루지만 교향곡과 오페라

등의 대형 작품들도 작곡하였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재야 음악가인 김국진의 작품들은 스위

스 ‘크리쇼나 연구소’에서 초청되어 3년간(1996 –1998년) 연주되었고 이후

10) 한배형식은 세틀형식이라고도 하고 느림- 보통- 빠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설형식은 민요의 형식 중 하나로 긴 사설을 빠르게 이야기하듯 진행하는 형식
을 일컫는다. 메기고 받는 형식은 독창자가 부르는 메기는 소리(또는 앞소리)와
제창으로 부르는 받는 소리(또는 뒷소리)의 형식으로 민요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성천 · 권덕원, 『국악개론』 (서울: 풍남 출판사, 199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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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그곳의 교수직을 제안 받았으나 우리나라

에서의 토착화 작업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거절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정서

가 담긴 음악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11).

2. 김국진의 한국화성12)

한국음악은 서양음악과는 달리 화성조직이 없다. 시나위나 다른 합주곡

에서 화성음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선율과 반주로 만들어진

화성이 아니라 즉흥적인 연주에 의한 독립적인 선율들이 어울리며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선율들이 얽히며 마치 다성부음악 같은 음향효과가 나타나

지만 결국 이것은 선율에서 나온 것이다13). 김국진은 이러한 한국음악의

특징을 서양음악의 틀에 담아 자신만의 어법을 만들고자 했다.

서양음악의 화성과 선율은 분리되는 개념이지만 김국진은 이 둘을 동일

시하고 있다. 즉 한국음악에서는 쌓으면 화성이 되고 펼치면 선율이 되는

개념으로 한국선율은 그 자체가 선율이자 화성이 되는 것이다. 서양의 화

성은 음계를 이루는 모든 음이 중심음이 되어 그 위로 3도씩 균등하게 쌓

아 화성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정 간격에 따라 화음의 성격

(장, 단, 증, 감3화음)을 구분하는 반면 김국진의 한국화성은 5음음계에서의

중심음을 기준으로 아래와 위로 3도- 4도 또는 2도- 4도의 인접음을 쌓아

11) 크리쇼나 연구소는 15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저명한 인문 · 예술 전문연구기
관으로 스위스 바젤시에 위치하고 있다.

12) 이 장의 내용은 김국진의 홈페이지의 강의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13) 국립국악원, 『초 · 중등교사를 위한 우리 음악의 이론』 (서울: 도서출판 광
명당,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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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음(Triad)을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불협화음 2도 음정으로 인해 서양의

화음보다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색채를 보여주기도 한다. 김국진은 한국화

음은 세부적으로 평조, 계면조, 아평조 화음으로 나누고 이것을 서양음악 7

음음계에 적용하여 한국화음 음계를 만들었다. 그의 강의록 내용을 기초로

그의 평조, 계면조, 아평조 화음의 구성원리와 서양음악 음계에서의 적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4)

1) 평조 화음

평조화음은 말 그대로 평조 5음음계의 구성음에서 발생하는 특정음들을

수직으로 쌓은 형태이다. 그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1> 평조 5음음계15) 및 평조화음

5음음계의 중심음인 C음 아래로 3도음, 4도음을 내려서 쌓은 형태가 평

조화음으로 그 구성음들은 2도, 3도, 4도 음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을 음

계에서 활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14) http://www.kimkukjin.co.kr [2019. 7. 12 접속]
15) ‘솔 라 도 레 미’의 5음으로 구성되며 종지음은 ‘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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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 평조 3화음으로 구성된 음계

위의 악보는 평조3화음을 서양의 음계에 적용한 것이다. 구성된 화음을

주3화음과 부3화음으로 구분하는데, 중심음 아래로 단3도와 완전4도의 음정

간격을 갖는 Ⅰ, Ⅱ, Ⅳ, Ⅴ화음을 주3화음 이라 하고 나머지 Ⅲ, Ⅵ, Ⅶ화음

은 부3화음이다. 주3화음과 부3화음의 음정간격에 따른 대소문자 구별은 하

지 않고 평조/계면조의 구분을 위해 로마숫자의 대소문자를 사용한다.

2) 계면조 화음

계면조화음 역시 5음음계에서 중간음에 해당하는 3번째 음까지의 음을

수직으로 쌓은 형태로 그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악보3> 계면조 5음음계16) 및 계면조화음

16) ‘라 도 레 미 솔’의 5음으로 구성되며 악곡에서 종지음은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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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 음계에서 앞 3음을 쌓은 형태로 즉 중심음에서 아래로 2도음, 4

도음을 내려 쌓은 것이 계면조화음이다. 음계에 활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악보4> 계면조 3화음으로 구성된 음계

위의 화음에서 주3화음은 중심음에서 아래로 장2도와 완전4도의 음정간

격으로 구성된 ⅰ, ii, iv, v화음들이고 나머지 ⅲ, ⅵ, ⅶ는 부3화음이다.

계면조의 경우 음계와 화음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음계의 시작하는

두 음이 단3도 관계로 단조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17)

3) 아평조 화음

아평조는 아악의 평조로 아래의 음계를 보면 4도와 5도 음정이 펼쳐진

형태이고 아평조 화음은 평조 음계에서 그 선택 음을 평조 화음과 달리하

여 만든다.18) 그 음정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이성천 · 권덕원, 『기초음악이론』 (서울: 풍남출판사, 1994), 74.
18) 아악은 중국 송나라의 제례음악으로 고려조 예종 때에 도입되어 지금도 매년
성균관에서 제사(孔子祭)에 연주되고 있다. 백병동,『대학음악이론』(서울: 현대
음악출판사, 1995),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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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아평조 5음음계 및 아평조화음

아평조 화음은 중심음에서 아래로 4도, 위로 2도의 음을(G-C-D) 쌓아서

만들어 화음 구성이 4도(G-C), 2도(C-D), 5도(G-D)의 음정을 포함한다.19)

다음은 아평조 화음의 음계이다.

<악보6> 아평조3화음으로 구성된 음계

19) 나운영의 음악기법용어 중 하나인 ‘새야화현(음계)’도 아평조화음과 같은 형태로
민요 ‘새야새야’의 가장 아래음인 G을 바탕음으로 생각하고 이 음을 기준으로 2도,
4도를 쌓아 화음의 형태를 만든다. 홍정수, “새야화현,”『음악과 민족』 39 (2010),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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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아평조 화음은 위의 두 화음과 구분하기 위하여 로마

자에 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다른 화음과 마찬가지로 주요3화음과 부차적3

화음으로 구분되는데, 중심음에서 위로 장2도와 아래로 완전4도의 음정 간

격으로 구성된 I, II, IV, V, VI의 5개 화음이 주3화음이고 나머지는

부차적3화음(Ⅲ, Ⅶ)이다.

4) 3화음의 변화화음

위에서 제시한 평조, 계면조, 아평조의 3화음은 서양음악에서처럼 변화화

음을 갖는다. 즉 서양음악에서는 특정음에 임시표를 사용하여 화성의 성격

을 변화시킨다거나 인위적인 이끈음을 주어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

용된다. 한국화음에서도 임시표를 사용하여 변화시키고 있는데 작곡가가 이

변화화음 이후의 화음 진행을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화음이 해결

을 요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각 화음에서의 변화화음의 예이다.

<악보7> 평조, 계면조, 아평조 화음에서의 변화화음

a. 평조 변화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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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면조 변화화음

c. 아평조 변화화음

위의 악보를 보면, 세 개의 변화화음 모두 맨 아래음 즉 5음 음계에서의

시작음은 그대로 유지되며 중심음을 포함한 위의 음들은 임시표가 붙어 그

음정 관계를 변화시킨다.

5) 4화음

한국화음의 3화음형태에 한 음을 추가하여 4화음(Tetra chord)을 만들기도

한다. 기준이 되는 특정음에 5도 상행 혹은 하행 음정을 부가하여 만드는데,

각 화음 마다 그 기준음은 다르다. 우선 평조의 4화음꼴 부터 살펴보겠다.

<악보8> 평조의 4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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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평조3화음 가장 아래음에서 위로 5도음을 더하여 4화

음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중심음 위에 2도 음정을 부가한 형태이다. 평조4

화음은 한 화음 안에서 평조화음(D-E-G)과 계면조화음(E-G-A)의 느낌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한 화음에서 2도, 3도, 4도, 5도 음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계면조의 4화음꼴을 살펴보겠다.

<악보9> 계면조의 4화음

계면조3화음의 가장 윗음에 아래로 5도음을 더해 4화음을 만드는데, 결

과적으로 평조4화음과 동일하다. 단, 표기에서 소문자를 사용하고 있을 뿐

이다. 마지막으로 아평조의 4화음이다. 아평조의 4화음은 원형과 전위형으

로 나누어지는데 그 화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10> 아평조의 4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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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아평조4화음은 아평조3화음에서 가장 윗음에 5도 위

의 음을 더해 4화음을 만든다. 이 경우 외성의 음정 거리가 9도 간격으로

연주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더해진 5도음을 전위시켜 옥타브 아래로 내려

서 전위형을 만든다. 다음은 아평조 4화음의 전위형이다.

<악보11> 아평조4화음의 전위형

위의 4화음을 살펴본 결과 평조, 계면조, 아평조(전위형) 4화음이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화음은 자리바꿈을 통해 다양한 음색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김국진이 고안한 한국화음(평조, 계면조, 아평조)은 한 악

곡 안에서 자유롭게 병행하여 나타날 수 있다. 예를들어 F평조(C,D,F,G,A),

g계면조(D,F,G,A,C)와 F아평조(C,F,G,G,C,D)는 중심음과 음 배열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일한 구성음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계 밖의 음들의

출현은 변화화음이나 부가음 또는 다른 음계의 화음이 갑작스럽게 삽입한

것으로도 분석 가능하다. 악곡 분석에 있어 그 표기법은 화음기호를 먼저

표기한 후 해당 음계의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면 F평조의 Ⅰ화음은 Ⅰ/F

평, g계면조의 ⅰ화음은 ⅰ/g계면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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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분석

김국진의《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은 서양음악에 치중된 교재

만으로 교육되는 우리나라 음악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작곡된 첫 번째

교육용 작품이다. 그는 악곡의 서문을 통해 작곡 의도와 학습자의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나날이 피아노 인구가 격증하는 원인은 이 악기가 고금을 통하여 유례

없는 대표적인 악기임을 증명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략)…

이는 어디 까지나 서구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선율과 리듬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것이다.

…(중략)…

이 곡 집의 특징은 서구 음악이 머릿속 깊이 뿌리박힌 음악도들 에게

우리나라 음악의 멋과 해학적인 선율 등을 마음속 깊이 심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많은 곡들이 있지만 먼저 굿거

리, 도도리, 세마치 등을 피아노로 손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

보았다. 이 곡을 배울 때는 우리나라의 굿거리, 도도리, 세마치 등을 이

해하면서 나아가서는 귀로 익히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략)…

체르니 15번20) 정도의 수준이라면 무난히 연주할 수 있을 것이며…21)

20) 체르니 30번 연습곡집의 중간 정도를 연주 할 수 있는 실력을 뜻한다는 것을
김국진의 차녀 김유리씨가 밝혔다. [2020년 5월27일 전화인터뷰]

21) 김국진,『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소품집』, (서울: 도서출판 유니온악보사,
197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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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아노 교육에 입문 단계부터 우리 음악의 멋을 이해하고 연주를

통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작품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 아래 한

국음악 장단 중 굿거리, 도드리, 세마치의 대중적인 세 장단을 선택하여 한

국적 선율을 입힌 소품들을 작곡하였다.22) 총 25곡으로 이루어진 악곡은

절반 이상이 굿거리(13곡)이며 굿거리는 민요차용 선율(4곡)과 창작소품(9

곡)으로 나누어진다. 나머지 순수 창작으로 도드리(9곡)와 세마치(3곡) 순

위이고 악곡의 배열순서는 혼합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해당 장단의 특

징을 살펴본 후 굿거리, 도도리, 세마치 순으로 악곡들을 분류하여 분석해

보겠다. 분석에 앞서 25곡 악곡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출판된 피아노 소품집의 한글과 영문 제목은 차이를 보이는데, 《PIECES OF
KOREAN RHYTHM FOR PIANO》의 영문 제목은 한국음악의 대표적 장단인
굿거리, 세마치, 도드리의 소제목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한글과 영문의 제목
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사보를 하던 서울대 음대생이 이 곡의 한국적 리듬
부분을 부각하고자 영문 제목에는 ‘한국 리듬’을 넣을 것을 제안했고 작곡가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일화를 김국진의 제자 이주애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019년 10월 21일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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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김국진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소품집>의 개요

23) Jane Magrath은 교사와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급 곡목(레퍼토
리)을 10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본고는 그의 기준에 근거하여 25곡의
난이도를 분류하였다.

 소제목
(장단명)

번호  박자  빠르기 마디수 음계 형식
난이도

23)

 13 3/4  Giocoso 32 G평조 론도형식    8 

굿
거
리

    
    

민
요
차
용
소
품

 14 3/4 
 Andante
 pastoral

42 C평조 자유형식    7

 18 3/4 Agitato 22 B♭평조 자유형식    6

 19 3/4 Moderato 24 a계면조 2부분    6

창
작 
소
품

1 3/4 Moderato 22 a계면조 2부분    5  

2 3/4 Allegretto 28 a계면조 3부분    6

4 3/8 Tranquillo 34 A평조 2부분    6

5 3/4 Andante 40 F평조 2부분    5

9 3/4 Larghetto 20 d계면조 2부분    7

 17 3/4 Allegretto 28 d계면조 변주 형식    6

 20 3/4
Andante 

sostenuto
20 g계면조 2부분    5

 21 3/4 Andante 20 a계면조 2부분    6

 25 3/4 Allegretto 24 a계면조 2부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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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5곡의 소제목은 세 가지 장단명으

로 나누어지고 16마디에서 최대 45마디를 넘지 않는 소품의 규모를 갖는

다. 박자는 모두 3/4박자(제11번 도드리 제외)로 겹박자 형태의 한국 장단,

12/8박 장단의 굿거리, 6/8박의 도드리 그리고 9/8박 세마치를 평이한 홑박

체계로 변화시켜 중급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작곡가의

도도리

6 3/4
Vivace 

con grazia
26 a계면조 2부분    8

7 3/4
Allegro 
assai

45 f계면조 2부분    7

8 3/4 Allegro 36 f계면조 3부분    6

10 4/4 Marcato 20 d계면조 2부분    6

11 3/4
Allegro 
vivace

30 G평조 2부분    6

12 3/4
Andante e 
semplice

28 D평조 2부분    5

15 3/4
Andante 

con 
espressione

28 d계면조 2부분    6

16 3/4
Allegro 

con brio
36 f계면조 2부분    9

22 3/4 Allegro 34 g계면조 변주형식    6

세마치

3 3/4 Moderato 40 c계면조 2부분    5

 23 3/4 Allegretto 16 G평조 2부분    4

 24 3/4
Allegro 
vivace

24 B♭평조 2부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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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엿볼 수 있다. 빠르기는 Largetto부터 느린 곡부터 Vivace까지 다

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굿거리는 Largetto, Andante, Moderato,

Allegretto, Allegro, Vivace에 이르기까지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

고 도드리는 대부분이 Allegro와 Vivace의 빠른 템포로 되어있다. 그리고

세마치는 각각 Moderato, Allegretto, Vivace 이다. 25곡 모두 한국의 5음

음계로 작곡 되어있으며 계면조가 약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평조 9곡

: 계면조 16곡), 대부분이 단순한 2부분 형식을 취한다(18곡). 마지막으로

25곡의 소품은 Lev. 5-9사이의 난이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 굿거리는

Lev. 5(3곡), Lev. 6(6곡), Lev. 7(2곡), Lev. 8(2곡)이고 민요 차용악곡이

창작소품보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드리는 Lev.

5(1곡), Lev. 6(5곡), Lev. 7(1곡), Lev. 8(1곡), Lev. 9(1곡) 으로 가장 난이

도가 높은 악곡을 포함하고 세마치는 Lev. 4(1곡), Lev. 5(2곡)로 전체적으

로 평이한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낮은 악곡을 포함한다. 다음은 가장 많은

악곡 수를 보이는 ‘굿거리’부터 살펴보겠다.

1. 굿거리

굿거리는 민속악 특히 민요에서 흔히 쓰이는 장단으로 일반적으로 3분박

을 갖는 좀 느린 4박자가 한 장단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늴리리아》,

《매화타령》,《창부타령》등의 민요가 이 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연주자나

반주자의 기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한다.24)

2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6176 [2019년 11
월 1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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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1> 굿거리 기본 장단

<악보 12-2> 변형된 굿거리장단

위의 악보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과 변형 굿거리장단 모두 3박 분할을

갖는데, 기준박인 제1, 4, 7, 10박은 규칙적으로 덩이나 쿵의 구음을 갖는

반면 약박의 등장 위치나 사용된 리듬(기덕, 더러러러, 덕덕, 쉼표 등)으로

장단을 미묘하게 변화시킨다. 소제목이 ‘굿거리’로 되어있는 악곡은 13곡이

고 이 악곡들은 세부적으로 민요를 차용한 곡(4곡)과 창작 선율(9곡)로 구

분된다. 악곡 분석은 굿거리 중 민요를 차용한 악곡부터 살펴본 후 창착

선율로 된 9곡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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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요 차용 악곡

김국진은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요를 자신의 음악 어법 구축에

근간으로 삼았다. 민요는 크게 통속민요와 토속민요로 나뉘는데, 여러 지방

에서 불려져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와 일정 지방에서만 불

리는 토속민요가 그것이다. 이 두 형태 모두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메기

는 부분은 독창자가 즉흥적으로 부르는 ‘본사’ 부분에 해당하고 일정한 가

사와 선율을 제창으로 부르는 후렴 부분인 받는 형식으로 나뉘는데,25)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에 차용된 4곡은 모두 대중에게 잘 알

려진 통속민요를 차용하고 있다.

(1) 제13번 굿거리 <태평가>

<태평가>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의 가사

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통속민요 중 하나이다. <태평가>의 한 절을

차용하고 있는 제13번은 민요와 동일하게 5음음계와 굿거리장단으로 되어

있고, Giocoso(익살, 명랑한)라는 나타냄 말 역시 가사의 내용과 분위기를

표현한다. 다음은 민요 <태평가> 원곡과 소품 제13번을 비교한 악보이다.

25) 국립국악원, 『초 중등 교사를 위한 우리음악의 이론』(서울: 도서출판 광명
당, 199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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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민요 <태평가> 원곡과 소품 제14번 악보 일부 비교

민요 <태평가> 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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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굿거리 <태평가> 마디 1-12

민요 태평가 한 개의 절이 피아노 악곡으로 그대로 변환되면서 선율(가

락)에 따라 A¹(4)  B(4) A²(4) C(16) A³(4) 의 론도형식 구성을 취한다.

그리고 소품의 경우 민요의 특징인 시김새의 표현을 단순화한 반면 다성부

로 기악화하고 있다.26) 소품의 첫 4마디는 민요의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의 선율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B♭평조의 민요는 하나의 조표를

26) 시김새란 본음의 앞뒤를 꾸며주는 장식음으로 추성 퇴성 요성을 포함한다. 허수현,
“국악 가창 시김새 지도방안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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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G평조 음계로 바뀌었고 다성부(3-4성부)로 변환된 선율은 성부별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그가 정립한 한국화음(평조와 계면조, 아평조화음)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G평조 음계 안에서 대체로 평조 화음이 주를

이루며 5음 음계 밖의 음(C#, A# 등)들이 첨가되기도 한다. 악보에 제시된

화음 분석은 한국화음을 서양 음계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이고 음계 밖 음의 출현은 한국음악 진행의 보편적

특징으로 국악의 미분음 표현을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27) 예를 들어 마디4

의 셋째 박에 붙은 A#음은 2째 성부의 B음에서 D음으로 진행하는 사이에

B음을 장식하는(B-A#-B) 시김새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독창으로 부르던 ‘본사’에 해당하는 B부분 역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3

성부로 되어 있으며 마디 5에서의 성부 모방은 국악의 대위 진행인 연음

방식을 연상하게도 한다.28) 즉 최상 성부의 평조 화음 펼침으로 시작하는

선율이 2분음표로 길게 지속되는 동안 하성부가 리듬을 변형하여 받고 있

다. 마디 5-8의 왼손선율에서 레가토 후 스타카토로 끝나는 주법은 음을

짧게 끌어 올리며 끊어서 소리 내는 ‘추성’의 표현을 위하여 상행하는 음정

에 스타카토를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는 서양적 표기들을 이용

한 선율처리 방식으로 국악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²는 A¹과 비교하여 오른손 선율은 동일하지만 리듬과 화성진행에서 미

세한 변화를 보여준다. 마디 9에서는 ‘덩’(강박)의 위치를 2번째 박으로 이

27) 최석태, “한국작곡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한국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찰,” (경
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6.

28) 관악기 중심의 연주곡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기법으로 관악기들이 함께 연주
하다가 선율 의 끝부분에서 음량이 큰 피리가 쉬는 사이 나머지 악기들이 선율
의 뒷부분을 연주하는 합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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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첫 박에 쉼표와 스타카토(상성부 음)를 줌으로써 당김음이 갖는 리

듬의 율동성을 강조하며 으로 굿거리장단의 특징을 악곡 전반에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4성부의 다성부 짜임새와 성부의 독립적 진행 그리고 다양한 리듬조합,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섬세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등으로 난이도는 8정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지형을 살펴보면 후렴구(A¹ A² A³)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만 등장한다.

<악보 14> 제13번 굿거리 <태평가> 마디 4, 12, 32

G평조의 Ⅴ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성부에서 아평조 화음 펼침의 한국

선율에 의한 마침을 보여준다. 동시에 완벽한 화성적 울림은 아니지만 공

통적으로 e단조의 Ⅴ - ⅵ(3음 빠짐)의 위종지의 음향도 들린다. 그리고 3

번의 종지형은 매우 비슷한 가운데 음 첨가와 페르마타 등장 등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준다. 제13번 악곡의 작곡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9 -

<표 2> 제13번 굿거리 <태평가>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Giocoso , 32마디

형식       론도형식: A¹(4)  B(4) A²(4) C(16) A³(4) 

음계                      G평조

화성        Ⅰ/G평    ⅴ/a계면    Ⅰ/G아평 등    

표현 ff   ,  

종지형태 한국화성과 조성적 마침(Ⅴ-ⅵ 위종지)의 혼합

(2) 제14번 굿거리 <풍년가>

이 곡은 통속민요 <풍년가>의 선율을 차용하고 있는데, 제13번의 <태평

가>와는 다르게 악곡의 시작과 중간에 8마디의 서주와 간주를 부가하였고

민요의 후반부를 반복하여 악곡이 확장되어 있다(A¹ B C A² C). 다음은

민요 원곡과 제14번 소품의 악보를 비교한 악보이다.

<악보15> 경기민요 <풍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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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제14번 굿거리 <풍년가>



- 31 -

6/8박자의 F평조로 되어있는 풍년가 민요 원곡을 3/4박의 C평조 음계(G,

A, C, D, E)로 변화시킴으로써 리듬과 조표를 단순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편안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뜻하는 Andante pastoral의 나타냄말이

변화된 박자와 리듬의 분위기를 강화한다.

새롭게 추가된 서주(마디1-8) 부분은 피아노의 특징을 살려 다성부 화음

진행을 하고, 스타카토 테누토, 레가토 후에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fz 등

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아티큘레이션과 굿거리의 특징적 리듬인 의

사용 등으로 우리 음악의 장단 느낌을 살려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화음을

펼친 선율 진행에서 임시표를 통한 화음 변화(마디 2의 Ⅶ/F)가 예상치 못

한 음향을 선보이며 강박을 강조하는 기능과 함께 색채감을 부여한다.

마디 11부터 민요를 차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장식음들로 꾸며진 원곡의

농현 표현들은 5-6개 정도의 리듬 패턴으로 단순화되었고 왼손 진행 역시

마디 9에서 제시된 음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있다. 그러나 곧이어 마디

16과 17에서는 리듬의 조합을 바꾸어 강세를 빠르게 바꾸어 준다거나

( , ) 레가토 위주의 진행이 마디 18에서 모두 스타카토

로 바뀌는 등 앞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다성부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지만 화성적 움직임과 반복음형으로 양손의

진행이 앞의 곡 13번 <태평가>에 비해 다소 편안하다. 하지만 약박의 sf

와 테누토, 스타카토 등의 다양한 표기들과 섬세한 표현을 요구하는 악곡

으로 난이도는 7정도이다.

이 악곡의 종지는 중간에 C장조의 ⅵ도로 위종지의 모습을 보이고 마

지막은 완전 종지(Ⅴ→Ⅰ)로 되어 있다. 동시에 Ⅰ/C평에서 중심음 C로 마

무리 되고 있는 한국적 마침의 모습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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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14번 굿거리 <풍년가>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ndante patoral, 42마디

 형식            자유형식: A¹(8) B(10) C(8) A²(8) C(8)

 음계                      C 평조

 화성 Ⅰ4/C평     Ⅶ/C평 등

 표현   mp,  , ,  cresc., rall

   종지형태          한국화성과 조성적 마침(정격종지)의 혼합

(3) 제18번 굿거리 <매화타령>

민요선율 전체를 차용한 앞의 곡과는 달리 이 곡은 통속민요인 <매화타

령> 본사 일부분과 후렴구의 앞부분만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차용

된 민요 중 가장 길이가 긴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22마디의 가장 짧은 소품

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민요 <매화타령>은 후렴구부터 부르지만 김국

진은 피아노 소품에서 본사 부분을 먼저 등장시켰다.

다음은 민요 <매화타령>에서 차용된 본사 일부분에 해당하는 제18번 소

품의 악보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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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민요 <매화타령> 일부분과 굿거리 <매화타령> 마디 1-8

  

위의 악보를 보면 민요 본사 중 ‘인간이별 만사 중에’ 의 4마디가 소품

1-8마디에 걸쳐 변주되면서 2번 등장한다. 선율의 진행은 민요와 동일하게

인접한 음으로의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경기민요에 속하는

<매화타령>의 특징이기도 하다29). 그 외에 3도 혹은 4도 도약음 등장은

평조, 계면조화음과 같은 한국화음의 펼친 음형에서 비롯되었다.

악보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음정과 리듬 등 선율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

는데 민요에서의 리듬보다 규칙적이며 다소 평이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요선율은 소품 A¹의 오른손 두 번째 박자부터 주선율이 D – C -

29) 오른손 주제선율에서 보여주는 2도와 3도 간격의 인접한 움직임은 경기민요의
특징이다. 김은혜, “윤이상의 플루트 작품에 나타난 한국민요의 요소와 표현방
법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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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3개 음정만으로 간추려지고 음길이에 따라 액센트나 sf 로 강조되어

나타난다. 마디 1의 왼손의 A♭음은 5음 음계에서 벗어난 A음에 임시표를

더해 변화시킨 것으로ⅶ/c계면조 변화화음이다. ⅶ화음은 부화음이지만 이

마디에서는 임시표로 인해 주3화음과 같은 ‘단완’화음이 되었다(악보 7 참

조). 연이어 나오는 A²의 오른손 선율은 A¹과 유사하지만 왼손의 선율은

앞의 2마디에서 성부, 리듬, 화성진행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A¹과 A²

의 첫 박은 모두 액센트로 강조되어 굿거리의 장단 ‘덩’을 표현하지만 마디

5의 리듬은 에서 의 부점으로 변주되면서 인위적인 강세가 없

어지고 유연하게 움직인다. 마디 8에서도 으로 바뀌며 동일한 분위

기를 연출한다.

민요 제창(후렴구) 부분의 선율은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만, 다른 민

요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16마디 길이의 <매화타령> 후렴구는 앞의 4마디

만을 차용하여 변주 반복한다. 다음은 후렴구에 해당하는 소품의 일부분

악보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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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민요 후렴구 마디 1-4와 굿거리 <매화타령> 마디 9-12, 17-20

후렴구로 시작하는 민요의 시작 부분은 소품 악곡의 B¹과 B²에서 등장

한다. 본사와는 달리 생략되는 음 없이 원형에 충실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민요의 셋잇단음표가 B¹에서는 8분음표로 단순하게 변형되어 있다. B²는

B¹과 비교하여 3성부로 확장, 한 옥타브 위로 상행에서 반복, 단순해진 왼

손 리듬. 한국화음 진행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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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8번 굿거리 <매화타령>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gitato, 22마디

형식           자유형식: A¹(4) A²(4) B¹(4) C(4) B²(6)

음계                     B♭평조

화성            Ⅰ/B♭평  ⅰ/c계면   Ⅰ/B♭아평 

표현  
mp, cresc.
rit, lento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Ⅰ7 -ⅵ )의 혼합

(4) 제19번 <베틀가>

통속민요 <베틀가>의 선율을 차용한 제19번 굿거리 악곡은 4마디 길이

의 짧은 민요를 차용하였지만 선율을 반복하여 24마디로 곡의 길이를 연장

하고 있다. 민요 원곡과 소품을 비교하여 그 세부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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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민요 <베틀가>와 제19번 굿거리 <베틀가>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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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 3개를 갖는 f 계면조의 12/8박자의 민요 <베틀가>는 소품에서 #조

표 하나의 a계면조 3/4박 곡으로 평이하게 변화되어 있다. 본사에 해당하

는 24박 장단의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세, 옥난간에다 베틀을 놓세’(마디

1-2) 부분은 3박자 피아노곡에서 8마디 프레이즈(24박)로 변환되어 있다.

즉, 민요의 1마디는 소품에서 각각 4마디로 길이가 확장되면서 2배 긴 음

가(8분음표→4분음표)로 단순하게 변주되며 민요에서의 장식적인 짧은 음

표들도 그 음정의 높낮이가 거의 유지된 채 긴 음표로 바뀌어 있다. 이후

8마디도 유사하게 반복되면서 소품은 24마디 길이로 확장이 이루어졌다.

소품의 선율은 전체적으로 5음 음계 안에서 진행하는데, 받는 소리(후렴

구)에 해당하는 A²는 G평조 음계가 유지되는 반면 A¹은 원곡민요와는 다

르게 음계에서 벗어난 음정들이 출현하여(마디 2, 4) 메기는 소리의 즉흥성

을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지속적인 C#음은 D평조Ⅱ, Ⅶ 등의 화음으로 삽

입되면서 계면조 음계 안에서 평조의 음색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색채감을

준다.

마디 1의 첫 박은 Ⅵ/G아평조 화음으로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연주되어

4분음표의 ‘덩’의 구음을 갖고, 반복되는 마디 9에서는 오른손 첫 박이 8분

쉼표로 시작하고 왼손의 음정도 4도 간격으로 미세하게 변형되어 있다. 마

디9-16은 마디1-8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화성진행

도 같다.

A² 부분도 8마디로 확장되어 있고 리듬 역시 두 배로 확장(♩♪♩♪→

♩♩)되어있다. 그리고 왼손의 첫째와 둘째 박에 악센트를 붙여

( ) 강박의 리듬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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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19번 굿거리 <베틀가>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Moderato, 24마디

형식                2부분:  A¹(16)  A²(8) 

음계                      a계면조

 화성                  Ⅴ/G평      ⅴ/a계면

표현   mf, fz,  , , cresc.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Ⅴ-Ⅰ)의  혼합

2) 창작 소품

(1) 제1번 <굿거리>

3/4박자 Moderato 빠르기의 2부분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악곡은 음계, 선율 진행, 주법 등에서 양손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특징

을 갖는다. 다음은 제1번 악곡의 시작 부분 악보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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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1번 <굿거리>마디1-9

위의 악보를 보면 양손 모두 굿거리장단의 특징인 3박 분할의 4마디 구

성의 프레이즈를 갖는다. 그러나 양손의 선율 진행은 차이를 보이는데, 오

른손의 선율 경우ⅰ/a계면조 ,Ⅰ/G평조, Ⅱ/G아평, Ⅰ/G아평조 화음의 펼침

진행을 하고 있고 스타카토-레가토-레가토-스타카토식으로 마디마다 주법

을 변화시켜 흥겨운 느낌을 주고 있다. 반면 왼손은 반음계 진행을 포함한

3, 4마디의 긴 레가토 진행으로 하행한다(마디1-4).

리듬도 두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오른손 성부는 전체적으로 8분

음표의 진행이 지배적인데, 4개의 8분음표 진행( )은 굿거리장단의

구음 ‘더러러러’에 해당하는 특징적 리듬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리듬은 마

디 2에서부터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마디 3에서는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이

동하여 모방되고 곧이어 마디 5-7은 앞에 8분 쉼표가 삽입된 형태로 변형

되어 계속되고 있다.

주로 2성부의 진행이므로 한국화음은 펼쳐진 형태로 나타나다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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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 이르러 양손은 수직적인 화음진행을 한다. 이때의 마디 8-9의

종지는 e단조의 3화음의 진행을 보이며 정격종지(Ⅴ7 →ⅰ)로 마친다.

곡의 후반부는 한국화음 구성음으로 된 분산음형 형태로 상행하는 4마디

연결구를 거쳐 앞부분 A¹이 변주되고 있다.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한 옥타

브 위와 아래에서 등장하여 음역이 확장되어 있고 이외에도 미세한 변화를

갖는다. 다음은 A² 의 일부분이다.

<악보 21> 제1번 <굿거리> 마디 18-22

위의 악보는 <악보21>의 마디 5-9부분의 변주이다. 오른손은 한국화음

구성음의 하행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프레이즈의 호흡이 길어지는데 반

해 왼손은 스타카토 음형으로 바뀌며 양손이 대조를 이룬다.

평이하고 반복되는 리듬과 완만한 선율진행이지만 양손의 주법과 마디 11

첫 박에서 양손이 교차되는 부분 등으로 난이도는 5 정도이다.

이 곡에서는 마디9와 22에서 종지가 나타나는데 두 부분 모두 e단조의

Ⅴ7 -Ⅰ 정격종지로 끝나며 22마디에서는 정격종지 후 Ⅲ/G아평조 선율이

더해진다. 아래의 표는 이 곡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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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1번 <굿거리> 의 음악적 특징

구     분 내 용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Moderato, 22마디

형식 2부분: A¹(8)  연결구(4) A²(9) 

음계 a계면조

화성 Ⅰ/G평  Ⅴ/G평  ⅰ/a계면  ⅴ/a계면

표현   ,  >,  deresc.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 (ⅴ7 →ⅰ)의 혼합 

(2) 제2번 <굿거리>

3/4박자의 곡으로 오른손의 주제선율은 a 계면조이고 빠르기는

Allegretto로 메트로놈 템포(= 108)까지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주제선율

과 장단에서 보이는 세부적 음악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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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제2번 <굿거리> 마디 1-8

위의 악보를 보면 A¹은 4마디 단위의 전반 악구와 후반 악구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전반 악구는 1+1+2마디로 분화되는데 이것은 아리랑과 도라지

타령 등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2개성부는 제1번 ‘굿거

리’와 동일하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데, 오른손은 B음을 중심으로 인접하

여 진행하는 반면 왼손은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5음음계 선율로 진행하는

4마디의 악구는 변주, 반복되며 한국화성의 계면조(a, d)와 평조(G)화음이

교대로 등장한다.

오른손이 한국화음으로 이루어진 선율을 노래한다면 왼손은 고수에 의한

장단 반주와 추임새를 연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 오른손 경우 부점리듬과

순차 하행하는 음형이 마치 흘러내리는 소리(추성)를 표현하고(마디1), 왼

손은 2분음표에 fz에 까지 주면서 약박을 강조하면서 민요적 흥을 표현하

다. 그리고 주제선율의 리듬 또한 당김음, fz와 액센트, 아티큘레이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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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약박을 강조하고 있다.

마디 2의 왼손 둘째 박 F는 5음 음계에서 벗어난 음으로 제자리표(♮)를

붙여 ⅵ/d계면조로 일시적으로 음색의 변화를 보여준다.

B부분(마디 9-20)은 A¹ 에 등장한 특정 음형(마디3-4)을 이동 반복하면

서 서서히 상행하다가 악곡의 정점을 이룬 후 하행하며 마무리한 후 A부

분이 반복되는데 도돌이는 생략되어 있다. 이 악곡의 종지는 제1번과 유사

하게 한국화음 선율 종지와 화성적 종지가 접목되어 있다. 다음은 이 악곡

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7> 제2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Allegretto, 28마디

형식 3부분: A¹(8)  B(12) A²(8) 

음계 a계면조

화성 Ⅴ/G평,  Ⅰ/G아평

표현   mp,  , mf,  dim.  fz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 (ⅴ7 →ⅰ)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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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번 <굿거리>

13곡의 굿거리 중 유일하게 3/8박자으로 8분음표와 16분음표 위주의 단

순한 리듬 진행을 보인다. 악곡에서 액센트나 sf, p, f 등의 셈여림 표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한국화음으로 구성된 선율과 리듬만으로 한국적 느낌

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악보 23> 제4번 <굿거리>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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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A¹부분은 4마디 프레이즈가 각각 변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¹ a² a³ a4). 첫 마디에 표시된 오른손의 짧은 동기를 보면 평조화

음(E-F-A)과 아평조화음(F-B-C)의 음정조합과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된

리듬이 등장하고, 마지막 A음을(마디 2) 길게 지속하는 가운데 아래 성부

에서 동일한 리듬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것은 국악에서의 연음 기법을 활

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악곡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리듬의 음형을 오

른손과 왼손이 주고받는 형태의 지배적 등장이 특징적이다. 선율의 진행에

서 등장하는 5도 도약 장식음(마디5, 13)은 강하고 힘 있는 느낌을 주는

‘싸랭’ 주법을 연상하게 하고 한국화음으로 빠르게 하행하는 음형은(마디

13) ‘퇴성’과 같은 시김새를 표현한다.30) 그리고 각 프레이즈의 첫 음에 해

당하는 마디1, 5, 9, 13의 왼손에서 5도 음정(A-E)을 굴리는 화음은 굿거리

장단의 시작 구음인 ‘덩’을 표현하고 특징적 구음인 ‘더러러러’는 16분음표

진행으로 나타나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주고받으며 등장하기도 한다(마디3,

4). 즉, 각 악구의 첫 박은 대부분 Ⅰ/A평조화음이고 시김새로 강조되어 굿

거리장단의 ‘덩’을 강하게 표현한다. 이 악곡의 종지 역시 한국화음의 펼치

는 선율종지를 하는데, 계면조화음(C-E-F)으로 구성된 오른손의 4도 상행

마무리는 우리나라 남도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율적 마침이다.

30) 싸랭은 큰 폭의 도약을 갖는 전타음처럼 연주하는 우리나라 현악기 주법이고
퇴성은 농현의 일종으로 흘러내리는 혹은 흘려서 소리 내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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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제4번 <굿거리>마디 31-3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4번 <굿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제4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8 , Tranquillo, 34마디

형식 2부분: A¹(16)  연결구(9) A²(9) 

음계                     A평조

화성 Ⅰ/A평    ⅰ/b계면

표현   셈여림 표 부재 (마지막 종지의  제외)

   종지형태 한국선율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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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번 <굿거리>

Andante 빠르기로 느리고 조용하게 시작하는 이 악곡은 양손이 각각 단

선율로 진행하고  ♩와 리듬이 곡 전체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연속적인 8분음표 진행에서 마지막 음이 액센트와 붙임줄로 강조되고 있

다.

<악보25> 제5번 <굿거리> 마디 1-8

마디 1의 왼손 음형은 의 연속적 리듬으로 된 5음음계로 선율

이 진행되며 계면조와 평조, 아평조화음의 펼침 형태 진행으로 민요적 특

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곡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형은 제1번

‘굿거리’에서 처음 나온 의 변형으로 굿거리장단의 특징적인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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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또한 굿거리장단의 ‘덩 기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마디 1-2에 걸쳐ⅴ/g계면조 선율이 나오는 동안 왼손의 5음 음계 선율이

진행하며 양손에서 계면조, 평조 화음이 교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g계면조와 F평조는 음계의 구성음이 동일하여 선율의 진행이 2도-3

도 혹은 3도-2도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화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후에도 마디 7-8에서 계면조와 평조화음이 교대로 이동하며 주고받는 형

태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이한 리듬의 레가토선율로, 한 손이 움직일 때 다른 한 손이 상대적으

로 느리게 움직이는 형태로 양손의 움직임이 그리 어렵지 않다. 아티큘레

이션은 반복적이며 다이내믹 표현도 요구되지만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역시 반복되는 정도로, 난이도는 5 정도로 측정하였다.

종지는 한국화음의 선율 종지 형태를 보여준다.

<악보 26> 제5번 <굿거리> 마디 14-16, 마디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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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7-38에서 오른손은 하행하고 왼손은 상행하여 반진행 선율을 만

들며 종지에 이르는데 중간종지는(마디16) Ⅵ도 위종지 느낌을 부가하고

마지막 부분은 정격종지의 느낌을 준다. 이 악곡은 F 평조 악곡임에도 마

디 14의 첫 박은 임시표를 붙여(E♭) 일시적으로 c계면조 화음이 나타나지

만 곧 F평조로 복귀한다. 마디 39-40은 Ⅴ/F아평조 - Ⅰ/F평조의 종지형

으로 마치 조성적인 마침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9> 제5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3/4 , Andante, 40마디

형식 2부분: A¹(16)  연결구(7) A²(17) 

음계                     F평조       

화성 Ⅴ/F평   ⅰ/g계면   ⅴ/g계면

표현   mp,  ,  legato, dolce

   종지형태 한국선율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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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9번 <굿거리>

20마디 악곡으로 굿거리장단 중 길이가 가장 짧은 곡이지만 다성부(2–5

성부)의 모습을 보인다. 2부분 형식으로 A²는 다성부의 음역 확장된 모습

으로 A¹이 변주 반복된다. 앞의 곡들에서 볼 수 있던 굿거리장단의 특징적

인 , , 리듬이 이 곡에서도 주요리듬으로 쓰인다.

<악보 27> 제9번 <굿거리>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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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A¹ 부분은 4마디씩의 전반 악구와 후반 악구로 나뉘

고 전반 악구는 2+2마디로 세분된다. 첫 음에 스타카토와 테누토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약간 길게 위로(up)터치하라는 뜻으로 첫 박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른 굿거리 악곡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음표와

아르페지오, sf 로 둘째 박도 강조되면서 약박이 강조되는 리듬형도 볼 수

있다(제2, 14, 19번 <굿거리> 등). 그러나 후반 악구는 8분음표와 4분음표

위주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평이하게 흐른다. 연결구는 한국적 리듬이 강조

된 전반 악구의 2마디가 음정이 변화되어 반복된다. 마디2에서는 임시표를

사용하여 Ⅶ/G평조변화화음과 Ⅲ/G아평조화음이 잠시 삽입되는데 이것은

여러 성격의 화음이 혼재되어 나오는 것은 색채 변화 의도와 함께 독립적

성부의 선율 진행에서 기인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디 1-2와 3-4는 같은 리듬형의 반복이고 첫 박은 ⅰ/d 계면화음으로

선율의 공통점을 갖지만 이후의 음정 관계가 달라지며 서로 다른 화음으로

진행하는 식의 미세한 변주가 역시나 눈에 띈다. 다음은 이 악곡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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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제9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Larghetto, 20마디

형식 2부분: A¹(8)  연결구(4) A²(8) 

음계                       d계면조

화성 ⅰ/d계면    Ⅴ/C아평

표현   mp,  ,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ⅱ -ⅰ)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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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7번 <굿거리>

A¹(8) A²(8) A³(8)와 코다(4) 구조의 변주 형식으로 지속적인 하행 분산

음형으로 되어있다.

<악보 28> 제 17번 <굿거리> 마디 1-8

위의 악보는 A¹ 역시 4+4마디의 전반과 후반 악구로 이루어졌고 전반

악구는 2+2마디로 나누어진다. 전반 악구는 와 의 일정 리

듬을 갖는 음형(마디1-2)이 반복되며 후반 악구는 마디 2에 등장하는 4분

음표와 8분음표의 리듬이 확장 되어 있다. 마디 1-2와 3-4의 오른손 리듬

은 똑같이 반복되지만 음정의 변화와 왼손 선율의 역행으로 화성진행도 달

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후반악구인 마디5에서는 ⅶ/d계면화음에 임시표를

사용한 변화화음이 나타나며 마디8에서는 종지의 형태가 나타난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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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A²에 해당하는 악보 예이다

<악보 29> 제 17번 <굿거리> 마디9-12

위의 악보를 보면 음형이 2마디씩 이동반복 하며 동시에 1마디 단위로

성부의 교차 진행이 나타난다. 이후에 나오는 후반 악구는 A¹의 종지부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고 A³부분 역시 A¹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

하는 변주를 보여준다. 이 곡의 종지도 한국화음의 펼침 진행으로 마무리

하는 가운데 4성부가 만들어내는 화음이 정격종지를 이룬다.

<악보 30> 제17번 <굿거리> 마디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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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는 이 곡의 코다와 종지 부분으로 오른손의 선율이 4

도 간격으로 순차 하행하며 왼손의 하행선율과 함께 병행으로 진행하는 동

안 성부가 늘어나 아평조화음과 조성화음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

다. 마디 28의 종지는 아평조화음과 피카르디 3도가 혼합된 형태로 아평조

화음은 sf로 강조하여 한국화성 종지의 느낌을 강화한다.

<표 11> 제17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llegretto, 28마디

형식            변주 형식: A¹(8) A²(8) A³(8) coda(4) 

음계                     d계면조

화성           Ⅰ/C평     ⅰ/d계면    Ⅱ/C아평 

표현   
mp, mf  , , cresc.

fz, rit, a tempo,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피카르디 3도)의 혼합

(7) 제20번 <굿거리>

20마디 규모의 제20번 <굿거리>는 4마디 단위의 규칙적인 프레이즈로

되어있다. 2부분 형식, 2성부 진행 그리고 사용된 리듬까지도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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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20번 <굿거리> 마디1-8

위의 악보는 A¹부분으로 4+4의 구조로 전반과 후반 악구는 거의 동일하

게 진행하고 질문과 대답 형태의 선율형을 취한다. 마디 3의 오른손에서는

F평조의 Ⅰ와 Ⅴ이 펼쳐진 형태의 선율을 선보이고 왼손에서는 ⅴ/g계면

조의 펼친화음 형태가 긴 음표의 진행을 하며 양손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다. 즉 오른손은 5음 음계 위주의 민요적 가락을 보여주고 왼손은 온음과

반음으로 진행하는 순차 하행의 긴 악구로 되어있다.

리듬은 단순한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진행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역시

굿거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와 리듬이 지배적이다. 오른

손의 경우 시작 두음이 액센트로 강조된 이후 길게 레가토 되면서 미세한

변화를 주고 있음도 찾아볼 수 있다. A²부분 역시 이러한 형태의 변주 반

복으로 A¹과 A²의 셈여림은 mf 와 mp로 차이를 보이며, 각 프레이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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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두 음의 아티큘레이션이 악센트와 테누토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A²

뒷부분에 4마디의 분산 하행 진행하는 코다는 제17번 <굿거리>와 매우 유

사하다. 종지는 정격종지의 화성적 종지형을 갖는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제20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ndante sostenuto, 20마디

형식               2부분: A¹(8)  A²(8) coda(4) 

음계                        g계면조

화성                    Ⅴ/G평    ⅴ/a계면

표현   
mf, mp  , , rit, a tempo, poco 

cresc.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불완전 정격종지)의 혼합

(8) 제21번 <굿거리>

규칙적인 4마디 프레이즈로 구성된 이 악곡은 8마디의 A¹과 변주 반복

되는 8마디의 A2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4마디의 연결구로 구성된 2

부분 형식을 취한다. A¹ 부분의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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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제21번 <굿거리> 마디 1-8

아평조 화음을 펼친 주제 선율을 갖는 A¹부분은 동일한 리듬 패턴이 2

마디 단위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손의 리듬은 성부 교

차되고 있는데, 마디 1의 오른손 리듬이 마디 2에서는 왼손에서 등장하고

왼손의 리듬도 동일하다. 이처럼 몇 가지 리듬 유형으로 단순하게 진행하

는 가운데 약박에 액센트(셋째 박)와 fz가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마디1

은 ⅰ/a계면화음이 첫째 둘째 박자에 양손에 펼쳐져 나오고 마디 5, 6, 8에

서는 각기 다른 리듬과 시김새의 형태로 나타나고 Ⅰ/G평, Ⅴ/G평, ⅰ/a계

면화음의 단조로운 진행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 오른손 선율은 순차와 4도

도약 음정 위주의 한국화음 진행을 보인다. 꾸밈음도 4도 상행 도약 모습

으로 나타나는데 단 한 번 등장에 그친다(마디 5). 전반악구와 후반악구의

각 2마디의 오른손 선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짧은 꾸밈음과 강세

가 더해져 달라진 화음을 강조한다. 이후의 연결구 진행은 한국화음을 포

함한 5음 음계 위주의 분산음형이 서서히 상행하는데 역시 리듬은 8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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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와 4분음표(왼손)만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제21번 <굿거리> 악곡

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제21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ndante, 20마디

형식                2부분: A¹(8)  연결구(4) A²(8) 

음계                         a계면

화성            Ⅰ/G평       Ⅴ/G평   ⅰ/a계면

표현   mf, mp  , ,cresc., 

   종지형태                    조성적 마침(정격종지)



- 61 -

(9) 제25번 <굿거리>

마지막 악곡이기도 한 이 굿거리는 2부분 형식으로, 확장된 연결구와 다

양한 리듬과 주법이 특징적이다.

<악보 33> 제25번 <굿거리> 마디 1-9

위의 악보를 보면 각 4마디의 전반과 후반 악구로 구성되어 있다. 선율

시작은 스타카토 위에 테누토가 함께 있는 아티큘레이션을 취하는데 이것

은 제9번과 14번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짙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팔

에 무게를 실어 좀 길게 업 터치하는 연주방법을 추천한다. 이 음 이후 3

마디에 걸쳐 길게 레가토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음을 스타카토로 끊어주는

데 이것은 sfp 표기를 갖는 제4마디의 첫 박을 다운 터치로 강조하기 위함

이다. 왼손의 베이스는 첫 박부터 페달포인트(G음)로 길게 유지되고 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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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에서는 스타카토로 짧게 소리 내어 대조를 주고 있다. 위의 방식으로

전반 악구 4마디는 3+1마디의 불규칙한 악구가 된다. 후반 악구는 페달포

인트(D음) 위에 유사한 진행을 이어가는데 2+2마디 선율로 나누어지고 종

지는 ⅱ→Ⅵ로의 위종지로 마무리된다. 이후의 연결구 진행은 A¹의 음정과

리듬 요소가 등장하며 8마디 길이로 확장되어 있다. 내성부의 선율이 독립

적인 펼친화음으로 나타나는 등 3성부의 진행이지만 지속음을 사용하여 마

디1의 ⅴ/d계면, Ⅰ/C평화음과 마디6의 ⅱ/d계면, Ⅱ/C아평, Ⅴ/C평조 화음

과 같은 공통적인 음정을 갖는 한국화성으로 진행 한다.

<표 14> 제25번 <굿거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llegretto, 24마디

형식                2부분: A¹(8)  연결구(8) A²(8) 

음계                   a계면조

화성                  Ⅴ/C평      ⅱ/d계면    

표현   sfp, mp, sf,  , , poco cresc. 

   종지형태         조성적 마침(위종지)과 한국적 선율 종지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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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도리31)

도도리는 다른 장단과는 달리 장단명 뿐만 아니라 형식을 의미하는 용어

로도 사용된다. ‘다시 돌아서 들어간다’의 뜻으로 서양음악에서의 ‘변주’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유려한 가락에 장대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가지

는 도도리장단은 정악과 민속악에 모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6박 장단 중

앞의 3박이 빠르기와 형태가 다양하게 변형되고 후반 3박으로 변형된다.32)

아래는 도드리장단의 원형과 변형들이다.

<악보 34-1> 도도리 기본 장단

<악보 34-2> 도도리 변형 장단

             

 

31) ‘도드리’의 북한 사투리
32) 김정은, “국립국악원 전승 도드리와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도드리의 대금선율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



- 64 -

             

              

위의 기본 장단과 그 변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3박 분할과 첫 박이

덩 혹은 쿵 구음을 갖는다. 그 외의 약박의 리듬이 쉼표를 포함하여 다양

하게 변형될 수 있다.

김국진의《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악곡 중 ‘도도리’ 소제목을 갖

는 악곡은 9곡으로 모두 창작 선율이다.

  1) 제6번 <도도리>

우아한 느낌으로 빠르게 연주하라는 지시어(Vivace con grazia)가 있지

만 빈번한 부점 리듬, 꾸밈음과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등이 빠르게(Vivace)

진행하면서 굿거리장단의 소품보다 역동적인 율동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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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제6번 <도도리> 마디1-9

위의 악보를 보면 부점, 4분음표, 2분음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리듬과 함께 액센트와 sf의 유무, 장식음의 음정 간격 등이 역동적이며 즉

흥적인 느낌을 부가한다. A¹에서의 4마디 전반악구는 후반악구에서 리듬과

음정이 미세하게 변형되는 가운데 A²에서는 셋잇단음표와 부점의 연속진

행으로 변주되고 있다. 5음음계 위주의 선율 진행을 하며 음계에서 벗어난

C, F#음은 C#과 F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마디 1-3에서 ⅴ/a계면화음이 성

부를 이동하며 나타나고 마디 8의 둘째, 셋째 박자는 양손선율과 수직방향

의 화음 모두 Ⅳ/G평조화음이고 왼손선율에서 ⅰ/a계면화음이 겹쳐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곡은 독립적 선율 진행과 큰 폭의 음정 도약 그리고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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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이나믹과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등이 앞의 굿거리 악곡들보다 연주에

있어 많은 기술을 요구한다. 종지형은 조성적인 완전종지로 마치지만 선율

진행에서 역시 큰 폭의 음정 도약인 옥타브 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악보 36> 제6번 <도도리> 마디 23-28

종지부분의 선율은 5음음계로 진행 안에서 오른손에서 G-G-F-E의 하행

하는 뼈대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점과 도약 음정

이 끝까지 이 악곡의 역동적 느낌을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 마디에서도 4옥

타브 음역 안에서 옥타브 하행하는 E음은 5도 도약 꾸밈음으로 강력하고

투박한 느낌의 시김새를 표현한다. 종지로 향하는 동안 한국화성의 선율과

화음 형태가 계속 나타나지만 종지 마디 직전부터 한국화음 대신 e단조 조

성도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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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6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내 용

   박자, 빠르기, 
마디수 

3/4 , Vivace con grazia, 26마디

형식 2부분: A¹(8)  연결구(8) A²(10) 

음계  a계면조

 화성        Ⅴ/G평   ⅰ/a계면   ⅴ/a계면  Ⅱ/G아평 

표현   ,   decresc. 

   종지형태 조성적 마침 (정격종지)

2) 제7번 <도도리>

45마디 길이로 소품 25곡 중 가장 긴 악곡이고 빠른 연주속도(Allegro

assai)와 양손에서 나오는 짧은 꾸밈음,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6번 도드리와 같이 연주 난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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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제 7번 <도도리> 마디 1-17

이 악곡은 A¹  연결구 A²  의 형식으로 4개의 프레이즈로 구성(a¹ a² b¹

b²)된 A¹ 부분은 앞의 다른 곡들과 달리 도돌이표가 생략되고 겹세로줄로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선율과 장단을 살펴보면 전반악구의 프레이즈는

1+1+2마디의 리듬패턴을 갖는 a¹이 a²에서 음정 간격만 변한 형태로 이동

반복하지만 후반악구는 두 개의 프레이즈 모두 다른 형태로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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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반 악구의 주요 리듬은 a¹의 왼손 리듬 (마디4)이 변형되어 여

러 번 등장한다.

마디 1-2에서 보이는 오른손 첫 박의 부점음표에 붙은 짧은 꾸밈음과

왼손에서의 약박을 강조하는 리듬은 곡 전체를 통해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리듬은 도드리장단 중 ‘쿵-기덕’을 강조한다. 꾸밈음의 경우 a부분

에서는 주음과 2도 간격인 것과 비교하여 b부분에서는 4도 간격으로 확장

되어 있다. 그리고 a¹의 세부적 선율 진행에서도 오른손은 한국화성(계면조

와 아평조화음) 왼손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마디3의 오른손 선율 E♭-F-B♮는 Ⅲ/C아평조의 ‘완감’ 변화화음, 첫 박

의 양손화음은 Ⅱ/E♭아평조의 ‘장증’ 변화화음으로 화음의 가장 아래 음은

변화시키지 않고 중간이나 가장 위의 음에 임시표를 붙여 변화시킨 것이다.

이 악곡은 연결구도 9마디 길이로 다른 악곡보다 길다. 4 마디 + 5 마디

로 구성된 두 개의 프레이즈는 A¹의 특징 중 짧은 앞꾸밈음, 약박 강세,

반음계 하행 진행 등이 사용되고 있고, A² 역시 A¹이 한 옥타브 위로 이

동하여 반복하며 음정과 리듬의 변화를 보인다. 이렇듯 각 부분에서 등장

하는 변주와 변형은 도도리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악보 38> 제7번 <도도리> 마디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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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3의 오른손 선율에서 Ⅱ4/E♭평조화음이 나타나는데, 이 화음 안에

서는 평조(C-D-F)와 계면조(F-G-B♭)의 성격이 모두 나타난다. 종지음은

G이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화음의 펼쳐진 형태가 계속 나타나면서 7화음과

계면조화음으로 끝난다.

<표 16> 제7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Allegro assai, 45마디

형식               2부분: A¹(17)  연결구(9) A²(19) 

 음계                      f계면조

 화성     Ⅱ/E♭평    ⅰ/f계면   ⅴ/f계면     Ⅱ/E♭아평

 표현 mp,  fz, sf,  ＞  , 

   종지형태 한국화성 마침

3) 제8번 <도도리>

이 악곡 역시 앞 도드리 악곡에서 등장하는 꾸밈음과 부점리듬 그리고 8

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빠른 진행 리듬이 특징적이다. 왼손의 반음

계적 순차진행에서 5음음계에서 벗어난 음을 쓴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양손 모두 5음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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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제8번 <도도리> 마디 1-16

제8번 <도도리> 악곡은 A¹-B-A²의 3부분 형식으로 A¹은 8마디 단위의

전반악구와 후반악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 프레이즈는 2+2+2+2의 구조로 짧

은 호흡을 갖는데, 이것은 6박의 다소 짧은 도도리 한 장단과 관련이 있다.

마디1-2의 오른손 과 왼손의 는 마디9-10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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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리듬이 변형되고 꾸밈음은 생략되어 반복한다. 규칙적인 4

마디 단위로 구분되는 12마디의 B부분은 약박을 강조하는 (A¹,

A²)의 리듬과 대조적으로 첫 박에 액센트를 부과하여 강박을 강조하는 주

요리듬과 왼손의 연속적인 8분음표 진행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 한 마

디 단위로 진행하는 왼손의 연속적인 8분음표 진행은 4마디의 긴 트릴과 2

음 단위로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아티큘레이션으로 변주되어 등장한다. A²

는 A¹과 B의 리듬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왼손과 오른손 프레이즈가 비대

칭적 구조를 갖는다(2+2+2+2마디 vs 2+1+5 마디). 오른손 선율은 f계면조,

왼손은 평조와 아평조 화음이 많이 나타나 양손의 독립적인 선율진행을 볼

수 있으며 전반 악구가 후반 악구에서 반복되는 동안 화음 역시 성부를 이

동하며 반복된다. 마디5-6, 13-14의 오른손 선율은 인접음 진행으로 아치

형과 유사한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선율이 진행하는

동안 왼손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음표와 간격이 넓은 음정으로 만들어진 화

음을 악센트로 강조하여 양손의 대조를 보인다.

앞의 곡들에 비해 부점 리듬의 수가 적고 굿거리장단에서 많이 나왔던

와 리듬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악곡의 빠르기가 Allegro

moderato인 것과 연관할 수 있다(앞의 두 악곡은 vivace와 Allegro assai).

양손에서 나타나는 점음표와 2음씩 이음줄로 연결된 8분음표 음형의 섬세

한 표현이 필요하고 오른손에서 4마디에 이르는 긴 트릴이 나오는 동안 왼

손에서는 큰 폭의 음정도약이 나타나지만, 규칙적인 리듬이 반복되어 연주

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6 정도로 측정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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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제8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Allegro moderato, 36마디

형식             3부분:  A¹(16)  B(12) A²(8) 

음계                      f계면조

화성       Ⅰ/E♭평  Ⅴ/E♭평   ⅴ/f계면   Ⅱ/E♭아평 

표현 ＞  , 

   종지형태 한국적 화음과 조성적 마침(완전종지)의 혼합

  

4) 제10번 <도도리>

이 소품집의 25곡 중 유일하게 4/4박자이며 못갖춘마디로 시작한다. 빠

르기 나타냄말 대신 Marcato(한 음씩 명확하게)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었고

왼손은 스타카토와 스타카티시모, 오른손은 레가토로 양손의 아티큘레이션

의 대비가 악곡에 흥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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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제10번 <도도리> 마디 1-8

사실 4/4박자이기는 하지만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선율은 확실한 3박

진행의 느낌을 주면서 진행하다가 셋째 마디에서 갑작스럽게 4박으로 진행

하면서 한국적 선율의 불규칙성을 표현한다. A¹의 선율은 4+4 구조로 전반

악구 4마디가 뒤에서 변형 반복되는데, 한국화음의 펼침 진행을 하는 선율

은 의 부점 리듬과 스타카토로 된 경쾌한 왼손 반주는 악곡에 율

동감을 준다. 4마디의 연결구에서는 이 로 리듬 역행하

고 4분음표로 된 화음 반주는 오른손에서 8분음표 펼침으로( ) 변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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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 변형 구조와 함께 부점리듬, 음정 폭이 넓은 꾸밈음, 짧은 동기적

프레이즈,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등의 세부적 요소들이 도드리장단의 특

징인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표 18> 제10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4/4 , Marcato, 20마디

형식                2부분: A¹(8)  연결구(4) A²(8)

음계                         d계면조

 화성             Ⅰ/C평      Ⅴ/C평      Ⅱ/C아평 

   종지형태 한국화음과 조성적 마침(정격종지)의 혼합

5) 제11번 <도도리>

다양한 장식음을 보여주는 이 악곡은 옥타브, 4도 도약의 앞 꾸밈음과

잔결 꾸밈음(mordent)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4도 도약 음정과 둘째

박이 강조되는 리듬이 특징인 이 악곡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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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제 11번 <도도리>마디 1-12

옥타브 음정 간격의 꾸밈음과 꾸밈음 이후 스타카토 음형이 마치 거문고

술대로 줄을 치는 효과를 낸다. 스타카토 이후 4도 도약하여 2분음표에 이

르러 둘째 박을 강조하는 리듬은 도도리 악곡의 특징으로 앞의 제6, 7, 8

도드리 악곡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였다. 마디1-2는 Ⅰ/G평조 화음이 이음

줄로 연결된 분산화음과 스타카토로 강조된 시김새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

이며 진행하고 오른손 선율에서 둘째 박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

디 3-4의 오른손 선율도 둘째 박이 부점과 잔결 꾸밈으로 강조되어 있고

마치 인벤션의 주제처럼 전 전반에 걸쳐 성부 교환 모방 되는데, 음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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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꾸밈음 여부, 붙임줄의 위치에 따라 섬세한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외에

도 당김음이나 sf 로 강조된 약박을 의미 있게 연주해 줌으로써 우리 음악

의 흥을 표현할 수 있다.

G평조 5음음계에서 벗어난 음들은 변형되어 쓰이는데, C음은 트릴로 장

식되어 곡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F음은 임시표♮가 붙어 마디7에서

Ⅶ/G평조 변화화음으로 나타난다.

동형진행과 성부의 이동반복으로 인해 화음 역시 반복되는 동안 양손의

선율에서 성격이 다른 화음의 선율이 겹쳐지며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 악구를 지나며 G평조와 a계면조의 Ⅳ도로 진행하다

마디 12에서 Ⅰ/G평조 화음이 나오며 연결구로 이어져 한국화성의 진행으

로 조성적인 마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11번 <도도리> 악곡의 음

악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9> 제11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llegro vivace, 30마디

형식               2부분:  A¹(12)  연결구(5) A²(13)

음계                       G평조         

화성               Ⅰ/G평   Ⅳ/G평  ⅳ/a계면 

표현 pp, fz, ＞  , ,cresc.

   종지형태 한국화음 마침과 조성적 마침(반종지)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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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2번 <도도리>

3성부 짜임새의 악곡으로 둘째 박이 강조된 도도리의 특징적 리듬은 중

간 성부에 위치한다.

<악보 42> 제12번 <도도리> 마디 1-16

4분음표 이후 2분음표로 시작하는 악곡 음형( )은 이전에 등장하는

도도리 악곡에서도(제6, 7, 8, 11)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도도리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단 이 악곡은 3성부 악곡으로 오른손의 최상 성부가 아닌 중간

성부에서 등장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즉 의 평이한 리듬으로 진행하는

베이스와 한국화음의 펼침으로 구성된 8분음표( ) 진행 사이에

등장하는 주제적 선율을 강조해주어야 하므로 다성부 표현 훈련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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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이다.

종지형은 한국적 선율과 조성적 마침의 혼합으로 3성부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의 마디 6-8에서 나오는 G는 반음계적인 진행을

하며 임시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ⅳ/e계면화음과 ⅳ/e계면 변화화음으

로 음색의 변화를 준다.

<악보 43> 제12번 <도도리> 마디 25-28

위 악보는 악곡의 종결 부분으로 D장조의 조성적 화음이 확실하게 나타

나지만, 선율 진행은 역시 평조음계에 의한 한국화음이고 Ⅰ로 종결한 후

계면조화음으로 마무리하는 한국적 느낌의 선율 마침은 이 소품집에서 자

주 등장하는 예이다. 오른손 선율에서 Ⅴ/D평조, ⅰ/e계면조 화음이 번갈아

나타나며 종지에 이르는데, 이 동안 마디 25-26의 왼손의 선율과 어울려

수직 방향에서도 한국화음이 나타나지만 마디 27은 왼손의 3도, 4도음정에

의해 D장조의 조성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며 조성적인 마침을 알리지만 페

르마타로 강조된 Ⅰ에 계면조 펼친화음이 더해져 조성적 마침과 한국적 마

침의 혼합으로 곡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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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제12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ndante e semplice , 28마디

형식               2부분: A¹(16)  연결구(4) A²(8) 

음계                        D평조 

 화성             Ⅴ/D평   ⅰ/e계면   ⅳ/e계면 

 표현   , 

 종지형태 한국적 마침과 조성적마침의 혼합

7) 제15번 <도도리>

이 악곡은 5음 음계에 의한 선율 진행과 부분적인 반음계 진행 등이 다

양하게 나타난다. Andante con espressione 로 악곡의 빠르기와 분위기가

지시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8분음표 진행 위주의 평이한 리듬 반복과 변형

이 굿거리 악곡의 특징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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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제15번 <도도리> 마디1-8

악곡의 시작은 역시 도드리의 특징적인 부점 리듬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

웃음 선율 진행의 유연한 흐름과 위주의 8분음표 진행이 굿거리

소품에서 볼수 있었던 부드러운 느낌도 함께 부가한다. 프레이즈의 세부

구성을 보면 2성부로 진행하는 가운데 오른손은 1+1+2마디의 짧은 호흡을

갖는 반면 왼손은 반음을 포함한 순차 하행하는 긴 호흡(4-5마디)으로 양

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부 짜임새는 이 작품집의 수록된 악곡

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해당 음계인 d계면조에서 벗어난 B♭음(마디 7)은 g계면조의 ⅳ화음으

로 의 일시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 반면 역시 음계를 벗어난 음인 F#과 F

음은 d 계면조 진행 안에서의 반음계적 순차진행음으로 취급된다.

이 곡의 종지는 마디 16과 28에서 2번 나타나며 F#임시표로 인해 계면

조에서 장조의 느낌을 부가시킴으로써 피카르디 3도 종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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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제15번 <도도리> 마디 13-16, 25-28

마디 28의 종지형을 보면 부가된 F#음이 d 자연단음계에서의 피카르디

3도 종지와 내성의 계면조 선율(C-A-D) 종지 진행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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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15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ndante con espressione , 28마디

형식              2부분: A¹(16)  연결구(4) A²(8)

음계                    d계면조

 화성          Ⅰ/C평    ⅰ/d계면    Ⅰ/C아평

 표현  , , cresc.

   종지형태 한국적 마침과 피카르디3도(조성적 마침)의 혼합

8) 제16번 <도도리>

빠른 연주속도(Allegro con brio)와 짧은 음가 위주의 진행( ,

, , )이 돋보이는 이 악곡은 큰 폭의 음정

도약, 다양한 리듬 조합, 부점과 당김음 표현, 두 성부의 독립적인 움직임

등으로 25곡 중 가장 연주 난이도가 높은 악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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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제 16번 <도도리> 마디1- 12

위 악보는 A¹ 부분으로 6마디의 프레이즈가 반복된다. 둘째 박이 강조되

는 도도리 악곡의 특징적 리듬은 둘째 박이 당김음으로 변형되어

( , ) 강조되는 음을 반 박자 정도 늦추는 즉흥성을

보인다. 그리고 양손이 한마디 단위로 빠르게 이동, 반복하고 반복 시 음정

과 아티큘레이션 등의 미세한 변화를 주어 즉흥적이며 생동감 있는 분위기

를 표현한다.

마디4의 왼손 Ⅵ/E♭아평화음은 가장 윗음 D에 내림표(♭)가 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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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D♭의 완전4도-감5도의 음정관계가 되어 ‘완감’아평화음으로 변화되

었다. 짧은 음표로 이루어진 선율들 펼치거나 밀집된 형태로 화음을 만들

어내지만 반복으로 인해 화음의 개수에 비해 종류는 그리 많지 않고 유사

한 화성진행을 보인다. 다음은 이 악곡의 종지 부분의 악보 예이다.

<악보 47> 제16번 <도도리> 마디33-36

마디 34의 오른손 선율 셋째 박부터 D♭, F♯, E♮,D♮의 임시표가 빈번

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임시표들은 E♭평조와 f계면조의 변화화음으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하기 위한 작곡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큰 폭의 음정도약과 빠른 진행, 짧은 음가의 점음표, 양손의 대조되는 주

법과 약박의 강세 등으로 이 소품집에서 가장 연주가 어렵기 때문에 난이

도는 9 정도로 측정하였다.

종지에서는 아르페지오와 fz 로 강조된 아평조화음이 마디 36에서 c단조

의Ⅴ화음으로 마무리되어 반종지로 곡을 끝맺는다. 조성적 마침과 함께 계

면조화음이 나타나 한국적 선율 종지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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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16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llegro con brio , 36마디

형식             2부분: A¹(12)  연결구(11) A²(13) 

음계                         f계면조

 화성            ⅰ/f계면      Ⅱ/E♭아평   Ⅴ/E♭아평 

 표현 f, mp, sf, fz, dim,  , , cresc.

   종지형태  한국화성과 조성적 마침(반종지)의 혼합

9) 제22번 <도도리>

A¹(8마디), A²(8마디), 연결구(10마디), A3(8마디)로 구성된 변주 형식으

로 A¹, A², A³는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연결구 역시 A부분의 주요리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악곡의 주요리듬은 굿거리 악곡에서 많이 쓰이는

단순 8분음표와 4분음표가 주를 이루고 이외에도 빠른템포, 상세한 다이나

믹 제시(mf, mp, cresc. dim. ff) 등의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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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제22번 <도도리> 마디1-8

악곡의 시작은 4분음표 후 점4분음표, 8분음표로 역시 둘째 박이 강조되

어 있다. 그리고 이 악곡은 첫 박에 액센트와 왼손에 화음을 주어 ‘덩’의

느낌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마디 1과 2의 왼손에서 등장하는 계면조화음

(C-A-D), 마디 3의 아평조화음(D-C-G)과 오른손의 계면조화음(G-F-D)

등이 한국적 느낌을 강화하며 마디 7의 오른손선율은 Ⅰ4/평조 화음이 펼

쳐진 형태로 Ⅰ/F평, ⅰ/g계면화음을 포함하여 평조와 계면조의 성격을 모

두 갖는 평조4화음의 특성을 나타낸다.

제22번은 이 소품집에 등장하는 마지막 도도리 악곡으로 음정의 도약,

리듬의 불규칙성, 선율 진행 등에서 다른 도드리 악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변주 기법도 단순하여 난이도 측면에서는 평이한 곡에 속하

나 8마디 단위의 긴 프레이즈와 10마디에 이르는 긴 호흡의 연결구 표현으

로 음악적 호흡을 훈련할 수 있는 악곡이다. 이 외에 이 악곡의 세부적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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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제22번 <도도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Allegro, 34마디

형식           변주형식: A¹(8)  A²(8) 연결구(10) A3(8) 

음계                       g계면조

 화성           Ⅶ/F평    ⅴ/g계면    Ⅱ/F아평

 표현 ff, mf, mp, , ,＞

  종지형태 한국화성과 조성적 마침(정격종지)의 혼합

3. 세마치

세마치는 굿거리장단과 함께 민속음악의 대표 장단으로 아리랑, 한 오백

년, 도라지타령 등이 세마치로 되어있다. 그 장단은 아래와 같다.

<악보 49-1> 세마치 기본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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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을 친다’ 는 의미로 3박 계통의 9/8박의 장단이지만 근래에 덩--/ 덩-

덕/ 쿵덕-/의 한 장단을 한 마디에 넣는 빠른 3/4박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세마

치 또한 악곡 또는 곡의 진행에서 변형되기도 하는데 다음은 그 변형의 예이다.

<악보 49-2> 세마치 변형장단

위의 변형과 원형 장단을 통해 세마치는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인 3박

리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박의 ‘덩’이 ‘덩덕-’, ‘덩덩-’

등으로 변형되고 길고 짧은 ‘덩-덕’과 짧고 긴 ‘쿵덕-’이 교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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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에 포함된 세마치 악곡은 단 3곡으

로, 《아리랑》, 《도라지 타령》 등의 잘 알려진 민요를 통해 이미 친숙한

장단임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을 담는 이 교재에서는 그 빈도수를 낮춘

작곡가의 의도로 추측된다.

1) 제3번 <세마치>

25곡의 소품 중 메트로놈 속도가 기입된 악곡은 제2번 <굿거리>와 이

악곡 단 2곡뿐이다. 그러나 Allegretto 빠르기의 제2번 <굿거리>가 ♩=108

인 것과 비교하여 제3번 <세마치>는 Moderato 임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템포인 ♩=120으로 지시되어 있다. 이것은 세마치장단이 갖는 진행감을 확

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작곡가의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제3번 <세마치>는

40마디 길이로 소품집의 다른 악곡에 비해 긴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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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0> 제3번 <세마치> 마디 1-8

위의 A¹ 부분 악보를 보면 한국화음으로 구성된 분산 음형이 짧은 아티

큘레이션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 이와 더불어 8도, 6도, 4도

등의 큰 폭의 도약 음정과 약박 강조(sf) 등으로 세마치장단의 경쾌하고 활

기찬 느낌을 표현한다. 8분음표 2개가 연결되어 빠르고 경쾌하게 진행하는

오른손과 대조적으로 왼손은 상대적으로 긴 음표로 움직이고 정박에 화성

적인 울림을 주어 중심을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진행은 이후의 9-17마디에

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성부가 3성부로 확장

되고 있다. 하지만 페달포인트인 F음이 지속되는 최하 성부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중간 성부로 인하여 전체적 짜임새는 복잡하지 않다. 3성부 짜임

새는 연결구에도 확장되고 특정 음형을 양손이 주고받고 있다.

양손의 선율은 주로 한국화음이 펼쳐진 형태의 2성부로 진행하며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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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옥타브 음정을 제외하면 음정도약이 심하지 않고 인접음 위주의 음

정 간격으로 아치형의 완만한 선율진행과 한국화성의 진행을 볼 수 있다.

<악보 51> 제3번 <세마치> 마디 17-24

위의 악보는 연결구 일부분으로 마디 17의 왼손 리듬이 연결구에서는 4

분쉼표 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양손이 주고받으며 모방 되고 있

다. 그리고 오른손은 주로 4도 병진행하는 화음으로 되어있고 왼손은 단선

율이다. 이러한 진행은 민요를 부를 때 독창자가 메기고 제창으로 받는소

리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다음은 제3번 세마치 악곡의 특징을 정리한 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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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제3번 <세마치>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Moderato, 40마디

형식 2부분: A¹(17)  연결구(15) A²(8) 

음계 c계면조

화성                 Ⅴ4/B♭평    Ⅰ/B♭아평 

표현   
fs mp, , , poco cresc.mf, rall, a 

tempo

   종지 형태 한국화성(계면조) 마침

2) 제23번 <세마치>

세마치 소품 중 가장 길이가 짧은 16마디의 곡으로, 4마디 단위의 규칙

적인 프레이즈 4개가 유사한 리듬패턴으로 진행한다. 주선율은 5음음계로

진행하고 내성부에서 5음음계를 벗어난 음이 나타날 때는 임시표를 붙여

그 음색을 변화시켰으며 왼손에서는 F♯음을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조성감

을 약화시켰다. 빠르기는 Allegro로 앞의 곡 제3번 <세마치> 보다 빠르게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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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제23번 <세마치> 마디1-8

위 악보는 A¹부분으로 ‘덩, 덩-덕, 쿵덕’의 세마치장단은 3/4박자 한 마디

안에서 4분음표 후 8분음표 진행을 통해 ‘덩, 덕더, 쿵더’로 단순화되어 있

고 빠른 템포의 진행감을 위해 4마디 단위의 긴 레가토 프레이즈를 갖는

다. 왼손의 리듬패턴은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로 변형되어

단순한 반복패턴을 피했다. 양손의 2성부는 서로 독립된 선율로, 오른손은

3도 간격의 화성(D-B-G-E) 사이에 한국화음이 펼쳐지는 진행을 하고 왼

손은 긴 하행진행을 한다. 양손은 첫 박과 셋째 박에서 4도, 5도, 8도의 음

정 간격을 갖는 화성적 진행을 보이기도 한다. 5음 음계에서 벗어난 음은

임시표가 붙어 변화를 주는데, 마디1의 F♮-G-B는 임시표로 인해 일시적

으로 Ⅶ/C평조화음이 되고, 마디7의 A-C♯-D는 ⅳ/a계면조의 ‘장완’변화

화음, 마디8의 G-C-D는 Ⅳ/G아평조의 ‘완증’변화화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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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부 짜임새, 인접음 위주로 진행하는 오른손의 선율과 양손의 리듬이

반복되어 연주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4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

곡의 음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5> 제23번 <세마치>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Allegretto, 16마디

형식 2부분: A¹(8)  A²(8) 

음계 G 평조

화성               Ⅴ/G평    ⅰ/a계면    ⅴ/a계면   

표현   mp, , 

 종지형태 한국화성과 조성적 마침의 혼합

3) 제24번 <세마치>

앞의 세마치 소품에 중 가장 빠른 템포인 Allegro vivace로 되어있으며

24마디 규모의 단순 2부분형식으로 각 부분은 4+4+4의 12마디로 구성된

규칙적인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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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제24번 <세마치> 마디1-12

위의 악보를 보면 주요 리듬인 의 진행과 2개 성부의 짜임새,

특히 첫 박을 강조하는 표현은 앞 곡과 유사하지만 Allegro vivace의 빠르

기, 첫 박의 악센트와 짧은 이음줄 등 아티큘레이션의 차이로 더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 곡은 4마디 단위로 변주되는데, 마디 1-4와 비교해보면

마디5-8은 오른손이 상행 펼침으로 음정이 변형되어 있고, 마디8-12는 오

른손의 리듬 진행이 왼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양손에서 악센트와 sf를 주

고받으며 앞의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전체적으로 5음 음계(B♭평조)로 이루어졌지만 예외적으로 5음 음계 밖



- 97 -

의 음인 A♭과 E음이 왼손에서 한차례 등장하기도 한다. 양손의 선율에서

평조, 계면조, 아평조의Ⅰ과 Ⅴ이 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고 마디12의 오

른손 성부는 F-G-B♭선율인Ⅰ/B♭평조화음과 G-B♭-C선율인 ⅰ/c계면화

음을 포함한 Ⅰ4/B♭평조화음이 나타나며 이 부분은 곡의 마지막 24마디에

서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며 종지한다.

<표 26> 제 24번 <세마치>의 음악적 특징

구     분 특 징

   박자, 빠르기, 
마디 수 

3/4 , Allegro vivace, 24마디

형식 2부분: A¹(12)  A²(12) 

음계 B♭평조

화성 Ⅰ/B♭   Ⅴ/B♭  ⅰ/c계면

표현 mp,  , 

   종지형태 조성적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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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김국진의《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에 수록된 25곡의 소품을 분

석한 결과 25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음 음계 안에서 진행하는 한국적 선율을 보여준다. 대부분 순차진

행이나 2도에서 4도 음정 도약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민요의 특징이자 그

가 창안한 한국화음(평조, 계면조, 아평조화음)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이

다. 악곡 일부분에서 음계를 벗어난 음들이나 임시표를 사용한 음들 그리고

다양한 꾸밈음 등이 시김새 표현과 전통적 색채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둘째,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4/4박자의 제10번과 3/8박자인 제4번을 제

외하고 모두 3/4박자로 되어있다. 굿거리, 도도리, 세마치장단이 갖는 3분

할 흐름 즉 겹박자(12/8, 9/8, 6/8)로 표시되는 장단이 피아노곡으로 전환되

면서 홑박자인 3/4박으로 기보되어 있고 각 장단의 특징적 리듬인 ,

, ,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장단의 느낌을

부여한다. 이것은 중급 정도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작품으로 계획된 작

곡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4/4박자의

제10번 도드리 악곡 경우 진행상 3박의 느낌이 강한 가운데 중간에 4박으

로 변화하여 한국선율의 불규칙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 형식은 대부분이 2부분 형식으로 25곡 중 19곡에 해당한다. 그 외

에 3부분 형식(2곡), 변주형식(2곡), 자유형식(2곡), 론도(1곡)순으로 나타나

고 세부적으로 변주 반복이 주를 이룬다. 즉 형식은 거시적으로는 서양적

구조를 선택하지만, 세부 변주를 통하여 한국음악의 선율적 즉흥성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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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넷째, 25곡 모두 한국의 5음 음계로 작곡되어 있다. 평조와 계면조의 비

율은 9곡 : 16곡으로 계면조가 월등히 많다.

다섯째, 그 외에 다성부(대부분이 2성부)의 독립적 진행, 스타카토와 레

가토 등의 터치를 다양하게 조합한 섬세한 주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악곡

전체적으로 페달 표시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단 손가락 번호는 김국진의 다른 피아노작품들과 비교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25곡의 소품은 그가 창안한 한국화음에 의한 선율 진행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장단 명을 소제목으로 <굿거리>, <도도리>, <세마치>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된 소제목 별로 그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곡으

로 가장 많은 <굿거리>는 선율에 따라 민요차용 선율(4곡)과 창작 선율(9

곡)로 또다시 분류할 수 있다. 민요차용 선율 악곡은 원곡 그대로 사용하

며 성부를 확장(제13번), 원곡 일부만 사용(제19번), 원곡의 등장 순서변경

(제18번), 원곡 앞과 중간에 서주와 간주를 창작(제14번)하여 포함하는 방

식으로 작곡되었다. 그리고 론도, 자유 형식, 2부분 형식 등 비교적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9곡의 창작곡들은 2도 3도의 완만한 선율 진행과 적당한

빠르기에서의 굿거리 특징적인 장단인 , , 이 공

통적으로 나타난다.

9곡에 해당하는 <도도리>는 짧은 동기적 선율 사용, 폭이 넓은 음정 도

약, , , 등의 부점을 포함한 특징적 리듬과 빠

른 템포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음정 도약을 포함하여 활발하고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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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진행을 표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악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

주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교육자는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25곡 순서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세마치>는 굿거리와 유사한 리듬 유형과 선율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세

마치와 굿거리가 경기민요의 대표적 장단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굿거리 악곡과 비교하여 연주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4마디 단위의

선율로 호흡이 길다는 차이를 보인다. 빠른 템포로 인하여 리듬, 선율, 짜

임새(2성부) 등의 요소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 작품집에 수록된 소품들은 4에서 9 사이의 중급 난이도를 갖는다. 가

장 낮은 난이도 4에 해당하는 악곡은 제23번 <세마치>이고 가장 어려운

난이도 9의 작품은 제16번 <도도리> 이다. 13곡으로 가장 많은 수를 갖는

굿거리는 난이도 6 정도의 악곡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 악곡의 효과적인 교습을 위하여 교육자는 한국음악에서의 선율진행과

화음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색다른 음향에 익숙

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손이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수직적 화성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하여 양손을 나

누어 연습하게 하고 교사와 학습자가 성부를 나누어 연주하는 합주식 교수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단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작품을 제시하여 주기를 제언한다. 더불어 김국진의 수많은 피아

노 교육용 악곡들의 연구와 함께 실제 교습이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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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es of Kim Kukjin's

“Pieces of Korean Rhythm for Piano”:

A Collection of Twenty-Five Pieces

Park, Sun Young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Kim Kuk Jin (1935- ) developed and established the Korean

Harmony Theory and utilized the theory to modernize and propagate

Korean music in an attempt to mitigate the Western influence on

Korean music. The Korean Harmony Theory is reflected in his many

works, including over 900 piano solo pieces, with works for musician

ranging from beginner to advance. Analyses of and research into his

advance courses are limited. In order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educational textbook “Pieces of Korean

Rhythm for Piano”, his first piano music anthology, to highlight the

appearance of Korean Harmony Theory in this work. To this end this

research will, first examine Kim Kuk Jin’s life and musical style

divided into four stages: 1) Self-study (early period); 2) Transition

(developing own musical style); 3) Settlement (establish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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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mination of own musical style); and 4) Completion (experimentation

of established musical style). Second, a thorough review and analyses

of Kim Kuk Jin’s Korean Harmony Theory will be conducted. Third, an

extensive examination and analyses will be undertaken of the 25 pieces

in the collected works of “Pieces of Korean Rhythm for Piano”,

categorized into a) Gutgeori (13 pieces of folk music), b) Dodeuri (9

classic and folk pieces for long instruments featuring dynamic rhythms),

and c) Semachi (3 pieces of folk so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ll 25 pieces are 1) grounded in the pentatonic scale, 2)

display the characteristic Korean melody and chord progressions

(Pyeongjo, Gyemeonjo, and Aak-pyeongjo) and 3) The musical pieces

exhibited unique aspects of tempo and rhythm.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difficulty of the pieces(e.g.,in terms the tempo and/or rhythm)

which are conducive to progressive levels of teaching/learning. The

utility and application of this research study can be extended and

applied to the musical instruction,i.e., teaching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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