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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은 소위 ‘퓨전(fusion)’,‘월드뮤직(world music)', '크로스오

버(cross over)' 등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악기와 장르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이 무수히 많

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많이 눈이 띠는 작품은 역시 한국의 국악과 서양

의 대중음악과의 혼합 이다. 서로의 음악이 혼합하여 너무 잘 어우러 질수 있다는 발견이라기 보단,

자칫 소재의 빈곤으로 그 음악이 그 음악이라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계에서 탈출과, 우리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퓨전 록 밴드 “고

스트윈드(GOSTWIND)"의 첫 번째 앨범 <10,000 Years Ago> 의 대표곡 “Fire Bird(불새)”를 연구,

분석하여 한국최초의 국악과 록음악의 혼합을 고찰해본다.

1. 서론
21세기 음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는 그 어느 시대의 음악보다도 새로움과 독창성의

추구를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맥락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경향이 나타나게 되었

고 작곡가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발전된 음악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국민주의적 성향을 띄는 자국의

음악적 요소를 노래한다는 것은 새로움과 독창적인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현대음악의 흐름과 자연스럽

게 맞물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국악과

록음악의 혼합적인 특징으로 작곡한 “Fire Bird(불

새)”는 최소의 음악적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의 음악

적 효과를 얻고자한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re Bird(불새)” 작품을 악기 구

성과 주요테마, 구조와 선율진행의 특징을 중심으로

ver.1, ver.2, chorus의 순서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작품분석

2.1 악기구성
“Fire Bird(불새)” 작품에서는 악기면에서도 다양

성을 띄며 독창적인 어울림을 자아낸다. 록음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기타, 드

럼이 전체적인 박자와 화성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그

위에 서양악기인 바이올린이 대선율적인 역할을 한

다. 이에 더불어 국악기인 대금도 선율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바이올린과 대비되는 색채감을 나타내고,

대금의 사용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전통음악을 도

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매개체는 바로 ‘창

(唱)’이다. 국악 창(唱) 기법의 발성으로 가사를 노래

하며 곡 전반에 독특함과 독창성을 이끌어 낸다.

2.2 가사내용
ver. 1

내가 널 갖기 위해 얼마를 기다렸는데 긴 시간 동안

한번도 널 잊은 적 없어

그렇게 넌 나에게는 큰 새 희망(希望)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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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Bird”)

ver. 2

네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이(“Fire Bird”)

긴 시간동안 나에겐 큰 절망이었어(“Fire Bird”)

이렇게 넌 나에게는 큰 새 우상(偶像)이었지

chorus.

나는 너를 찾아낼꺼야 너를 찾아 이 넓은 세상 너와

함께 날아갈꺼야

사람은 삶의 목표에서 긴 시간을 투자하여 찾아 이

루고픈 소망이 한 가지씩은 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찾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곡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2.3 분석
이 곡은 4/4박자, 다단조(C minor)의 곡으로 133

마디로 구성되었다.

ver.1부분에서는 주요 테마가 반복적으로 동형진행

을 이루며 나타난다. 대금의 독주로 시작하는 주요

테마는 ‘도(C), 레(D), 미b(Eb), 솔(G),’로 이루어져

있다. 4마디 구조의 대금 선율은 반복되고, 이 선율

을 바이올린이 푸가(Fugue)의 기법을 연상시키듯이

5도 위로 동형진행을 이루며 화음을 이루고 있다.

노래 부분에서는 '솔(G)'을 중심음으로 하여 보조음

을 사용하여 순차적인 선율이 4마디 단위로 반복되

어 나타난다. ver.1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화음은

Cm, Eb, Fm이다. 리듬은 대금과 바이올린이 4분음

표 단위로 흐르다가 8분음표로 변화된다. 기타는 4

분음표 단위로 화음의 변화에 따라 3도 진행으로 나

타난다. 베이스 기타는 8분음표 단위의 엇박으로, 드

럼은 베이스드럼에서 4분음표 단위의 엇박으로 진행

한다. 그러나 하이햇에서는 이미 16분음표의 리듬이

사용되어 곡 전반에 활력을 주며 흐른다.

ver.2는 노래의 가사를 달리하여 연주는 반복된다.

chorus는 3/4변박되어 시작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선율은 진도아리랑의 첫 소절 선율과 흡사하여 국악

적인 색채를 자아낸다. 대금과 바이올린이 화음을

이루어 간주 형식으로 반복 하면 ‘창(唱)’ 부분에서

노래하고 서로 주고 받으며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국악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변박과 함께 조성도 사단조(G minor)로 변조

되어 나타난다. 이는 주요테마에서 대금의 선율을

바이올린이 5도 위로 받아 동형진행을 이룬 것과 같

은 맥락에서 조성감에서도 같은 5도 윗조로의 진행

으로 서로 연관된다. chorus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화음은 Gm, Eb, D이다. 노래가 끝나고 후주에서는

당김음이 나타나 긴박감을 주며 빠른 템포로 진행하

고 마지막에 주요테마를 대금과 바이올린이 연주하

며 마무리짓는다.

3. 결론

작품 “Fire Bird(불새)”의 ver.1과 ver.2에 공통되

는 주요 테마는, C mionor 중심의 4마디 단위의 음

악적 재료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화음이 변화함에

따라 각 악기 간에 서로 주고받으며 특징적으로 나

타난다. 리듬은 4분음표 단위의 리듬에서 16분음표

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띄며 각 악기간의 주고받는

동형진행이 특징적이다. 국악적인 악기인 대금과 노

래 ‘창(昌)’이 더해지고 화음도 단순한 화음을 살려

반복함으로써 대중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를 결

합하였다. 곡의 chorus 부분에서는 진도아리랑의 첫

선율이 변형되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국악 고유

의 색깔을 넣어 독창성이 보여진다. 그럼으로써, 이

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악과 서양의 대중

음악과의 혼합이 “Fire Bird(불새)”에서 보여진다.

결국 “Fire Bird(불새)”곡을 통해 식상해진 현대 대

중음악의 한계에서 탈출과, 우리만의 독창성을 표현

하고자 하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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