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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내러티브 분석 

- 제스처론과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으로 -

박선영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지난 2017년 5월 초연된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 윤동주를 기억하

며》를 제스처 이론과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내러티브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제스처 이론과 내러티브 이론은 기악작품 분석의 은유적이고 서사

적인 의미 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18세기 이후의 서구음악의 분석도구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나 근래에는 20세기 이후의 음악에까지 그 분석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 20

세기 이후의 한국작곡가들의 작품분석에도 이러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1) 필자는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내러티브 분석을 위해 제스처론과 상호텍스트성

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이러한 바탕을 둔 까닭은 기악음악에 내재된 표현적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기호학

(semiology)에 연관하여 인간의 의사소통체계의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제스처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졌고, 제스처에 더하여 상호텍스트들을 통해 이 곡의 의미를 보다 역동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해튼(Robert Hatten)의 제스처론과 20세기 이후의 음악에 상호텍스트를 통한 내러티

1) 국내에서는 이미경의 논문, “해튼의 음악적 제스처론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탐구: 강준일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곡》 분석을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28 (2009)에서 제스처론이 20세기 이후의 무조음악에 적용되는 가

능성에 대해 탐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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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분석을 시도하는 마이클 클라인(Michael Klein)의 분석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먼저 

이들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제스처론을 통해서는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

며》의 음악적 내용의 단초를 포착하였고 상호텍스트를 통한 클라인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서는 

이 곡의 내러티브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었다. 

  이 곡의 내러티브 도출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는 바로 상호텍스트성이다. 작곡가 임

지선이 차용한 곡들, 그리고 이 곡의 음악적 제스처들과 연관을 가지는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상호

텍스트로 설정하여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분석에 임했음을 밝힌다. 

  음악작품만이 아니라 윤동주의 시들을 내러티브 도출의 상호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이 곡이 

윤동주를 기억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내면의 기록인 윤동주의 시들은 

작곡가의 음악적 제스처와 더불어 이 곡의 내러티브 분석에 적절한 상호텍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제스처와 내러티브 이론

   1980년대 이후 형식적 분석에서 벗어나 기악곡의 표현적 의미를 도출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 이는 악곡을 분석함에 있어 구조적 분석만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층을 더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2) 이러한 분석은 분석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는 한계

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구조적, 형식적 분석에서 탈피하여 표현적 해석의 시도를 가능케 하여 기

악곡 분석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음악작품을 접하고 들을 때, 음악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형태화’ 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간다. 그리고 찰나들의 단위 내에서 형태화되는 지각 과정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느낌을 경

험한다. 그 느낌들이 의미를 가지는 맥락으로 소통될 때 그 음악은 자신 만의 고유한 내러티브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3) 이러한 경험적 청취는 해석학, 기호학 등의 영향을 

받으며 내러티브의 단초가 되는 제스처론의 근거가 되었다. 아울러 음악의 시간성, 그리고 청자가 

음악 속에서 경험하는 역동성을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이 음악을 내러티브로 읽고 싶게 만드는 충동

2) Vera Micznic, “Music and Narrative Revisited: Degrees of Narrativity in Beethoven and Mahler."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126 (2001), 193.

3) 박유미, “내러티브 단초로서의 음악적 제스처,” 『음악이론 연구』 23 (20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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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낳았다고 보겠다.4) 다음은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분석의 틀로 작용하는 제스처론

과 상호텍스성과 연계한 내러티브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2.1 제스처 이론

   ‘음악적 제스처론’은 로버트 해튼이 그의 저술 『음악적 제스처, 토픽과 트로우프』를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여기서 해튼의 문제의식은 더 일차적이고 더 감정에 밀착된 음악적 의미단위가 

무엇인가였다. 그는 이것을 음악적 제스처라고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음악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

를 그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했다.5) 

   해튼은 위의 저서에서 음악적 제스처를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에너지적 형상”

으로 정의한다. 그의 정의에서 에너지적(energetic)이라는 말이 가진 중요한 의미는 제스처는 일련

의 움직임의 계속성으로서, 단지 음정들의 윤곽만이 아니라, 리듬,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등 음악

의 모든 요소들이 모여 에너지의 흐름으로서 종합적으로 파악되는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청각적 

형상으로 존재하지만 체험의 순간에는 여러 감각이 상호작용 할 수 있다.6) 

   제스처의 어원이 몸짓에서 온 만큼 제스처는 원래 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스처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공감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7)

이라는 인간의 기본 사고능력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스처의 개념을 음악에 적용시

키기 위해 기호학(semiology)의 개념들과 연관 짓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음악적 제스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주관성의 맥락 안에서 의미체계의 공유가 선

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음악적 의미도 제스처로 인해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간주관성과 기호학적 관점의 인지체계는 인간이 음악을 제스처로 이해하며 소

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해튼의 제스처론은 주로 18세기 음악을 비롯한 조성음악의 

4) 박유미, “내러티브 단초로서의 음악적 제스처,” 145.

5) 이미경, “해튼의 음악적 제스처론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탐구: 강준일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곡〉 분석을 중심

으로,” 『음악과 문화』 28 (2009), 36.

6) 이미경, “해튼의 음악적 제스처론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탐구: 강준일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곡〉 분석을 중심

으로,” 40.

7)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란 서로의 주관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다. 타인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내가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공유되고 있음을 뜻한다. 의미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 의미체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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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제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20세기 무조음악에서도 음악적 제스처를 분석의 틀로 적용

하여 표현적 해석의 장을 넓혀오고 있다.

   제스처는 하나의 작품 안에서 자신의 표현력을 유지하면서 여러 의미단위들과 부딪쳐 복잡

한 의미의 사슬을 생성시킨다.8) 결국 이러한 의미의 생성은 표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음악 안

에서 의미를 사슬을 형성한 제스처들은 표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음악적 문맥을 야기한다. 이

러한 문맥은 고유한 플롯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음악에서 내러티브를 가능하게 하는 촉진제로 작용한

다.  

 

   2.2 내러티브 이론

   음악작품의 구조적 분석에 치중하던 것에서 나아가 음악작품 안에서 경험의 생생한 측면을 

음악의 담론 안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바람은 음악에서의 보편적인 것을 정당하게 논의하고 싶다는 

충동일 것이다. 해튼이 제스처론을 통해 음악을 분석하는 의도 역시 구조적 분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유의, 그러나 음악적 정서의 핵을 만드는 어떤 귀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론을 펼쳐 보이겠

다는 것이다.9)

  그러나 이러한 담론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의 위험성과 음악언

어와 문학적 언어가 소통의 객관적 장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

는 것이 사실이다. 음악의 내러티브 해석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장 자크 나티에

(Jean-Jacques Nattiez)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내러티브 본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에 내러티브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10)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모든 의식적 관점을 

형식적 의도를 따르는데 집중하더라도 우리의 잠재의식이 여전히 문맥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에드

워드 콘(Edward T. Cone, 1917-2004)11)의 의견이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음악을 내러티브

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 분석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그에 덧붙여 음악에서의 표현

8) 이미경, “해튼의 음악적 제스처론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탐구: 강준일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곡》 분석을 중심

으로,” 『음악과 문화』 28 (2009), 44.

9) 박유미, “내러티브 단초로서의 음악적 제스처,” 『음악이론 연구』 23 (2014), 172.

10) Jean-Jacques Nattiez and Katharine Ellis, “Can One Speak of Narrativity in Music?”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115/2 (1990), 240-257. 

11) Edward T. Cone, The Composer's Vo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김정진 번역, 

『클래식의 격렬한 이해』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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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속성을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시간성의 측면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라는 박유미의 견해

에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음은 마이클 클라인의 내러티브적 분석과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면

서 내러티브 분석이 20세기 이후의 악곡분석에 적용되는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마이클 클라인(Michael Klein)12)의 내러티브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음악분석에 대한 클라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음악작품은 독자의 읽기와 해석에 열려있으며, 

독자는 작품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분석자가 음악 속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사건을 찾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클라인이 제시하는 서사적 분석의 핵

심이라 하겠다. 클라인은 기본적으로 음악은 자체적, 독립적인 서사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

단 인정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음악이 음악 외적인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서술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음악의 표현적, 극적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독

자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13)

   클라인의 저서 『서구 예술음악에서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in Western Art 

Music,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상호텍스트성은 클라인

의 서사이론에서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란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되는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 이 해석에 영감 또는 도움을 주는 단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다른 작품들을 뜻한다.14)  

   상호텍스트성을 창안한 이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로서 러시아 문호 바흐친

(Mikhail Bakhtin, 1895-1975)의 업적을 연구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창안하게 되었다.15) 

12) 마이클 클라인(Michael Klein)은 북미의 음악이론 분야에 있어 서사 이론적 분석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학자

로서 음악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구조적, 형식적인 면에 기반한 분석을 문학이론, 기호학, 포스트모

던 이론과 결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음악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클라인의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음악적 내

러티브로서의 쇼팽의 4번 발라드”(Chopin's Fourth Ballade as Musical Narrative, Music Theory Spectrum 

26/1 (2004): 23-55)가 있으며 저서로는 『서구 예술음악에서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in Western Art 

Music,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이 있다. 

13) Michael Klein. “Narrative and Intertext: The Logic of Suffering in Lutoslawski's Symphony No. 4,” in 

Intertextuality in Western Art Musi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이지연 옮김, “서사와 

상호텍스트: 루토스와프스키 교향곡 4번에서의 고통의 논리.” 『음악, 말보다 더 유창한: 현대 독일영미 음악미

학의 논의들』, 오희숙 책임편집 (파주: 음악세계, 2012), 328.

14) Michael Klein. “Narrative and Intertext: The Logic of Suffering in Lutoslawski's Symphony No. 4,” in 

Intertextuality in Western Art Music, 329.

15) 장유라, “리스트 마제파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이해: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음

악연구』 18 (20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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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친의 대화주의 문화이론에 등장하는 다성성(polyphony)은 원래 음악용어이다. 음악에서 대위

법적 형식을 말하는 다성성은 문학에서는 작중인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섞여지면서 내용이 만

들어져가는 텍스트의 형식이다. 크리스테바는 바흐친의 다성성을 상호텍스트성으로 변경하여 학술

적 용어로 정착시켰다.16) 크리스테바는 어떠한 텍스트라도 서로 다양한 인용이라는 모자이크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는 모름지기 한 텍스트의 흡수와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텍스트란 단어가 모여 형성되는 공간, 즉 글쓰기를 의미한다.17) 음

악과 문학은 서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음악에서 내러티브적 해석을 가능

하게 한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서로 복제하거나 서로의 유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상하는 것은 바로 청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청자는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추구하게 되며, 상호텍스트들은 오히려 시공간의 차이와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18)

   다음은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마이클 클라인의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 분석을 통해 

내러티브가 20세기 이후의 무조 음악 분석에 적용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마이클 클라인의 서사와 상호텍스트     

   클라인은 그의 논문, “서사와 상호텍스트: 루토스와프스키 교향곡 4번에서의 고통의 논

리”(Narrative and Intertext: The Logic of Suffering in Lutoslawski's Symphony No. 4)에서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고통으로 서사화하기위해 바르토크,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 3번, 

쇼팽의 발라드를 상호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음악학자 이지연은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급진적이

고 주체적인 해석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19) 

   클라인도 자신의 해석이 교향곡 분석에 대해 절대적인 것이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분석 또한 미래의 다른 청자들이 이 교향곡을 대할 때 하나의 상호텍스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클라인은 각각의 청자들은 자신만의 듣기 전략 및 상호텍스트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클라인은 기존의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분석의 도구를 여전히 사용하면서도 형식적인 면에 

16) Julia Kristeva, “말, 대화, 소설,” 『세미오티케』, 서민원 역 (서울: 동문선, 2005), 페이지 없음.

17) Julia Kristeva, 위의 글, 105.

18) Michael Klein, “Narrative and Intertext: The Logic of Suffering in Lutoslawski's Symphony No. 4,” in 

Intertextuality in Western Art Music, 328.

19) Michael Klein, 위의 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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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다시 말해 작품에 담긴 표현적 내용, 즉 

음악이 어떠한 제스처로써 어떠한 표현 또는 감정적 상태를 실어 나르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다.20)

   그는 루토스와프스키의 작품 속에서 고통이라는 서사가 어떤 식으로 음악을 통해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담화를 산정해가며 그려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클라인은 무조음악 

분석방법의 하나인 집합이론, 탈구조주의와 같은 포스트모던 문학 이론, 언어학, 나티에의 기호학 

등, 다양한 학문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서사이론의 토대를 삼는다. 클라인은 루토스와프스키

의 4번 교향곡을 분석하면서 루토스와프스키의 다른 악곡들을 상호텍스트로 사용하여 ‘연장된 비명’

이라는 내러티브를 도출한다. 특이한 것은 쇼팽의 발라드 4번이 이 곡의 상호텍스트로 사용된 것이

다. 그 이유에 대해 클라인은 루토스와프스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는 쇼팽이라고 스스

로 밝히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콘의 최고점 논리가 쇼팽의 서사적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

으로 밝히고 있다. 

   쇼팽의 발라드 4번은 발라드 1번과 비슷하게 음악적 페르소나가 희망이 담긴 주제

를 각곡의 노력으로 최고점을 향해 끌고 가지만 결국에는 내러티브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클라인은 이를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의 표현적 효과와 유

사하다고 보았다.21) 클라인은 상호텍스트를 통해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고통’이라는 내

러티브로 읽어내고 있다. 

   클라인은 이 논문을 통해 20세기 이후의 무조음악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악

곡을 서사화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2.3. 필자의 분석모델

  필자는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분석을 위하여 해튼의 제

스처론과 상호텍스트성을 토대로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클라인의 분석모델을 결합하여 분석에 적용

하였다.

  먼저 구조적 분석에 입각하여 악곡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서주와 코다를 포함하여 

여섯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부분들에서 특징적인 음악적 제스처를 읽어낸 후, 이 곡에 차용된 바

20) Michael Klein, 위의 글 329.

21) Michael Klein, 위의 글,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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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로프의 《아베마리아》, 임지선 작곡가의 다른 곡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특정한 시들을 상호텍

스트로 지정하여 내러티브화하였다. 

                  

(그림1) 분석 과정을 도식화한 모형

제스처론 상호텍스트성

음악

《새로운 길》

음악적 내용

(제스처)

《아베마리아》,

다른 악곡,

윤동주의 시

내러티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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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22)  

       의 분석

 

   이 곡은 작곡가 임지선23)이 지난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윤동주에게 헌정

한 곡이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서 초연된 이곡은 윤동주의 생애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윤동주가 살았던 일제치하의 시대적 배경과 조국의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일본의 

형무소에서 만 27세의 나이로 옥사한 사실은 그가 짧은 생애동안 남긴 시들과 더불어 이 곡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내러티브적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작곡가 임지선은 이 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몇 해 전 연구년을 보낸 교토에서 윤동주 시비를 찾아 도시샤대학을 찾은 적이 있었다. 정지용 

시비와 나란히 서있는 윤동주 시비 앞에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이 놓여있었는데, 마치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뭉클했다. 

 (중략)

100년이 지나서도 꽃잎인 윤동주, 

지금 이 순간 어둠을 지나가야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에게 이 곡을 바친다.24)   

   필자는 이 곡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각각의 파트마다 두 부분씩 나누어 총 여섯 개의 섹

션으로 나누었다. 섹션 1, 3, 5에는 각각 제스처 a와 b를 설정하였다.

22) 이 곡은 2017년 5월 18일, 연세대학교 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김상

진의 비올라 협연과 이택주의 지휘로 연세심포니에타가 초연하였다. 악기편성은 비올라 독주와 스트링 앙상블, 

마림바, 타뷸라 벨, 글로켄슈필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시간 16분 42초)

23) 작곡가 임지선은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익태 작곡상, 한민족 

음악상, 대한민국 작곡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곡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경향신문이 선정한 ‘대한민국을 이끌 

60인의 리더’에 선정된 바 있다. 인디애나 대학교 명예동문 작곡가,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활동을 비롯

하여 국내외에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연세대 음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4) 작곡가 자신의 곡해설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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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형식구분

   구  분     마  디   박 자           특 징

   

 Ⅰ

 

섹션1 1~34/35~104   4/4  서주/ 제스처 a, 제스처 b 

섹션2   105~136   4/4
 바빌로프의《아베마리아》    

 선율 차용

   

 Ⅱ 

   

섹션3
 137~193/
 194~214

  3/4 제스처 a, 제스처 b  /연결구

섹션4  215~270
  3/4,   
 4/4

카덴차

   
 

 Ⅲ
   

섹션5  271~377 4/4, 3/4  제스처 a, 제스처 b

섹션6  378~ 410   4/4 코다

   이 곡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곡인만큼  곡

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윤동주의 생애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25)

25)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울:서정시학,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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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윤동주의 생애

시 기  구 분 내 용

1917년~ 1937년  만주 (명동)시절

 
출생과 유년, 청소년기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를 거쳐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잠시 수학했으나 다시 

명동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 졸업.

1938년~1942년
 서울 연희 

전문학교 시절

연희 전문학교 영문과 입학,
졸업하면서 그간에 썼던 시들을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스승 이양하의 반대로 무산됨26)

1942년~1945년
 일본 유학 시절과 

후쿠오카 형무소 

투옥

교토대학교 영문학과 입학, 도시샤 대학 

영문과로 전학.
일본경찰에게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재판받고 

후쿠오카 형무소 투옥, 사망.

   1) Part Ⅰ의 분석

    (1) 섹션 1의  분석

   현악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의 F음과 제 1바이올린의 하모닉스를 배경으로 현악기들이 

중첩되며 곡이 시작하는 가운데 종소리처럼 울리는 타뷸라 벨이 곡의 서막을 알린다. 30여마디에 

걸쳐서 완전 5도 음정을 중심으로 울리던 타뷸라 벨은 점점 고조되며 G음으로 종결한다. 현악 오케

스트라의 텍스츄어도 점점 두터워지는 가운데 클러스터 효과를 내는가 싶다가 전체적으로 G음을 향

해 집결한 채 서주가 끝난다.27) 35마디에서 비올라 독주가 등장하며 첫 번째 주제가 등장한다. 서

주보다 곡의 빠르기가 다소 빨라지지만 비올라 독주는 단2도, 단3도로 구성된 선율을 연주한다. 4

26) 연희전문학교 스승인 이양하는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하여 이 시집의 출간을 반대하였고, 윤동주는 생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하지 못하고 사망이후 1946년에 그의 연희전문학교 후배이자 벗이었던 정병

욱에 의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27) 전체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클러스터 또는 하나의 음고로 줄어드는 이런 순간들은 어둠, 또는 내적인 절망으

로의 정신적 파열이라는 메타포를 시사한다. Michael Klein, “Narrative and Intertext: The Logic of 

Suffering in Lutoslawski's Symphony No. 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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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음정구조는 완전4도씩 도약하며 3번에 걸쳐 반복된다.

 

(악보1) 마디 33~41 (제스처 a)

⌐        제스처 a       ¬

   위의 악보에서 제스처 a는 주제적 제스처로서 섹션 1의 악상을 주도해 나간다. 단2도 장2도

의 하행하는 선율구조를 가진,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듯한 제스처 a는 현악오케스트라의 당김음과 

함께 절룩이는 리듬의 효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는 토픽으로 오랫동안 사

용된, 하행하는 단2도 선율28)이 주가 되는 이러한 음악적 제스처는 슬픔(Lament)의 정서를 자아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독주 비올라를 윤동주의 페르소나라고 보았으며, 52마디에 등장하는 독주 비올라의 

연속된 하모닉스 선율은 연속적 셋잇단음표 리듬과 더불어 그러한 비감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제스처 b로 보았는데 두 마디 단위로 집합을 이루는 음정관계

를 가지고 시퀀스로 진행하며 장2도 간격으로 하행한다. 제스처 a과 제스처 b는 다시 한 번 번갈아 

등장하고 두 번째 제스처 b의 선율이 등장할 때 독주 비올라는 같은 음정구조를 하모닉스가 아니라 

28) 대표적인 예로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에 나오는 ‘디도의 탄식’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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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arco)로 연주하는 가운데 곡의 시작에 등장했던 타뷸라 벨이 합세한다. 타뷸라 벨은 처음 

등장했던 대로 종소리처럼 울리다가 독주 비올라의 제스처 b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며 윤동주의 

페르소나를 각인시킨다. 현악 오케스트라도 91마디부터 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클러스터 효과의 

고조된 악상으로 치닫다가 B♭음으로 종결한다.

(악보2) 마디 50~56 (제스처 b)

     ⌐     제 스 처 b    ¬

   마디 105부터는 섹션 2의 시작이며, 이 부분에서 임지선은 바빌로프(Vladimir Vavilov, 

1926~1973)의 《아베 마리아》 선율을 차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작곡가 자신의 곡해설에서 다

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윤동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있던 지난 해 초겨울,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선율이 마음을 뒤

흔들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곡이 새롭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나 자신의 음악어법과 아베마

리아 선율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필자와의 인터뷰29)에서 작곡가 임지선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선율에서 “윤동

29) 작곡가와의 인터뷰, 2018년 4월 24일, 임지선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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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머니의 슬픔30)을 연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악보3) 마디 126~130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선율이 차용된 부분의 일부)

30) 윤동주 어머니의 슬픔과 관련하여 윤동주 여동생의 증언이 송우혜의 『윤동주 평전』(2017)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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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임지선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선율을 차용31)하여 상호텍스트로 

삼고 윤동주 어머니의 슬픔을 형상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디 105마디에서 다시 악곡의 빠르기

는 느려지고 사단조의 조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무조음악의 이곡은 여기서부터 갑작스

레 느껴지는 조성감으로 인해 보다 분명한 내러티브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아베 마리아》 선율에

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연속적 하행 2도가 자주 등장하고 현악오케스트라는 저음현악기가 사 단조

의 조성을 확립해주고 있기는 하나 제 1바이올린과 제 2바이올린에서 점차 이 부분에서 임지선의 

음악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7도 구성의 선율과 현악기의 하모닉스, 글리산도 효과가 뒤섞이면서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선율과 임지선의 음악어법이 서로를 어루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곡에서 차용된 《아베 마리아》 선율은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로서의 공유된 슬픔을 상징하

는 상호텍스트로 작용한다.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독교계통 학교만을 다녔던 윤동주의 

기독교적 배경을 암시하는 텍스트가 될 수 도 있다.

   만 27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던 윤동주의 생애는 그가 남겨놓은 시를 통해서 가장 잘 드

러난다. 그는 명동시절 청년기때부터 시인이 되기를 꿈꾸었으며 습작기였던 소년기에도 이미 수준 

높은 시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32)  “시인이라는 슬

픈 천명”33)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윤동주는 1930년대 일제가 우리의 민족문학을 말살하려는 

암흑기에 한글로 된 서정시를 써서 민족문학의 꺼져가는 시대를 촛불처럼 밝힌 것이다. 필자는 이 

곡의 전반부에 흐르는 음악과 윤동주의 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의 시 〈초 한 대〉를 파트 Ⅰ

의 내러티브 도출의 상호텍스트로 설정하였다. 이 시는 그가 명동지역의 은진중학교 3학년(17세) 

때 지은 초기 습작기의 시이다. 

            〈초 한 대〉 

        초 한 대-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31) 20세기 음악에서 차용의 예들을 다루는 저서로는 마이클 클라인의 Music and The Crises of the Modern 

Subjec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를 참조하라.

32) 송우혜, 『윤동주 평전』, 213.

33) 이 구절은 윤동주의 또다른 시,〈참회록〉에 등장한다. (1941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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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제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34)

   이 시의 3연에 등장하는 ‘백옥 같은 눈물과 피’는 고결한 슬픔의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시어

가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제물’은 윤동주의 비극적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

마저 풍긴다.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선율이 등장하는 섹션 2에서는 윤동주의 〈십자가〉를 상호텍스

트로 설정하였다.

 

34) 〈초 한 대〉는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휜히 밝혀주는 ‘촛불’을 두고 쓴 것이다. 그 생명인 심지까지 눈물과 

피를 흘리며 자신을 불사르는 촛불의 상징적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지키고 있는 초 한 대는 작자 자신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김학동, 『한국 문학의 현대적 

해석-13 윤동주』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6),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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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년 5월 31일)

   이 시에서 ‘괴롭고도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피흘리겠다는 구절은 2부분

에서 차용된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선율과 대응을 이루며 마리아의 슬픔과 윤동주 어머니의 슬픔

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상호텍스트로 작용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의 음악적 제스처 a, b와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선율, 그리고 윤동주의 시, 

〈초 한 대〉와 〈십자가〉는 섹션 1과 2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상호텍스트들로

서 작용하며 이를 통해 파트 Ⅰ의 내러티브는 ‘슬픔’이라는 플롯에 부합하게 된다.

 

   3) Part Ⅱ의 분석 

     (1) 섹션 3의 분석

   아베 마리아 선율이 끝나면서 악곡의 분위기는 반전한다. 슬픔과 탄식의 선율로 끝나는가 

싶더니 4/4에서 3/4으로 변박이 이루어지고 빠르기도 ♩=72에서♩=96으로 급선회하며 4연음보의 

질주하는 마림바가 섹션 3의 시작을 알린다.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앞서의 섹션 1, 2와 달리 비올라

는 마림바에 의해 포르테시시모까지 달아오른 악상속에 독주 비올라가 다시 등장하며 찍어내리는 

듯한 연속적인 더블 스톱으로 극적이고 강렬한 효과를 자아낸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저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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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림바의 4연음보의 리듬을 이어받아 긴장을 멈추지 않는다. 제 1, 제 2바이올린과 비올라도 더

블스톱으로 일제히 강렬한 불협화음정을 강한 액센트와 함께 연주하며 거칠고 극적인 흐름에 역동

적인 결을 더한다.

(악보4) 마디 145~148 (독주 비올라의 제스처 a, b )

     ⌐    제스처a   ¬                    ⌐   제스처 b   ¬

   마디 147에서 비올라는 4마디에 걸친 연속적이고 강렬한 더블스톱을 멈추고 완전5도, 완전4

도 위주의 간격으로 갑자기 유연한 선율을 마림바와 함께 선보인다. 이는 섹션 3의 제스처 b가 되

며 섹션 3가 마디 214까지 지속되는 동안 제스처 a와 번갈아 나타나며 대비를 이루게 된다.

   섹션 3에서 음악적 제스처 a는 독주 비올라의 연속적인 강렬한 더블스톱에다가 수평적 선율

라인도 완전 4도, 5도, 그리고 장 6도 등의 연속적인 도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스

처 a가 등장할 때마다 짝을 이루는 포르테시시모의 악상은 이 부분에서 극적이고 강렬함과 응축된 

에너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스쳐 a와 번갈아 등장하는 제스처 b는 도약선율로 

이루어 역동성을 지니면서도 제스처 a의 더블스톱과 달리 유연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제스처 b

가 등장할 때는 오케스트라의 텍스추어도 화성적으로 보다 간명한 구조를 가지며 제스처 a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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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다. 섹션 3에서 임지선은 자신의 또다른 작품인 《그림자의 그림자 Shadow of Shadow》

를 차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곡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작곡된 작곡가 임지선의 그림자 시

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그림자”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는데 작곡가에게 “그림자”이

미지는 “어두움”이다.35) 그림자의 그림자는 섹션 3에서 상호텍스트로 작용하며 이 곡에 내재된 어

두움의 이미지는 파트 Ⅱ내러티브 형성에 결을 더하게 된다.

  이전의 섹션 1, 2에서의 내재적이고 응축되어가던 악상은 섹션 3과 4를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섹션 3을 통해 응축된 에너지의 역동적인 분출로 분위기가 반전, 고조되던 악상은 섹션 4

를 통해 비올라의 카덴차로 나아간다. 마디 215부터 시작되는 카덴차는 보다 빨라진 템포와 증4도, 

단2도등의 음정이 연속되는 비올라의 강렬한 더블스톱으로 인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다. 후벼파는 

듯한 비올라의 독주선율,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완전8도, 5도 중심의 선율은 

느리게 정적으로 흘러가며 날카로운 비올라 독주에 이어 악상을 부드럽게 순화시킨다. 그러나 다시 

등장할 때마다 비올라 독주는 그 길이가 배가 되며 몸부림치듯, 때로는 절규하듯 비감어린 정서와 

함께 청자의 심상을 고무시키며 마디 257의 연속적인 6연음보의 아르페지오로 변형되며 이 곡의 최

고점을 향해 나아간다.

(악보5) 마디 215~221 (카덴차의 시작부분) 

35)이세영, “임지선의 《그림자의 그림자 Shadow of Shadow》 작품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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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라 독주는 최고점에서 두 마디에 걸쳐서 온음표로 이어지며 숨을 고른다. 그리고 다시 

마디 264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32연보의 빠른 패시지로 쏜살같이 하강한 이후 다시 가파르

게 32분음표들을 통해 상승하며 마디 270에서 카덴차의 종결이 이루어진다.  

(악보6) 마디 261~263

   섹션 3에 나타나는 제스처 a와 b, 그리고 연이는 카덴차의 독주 비올라 선율을 윤동주의 페

르소나라고 가정할 때 이들이 여기서 들려주는 역동적 에너지들은 윤동주의 저항정신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윤동주를 단순히 그의 옥사만으로 저항시인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를 부정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윤동주의 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윤동주의 시들 속에 당시

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저항정신이 용해되어 있다는 견해에 더욱 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36) 

  그러한 주장에 결을 더하기 위해 상호텍스트로 필자가 설정한 윤동주의 시는 〈또다른 고

향〉이다.

36) 이는 기독교적 저항정신과 연계된다. 윤동주와 명동지역에서 6년동안 같은 보통학교를 다니고 윤동주와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고 문익환(1918-1994) 목사의 글에서 발견한 윤동주의 저항정신은 다음과 같다. 

    “윤동주의 저항정신은 불멸의 전형이다’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얼른 수긍하지 못한다. 그에게 와 

서는 모든 대립은 해소되었다. 그의 미소에서 풍기는 따듯함에 녹지 않을 얼음이 없었다.... 나는 확언할 수 있

다. 그는 형무소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 내쉬면서도 일본사람을 생각하고는 눈물지었을 것이라고. 그는 인간성

의 깊이를 파헤치고 그 깊이를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미워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민족의 새아침을 바라고 그

리워하는 점에서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것을 그의 저항정신이라 부르는 것이리라.” 문익환, ‘동주형의 추

억,’ 『윤동주 시집』, 254.  마광수, 『윤동주 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175.에서 재인용.

    마광수는 이 저서에서 윤동주의 시에서는 저항적 기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의 시에 저항정신은 내

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광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윤동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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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1941년 9월)

   이 시에서 나타나는 저항정신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대로 다중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다른 윤동주의 시들과 달리 윤동주가 처한 공간인 방이 우주로 확대되며 하늘의 소리에까지 시

청각적 의식의 확장을 보여준다. ‘어둠을 짖는 개’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아름다운 고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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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적극적 권유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다른 시들의 내향적 성격과 대비를 이룬다. 

다시말해 자기성찰적 요소가 강했던 기존의 시들과 달리 새로운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를 향해 자신

의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섹션 3, 4의 역동적이며 극적인 

토포스를 자아내는 음악적 제스처에 가장 부합하는 시라고 생각된다. 

   4) 파트 Ⅲ

   (1) 섹션 5의 분석  

(악보7) 마디 302~307

  제스처 b  

  제스처 a 

  응축된 에너지의 분출과도 같았던 파트 Ⅱ가 막을 내리고 파트 Ⅲ의 섹션 5가 마디 271에서 

시작한다. 독주 비올라의 카덴차로 상승하던 음악적 분출은 장3도와 완전5도 협화음정의 저음 현악

기의 여린 피아니시모 악상으로 정적이며 차분한 안정을 찾는 가운데 비올라 파트가 단7도 중심의 

느린 선율을 나지막이 제시한다. 그러나 악곡의 빠르기는 이전의 카덴차 파트보다 오히려 빨라지므

로 이 섹션이 에너지의 하강이 아님을 암시한다. 마디 296부터 현악오케스트라 파트에서 앞서 제시

했던 선율을 당김음으로 연주하는 가운데 악곡은 신선한 전환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윽고 다시 등

장한 비올라 독주는 연속적인 피치카토 주법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더한다. 필자는 현악오케스트라

의 당김음 선율은 제스처 a로, 비올라 선율은 제스처 b로 보았다. 가볍고 생동감 넘치는 제스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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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는 마디311에서 이루어지는 화성적 코드를 통해 음악적 반전을 이룬다. 여기서의 화성적 코드

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울림을 준다. 이어서 이번엔 제스처 a와 b가 서로 어루

만지듯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고조시킨다. 마디 353부터는 마림

바가 합세하여 활기를 더하다가 종결부를 향해 나아간다. 섹션 5에서 상호텍스트가 되는 것은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윤동주의 시〈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1938년 5월 10일)

   이 시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를 입학하던 해인 1938년 봄에 쓰여진 시로서 건전한 휴머니

즘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인간, 동물, 식물, 

자연 현상 등이 적절히 나열되어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현상과 자연의 순환을 보여준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을로 가는 길’이라고 끝맺고 있는 점도 중요한데 이는 마을은 공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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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지향하는 바, 이 시인의 궁극적 실천목표가 삶의 지향점이 이웃에의 사랑, 평화로운 지상적 공

간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37)

   이 시는 이전의 슬픔이나 저항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한 희망의 정서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작곡가 자신도 이 곡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의 제목을 붙인 것에서 이 곡이 

윤동주를 기억하면서 시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려내고 싶은 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곡의 종결부가 희망의 토포스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과 상호텍스트를 이루는 

임지선의 다른 곡인 《희망은 깃털 달린 작은 새》 라는 곡에서 볼 수 있다. 작곡가 임지선은 이 

곡을 2014년 초연하였는데 원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이다. 작곡가는 초연당시 이 곡의 프로그

램 노트에서 이 곡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연약하고도 강인한 작은 새가 두 대의 피아노 건반 위를 파닥거리며 날아다닌다. 

       보상이 없어도 끊임없이 지저귀며, 납덩이 같은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을 노래한다.

   《새로운 길》의 섹션 5와 코다는 《희망은 깃털 달린 새》와 제스쳐를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곡가 임지선이 의도적으로 이 곡에서 제스처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길》의 섹

션 5, 6을 동일한 희망의 내러티브로 연관지을 수 있게 한다.

37) 마광수, 『윤동주 연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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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 《희망은 깃털 달린 작은 새》38) 마디 105~107

   코다에 이르러 독주 비올라는 섹션 3에 등장했던 더블스톱의 저항적 제스처를 다시 선보이

다가 마침내 고음역의 E음으로 종결한다. 이 음은 7마디를 이어가면서 더욱 강하고 선명해지는 가

운데 글로켄슈필이 명징한 일깨움을 전하는가 싶더니 이곡의 처음 시작에 등장했던 타뷸라 벨이 연

속적 16분음표의 강렬한 패시지로 치달으며 강하게 상승하는 울림으로 악곡은 끝맺게 된다. 앞서의 

슬픔과 저항의 내러티브가 종결부에서 희망의 내러티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38) 임지선은 《희망은 깃털 달린 작은 새》를 2017년, 일본 교토에서의 연주를 위해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하

였다. 이 곡은 에밀리 디킨즈(Emilly Dickinson 1830-1886)의 시 ‘희망은 날개 달린 것’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

했음을 작곡가의 프로그램 노트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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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마디 378~379

   작곡가 자신이 이 곡의 제목으로 선정한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은 마지막 코다부분의 

타뷸라 벨이 뿜어내는 종소리와 같은 울림과 함께 슬픔, 저항을 거쳐 이 악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

고자 하는 희망의 내러티브를 드러내는 상호텍스트로 작용한다. 슬픔과 어둡고 짓누르는 듯한 저항

의 내러티브를 지나 희망이라는 반전의 토포스로 귀결되는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는 윤

동주의 생애를 결국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를 제스처론과 상호텍스트성에 기

반하여 내러티브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내러티브 분석   97

(그림2)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서사구조   

                               

《새로운 길》

상호텍스트로서의 음악 

Ⅰ-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Ⅱ- 임지선의 《그림자의 그림자》

Ⅲ- 임지선의 《희망은 깃털 달린 작은 새》

음악적 제스처와 연관되는 윤동주의 시

Ⅰ-  〈초 한 대〉,〈십자가〉           

Ⅱ-  〈또다른 고향〉

Ⅲ-  〈새로운 길〉 

슬 픔 저 항 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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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가면서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를 해튼의 제스처론과 마이클 클

라인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내러티브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이 곡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각각을 두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총 여섯 개의 섹션으로 나누었고, 섹션 1, 3 ,5에서 각각의 

제스처 a와 b를 설정하였다. 그러한 음악적 제스처와 연계하여 적절한 연관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윤동주의 시를 상호텍스트로 설정하여 세 개의 파트에서 내러티브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파트 Ⅰ에서 작곡가가 차용한 아베 마리아 선율과 파트 Ⅱ에 차용한 작곡가 자신의  

또다른 작품인 《그림자의 그림자 Shadow of Shadow》와 파트 Ⅲ에서 차용한 《희망은 깃털 달

린 작은 새》 또한 상호텍스트들로서 필자의 내러티브 해석에 적용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곡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윤동주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년간의 짧은 생을 

살면서 남긴 그의 시들은 윤동주의 내면과 영혼에 다가가는 상호텍스트로 자리하게 될 수 있다. 마

이클 클라인이 제시했듯이, 상호텍스트를 명백한 통일성으로 묶는 힘은 바로 내러티브에 있다. 우리

는 음악에 대해 논할 때 이야기화의 논의를 따르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산발적인 음악의 표면을 

간명하며 단일화된 액션이 되도록 하는 인과적 관계를 찾고자 한다.39)  또한 알멘이 언급한 대로 

“결국 플롯은 음악적 구조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심리적 상태나 행위 등의 은유로 이야기되는 커다

란 구조이며, 개별적인 무수한 이야기가 있다기 보다는 원형으로 간주되어지는 몇몇의 극적인 흐

름”40)인 것이다.

   필자가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를 단일화된 원형으로 읽

어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들이 존재하였다. 텍스트들은 저장된 물질적 기억, 존재하는 기호 형태로, 

텍스트들의 상호관계는 기호로서의 문화를 항상 다시 새롭게 달리 기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

다.41) 

  그렇다면 윤동주의 생애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시대적, 종교적 배경,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하늘과 별과 시』라는 시집 속에서 우리 곁으로 부활하여 온 듯 다가와 있는 그의 시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다가 숨져간 윤동주에 대한 TV 다큐멘터리를 비롯하여 2016년 흑

39) Michael Klein, “Narrative and Intertext: The Logic of Suffering in Lutoslawski's Symphony No. 4,” 

371. 

40) 박유미, “내러티브 단초로서의 음악적 제스처,” 『음악이론 연구』 23, 169.

41) 조경식, “문화적 기억/망각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 『뷔히너와 현대 문학』 27 (2006),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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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로 제작된 영화, ‘동주’42), 연세대학교 교정에 서 있는 윤동주 시비와 중앙도서관 로비 일층 

가장 막다른 곳에 전시되어 있는, 아직도 숨쉬는 듯한, 그의 친필로 쓰여진 ‘서시’ 원고...

  이 모든 것들이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내러티브를 위한 

필자의 상호텍스트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들이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속

의 음악적 제스처들과 만나서 필자에게는 슬픔, 저항을 거쳐 희망이라는 내러티브를 낳았다. 그렇지

만 클라인의 말처럼 필자의 해석은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에 대한 미래의 해석에 또 다른 하나의 

상호텍스트가 되어있을 뿐인 것이다. 이것은 내러티브 해석의 한계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상호텍

스트성에 의한 음악해석의 장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검색어

윤동주(Yoon Dongjoo), 임지선(Lim Jiesun),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The New Path 

in Memory of Yoon Dongjoo), 로버트 해튼(Robert Hatten), 제스처(Gesture), 마이클 클라인

(Michael Klein), 내러티브(Narrative),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Vavilov's Ave Maria), 상호텍

스트성(Intertextuality)                             

42) 영화 ‘동주’는 이준익 감독, 강하늘 주연의 흑백영화로 2016년 제작,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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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Analysis of Lim Jiesun's Viola Concerto 

The New Path in Memory of Yoon Dongjoo: 

Based on Gesture and Intertextuality    

Sunyoung Park 

  This paper is a narrative analysis of the Lim JieSun's Viola concerto 《The New 

Path in Memory of Yoon Dongjoo》. I clarify that this analysis based on Hatten's 

gesture theory and Michael Klein's narrative theory through intertextuality. I first divided 

it into three parts i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music, and then divided it into six 

sections. I set the gestures for each part and set those music that Yim JieSun borrowed 

in each part and the poems of Yoon Dongjoo as intertextuality to draw the narrative 

related to the musical gestures of each part. The narrative of this music, which I have 

structured through this analysis, is Sorrow, Resistance a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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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의 

내러티브 분석

- 제스처와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으로 -       

       

박선영

  본 논문은 임지선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윤동주를 기억하며》에 대한 서사적 분석이

다. 그러한 분석의 기반으로 필자는 해튼의 제스처론과 마이클 클라인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서사

이론에 바탕을 두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필자는 먼저 이 곡의 구조적 분석에 있어서 크게 세 파트

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여섯 개의 섹션으로 나누었다. 

  각 파트마다 음악적 제스처들을 설정하고 임지선이 각 파트에서 차용한 곡들과 음악적 제스

처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윤동주의 시들을 상호텍스트로 설정하여 음악적 제스처들과 연관된 내러

티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가 구조화한 이 곡의 내러티브는 슬픔, 저항,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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