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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세 곡의 마주르카로 구성된 글리에(Reinhold Moritsevich Glière,
1875-1956)의 <마주르카(Mazurkas) Op. 29>(1906)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곡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글리에가 세 곡에 걸쳐 어떻게 점차적으로 다양한 작곡 기
법들을 과감히 적용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각 곡의 교수법을 논의하였다.
세 마주르카 모두 고도의 연주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이 곡들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깊은 음악적 이해가 요구
된다. 따라서 이 피아노 작품들이 다른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기교적인 작품들을
배우는 데에 좋은 보충 음악이 될 것이다.
글리에는 하프 협주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교향곡 등 큰 규모의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의 소규모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전기 러시아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글리에의 <마주
르카 Op. 29>를 연주하고 가르치게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라인홀드 글리에, 마주르카, 마주르카 Op. 29, 러시아, 낭만주의,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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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주르카 1번’

I. 서론
1. 글리에의 생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Kiev, Ukraine)에서 태어난 글리에
(Reinhold Moritsevich Gliere, 1875-1956)는 일생 동안 지휘자,
교육자, 작곡가,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였다(Grigor’yeva, 2017).
그의 아버지는 독일 출생으로 관악기를 제작하였으며 그의 외할아
버지 또한 폴란드 출생의 관악기 제작가였다(Schnadt, 2020). 그는
어린시절부터 바이올린 실력이 출중했는데 이러한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의 음악 공부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890년부터 키예프

음악

학교(Kiev

Music School)에서 음악 이론, 작곡, 바이올린, 피아노를 공부했고,
1984년에 바이올린 전공으로 모스코바 음악원(Moscow Conservatory)
에 입학하여 아렌스키(Anton Arensky, 1861-1906)와 타네예프
(Alexander Taneyev, 1850-1918)에게 작곡을 배웠다. 1900년에
졸업할 때에 학교로부터 작곡 부문 금메달을 받았으며, <오페라
‘지구와 천국’>(1900), <현악 6중주 1번 다단조, Op. 1>(1898),
<현악 4중주 1번 가장조, Op. 2>(1899), <현악 8중주 라장조, Op.
5>(1900), <교향곡 1번 내림 마장조, Op. 8>(1900) 등의 몇몇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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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작품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이후 1905-1908년 사이에 독
일 베를린에서 프리드(Oskar Fried, 1871-1941)에게 지휘를 배운
후,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지휘자로서 활동하였다(Krebs,
1970).
또한 글리에는 영향력 있는 교육자로서 소련의 음악 교육에 관심
이 많았다. 1913년부터 키예프 음악원(Kiev Conservatory)에서 가
르치기 시작하여 이듬해 이 학교의 학장이 되었으며(Krebs, 1970),
1920년에서 1941년까지 모스코바 음악원에서 작곡과 교수로 재직
하였다(Grigor’yeva, 2017). 그가 배출한 많은 제자들 중에는 프로
코피예프(Sergei Prokofiev, 1891-1953), 미야스코프스키(Nikolai
Myaskovsky,

1881-1950),

하차투리안(Aram

Khachaturian,

1903-1978) 등이 있다(Posell, 1967).

2. 글리에의 음악 스타일과 작품
글리에는 동시대 러시아에서 활동한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
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와

스크리아빈

(Alexander Scriabin, 1872-1915)과 마찬가지로,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으로부터 전해지는 전통적인 낭만주의를 따른
다(Lee,

2015).

러시안

음악학자

그리고리에바(Galina

Grigor’yeva)는 글리에의 발레와 교향곡 작품들이 러시아 서사시
전통을 따르는 표현적인 선율, 감성, 아름다움, 색채, 회화적인 표현
법을 사용하였다고 서술하였고(Grigor’yeva, 2017), 또 다른 학자
크렙스(Stanley D. Krebs)는 글리에의 <성악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Op. 82>(1942-1943)가 19세기 낭만주의 양식을 보여준다
고 평했다(Krebs, 1970). 또한, 오스트리아 첼리스트 룸멜(Martin
Rummel, 1974-)은 글리에의 음악을 러시아의 전통 화성들과 인상
주의의 혼합이라고 서술하였다(Rummel, 2011). 이러한 평론들은
글리에의 작품이 쇼팽,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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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1893), 스크리아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기 낭만주의에 부합
함을 증명한다.
글리에는 생전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898년부터 1956년 사이에 작품번호가 없는 40여개, 작품번호가
있는 100여개의 작품을 작곡하였다(Rummel, 2011). 그의 대표작
들은 교향곡, 발레, 오페라 등 큰 규모의 작품들이다. 하지만 글리
에는 큰 규모의 작품들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는
데, 이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트럼펫, 성악, 합창, 현악
실내악, 협주곡, 관악 오케스트라, 시, 연극, 심지어 영화를 위한 음
악까지 포함하고 있다.
글리에는 다른 동시대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작곡가 겸 피아니
스트로서 많은 피아노 작품을 작곡하여 주로 모흐쏘(morceaux), 에스
키스(esquisses), 로망스(romances)등의 소품집을 남겼다. 그는 피아
노 외 다른 악기들, 피아노 앙상블, 성악 독창을 위한 소품집도 다
수 작곡하였다. 그 중 글리에의 피아노 독주 소곡집과 피아노를 포
함한 앙상블 소곡집은 매우 낭만적인 색채를 나타내면서도 전반적
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 중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또는
애호가를 위한 연주곡으로 적합하다. 그의 피아노 앙상블 곡으로는
<네 손을 위한 24개의 쉬운 피아노 곡집, Op. 38>(1908), <두 대
의 피아노와 네 손을 위한 6개의 소품, Op. 41>(1909), <네 손을
위한 중급 수준의 피아노 12곡집, Op. 48>(1909) 등의 모음곡집이
있다. 그 외, 다양한 악기들과 피아노를 위한 소곡집은 6개가 있고,
<11개의 다른 악기들과 피아노를 위한 곡집, Op. 35>(1908), <첼
로와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소품집, Op. 51>(1910)을 포함한다.
소련의 모든 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가
지고 있던 글리에는 키예프 음악원에 재직하는 동안 교육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작품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그 중, 중급 수준의 피
아니스트를 위한 곡으로는 <중급 수준의 어린이를 위한 12개의 피
아노

곡집, Op. 31>(1907), <8개의

쉬운 피아노

곡집, Op.

43>(1909), <중급 수준을 위한 12개의 스케치집, Op. 4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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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모음곡집이 있다. 또한, 중급 수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
한 음악으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쉬운 곡집, Op.
45>(1910),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7개의 예술적인 교육용 곡
집, Op. 54>(1911)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글리에의 <마주르카 Op. 29>의 형식, 화성, 리듬, 멜
로디 등의 작곡 기법을 연구하여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연주 방향과 교수법을 제시하여 연주와 가르침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글리에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작품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마주르카 장르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
본 뒤 각 마주르카의 포괄적인 분석과 교수법을 논의한다.

Ⅱ. 본론
글리에의 <마주르카 Op. 29>는 <쇼팽의 연습곡에 의한 53개의
연습곡>(1894-1914)을 작곡한 폴란드계 미국인 비르투오소 피아
니스트이자 작곡가 고도프스키(Leopold Godowsky, 1870-1938)
에게 헌정되었다. <마주르카 Op. 29>가 글리에의 많은 피아노 소
곡집 중 유일하게 마주르카로만 이루어진 모음곡집이라는 점을 미
루어 보아, 글리에가 고도프스키의 쇼팽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고
려하여 작곡했다고 추측해 본다.
18세기 말 러시아가 폴란드를 완전히 통치하면서 폴란드의 민속
춤곡인 마주르카는 폴로네이즈(Polonaise)와 함께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음악 장르가 되었다(Downes, 2001). 이후 1830-1840년대에
마주르카는 점점 서유럽에서 인기를 얻었고, 이어서 미국에서도 흥
행하였다(Oliver, 2005). 마주르카 장르로 가장 유명한 작곡가는 단
연 쇼팽이다. 그는 혼합 선법을 통해 화성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3온음(tritone), 확장된 화성 구조, 흔히 사용되지 않는 민속 유래
음계를 포함한 반음계적 화성들을 사용하여 폴란드 춤곡의 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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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요소들을 잘 혼합하였다(Badura-Skoda, 1979).
다운스(Stephen Downes)는 마주르카 리듬을 세 박자 음악의 한
마디 내에서 강세가 약박에 위치한 것이라고 정의한다(Downes,
2001). 즉, 두 개의 짧은 음들이 첫 박자에, 두 개의 긴 음들이 나
머지 박자에 위치하여 첫 번째 박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다(Oliver,
2005). 이러한 특징은 글리에의 마주르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보통 선법 음계에서 유래한 음류 집합(pitch sets)에서 만들
어지는 소리가 마주르카에 민속적인 색채를 더하는 경우가 많다
(Oliver, 2005).

1. ‘마주르카 1번’
글리에의 세 곡의 마주르카 중 첫 번째 곡은 내림 나단조이며,
A(마디 1-17), B(마디 18-36), A(마디 37-54)의 세도막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은 딸림 7화음으로 시작하여 다음 마디에서 으뜸
화음으로 해결되고, 반음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4분의 3
박자에서 두 8분음표로 시작하여 두 긴 음들이 뒤따라오는 마주르
카 리듬을 사용한다. 마주르카의 전형적인 주기 구조는 네 마디 악
구로서 여덟 마디, 열 여섯 마디 악절로 확장되는 것이나(Oliver,
2005), 글리에는 두 A 부분들의 마지막에 한 마디를 추가하여 이
곡의 주기 구조를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첫 번째 A 부분 후
반에 등장하는 헤미올라(hemiola) 리듬(마디 14-15)과 마디 사이
를 걸친 주선율 음들(마디 15-17)을 통해 자연스럽게 악구가 확장
된 결과이다. 이렇게 추가된 마디는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B 부분
이 세 마디 악구로 시작하는 불규칙적인 악절 구조를 만든다. B 부
분은 첫 세 마디 악구 이후에 전형적인 네 마디, 여덟 마디, 열여섯
마디 악절 구조를 따른다. A 부분은 피아노 건반의 중간 영역에서
오른손의 주선율과 왼손의 블록 코드(block chord)반주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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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디 1-8에서와 같은 주선율이 한 옥타브 위에서 반복될 때(마
디 9-17), 왼손의 반주가 분산화음으로 바뀐다. A 부분 마디
14-15의 왼손에서 하강하는 반음계적 3도 화음은 B 부분의 더욱
광범위한 반음계 사용의 조짐을 나타낸다(<악보 1> 참조).
<악보 1> ‘마주르카 1번’, 마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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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마주르카 1번’, 마디 18-37

A 부분이 대부분 온음계인 것과 대조적으로 B 부분은 화성적으
로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전조되고, 오른손의 선율은 반음계적으로
상승한다. 이 곡은 전반적으로 생기있는 속도로 연주되나(메트로놈:
. = 76), B 부분의 잦은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의 변
화, 반복되는 악구 등이 곡의 긴장감을 더한다. 첫 세 마디 악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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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B 부분 내내 세 개의 다른 두 마디 동기들이 내림 마장
조(마디 21-24), 내림 라장조(마디 25-28), 올림 바단조(마디
29-32)로 각각 전조되어 반복된다. B 부분과 두 번째 A 부분 사이
의 과도기에서는(마디 35-36), 올림 마(E#)가 3온음을 포함한 프
랑스 증6화음를 완성한다(G, B, C#, E#). 이는 다음 마디에서 나오
는 나단조의 딸림 7화음으로 연결된다(F#, A#, C#, E)(<악보 2>
참조).

<악보 3> ‘마주르카 1번’, 마디 50-54

두 번째 A 부분은 첫 번째 A 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왼손의
베이스 으뜸음과 오른손의 으뜸 화음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한 마디
에 의해 첫 번째 A 부분 보다 한 마디 더 확장된 악절 구조를 가
진다(<악보 3> 참조). 이 곡의 구조에 따른 전반적 특징을 표를 통
해 요약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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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주르카 1번’의 전반적 특징

마디수
악절 구조

특징

A

B

A

1-17

18-36

37-54

4+4+4+5 마디 3+4+4+4+4 마디
대부분 온음계, 불안정한 화성과
블록 코드와 분산 잦은 전조, 반음계
화음 반주, 헤미 적 선율, 프랑스
올라 리듬의 사용 증6화음의 사용
딸림 7화음으로 시작, 단성음악

4+4+4+6 마디
대부분 온음계,
블록 코드와 분산
화음 반주, 헤미
올라 리듬의 사용

마디 8과 44에 점 2분음표로 나타나는 딸림 화음의 딸림 7화음
(V7 / V)을 마디 내내 지속하기 위해서 댐퍼 페달(damper pedal)
을 길게 사용해야 할 것이나, 이를 간헐적으로 바꾸어 오른손의 주
선율을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주하는 것을 추천한다(<악보
1> 참조). 또한, 마디 29-34 역시 왼손의 베이스 음을 지속하며
오른손의 반음계 선율을 깨끗하게 전달하기 위해 페달을 자주 바꾸
는 것을 권장한다(<악보 2> 참조). 각 A 부분 후반(마디 14-17,
50-54)에 등장하는 헤미올라 리듬과 이 부분의 확장된 악구를 흥
미롭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강박의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곡의 대조적인 부분인 B 부분을 긴장감 있게 연주하기
위해서 이음줄과 악센트 등의 아티큘레이션을 잘 표현하고, 잦은
셈여림 변화를 민감하게 연출해야 할 것이다.

2. ‘마주르카 2번’
내림 가장조의 두 번째 마주르카 역시 첫 번째 마주르카와 마찬
가지로 딸림 7화음으로 시작하여 다음 마디에서 으뜸 화음으로 해
결되며, A(마디 1-12), B(마디 13-30), A’(마디 31-44)의 세도막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A 부분 마지막 두 마디에서 느려지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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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Meno mosso)와 이후 a tempo와 함께 수반되는 스포르잔도
(sfr)의 사용이 악절 구조를 불규칙하게 느껴지게 한다. A 부분의
주선율은 옥타브 간격의 두 8분음표로 시작되는데, 이 특징은 A 부
분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는 B 부분에서 보다 드물게 사용되며,
부점 리듬의 사용과(마디 13) 두 음 사이의 간격이 열 두음으로 확
장되는 등(마디 21)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난다(<악보 4> 참조).
<악보 4> ‘마주르카 2번’, 마디 1-21

- 11 -

12

김 윤 희

‘마주르카 1번’과 마찬가지로, ‘마주르카 2번’의 B 부분은 반음계
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면 A 부분은 보다 온음계를 유지한다.
마디 15-20에 걸쳐 왼손의 베이스 음들이 도(C)부터 솔(G)까지 반
음씩 하강한다. 마디 20의 베이스 음 솔(G)은 다음 마디의 다단조
를 준비시키는 딸림 7화음(G, B, D, F)을 완성 시킨다(<악보 4>
참조). 비슷하게, 반음씩 하강하는 베이스 음들이 마디 23-27에 걸
쳐 나타나며, 마디 27의 화성은 프랑스 증6화음이다(A♭, C, D,
F#)(<악보 5> 참조). 여기서 오른손의 미(E)♭과 도(C)#은 각각 레
(D)의 윗 이웃음, 아랫 이웃음으로서 기능한다. 마디 28의 라(D)
딸림 7화음은 이전의 프랑스 증6화음이 전이된 것으로 완전 5도가
복구된 셈이다. 이 화성은 페달 사용에 의해 두 마디 동안 지속되
다가 뒤따라오는 온쉼표 마디에 의해 사라진다. 동시에, 마디 27의
오른손 선율은 세 번 반복되는데, 매번 한 단계 낮은 옥타브에서,
마지막에는 왼손의 반주 없이 ritardando와 함께 점점 느리게 연주
되다가 뒤따라오는 온쉼표(마디 30)에 의해 고요해진다. 결과적으
로 이 구간에서 더 가벼워지는 텍스추어(texture)와 느려지는 속도
를 통해 자연스럽게 decrescendo가 연출되고, ritardando가 지속
되는 온쉼표 마디의 침묵 또한 예상치 못하게 길다. 이 효과는 마
치 B 부분의 마지막 두 마디 동안 음악이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돌아올 A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후 두 번째 A
부분이 화성 진행상의 준비 없이 갑자기 내림 가장조로 돌아온다.
첫 번째 A 부분의 왼손이 대부분 화음 반주인 것과 대비되게, 두
번째 A 부분은 양손 모두 선율을 연주하며 시작된다(마디 31-34).
오른손은 이전과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반면, 왼손은 오른손보다
하나 반 박자 늦게 시작해서 악구 내내 상승하는 선율을 연주한다.
마디 33-34에서는 이 상승하는 선율과 낮은 베이스 음들의 큰 간
격 때문에 왼손에서 연주되던 선율이 오른손으로 전이된다. 이 곡
은 기본적으로 두 마디 동기로 진행되나, 마지막에는 두 개의 세
마디 동기들로 확장된다(마디 39-41, 42-44)(<악보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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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이 곡은 첫 박에 두 개의 짧은 음, 두 번째와 세 번
째 박에 긴 음들이 위치하는 마주르카 리듬을 사용하고, 종종 이
긴 음들에 장식음을 넣어 강박을 더욱 강조한다. 반면, 마디 3에서
는 첫 번째 박에 장식된 긴 음이 있고, 마디 9-10에서는 왼손의
블록 코드에 악센트가 위치하여 강조되는 박이 매번 바뀌는 등 리
듬의 다양성이 보인다. B 부분에서는 장식음을 더한 당김음의 사용
이 두드러진다(마디 19, 27-29)(<악보 5> 참조). 이 곡의 구조에
따른 전반적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표 2> 참조).

<표 2> ‘마주르카 2번’의 전반적 특징

마디수
악절 구조

특징

A

B

A‘

1-12

13-30

31-44

4+4+4 마디
속도와 셈여림의
변화, 대부분 온
음계, 화음 반주

4+4+4+6 마디
4+4+6 마디
광범위하게 사용 선율이 양손에서
되는 반음계, 프 등장, 대부분 온
랑스 증6화음, 당 음계, 세 마디로
김음, 온쉼표 마 확장된 선율 동기
디의 사용
딸림 7화음으로 시작, 옥타브 도약의 선율 동기, 잦은 다
성 악구 등장, 다양한 리듬

이 곡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글리에가 요구하는 생기있는 속도
(메트로놈: . = 76)를 유지하며 다양한 강박의 위치를 표현하는 장
식음들을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주자
들은 장식음을 연주할 때에 페달 사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디 31-34에서 양손이 각각의 선율을 연주하다가 왼손의
선율이 두 손으로 나뉘어 연주될 때에, 두 선율이 모두 균형있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연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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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주르카 3번’
마지막 마주르카는 내림 나단조로 세 곡 중 가장 길고 느리며,
연주자의 음악적 표현력을 요하는 곡이다. 이 곡 역시 세도막 형식
으로 작곡되었으며 반음계와 전형적인 마주르카의 리듬을 사용했
다. 그러나, 이 곡은 이전의 두 마주르카와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나타낸다(<표 3> 참조).
<표 3> ‘마주르카 3번’의 전반적 특징

마디수
악절 구조

특징

A

B

A

1-17

18-50

51-70

4+4+4+5 마디 8+8+5+4+8 마디 4+4+4+5+3 마디
악구, 양손 반음계적 왼손 반
반음계적 왼손 반 반복되는
에서
교환/교차되는
서로 역진행
주, 서로 역진행 대위법적 선율, 반복 주,
하는 선율들, 반
하는 선율들
되는 동기
복되는 동기
으뜸화음으로 시작, 반음계적으로 가까이 움직이는 선율,
광범위한 다성 악구, 단일 주제의 사용

첫 번째, 이전의 두 곡이 딸림 7화음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
게, 이 곡은 으뜸 화음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이전의 곡들이 비교
적 생기있는 속도로 연주되는 반면(메트로놈: . = 76), 이 곡은 더
느리고 완화된 속도로 연주된다(메트로놈: . = 63). 세 번째, 앞의
두 곡이 대부분 오른손의 주선율, 왼손의 반주로 구성된 단성음악
(homophonic)의 방식을 사용한 반면, 이 곡은 전반적으로 더 많은
다층적인 악구들을 사용한다. 종합적으로, 이 곡의 더 복잡한 텍스
추어와 표현적인 성격이 필연적으로 더 느린 속도를 요구하는 듯하
다. 마지막으로, 이전 곡들의 A 부분에서 주선율이 온음계를 유지
하며 음 사이의 큰 도약을 수반하는 반면, 이 곡의 주선율은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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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음 사이의 간격이 매우 가깝게 움직인다. 또한, 이전 곡들
에서 A 부분과 B 부분이 서로 대조적인 것과 다르게, 이 곡은 단
일 주제(monothematic)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곡에서도 마찬
가지로 다양한 텍스추어, 반음계적 화성과 다성음악(polyphonic),
독특한 악절 구조 등의 다양한 특징들이 B 부분에서 더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 A와 B 부분이 구분된다.
A 부분 마디 9-12에서 오른손이 두 선율을 가진 다성 악구를
연주하는데, 이들이 서로 역진행하며 더 복잡한 텍스추어를 연출한
다. 또한, 마디 1-4에 나타나는 왼손 화성들의 가장 높은 음들은
서스펜션(suspension)의 결과로 반음씩 하강한다(<악보 6> 참조).

<악보 6> ‘마주르카 3번’, 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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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마주르카 3번’, 마디 65-70

이 곡의 형식적 구조는 A(마디 1-17), B(마디 18-50), A(마디
51-70)로, 중간 부분이 크게 확장되었다. 첫 번째 A 부분은 4+4
+4+5마디 악구들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A 부분은 결말이 더
확장되어 4+4+4+5+3마디 악구들을 가진다. 이 곡의 마지막 세
마디는 직전 다섯 마디 악구의 메아리인 듯이 느껴지는데, 두 악구
들에

걸쳐 같은 동기가 매 마디 더 낮은 음에서 반복되다가

diminuendo를 통해 점점 사라지며 곡이 마무리된다(<악보 7> 참조).
B 부분은 8+8마디 악절들로 시작한다. 각 여덟 마디 악절들은
네 마디의 같은 악구가 두 번씩 각각 다른 음에서 반복된 것이다.
첫 번째 악구의 주선율은(마디 18-21) 처음에는 왼손에서 연주되
고, 이것이 상승하면서 네 번째 마디(마디 21)부터 오른손이 이어
서 연주한다. 마디 22부터 시작되는 악구의 오른손의 주선율이 이
분음표, 미(E)♭에 도착할 때(마디 24), 솔(G)에서부터 크게 도약하
는 왼손의 선율과 겹치게 된다(<악보 8> 참조).
A 부분과 마찬가지로 B 부분에서도 대위법적 작곡 기법이 사용
되고, 양손 사이의 선율 교환 또한 이루어진다. B 부분의 처음 네
마디 악구에서 왼손이 연주하는 선율을 다음 네 마디 악구에서 오
른손이 연주하고, 그 반대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다음 두 네 마
디 악구들에서는(마디26-29, 30-33) 낮은 음에서 시작되는 8분음
표들이 양손을 거쳐 네 마디 내내 끊임없이 상승한다. 각 악구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마디에서는(마디 28-29, 32-33) 주선율이 양손
을 교차하며 나타난다(<악보 8> 참조).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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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마주르카 3번’, 마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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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A 부분이 돌아올 때까지 선율의 동기(마디 42)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악절 구조가 더 모호해진다. 두 번째 마주르카에서
는 B 부분에서 A 부분으로 돌아갈 때 선율 동기가 세 번 반복된
다. 글리에는 마지막 마주르카에서 더욱 대담한 시도를 보여, 왼손
의 반음계로 움직이는 화성 반주와 함께 오른손의 선율 동기를 마
디 42-50에 걸쳐 여덟 번 반복한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반복될
때, 한 마디 내에 연주되던 선율의 리듬이 두 마디에 걸쳐 확장되
며, 이 때 ritardando와 diminuendo가 수반된다(마디 49-50). 이
는 B 부분과 pianissimo로 돌아오는 A 부분 사이의 징검다리가 된
다(<악보 9> 참조).

<악보 9> ‘마주르카 3번’, 마디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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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텍스추어를 가진 대위법적인 곡을 연주할 때에는,
각 선율을 잘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손가락 운지법과 깨끗한 페달
사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곡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깊은 음
악적 이해도가 요구되며, 특히 한 선율이 종종 양손으로 나뉘어 연
주되는 B 부분에서 각 선율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곡은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건반이 사용되고, 7화음 등의 풍성한
화음과 옥타브, 손이 넓게 펼쳐진 채로 연주되는 다층적인 악절이
많다. 따라서 적절한 손의 크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이 곡을 비교적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며, 화음과 옥타브를 수반한 선율을 레
가토로 연주할 수 있도록 손목과 팔의 이완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
고 연습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이 논문은 글리에의 <마주르카 Op. 29>의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영향력 있는 러시아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리에의 오
페라와 교향곡 등 큰 규모의 작품들에 비해, 그의 작은 규모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그의 피아노
작품들과 그의 낭만적인 작곡 기법에 대한 더 넓은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
고자 한다.
첫 번째 마주르카는 리듬과 대부분의 악절 구조 등이 전형적인 마주
르카의 형태를 지니면서 헤미올라 리듬과 프랑스 증6화음 등의 사용으로
다양한 색채를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두 번째 마주르카는 속도 변화와
확장된 악절 구조, 대위법적 선율 등 여러 과감한 시도를 보인다. 이러한
과감성은 마지막 마주르카에서 극대화되어 반음계적으로 가깝게 움직이
는 선율, 단일 주제의 사용, 전반적으로 사용된 대위법적 작곡 기법, 과
장되어 확장된 B 부분의 악절 구조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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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곡의 마주르카들이 점차적으로 복잡한 텍스추어와 다양한 리듬,
과감한 악절 구도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 곡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연달아 연주할 것을 추천한다.
전반적으로 세 마주르카 모두 세도막 형식으로 작곡되었고, A 부분은
온음계에 머물고 B 부분은 반음계를 사용한 악절들이 많다. 글리에는 B
부분을 A 부분과 대조되게 만들기 위해 B 부분에서 반음계, 잦은 전조,
다른 텍스추어, 확장된 악절 구조, 다양한 리듬을 더 폭넓게 사용한다.
세 곡 중에 첫 번째 마주르카는 가장 일반적이며, 마지막 마주르카가 가
장 독특한 것이다. 두 번째 마주르카는 마지막 마주르카에 나오는 중요
한 요소들의 일부를 소개하며 다른 두 마주르카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
을 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마주르카의 광범위한 다성음악의 사용은 두
번째 마주르카의 B 부분에서 사용된 몇 마디를 통해 예견된다. 또한 글
리에는 두 번째 마주르카에서 선율의 동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B 부분
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B 부분과 두 번째 A 부분 사이를 모호하게 만드
는데, 이 작곡 기법은 마지막 마주르카에서 가장 극대화되었다.
세 마주르카 모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텍스
추어, 다양한 악절 구조와 아티큘레이션, 다층적인 선율 진행 등을 효과
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깊은 음악적 이해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 피아노 작품들이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 등 다른 낭
만주의 작곡가들의 기교적인 작품들을 배우는 데에 좋은 보충 음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글리에의 작품들을 가르치
고 배우고 연주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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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ylistic and pedagogical study of
Reinhold Gliere’s Three Mazurkas, Op. 29
Yunhee Ki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This study discusses the following composition for solo piano by
Reinhold Glière(1875-1956): Three Mazurkas, Op. 29(1906). I undert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three mazurkas and prove how their
complexity and difficulty develop and progress towards the last mazurka
through various compositional devices. I will also explore performance
issues as well as offer a pedagogical overview of them. Even though
these mazurkas are not particularly virtuosic, they require a player to
understand deep musical content in order to better bring out their
artistry. Therefore, the mazurkas can be used as supplementary material
next to those of other virtuosic composers.
Best known for his large-scale works such as operas and
symphonies, Glière’s small-scale compositions, including piano
compositions, have been nearly neglected and unexplored in the
scholarly literature. My study of Glière’s piano pieces introduces a
broader discussion on his compositions and contributes to the field of
late-nineteenth- and early-twentieth-century Russian romantic piano
repertoi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motivate more pianists to acquaint
themselves with Glière’s Three Mazurkas, Op. 29 and to include his
works both as learning material and concert repertoire for their
students.
Reinhold Glière, Mazurka, Mazurk Op. 29, Russian,
Romanticism, Piano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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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코드 이론을 이용한
<예수부활 대축일 그레고리오 성가>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 분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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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서양 음악사 학습 과정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레고리오
성가 중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를 분석하여 중세의
음악을 이해하고 시대의 발전에 따른 전통 서양 음악 이론의 변천을 파악
하고자 한 연구이다.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 교회 선법
그리고 그 당시 사용된 기보법을 파악하여 작품을 분석한 뒤, 현대 악보로
옮기는 과정을 연구한다. 이 모든 과정의 이론을 적립한 후 헥사코드 이론
을 연구하여 본 논문의 분석 작품인 ‘내 부활하여’를 각각의 섹션을 구분
지어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의 음악이론을 파악하여 시대적 음악
양식을 파악한다.
주제어: 그레고리오 성가, 헥사코드 이론, 예수 부활 대축일, 입당송,
내 부활하여, 교회선법, 네우마 기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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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I. 서론
중세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다수 음악은 교회음악이다. 초기 교회
음악은 단선음악이었지만 몇 세기 후 나타나는 다성음악은 바로 이
교회음악에서 발전된 것이다.
평성가(plain chant)는 그리스도교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만들어
진 중세음악을 말하며, 합창단이나 독창자에 의해서 악기의 반주
없이 불리는 단선율 음악이다. 평성가의 종류에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프랑스 평성가 전통과 혼합된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장 중요하다(김문자 외, 2003).
음악은 다른 예술과는 달리 그 양식에 따라 규칙이 존재하며 각
기 다른 문화권의 음악들은 그 양식에 따른 규칙들로 구성된다(이
여진, 2003). 음악이론은 전통 서양 음악 안에서조차 시대가 발전
함에 따라 변천되었으며, 그 당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시대
의 음악이론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본 논문은 그 중요성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음악사의 시기별로 나타나는 음악을 그 당
시의 작곡가들이 구상했던 대로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
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세시대의 전반적인 음악 양식 연구의 일환
으로 그레고리오 성가의 정의를 알아보고, 사용되는 교회선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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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한다. 그리고 기보법으로 사용한 네우마 기보법을 파악하여
그레고리오 성가를 현대 기보법으로 바꾼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를 헥사코드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본 논
문의 핵심이자 분석 방법이다.

Ⅱ. 본론
1. 그레고리오 성가 및 교회선법
(1) 그레고리오 성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비롯한 모든 전례 행위에 사용되는
고유 성가를 일반적으로 <그레고리오 성가(Cantus Gregorianus)>
라 한다(차인현, 1991). 서양 음악의 역사에 있어 실제로 정확한
음표에 의해 연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최초의 악곡은 보통
그레고리오 성가로 여겨진다. 약 3,000개에 달하는 그레고리오 성
가는 서양 음악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단선율 음악으로 전례 의식과
함께 리베르 우스알리스(Liber Usualis)2)에 수록되어 있다. 역사적
또는 전례적 중요성의 범위를 넘어 오늘날까지 서양 음악을 지배하
고 있는 기본 정신과 사고, 음악적 논리와 이론을 근원적으로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성가의 올바른 음악적 이해 없이 서양 음악
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여진(2003)은 그레고
리오 성가의 구성 원리와 구조적 개념들은 그 이후의 순수 서양 음
악의 모든 양식에 일관성 있게 내재되어 지금까지 살아 숨 쉬고 있

2) 리베르 우스알리스(Liber Usualis)는 ‘미사와 성무일도에 사용하는 노래를 통합
한 성가집’(Liber Usualis Missae et Officii)이며, 줄여서 ‘통합 성가집’이라고 부
른다. 이 책은 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로마 전례에서 사용하는 그레고리오 성
가를 한 권으로 통합한 전례서이다. 가사는 라틴어로 적혀있고 선율은 네우마
기보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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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소위 서양의 절대 음악, 나아가 서양
예술 전통을 이룸은 물론 서구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성서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교회선법
그레고리오 성가는 일반적으로 8개의 교회선법을 기초로 만들어
졌으며 여기서 ‘선법(mode)’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음악이론으
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그 8개의 선법은 4개의 정격선법(authentic
modes)과 짝을 이루는 4개의 변격선법(plagal modes)으로 되어있
다(김문자 외, 2003).
<악보 1> 8개의 교회선법(김문자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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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날리스, 테노르, 메디안트
피날리스(finalis)
테노르(tenor)
메디안트(mediant)

지음, 시작음
중심음, 자주 울리는 음, 낭송음
중간음, 2차적으로 자주 울리는 음
종

제 1선법을 도리아 선법(Dorian mode)이라고 부른다. 이때 제 1
선법에서 D음은 ‘마지막’ 또는 ‘최종’의 의미를 지닌 피날리스
(finalis)라 부르며 도리아 선법에 속하는 작품의 종지음과 시작음은
반드시 피날리스인 D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피날리스로부
터 5도위 A음은 ‘자주 울린다’는 의미의 테노르(tenor)라 부르며
피날리스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로 테노르는 콘피날리스
(confinalis), 또는 쏘시알리스(socialis)라고도 부르기도한다. 또한
피날리스와 테노르의 중간에 위치한 F음은 ‘중간’이라는 의미의 메
디안트(mediant)라 부르며 테노르 다음으로 즉, 2차적으로 자주 울
리는 음이다.
위의 <악보 1>에 나타난 제 3선법을 살펴보면 중심음, 즉 테노
르음이 B음이 될 때 그 다음 음인 C음으로 대신한다. 왜냐하면 자
주 울리는 테노르가 B음일 경우 F음과 마주쳐 불협화 음정인 증 4
도를 자주 출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 차원에서부터 없애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변격선법에서는 정격선법의 중심음으로부터
3도 아래의 음이 그 변격선법의 중심음이 되는데, 제 8선법의 경우
3도 아래 음이 B이므로 같은 이유로 그다음 음인 C음이 중심음이
된다. 많은 경우 종지음인 피날리스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못하
는 반면에 중심음은 말 그대로 선율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토대로 각 선법들을 살펴보면 제 1선법과 제 2선법,
제 3선법과 제 4선법 등 서로 짝을 이루는 정격과 변격 선법들은
앞서 서로 동일한 피날리스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역시 공
유하고 있다. 즉, 제 1과 제 2선법은 도리아이지만 변격일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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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앞에 히포(hypo-)가 첨가될 뿐이다. 이같이 서로 짝을 이루는
선법들이 이름과 피날리스를 공유하는 이유를 다음의 <악보 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악보 2> 도리아 선법과 히포도리아 선법(이여진, 2003, p. 6)

위의 <악보 2>에 위에 있는 도리아 선법은 가장 중요한 피날리
스

D음로부터

테노르

A음까지의

(diapente)와, 테노르 A음로부터

음정인

5도

즉

디아펜테

암비투스(ambitus)3)의

마지막 D

음까지의 음정인 4도, 즉 디아테사론(diatessaron)으로 구성된다.
이와 짝을 이루는 히포도리아 선법(Hypodorian mode) 역시 도리
아 선법과 동일한 디아펜테와 디아테사론으로 구성되나 단지 디아
테사론의 위치가 도리아 선법과 비교하여 봤을 때 한 옥타브 아래
로 이전(transposition)된다. 즉 선법이 디아펜테와 디아테사론이
합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디아테사론이 디아펜테 위에 위치하였을

3) 유럽 중세시대의 선법·악곡·선율·악기·목소리 등을 이루는 음역, 즉 최저음부터
최고음까지의 범위를 가리킨다. 또한 라틴어로 선율선의 ‘둘레’ 또는 ‘우회’를 뜻
한다. 이 용어 대신 우리말 ‘음역’으로 옮겨 사용하기도 한다. ‘음의 범위’를 의
미한다는 점에서 ‘음역(compass, range)’과 동의어이지만, 암비투스는 주로 그레
고리오 성가 또는 중세시대와 르네상스시대 때 사용된 선법에 적용하여 쓰이므
로 협의의 용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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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격이 되고, 디아테사론이 디아펜테 아래에 위치하였을 경우
변격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쌍을 이루는 각각의 다른
선법들은 서로 다른 종(species)의 디아펜테와 디아테사론을 사용
함으로써 각각의 다른 선법상 고유의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
이 작곡 전개의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도리아와

히포도리아

선법에서의

디아펜테는

T-S-T-T(T:

Tonus, 온음; S: semitonus, 반음)으로 구성된 5도인데 비하여, 프
리지아와 히포프리지아 선법의 디아펜테는 S-T-T-T로 구성된 5
도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의 선법을 구성하는 디아펜테는 서로
다른 종의 5도인 것이다. 디아테사론 역시 정격과 변격 도리아의 4
도 구성은 T-S-T인데 반해, 정격과 변격 프리지아의 그것은
S-T-T로 서로 다른 종의 4도 구성인 것이다. 디아펜테는 이를 구
성하는 온음과 반음의 위치에 따라 아래의 <표 2>처럼 4종으로 구
분된다.
<표 2> 디아펜테의 온음과 반음의 위치에 따른 4종

T-S-T-T
S-T-T-T
T-T-T-S
T-T-S-T

제 1종 디아펜테
제 2종 디아펜테
제 3종 디아펜테
제 4종 디아펜테

디아테사론 역시 온음과 반음의 위치에 따라 <표 3>처럼 3종으
로 구분된다. 이와같이 교회선법에서는 <표 2>와 <표 3>에서 제시
한 4종의 다른 디아펜테와 3종의 다른 디아테사론의 결합과, 앞서
소개한 서로 다른 피날리스, 테노르, 메디안트, 암비투스가 각각의
선법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후에 보여줄 이들 관계를 통한 구조적
발전은 서양 음악 작곡기법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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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아테사론의 온음과 반음의 위치에 따른 3종

T-S-T
S-T-T
T-T-S

제 1종 디아테사론
제 2종 디아테사론
제 3종 디아테사론

2. 네우마 기보법
네우마(Neuma)는 ‘기호’라는 뜻의 그리스 말로, 초기 성가는 구
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9세기경부터는 네우마 부호를 사용하여
기보하기 시작하였다(김문자 외, 2003).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표를
기보하는 네우마는 시대의 변천과 지역에 따라 갖가지 형태의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20세기 초 바티칸에서 공식 인가를 받고 발행한
그레고리오 성가집인 리베르 우스알리스에 사용된 네우마는 13세
기와 14세기 때 통용되던 네우마를 표준으로 했다(Carraz, 1965).
아래의 <악보 3>은 본 논문의 분석 작품인 그레고리오 성가 <예
수 부활 대축일 미사 중> 입당송인 ‘내 부활하여’(Resurrexi) 네우
마 악보이다. 위의 악보에서 큰 대문자 R은 RESURREXI 가사의
앞 글자를 장식한 것이고, 장식된 R위에 쓰인 로마숫자 IV는 이 작
품의 선법이 제 4선법인 히포프리지아 선법을 사용하였다는 의미이
다. 5선이 아닌 4선 보표는 귀도 다레쪼(Guido d’Arezzo, ca.
995-1050)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모든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 4선
보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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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
(Chantblog, 2011, 재인용)

아래의 <악보 4>는 악보가 시작하는 첫 줄의 왼편에 위치해 있
는 기호인데, 이 기호는 당시 표기의 가온음 자리표(C-clef)로서 첫
줄에 해당하는 음가 현재 피아노의 가온다 C4에 위치함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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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가온음자리표 기호

<악보 3>에서 음자리표 뒤의 사각 음표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간다. 따라서 이 성가의 시작 음
은 D가 된다. 아래의 <악보 5>처럼 선으로 연결된 음표들은 리가
투라(ligature)라 지칭하며 음군을 나타내는 것이다. 리가투라의 모
든 음들은 동일한 길이의 음가를 갖는다.
<악보 5> 리가투라 형태

(A)

(B)

위의 <악보 5> (A)의 음이 울리는 순서는 D-F-D이며, (B)의 음
이 울리는 순서는 E-F-G-F-G이다. (B)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리
가투라는 3개의 음을 기보한 형태이며 굵은 선이 시작되는 G음에
서 굵은 선이 내려온 지점의 F음으로 진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사각 음표로 표기된 G음으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각 음표의 음가는
보통 천천히 걷는 한걸음 또는 천천히 뛰는 맥박을 기준으로 하는
데, 위의 <악보 5>의 (B)에서 나타나는 음표 옆의 점은 그 음표의
2배에 해당하는 음가를 의미한다. 또한 음표 위나 밑에 첨가된 기
호들은 여러 형태의 강조를 나타낸다.
단선음악에서 다성음악으로 발달하면서 하 성부와 상 성부의 진
행 속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보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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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2세기 음악가들이 생각해낸 것이 6개의 리
듬 선법(modal rhythm)이며, 제 1 리듬형 ♩♪｜♩♪ · 제 2 리듬형
♪♩｜♪♩ · 제 3 리듬형 ♩. ♪♩｜♩. ♪♩ · 제 4 리듬형 ♪♩♩.
｜♪♩♩.

· 제 5 리듬형 ♩. ｜♩.

· 제 6 리듬형 ♪♪♪｜♪♪♪으로

모두 3박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이중 제 1·2·6 리듬형은 상성
부에, 제 3·5 리듬형은 하성부에 그리고 제 4 리듬형은 드물게 나
타난다. 이들 리듬형은 각 단위가 몇 번 반복된 뒤에 쉼표가 온다.
이렇게 형성된 구간을 오르도 라고 하며, 악보상에 겹세로줄로 표
기된다. 이는 현재의 겹세로줄처럼 종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오르도(ordo), 즉 악구를 의미한다(이여진, 2003) 이 오르도
가 여러번 반복되어 악곡을 구성한다. 이렇듯 오르도는 다성음악에
서 사용되는 악구의 용어이지만 현재는 세속가곡이나 그레고리오
성가의 해독에도 응용되는 경우가 있다(삼호뮤직 편집부, 2002).
아래의 <악보 6>은 앞서 제시된 <악보 3>의 첫째 단 맨 끝에
있는 기호이다. 이 기호는 다음 단의 첫 음인 F를 미리 지시해주는
표시로서 눈이 다음 줄로 이동하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시간적 차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 6> 다음 음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

지금까지의 네우마 기보법을 현재의 기보법으로 바꿔보면 아래의
<악보 7>이 된다.

<악보 7>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의 현대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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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헥사코드 이론(hexachordal theory)
오늘날 조성 음악에서 사용되는 7개의 음계명과는 달리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6개의 음계명 즉, ut, re, mi, fa, sol, la 만이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되는 음역이 오늘날과 달랐는데, G2음에서
E5 사이의 총 22음만이 사용되었다(이여진, 2003). 헥사코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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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각 음계의 각 음이 지닌 특징의 이해 및 쉬운 시창을 위해 가
사의 각 행의 첫 음에 6개의 음계를 적용한 이론이다. 다음의 <악
보 8>은 헥사코드 이론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정리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음을 가뭍(gamut)이라 부르는데
이는 처음 시작하는 로쿠스(locus)의 gamma와 음계명의 ut이 합쳐
진 단어이다.
<악보 8> The Gamut(이여진, 2003, p. 13)

<악보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7개의 알파벳 문자 이름이 A,
B, C, D, E, F, G를 클라비스(clavis)라 부르며, 3번 연속적으로 사
용되는 이 클라비스는 각기 옥타브들에 의해 그라베(grave), 아큐
테(acute) 그리고 슈퍼 아큐테(superacute)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음 G2는 감마(gamma)라 하며, 이것은 옥타브에 의한 구분상 그라
비씨무스(gravissimus)에 소속된다. 클라비스의 보표 내 위치 즉,
10개의 아래 음역(낮은 음자리표)과 10개의 윗 음역(높은 음자리
표)이 합친 20개의 다른 음들의 장소를 일컬어 로쿠스라 부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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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2003). 여기서 현재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와 혼동하지 말아
야 할 점은 B와 B♭이 반음계를 나타내는 임시 기호의 의미가 아
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시대에 사용된 헥사코드는 T(온음)-T-S(반음)-T-T의 대칭
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가뭍에서 이 같은 구조의 헥사코드는 <악보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 두룸(durum)에서 7. 두룸까지 7개
가 가능하며 이들을 가리켜 디덕시오(deductio)라 부른다. 이들 디
덕시오를 살펴보면 7개의 다른 헥사코드들은 3개의 다른 종류의
헥사코드들 중 하나임을 아래의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이여진,
2003).
<표 4> 3개의 다른 헥사코드
생성된 위치에 따른 음역(개수)

헥사코드

G2-E3, G3-E4, G4-E5(3개)
C3-A4, C4-A5(2개)
F3-D4, F4-D5(2개)

사코드 두룸
헥사코드 나튜랄
헥사코드 몰
헥

각각의 헥사코드는 어느 음 위에서 생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데 그것은 G음 위에 만들어지는 딱딱한 헥사코드(헥사코드 두룸),
C음 위에 만들어지는 자연 헥사코드(헥사코드 나튜랄) 그리고 F음
위에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헥사코드(헥사코드 몰)라 불린다. 딱딱한
헥사코드는 제 3음에 딱딱한 B음(B 두룸)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헥
사코드는 제 4음에 B음(B 몰, B=B♭)을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지
만, 내부적인 음 구조는 모두 같다. 그리고 헥사코드 두룸의 경우
B가 사용되고 헥사코드 몰은 B♭이 사용됨으로써 대칭적 구조를
유지한다. 즉 아큐테와 슈퍼 아큐테 음역에서는 B와 B♭이 공존하
지만 그라베 음역에서는 B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최저음역의 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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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씨무스가 G2이기 때문이다. 만약 F2가 존재했다면 헥사코드
몰이 형성되어 B♭이 존재했을 것이다.
A와 C음 사이에 존재하는 두 개의 B와 B♭에서 B는 C음에 대
해, B♭은 A음에 대해 서로의 관련성을 가진다. 이때 작품 속에서
어느 음을 사용하든 항상 선법의 규칙대로 마침음과 지속음의 지위
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2개의 음은 항상 선법이 가지는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임동순, 2000).

III. 작품 분석
1. ‘내 부활하여’(Resurrexi)
부활절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축일 중 하나이다.
이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으
로써 생명을 되찾아 주었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축일미
사에 부르는 고유문4)의 가사들은 바로 이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다.
입당송 ‘내 부활하여’의 구조는 안티폰(antiphon)과 시편 구절 그
리고 소 영광송(doxologia minor)으로 되어있다. 그 순서는 안티폰
으로 시작해서 시편 구절을 시편 창법5)으로 부른 다음 다시 안티
폰을 부르고 소 영광송을 같은 시편 창법으로 끝맺고 나서 마지막
으로 안티폰을 부르는 것이다.

4) 어느 절기의 미사를 하느냐에 따라 미사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있
다. 그래서 미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가사는 1년 내내 변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절기에 따라 그때마다 변하게 된다. 항상 일정한 가사를 지닌 부분을
‘통상문’이라 하며, 변하는 부분을 ‘고유문’이라 한다.
5) 교회선법의 중심음 중에 A음과 C음이 다른 음에 비해 중심음이 되는 경우가 많
다. 시편 창법은 성무일도에서 빠지지 않는 시편을 노래할 때 이 두 가지 음 중
한 음을 낭송음으로 사용하여 노래하듯이 낭송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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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악보 7>을 살펴보면 세로줄로 구분된 악구, 즉 오
르도가 총 5개가 있다. 사실 이 작품은 총 8개의 오르도로 이루어
져 있지만, 중복음을 제외하면 소 영광송(6, 7, 8 오르도)은 다른
오르도와 음의 진행이 같다. 제 4 오르도는 제 6, 7 오르도 그리고
제 5 오르도는 제 8 오르도와 같다. 그래서 작품 분석은 총 5개의
오르도로 구분 지어 분석한다.
작품의 분석은 헥사코드 이론을 이용하여 각각의 오르도에서 발
생하는 음계명이 같은 중심음정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발생하는 중심음정 구조를 찾아 그
음정 구조가 어떠한 헥사코드인지 파악한다. 둘째, 그 헥사코드가
어느 헥사코드로 옮겨가는가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귀도가 인간의
음역을 G2-E5로 설정하여 이를 7개의 헥사코드로 구분하였으므로,
그 안에서 구성되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은 분명 헥사코드로 분
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White, 1972).
헥사코드 분석에 있어서는 성가의 선율이 하나의 헥사코드의 음
역을 넘는 경우에 하나의 헥사코드에서 다른 헥사코드로 옮겨가야
한다. 이를 변종(mutation)이라고 하는데, 선율이 상승하는 부분에
서는 옮겨지는 새로운 헥사코드의 음계명 re에서 변종이 이루어지
게 되고 선율이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옮겨지는 새로운 헥사코드의
음계명 la에서 변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헥사코드를 이용한
그레고리오 성가 분석은 화음 반주에 있어서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
(최호영, 1992).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사용되는 선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피날리스와 테노르 그리고 메디안트
음에 따라 구별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법의 선율적 구조는 헥사코
드 이론을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율에
서 생성되는 음정 구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각각의 헥사코드와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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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오르도, 제 2 오르도, 제 3 오르도
아래의 <악보 9>는 ‘내 부활하여’의 제 1 오르도이다. <악보 9>
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 오르도에서는 3개의 중심적 음정 구조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헥사코드 나튜랄(HN) re-fa로 X라 정하고, 두
번째는 같은 3도 구조로 되어있지만 계명이 다른 헥사코드 나튜랄
(HN) mi-sol로 X′라 정한다. 그리고 2도 구조로 되어있는 헥사코
드 몰(HM) ut-re로 Y라 정한다.
<악보 9> ‘내 부활하여’ 제 1 오르도

첫 번째 X에서 살펴보면 처음 마디 1에서 등장하는 re-fa-re는
re를 축으로 하는 대칭 구조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원초적이라 할
수 있는 대칭 구조는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미술과 건축을 포함한
모든 예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구조적 개념인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수월하게 균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마디 3
에서 re-fa가 반복된다. 두 번째 X′에서 살펴보면 마디 2에서 등장
하는 mi-sol-mi는 X의 re-fa-re와 같은 음정 구조로 상승 동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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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마디 3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
둘의 헥사코드는 헥사코드 나튜랄(HN)로 같다. 세 번째 Y에서 살
펴보면 마디 2에서 등장하는 ut-re는 이전의 X와 X′에서와는 다른
2도 음정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ut-re는 이 그레고
리오 성가에서 다양한 헥사코드 음역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기 때문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Y의 음인 F와 G를
헥사코드 나튜랄 음역인 fa-sol로 보지 않고 헥사코드 몰(HM)의
ut-re로 보는 이유는 뒤이어 나타나는 다른 오르도에서 Y의 형태
가 헥사코드는 다르지만 동일한 계명인 ut-re의 형태로 음역대를
바꿔가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디 2에서 처음 등장하는 ut-re는
한 번 더 반복되어 나타나고, 마디 3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ut-re
가 X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대칭 구조로 나타난다. 이렇듯 제
1 오르도 안에서도 몇 개의 핵사코드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앞
서 설명한 것처럼 각 음계의 구성음들이 지닌 특징을 살려 시창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 1 오르도의 선율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법인 히포프리지아와
는 거리가 먼 도리아 선법의 피날리스인 D로 시작한다. 하지만 마
디 2의 마지막 반종지와 같은 부분에서는 히포프리지아의 메디안트
인 G, 그리고 마지막 종지음은 히포프리지아의 피날리스인 E로 종
지하는 것을 볼 때 히포프리지아 선법으로 작곡된 성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악보 10>는 제 2 오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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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내 부활하여’ 제 2 오르도

위의 <악보 10>의 제 2 오르도에서는 4개의 중심적 음정 구조가 등
장한다. 앞서 <악보 9>에서 설명한 제 1 오르도와 같은 X의 헥사코드
나튜랄(HN) re-fa와 X′의 헥사코트 나튜랄(HN) mi-sol-mi 그리고 Y의
헥사코드 몰(HM) ut-re는 제 2 오르도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 X″가 새
로 등장하는데, X″는 X와 X′의 단 3도 음정 구조는 아니지만 유사한 구
조의 장 3도 음정 구조로 나타나는 헥사코드 몰(HM) ut-mi-ut으로 나
타난다. X″의 음 F-A-F를 헥사코드 나튜랄 음역인 fa-la-fa로 보지 않
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제 1 오르도의 Y의 형태와 이유가 같다.
첫 번째 X에서 마디 1의 re-fa는 마디 2와 마디 3에서 대칭 구조로 나타
난다. 이러한 대칭적 구조는 중세의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작
곡기법이다. 두 번째 X′는 마디 2, 세 번째 새롭게 등장하는 X″는 마디 1, 그
리고 네 번째 Y는 마디 1에 등장한다. X, X′ 그리고 Y는 제 1 오르도에서
동형진행되거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오르도의 선율에서 각 마디의 첫 음과 끝 음이 모두 F인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 음은 히포프리지아 선법의 피날리스, 테노르,
메디안트도 아닌 파르티치판트(참여음)6)으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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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내 부활하여’ 제 3 오르도(마디 1과 마디 2)

다음으로 제 3 오르도는 선율이 다른 오르도보다 길어 2부분으
로 나누어 분석한다. 위의 <악보 11>은 제 3 오르도의 앞부분 2마
디이고, <악보 12>는 제 3 오르도의 뒷부분 2마디이다.
<악보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 오르도의 마디 1에서 마디 2
는 4개의 중심적 음정 구조가 모두 등장한다. 앞서 등장한 X, X

X

′,

″는 변화없이 나타나지만, 하지만 네 번째 Y에서는 총 3개의 헥

사코드 형태로 ut-re가 나타난다.
먼저 Y의 마디 1에서 앞서 제 1, 2 오르도에서 나타난 헥사코드
몰(HM) ut-re(F-G)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ut-re(F-G)의 앞뒤로
헥사코드 나튜랄(HN) ut-re(C-D)가 대칭적 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 2에서는 마디 1에서 사용된 헥사코드 몰(HM) ut-re(F-G)와
거의 동시적으로 헥사코드 두룸(HD) ut-re(G-A)가 사용된다. 이렇
듯 서로 다른 헥사코드들이 가깝게 서로 교차되면서 선율이 진행되

6) 꾸밈음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정격선법에서는 가온음에 이웃하고, 변격선법에
서는 상응하는 정격선법의 낭송음 즉, 테노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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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 특
징을 비화성음으로 판단하여 동시 사용되는 헥사코드가 아닌 하나
의 헥사코드로 생각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Y의 경
우처럼 동일한 계명으로 다양한 헥사코드의 진행이 나타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잘 지어진 건축물을 보고 설계도 없이
지은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 3 오르도의 마디 2 선율에서 시작음은 E이며 마침음 즉, 반
종지 부분의 음은 G이다. 시작음 E는 히포프리지아 선법의 피날리
스이며, 마침음은 메디안트이다. 이 마디가 히포프리지아의 선법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명할 아래의 <악보 12> 제 3 오르도의 마디 3-4에
3개의 중심적 음정 구조가 등장한다. 첫 번째 X에서 헥사코드 나튜
랄(HN) re-fa는 마디 4에서 한번 등장하고, 두 번째 X′에서 헥사코
드 나튜랄(HN) mi-sol은 3번에 걸쳐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Y
에서는 헥사코드 이전의 마디 1과 마디 2에서 다양한 헥사코드 형
태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헥사코드 몰(HM) fa-sol만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fa-sol은 마디 3에서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마디 4
에서 대칭 구조로 나타난다.
제 3 오르도의 마디 3의 ‘al-le-lu-ia-’의 가사에서 ‘ia-’의 선율
을 보면 제 1 오르도 마디 3에서 나타나는 ‘al-le-lu-ia-’ 선율 바
로 전 마디 2의 후반에 나타나는 ‘sum-’의 선율과 음정 구조가 같
다. 그리고 제 3 오르도의 마디 4의 ‘al-le-lu-ia-’ 선율은 앞서 언
급한 제 1 오르도 마디 3에서 나타나는 ‘al-le-lu-ia-’ 선율과 같
다. 다시 말해 이 그레고리오 성가에는 총 4번의 ‘al-le-lu-ia-’ 가
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 ‘al-le-lu-ia-’
의 선율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디 4의 종지음 E는
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법인 히포프리지아 선법의 피날리스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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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내 부활하여’ 제 3 오르도(3, 4마디)

3. 제 4 오르도, 제 5 오르도
제 4 오르도와 제 5 오르도는 시편 창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서 연구한 제 1 오르도, 제 2 오르도 그리고 제 3 오르도와는 다
른 차이점을 지닌다.
아래의 <악보 13>에서 알 수 있듯이 제 4 오르도는 하나의 마디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른 오르도보다 적은 2개의 중심적 음
정 구조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제 4 오르도와 제 5 오르도는 시
편 구절을 시편 창법으로 서로 교대하여 부르는 낭송 부분이므로
비교적 적은 음정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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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내 부활하여’ 제 4 오르도

첫 번째 X″에서는 이전의 오르도에서 나타난 헥사코드 몰(HM)
ut-mi-ut(F-A-F)가 헥사코드 두룸(HD) ut-mi(G-B)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물론 ut-mi 다음 다시 ut으로 돌아오는 선율 구조는 아
니지만 같은 음정 구조인 장3도 형태로 헥사코드 몰(HM)과 헥사코
드 두룸(HD)의 ut과 mi는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Y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오르도에서 나타난 헥사코드 몰(HM)
ut-re(F-G)과 헥사코드 나튜랄(HN) ut-re(C-D)이 아닌 제 3 오르
도 마디 2에서 잠시 등장한 헥사코드 두룸(HD) ut-re(G-A)의 형
태가 대칭 구조 re-ut-re(A-G-A)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제 4 오르도의 X″와 Y의 선율 구조가 이전의 오르도
의 선율 구조보다 상승된 동형진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 4 오르도가 이 그레고리오 성가 중 가장 높은 음역대의 구간
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 4 오르도는 시편 창법으로 낭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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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사제가 제 4 오르도 가사를 선창하면 회중이 뒤이어 나오
는 제 5 오르도 가사를 합창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히포프리지아
선법의 중심음 즉, 낭송음인 A가 자주 출현하고, 뒤이어 나오는 제
5 오르도 역시 낭송음 A가 자주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4> ‘내 부활하여’ 제 5 오르도

위의 <악보 14> 제 5 오르도에서는 3개의 중심적 음정 구조가
등장한다. 첫 번째 X′에서 이전의 오르도에서 나타난 헥사코드 나
튜랄(HN) mi-sol의 구조가 대칭 구조로 바뀌어 나타나고, 두 번째
X″에서는 다시 제 2 오르도와 제 3 오르도에서 나타난 헥사코드
몰(HM) mi-ut(A-F)의 구조가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Y에
서는 2개의 헥사코드 형태가 등장하는데 마디 1에서 헥사코드 두
룸(HD) re-ut-re(A-G-A)가 나타나고, 마디 2에서는 헥사코드 몰
(HM) re-ut(G-F)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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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6 오르도, 제 7 오르도, 제 8 오르도
<악보 3>의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 네우마
악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 6 오르도와 제 7 오르도 그리고
제 8 오르도 구성된 소 영광송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 6 오르도와
제 7 오르도는 제 4 오르도와 낭송음 A음의 반복 횟수를 제외하면
같고, 제 8 오르도 역시 제 5 오르도와 낭송음 A음의 반복 횟수를
제외하면 같다. 그래서 소 영광송에 대한 음정 구조와 선율 구조
그리고 사용된 헥사코드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입당송 ‘내 부활하여’의 각 오
르도의 음정 구조와 선율 구조, 그리고 사용된 헥사코드에 대해 분
석하였다. 다음의 <악보 15>는 각각의 오르도 간 중심음정 구조에
따른 헥사코드 진행을 나타낸 것으로, 오르도 간의 중심음정 구조
는 총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형태는 X 시스템의 음계
명 re-fa(단3도)이며 이 구조와 같은 계열인 두 번째와 세 번째 형
태로 X′ 시스템의 음계명 mi-sol(단3도)과 X″ 시스템의 음계명
ut-mi(장3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형태로 3도 음정
구조가 아닌 2도 음정 구조인 Y 시스템의 음계명 ut-re(장2도)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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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오르도 간의 중심음정 구조에 따른 헥사코드 진행

<악보 15>에서 각각의 중심음정 구조에 따른 헥사코드 진행의
수평적 구조를 볼 때 X의 헥사코드 나튜랄(HN) 음계명 re-fa(단3
도)이며

제

3

오르도까지

그리고

X′의

헥사코드

나튜랄(HN)

mi-sol은 제 5 오르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X″의 헥사코드
몰(HM) ut-mi는 제 3 오르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음 제 4 오르
도에서는 상승된 동형진행인 헥사코드 두룸(HD) ut-mi로 변화되
고, 제 5 오르도에서 다시 원래의 헥사코드 몰(HM) ut-mi로 돌아
온다. 그리고 Y의 헥사코드 몰(HM) ut-re는 제 2 오르도까지 영향
을 주다가 제 3 오르도에서 헥사코드는 다르지만 같은 계명으로 변
화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제 4 오르도에서 상승된 동형진행인 헥사
코드 두룸(HD) ut-re로 변화되고, 제 5 오르도에서 X″와 같은 구
조로 원래의 헥사코드 몰(HM) ut-re로 돌아온다. 또한 수직적 구
조를 볼 때 제 1 오르도와 제 2 오르도에서는 헥사코드 나튜랄
(HN)과 헥사코드 몰(HM)이 사용되고 제 4 오르도에서는 헥사코드
두룸(HD), 제 5 오르도에서는 헥사코드 몰(HM)이 사용된다. 이외
나머지 제 6, 7 오르도와 제 8 오르도는 각각 제 4 오르도와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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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의 수평적 및 수직적 구조가 같다.
이렇듯 이 작품의 중심음정 구조에 따른 헥사코드의 진행이 잘
계획된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오르도간의
수평적 헥사코드 진행은 변하지 않고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X와 X′시스템과, 변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진행으로 돌아오는 X″와
Y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직적 헥사코드 진행은 제 4
오르도에서 제 8 오르도까지는 같은 계열의 헥사코드를 사용함으로
써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 5>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형식적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형식 구조
부분

오르도

마디

A

1 2
3
a b
c
1-3 4-6 7-10

B

4
a
11

B

5
a′
12-13

6, 7
a
14-16

8
a′
17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B부분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타나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A-B 형식인 복합 2부형식이다. 복합 2부형식은
2개의 악절로 이루어진 단순 2부형식이 아닌 2개 이상의 악절이
배열되는 형식을 말한다(윤양석, 1986).
다음의 <표 6>은 이 성가의 가사 내용을 형식에 따라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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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형식 구조에 의한 성가의 가사 내용(김문자 외, 2001, p. 11)
부분

가사

부활하여 지금도 함께 있나이다, 알렐루야.
내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시나이다, 알렐루야.
알으심이 너무나 놀랍고도 아득하외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시편 139:1-2」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훤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소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A

B

B

이상 <예수부활 대축일 그레고리오 성가> 중 입당송 ‘내 부활하
여’의 각 오르도 간 중심음정 구조에 따른 헥사코드 진행을 분석하
였다. 이 분석을 통해 이 음악이 정확히 들어맞는 선율 구조를 지
니고 있지는 않으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이 <예수부활 대축일 그레고리오 성가> 중 입당송 ‘내 부
활하여’의 내용과 형식을 밝히고 음악 전체에 관한 원칙을 발견하
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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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alysis of the entrance song ‘Resurrexi ’
in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The
Mass of Easter Sunday of Gregorian
Chant based on the Hexachordal Theory
In-Ryul Koo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the entrance song 'Resurrexi' in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The Mass of Easter Sunday of Gregorian
Chant, which is the first piece that students encounter in the learning
process of Western music history. Thus, it aimed to figure out the
musical theories that had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s in the
traditional Western music and understand Medieval music.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piece first by examining Gregorian
Chant and the church modes, looked into the music notations written
those days, and investigated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m onto
modern scores. After establishing a theory for this process, the
investigator researched on the Hexachordal Theory, examined
'Resurrexi' in detail by the section, and figured out the music theories
and periodic musical styles of those days.
e words: Gregorian Chant, Hexachordal Theory,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The Mass of Easter Sunday, entrance song, Resurrexi, church
mode, Neuma notation
K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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