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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90-1920년대에 출생한 한국 작곡가들에 의하여 시작된 한국의 피아노

창작음악은 그 작품 수에 있어서 1-10곡의 수준에 머무르는 열세한 수준

이다. 이에 반해 다음 세대의 맏형격인 작곡가 김국진(1930년 출생)은 전체

적으로도 3000여곡에 이르는 방대한 곡을 작곡하였고 이 중에 피아노곡이

900여곡으로 예외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의 거주지인 부산지역

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지도협회’와 음악경연대회 등의 활성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한국음악교육에 대한 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피아노작품은

민요로부터 출발한 독창적인 ‘한국화성’에 입각하여 초급 레벨인 소곡에서

부터 고급 단계의《피아노 산조》시리즈(2016 출판)와 5곡의《피아노를 위

한 담시곡》(1996 출판)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특히 그의 《피아노 담시곡》

은 쇼팽(F. Chopin, 1810-1849)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발라드 양식과 우리

의 전통 양식을 결합한 최초의 한국 발라드로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김국진의 다양한 피아노 작품들은 작품의 수적인 면에서나

한국 전통 양식을 표방한 양식적인 면에서나 한국 창작 피아노 작품의 레

퍼토리 개발을 위한 연구자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국진

음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피아노 담시곡》총 5곡 중 가장

서양 형식에 가까운 제1번과 상대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성격의 제5번을 형

식과 조성, 주제선율과 모티브, 음계와 화성, 박자와 장단 그리고 그 밖의 요

소들은 장식음과 아티큘레이션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 1 -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초기 피아노 창작음악은 1890-1920년대에 출생한 소위 제1세

대 작곡가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1) 김세형(1904-1999), 김순남(1917-1983),

김달성(1921-2010), 윤이상(1917-1995), 이상근(1922-2000), 나운영(1922-1993)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그 당시 서구로부터 거의 동시에 유입된 고전 낭만

주의와 인상주의 그리고 현대음악의 여러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전통음악적인 요소를 표출하려는 민족의식도 가지고 있었으며

작품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적으로 볼 때에는 가곡이나 다른 기악장르에 비하여 피아노 창

작곡이 가장 열세한 수준이었다. 다음은 초기 피아노음악 작곡가와 작품

수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초기 피아노음악 작곡가와 작품 수

작곡가 작품 수 작곡가 작품 수
김세형 1 김순애 4
김성태 4 김달성 4
조두남 2 구두회 3
김동진 1 나운영 6: 콘체르트2 + 미완성1
김순남 3곡 이상, 콘체르토1 이상근 10
김대현 1 정회갑 1
윤이상 2 최인찬 5
정윤주 1 윤해중 3
김희조 1 최영섭 1

1) 김미옥, “특집: 한국음악 20세기(13). 한국초기작곡가들의 피아노음악,” 『음악

과 민족』 40(2010), pp.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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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전 생애에 걸쳐 이상근의 10곡이 가장 많고 다음은

나운영의 6곡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고가(高價) 서양악

기중의 하나였던 피아노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연주자나 연주회의 희귀성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에 속하는 작곡가 중 맏형격인 김국진(1930년 출생)

은 매우 예외적으로 수많은 피아노곡을 내놓는다. 그의 3000곡이 넘는 작

품은 장르별로 가곡 300여곡, 종교음악 750여곡(찬송가 450여곡 동요 140

여곡, 합창 150여곡 등), 실내악 20여곡, 칸타타 10여곡, 그 외에도 오라토

리오, 오페라, 교향곡 등으로 전 장르를 아우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

장 주목하게 되는 것이 900곡이 넘는 피아노 작품이다.

김국진의 이러한 역동적인 작품 활동은 빠르게 대중적인 악기로 성장해

가던 피아노의 교재와 레퍼토리가 서양음악 일변도에 치우쳐 우리 전통음

악이 망각되고 있다는 위기감으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그

의 거주지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지도협회’를 결성하여 피아노

교사들을 재교육하게 하였고 음악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는 일로 이어지기

도 한다.2) 1971년부터 한국 음악교육과 음악대회 지정곡을 염두에 두고 초

급에 해당하는 소곡에서부터 출판을 시작한 피아노 곡집 만도 26권이며 이

외 고급 레벨에까지 확장된 영역의 레퍼토리는3) 향후 피아노 교수학적으

로 한국창작피아노음악 개발을 위한 풍부한 연구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징적으로 그의 모든 창작 활동의 중심에는 한국음악에서 화성의 부재

와 이론에서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한 결과인 그 자신의

2) 김휘정, “김국진의 음악적 선택에 대하여- 피아노작품에 나타나는 그의 한국적

음악기법,”『음악과 민족』 14(1997), p.32.
3) 이순정, 『한국현대 피아노 음악문헌』(서울: 태림 출판사, 200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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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성’이 자리 잡고 있다(본고의 II-2 참조). 이 이론은 소곡뿐만 아니

라《피아노 산조(散調)》제1, 2곡집(2016출판)과 5곡의《피아노를 위한 담

시곡(譚詩曲)》(1996출판)4) 등의 고급 난이도의 레퍼토리에도 그대로 반영

된다. 특히《피아노 담시곡》은 쇼팽(F. Chopin, 1810-1849)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발라드 양식과 전통 양식과의 결합을 시도한 최초의 한국 발라드라

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김국진은 거주 지역인 부산을 거점으로 개인적인 활동만을 주로

해 왔던 상당히 그늘에 가려진 작곡가이며, 결과적으로 그의 피아노작품에

관한 연구는 10편 정도로 그의 다작(多作)에 비하여 볼 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피아노 작품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볼 대상으로 고급

레벨에 속하는 한국 최초의 발라드인《피아노 담시곡》총 5곡 중 가장 서

양 형식에 가까운 제1번 작품49와 상대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성격의 제5번

작품311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김국진 음악의 양식적 변화를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의 피

아노 작품들을 장르별로 개관해 본 다음, 담시곡 제1번 작품49와 제5번 작

품311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부분은 형식과 구조, 주제선율과 모티브, 음

계와 화성, 박자와 장단 그리고 그 밖의 요소들로서 장식음과 아티큘레이

션을 다룬다.

4) 각 담시곡들의 초연된 해는 제1번-1974, 제2번-1980, 제3번-1984, 제4번-1987,

제5번-1996이며 담시곡 제5번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소리모음II’ 와 같은 해

인 1991년에 완성되었으므로 제1번에서 제5번까지 작곡 기간은 최소한 17년의 간

격을 가진다. 이순정, 위의 글, pp.16-17; 최필선, “김국진의 삶과 작품.” 『음악

과 민족』 14(199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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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국진의 생애와 음악양식5)

1. 제1기

김국진(평안남도 대동군 청룡면 이천리 출생)은 기독교인이었던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일찌감치 음악을 접하게 된다. 자연스

럽게 풍금과 찬송가를 익힌 후 간단한 동요선율을 짓기 시작하고, 중학교

시절에는 ‘평양음악전문학교’에 다녔던 친척 형(김명주)으로부터 비정규적

인 음악수업을 받은 후, 1947년 신학생이 되었을 때도 독학으로 피아노, 편

곡, 지휘 등 음악공부와 작곡을 계속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 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부산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음악교사자격증(1955)을 취득한 후

중 고등학교에서 교내 밴드부를 지도하면서 작곡과 편곡을 하게 된다. 한

편 그의 최초의 칸타타로서 1954년 초연되는 40분 정도 길이의 《구세주

오신 날》은 선교사 말스베리(Dweight Malsbary, 1899-1977)를 스승으로

만나게 되는 인연을 만든다.6) 

제1기는 이와 같이 습작에 해당하는 동요를 작곡하던 10대 때부터 《구

세주 오신 날》이 초연되는 1954년까지인데, 이 시기의 창작음악은 성악곡

이 지배적이다.

5) 음악양식 부분은 김국진의 차녀 김유리와의 인터뷰(2018,3.2)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들에 기초한다.
6) 말스베리는 미국 셔우드음악학교(Sherwood Conservatory in Chicago))와 페이스

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하였고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부산고

려신학교 및 서울성서장로회신학교 등에서 신학과 음악을 가르친 미국선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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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이어 두 번째 시기는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인 1955년에서 1970년

까지이다. 1954년부터 5년간은 피아노를 비롯해서 음악이론– 화성법, 대위

법 그리고 관현악법까지-등 처음으로 말스베리를 통해 서양의 고전과 낭

만사조에 기초한 음악전문교육을 받게 된다.7) 그러나 차차 한국 전통 양식

을 현대의 음악어법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1962년도의 ‘동아음악

콩쿨’ 입선곡 《목관 5중주 작품4》, 1963년도의 ‘동아음악콩쿨’ 입선곡

《관현악 서곡 낮과 밤 작품5》, 1964년도의 ‘제1회 5․16 민족예술제의 신

인예술상’ 수상곡 《피아노 5중주 작품2》 등이 그 예들로서 12음기법과

동양철학의 음양 대비 개념을 결합시키고자 한 것이다. 즉, 한 음렬에서 음

성적인 것과 양성적인 음렬을 병행시켜 도출되는 음색을 표출하고자 했다.

1967년도의 현악4중주《산원(山苑) 작품1》과《명회(瞑回) 작품7》에서는

자신이 그 동안 준비하여 온 ‘한국화성’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후 1968년도

의《피아노 3중주 작품9》와《클라리넷 5중주 작품13》 그리고 몇 곡의 가

곡과 함께 1969년도의 《교향곡 제1번 작품21》, 1970년도의 《교향시곡

산수화 작품32》 등으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제2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김국진의 ‘한국화성’은 방방곡

곡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민요에서 비롯된 선율의 화성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는 이 선율의 화성화가 새로운 가능성의 첫

걸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 바탕은 평조와 계면조 그리고 아평조의 세

7) 이 시기에 작곡했던 곡들은 대부분 서양어법의 관현악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토벤이나 브람스의 소나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김국진 선생 차녀 김유리와

의 인터뷰,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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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음계이고, 이 화성들을 서양의 7음계에도 적용한다. 평조는 서양화성

의 장조에, 계면조는 단조에 해당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먼저 평조와 계면조음계로부터 화음을 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8)

<악보 1> 평조음계와 평조화음

<악보 2> 계면조음계와 계면화음

위의 악보는 F조성의 조표 위에 평조와 계면조음계로부터 각 화음이 형성

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서양음악은 근음을 바탕으로 하여 음정들이 위로 채

워지지만 그의 이론에서는 중심음 아래로 화성이 쌓여 채워지게 되는 차이

가 있다.9) 즉 평조의 3화음은 중심음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아래로 3도와 4

8) 작곡가 김국진 홈페이지 http://www.kimkukjin.co.kr 의 강의록을 참고하였다.
9) 나운영의 한국화성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중심음 아래로 화성을 쌓은 ‘물구나

무 화성’도 김국진의 화성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홍정수, “나운영의 교회



- 7 -

도를, 계면조의 3화음은 중심음 아래로 2도와 4도를 쌓은 것이다. 이 음들은

사실 각각의 음계로부터 해당하는 음들을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쌓은 형태

인데, 단 중심음을 맨 위의 음으로 잡고 거꾸로 음정 도수를 센 것이다. 그

는 이와 같이 음계와 화성이 한국음악에서는 별개의 것이 아님을 주장한

다. 수직으로 쌓으면 화성이 되고 그것을 펼치면 선율이 된다는 것이다.

민요로부터 채택한 평조와 계면조에 더하여 중국에서 들어와 토착화된

아악의 요소를 평조에 접목시켜 아평조음계와 화음도 제시한다. 아평조화

음은 평조나 계면조화음과 같이 장조나 단조에 근접한 뉘앙스를 주기 보다

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악보 3> 아평조음계와 아평조화음

위의 악보를 보면, 아평조는 위의 평조나 계면조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중심음이 3화음의 중간에 위치하며 위로 2도와 아래로 4도를 갖는 구성인

것을 알 수 있다.10)

음악이 가진 기법적 특징들,” 『음악과 민족』 10(1995), p.159.
10) 김국진의 아평화음, 즉 c․f․g와 같이 완전 4도와 장2도 간격으로 집합된 화음은

‘새야 화현’ 또는 선율일 경우는 새야 음계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구성음들로부터 명칭이 비롯되었다. 홍정수, 위의 글,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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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화음도 제시한다. 이 4화음은 음

네 개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며 서양의 7화음과 구별한 용어이다. 다음은

평조화음으로부터 중심음 아래 7도음(또는 위로 2도음)을 3화음에 추가하

여 만든 4화음으로서 평조와 계면조가 함께 있는 형태를 이룬다.11)

<악보 4> 4화음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화음들을 서양의 7음음계에 적용시키고

기능성의 논리를 부여한다.

<악보 5> 7음음계에 적용한 전통 화음

① 평조

11) 4화음은 계면과 아평화음에서도 동일한 모양을 가진다. 이 외에도 김국진은

화성이론에서 중심음으로부터 9음, 12음, 13음을 첨가한 화성을 제시하고 그것

들의 전위 형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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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면조

➂ 아평조

➃ 4화음

각 화성의 이름은 평조는 “I평/F” 또는 “F평”, 계면조는 “i계면/g”, 또는

“g계면”, 아평조는 “∤아평/F" 또는 ”F아평:“으로 표기하며, 4화음은 평조

를 기준으로 첨가음이 중심음에서 7음 아래의 음이므로 I₇ II₇... 등으로 표

기한다(4화음의 표기는 서양의 7화음과 구별이 필요하다). 계면조에서 소문

자를 쓰는 이유는 단3도의 시작을 하여 단조적인 색채를 띠기 때문이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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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에서 사선을 긋는 것은 평조와의 구분을 위해서이다. 각 화음은 다시

기능적인 주요화음과 보조화음으로 분류되는데, 평조에서 중심음을 기준으

로 하여 단3도와 완전4도의 음정으로 구성된 화음 I, II, IV, V 는 평조의

주요화음, 장2도와 완전4도로 구성된 i, ii, iv, v는 계면조의 주요화음, 장2

도와 완전4도로 구성된 I, II, IV, V, VI는 아평조의 주요화음이며 그 외에

는 보조화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4화음은 앞선 음계들의 화성들에 대치하

여 사용이 가능하며 효과 면에서 더 풍성한 화성감을 주고 있다. 김국진은

그의 화성이론에서 위의 각 화음들을 서양화성에서와 같이 자리바꿈하여

숫자로 표시하고 중복과 생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비화성음에 관한 규정도 2도 혹은 4도가 중심이 되는 전통 우리 화성의

특성에 의하여 서양화성과 달리 3도 혹은 6도 화성이 비화성음이 된다. 따

라서 서양대위법에서 3도와 6도 음정은 세 번까지 4도와 5도 또는 증감음

정은 한번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김국진은 후자를 세 번까

지 허락하되 3도와 6도는 한번으로 정하고 있다.

3. 제3기

제3기는 1971년 부터로서 김국진이 특별히 피아노 작품에 열정을 쏟게

되는 시기이다. 그는 먼저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한국음악을 교육

할 수 있는 ‘한국음악지도협회’를 구상함(1974년에 창립)과 동시에 제2기

때 채보해 둔 민요와 민속음악들을 응용한 어린이 피아노곡집 시리즈를 만

들고 협회를 통하여 꾸준하게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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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우리나라 음악경연대회에서는 서양 작품만을 지정곡으로 정하였

으나 1974년 ‘신아일보사’ 주최 콩쿨에서 처음으로 한국 작곡가의 작품 즉

김국진의 소나티네가 지정곡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음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심

한 질타를 받게 된다.12) 1975년에는《피아노 삼중주 작품84》의 발표회를

앞두고 연주자가 연주를 거부하여 연주회가 취소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페라 등 대규모 작품들을 작곡하기도 하였

는데, 1988년도의 오페라 《B사감과 러브레터 작품133》과 1989년도의 오

페라 《물레방아 도는데 작품140》 등이 그것이다.

4. 제4기

제4기는 1996년부터이며 한국 전통음악의 형식 위주로 작곡하는 시기이

다. 환두와 환입 형식13), 메기고 받는 형식14), 한배에 따른 형식(세틀 형

12) 1972년 김국진은 한국지도협회주관으로 ‘새마을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를 개

최하여 예선 지정곡으로 그의 곡을 포함하여 한국작곡가의 작품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한국의 얼 음악 경연대회’로 개칭되어 2017년까지 47회를 치루었다. 이

외에도 김국진의 작품이 대회의 지정곡으로 제시된 몇몇 콩쿨이 당시에 등장한

다. 이경미, “한국작곡가의 전통음악적 작품을 지정곡으로 사용한 ‘한국의 얼 음

악경연대회’와 ‘세종 음악경연대회’의 고찰을 통한 제언,”『음악교수법연구』

12(2013), pp.75-107.
13) 당악 계통의 음악인 ‘보허자’와 ‘낙양춘’의 원래 형식이다. ABCB의 형식에 해

당하며, ‘미후사’(후단)의 첫 구의 가락은 ‘미전사’(전단) 첫 구의 가락과 다르게

부르는 까닭으로 환두(換頭)라고 이름하고 뒷부분인 미후사에서 미전사와 동일

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환입(還入)이라 한다.
14) 우리 민요(노동요)에 자주 활용되며, ‘메기는 소리’는 ‘앞소리’ 또는 ‘선소리’라

고도 하고 ‘받는 소리’는 여러 사람이 제창하는 소리로 이루어지며 ‘뒷소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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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5), 엮음 형식16) 등이 그것이다. 담시곡에서는 한배에 따른 형식을 시도

하고, 산조는 모음곡과 한배에 따른 형식을 적용하였으며, 소품들에서는 환

두나 환입 형식 등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도 피아노곡이 중심이었지만, 실내악곡과 교향곡 그리고 오페

라까지 다양한 편성의 작품들에서도 한국적인 음악어법을 확고히 하였다.

작품명 자체도 소나티네나 변주곡 등 대신 ‘담시곡’, ‘한국의 소리’, ‘산조’

등의 악곡 명이 나타난다.  

김국진은 2000년도에 음악예술평론가협회에서의 ‘올해의 작곡가상’을,

2003년도에는 ‘부산예술상’ 그리고 2015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주관 공연예술

부문에서 ‘문화상’ 등을 수상하며 꾸준한 음악적인 행보를 계속해 가고 있다.

는 ‘맞는 소리’라고도 한다. 이성천・권덕원, 『국악개론』(서울: 풍남출판사,
1994), p.45.

15) 빠르기나 음악의 구조면에서 악곡 전체가 느림-보통-빠름(만중삭)의 세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회상’이나 ‘산조’에 주로 나타난다.
16) ‘엮음’은 ‘사설’과 같은 뜻으로 반드시 짝 소리를 갖고 있다. 즉, 엮음에 선행하

여 긴 소리를 한 다음, 엮음 소리를 하는데, 구성지게 긴 사설을 한참 엮어 나

가다가 끝에 가서는 원곡을 길게 늘어뜨려 부름으로써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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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국진 피아노 음악의 장르별 개요

900여곡에 달하는 그의 피아노 음악은 소곡, 소나티네, 소나타, 변주곡,

담시곡, 산조, 앙상블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있다(본고의 부록 참조). 장르별

로 대표곡들을 악보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는 분석을

앞두고 담시곡에 관하여도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살펴 볼 장르별 작품들

은 다음과 같다.

<표 2> 김국진의 피아노 음악 개요 목록

장르 작 품

소곡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 중 ‘세마치’

소나티네 소나티네 작품25-1, 1-3악장

소나타 소나타 작품61, 주제(Theme)와 제3변주, 제4변주

변주곡
홍난파 곡을 주제로 한 변주 작품18,

주제(Theme)와 제8변주

야상곡 야상곡 작품47- IV

산조 피아노 산조 제5번,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

소곡이 250여 곡으로 김국진의 피아노 작품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 중급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길거나 복잡한 짜임

새를 가지는 곡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초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16-30

마디 전후 민요풍의 선율과 단순한 반주형으로 구성된 작품들이다. 특징적

으로 모두 제목이 붙어 있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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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소곡 <세마치>17)

위의 악보를 보면, 이 곡은 5음음계를 바탕으로 4마디 단위의 선율 패턴

이 단순한 반주와 어우러지는 2성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7) 김국진, 『한국선율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부산: 유니온악보사, 1971),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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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나티네로 명시된 작품은 모두 74곡18)이며 여기에는 『음악

의 꿈나무 실기교재III』(1991출판)19) 안에 수록된 21곡도 포함된다.

<악보 7-1> <소나티네 작품25-1>20) 제1악장, mm.1-14

18) 작곡가 김국진 홈페이지의 목록에 올라와 있는 소나티네들을 출판된 곡 집에

서 확인하여 개수한 작품 수이다. 모두 소나티네 곡집들로 묶여져 있으나 작품

73의 6곡은 『새로운 피아노 소곡집 제2집』안에 들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21곡은 실기 교재 안에 실려 있다.
19) 김국진이 창립한 한국음악지도협회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도록 편집하여 펴 낸 교재 중 실기교재 제3권을 말한다.
20) 김국진, 『한국피아노 소나티네 I』(부산: 도서출판 해광, 199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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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제2악장, mm.1-4

<악보 7-3> 제3악장, mm.1-10

이 소나티네도 5음음계와 한국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악장은 f의 제1주제와 대조적인 셋 째 줄 p의 제2주제를 가진 소

나타 형식의 곡이지만, 제2악장은 겹세박의 당김음적 민속 리듬을 가진 선

율이 양손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3악장은 제목 자체가 우리의 전통장단인

‘세마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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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는 소나티네에 비하여 각 단락의 길이가 다소 길어지고 구성도 다

양해진다. 1991년 4월에는 <소리모음>이라는 명칭으로 소나타 곡집이 출

판되기도 하는데, 제목 자체에서부터 서양음악과 다른 우리 전통음악의 소

리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음악양식 제4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

(II-4참조).21) 아래 악보의《소나타 작품61》은 1963년 김국진이 민족 작곡

가로 전향한 초기의 작품인데,22) 제1악장은 그의 고향의 <대동강 민요>를

선율로 한 변주곡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된 계면조의 주제와

함께 다양한 리듬, 짜임새, 빠르기, 선법 등이 등장한다.

<악보 8-1> <소나타 작품61>23) 주제(Theme), mm.1-9

21) 김광자, “김국진의 피아노 소나타 op.61의 분석,”(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9.
22) 스승이었던 말스베리로부터 민족작곡가로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요를 연구하며

작곡한 초기 작품 중 하나이다. 김광자, 위의 글, p.6.
23) 김국진,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모음』(부산: 세광출판사, 1983),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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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제3변주, mm.1-2

<악보 8-3> 제4변주 mm.1-5

변주곡은 1976년의 변주곡 집에 수록된 9곡 외에 악보가 확인 되지 않은

<정선 아리랑에 의한 변주곡> 한 곡이 더 있다. 변주곡들은 한국적인 선

율이나 민요의 선율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고 있는데, <홍난파 곡을 주제

로 한 변주 작품18> 은 홍난파의 <금강에 살으리랏다>의 선율을 변주한

것이다.24)

24) 홍난파의 <고향의 봄>을 변주하다보니 너무 서구적인 데 귀결이 되어 중단하

고 이 곡을 택하게 되었다. 김국진, 『피아노 변주곡집』(부산: 고려문예출판사,

1976), 해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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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홍난파 곡을 주제로 한 변주 작품18>25) 주제(Theme),

mm.1-4

<악보 9-2> 제8변주, mm.1-6

위의 악보를 보면, 단순한 테마에 비하여 제 8변주는 오른손의 음계적인

진행 속에 선율이 숨어 있는 장식적 변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에도 박자의 변화, 코랄풍의 변화, 분산화음 형 변화 등 다양한 변주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25) 김국진, 『피아노 변주곡집』(부산: 고려문예출판사, 1976),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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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상곡은 본고에서 분석하게 될 서양의 발라드를 의미하는 담시곡과 마

찬가지로 쇼팽의 음악으로 상징되는 장르이다. 1976년에 출판된 『우리 어

린이 피아노 소곡집』에 4곡의 야상곡 작품 47이 포함되어 있다(부록 참

조). 다음은 이 가운데 마지막 곡이다.

<악보 10> <야상곡> 작품47-IV, mm.1-1026)

위의 악보를 보면, 느슨한 짜임새로 테크닉이 어렵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음음계적 구성음들에서 비롯된 한국적 뉘앙스와

쇼팽의 녹턴을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선율선의 장식적이고 반복적인 패턴

들이 결합되어 있다.

다음으로, 피아노 산조(散調)는 전통 산조의 빠르기와 장단의 변화에 따

른 형식 즉 만중삭 형식에 의한 즉흥적인 성격을 띠는 음악이다. 단 악장

형태이지만 박자와 형식이 다른 몇 부분들이 연결된 유형과 여러 악장들이

26) 김국진, 『우리어린이 피아노 소곡집』(서울: 고려문예출판사, 1976),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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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산조를 이루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김국진이 “산조는 흐트린 음

악이란 뜻으로 선율 자체가 우리의 화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

을 정도로 그의 다른 음악들보다 전통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27) 2016년에 《피아노 산조(散調)》제1, 2곡집으로 출판된 7곡 외에도

10여곡의 미 출판된 산조가 있다.

<악보 11-1> <피아노 산조 제5번>28) 첫 악장(Grave), mm,1-19

27) 변태미,“김국진 피아노 산조 No.Ⅵ에 대한 분석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10.
28) 김국진, 『피아노 산조「散調」제2집』(대구: 포도나무기획, 2016),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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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2> 마지막 악장(Presttissimo), mm.1-20

<악보 11-1>은 앞서 언급한 만중삭 형식에 따른 산조의 시작부분으로

느리고 즉흥성 있는 악장이다. 점차로 빨라져서 <악보 11-2>에서와 같이

단모리나 휘모리의 기교적인 악장으로 마침을 하게 되는데, 악곡의 중간

중간 느리고 즉흥적인 부분이 삽입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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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분석하게 될 담시곡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

도록 하겠다. 1996년에 5곡으로 묶여서 출판된 담시곡 제1번 작품49에서

제5번 작품311까지의 작곡 기간은 마지막 곡의 작곡년도가 1991년으로, 17

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다(각주 4참조).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더욱 심화

되어 음악 양식4기로 이어지는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발라

드와 같은 담시곡이란 의미에서 각 작품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작곡가

의 간략한 설명을 살펴보면 제1번 작품49에서는 아악과 향악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상을 표출하였고, 제2번 작품64는 굿거리장단으로 농민들의 애환

을 표현하였으며 제3번 작품120에서는 산수도(山水圖)를 이미지화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제4번 작품121에서는 만중삭 형식을 현실화한 작품으로 소개

하였고 마지막 “승무”라는 부제가 붙은 제5번 작품311은 시인 조지훈의 시

“승무”를 염두에 둔 작품임을 언급하고 있다.29) 이 외에도 출판되지 않은

2곡의 담시곡은 본고의 부록에 정리하였다.

29) 이순정, 위의 글,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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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담시곡 제1번과 제5번 비교 분석

1. 형식과 조성

김국진의 담시곡 제1번(작품64)과 제5번(작품311)의30) 분석은 형식과 조

성부터 시작한다. 형식에서 두 담시곡의 서양음악적 vs 한국 전통음악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는데, 한국 전통음악적 특징이

란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진행되는 ‘만중삭 형식’을 의미한다.31) 김국

진은 담시곡 제3번에서부터 만중삭 형식을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32)

담시곡 제1번 분석의 경우에도 두 관점을 모두 적용하여 만중삭 형식의 유

무를 확인해 보겠다. 담시곡 제2-4번의 음악적 특징이 제1번과 제5번의 분

석과 이해를 위해 유의미 할 경우에는 그 내용도 각주로 보완하여 참고하

도록 하겠다.

먼저 제1번의 형식과 조성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이후로는 제1번, 제5번으로만 표기한다.
31) ‘세틀 형식’이라고도 하며 빠르기에 따라 느림→보통→빠름의 단계를 거친다.

‘영산회상’이나 ‘산조’에서 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흥’이나 ‘시김새’ 등이 부

분적으로 도입되며 진행된다. 서한범,『국악통론』(서울: 태림출판사. 2016),

p.91; 변태미, 위의 글, pp.30-31.
32) 김국진은 담시곡 제3번을 전통적인 ‘만중삭 형식을 시도한 작품’으로, 제4번은

‘만중삭 형식을 현실화 한 작품’으로 그리고 제5번을 ‘만중삭 형식을 현대화 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이순정, 위의 글,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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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담시곡 제1번 형식

부분
마디

(마디수)
조성 조표

박

자

도입부(판타지풍) 1-10(10)

b♭도리아

(장식적 첨가의
a♮)

♭♭

♭♭

6/8

제시부

제1

주제

부

a1 11-20(10) c에올리아(6도음

부재)→ f믹솔리디아

(mm.17-20)

a2=a1
a2 21-30(10)

경과구 31-37(7)
모호→g도리아

(mm.34)

제2

주제

부

b1 38-46(9) g에올리아

b2=b1b2 47-50(4)

코데타 51-57(7)

a계면음계

(장식적 첨가의

e♭, d♭)

발전부

a와 b요소 활용 58-65(8) g도리아

(장식적 첨가의

b♮, a♭, d♭)
♭♭

위의 변주 66-73(8)

재경과구

(경과구와 유사)
74-85(10)

모호→b♭5음음계

(장식적 첨가의

a♭, f#: mm.81)

재현부

제2

주제

부

b3 86-94(9) g에올리아

(제시부 b1, b2와

거의 동일)

♭♭

♭♭

b4
95-105

(11)

경과구
106-112

(7)
f5음음계

제1주제부(a1과 유사)
112-122

(11)

c에올리아(6도음

부재)→ f도리아

(mm. 1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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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와 함께 도입부와 코다를

갖는 소나타 형식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부는 제1주제와 제2주제

부가 각각 변주를 포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발전부에서도 a요소가 발전

된 후 역시 이것이 다시 변주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제시부에서 주제가 제시

되고 변주되는 것은 쇼팽 발라드 제4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33)

재현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위치를 바꾸어 나타나 형식적으로 대

칭을 이루는데 이것 역시 예외적으로 긴 코다와 함께 쇼팽 발라드 제1번의

구조와 사실상 같다.34)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제1주제부가 선율적인 반면

제2주제부는 오히려 ff와 함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악보16> 참조).

이는 일반적으로 제2주제가 ‘dolce’의 부드러운 선율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33) 발라드 제4번에서는 제시부에서 제1주제부를 중심으로 변주가 나타나며 재현

부에서는 제2주제의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명식, “쇼팽 발라드 분석 연

구”(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p.70.
34) 김태정, “쇼팽의 발라드에 나타나는 혁신적 구조,” 『음악학』 32(2017), p.115;

박서연, “쇼팽발라드에 대한 연구”(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114.

코데타
123-126

(4)
모호

코다

제1

부분

도입부․a․b

요소 활용

127-136

(10)

f도리아

(장식적 첨가의

d♭, a♮,g♭)

반복 확장
137-150

(14)

제2

부분

도입부

요소 활용

150-155

(6)

위의

반복확장

156-16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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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형식에서는 물론이고 쇼팽의 발라드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인

특징이다. 제2주제부의 이런 특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타악기적 장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박자 분석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악보59> 참조).

선법이 폭넓게 적용되어 있는 조성에서는 쇼팽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서구의 조성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서양의 선법이 지

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경과적인 부분(코데타, 재경과구, 발전부 경과구)

에서는 한국적인 5음음계도 미약하나마 등장하고 있다. 제시부는 에올리아

와 믹솔리디아가 지배적인데, 이들은 각각 단조와 장조에 매우 흡사한 뉘

앙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단조에서 크게 멀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느낄 수 있다. 조표에 있어서도 실제 장․

단조 조성과 크게 관련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부에서의 제1주제부

와 제2주제부는 소나타 형식에서의 전형적인 5도 관계의 조성 대신 중심이

f와 g의 2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발전부에서는 도입부에 이어 도리아가 다시 등장하는데, 제시부와는 구

별되지만 역시 단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재현부에서는 제2주제부가 제

시부에서와 같은 조성으로 먼저 나타나지만, 뒤이은 제1주제부는 제시부의

f믹솔리디아 대신 f도리아로 되어 있다. 즉, 두 주제가 모두 단조적 뉘앙스

를 갖게 되는데, 재현부에서의 전형적인 조성적 통일 개념에 접근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코다 역시 같은 조성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담시곡 제1번의 소나타형식과 빠르기가 변하는 만중삭 형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부분들의 크기와 템포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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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담시곡 제1번 각 부분의 마디수와 템포 변화

부분 마디수 조표 템포

도입부 10

♭♭♭♭

Largo

제시부
(47)

제1주제부 20 Allegro Moderato

경과구 7 accel→ rit

제2주제부 13 piu mosso

코데타 7 /

발전부
(26)

발전부 16
♭♭ /

재경과구 10

재현부
(42)

제2주제부 20

♭♭♭♭

piu mosso

경과구 7 /

제1주제부 11 Allegro Moderato

코데타 4 /

코다(41) 41
piu mosso-
piu lento

위의 표를 보면 여러 측면에서 대칭적 구조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짧

은 발전부(26마디) 양쪽으로 제시부와 재현부가 각각 40여 마디로 되어 있

고, 조표나 템포도 역시 대칭적이다. 만중삭 형식에서는 무엇보다도 템포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

는 대칭적인 템포는 만중삭 형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담시곡 제5번은 작곡 시기적으로 음악양식 제4기에 가장 가까우며 “승

무”라는 표제까지 붙어 있어 한국전통음악요소의 증대를 암시한다. 다음은

담시곡 제5번의 소나타 형식적 구조를 템포변화에 따른 만중삭 형식의 틀

과 함께 정리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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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담시곡 제5번 형식

부분
마디

(마디수)
조성(중심음) 템포변화 조표 박자

도입부

(판타지풍)

1-13

(13)

g프리지아→
f(mm.11-13)
(장식적 첨가의

d♭)

만

Andante con

maestoso

/
4/4↔

3/4

제시

부

제

1

주

제

부

A1

a1
14-44

(31)

f에올리아

중

Ballade

(굿거리

장단으로)

♭♭

♭♭ 6/8

a2

a3

A2 a4
45-59

(15)

제

2

주

제

부

B1 59-66(8)
(중사)

piu lento

↔a tempo

B2 66-73(8)
c에올리아

(mm.,69)

코데타 73-77(5) c프리지아

발전

부

A1 요소 활용
77-121

(45)

f에올리아

(6도음 부재

:mm.95)

중

Animato,

un poco

sostenuto

B1 요소 활용

122-130

(9)
f에올리아

(중사)

Tempo di

Rubato

재현

부

제1주제부

(a4와 유사)

131-144

(14)
f에올리아

중

a tempo

제2주제부

(B1 요소

활용)

144-166

(23)

f에올리아:

mm.144)→

b♭에올리아

(mm.146)→

g에올리아

(mm.148)

(중사)

piu lento

↔a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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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제1번과 공통점 및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통점

으로는 도입부와 코다를 가진 소나타 형식 구조, 제1․2주제의 세부적인 변주

진행, 발전부에서의 주제부들의 활용, 선법의 지배적 사용, 제시부와 재현부

의 동일한 조성,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조성관계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차이점은 선법에서 흔치 않은 프리지아의 비중 있는 사용, 주제 순서대

로의 재현, 민요적인 성격의 제1주제와 느린 템포로 시작하는 레치타티보

적인 제2주제의 즉흥적인 성격, 만중삭에 해당하는 템포 변화, 빈번한 ‘중

사’의 삽입, 코다의 매우 예외적인 확대(제1번의 41마디 vs 제5번의 97마

디) 등이다.

도입부의

확장․변주
167-212

(45)

g프리지아

(mm.190)

(중사)

meno mosso

(mm.167

-207)

/

삭

prestissimo

(mm.208

-261)

2/4

코다

제1부분

(a1-a3 요소

활용)

213-261

(49)
f에올리아

♭♭

♭♭

제2부분

(B1 요소

활용)

262-282

(21)

g에올리아

(mm.265)

→f에올리아

(2도음 부재:

mm.270)→

f프리지아

(mm.278)

(중사)

piu lento

↔presto

(mm.262

-282)

6/8↔

2/4

제3부분

(a1 요소 활용)

283-309

(27)
f에올리아

삭

presttissim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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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법은 단조적인 것 일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곡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심이 f와 g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언급한 차이점들은

모두 만중삭 형식과 관련이 있다. 먼저 템포의 변화가 그것이다.

위 도표에 나타나 있는, Andante con maestoso의 느린 도입부가 만중삭

의 ‘만’ 에 해당된다. ‘중’ 의 시작 부분인 마디14에서는 담시곡으로는 처음

으로 국악용어인 ‘굿거리 장단으로’ 라는 빠르기말이 명시되어 있다. 굿거

리장단은 일반적으로 M.M ♩= 60-72, 즉 Andante와 Moderato의 중간

정도 빠르기로서35) 만중삭 형식의 중에 해당된다. 이 후의 진행은 이런 템

포 중간 중간에 변화가 많은 중사(中詞)가 네 번 삽입되어 있다. 중사는 우

리나라의 전통 국악에서는 정착된 적이 없는 용어이다. 그러나 김국진은

그의 음악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테르메

조’(Intermezzo)와 같은 성격으로서, 곡의 진행 중에 나타나는 느리고 여유

로운 템포와 자유스런 표현이 요구되는 즉흥성이 강한 부분을 의미한다.36)

김국진의 피아노 산조와 같은 전통적인 장르의 악곡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고 있다.37) 특히 담시곡 제5번에서 나타나는 중사의 유형은 세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제2주제가 piu lento와 굿거리 장단

사이를 오가는 즉흥적인 뉘앙스로 중사적인 진행을 맡고 있다. 두 번째 유

형은 발전부 마디 122-130에서 나타나는 주제 단편들이 활용된 중사인데,

이 경우는 ‘루바토 템포’(Tempo di Rubato)가 즉흥성을 암시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재현부 끝부분의 마디 167-207에서 도입부를 자유롭게 확장

35) 이성천 외, 위의 글, p.98.
36) 김승희, “김국진 피아노 음악연구-발라드 승무를 중심으로,”(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pp.31-32; 변태미, 위의 글, p.38.
37) 김국진, 『피아노 산조』 (부산: 포도나무기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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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하는 부분으로서 템포는 도입부 원래의 “Andante con maestoso” 대신

‘바로 앞부분 보다 느리게’(meno mosso)로 지시되어 만에서 삭으로 가는

기본 진행을 크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 덧붙여, 전통음악에서도 전형적으

로 삭 앞에 도입부가 활용된 즉흥적인 부분이 흔히 등장하며, 담시곡 제3

번과 제4번도 역시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단 제5번에서는 매우 예외적

인 길이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입부 13마디⁚ 도입부가 확장․변

주된 중사 45마디).

이와 같은 제2도입부의 등장 후에 가장 빠른 템포인 ‘prestissimo’ 로 나

타나는 ‘삭’은 코다의 제1부분과 제3부분에 해당되는데, 제1부분에서 본격

적인 시작을 앞두고 예비적으로 5마디의 단선율 가락이 단모리/휘모리 장

단인 2/4박자로의 변화와 함께 극적인 신명 또는 전통적인 흥을 드러낸다

(장단에 관하여서는 박자 분석에서 논의한다).

예외적인 길이로 확대된 코다(97마디)는 그 자체가 다시 삭-중사-삭의

세 부분으로 세분화된다. 코다 제2부분인 중사에서는 제2주제부분이 활용

되며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례적인 비중의 코다와 중사의 횟

수38) 그리고 중사의 소재로서 제2주제부가 전통적인 성격으로 대체되어 활

용된 점 등은 그의 담시곡 가운데 제5번이 유일한 것이며 만중삭 형식을

소나타 형식과 결합시킨 새로운 역사적인 예를 보여준다.

38) 담시곡 제2-4번에서 코다의 마디수(전체 마디수)는 각각 135(391), 31(190),

30(250)마디이고, 중사는 각각 2번, 2번, 3번씩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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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선율과 모티브

주제선율과 모티브에서도 담시곡 제5번에서 한국적 특징이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담시곡 제1번에서부터 악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

겠다. 다음은 도입부이다.

<악보 12> 담시곡 제1번 도입부, mm.1-10

¡: 중심음; ¨: 부차적 중심음; ⬇: 변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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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담시곡 제1번의 10마디 도입부는 즉흥적 뉘앙스의 3

옥타브에 걸친 상행 아르페지오의 장식적 진행으로 시작된다. 이 후의 진

행은 순차 하행과 분산화음, 그리고 아르페지오 형태의 혼합진행이 판타지

풍으로 이어진다.

구성음들은 도입부 첫 마디에 나타난 아르페지오와 코드의 음들을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다.39) 전체적으로는 V도음인 f(악보에 ¡으로 표기)가 중

심음으로 강조되다가 으뜸음인 b♭(악보에 ¨으로 표기)으로 끝맺고 있다.

마디4-7에서는 a♮이 도입부 선법인 도리아 음계 외의 변화음으로 등장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g♭(악보에 a♮과 함께 ⬇으로 표기)은 단2도 관

계인 f음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장식음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다. g♭-f의

반음 선율은 담시곡 제1번에서 코다부분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도입부는 즉흥적 판타지 풍이지만, 이후 곡의 구조적 특징의 바탕을 이루

는 중요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제1주제부의 a1과 a2의 시작부분이다.

39) 김국진은 화음을 흩으면 선율이 됨을 강조하였다(본고의 II-2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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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1번 제1주제부 a1과 a2의 시작부분, mm.10-25

¡: M 1; ▢: M 2; ⃞: M2의 일부

위의 악보를 보면 제1주제부는 2개의 모티브(M1과 M2)와 그 변형들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율보다는 모티브 위주의

진행이다. 그리고 이 모티브들은 도입부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먼저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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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첫 화음은 도입부의 시작 화음을 두 옥타브 아래로 내린 것이다. 또한

모티브 M2를 시작하는 ‘f-g’ 진행은 도입부의 첫 최고음(f''')과 마지막 최고

음(g''')이기도 한 데, 이 두 음을 두 옥타브 아래로 이동하여 연결한 형태

이다. 즉 도입부는 이 두 긴 최고음 사이의 즉흥적인 판타지이고, 두 음정

은 도입부 이후 진행의 뼈대 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담시곡 제1번

의 제1주제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티브들은 제2주제부, 발전부, 코다 등

각 부분에서 활용되며 전체를 지배한다. 모티브 M1은 도입부의 마지막 음

인 b♭과 제시부의 첫 음인 f 사이의 완전5도 도약 진행인데, 이 5도 도약

음정은 도입부 아르페지오의 첫 두 음 f와 c에서 나타났던 것이기도 하다.

완전5도 도약의 모티브 M1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변형된 유형으로 나타

나고 있다. 완전 5도 사이에 추가적으로 삽입되는 음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먼저 순차진행 후 도약하거나 도약진행 후 순차 진행한다(김국진의 한

국화성에서 ‘아평조’ 음계/화음인데, 본고의 ‘음계와 화성’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악보 14> 제1번 M1의 유형, mm.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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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M2는 2도 상행 후 다시 2도 하행으로 돌아오는 아치 형태를 이

루는데, 그 음정이 확대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악보 15> 제1번 M2의 유형, mm.11, 12

a1의 변주인 a2는 오른손에서만 주로 ‘장식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40) 32분음표 혹은 삼연음부 등의 리듬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악보13>

참조).

제2주제부도 모티브를 바탕으로 하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1주제

부에 대해 양손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호모포니적으로 진행된다.

40) 고전파 시대 때 많이 사용된 변주곡 형식으로 음형(音型) 변주곡이라고도 하

며, 주제의 성격을 비교적 지켜나가면서 리듬, 주법, 조성, 박자, 템포 등을 바

꾸는 변주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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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제1번 제2주제부 b1, mm.38-46

위의 악보를 보면, M2의 변형이 지배적이며, 양손의 진행이 같은 리듬으

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f 악상기호 및 악센트들과 함께 강력한 타악

기적 뉘앙스가 느껴진다(<악보60>참조). b2는 b1이 단축된 길이로 동일하

게 진행되다가 뒷부분에서 화음과 리듬이 약간 달라지는 정도로 유사하다.

발전부에서는 M1과 M2가 모두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시작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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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1번 발전부 시작부분, mm.56-73

위의 악보를 보면 M1이 역행되거나 음정이 약간 변형된 M1과 M2의 유

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디62의 M2는 5도로 확장된 아치형이

다. 8마디 진행이 바로 변주되는데, 역시 장식변주에 속한다. 위의 악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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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69-71을 보면, 마디61-63과 윤곽은 같고, 단지 화려한 7연음부가 첨가

되며 화음이 한 옥타브 위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현부로 이어지는 재경과구는 매우 화려하고 즉흥적인 뉘앙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악보 18> 제1번 재경과구, mm.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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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M1이 지배적인 가운데 매우 긴 16분음표와 32분음표

의 패시지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국진은 자신의 카덴차적인 연음

부나 아르페지오들을 연주할 때, 서구적인 기교 과시 보다는 한음 한음을

의미 있게 표현적으로 연주할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41) 이 재경과구에서

의 진행도 이러한 지시를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경과구나 코데타도

이런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재현부는 제2주제부가 먼저 등장한 다음 제1주제부가 이어서 나타나지

만, 음악적 진행 자체는 제시부와 거의 유사하고 조성도 동일하다.

마디 127부터 나타나는 코다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1부분에서는

M1과 M2가 혼합되며 절정에 이르고, 제2부분에서 느린 도입부를 연상시

키는 진행으로 마무리 된다.

41) 김승희, 위의 글,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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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제1번 코다 제1부분, mm.126-137

위의 악보를 보면, 앞부분들보다 짜임새가 더 두터워져 음향이 거의 관

현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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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37-150에서는 코다 제1부분의 변주반복이 이루어지는데, 마디

145-150까지 새로운 6마디가 첨가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도입부 이후

처음으로 g♭음이 재등장하는데, 단 도입부에서의 2도 하행(g♭⟶ f) 대신
9도 하행으로 음역이 넓어져 있다.

<악보 20> 제1번 코다의 g♭⟶f, mm.148-149

위의 악보를 보면, 장식음으로서의 g♭이 한 옥타브 아래의 f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식적 진행은 서양음악에서는 흔치 않지만, 쇼

팽 발라드 제1번의 코다에서도 매우 유사한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 21> 쇼팽 발라드 제1번, mm.240-241

제1번 코다의 제2부분에서는 도입부의 하행하는 아르페지오 요소가 주도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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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제1번 코다 제2부분, mm.153-167

위의 악보를 보면, 도입부에서의 순차 하행과 분산화음 그리고 아르페지오의

혼합진행과 g♭-f의 장식적 반음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담시곡 제5번이 제1번과 크게 다른 점은 모티브뿐만 아니라 짧기는 하지

만 선율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점은 도입부에서부터 나타나는

모티브가 역시 전체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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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의 악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3> 제5번 도입부, m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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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1

위의 악보를 보면 즉흥적인 아르페지오와 분산화음들의 혼합된 형태가

제1번에서와 같이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디7에서는 첫 부분이

4도 위로 올라가며 반복되고, 마디10에서는 거의 카덴차 풍으로 확대된다.

장식적인 반음 진행들도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d♭을 제외하고는 음계 구

성음들이다. 중요한 화음을 암시하는 의미를 담은 아르페지오 또한 제1번

의 두 번과는 달리 일곱 번으로 확대되고 있다(아르페지오에 관하여는

IV-5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번의 박자 변화

가 단일 박자인 제1번과 큰 대조를 이룬다. 도입부 중간의 3/4박자 부분은

‘dolce’와 함께 앞뒤의 4/4박자 부분과는 분위기가 다른데, 같은 베이스가 한

마디 단위로 반복되며 약간의 변주가 이루어지는 단순한 진행으로 되어 있다.

즉, 제1번처럼 즉흥적인 뉘앙스가 강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형식적 틀이

명료하다. 마디10까지는 중심음의 이동이 없으나 마디11 이후에 f로 중심음의

이동이 나타나는 점도 제1번과의 차이점이다.

도입부의 시작으로 등장하는 3도와 2도 음정, 그리고 이것들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 4도 도약 모티브 M1(악보에 ¡으로 표시: 김국진의 계면조 음계/화음)

은 도입부에서 뿐 만 아니라 제1, 제2주제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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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시부 A의 a1과 a2의 시작부분이다.

<악보 24> 제5번 제1주제부 a1과 a2의 시작부분, mm.13-31

¡: M 1; ▢: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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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제1주제부 a1의 첫 진행이 바로 앞의 도입부 종지 진

행을 역행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도입부의 모티브 M1도 이 부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모티브 M2와 함께 전체 진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징적으

로 M1과 M2가 혼합된 마디18-19의 오른손부에서는 아치형의 선율이, 마디

22-23의 M2로 연결된 부분에서는 태극형(ꁋ)의 선율이 나타나고 있다(김국

진은 그의 작품에 태극무늬와 같은 형상을 모티브나 선율로 활용하고 있음

을 밝힌 바 있다).42) 마디16-19의 부분이 마디20-23에서 바로 변주의 방식

으로 반복되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a1 자체 내에서도 변주

가 이루어지고 있다. a2는 a1과 달리 선율이 왼손 상성부에 있고, 오른손 반

주부는 장식음형이 첨가되며 일부 리듬이 더 세분화 되어 있다. 아치형과 태

극형의 선율도 a1에서와 달리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어 진

행되는 a3와 a4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42) 남은경, “김국진의 피아노 음악,”(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2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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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제5번 제1주제부 a3와 a4, mm.36-54

a3에서는 a2의 왼손 선율이 오른손의 옥타브로 올라가고 왼손 반주리듬

이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a4부분은 a2나 a3보다 다

시 a1과 더 유사하다. 단, 민요적 선율이 다시 왼손으로 가고 리듬이 균등

한 16분음표로 변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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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부는 다음과 같다.

<악보 26> 제5번 제2주제부, mm.59-76

위의 악보를 보면 제2주제부도 제1주제 중 연타(M2)와 4도 도약 모티브

(M1)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2는 단순히 b1이 4도 위로 이

동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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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중사로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piu lento(더욱 느리게)의 템포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IV-1 <표 5>참조). 제2주제부의 piu lento부분은

a tempo부분과 교대로 나타나며 제1주제부와 대조를 이루는 즉흥적이고

레치타티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코데타에서도 오른손은

M2, 왼손은 M1의 진행이 주를 이룬다(연속되는 연타는 강한 타악기적 뉘

앙스를 준다).

발전부는 제1주제나 제2주제에서와 같이 지배적인 두 개의 모티브(4도

도약과 연타)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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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제5번 발전부, mm.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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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는 모티브들의 모방기법적 진행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왼손에서 시

작되는 순차 3도 하행을 포함하는 M1유형의 변형들이 모방의 주제가 되고 있고,

마디 83부터는 M2유형이 펼친 화음형의 왼손 반주와 함께 역시 모방 진행을 주

도하고 있다. 마디94부터는 연타음(M2)이 주로 나타난다.

재현부에서는 담시곡 제1번과 달리 제1주제부가 먼저 재현되며 제2주제도

길이만 축소되는 형태로 거의 동일하게 재현된다. 그러나 재현부 앞뒤에 붙어

있는 특징적인 두 개의 중사가 즉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앞부분의 중사는

다음과 같다.

<악보 28> 제5번 중사, mm.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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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앞에서 나타났던 진행들의 단편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Tempo di Rubato와 페르마타에 더하여 더 길게 연주하라는 “Lunga"(길게) 등

이 즉흥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재현부 뒷부분의 중사는 도입부가 변주된

부분으로서 비교를 위하여 도입부에 해당하는 마디를 ( )안에 표시하였다. 아

래는 도입부 확장․변주부분인 중사의 악보이다.

<악보 29> 제5번 도입부 확장․변주부분-중사, mm.1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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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도입부에서의 4도 도약 모티브(M1) 대신 연타음 모티

브(M2)가 도입부에서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 아르페지오와

분산화음이 혼합된 흐름의 경우는 도입부와 같은 상․하행의 틀을 유지하

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M1과 M2모티브유형과 다른 음정들이 추가되며

확장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디182-207의 26마디는 원래 마디

10-13의 4마디가 확장 변주된 부분으로서 가장 확장의 폭이 크며 즉흥적

인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곡에서 가장 빠른 ‘삭’은 코다의 제1부분과 제3부분으로서 presttissimo의

명시와 2/4박자 변화와 함께 5마디 전주와 같은 악절로 시작된다. 코다의

3부분은 삭-중사-삭의 세 부분과 부합하며 첫 번째 삭인 코다 제1부분은

a1-a3부분의 변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코다의 제1부분으로서 변주

되는 부분과 해당 마디를 (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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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제5번 코다 제1부분, mm.20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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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M1과 M2유형과 함께 태극형 선율의 모티브적 진행이

오른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4의 박자 변화로 전통적인 단모

리/휘모리장단에 의한 극적인 신명을 표현하고 있다(본고의 장단 분석 참

조). 제시부에서와 같이 오른손에서 왼손,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주 선율

이 옮겨가며, 삼연음부로 세분화된 반주와 함께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디 245부터 앞부분보다 단축된 길이(32마디에서 17마디)로 반복된다.

코다 제2부분은 제2주제부분을 활용한 마지막 중사로서 두 ‘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은 이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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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5번 코다 제2부분-마지막 중사, mm.259-274

위의 악보를 보면 제시부 B1과 B2에서보다 5도 위의 음들로 시작되고,

‘a tempo’였던 부분들이 ‘presto’의 빠르기와 2/4박자로 변화되며 변주되고

있음을 불 수 있다(<악보26> 참조). 아래는 코다 제3부분의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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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제5번 코다 제3부분, mm.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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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박자는 코다 제1부분과 같이 2/4박자이며

삼연음부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디283-291의 9마디가 6마디 동안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코다 제1부분에서 앞부분을 반복한 것과 같

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M1과 M2유형이 오른손과 왼손에

서 집약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며 변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왼손에서의 M1



- 64 -

모티브의 연속적 반복을 통해 극적인 분위기가 상승된 후(이러한 동일한

음정의 반복 자체는 제1번의 종지부분(<악보22>참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M2의 연타와 함께 타악기적인 가장 큰 절정

에 다다른다. 마지막 종지부분에서도 태극형의 선율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담시곡 제5번에서의 선율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모티브들의 연결로 인하

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율이 형성되고 있다. 다음은 그 예들을 보여준다.

<악보 33> 제5번, 확장된 아치형과 태극형 선율의 예

➀ 아치형 선율, mm.18-19, 29-31, 85-88

➁ 태극형 선율, mm.34-35, 129, 302-309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이들은 끝부분에서 하행인지 상행인지에 따라 나

누어지는데, 하행형은 아치형, 상행형은 김국진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

고 있는 태극형의 선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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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계와 화성

음계와 화성은 서양이론의 경우에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김국진의 이론에서는 전통 음계의 구성음들이 수직으로 모인 음향을 화음

으로 간주한다(본고의 II-2 참조). 따라서 이런 측면에 대한 고찰도 우리

전통음악의 비중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럼 형식에서의 주요 부

분들을 중심으로 담시곡 제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형식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담시곡 제1번의 음계들을 정리하여 보

고 악곡에서 나타나는 화성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담시곡 제1번 음계

부분
번
호

음계 비고

도입부 1
b♭도리아

(장식적 첨가의
a♮)

제
시
부

제1주제
부

2
c에올리아
(6도음 부재)

3
f믹솔리디아
(mm. 17-20)

경과구 4 모호→g도리아

제2주제
부

5 g에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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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담시곡 제1번에서는 9가지의 음계들이 나타난다. 주요부분

들을 이루고 있는 음계는 에올리아, 도리아 등 선법이 주도적이며 특히 에

올리아 선법이 가장 두드러진다.

코데타 6
a계면음계

(장식적 첨가의
e♭,d♭)

발
전
부

a, b요소

활용과

변주

7 4와 동일
g도리아

(장식적 첨가의

b♮, a♭, d♭)

재경과구 8

모호→b♭5음
음계

(장식적 첨가의
a♭, f#)

재
현
부

제2주제
부

9 5와 동일 g에올리아

경과구 10 f5음음계

제1주제
부

11 2와 동일
c에올리아
(6도음 부재)

12
f도리아

(mm. 116-122)

코데타 13 / 모호

코
다

제1, 2
부분

14 12와 동일
f도리아

(장식적 첨가의
d♭,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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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와 재현부에서 변화 없이 나타나는 제2주제부와 달리 제1주제부는

c에올리아에서 f믹솔리디아로 음계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재현부에

서 다시 f도리아로 변화가 나타나므로 선법의 사용과 함께 소나타 형식에

서의 전형적인 특징(I-V 관계)과는 무관하다. 덧붙여 제1주제부 c에올리아

에는 6도 음정이 부재하여 5음음계와의 중간적인 뉘앙스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다른 부분에서의 5음음계는 경과구와 코데타들에서 때로는 조

성적으로 모호한 부분과 함께 나타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럼 이제 제

1번의 화성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번의 도입부는 복합적인 화성감을 주는 화음들로 시작되고 있다. 온

전한 형태의 3화음이 나타나지 않고 서양음악에서 부가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2도와 4도음들로 인하여 불협화적인 뉘앙스를 주는 듯하나, 주 조성

의 딸림음(F음)이 베이스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성에서는 제1번

부터 그의 화성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악보 34> 제1번 도입부 시작 화음, mm.1

위의 악보에서 마디1을 보면, B♭음이 중심음인 아평화음(c․ b♭․f ),

E♭ 중심의 평화음( e♭․c․ b♭), 그리고 왼손의 f 와 c음이 오른손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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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어울려 f계면화음이 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김국진의 3가지 기본

화음 중에 평과 계면화음의 중심음은 맨 윗 음, 아평화음은 가운데 음: 본

고의 II-2 부분 참조). 이들은 선율 분석에서 살펴 본 5도와 4도 도약의 선

율들이 화음 형으로 전환된 형태이기도 하다. 기능화성적으로 보면, B♭:

I(B♭아평화음), IV(E♭아평화음), V(f계면화음) 화음들이 거의 동시에 쌓

아져 있는 것이다. 김국진은 이와 같이 다양한 화음들의 동시적인 울림을

한국음악에서의 ‘모노모드’(Monomode)적인 특성이라 언급하고 있으며,43)

담시곡의 화성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악보에서와 같이 연

접한 선율에서도 다양한 화음들의 울림이 중첩되고 있다. 각 화음들을 단

위로 하여 묶어서 표시해 놓았는데, 마지막 7개의 음은 모두 E♭아평화음

에 속하는 것들이다.

<악보 35> 제1번 도입부 복합화음, mm.10

아래의 악보에서는 도입부에서의 복합적인 화성을 보여준다.

43) 한국적인 음악이 가지는 모노모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김국진은 사실 계면조

나 평조 등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생각한다. 김광자, 위의 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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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제1번 도입부 화음, mm.5-8

위의 악보를 보면 마디 5에서는 변화음 a♮은 c, e♭, g♭ 등과 더불어

B♭의 감7화음이(f음 제외), 마디7에서는 전위된 부속화음이 나타나지만

기능적으로 불완전한, 각각 B♭과 F아평, 그리고 E♭아평과 f계면 화음 등

의 혼합적인 전통화음으로 대체되어 해결되고 있다. 전통화음 뿐 아니라

서양적인 화음과의 복합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제시부 시작부분의 화음들을 보여준다.

<악보 37> 제1번 제1주제부 시작 부분 화음, mm.10-13.

위의 악보를 보면 B♭아평, E♭평화음, 내적으로는 f계면화음(f․e♭․c)

등 조 중심의 변화와 상관없이 도입부 시작부분에서와 동일한 종류의 화음

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디11에서는 E♭3화음, 그리고 마디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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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c중심에서 Ⅲ-V의 3화음 진행이 왼손의 전통 화음과 혼합되고 있다.

a1의 변주인 a2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음은 a2의 마지막과 경과구 일부에

서의 화음들을 보여준다.

<악보 38> 제1번 a2의 마지막과 경과구 화음, mm.30-31, 33-34, 36-37

a2의 마지막 마디인 마디30은 대비되는 마디20에서의(<악보13>참조) V₇
/B♭화음 대신 음계 외의 음인 f#의 출현으로 인하여 F#감7화음이 등장한

다. 이를 시작으로 경과구에서 연속되는 7화음들은 기능성과는 거리가 있

다.44) 마디34부터는 g도리아로 변화가 나타나며 마디36에서는 악보에서와

44) 김국진은 부속화음, 7화음 등을 통해 음색을 확장시키고 긴장감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불협화적인 요소를 더욱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연자, “김국진의

한국적 음악과 새로운 음악교육의 모색”(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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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오른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화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같은

중심음 g에올리아에 바탕을 둔 제2주제부 시작부분의 주요 화성을 보여준다.

<악보 39> 제1번 제2주제부 화음, mm.38-39

위의 악보를 보면 제2주제에서는 계면화음들이 새로운 화음적 바탕으로

나타나며, E♭평화음은 앞부분과 동일하다. 또한 왼손에서는 전통화음이,

오른손에서는 전음계적인(g-minor) 성격으로 양립하여 제1주제에서 이중

적으로 나타났던 음계감이 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성에서는

4도 병행(d-g, e♭-a, f-b♭)과 2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복합적이고

현대적인 화성이 생성되기도 한다.

다음은 처음으로 5음음계인 a계면조가 바탕이 되고 있는 제시부 코데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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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제1번 코데타 화음, mm.51-54

위의 악보를 보면 앞서 나타났던 아평화음들과 새롭게 등장한 a계면화음

이 복합적인 화음감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음계외의 e♭과 d

♭음(악보에서 ⇩으로 표시)으로 인하여 장식적인 반음이 나타나는 마디와

교대되고 있다.

발전부에서는 다시 제시부 경과구의 g도리아가 바탕을 이룬다. 다음은

그 악보이다.

<악보 41> 제1번 발전부 화음, mm.58-62

위의 악보를 보면 C아평과 G아평화음을 중심으로 동일한 음계를 바탕으

로 한 제시부의 경과구와 유사한 화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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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60에서는 음계외의 b♮과 a♭음으로 인하여 하행하는 반음계의 일부

가 나타나고 있다.

재경과구에서도 화성들이 비기능적으로 등장한다. 다음은 그 악보이다.

<악보 42> 제1번 재경과구 화음, mm.75-79

마디74-80에서의 조성적인 모호함은 서양 7화음들의 비기능적인 진행에

서 비롯된다. 부속화음에서 시작하여 근음들이 점차 하행한 후 반음 위로

진행하는 비기능적인 7화음들은 현대적 화성감으로 음색을 확장시키고 긴

장감을 상승시켜서 제2주제부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베이스의 진행에서

는 부속화음의 해결을 암시하는 4도 도약(a-d, c-f)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마디75에서는 D아평화음(e․d․a)이 V₇/D의 대리적인 기능을 하고 있

다.45) 앞서 제2주제부에서의 마디46-47, 발전부의 마디63-65, 코다의 마디

128-129 (<악보44> 참조)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마디 76-77의

왼손에서는 서양화성의 구성음들이 전통화음들로도 전개되고 있어서 이중

해석이 가능하다.

45) 7화음은 두 전통화음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예로서 마디 77에서의 C₇화음도
전통적인 c계면화음(c-b♭-g)과 E♭평화음(e♭-c-b♭)의 혼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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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과구 마디81에서부터는 b♭5음음계로(장조 뉘앙스의 궁조)46) 전환이

나타난다. 다음은 그 악보이다.

<악보 43> 제1번 재경과구 화음, mm.83-85

위의 악보를 보면 왼손에서 시작된 분산화음이 오른손으로 이어지고 있

는데, 마디84에서는 c계면, B♭평, g계면, F평 등의 화음이 차례로 나타나

며 마디85까지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마디83 오른손과 마디84 왼손의 g계

면과 B♭평화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음은 서양 G의 반감7화음에 해당

하여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a♭과 f#은 음계 외의 음으로서 장식

적인 반음을 형성하고 있다.

재현부의 제2주제부는 근본적으로 제시부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뒤이은 재

현부의 제1주제부도 거의 마찬가지이나, 끝부분에서 a♭의 첨가로 제시부 f믹

솔리디아에서 f도리아로의 음계 변화가 나타난다. 다음은 이것을 보여준다.

46) 5음들 간의 간격이 2, 2, 3, 2도로서 중국의 선법인 궁조의 조직을 보여준다.

서한범, 위의 글,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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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제1번 재현부 제1주제부 화음, mm.120-122

위의 악보에서 보면 마디122의 a♭음정으로 인한 음계의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또한 a1과 a2의 대비되는 부분에서 각각 V₇/B♭(<악보12>참조),
F#감7화성(<악보36>참조)였던 것과 달리 B♭아평, A♭평, f계면화음 등의

복합적인 전통화음들로 대체되고 있어서 제1번에서 화성적 분화가 가장 활

발한 지점이 되고 있다.

재현부의 코데타에서는 앞서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던 다양한 7화음, 9화음, 음송이(Tone Cluster)47) 등 현대적인 화성들이 B

♭아평, f계면, E♭아평, B♭평화음 등 전통적 화음들과 함께 이중적인 화

음감을 이루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음은 f도리아를 바탕으로 한 코다에서의 화성을 보여준다.

47) 마디122에서는 f-a♭-c-e♭의 반감7화음, 마디123에서는 g음이 첨가된 F9화음

(a♭생략), 마디124에서는 음정들이 중첩된 음송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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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제1번 코다 제1부분 화음, mm.127-129

위의 악보를 보면 E♭아평, B♭아평, f계면화음 등 도입부와 제1주제부

와 유사한 화음의 구성이 재등장한다. 마디128에서는 g계면화음이 C : i을

예비하는 V₇/C의 대리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은 코다 제1부분에서 음계 외 음과 화성을 보여준다.

<악보 46> 제1번 코다 제1부분 변화음, mm.131-132

위의 악보에서는 전통화성적인 오른손과 달리 왼손에서는 음계 외의 a♮

로 인하여 F3화음을 순간적으로 이루며 색채감을 더하고 있다(마디141에

서도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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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다의 마지막부분의 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47> 제1번 코다 마지막부분 화음, mm.154-157, 161-164, 166-167

위의 악보에서도, 음계 외의 d♭이 추가되며 5도 관계인 b♭과 e♭ 그리

고 3화음과 전통화음의 대비와 반복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

지막 코드인 E♭아평화음은 종지감을 증폭시키는 최상성의 g♭-f48) 와 함

께 도입부 시작으로부터 담시곡 제1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중심 요소가

되고 있다.

담시곡 제5번의 음계와 화성 분석을 위하여서도 제1번에서와 같이 음계

를 정리하여 보았다.

48) 코다에서 음계 외 음으로 재등장하는 g♭은 f와 반음을 이루며, 웃으뜸음에

♭을 붙인 음으로서 서양의 N.6의 대리적인 역할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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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담시곡 제5번 음계

부분
번
호

음계

도입부 1
g프리지아→
f (장식적
첨가의 d♭)

제
시
부

제1주제부 2 f에올리아

제2주제부

3 위와 동일 f에올리아

4
c에올리아
(mm.69)

코데타 5 c프리지아

발
전
부

A1 요소활용 6
f에올리아
(6도음 부재)

B1 요소활용 7 2와 동일 f에올리아

재
현
부

제1주제부
(a4와 유사)

8 위와 동일 f에올리아

제2주제부
(B1 요소
활용)

9

위와 동일 f에올리아

b♭에올리아
(mm.146)

10
g에올리아
(mm.148)

도입부
확장․변주

11 1과 동일
g프리지아→
f중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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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담시곡 제1번에서와 같이 에올리아선법이 주도적이다.

주요 주제부들을 중심으로 f, c, b♭, g 등 중심음의 이동도 나타나고 있다.49)

그러나 제5번에서 다른 점으로 첫째는 주요 주제부에서 f에올리아에의 6

도음과 2도음이 부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조성적으로는 더 애매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프리지아 선법이 c, g, f 중심으로 하여 코데타, 도입

부 변주, 코다의 제2부분 끝에서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5음음계는 부

재하다는 점이다. 그러면 악곡을 통하여 음계와 화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제5번의 도입부 시작부분의 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49) 에올리아 선법은 자연단음계적인 성격과 동시에 계면조 5음음계로부터 멀지

않으므로 전통음계로부터 화성적인 어법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다.

코
다

제1부분
(a1 요소
활용)

12 2와 동일 f에올리아

제2부분
(b1 요소
활용)

13 10과 동일 g에올리아

14
f에올리아
(2도음 부재)

15 f프리지아

제3부분
(a1

요소활용)
16 2와 동일 f에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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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제5번 도입부 화음, mm.1-5

위의 악보를 보면 도입부에서도 g계면으로 시작하여 B♭평, C평, d계면

화음 등 다양한 전통 화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디2-3

에서는 프리지아 음계내의 a♭, b♭, e♭과 음계 외의 d♭(악보에 ⇩로 표

시)음들이 아평화음의 변형(악보에 ⃝로 표시)50)을 이루고 있으며 단2도,

증4도, 감5도 등 서양불협화음들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마디

4-6은 5음음계(왼손에서는 e♭첨가)위주로 진행하는데, c계면, B♭평, g계

면, c계면, f계면화음 등 전통화음들이 도입부 내의 불협화적 뉘앙스의 다

른 부분(마디1-3, 마디7-13)과 대조를 이룬다. 전통화음에서는 아평의 변형

50) 김국진은 중심음에서 위로 장2도 대신 단2도음이 부가된 화음을 아계면화음으

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아평화음까지만 분석에 적용하고 이들

화음을 변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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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을 제외하고 평과 계면화음만이 등장하고 있어서 아평화음이 주를 이

루었던 제1번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담시곡 제5번에서 가장 전통적인 색채감을 나타내는 부분은 제1주제부분

이다. 다음은 제5번의 제시부 a1 부분의 화성을 보여준다.

<악보 49> 제5번 제1주제부 a1시작부분 화음, mm. 14-19

위의 악보를 보면 전통화음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f계면화음이

가장 빈번하고 c와 f의 5도 음이 베이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단조적인 뉘앙스와 함께 주 조성인 f중심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아평화음이 주도적이었던 제1번과 달리 단 한 번의 B♭아평

화음을 제외하고는 E♭평, b♭계면, c계면, B♭평화음 등 모두 평과 계면

화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좀 더 명확한 조성감에 영향을 주고 있

다(본고의 II-2, P.7참조). 서양화성(B♭3화음)도 마디19 왼손 내성에서 한

번으로 그치고 있어서 제1주제부 전통화음의 비중은 제1번보다 월등하다.

이와 같은 제1주제부에서의 화음들은 a부분이 변주적으로 활용되는 발전

부와 코다의 제1부분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발전

부에서의 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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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제5번 발전부 화음, mm.77-79, 82-84,

위의 악보를 보면 제1주제부와 같은 전통적인 화음들과 특히 f계면화음

이 주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단 음계는 제1주제부와 달리 6도음이 부재한

에올리아가 바탕이다). 아래는 코다의 제1부분이다.

<악보 51> 제5번 코다 제1부분 화음, mm.213-218

위의 악보에서도 f계면화음과 더불어 b♭계면, B♭아평, E♭평, c계면,

등 구성화음들이 유사하다.

한국 전통적인 화음이 지배적인 제1주제와 그 활용부분에 비하여 제2주

제부에서는 서양의 변화화음까지 다양한 화성적 분화와 조중심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제2주제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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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제5번 제2주제부 b1과 b2의 화음, mm.59-61, 66-68

위의 악보를 보면 제시부 제2주제부는 마디59의 음송이(b♭․c․g․e

♭․a♭)와 같은 화음 후 시작된다(음송이는 제1번의 재현부 코데타에서

언급한 바 있다: 본고의 p.78 참조). b1의 시작과 함께 마디60에서는 Fr.6

화음이 나타나지만 해결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 즉, b♮은 b♭과 g음을 거

쳐 a♮로,51) f는 계류되어 있다가 4도 아래 c음으로, 베이스 d♭도 반음과

순차 하행 후 다시 4도 하행하여 f음으로 도달하는 등 기능적인 해결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V₇의 위치에는 2, 4, 5도의 음정 관계로 이루어진 B♭

아평, F아평, c계면화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마디66의 b♭3화음 이 후 b2에서는 2차례 전위된 부속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해결을 요하는 d♮과 a♭음들이 반음진행과 내성의 4도 하

행 등 같은 방식을 거쳐서 V도 화음(2전위)으로 귀결된다. 해결화성을 대

신하여 D♭아평, e♭계면화음 등이 나타난다. 마디67 /E♭화성은 오른

손의 3도 화성과 함께 역시 음송이(d b♭․ a♭․ g ․f)와 같은 현대적인

화성감을 주고 있다. 마디69에서는 5도 위의 동형적인 반복에 의하여 c에

51) 마디 61의 a♮음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변성화음은 제5번의 특징적인 피카르디

3도 종지와 화성적인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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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아로 중심 이동이 나타난다.

다음은 재현부에서의 제2주제부이다.

<악보 53> 제5번 재현부 제2주제부 화음, mm.144-146, 149-150

위의 악보를 보면 유사한 유형의 화성들이 다시 나타난다. 동일한 f에올

리아선법이 바탕이 되고 있는 마디145는 Fr.6의 f음이 e♮음으로 해결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하지만 그 다음 코드에서 e♭음정으로 반음 진행하여

완전한 해결이 아닌 7화음을 형성하는데, f계면화음(f․ e♭․ c)의 울림

이 내재되어 있다. 마디149에서는 감7화음이 나타나지만 f#이 g로 해결되

지 않고 반음 아래 f♮에 이어져서 I₇에 머문다(마디150은 b♮이 생략된 I₇
로서 g계면화음과 동일하다). 코다의 제2부분 마디263도 제2주제부 활용부

분으로서 V₇의 의미를 내포한 5음음계적인 진행을 거쳐 으뜸화음으로 해

결되지만, 각각의 진행에는 병행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디271에서는 왼손의

V₇/B♭화음이 오른손 음정과 함께 음송이와 같이 밀집된 형태로 등장하는

데, 역시 해결을 요하는 a♮이 반음 아래로 진행하며 한국적인 화성과 혼

합된다. 이러한 기능성이 배재된 서양화성과의 혼합진행은 음색을 확장시

키고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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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화성은 도입부의 확장․변주의 마지막 부분과 코다와 같이 극적인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발전부 앞의 코데타 부분이다.

<악보 54> 제5번 코데타 화음, mm.73-78

위의 코데타는 c프리지아 선법 (c․d♭․e♭․f․g․a♭․b♭)으로 이루

어지는 부분으로서 선법의 2도음인 d♭(⇩로 표시)이 에올리아선법과 차별

되는 음정이다. c의 3화음으로 시작하여 오른손의 상3성부에서는 c계면, E

♭아평, A♭평화음 등이 진행되다가 마디77에서 부속화음으로써 마지막 색

채감을 더하고 있으며 왼손에서는 c계면화음의 분산화음형이 동반되고 있다.

부속화음의 해결은 전통적인 f계면화음으로 대체되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아래의 도입부 확장․변주부분에서도 역시 밀집된 화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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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제5번 도입부 확장․변주 부분 화음, mm.204-207

위의 악보를 보면 3음이 생략된 C₇에서 시작하여, F#에서 d의 3화음에

이르기까지 근음이 점차로 하행하는 7화음들이 전위된 형태로 이어지는데,

기능적으로 무관하여 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52)

코다 제2부분은 코데타를 4도 위로 이동한 형태에 준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도 2도음인 g에 ♭이 부가된 f의 프리지아 선법을 바탕으로 오른손에

서는 f의 반감7화음이, 왼손에서는 f계면화음이 분산화음들과 함께 마무리

되고 있다(동일한 예는 종지를 앞 둔 마디301-306에서도 볼 수 있다).

담시곡 제5번에서는 특징적으로 ‘한국적 장3화음’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피카르디 3도’(Picardy 3rd)의 종지가 나타나고 있다.53) 다음은 그 화음을

보여준다.

52) 김국진은 서양음악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로 부속화음, 7화음

등 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김연자, 위의 글, p.50.
53) 3음이 배제된 전통 음계에서 종지부분에서만 유일하게 3음을 허용하는 식의

전통적인 종지화음을 의미한다. 김광자, 위의 글,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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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제5번 종지 화음, mm.307-309

위의 악보를 보면 c계면과 f계면화음(기능적으로는 F조의 V와 i)이 각

마디의 강박에 등장하고 마지막 마디에서는 f계면화음에 a♮이 더하여져

피카르디 종지로 마침을 하고 있다. 이 때 종지화음에 7화음적인 색채도

가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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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자와 장단

6/8박자는 전통적인 장단을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박자로 알려져 있는

데, 김국진의 모든 담시곡들에서는 공통적으로 6/8박자가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 담시곡 제1번은 유일하게 6/8 단일박자로 이루어져 있고, 제5번은

변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담시곡 제5번에서는 제시부에 ‘굿거리장단’

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예는 그의 담시곡 중에서는 유일하다.

담시곡 제1번과 제5번에서의 장단 분석은 기초 단위적인 차원에서 장단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쿵더박 기본형’54)과 다양한 장단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 놓은 ‘장단통일안’55)를 바탕으로 한다.

<표 8> 쿵더박 기본형

54) 홍정수 외, 『이영조 음악』, (서울: 도서출판태성, 2012), p.87.
55) 서한범, 위의 글,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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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장단통일안

먼저 담시곡 제1번과 제5번의 각 부분들에 나타나고 있는 박자와 대표적

인 장단 등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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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담시곡 제1번의 박자와 장단

부분
(마디)

박자
빠르기말 및
음악지시어

리듬형 적용

도입부(1-10)

6/8

Largo
♩.♩. 쿵쿵과 더더더의

변형

제시
부

제1주제부
(11-37)

Allegro
Moderato,
Sostenuto

♩.♩. 쿵쿵, 궁더,더궁
(굿거리장단)

제2주제부
(38-57)

piu mosso
더더더의 변형
(굿거리장단)

발전부(58-85) Sostenuto
♩.♩. 쿵쿵,

더더더의 변형
(굿거리장단)

재현
부

제2주제부
(86-112)

piu mosso
제시부

제2주제부와
유사함

제1주제부
(113-126)

Allegro
Moderato

♩.♩. 제시부
제1주제부와
유사함

코다
(127-167)

piu mosso-
piu lento

더더더,
더궁과
그 변형

위의 도표에서와 같이 제1번의 박자는 발전부를 중심으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단 첫 시작과 마침부분에서 ‘느리고 폭 넓게(Largo)’와 ‘더욱

느리게(piu lento)’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위의 표에서 6/8 박자로만 이루어진 제1번의 도입부 리듬은 첫 마디 오

른손에서의 두 번의 ‘쿵’-♩.♩. -장단과 왼손에서는 ‘더더더’의 변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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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점과 ‘궁더’ 장단이 결합된 장단의 반주부로서 대표될 수 있

다.56) 그 외에는 대체로 16분음표들이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도입부 시작의

이 두 리듬(장단)은 제1번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리듬이 되고 있다. 특

히 리듬은 와 리듬으로 분할되어 나타나고 있으

며 / 또한 ‘더더더’의 변형57)으로서 국악적인 장단들이다.

먼저 처음 두 번의 ‘쿵’ 리듬은 제시부의 제1주제부 오른손 시작과 발전

부 첫 2-3째 마디 오른손 그리고 곡의 거의 마지막인 마디164에서 공통적

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1주제부분에서는 ‘궁더’ 장단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그 부분이다.

<악보 57> 제1번 제1주제부 ‘궁더(♩♪)’ 장단, mm.17-19

위의 악보를 보면 왼손에서는 16분음표로 분할된 반주리듬과 함께 오른

손에서는 ‘궁더’ 장단이 반복되며 강조된다.

56) 리듬은 굿거리전통장단의 유형으로서 ‘덩기덕 쿵 더’로 구음되기도

한다.
57) ‘더더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쉽게 변한다. 그 중 자주 나타나는 형태가

와 등이다. 홍정수 외, 위의 글,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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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시부의 경과구에서이다. 아래

는 그 악보이다.

<악보 58> 제1번 제시부 경과구 장단, mm.30-34

위의 악보를 보면 왼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 가 ♪와
로 나뉘어져 있다. 아래의 악보는 장단의 예를 더 보여주고 있다.

<악보 59> 제1번 장단, mm.73-76,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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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음의 악보는 재경과구 왼손 반주부, 아래는 재현부 경과구에서의

예로서 각각 제2주제부와 코다로 연결되는 구절로서 ‘더더더’ 또는 ‘더궁’

장단과 결합하여 신명나는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2주제부에서는 더 균일하게 나누어진 ‘더더더’의 장단의 변

형 이 주로 나타난다. 아래는 그 장단을 보여준다.

<악보 60> 제1번 제2주제부 장단, mm.38-40

위의 악보를 보면 양손에서 굿거리장단의 한 부분인 장단이

반복되면서 타악기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8) 그

러나 재현부에서는 장단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그 악보이다.

58) 굿거리장단에서 ‘덩 더러러러’로 구음되는 장단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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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제1번 재현부 제2주제부 장단, mm.86-88

위의 악보를 보면 오른손 장단은 왼손 장단 반주와

함께 전통적인 장단들의 결합이 나타나면서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되

고 있다. 특히 ‘더궁( )’ 장단은 당김음으로 인하여 리듬감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이러한 ‘더궁’ 장단은 역시 당김음 리듬을 가지는 과 함께

재경과구나 재현부 제2주제부의 반주부, 코다 제1부분과 끝부분 등에서 주

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곡에 활기를 더하고 마무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는 그 예들이다.

<악보 62> 제1번 ‘더궁( )’ 장단, mm.53-54,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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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악보에서는 제시부 코데타 마무리부분에서의 예이며 두 번째 악

보는 왼손의 ‘더궁’에 이어 알토성부에서도 메아리와 같은 방식으로 리듬을

되받으며 여운을 주고 있는 코다의 한 부분으로서 모두 반복적으로 강조되

고 있다. 다음 악보도 코다에서 ‘더궁’ 장단이 반복되는 예이다.

<악보 63> 제1번 ‘더궁( )’ 장단, mm.145-150

위의 악보에서도 마디145-147 왼손의 ‘더궁’ 장단이 마디148-149 오른손

과 왼손 2분할의 리듬으로 반복과 축약의 과정을 거치며 악절을 수렴

하는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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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번에서 가장 두드러진 리듬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코다 제1부분의

시작이다. 아래는 그 예이다.

<악보 64> 제1번 코다 제1부분 리듬, mm.127-128

위의 악보를 보면 반주부는 장단으로 시작하여 ‘더더더’ 장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 아티큘레이션에 의하여 첫 박에서 끊어진 흐름이

두 번째 박을 강조하며 당김음과 동일한 뉘앙스를 주고 있다. 극적인 분위

기를 조성하였던 재현부 제2주제부의 반주부와 유사하다. 뿐 만 아니라 이

반주 장단은 재현부 제1주제부의 Allegro Moderato에 이어 piu mosso로

더 빨라진 박자와 함께 오른손 선율부가 으로 균일하게 나누어진

무궁동적인 리듬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균일한 리듬 분할의

지속은 악곡에서 전통적인 장단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59) 왼손의 장단과

당김음적 리듬으로 인하여 국악적인 신명 즉 극적인 성격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담시곡 제1번의 코다를 절정부로서 확립하고 있는 가장 핵

심 요소는 무궁동 리듬과 국악 장단의 결합인 것이다.

59) 홍정수 외, 위의 글,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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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시곡 제5번에서는 제1번과 달리 박자의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

다. 전통적인 장단의 활용에 있어서도 제1번에서 ‘궁더’ 장단이 주로 활용

된 데 비하여 ‘더궁’ 장단이 특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제5번에서

의 박자와 빠르기의 변화 및 리듬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표 11> 담시곡 제5번의 박자와 장단

부분/전통형식
(마디)

박자
빠르기말 및
음악지시어

리듬형 적용

도입부/만
(1-13)

4/4⟶
3/4⟶
4/4

Andante con
maestoso

더궁 , 더더더

제
시
부

제1주제부/
중

(14-59)

6/8

굿거리
장단으로

더궁 ,궁더,
더더더

(굿거리장단)

제2주제부/
중사
(59-77)

piu lento⟶ a
tempo

더더더

발전부/중
(77-121)

6/8 Animato
더궁, 궁더,
더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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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타/중사
(122-130)

6/8
Lunga⟶
tempo di
Rubato

쿵, 더더더

재
현
부

제1주제부/
중

(131-144)

6/8

a tempo
제시부와
유사함

제2주제부/
중사

(144-166)

piu lento⟶
poco ritenuto

⟶
a tempo

도입부확장․
변주/중사
(167-212)

6/8 meno mosso 더더더, 더궁

코다 제1부분
(213-261)
/삭(208부터
-261)

2/4 prestissimo
휘모리 혹은
단모리

코다 제2부분
/중사
(262-282)

6/8⟶
2/4⟶
6/8⟶
2/4⟶
6/8

piu lento⟶
presto

더더더

코다 제3부분/삭
(283-309)

2/4 prestissimo
휘모리 혹은
단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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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도입부에서부터 4/4/와 3/4/박자의 교대가 이루어지며,60)

2/4 변박과 함께 코다가 시작되다가 또 다시 코다의 제2부분에서는 6/8박

자와 교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악보는 도입부와 코

다 제2부분에서 박자변화를 보여준다.

<악보 65> 제5번 도입부와 코다 제2부분 박자변화, mm.4, 7, 262-263,

265-266, 270

60) 다음은 담시곡 제1번-제5번 각 부분별 박자이다.

부분 담시곡 부분별 박자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제5번

도입부

6/8

6/8
6/8 6/8

4/4↔3/4
제시부/ A 6/8↔3/8

6/8발전부/B 6/8
재현부/A' 6/8↔3/8 3/4

코다
2/4

2/4 6/8
2/4

6/8⟶3/8⟶/2/4 
(3번 반복)

6/8⟶2/4 
(2번 반 반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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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악보는 4/4박자에서 시작한 도입부가 3/4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4/4로 변박이 나타나는 부분이며, 아래의 악보에서는 코다 제2부분에서 두

박자가 교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시부의 제2주제부를 활용․반복

하고 있는 코다 제2부분의 박자와 빠르기는 제시부에서와 다르다(piu lento

와 a tempo에서 piu lento와 presto로, 6/8박자에서 2/4로 바뀌었다). 이를

통하여 대조의 폭이 확대되고 코다에서의 즉흥성과 극적인 성격이 더욱 강

화되고 있다. 2/4박자는 제5번에서 가장 빠른 ‘삭’ 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빠른 휘모리/단모리 장단과 부합하고 있다.61) 빠르기말에 있어

서도 안단테(Andante)에서 시작하여 굿거리장단(M.M ♩= 60-72의

Andante와 Moderato의 중간 정도 빠르기)을 거쳐 프레스티시모

(prestissimo)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빨라지며 전통적인 만중삭 형식의

적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박자와 빠르기의 변화는 담시곡 제1번과 극

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단 소나타 형식의 틀 안에서 제1주제가 반

복되고 있고, 곡의 중간 중간에 삽입된 카덴자적인 성격의 느린 ‘중사‘ 부

분은 이 형식에 부가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62)

다음으로는 위의 도표에서 정리한 각 부분들의 리듬에 ‘쿵더박 기본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61) 김승희, “김국진 피아노 음악연구(발라드 승무를 중심으로),” p.25.
62) 담시곡 제5번은 제2주제부에 혁신적으로 중사의 역할을 부여하여 담시곡 중에

서 가장 많은 중사의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잦은 중사의 삽입으로 인하여

빠르기의 변화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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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쿵더박 기본형’에 따른 제5번 장단의 유형별 분류

⓵ / / /

⓶ / / / /

/

⓷ 

⓸ / / /

위 악보 ⓵은 ‘더궁( )’ 유형의 장단들이다. ‘더궁’ 장단이 경과구, 코다

등 일부분에서만 활용되고 있던 제1번에 비하여 제5번에서는 <표 11>에서

와 같이 주요 선율부를 중심으로 악곡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⓶는 ‘더더더( )’에 속하는 장단들로서 원형보다는 다

양한 변형들이 ⓵과 함께 활용된다. ⓷은 제1번에서 주도적으로 활용된 ‘궁

더( )’ 장단의 변형으로서 제5번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⓸는 2/4박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듬들로서 는 ‘쿵’이 되며 는 ‘더

궁’ 또는 ‘궁더’로 적용된다.63) 는 의 변형이며

는 2/4박자에서의 ‘더궁’ 장단을 보여준다.

악보를 통하여 살펴보면, 도입부 처음에 나타나는 와 는

‘더궁’ 장단의 유형이다.

63) 홍정수 외, 위의 글,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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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제5번 도입부 시작 부분 ‘더궁’ 장단, mm.1,7

위의 악보를 보면 도입부에서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첫 리듬(16분음표

두 개, 8분음표, 8분쉼표)과 마디1과 7에서의 음가가 두 배로 확장된 8분음

표와 8분쉼표, 그리고 이분음표로 이루어진 리듬은 모두 ‘더궁’ 장단에 속

하는 것들이다. ‘더궁’은 당김음으로서 뒷 박에 강세가 주어지는데, 위 악보

에서는 sf로 강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더궁’과 함께 약박

이 강조되는 리듬의 예들이다.

<악보 68> 제5번 ‘더궁’ 장단, mm.69-71, 99-100, 131-132, 182-183,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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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는 순서를 따라 제2주제부와 발전부, 재현부 제1주제부, 그리고

도입부 확장․변주부분과 코다 제1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궁’ 장단과

추가된 강세를 보여준다. 아래의 악보는 코다 제2부분에서 약박이 강조되

는 부분을 보여준다.

<악보 69> 제5번 코다 제2부분 약박의 강세, mm. 273-274

위의 악보에서는 리듬일 경우에 아티큘레이션과 강세 표시를 활용하

여 약박의 리듬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더궁’ 장단은 제5번의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나타나며 특징을 이루고 있다.

다음은 도입부에서의 ‘더더더’ 유형의 장단을 보여준다.

<악보 70> 제5번 도입부 ‘더더더’ 장단, mm.1-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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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의 ○표시된 부분에는 16분음표와 8분음표 3연음부의 형태로

‘더더더’ 장단이 나타나고 있다. 4/4박자인 마디1-2에서는 아티큘레이션에

의하여 한 마디가 불규칙한 박으로 분할되고 있으며, 아래의 마디4-5에서

는 3분할로 느린 ‘더더더’ 장단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5번의 도입부에서는 제1번과 달리 16분음표 3연음, 16, 32분음표

등 다양한 음표들이 나타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악보23>참조).

다음은 제시부 시작부분의 리듬을 보여준다.

<악보 71> 제5번 제시부 시작 리듬, mm.14-15

제시부는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왼손에서 제5번에서의 특징적인 ‘더궁’

장단이 약박에 추가적인 악센트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

다음의 악보는 제1주제 선율부분의 리듬이다.

<악보 72> 제5번 제1주제부 리듬, mm.18-21

위의 악보 첫 두 마디에서 반복되는 리듬은 ‘궁더’와 ‘더더더’

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디18의 첫 4분음표와 분리된 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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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 시작과 동일한데, 단 도입부에서의 8분쉼표 대신 8분음표로 대체되었

다. 마디20에서는 ‘더더더’ 장단이 로 세분화되며 변형되고 있다.

다음은 제1주제부에서 ‘더더더’ 장단의 또 다른 변형들을 보여준다.

<악보 73> 제5번 제1주제부 ‘더더더’ 장단, mm.24-25, 30

위의 악보를 보면 오른손에서 로 더욱 세분되며 변형되었고

마디30에서는 로 달라지고 있다. 다음은 제2주제부의 리듬을 보여

준다.

<악보 74> 제5번 제2주제부 리듬, mm.59-61

위의 악보를 보면 제2주제부는 ‘더더더’의 장단이 오른손과 왼손에서 주

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른손 선율의 마지막 부분은 위 제1주제부와 유

사하며 ‘더궁( )’이 첨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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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전부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75> 제5번 발전부 리듬, mm.78-79

제5번의 발전부는 대위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위의 악보를

보면 도입부시작 리듬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의 연속적인 움

직임으로 부분적인 2박자 단위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2/4박자가 나타나는 코다 부분이다.

<악보 76> 제5번 코다 제1부분 박자와 리듬, mm.208-214

위의 악보는 전통적인 삭이 시작하는 마디208과 코다가 시작하는 마디

213을 보여주며 빠르기(prestissimo)의 변화와 함께 굿거리에서 휘모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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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모리 장단으로 변화된다. 2/4박자로 바뀌게 되면서 ‘쿵더박 장단’의

적용 형태도 달라지는데, ‘쿵쿵( )’과 ‘궁더 혹은 더궁( )’, 그리

고 이들이 연음부로 바뀌며 연속적인 리듬이 나타나고

있다.

도입부의 확장․변주 부분에서는 박자 변주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그 악보이다.

<악보 77> 제5번 도입부의 박자 변주, mm.3-4, 171-173

위 악보에서 4/4박자인 도입부는 아래의 6/8박자 부분에서 ‘더더더’ 장단

이 주로 활용되며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디172-173의 오른손의 첫 두

음에서는 ‘궁더’ 장단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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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음악적 요소

그 밖의 음악적 요소로는 장식음과 아티큘레이션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우리의 전통음악은 ‘시김새’로 불리는 많은 장식음 또는 장식적 진행을 포

함하고 있는데, 담시곡에서도 이와 관련지을 수 있는 장식음의 활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첫 번 째로 중요 화음의 강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아르페지오

를 들 수 있다. 특히 제1번에서 도입부부터 마지막까지 중심적인 화음들이

양손 혹은 한 손의 아르페지오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는데, 아래의 악보는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여준다.

<악보 78> 제1번 마지막 부분 아르페지오, mm.144, 151-152, 156-15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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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시곡 제5번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르페지오의 빈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입부에서만은 즉흥성의 암시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아르페지

오가 등장한다.

<악보 79> 제5번 도입부 아르페지오, mm.1-13

위의 악보에서 2분 음표 한 손 아르페지오 또는 양손에 걸친 아르페지오

화음, 즉흥적인 뉘앙스의 12와 21연음부 아르페지오 등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특정 음을 꾸미는 장식음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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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제1번 꾸밈음, mm.21-22, 제5번 꾸밈음, mm.30-31

위의 두 악보는 반복과 함께 나타나는 주 선율과 그 변주에서 폭넓게 활

용되고 있는 전타음적인 장식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전통적인 화음

형도 형성된다. 즉, 처음의 악보 첫 세 음에서는 B♭아평화음이, 앞꾸밈음

에서는 E♭아평화음의 일부가, 아래 악보에서는 f계면화음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로는 제5번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트릴을 들 수 있다.

<악보 81> 제5번의 트릴과 해석, mm.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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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은 담시곡 제5번 서주의 트릴에서 연접음이 아니라 5음음계의 구

성음을 트릴 음정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 바 있다.64) 위 악보에서 오른쪽은

그에 따른 해석이다.

아티큘레이션에서도 제1번과 제5번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악센트와 템

포 루바토가 그것이다. 악센트에서는 제5번에만 나타나는 세 종류가 즉흥

성과 신명나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 ∨ ∧이 그것이다.

김국진은 이들의 차이를 직접 설명한 바도 있다.65) 즉 >는 그 음만 특히

세게 연주한다는 sf와 같은 개념이며, ∨는 전체의 리듬적 흐름 안에서 강조

박의 표기이고, ∧는 선율의 리듬을 강조하는 악센트로 몸을 움직여 연주하

는 기술적 요구를 동반한다. 그 가운데 아래는 제5번에서의 ∨를 보여준다.

<악보 82> 제5번의 악센트- ∨, mm.123, 169

위 두 악보는 모두 느린 부분으로, ∨는 한음 한음씩 강조의 의미를 담

고 있는데, 타악기적인 뉘앙스를 준다.

64) 김승희, 위의 글, pp.50-51.
65) 남은경, 위의 글,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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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는 ∧의 예이다.

<악보 83> 제5번의 악센트- ∧, mm.213, 297-298

위의 예는 빠른 부분에서의 ∧로서 다섯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음의

강한 연타가 절정으로 향하는 진행임을 암시하는데, 균등한 터치로 화음을

연주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외에도 김국진은 담시곡 제5번과 관련하여 악기의 묘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sf는 징의 연주를

나타내는 것이다.66)

다음으로 템포 루바토에 대해서는, 김국진 자신이 담시곡의 도입부, 경과

구 등에 주고 나타나는 연음부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충분한 루바토를 살려

연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67) 특히 12나 21 연음부 등은 담시곡에서 여유

있고 다양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입부나 중간 카덴차 또는 레시타티

브적인 구절들에서 등장하는데, 전통적인 창에서 고수와 주고받는 여유로

운 대화나 혹은 즉흥적이며 기교적으로 엮어가는 사설부분인 ‘아니리’와 같

은 표현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66) 김승희, 위의 글, pp.55, 57.
67) 담시곡 제4번에서는 자유스런 연음부인 ad libitum으로 중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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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음악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작곡한 900여 피아노

곡 중에서도 담시곡은 우리나라 최초로 김국진이 개척한 한국적 피아노 발

라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담시곡 5곡 중

가장 서양적인 성격의 제1번과 가장 한국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제5번을

비교분석하였고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형식과 조성에서 두 담시곡은 공통적으로 도입부와 코다를 가진 소나타

형식 구조, 제1․2주제의 세부적인 변주 진행, 발전부에서의 주제들의 활

용, 작은 발전부, 선법의 지배적 사용, 제시부와 재현부의 동일한 조성, 전

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조성관계 부재, 확장된 코다 등 다양한 특징들이 혼

재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제2주제의 재현이 앞섰던 제1번과 달리 제5번

에서는 주제 순서대로 재현이 이루어졌고, 흔치 않은 프리지아 선법의 비

중 있는 사용, 매우 예외적으로 확대된 코다의 규모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도 제1번에서 나타나지 않은 한국 전통적인 ‘만중삭 형식’의 적용과 관계된

템포 및 빠르기의 변화 및 제1주제와 대조적으로 느리고 레치타티보적인

제2주제 자체를 중사로 사용한 점, 이 외에도 즉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카덴자풍의 도입부 확장․변주, 다양한 성격의 중사들의 빈번한 삽입

등 형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성격은 제1번과 극명한 차이를 이룬

다. 특히 제2주제를 중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서양음악의 틀 속에 전통

음악의 내용을 담아낸 혁신적인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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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율과 모티브에 관해서는 두 담시곡 모두에서 전통적인 성격의 주

요 모티브들이 주도적으로 활용되는데, 제1번에서는 도입부에서 제시된 장

식적인 반음 g♭-f과 제1주제부의 전통적인 4도-2도 음정 결합의 모티브1

과 아치형의 음형 모티브2가 전체에 걸쳐 지배적이었고 제5번에서는 도입

부 처음의 전통적인 4도 도약의 민요풍 모티브1과 제2주제부의 연타 모티

브2가 대조를 이루며 극적으로 진행되고 아치형과 독창적인 태극형의 모티

브와 선율도 출현한다. 특히 제1번의 주요 선율들은 모티브들로 이루어진

데 비하여 제5번의 제1주제는 민요적인 선율의 성격을 가지며 제2주제에는

레치타티보방식의 즉흥적인 성격(‘아니리’)이 부여되어 있다.

음계와 화성에서는 공통적으로 선법 특히 에올리아가 주도적이며, 그 외

에 제1번에서는 도리아, 믹솔리디아, 제5번에서는 프리지아 선법이 나타나

고 있다. 5음 음계에 있어서는 제1번에서도 활용부분이 넓지 않았고 제5번

에서는 부재하였다. 그의 한국화성이론에 입각한 평, 아평, 계면화음들이

두 곡 모두에서 매우 심도 있게 드러난다. 특히 제1번의 경우는 E♭아평화

음, 제5번의 경우는 f계면화음이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아평화

음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제1번에 비하여 제5번에서는 계면과 평화음이

주도적이었고 특히 f계면화음이 단조적인 뉘앙스로 더욱 안정된 조성감을

주고 있다. 서양의 7, 9, 11화음, 부속화음 등은 기능보다는 음색의 확장과

극적인 효과를 요하는 경과구, 코데타, 코다 등의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부분마디 서양과 전통 화음이 대비되며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1번에서보다 제5번에서는 주요 주제 간의 화성적인 대조가 크게

나타났다. 제5번의 제1주제는 제1번에서보다 전통화음이 비중이 크게 증가

한 데 비하여 제2주제부에서는 Fr.6 화음, 감7화음 등 다양한 서양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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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능적으로 활용하여 주제 간의 대조의 폭을 넓혔으며 마지막에는 ‘피카

르디 3도’(Picardi 3rd)와 7화음의 성격이 혼합된 종지가 사용되는 등 제1

번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음색의 다양성이 확장되었다.

박자와 리듬에서도 화성에서처럼 한국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 장단의 기본박자인 6/8이 모두 등장하는데, 제1번이 6/8 단일 박자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제5번에서는 6/8과 함께 ‘만중삭 형식’을 뒷받침하는

많은 박자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어서 큰 대조를 이룬다(4/4, 3/4, 휘모리/단

모리장단의 2/4).

리듬에서는 ‘쿵더박 기본형’과 ‘장단 통일안’을 바탕으로 장단의 유무를

분석했는데, ‘쿵더박’에 준하는 전통 장단들이 두 담시곡의 리듬을 거의 빠

짐없이 주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제1번에서는 ‘궁더’ 장단

과 ‘더더더’ 장단의 변형들 특히 -덩기덕- 장단이 지배적인 반면, 제

5번에서는 -더궁- 장단이 당김음적인 리듬의 강조와 함께 다양한 유

형으로 주요 진행들 부분에 나타나며 역동적인 분위기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의 요소로서는 장식음(시김새)과 아티큘레이션을 살펴보았는데, 장

식음은 세부적으로 아르페지오(제1번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 전타음적

장식음, 트릴(제5번에서 다양)로 정리되었고, 아티큘레이션에 대해서는 제5

번에서만 나타나는 악센트의 3가지 유형(>, ∨, ∧)과 이에 대한 김국진의

독창적인 해석, 그리고 카덴차풍 악구들에서의 연음부들에 대한 루바토 연

주 지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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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담시곡 제1번과 제5번은 김국진이 창안한 ‘한국화성’이론과 전

통적인 장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5번에 이르러서는 ‘만중삭 형

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서양의 발라드와는 대별되는 우리 담시곡으로서의

새로운 유형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고의 비교 분석으로 담시곡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

만 그의 일생을 담은 혼신의 작업의 일면이나마 두 담시곡을 비교하며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김국진음악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지고, 한국

창작 피아노음악의 레퍼토리 개발과 발전에 그의 900여 피아노곡들이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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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tical Research on

Kim Kuk-jin's Ballades No.1 & No.5

Kyung-mi Lee

Major in Piano Pedagogy (D.M.A)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Early creative piano music in Korea was begun by the so called 1st

generation composers who were born between 1890-1920. They are Kim

Se-hyung(1904-1999), Kim Soon-nam(1917-1983), Kim Dal-seong.

(1921-2010), Yun I-sang(1917-1995), Lee Sang-geun(1922-2000), La

Un-yung(1922-1993). They contemporaneously introduced the technique

of classical, romantic, impressionist and modern music which was

introduced from the western world. They also had a nationalistic desire

to express Korea's traditional musical aspects in their pieces of music

in a variety of ways. But quantitatively, creative piano pieces were the

least in number compared to Korean lieder or instrumental music. Lee

Sang-geun had the most number of piano pieces with 10 and La

Un-yung had the second highest number with 6. The reason be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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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limited accessibility to pianos, which were at that time quite

expensive in addition to the lack of pianists and concerts. But among

the next generation of composers, Kim Kuk-jin was exceptional in

composing many piano pieces. His 3000 pieces of music covered every

genre of classical music including 300 lieder, 743 pieces of religious

music (469 hymns, 132 children’s songs, 142 choir pieces), 26 pieces of

chamber music, 9 cantatas, 2 oratorios, 3 operas, and symphony pieces

but his 900 piano pieces stand out.

But Kim Kuk-jin's dynamic activity to produce these pieces of

music originated from the increasing danger of Korea's traditional

music sinking into oblivion due to the rapidly growing popular

instrument, and the fact that the piano text and repertoire were

becoming exclusive for western classical music. Starting from 1971 he

kept education in mind and started printing short pieces of music. They

amounted to 26 books of piano pieces and gradually extended to high

class repertoire. Focusing on Busan city where he lived, he organized

the Korean Music Educational Association and revitalized training piano

instructors and concours.

In every one of his creative works he took great pains to overcome

the absence of harmony and theoretical vulnerability of Korean music.

Such a concept was directly used not only in short pieces of music but

in high quality repertoires like the piano sanjo series (free style solo,

published in 2018), 5 piano ballades (composed in 1974-1996,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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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6) In particular, his piano ballade is worthy of attention because

it was the first Korean ballade in which he tried to combine a western

style ballade namely Chopin(1810-1849) and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But Kim Kuk-Jin who mainly engaged in personal creative activity

around the Busan area where he resided was considerably

overshadowed. As a consequence no more than 10 pieces of research on

his compositions have been conducted. Besides articles which deal with

piano music there are only 2 of general descriptions and 2 master's

theses on the analysis of a particular piece. Therefore, this article will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ballade No. 1 which is the closest to

western style and No. 5 which has the most traditional meaning out of

his 5 piano ballades. First we will divide his progression of music style

into 4 parts and analyze them. After giving an overview of his different

genres, we will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his piano ballades. The

parts that will be analyzed are form, structure, theme melody and motif,

scale chord, tempo and rhythm and other elements which are connected

to articulation, and ornament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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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출판된 김국진의 피아노곡 목록70)

번
호

작품집
출판
연대와
출판사

작품번호
장
르

소제목/작품 번호

1

한국선율
에 의한
피아노
소품집

1971.6

유니온

악보사

작품 36
소

곡

1.굿거리2.굿거리3.세마치4.굿거리5.굿거리6.도도리7.도도
리8.도도리9.굿거리10.도도리11.도도리12.도도리13.굿거리
“태평가”14.굿거리“풍년가”15.도도리16.도도리17.굿거리
18.굿거리“매화타령”19.굿거리“베틀가”20.굿거리21.굿거리
22.도도리23.세마치24.세마치
25.굿거리

2

김국진
피아노
변주곡집

1976.1
고려
문예
출판사

작품 18

변

주

곡

홍난파 곡을 주제로 한 변주

3 작품 19 범패의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

4 작품 22 도라지타령을 주제로 한 변주

5 작품 26 중국풍의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

6 작품 29A 오봉산타령을 주제로 한 변주

7 작품 37 몽금포타령을 주제로 한 변주

8 작품 38 오랑케 꽃을 주제로 한 변주

9 작품 57 피리를 주제로 한 변주

10 작품 42 파랑새를 주제로 한 변주

11

우리어린
이 피아노
소곡집

1976.6
고려
문예
출판사

우리 어린
이를 위한
소곡들 작
품 29B

소

곡

1.아름다운 우리가락I 2.아름다운 우리가락II 3.아름다운
우리가락III 4.어린이를 위한 연습곡I 5.어린이를 위한 연
습곡II 6.중국 어린이7.우리민요와 그 변주8.소풍가는 개
구쟁이들9.종달새 같이 높이10.어린이 행진곡11.아름다운
캐논12.뱃노래13.시골길I 14.시골길II 15.여울물을 따라서
16.자장가

12
꿈 많은
소년 작품
33

소

곡

1.꽹과리치는 할아버지2.추수의 노래3.즐거운 농부들 4.
슬픈 동화이야기 5.인형극을 보고 6.꿈많은 어린이 7.성
황당 8.꿈 9.방울새 10.비바리의 노래 11.물장구치는 아
이 12.그리운 마음 13.노을지는 바다 14.갈매기와 파도의
대화 15.이월의 노래 16.저녁바닷가에서

13
피아노를
위한 야상
곡 작품 47

야

상

곡

No.1-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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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새로운
피아노
소나티네
(제2집)

1978.3
고려
문예
출판사
(1974.3
,초판)

작품 51
소
나
티
네

No.1-No.5

15 작품 59 No.1-No.5

16 작품 63 No.1-No.3

17 작품 113 No.1-No.3

18

새로운
피아노
소곡집
(제2집)

1978.
10 .
도서출
판해광

아름다운
소곡들 작
품 5968)

소
곡

1.아침인사2.귀여운 우리가락I 3.귀여운 우리가락II 4.귀
여운 우리가락III 5.버들강아지6.개구쟁이들의 행진7.호랑
나비의 꿈8.즐거운 우리집I 9.즐거운 우리집II 10.아기의
자장가11.밭갈이 타령12.시골소녀13.물그림자14.나비15.들
놀이16.소녀의 맑은 눈동자17.골목대장18.우리들의 무궁
화19.시냇가에서20.작은 세마치21.작은 휘모리22.남해의
뱃노래23.해바라기24 아름다운 세마치I 25.아름다운 세마
치II 26.아름다운 세마치III 27.아름다운 세마치IV

19
어머님의
옛이야기
작품 61

소
곡

1.풍어제2.섬마을 어린이3.춤추는 비바리4.봄 오는 소리5.
십자매와 굴뚝새6.시골의 풍경7.베짜는 아가씨8.어머니의
옛 이야기9.피아노를 위한 휘모리I 10.피아노를 위한 휘
모리II 11.섬 어린이의 동경 12.소꿉놀이

20

6개의 작
은 소나티
네 작품
73

소
나
티
네

No.1-No.6

21

한국
피아노
작곡집

1981.4
복지
출판사

어린이를
위한 소곡
작품 68

소
곡

1.물새2.할미꽃3.샘가에서4.냇가에 앉아서5.외딴집6.구름7.
중국소녀8.꿈나라9.초롱꽃10.도레춤11.들놀이12.시골어린
이13.철쭉꽃14.목동의 피리 15.나비16.오솔길17.조용한 마
을 18.즐거운 휘모리 19.오랑캐꽃 20.물레방아

22
아름다운
우리소곡
작품 70

소
곡

1.진달래2.아기곰3.토끼와 거북이4.포수와 토끼5.신선의
거리6.남쪽나라 새들7.시냇물8.숲속의대장간9.즐거운연습
곡I 10.즐거운 연습곡II 11.오스티나토12.종달새는 하늘높
이13.숲속의 뻐꾸기14.어린이 행진곡15.조개를 캐는 소년
16.해녀의 춤17.즐거운 어린이18.씩씩한 섬 아이들 19.맷
돌과 며느리 20.동백꽃

23
제주도
기행기
작품 78

소
곡

1.아름다운 우리코랄 2.염원 3.망부석
4.비바리의 연가5.나루터에서6.풍어제
7.스케르조8.나는 어부9.화랑의 춤 10.제주도 하라방 11.
환상의 탐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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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모음

1983.3
세광
출판사

작품 3

소
나
타

(작품 당 한곡씩 구성)

25 작품 35

26 작품 58

27 작품 6169)

28 작품 82

29 작품 83

30 작품 89

31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소리모음
II

1991.4
도서출
판해광

작품 103

소
나
타

32 작품 115

33 작품 116

34 작품 132

35 작품 148

36 작품 150

37 작품 184

38 작품 191

39

한국
피아노
소나티네
I

1994.3
도서출
판해광
(1974.3
초판)

작품 27

소
나
티
네

No.1-No.3

40 작품 25 No.1-No.3

41 작품 31 No.1-No.5

42 작품 119 No.1-No.5

43 작품 196

1.아침인사(안녕!)2.꽃시계3.버들강아지4.방아타령5.독수
리,날아라6.북소리7.뗏목타령8.오리새끼9.옹달샘아 퐁퐁
10.할미꽃11.봄 오는 소리12.소박한 바램13.어깨동무 내
동무14.흥겨운 굿거리15.숲속의 합창16.들로 산으로17.농
악패들18.자장가19.작은 물새들20.구름

음악의
꿈나무
피아노
소곡집
(stŭcken
f ŭ r
Klavier)

1996.2
동진
음악
출판사

소
곡

44 작품 201
소
곡

1.나리꽃2.세마치3.하늘 드높이 날으라 새야!‘4.모내기 노
래5.민들레꽃6.가을 하늘7.산수도를 보면서8.풍란에게9.들
국화10.봄바람11.잊을 수 없는 시간12.작은 포도나무13.
뱃노래14.솔개15.제비 갈매기16.작은 호수17.패랭이꽃18.
도라지꽃19.여울 물소리 20.기도하는 어머니

45 네 개의
손을 위한
한 국 의
소리 ( 피
아노연탄
곡 제1집)

1996.7
동진
음악
출판사

작품 235

연
탄
곡

1.발해인의 행진곡2.유목민의 춤 3.한마당 놀이 4.물레방
앗간 5.산 여울 물소리

46 작품 244
1.두고 온 그리운 산하(山河) 2.백일홍이 피었다 3.太平
聖代의 한가락

47 작품 49 (작품 당 한곡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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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피아노를
위한
담시곡

1996.
10
동진
음악
출판사

작품64

담
시
곡

49 작품120

50 작품121

51
작 품 3 1 1
‘승무’

52
네 개의
손을 위한
한 국 의
소리 ( 피
아노연탄
곡 제2집)

1997.3
동진
음악
출판사

Op.240
연
탄
곡

1.아리랑2.도라지3.파랑새4.닐리리야5.밀양 아리랑6.금낭
화7.어미소와 망아지8.수양 버드나무9.약속10.한강수 타
령11.동백꽃

53 Op.245
1.한가로운 물레방아2.시골의 풍경화(風景畵)3.한강수 타
령 3장 (韓江水 打令 三場) 4.무언가 (無言歌)

54

음악의
꿈나무
실기교재
I

2004 6
도서출
판해광

작품
145

(기존 작품 편집 구성)

55

음악의
꿈나무
실기교재
II

1998.2
도서출
판해광

작품
155

56

음악의
꿈나무
실기교재
III

1991.3
도서출
판해광

작품104

소
나
티
네
등

1 소풍을 가는 다람쥐. 2 참새들의 행진곡

57 작품105 1 뻐꾸기와 오랑캐꽃. 2 오랑캐꽃을 주제로 한 변주

58 작품106 1 숲속의 난장이들. 2 물속에서 춤추는 달(환상곡). 3 론도

59 작품107 1 바다의 소리. 2 비바리의 춤. 3 론도

60 작품108 1 인디언 어린이 춤. 2 세마치

61 작품109 1 강물에 띄운 이야기. 2 세마치. 3 론도

62 작품110
1 만도린을 치는 아가씨. 2 만도린을 두드리는 아가씨.
3 론도

63 작품111 1 봄이 오는 길목에서. 2 산골길. 3 봄의 요정

64
음악의
첫걸음

2001.4
도서
출판
오토콤

교
본

(기존 작품 편집 구성)65
음악의
꿈나무
교육안 I

1993.5
도서출
판해광

교
본

66
음악의
꿈나무
교육안II

1993.6
도서출
판해광

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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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새로운 소나티네 2집’의 작품번호와 중복된다.
69) 새로운 피아노 소곡집(제2집)‘ 의 작품번호와 중복된다.
70) 목록은 김국진의 홈페이지 http://www.kimkukjin.co.kr에 정리된 피아노곡을

참고하였으며 출판된 작품 목록은 작품번호 위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실제 곡

집과 대조하여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67
음악의
꿈나무
교육안III

68
한국피아
노소나티
네III

2006.3
동진
기획

작품 710 소
나
티
네

No.1-No.5

69 작품 715 No.1-No.5

70 작품 720 No.1-No.5

71

피아노
산조
「散調」
제1집

2016.8
포도나
무기획

산
조

No.1-No.4

72

피아노
산조
「散調」
제2집

2016.8
포도나
무기획

산
조

No.5-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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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출판된 김국진의 피아노곡 목록

분류 소 제 목(곡 명)

소
곡

한국피아노 소곡집 작품191 (1.꽃시계 2.소박한 노래 3.흥겨운 굿거리 4.어깨동무
내 동무 5.교회 합창단 6.들로 산으로 7.악패들 8.세마치 9.나리꽃 10.기도하는
어머니 11.하늘 더 높이 날으라71) 새야! 12.모내기 13.민들레꽃 14.가을하늘) / 어
린이를 위한 피아노 소품 (1.탈 2.산 여울 3.싸름 4.풍년가 5.둥당기 타령 6.멸치
잡는 노래 7.고사리 끊자 8.청사포 뱃노래 9.거문도 뱃노래 10.닐리리야 11.휘모
리 한마당 12.조약돌의 소풍)/ 동시에 곡을 붙인 40여곡 등 소곡류72)/유경환시에
의한 피아노 독주곡(1. 우리동네 골목길2. 새와 그리고 아이3. 겨울 새들4. 여름숲
의 귀울림)

모
음
곡

피아노 수상곡 " Essay for Piano" (1.오륙도(五六島) 2.태종대 3.달맞이 고개 4.
청사포 5.몰운대 6.동백섬의 달 7.송도(松島)의 아침 8.낙동강 뱃노래 9.범어사 10.
南海의 뱃노래 11.금정산 12.을숙도 13.산성 (山城))/
피아노 소품 (1.수평선 2.가로수 3.괭이 밥풀나무 4.초롱꽃 5.해바라기 6.봄 7.봄편
지 8.시계)/ 대가야국 (大伽倻國) (1.산성 2.가야산 3.김해벌 (金海伐))/ 한국선율을
주제로 한 피아노 조곡(1.다스름 2.염불 굿거리 3.단가(短歌) 4.세마치 5. 굿거리73)

6.타령(打令) 7.휘모리)

산
조

No.7 주제의 변주형 산조74)/ No.8 아리랑 三型式(세틀)의 산조/ No.9 제목을 붙
인 산조 “山河”/ No.10 아리랑을 주제로 한 自由散調(山水圖)/ 아리랑을 주제로
한 시나위 산조/ 아리랑을 주제로 한 산조(1.아리랑 고개 2.풍년가(전라도)/ 피아
노를 위한 산조(1.Theme and Variation 2, 산수화(山水畫))/ 피아노를 위한 산
“비나리”/피아노를 위한 산 “화두”/ Sanzo for Pianoforte(1.중모리-6.군악)

피
아
노
앙
상
블

Duo for two pianos  "남사당"(男寺黨)/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Duos "二重奏"
(1.선유가(船遊歌) 2.선유가(船遊歌)75) 3.낙양의 봄 4.한국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한 散" 5.한국민요 "아리랑을 위한 合奏" 6.새타령을 주제로 한(만중삭형식) 산조
7.양산가를 주제로 한 카프리치오식 산조 8.옹헤야 주제로 한 Duos 散 9.당달구
주제로 한 Duos 散 10.두 대를 위한 (만중삭) 散調))/ 두 대를 위한 피아노 2중
주 작품 122

그
외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녹턴 작품 102/ 발라드 6번 "화두"/ 발라드 6번76) "敬天舞"
/ 정선 아리랑에 의한 변주곡

71) 작곡가가 표기한 방식대로 기록하였다.
72) 인터넷 목록에는 편곡된 동요의 구체적인 제목과 작시자 등이 수록되어 있다.
73) 인터넷 목록에는 ‘굿거리’가 빠져 있으나 필사본을 확인하고 추가하였다.
74) 산조 곡집에 있는 No.7과 번호가 중복된다.
75) 인터넷 목록에서 제1, 2,번의 제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76) 인터넷 목록에서 발라드 제6번이 중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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