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 -

서      론

이 종설은 전통적인 성악 교수법<Bel canto training>을 과

학적,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주관적 느낌의 전달이 

주를 이루는 각 훈련방법들이 발성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후두음성언어의학적 지식을 접목시켰다. 

이를 통하여 40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검증된 

<Bel canto>창법을 객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전문직업인과 음성질환의 치료, 훈련, 관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화된 발성훈련법을 제시한다. 

본      론

1. 호흡훈련

“호흡을 이해한 자만이 노래를 이해한다.”, “호흡을 끌어당

기지 말고 낚아채라.”, “ 좋은 호흡이란 목구멍의 바닥까지 여

는 것이다.”, ”허파의 뒤쪽 반을 이용해서 호흡하라”. 

성악가는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 여러 추상적인 개념과 표현

을 사용하여 훈련한다. 울고 있는 갓난아이의 복부의 움직임

을 관찰하기도 하고, 개가 짖을 때의 몸통의 움직임에서 힌

트를 얻기도 한다. 흉곽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어깨상승을 억

제하며 복식호흡을 연습한다. 누운 자세로 배위에 무거운 물

체를 올려놓고 호흡을 연습하기도 하며, 최대한 오래 흡기하

고 최대한 오래, 같은 압력으로 숨을 내뱉는 과정을 훈련한

다. 호기 시 성악가는 등, 옆구리, 복부의 긴장감에 집중한다.

성악가의 호흡훈련을 후두음성언어의학의 관점에서는 흉곽

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횡격막을 이용하여 호흡하는 흉복식호

흡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흉복식호흡은 폐활량 활용도를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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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singers train their vocal organ to have a good timbre of voice. They train and train again to have a strong resonance, 
large range of voice, homogenous color of voice, a voice goes far and to avoid vocal disorder, etc. This article is analyzing 
＜Bel canto training＞ from scientific and medical perspective. It could approach the secret of the great art of 400 years history 
- ＜Bel canto＞. Furthermore standardizing voice training method based on ＜Bel canto training＞ will facilitate to train, thera-
py and care the voice professional user and voic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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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는 호흡으로, 신체기능을 한계치까지 사용하는 

스포츠 선수들도 사용하는 호흡이다. 

1) 흉복식호흡(Abdominal breathing+chest breathing) 

(1) 흡기(Inspiration)

① 횡격막(diaphragm) 하강으로 상복부 팽창

② 외늑간근(external intercostal muscle), 대흉근(pectoralis 

major muscle),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 등의 흡기

근육(inspiratory muscles)의 작용으로 흉곽 확장

(2) 호기(Expiration) 

① 복근(Abdominal groups)과 밀접한 연관

② 복압→횡격막→흉곽의 압력→호흡의 압력으로 전달

•성악가는 강제적 호기 시 호흡압력 조절을 목표로 복압, 

내늑간근의 수축압력을 버티는 훈련을 한다.

2. 자세와 발성기관의 최적화

좋은 자세와, 낮은 후두위치는 성악가가 가져야 할 필수 조

건이다. 악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최대한 확

장시켜 공명현상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흉곽의 확장을 통해 

발성기관의 확장을 돕고, 폐가 확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한다. 

성악가들은 낮은 후두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품할 때의 

발성기관 모양에서 힌트를 얻는다. [우], [오] 모음으로 발성훈

련을 하기도 하고, 고음에서 상승하기 마련인 후두와 발성기

관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후두음성언어의학적 관점에서 “흉곽확장을 통해 폐활

량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공명강(vocal tract)확장을 통해 

성악가 음형대(singer’s formant)를 만든다”로 이해될 수 있다. 

낮은 후두위치에서 산출 되는 음성은 성대접촉률과 공명현

상의 증가(high quality sound source and strong resonant fre-
quency)로 더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준다.

*흉곽의 확장, 낮은 후두 위치(Lower larynx)

바른 자세로 흉곽을 확장하고, 하품할 때의 발성기관 위치

를 유지 [u], [o] 모음으로 발성훈련

3. 성대접촉의 강화와 성대접촉패턴의 변화

성대원음(sound source)의 질적인 향상은 성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좋은 음질의 성대원음은 공명주파수의 강도

를 높여, 성악가 음형대(singer’s formant) 형성을 용이하게 한

다. “강한 음성”, “더 멀리 전달되는 음성”, “풍부한 음성”, “균질

한 음색의 음성” 등은 <Bel canto training>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대원음(sound source)의 질적인 향상은 필수적이

라 하겠다. 성악가는 강한 음색을 내기 위해 무거운 물체를 들

고 발성연습을 하기도 하며, 치아를 무는 힘, 벽을 미는 힘을 

이용해 훈련하다. 이는 <Bel canto training>에서 굉장히 효과

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성의 문제점을 극복하

는 사례는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목격된다. 

1) 성대접촉 강화훈련

치아를 물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보조적 동작으

로 성대 내전근인 피열간근(interarytenoid muscle)과 측윤

상피열근(lateral cricoarytenoid muscle)의 활성화와 훈련을 

돕는다. 이는 성대의 완전한 접촉, 즉 성대후면 틈새(posterior 

chink)가 없는 접촉을 돕는다. 

낮은 후두위치에서 성대접촉이 강화 되면, 음질은 강해지

지만 음역이 제한되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한다. 성악가의 “느

낌”에서는 “무겁다”라고 표현된다. 성악가는 “낮은 후두위치”, 

“높은 호흡압력”이라는 기본 조건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을 하며, 후두음성언어의학의 

관점에서 실제적 훈련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2) 성대진동 패턴의 변화

(1) 허밍(humming & open mouth humming) : 성문상압

의 증가(trans-glottal-pressure 감소)를 통해 성대의 상연진

동패턴을 돕는다. 

(2) Lip bubble(trill) : 진동체의 역치값(vibration threshold)

을 낮춘다. 

(3) 유성자음 [z], [v] 발성 : 모음보다 낮은 성대접촉률로 성

대 상연진동패턴을 돕는다. 

(4) 비자음([m], [n])을 초성으로 사용한 발성훈련 : 성대 상

연진동패턴을 돕는다. 

(5) [h] attack : 호흡의 흐름을 먼저 생성하고, 성대를 접촉

하는 테크닉으로 호흡기관과 발성기관의 섬세하고 효율적 조

절이 요구되며, 이는 성대 상연진동패턴을 돕는다. 

성악가는 비교적 훈련이 용이한 호흡훈련과 발성기관 확

장훈련을 선행적으로 시행한다. 그 후 대부분의 트레이닝 시

간을, 강한 음색을 위한 성대접촉 강화 훈련, 넓은 음역의 확

보를 위한 성대 상연진동패턴 훈련에 사용한다. 

4.  전통적인 성악 교수법<Bel canto training>에서 사용되는 

표현

성악가는 발성기관의 섬세한 조절을 통한 음성의 미세한 

차이를 느껴야 한다. 또한 성악가는 그의 의도대로 자신의 소

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한다. 고대의 

이탈리아 대가부터 20세기의 대가들까지, 그들이 아름다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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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숨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숨 위에서 노래하라. 

2) 소리를 들여 마셔라. 

3) 훌륭한 성악가는 노래하는 동안 그 입 앞에 촛불을 갖

다 대어도 불꽃이 흔들리지 않는다.

4) 꼭 다물어지지 않은 성대는 호흡에 있어서 구멍 난 고무

공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성대의 필요가치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5) 훌륭하지 못한 성악가와 정치가에게는 약음이 없다.

6) 아주 날씬하게 노래하도록 하라.

7) 떠 있는 상태로 저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더 높은 

음으로 갈 수가 없다. 

8) 모든 모음에서 [a]를 유지해야 한다. 

9) 나는 장화를 신고 노래한다. 

10) 온 몸이 함께 노래한다. 

11) 나는 음에 입맞춘다. 

12) 우리는 오직 한걸음 한걸음씩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

다. 가장 마지막 완성을 손에 넣기엔 가창기술은 너무 어렵고 

인생은 너무 짧다. 

이렇듯 성악가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의 표현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창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들은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고, 심지어 철학적이기까지 하다. 

5. 예술성을 배제한 전통적인 성악 교수법<Bel canto training>

바로크 오페라의 작곡가이자 성악교사였던 니콜라 포르포라

(Niccola Porpora, 1686~March 1768)는 “기술의 완성으로부

터 예술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목소리의 생성과 각 기관들의 작용을 “관 안에서의 공기의 

흐름과 성대의 저항”이라고 단순화 한다면, 성악가의 발성훈

련 또한 후두음성의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기능적 측면

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폐활량 활용도의 극대화 : 흉곽확장을 통해 폐의 확장을 

도우며, 횡격막을 이용하여 복식호흡

2) 호흡의 압력을 조절 : 복압의 적절한 컨트롤

3) 공명현상의 극대화 : 발성기관을 확장(낮은 후두위치→

공명강(vocal tract)의 길이증가→공명 주파수 증가)

4) 높은 성문저항 : (성대접촉률-성대원음의 질적 향상)

5) 성대 상연진동패턴 생성(가볍고 유연한 음색)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성악 교수법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

늘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 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성

을 배제한 전통적 성악교수법은 위와 같이 단순화 된다.

6. 음성전문집업인과 발성훈련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운동선수의 훈련은 전문화 되었다. 

선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훈련프로

그램을 따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단순화 된 전통적 성악 교수법<Bel canto train-
ing>은 여러 음성전문직업인의 특성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다. 

성직자, 아나운서와 같이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직업 군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흉복식호흡훈련-발성기

관의 확장훈련-성대접촉 강화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성대접촉강화훈련을 통해 성대의 완전한 접촉, 성대하연 접

촉을 도와 질 좋은 성대원음을 생성한다. 발성기관 확장을 통

해 공명감 있는 목소리 구사를 돕는다. 가수, 성우 등 다양한 

음색과 넓은 음역대의 음성사용이 요구되는 직업 군에서는 성

대상연 진동패턴을 도울 수 있는 여러 훈련방법들이 사용되어

야 한다. “흉복식호흡훈련-발성기관 확장훈련”은 음성질환자 

스스로 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음성산

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결      론

전통적인 성악 교수법<Bel canto training>에서 제시된 발성

훈련법을 기능적 측면만으로 단순화 하여 이해 하였다. 제시

된 각각의 발성훈련법이 성악가를 비롯한 많은 음성전문직업

인들의 발성훈련, 교정, 치료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서는 표준화된 발성훈련법이 일반화, 보편화 되어 국민의 음

성건강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중심 단어 : 음성훈련방법ㆍ음성전문직업인ㆍ벨칸토ㆍ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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