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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쿠르탁(György Kurtág)은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로 공산주의 체제하에
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였다. <8개의 피아노 소품(Acht
Klavierstüke) Op. 3>은 1960년에 발표한 초기 작품으로 그가 추구하는 음
악적 아이디어를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곡의 특징은 음
정 관계가 악곡을 구성하는 주요 아이디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은 클러스
터나 트릴, 트레몰로부터 넓은 음역의 클러스터와 글리산도까지 개별음이
아닌 확대, 확장, 연합된 형태로 인식하며 음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또한
쿠르탁이 고안한 그래픽 악보를 사용하며 악보에 연주자의 해석의 몫을 주
어 자율성과 우연성을 높이고 있다. 본 논문은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을 연구하여 작품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연주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주제어: 쿠르탁, 8개의 피아노 소품, 그래픽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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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헝가리는 서양음악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곡가를 많이 배출한 나
라이다. 교향시의 창시자이며 근대 피아노 기법을 확립한 리스트
(Franz Liszt, 1811-1886)를 비롯하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중앙유럽의

민요를

수집해서

정리한

음악학자인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 작곡가이며 헝가리 음악교육의 아버지로 불
리는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도 모두 헝가리 출신이다.
화음군의 음향효과를 추구하며 그에 의한 텍스춰 음악을 사용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현대음악 작곡가로 알려진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와 쿠르탁(György Kurtág, 1926- ) 역시 헝가
리 출신이다. 냉전 시대에 오스트리아로 망명한 리게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여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어진 반면, 헝가
리에 남아 작품 활동을 한 쿠르탁은 공산주의 체제 하의 다른 작곡
가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지게 되었다.
창작 활동에 제약을 가하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쿠르탁은 자신
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 자신이 훌륭한 피아니스
트이기도 했던 쿠르탁은 절제를 통한 간결성, 그래픽 기보법, 새로
운 주법 등 고유한 음악 어법을 사용하여 피아니즘의 아이디어를
펼쳐나갔다. <8개의 피아노 소품(Acht Klavierstüke) Op. 3>은
1960년에 발표한 초기 작품으로 8개의 개별 악곡에 그의 작곡어법
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쿠르탁의 작품 경향과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에 나타난 그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음악어법을 이해하고 이 작품을
연주하고자 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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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쿠르탁의 작품 경향
쿠르탁은 1926년 2월 19일 루마니아의 루고스에서 태어나 5세부터
카르도스(Magda Kardos)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리스트 음악원(Liszt
Academy of Music in Budapest)에 진학하여 카도사(Pál Kadosa,
1903-1983)에게 피아노를, 베레스(Sándor Veress, 1907-1992)와
페렌츠(Farkas Ferenc, 1905-2000)에게 작곡을 사사받았고 바이네
르(Leó Weiner, 1885-1960)와 실내악을 공부하였다.
1957년

프랑스로

건너가

1년간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과 함께 공부하면
서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받게

되었다.

베베른(Anton

von

Webern, 1883-1945)의 작품에 가까워졌고, 바르톡의 작품을 공부
하였다. 두 작곡가는 쿠르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리 유
학 기간에 그는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
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뚜렷한 음악적 양식이 보이지
않고 선법적 스타일을 보이던 이전과는 다르게 작은 음악적 단위들
로 음악을 구성하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탐색하는 것에 도전하였
다.(홍인경, 2014)
1958년 헝가리로 돌아온 쿠르탁은 작품 활동에 몰두하게 되고
<아치에 대한 4중주(Quartetto per archi) Op. 1>(1959)을 시작으
로 작품 활동을 펼쳐나갔다. 파편적인 아이디어를 압축적으로 사용
하는 그의 작곡어법은 보다 긴 작품에서는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함축적인 작품들을 조합하여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모음곡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
었으며 그 소재로 성악작품을 선택하였다(홍인경, 2014). 이 당시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성악 연가곡 형태의 <피터 보르네미서의 격
언(The Sayings of Péter Bornemisza) Op. 7>(1963)을 작곡하였
다. 이후에 주요한 성악 작품인 <고(故) R. V. 트로조바의 메시지
(Messages of the late R. V. Troussova). Op. 17>(1976/1980)

4

이 현 아

에서 소프라노와 피아노, 하프, 만돌린, 첼레스타, 침발롬과 타악기
의 앙상블을 보여주었는데 이 작품으로 파리작곡가제전에서 최고상
을 수상하고 명성을 얻어 이후에 여러 음악제에 초청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조은화, 2004).
1970년대에 들어서 그의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이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피아노 작품집 <야띠콕(Játékok)>(1973-)을 발표
하였다. 대체로 어렵지 않게 작곡되어 교육용으로 출판된 이 작품
집은 새로운 형태의 기보법과 새로운 피아노 연주기법과 음향을 추
구하였다.
성악곡은 쿠르탁의 작품성을 보여주는 장르였으나 악기 그룹들의
공간 배치에 따른 음향의 효과를 추구하는 공간음악1)인 <...거의
환상...(...Quasi una fantasia...), Op. 27 No. 1>(1987)을 발표하면
서 작품 경향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피아노 독주와 여러
그룹의 악기군을 위한 작품으로, 이후 성악곡의 수가 줄어들고 관
현악을 위한 작품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쿠르탁은 이 작품을 시작
으로 이후에 어려 편의 공간음악을 작곡했다.
1967년부터 1986년까지 리스트 음악원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
하였고 은퇴 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베를린 교향악단의 상임
작곡가를 지냈다.

III.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연구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은 1960년 발표된 총 8개 곡으로 구
성된 피아노 소품이며 각 악곡은 길이가 길지 않다. 이는 쿠르탁의
세 번째로 출판된 작품으로 각 악곡의 구성은 매우 간단하다.

1)

공간에 있어서 음의 위치, 방향성, 운동성을 악곡의 중요한 요소로서 취급한 음
악으로 악기 그룹들의 공간적인 배치에 따른 독특한 음향적 효과를 추구한다.
소리가 공간적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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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의 구성
악장

1
2
3
4
5
6
7
8

빠르기 및 나타냄말

Inesrabile
Andante con moto
Calmo
Sostenuto
Scorrevole
Prestissimo possibile
Grave
Adagio
Vivo

박자

총마디수

·
·
·
·
·
3/4
·
4/4

2
4
4
3
1
8
7
13

일부 곡에서 조성음악의 기능화성이 나타나기도 하나 대부분 무
조의 음렬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특정 음정이 악곡을 구성하는 주요
한 아이디어로 사용되고 있다. 앞꾸밈음, 글리산도, 트릴 등 다양한
꾸밈음과 페르마타, 쉼표 등의 사용이 박자표가 없는 악곡에서 프
레이즈를 구분하거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악구에서 해석을 위
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쿠르탁은 자신만의 고유한 기보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 기
보법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음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추구하는 미묘한 차이를 기보법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이 악곡의 악보 뒤에 삽입된 쿠르탁이 고안한 기
보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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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의 기보법
기보

해석

con crescente intensità,
accelerando
con decrescente intensità,
rallentando
allungamento
accorciamento
pausa molto corta
pausa corta
pausa un poco più lunga
( )
pausa lunga
suono relativamente lungo
suono relativamente corto
come una appoggiatura
far sonare tutti
i tasit neri
far sonare tutti
i tasit bianchi
far sonare tutti i tasit
glissando del motivo
intero indicato (
)
unita di tempo piuttosto
lunghe risp. corte

증가하는 강도로 가속
감소하는 강도로 가속
길게
짧게
매우 짧은 휴식
짧은 휴식
조금 더 멈춤
긴 일시정지
비교적 긴 소리
비교적 짧은 소리
하나의 앞꾸밈음
모든 검은 건반을 치다
모든 흰 건반을 치다
모든 건반 누르기
표시된 전체 주제를 미
끄러지듯이 연주
연합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1. 1
이 곡에서는 왼손 성부의 내성에서 나타나는 1도 음정이 악곡에
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악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 없이 1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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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끝을 맺는다. 왼손 성부의 베이스와 내성 사이의 음정은
단9도(단2도)와 1도가 교차로 등장하면서 내성의 명확한 1도의 음
향에 간섭을 일으키나 이는 오히려 강렬한 리듬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악곡에서 1도는 곡의 뼈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흐
름을 지탱하고 있으며 이는 제목의 ‘1’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악보 1>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1’ 도입

오른손 성부에 4개의 선율이 나오는데 각각의 선율들은 서로 연
관을 맺고 있다. <악보 2>의 G#-B♭-A의 ➀과 E-D#의 ➁에 사
용된 음은 F-F#-G의 변형된 반음계 진행 후 ➂의 선율을 구성한
다. 여기에서 G#-B♭-A와 E-D#는 각각 3음, 2음의 클러스터2)
구성음으로 쿠르탁은 이 곡 전체에 걸쳐서 클러스터의 구성음을 수
직적, 수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➂의 선율은 F-F#-G-G#-B♭
-A-E-D#-D-C#의 음렬을 이루고 이는 ➃에서 순서를 달리하여
다시 한 번 나타난다. 그리고 1도를 강조한 C#의 옥타브 연타로
끝을 맺는다.

2) 밀집화음 중의 하나로 2도로 구성되는 다중밀집화음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수
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음향을 톤 클러스터라고 한다. 쿠르탁은 자신만의 기보법
으로 톤 클러스터를 지시한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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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1’의 4개의 선율

➀

➁

➂

➃

오른손 성부의 리듬은 자유롭지만 그에 반해 왼손 성부는 8분음
표 7박의 규칙적인 형태를 악곡의 거의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다.
<악보 1>에서 보면 쿠르탁은 7박의 리듬패턴에서 8분 쉼표 후에
3)를

그리고 새로운 7박의 패턴 시작 전에도

3) pausa corta, 짧은 휴식

를 넣어 7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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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듬패턴을 강조하고 있다. 오른손 성부의 불규칙박은 이 곡의
마지막 마디에서 왼손 성부와 만나 리듬의 합치를 이루고 곡을 끝
맺는다. 이 곡은 박자표가 없으나 왼손 악보의

표시 사이에 마

디줄이 존재하는데 이는 리듬의 규칙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
인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악보 2-②>에서와 같이 반복되는
음에 점선의 반마디줄이나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으로 리듬감을 강조
하고 있다.
쿠르탁은

과

와 같은 기둥이 없는 음표를 고안하여 사용하

였는데 이는 비정량 음표로 비교적 길고 짧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에 대한 해석은 연주자의 몫이나 왼손의 7박 리듬 패턴을 기준으
로 삼고 연주하면 대략의 음가를 정하여 연주할 수 있다.
이 곡은 마디줄로는 두 마디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 악보로는
2쪽의 분량이고 Andante로 연주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Inesorabile
(거침없이)라는 지시어를 넣어 반복되는 음들이 리듬감을 가지고
강렬하게 연주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악장의 연주시간은
대략 1분 정도로 반복되는 음들로 인해 속도감이 느껴진다.

2. 2
이 곡은 2개의 서로 다른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다. 음렬형태의
리듬을 강조한 모노포니 형태의 짜임새와 이와 대조적인 폴리포니
형태의 짜임새를 보이고 있다. 이 곡은 첫 마디에 출현하는
C-D-B-B♭-E♭-E-F-A-F#-G#-G-B♭ 12개의 음이 리듬을 달
리하면서 마디 1-3에 세 번, 마디 4의 후반부에 또 한 번, 총 네
번 나타난다. 두 번째 패턴에서 나타나는 A♭은 G#과 이명동음으
로 음향상 같은 음이며 세 번째 패턴은 마지막 3개의 음이 생략된
형태이다. 마지막 패턴은 12번째 음이 생략된 형태이다. (<악보
3-1,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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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2’ 마디 1-3

<악보 3-2>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2’ 마디 4 후반부

중간에 등장하는 폴리포니 부분에서 오른손 성부는 작곡가가 기
보해 둔대로

4),

5)의

가속과 감속을 하며 연주해야 하

는 반면 왼손 성부는 도돌이표에 의해 두 번 반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쿠르탁은 전체적으로 molto rubato를 지시하고 왼손 성부에
는 prestissimo possibile라고 따로 지시하고 있으나 연주자에게
정확한 연주를 위한 친절한 기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패시지
는 실제 연주하는데 있어서 연주자에게 자유의 허용과 더불어 우연
적 요소를 주고 있다. 연주자에게 정확한 마디의 기보 없이 각각
요구되는 템포 지시가 다를 경우 수직적인 어울림을 통한 화음의
결합 및 울림이 연주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즉흥적인 효과가 나
타난다(홍인경, 2014).
그러나 연주음향에 있어서 완벽한 자율을 허용하였다기보다는 여
러 가지 나타냄 말이나 기호를 통해 제한을 두고 있다. 오른손 음
4)

: con crescente intensità, accelerando, 증가하는 강도로 가속

5)

: con decrescente intensità, rallentando, 감소하는 강도고 가속

쿠르탁의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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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머리 사이즈가 왼손보다 크고 선명하며 왼손악보 아래 senza
colore(색채감 없이)와 perdendosi(차차 사라지는 것 같은)와 같은
나타냄 말을 두어 상대적으로 오른손을 선명하게 연주하도록 지시
하고 있다. 이때 오른손은 흰 건반을 연주하고 왼손은 검은 건반의
B♭-G♭-A♭-E♭의 음렬이 다양한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나타
나는데 이 때 오른손을 아래로 겹쳐지게 연주하면 불편함이 줄어든
다. (<악보 4> 참조)
<악보 4>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2’에서 폴리포니 부분

3. 3
이 곡은 총 4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악곡으로 구성이 간결하고
쿠르탁이 추구한 절제미가 돋보인다. 마디 1의 구성음은 G×-A#-B-C-E
♭-A♭-D-G이고 마디 4의 구성음 A-B♭-B-C-E♭-A♭-D-G-C#
으로 G×과 A는 이명동음이고 A#과 B♭도 이명동음으로 마디 4의
끝음 C#을 제외하고 음향상 같은 음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마디 1은 수직적 진행을 보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디 4에서는
수평적 진행을 보이고 있다. (<악보 5-1,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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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3’ 마디 1

<악보 5-2>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3’ 마디 4

마디 2-3은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며 마디 3에서는 4옥타브에 달
하는 넓은 음역대로 음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쿠르탁은 단순하고 파편적인 요소들을 간결하게 사용한다(홍인경,
2014). (<악보 6> 참조)

<악보 6>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3’ 마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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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이 곡은 장식음이 많이 사용된 곡으로 시작부분에서 ‘Scorrevole’
라는 지시어를 넣어 장식음들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연주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악상도 ppp에서 f까지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쿠르탁은

과

의 연주법을 비교적 긴소리와 비교적 짧은

소리라고 상대적으로 음길이를 지시해두었기 때문에 연주자의 판단
과 해석이 실제 연주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어
느 정도의 제한은 두고 있다. <악보 7>의 ①은 다섯잇단음표로 2
분음표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오른손의 상대적 음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쿠르탁은 음을 인식할 때 하나의 개별음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를 확대시켜 2개, 3개 혹은 그 이상의 음을 연합된 형태로 인식
하기도 한다. 마디 1에서 나타나는 2도, 3도, 5도의 다양한 트레몰
로와 트릴 등은 팽창된 음을 의미한다. 마디 1 후반부에 나오는 3
개의 화음은 화음의 개념이 아닌 3개, 4개, 5개의 음으로 구성된
작은 클러스터이다. 마디 2의 오른손 성부 첫 세 개의 음 C#-C-B
는 3음 클러스터 구성음으로 음역대를 확장해서 선율형으로 풀어
놓은 형태이다.
이후 등장하는 B-F#-B♭-F의 선율은 음정 관계가 4도-5도-4
도이나 5도 음정은 전위된 4도 음정이고 E-A도 4도 음정 관계로
이 악곡의 제목인 4와의 관련성이 음정 관계로 나타난다. 마디 2의
6)와

7)의

쿠르탁만의 기보법을 사용하여 그의 생각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양손의 음역이 페르마타 단위로 양
극단에서 좁혀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악보 7> 참조)

6) allungamento, 길게
7) come una appoggiatura, 하나의 앞꾸밈음

14

이 현 아

<악보 7>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4’ 마디 1-2

마디 3에서 오른손 성부의 G-F# 7도 트레몰로 이후 G# 트릴,
B♭ 트릴이 중첩되며 등장하는데 첫 7도 트레몰로는 2도 트릴이
전위된 형태로 F# 트릴-G# 트릴-B♭ 트릴의 순차진행이다. 왼손
성부의 B-D 트레몰로 위에 오른손 성부에서 꾸밈음이 붙은 C-C#
이 전위된 형태로 반복되는데 이는 B음 기반의 4음 클러스터 구성
음이다. (<악보 8> 참조)
<악보 8>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4’ 마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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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이 곡은 12음렬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곡의 첫 시작이 C-B-B♭
-F#-A-G#-D#-D-E-F-G-C# 12음렬이다. 이후에 나타나는 오른
손 성부 선율들은 처음의 음렬과 음고가 정확히 일치하나 각 선율
들은 쇤베르크의 음렬과 달리 전위, 역행, 역행전위 등의 변화없이
주어진 12음의 재배치 및 축소와 드문 반복으로 선율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마디선이 없는 곡으로 불규칙한 12음
렬은 쿠르탁 기보법인

의 기로 묶인 오른손 성부의 음의 개

수로 리듬이 구분되며 이는 곡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이 기보법은
쿠르탁이 고안한 기보법으로 하나의 앞꾸밈음으로 연주하라고 지시
하고 있다. 기존의 꾸밈음과 비슷한 점은 음향에 있어서 크게 다르
지 않다. 오른손 첫 두음의 연주는 왼손 앞짧은꾸밈음인 <악보 9>
의 ➀과 리듬을 맞추어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쿠르탁의 기보법은 기존 기보법보다 앞꾸밈음에 시각적인 음가를
부여하여 앞꾸밈음을 포함한 12개의 모든 음표가 12음렬의 역할에
동등성을 갖게 한다.
<악보 9>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5’ 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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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 성부는 수직적 음 구성을 갖는데 <악보 9>의 ➀은 5도 화
음 앞꾸임음 뒤에 4음 구성 클러스터이다. 이 모티브는 ➁에서 유
사한 구조로 재등장하나 클러스터가 음역을 넓혀 펼쳐진 수평적 형
태로 변형된다. (<악보 9> 참조)
<악보 10>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5’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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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 성부의 수직적 음구성은 중간부분의 강렬한 클러스터 이후
수평적 구조로 변화를 가진다. 앞에서 제시된 12음렬이 3옥타브
아래로 순서와 음가를 달리하며 2번 등장한다. 그리고 오른손 선율
은 여전히 앞부분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이 곡의 후반부의 도돌
이표에 따라 반복하는 부분은 앞꾸임음을 제외하고 중심축을 중심
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구조이며 이 부분의 오른손과 왼손 성부는
시간차에 의해 성부의 독립성이 강조된다. 이후 글리산도8) 주법으
로 수직적 리듬을 맞추고 마지막 부분에서 pppppp의 극단적인 셈
여림을 요구하고 있다. (<악보 10> 참조)

6. 6
쿠르탁의 작품에는 종종 특정 음정의 결합으로 화음 구성을 이루
는 특징을 보인다(조은화, 2004). 이 곡은 첫 선율부터 6도 음정관
계를 이루고 있으며 6도 음정 관계는 오른손 성부와 왼손 성부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악보 11> 마디 5의 ➀에서 D#은 E♭과 이
명동음으로 C-E♭이 6도 음정 관계이며 이어서 나오는 선율은
D#-F#으로 이 역시 6도 음정관계이다. 마디 3, 4에 나오는 화성도
베이스부터 F-D♭/B♭-G♭와 G-E♭/C-A♭의 6도 음정이 수직적
으로 쌓인 형태이다.
이 곡에서 6도 음정 관계는 수평적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나타난다. 마디 2의 F-A는 3도 음정 관계이나 이는 전위된 6도
음정 관계이다. 마디 3의 A♭음은 G#의 이명동음으로 수평적으로
B-G#은 6도 음정 관계이며 수직적으로 A♭-C는 3도 음정 관계로
이 역시도 전위된 형태의 6도 음정 관계이다. 8마디의 짧은 악곡에
서 6도 음정관계와 전위된 6도 음정 관계가 여러 차례 수평적, 수
직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한 6도 음정관계가 나타나는데

8)

: intero indicato (
듯이 연주함.

) :

표시된 전체 주제를 미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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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목의 ‘6’과 연관이 있다.
이 곡은 첫 시작이 중간 음역에서 시작했다가 마디 3-4에서 고
음부로 올라갔다 다시 순차적으로 저음부로 내려온다. 이 사이에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되어 이동하며 두 옥타브가 넘는 도약이 나타
난다. (<악보 11> 참조)
<악보 11>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6’

7. 7
반진행이 이 악곡의 주요 아이디어이며 마디 1-2, 마디 3-4, 마디
5-7이 음고와 리듬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은 변화하지만 흐름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마디 1, 3, 5는 3박자의 규칙적인 리듬과
꾸밈음이 붙은 형태의 반진행을 보이고 마디 2, 4, 6은 클러스터 음악
어법을 사용한다. 단, 마디 2와 6은 수직적인 음형이고 마디 4는 마디
1, 3, 5와 유사한 반진행을 보이나 작은 클러스터를 수평적으로 풀어
낸 응집형의 선율형태를 띄고 있다. <악보 12>의 ➀에서 오른손 성부
와 왼손 성부는 각각 C#-A#까지의 검은 건반 클러스터와 C-B까지의
흰 건반 클러스터와 구성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악보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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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7’

8. 8
이 악곡에서 사용되는 음악요소는 하행 글리산도, 상행 글리산
도, 흰 건반 클러스터, 검은 건반 클러스터가 주를 이루고 부분적
으로 모든 건반 클러스터, 옥타브 유니즌이다. 또한 한 마디 분량
의 음형이 악구를 이루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곡은 넓은 음역
의 클러스터와 피아니시모 글리산도를 동시에 연주해야 하는 등 확
고한 연주력과 스타일의 통제가 필요하다(김혜선, 2010).
첫 마디에서 하행 글리산도의 첫 음이 C이고 상행 글리산도의
첫 음이 G로 각각 C장조의 으뜸음과 딸림음으로 해석된다. 연속된
B♭의 양손 옥타브 연타 후 마디 2-3에서 B로부터 시작되고 수차
례 반복되는 하행 글리산도는 이끈음으로 C의 존재를 궁금하게 만
들어준다. 마디 1-3에서 기능화성으로써의 음 역할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 2-3에서 B음을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리듬의
글리산도가 나타나는데 마디 3의 첫 음에서 특정 시작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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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산도가 16분음표로 등장한다. 이는 글리산도로 표현한 쉼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리듬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
3개의 음에 악센트 표시를 하고 있다. 쿠르탁은 곡을 구성하는 주
법 중 글리산도를 중요하게 취급하였고 이를 통해 독특한 음향효과
를 얻었다(홍인경, 2014, p. 123). (<악보 13> 참조)
<악보 13>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8’ 마디 1-3

<악보 14>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8’ 글리산도

➀

➁

이 곡에서 쿠르탁은 다양한 형태의 글리산도를 사용하는데 음표 기둥
의 방향이 음표마다 다르게 지시되어 있다. 이는 손을 바꾸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단순히 음향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기보
를 통해 연주기법도 지시하고 있다. 글리산도를 연주하는데 있어서 다이
나믹의 변화를 포함한 형태뿐만 아니라 <악보 14>의 ➀과 같이 음역이
넓은 형태나 ➁와 같이 방향, 음역, 음표의 길이와 글리산도의 거리를
제한하여 속도까지 규정하고 있는 형태도 나타난다. (<악보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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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8’ 마디 4-8

이어지는 마디 4에서 작은 클러스터가 나오고 상행 글리산도 아
래 왼손 성부에 검은 건반 클러스터, 흰 건반 클러스터가 차례로
나오는 형태의 음형이 이후에 반복될 음형의 예고편처럼 간단하게
등장한다. <악보 15>의 ➀과 같은 형태의 음형이 마디 8까지 변형
된 형태로 2번 반복되는데 쿠르탁은 ➁의 마지막에 보이는 짧은
음가의 두 개의 클러스터까지 하나의 악구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
9)

다.

기호는 잇단음표에 상응하는 쿠르탁이 제안한 기보

법으로 잇단음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연주자에게 잇단음표 보
다는 기호로 묶여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호흡으로 연주하기를 지
시하고 있다. 마디 4와 마디 8의 공통된 음형을 양쪽에 두고 악보
마디 6, 7이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악보 15> 참조)
마디 9, 10에서 마디 7의 패턴이 그대로 2번 반복되면서 강조하
9)

: unita di tempo piuttosto lunghe risp. corte, 연합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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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마디 11에서는 반복되던 오른손 패턴과 왼손 패턴의 전
위를 통해 변화를 주고 있다. 마디 11의 전위된 패턴 뒤에 나타나
는 E와 F의 양손 옥타브 연주는 E와 F가 각각 하나의 음이 아닌
E-F가 연합된 음으로 보고 마디 1에서와 같이 양손 옥타브 연타가
나타난다. 쿠르탁은 음을 규정된 개별 음이 아닌 확대, 확장되고
연합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음형은 이 후에
나타난 마지막 음 A의 딸림음으로 이 부분에서 마디 1에서 나타난
C장조의 나란한조로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악보 16> 참조)
<악보 16>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8’ 마디 11

<악보 17>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중 ‘8’ 마디 12-13

마디 12에서는 연속된 옥타브 선율 도약 후 이 전에 A음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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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상행하는 글리산도의 음형의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 강조했
던 A음으로 곡을 끝맺는다. 이 악곡에서 <악보 14-②>와 유사한
음형이 반복됨으로써 피아노 음역의 최저음인 A음을 강조하다 결
국 마지막에 A음으로 곡을 끝맺는다. (<악보 17> 참조)

IV. 결론
본 연구는 쿠르탁의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의 악곡을 분석
함으로써 그의 작곡기법과 음악어법 및 음 소재에 대해 알아보았
다. 각 악곡들에서 간결하고 응축적인 그의 음악적 이상을 보여주
고 있으며 8곡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연결하여 연주할 수 있으며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각 악곡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1곡은 1도 음정이 악곡을 구성하
는 주요한 아이디어로 사용되었으며 음렬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
다. 왼손의 규칙적인 리듬 위에 오른손 연주를 통해 제한적으로 연
주자의 자율성을 주고 있다. 제2곡 역시 음렬을 사용하였으며 나타
냄말과 이음줄의 사용 등으로 제한한 가운데 연주자에게 자율성과
함께 우연의 요소도 주고 있다. 제3곡은 클러스터와 화음을 수직
적, 수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곡도 제1곡과 마찬가지로 제목
의 숫자 4가 핵심음정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장식음
이 사용되었다. 제5곡은 12음렬이 쿠르탁이 고안한 기보법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제6곡은 제1, 4곡과 마찬가지로 제목의 숫자 6도 음
정이 핵심음정으로 사용되었다. 제7곡은 반진행이 주요 아이디어로
사용되었으며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수평적으로 풀어낸 선율이 사
용되었으며 제8곡에서는 일부 기능화성이 보이는 가운데 글리산도
와 클러스터가 주요 악곡 구성 아이디어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음악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음정관계가 악곡을 구성하는 주요 아이디어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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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제1, 4, 6곡은 각 악곡 번호와 악곡을 구성하는 핵심 음
정의 숫자가 일치하는 등 쿠르탁은 음정관계를 핵심 음소재로 삼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음정뿐만 아니라 수평적, 수직적 음정
관계와 전위된 형태나 이명동음을 사용하는 등 음정관계를 바라보
는 시각도 입체적이다.
둘째, 쿠르탁은 음을 개별 음이 아닌 확대, 확장, 연합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2도 음을 하나의 음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3
음, 4음, 5음 클러스터나 트릴, 트레몰로를 사용하여 음의 폭을 확
대 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넓은 음역의 클러스터와 글리산도까지 음
의 경계를 확장시켰다.
셋째, 쿠르탁은 그가 고안한 그래픽 악보를 사용하였다. 음가를
늘리거나 줄일 때, 속도의 빠르기의 감속, 클러스터, 글리산도 등을
표현할 때 고유한 기보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기존 기보법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음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추구하는 미묘한
차이를 기보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 작품은 연주자의 해석으로 곡이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제2곡에서 반복의 횟수가 다르고 양손이 다른 템포로 연주하
는 등 연주자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연주자의 역할이
한층 중시된다. 그리고 기둥 없는 음표들의 사용으로 음가의 상대
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연주자의 몫이다.
이 작품은 쿠르탁의 초기 작품으로 8개의 짧은 악곡 속에 함축
적으로 다양한 현대음악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연주자에게
음악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현대음악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를 주고 있다. 쿠
르탁의 음악적 경향을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연주한다면 프레이즈
구성 및 그가 구사하는 현대음악 언어를 음악적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쿠르탁의 <8개의 피아노 소품 Op. 3>
을 포함하여 그의 음악 세계가 알려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많은 연
주자들의 연주목록에 이 작품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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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Acht Klavierstüke Op. 3
by György Kurtág
Hyeon A L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

György Kurtág is a Hungarian composer who built his own unique
musical world under the communist regime. Acht Klavierstüke Op. 3 is
an early work released in 1960, which implicitly and concisely presents
the musical ideas he pursues. The characteristic of this music is that
the interval is used as the main idea of 
composition. From small
clusters, trills, and tremolos to wide-range clusters and glissandos, the
boundaries of the notes are widened by recognizing them in enlarged,
expanded, and associated forms rather than a single note. In addition, he
uses the graphic notation devised by himself and enhances autonomy
and coincidence by giving the score a part of the performer’s own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Acht Klavierstüke Op. 3, and to assist performers understanding
Kurtág’s unique notation and so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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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스테라의 <현악 협주곡 Op. 33> 제1악장
분석 연구: 음정구조를 중심으로*1)
이

경

숙**

(군산대학교 박사과정)
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히나스테라의 <현악 협주곡 Op. 33> 제1악장을 선율과 음정구조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의 음악양식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 작품은 그의 신표
현주의 시기를 여는 1958년 작곡된 <현악 사중주 제2번 Op. 26>을 현악 협주곡
의 편성으로 편곡,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에
나타나는 주요 음정구조를 악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에 응집력과
통일성을 주었다. 둘째, 변주곡 형식이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취해 분명한 악곡의
구성을 보이지만, 각 악기별 독주 카덴차를 사용하여 협주곡 스타일의 음악으로
구성하고 있다. 셋째, 미분음, 톤 클러스터, 폴리코드 등과 같은 다양한 현대적 어
법 및 하모닉스와 왼손 피치카토의 동시 연주, 하모닉스 아르페지오 등 현악기의
다양한 실험적 주법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개방현의 사용, 헤미올라, 당김음과 같
은 아르헨티나 민속 요소들 또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히나스테
라가 이전 시기의 음악적 양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적 음악 요소를 사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히나스테라, 현악 협주곡, 음정구조, 현악 사중주 제2번

* 이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 한 것임.
** 이경숙(beijingoli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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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악 협주곡, Op. 33> 제1악장
분석

I. 서론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 1916-1983)는 아르헨티나를 대표
하는 20세기 작곡가이며, 전통적 형식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민속
적 요소를 현대적 어법으로 조화시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초현실주의와 전위적 요소가 결합된
특징을 보이는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양식을 자신의 음악
에 흡수하였다. 또한 확장된 소재와 함께 음정구조의 응집된 구성을
통해 민족주의적 성향의 음악을 강렬하고 독창적인 어법으로 개혁하
였다(Barnett, 2007). 이 시기를 여는 대표작으로 <현악 사중주 제2
번 Op. 26>(1958)과 이 곡을 편곡하여 재구성한 <현악 협주곡 Op.
33>(1965)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이후에도 다시 개정1)되었
는데, 이 과정들은 히나스테라의 왕성한 창작력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Schwartz-Kates, 2010).
<현악 협주곡 Op. 33>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고전-낭만의 전통적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표현
수단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유럽 고전-낭만의 전통과의 강력한
결속이나 연계성을 염두에 두며 전통적 형식을 고수하였다(김영집,
2002). 반면, 음향적인 면에서는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현악기에
1)

<현악 협주곡 Op. 33>은 1967년, <현악 사중주 제2번 Op. 26>은 1968년에 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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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험적 탐구를 통한 다양한 기법들을 현대적 음악 어법으로 표
현하였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피아노 작품에 편중되어
왔고, 그에 비해 현악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히나스테라의 음악세계를 소개하
고 그의 현악 작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히나스테라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그의 작품 경향과 <현악 협주곡 Op. 33>의 창작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본문에 해당하는 <현악 협주곡 Op. 33> 제1악장을 선
율과 음정구조 중심으로 분석하여 악장 전체에 걸쳐 반복 또는 변
형되어 나타나는 주요 음정구조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 볼 것이
다. 또한 악곡의 구성과 표현 요소들을 통해 신표현주의 양식의 특
징인 현대적 음악 어법의 사용과 이전 시기의 특징인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은 1974년에 출판된 부시 앤 헉스(Boosey & Hawkes)사의 악
보를 참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히나스테라의 작품 경향

히나스테라는 자신의 음악적 양식을 3기로 분류하였다(Tan, 1984).
제1기인 객관적 민족주의(objective nationalism, 1937-1947) 시기에는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의 소재를 직접적으로 그의 음악에 사용하였고,
제2기인 주관적 민족주의(subjective nationalism, 1947-1957) 시기는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의 요소들을 모방과 통합을 통해 상징적으로 승
화시켰다. 제3기인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1958-1983) 시기에
는 민속적 요소가 대부분 배제되고, 초현실주의와 전위적인 요소가
결합된 시기이다(Schwartz-Kates, 2001). 본문에서는 이 3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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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히나스테라의 작품 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제1기인 객관적 민족주의 시기는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의 리듬과
선율, 즉 민속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아르헨티나의 민속적
특색과 주제를 표현한 시기이다(김영집, 2001). 이 시기 작품들의
선율과 화음에는 5음 음계 형태의 잉카 선율, 3도 진행이 많은 가우
초2)(gaucho) 선율, 각기 다른 조성이 동시에 사용되는 복조성, 기타
의 개방현(E-A-D-G-B-E) 등이 사용되었고(Chase, 1957), 아르헨티
나 민속 음악인 크레욜(creole) 음악3)의 선율과 리듬도 반영되었다.
리듬 또한 아르헨티나의 민속적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기본
박자 위에 당김음을 사용하여 다양한 악센트 효과를 부여하고, 곡
의 절정에는 헤미올라 성격을 가진 말람보 리듬4)을 자주 사용하였
으며 잦은 변박자의 사용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객관적 민
족주의 시기에 히나스테라에게 영향을 준 작곡가들은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파야
(Manuel de Falla, 1876-1946)가 있다.
제2기 주관적 민족주의 시기는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을 그대로 인
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들을 사용하여 아르헨티나 민속적 억양
을 표현한 시기이다. 여기에서의 ‘주관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체이스는 “작품에 나타난 동기가 작곡가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므로
가우초(gaucho): 남미 팜파스(pampas)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목동을 가리키
며, 가우초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들 가운데 ‘메스티소’(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서 온 백인과 중남미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과의 혼혈인종)와 ‘크리오요’(남
북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 등에서 태어난 스페인인과 프랑스인의 자손)는 가우초
의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1996).
3) 크레욜(creole) 음악: 대부분 유럽음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3박자
계통의 리듬으로 하프와 기타 등의 반주가 동반된다. 가우초의 독특하고 강한
성격이 잘 나타나는 음악으로 아르헨티나의 민속리듬과 선율을 바탕으로 잉카
음악의 특징들이 잘 배합된 특성을 지닌다(Aretz & Behague, 1980).
4) 말람보(malambo) 리듬: 말람보는 가우초의 민속춤으로 리듬은 인디언 계통의 2
박자와 스페인 계통의 3박자가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리듬을 의미한다(Chase,
19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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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청중이 느낄 필요는 없다”고 서술하였다(Chase, 1980, p.
388). 이 시기 히나스테라는 이전 시기에 사용했던 3도 화음, 기타
개방현 코드를 자주 사용하였고, 현대적 작곡기법도 시도하여 폴리
코드나 12음 기법과 같은 현대적 어법을 그의 작품에 사용하였다(이
주현, 2003). 이 시기의 작품은 아르헨티나의 민속적 특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나 그 위에 가미된 실험적적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그러나 각 악구나 부분의 형식적인 면에는 전통적 특징이 유
지된다.
제3기 신표현주의 시기의 작품에는 민속적 리듬이나 선율이 직접
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나 아르헨티나의 민족적 정신이 함축되어

(Tabor, 1994). 이 시기 그의 음악은 실험적인 기술과 음색, 그
리고 전위적인 음향 효과를 배합하여 새로운 음악의 진보를 추구하
였다(배연수, 2002). 히나스테라의 신표현주의 시기의 음악에 대해
체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있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강조한 표현주의적 성향이 나타나
며, 그는 12음 기법, 폴리코드, 폴리리듬, 미분음5)(microtone)과 무
작위 음악의 사용, 음렬주의(serialism), 기악이나 성악을 사용한 전
위 음악 등 여러 가지 현대적 어법을 협주곡, 교향곡 그리고 오페라
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장르를 시도했다(Chase, 1980, p. 388).

즉, 다양한 현대적 어법을 유럽 고전-낭만 시대의 전통형식의 틀
에 담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현악 사중주 제2번
Op. 26>과 <현악 협주곡 Op. 33>은 신표현주의 시기에 작곡되었다.

5) 미분음(microtone): 평균율의 반음보다도 작은 음정으로 미소음정이라고도 한다
(Amm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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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악 협주곡 Op. 33>의 창작 배경

히나스테라의 <현악 협주곡 Op. 33>은 그의 <현악 사중주 제2
번 Op. 26>을 편곡, 재구성한 작품이다. <현악 사중주 제2번 Op.
26>은 1958년에 작곡되었으며 그 해, 미국 주 정부의 초청으로 워
싱턴에서 열린 제1회 전미 음악제(Inter-American Music Festival)
에서 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Juilliard String Quartet)에 의해 초연
되었다. 이 작품이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그의 국제적 명
성이 높아졌다(Barnett, 2007). 그 후, 그는 베네수엘라 국립문화예
술연구소(The Instituto Nacional de Cultura y Bellas Artes of
Venezuela)의 위촉으로 1965년에 이 작품을 <현악 협주곡 Op. 33>으
로 편곡하였고, 이듬해 5월 14일, 제3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음악제
에서 오르먼디(Eugene Ormandy, 1899-1985)의 지휘로 필라델피아 오
케스트라(Philadelphia Orchestra)가 이 협주곡을 초연하였다.
총 5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현악 사중주 제2번 Op. 26>과 달
리 <현악 협주곡 Op. 33>은 한 악장(1악장)이 제외된 총 4개의 악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의 악장 순서는 재구성되었다. 또한
두 곡의 악기 편성을 비교해 보면, 현악 사중주에서 현악 오케스트
라로 편성이 바뀌면서 각각의 현악기는 독주가 아닌 군(群)으로 확
대되었으며 콘트라베이스가 추가되었다.

III. <현악 협주곡 Op. 33> 제1악장 분석

1악장은 Variazioni per I solisti(독주자를 위한 변주곡)으로 주제
와 4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의 전체적인 구조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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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악 협주곡 Op. 33> 제1악장의 구조
부분

주제
변주 1
변주 2
변주 3
변주 4

빠르기 및 나타냄말
Libero e rapsodico ♩=56
Pochissimo più mosso ♩=63
Allegro♩=132
Lento ♩=50
Tempo I°. ♩=56

박자

4/4
3/2
4/4
3/2
4/4

총마디수

14
9
17
20
22

1. 주제 (마디 1-14)
(1) 주제 선율의 음정구조

제1악장의 주제는 제1바이올린의 독주로 마디 1-5에 걸쳐 제시된
다. 마디 1-3의 주제 선율에는 G4음을 중심으로 G4, F4, E4, D4,
C♯5의 5음이 사용되었고, 마디 4-5에서는 G4음이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 <악보 1>은 제1악장의 주제 선율과 음정구조를 나타낸 것
이다.
<악보 1> 바이올린 독주 선율: 마디 1-3

마디 1-3의 주제 선율에 나타나는 음정은 m2-M2-m3-P4-A46)
이며, 이 음정구조는 주제와 변주를 통해 반복되어 나타난다. 마디
편의상 음정관계를 단음정은 m, 장음정은 M, 완전음정은 P, 증음정은
A로 표기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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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 나타난 합주의 수직 화음 구조는 장3도(M3)가 장9도, 장7도 간격
으로 중첩된 구조이며, 여기에 사용된 음정은 m2-M2-m3-M3-P4-A4이
다. (<악보 2> 참조)
<악보 2> 합주의 수직·수평적 음정 구조: 마디 3-4

마디 1-5에 나타난 주제 선율이 마디 6-9에 재현되고,

미분음을

이용한 아르페지오 꾸밈음과 화음을 통해 음역이 확장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디 1-3 주제 선율과 마디 6-9의 선율과의 차이점은

음정의 간격이 넓어지고(m3→M3, P4→m6) 선율의 최고음이 C#5
에서 C♮5로 바뀐 것이다.

(<악보 3> 참조)

<악보 3-1> 주제 선율: 마디 1-3

<악보 3-2> 재현된 주제 선율: 마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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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의 독주 바이올린은 연속적인 m3 하행진행으로 중심음인
G4로 종지되고, 마디 13-14의 합주 악기는 수직적 P5, A5형태를 보
인다. 하지만 그 구조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마디 3-4 합주에
서 나타난 m2-M2-m3-M3-P4-A4의 5도 이내의 음정 구조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악보 4>의 마디 13-14 참조)
<악보

4>

주제

부분의

합주

재현:

마디

3-4,

11,

13-15

마디 3-4, 9-10에 나타났던 ♪의 합주 리듬이 마디 11에서
는 ♩♪로 축소되고, 수평적 진행을 보이던 합주는 마디 13-14에
서 수직적 화음의 아르페지오 피치카토로 연주된다.
(2) 표현 요소

제1, 2악장에 걸쳐 1/4 미분음이 나타난다. 은 1/4음 낮게 연주
하고, 은 1/4음 올려 연주하라고 악보에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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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플라우타토와 아르페지오 피치카토: 마디 12-14

주제 부분에 쓰인 기법 중 마디 12에 나타난 플라우타토
(flautato)기법은 플루트처럼 연주하는 기법으로 지판 가까이에서
연주된다(Adler, 2003). 또 주제 부분의 마지막 마디 13-14의 합주
에 나타난 5도권의 수직적 음정들을 아르페지오 피치카토로 연주한
것인데, 이 요소는 제1악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뒤
의 제1, 2변주를 통하여 그대로, 또는 루레(Louré)7)기법을 통하여
변주된다. (<악보 5> 참조)
제1악장에서는 이러한 1/4 미분음이 꾸밈음으로 사용된다. 먼저
마디 1-3의 주제 선율에 나타난 G4음을 중심으로 –m28)씩 꾸며주고 있는
수평적 선율과 마디 6-7에 나타난 재현된 주제 선율의 미분음 아르페지오
꾸밈음의 음정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레: 일종의 레가토 주법이나 활을 긋고 있는 동안 음을 조금씩 끊어주는 연주
기법(Braccini, 2003).
8) 1/4 미분음의 음정관계를 편의상 1/4 미분음에 의한 증, 감에 따라 + ,
- 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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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1/4 미분음 꾸밈음의 음정구조: 마디 6-7

마디 6-7의 1/4 미분음 꾸밈음의 음정구조는 (-)m2-(+)M3-P4-A4로
주제에 나타난 음정구조인 m2-M2-m3-M3-P4-A4 안에서 이루어져 있
으며, 주제 부분에 수직 · 수평적 형태로 나타난 미분음의 꾸밈은 마디
5, 6, 7, 9, 10, 13에 나타난다.
2. 제1변주 (마디 15-23)
(1) 선율과 음정구조

제1변주에는 첼로 독주에 의해 주제가 마디 15-19에 걸쳐 변주된
다. 수평적 단선율 중심이었던 주제와 달리 제1변주는 5, 6도의 화
음 중심으로 변주된다. 주제의 마디 13-14에 쓰였던 5도권 화음 중
첼로 합주의 제3, 4음에 해당하는 E♭3, B3이 이명동음(D#3, B3)되
어 첼로 독주로 시작된다. 첼로 독주는 A5(m6)와 P5의 화음으로
음색적 대비를 통해 제1변주를 이끌고 있다. (<악보 7> 참조)
<악보 7-1> 주제: 선율 중심,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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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제1변주: 화음 중심, 마디 15-19

<악보 7-3> 주제부분 마디 13-14와 제1변주 마디 15의 연결

마디 15-19까지 첼로 독주는 A5(m6), P5로 병행을 이루며 진행
된다. 앞서 주제 선율에서 G음 중심의 5음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제1변주의 첫 마디에 B음 중심의 5음, 즉 B3, A3, G#3, F#3, F3이
사용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정구조는 마디 1-3의 주제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음정구조인 m2-M2-m3-M3-P4-A4가 나타난다.
(<악보 8> 참조)
<악보 8> 제1변주의 주제 음정구조: 마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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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주제에 사용된 합주의 재현: 마디 13-14, 20

제1변주의 마디 20에 나타난 합주 음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 부분의 마지막 마디 14에 쓰인 화음을 리듬만 달리하여 그대
로 사용한 것이다. 마디 20의 제2바이올린과 첼로 합주에서는 마디
14의 4화음을 둘씩 나누어 짧은 꾸밈음과 선율로 사용하는데, 즉
이것은 4화음 중 아래로부터 제1, 2음은 꾸밈음으로, 나머지 제3, 4
음은 선율로 사용한 것이다. 이 때, 제2바이올린은 제3, 4음의 선율
을 한 옥타브 낮추었고, 첼로는 제1, 2음을 한 옥타브 높여 꾸밈음
으로 사용하였다. 합주는 P5, A5의 5도권 화음으로 구성되었다.
(<악보 9> 참조)
마디 20 합주에 나타난 리듬
는 마디 13-14의
온음표를 변주한 것이다. 마디 23의 첼로 독주 선율의 리듬은 ♪
♩♪의 당김음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마디 15에 나타난 첼로 독
주의 리듬
의 리듬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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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 요소

제1변주는♩= 63의 빠르기로 Pochissimo più mosso(아주 조금
더 생동감 있게)로 시작하며, 마디 20의 스트린젠도(stringendo : 점
점 빠르게)로 짧지만 빠르기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변화된다. 합주
의 루레 주법은 강세가 주어진 아첸투아토(accentuato)의 트리플로
포르테(fff: triplo forte)로 급진적인 진행을 보이며, 마디 22에서는
주제의 종지부분에 나타났던 아르페지오 피치카토가 재현된다.
3. 제2변주 (마디 24-40)
(1) 선율과 음정구조

제2변주는 제2바이올린의 독주와 현악 합주로 처음 여섯 마디가
교차로 진행되고, 독주의 P5 화음과 합주의 P5 화음이 동시에 나타
난다. 5도권으로 상행하는 아르페지오 꾸밈음은 제2변주의 독주, 합
주에 5도 구성의 화음과 5도 아르페지오 선율로 나타난다. (<악보
10> 참조)
<악보 10-1> 주제부분: 마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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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2> 제2변주: 마디 24-25

마디 24 첫 박의 독주와 합주의 수직적 구조를 보면 C-G-D의
P5 음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독주 악기는 페달톤 형태의 P5(G,
D)구조에서 선율이 상행한다. 제2바이올린 독주로 진행되는 마디
24, 26, 28은 각기 m2-m3-P4-P5(마디 24), M2-M3-P4-P5(마디
26), m3-M3-A4-P5(마디 28)의 다른 음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마디 24와 26은 m에서 M로 음색변화 했을 뿐 음정 도수는 같다.
합주가 나타나는 마디 25와 마디 27은 m2-M2-m3의 음정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후반에 P4-m2-M2(마디 25), A4-m2-m2
(마디 27)로 음정 변화를 주고 있으며, 마디 24-29에 나타난 독주와
합주 선율의 음정구조는 m2-M2-m3-M3-P4-A4의 주제 음정구조
안에서 사용되었고, 이는 주제의 소재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디 24-29의 수평적 음정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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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독주와 합주의 수평적 음정구조: 마디 24-25
① 마디 24 독주

② 마디 25 합주

<악보 11-2> 독주와 합주의 수평적 음정구조: 마디 26-27
① 마디 26 독주

② 마디 27 합주

<악보 11-3> 독주와 합주의 수평적 음정구조: 마디 28-29
① 마디 28 독주

② 마디 29 합주

마디 30-31의 독주 아르페지오 선율은 G3와 D4의 P5 페달톤을 사용한
반음계적 진행을 m2+m3, M2+M3로 대비시켜 음색 변화를 주었고, 여기
에 G3음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아르페지오 선율의 최고음은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며 점차 확장된다. 마디 32에서 제2바이올린 독주가 F#5-D#6의 M6
화음을 지속할 때, 합주 악기는 마디 20에서 P5-A5의 5도권 화음을 P5
포함, P4, m6의 변형, 축소된 형태로 재현한다. 이 형태는 제2변주의 마지
막 마디 40에서도 나타난다. 마디 32의 합주 파트에서는 ♭V₇/A♭과 V₉
/F의 폴리코드를 사용하여 음색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폴리코드
는 제3악장과 제4악장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악보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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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1> 5도권 화음의 변주형태 비교: 마디 20, 32

<악보 12-2> 제1악장 마디 32의 폴리코드

♭V₇/A♭- V₉/F

마디 33-35에 나타난 제2바이올린의 독주 선율은 m3로 하행하며,
제2변주의 시작 화음이었던 G3, D4의 P5로 마무리된다. 이 부분은
마디 12의 변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디 12의 F♭-D♭-B♭의 m3
씩 하행하는 선율이 중심음으로 향하며 연결구와 같은 형태로 쓰인
것처럼 마디 33-35도 중심음으로 향하는 연결구 형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악보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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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1> 종지 선율의 변주와 음정구조: 마디 12-14

<악보 13-2> 종지 선율의 변주와 음정구조: 마디 33-35

<악보 14-1> 합주 선율의 음정구조: 마디 36-39

<악보 14-2> 독주 선율의 음정구조: 마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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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6-38에 나타난 유니즌의 특징은 마디 25, 27, 29의 합주에
서 쓰인 음정소재를 확장시켜 놓은 제2변주의 총체적 음정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합주와 제2바이올린 독주의 음정구조는 <악보 14>와
같다. 마디 40에서는 D음을 중심으로 D-C#-C♮-B-B♭의
m2-M2-m3-M3 음정구조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주제 부분의 마
디 13의 음정구조 m2-M2-m3-M3-P4-A4를 축소시킨 형태이다. 세
번째 박의 수직적 음정 D-C#-C♮-B-B♭-A-G#은 마디 13과 같은
m2-M2-m3-M3-P4-A4의 음정구조로 이루어진다.
제2변주에서는 주제와 제1변주에서 사용되었던 특징들이 반복,
변형되어 나타난다. 즉 m2-M2-m3-M3-P4-A4의 특징적 음정 구조
의 사용과 5, 6도 구성의 화음이 제2변주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4. 제3변주 (마디 41-60)
(1) 선율과 음정구조

제3변주의 주제는

마디 1-3의 주제 선율을 독주 비올라가 마디

마디 43(G4, F4, E4, C#4, C♮5)
은 마디 1-3에 나타났던 5음(G4, F4, E4, D4, C#5)중 뒤의 두 개음,
41-48에 걸쳐 확장시켜 변주한다.

D4, C#5가 m2 내려간 C#4, C♮5로 바뀌었을 뿐, 같은 음역에서
같은 음이 연주되며 주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주제 변주가 이루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P5(C, G)구성의 꾸밈음은 페달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악보 15> 참조)
어진다.

<악보 15-1> 주제 선율: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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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2> 주제의 제3변주 선율: 마디 41-43

마디 45에서는 마디 4에서 연주되었던 선율에 P5도의 꾸밈음이 부
가되어 그대로 나타난다. 마디 46-47은 마디 11의 변형으로, G4음
을 중심으로 상행-하행하던 분산화음이 같은 G4음을 중심으로 전

마디 46은 m3, M3를 이용
한 음색 변화와 공통적으로 A4를 이용한 방향전환이 특징적이다. 마
디 47은 앞의 두 가지 패턴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앞 형태의 장,
단음정의 변화를 통해 음색을 변화시키고 있다. (<악보 16> 참조)
위되어 하행-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16-1> 분산화음의 전위와 음색변화: 마디 11-12

<악보 16-2> 분산화음의 전위와 음색변화: 마디 46-47

마디 46의 음정관계
m2+m3+<A4>+P4~ m3+m2+M3+m2+<A4>+P4~
음색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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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7의 음정관계
P4+m2+M3+m2+M3+m2+m3+<P4>+m2+P4+M2+m3+M2+P4
음색변화
·

<악보 17> 하모닉스와 테트라코드의 A4 음정: 마디 48

마디 48 합주에 쓰인 화음은 테트라코드로 하모닉스로 연주되고,
마디 60의 합주에서도 테트라코드로 하모닉스가 사용되었다. 마지
막으로 마디 60의 비올라 독주가 다음 제4변주의 중심음이 되는 D
음을 예비해주며 끝을 맺는다.
(2) 표현 요소

마디 45, 55의 독주 비올라에 나타난 3:2, 5:4의 헤미올라 리듬은
주제부분의 마디 4의 독주 악기에 나타났던 리듬으로 제3변주에 재
현되었다. 마디 49-57의 합주에서는 주제의 합주부분 마디 3-4에
나타났던 ♪의 리듬 단위가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고 축소 또
는 확장되어 사용되었으며, 마디 58-60에 걸쳐 변주된 주제가 재현
되며 제3변주가 끝난다.
제3변주의 합주는 약음기를 장착(con sordino)한 상태에서 연주되
며, 이는 독주 악기와의 음색대비 효과를 준다. 하모닉스를 이용한
테트라코드는 마디 44, 48, 60의 합주에 나타나며, 점점 느리고 여리
게 사라지듯이(perdendosi) 트리플로 피아노(ppp)로 마무리 된다.

48

이 경 숙

5. 제4변주 (마디 61-82)
(1) 선율과 음정구조
제1악장의 마지막 변주인 제4변주에서는 마디 1-5에 나타났던
주제 선율이 P5 상행하여 재현되며, 마디 61-67까지 콘트라베이스

제4변주 또한 D5, C4, B4, A4, G#5의 5음이
사용되었고, m2-M2-m3-M3-P4-A4의 음정구조로 구성된다.(<악보
18> 참조)
독주에 의해 연주된다.

<악보 18-1> 주제 선율: 마디 1-5

<악보 18-2> 주제 선율의 제4변주와 글리산도: 마디 61-64

마디 63과 67의 합주에서 반음계적으로 연속된 음들의 덩어리인 톤
클러스터(ton cluster)가 나타난다. 마디 67에서는 마디 63, 65에 쓰인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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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가 P5 상행되어 사용된다. 이를 수평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 19> 참조)
<악보 19> 톤 클러스터 음정: 마디 63과 67
마디 63

마디 67

<악보 20> 4도권 선율 하행: 마디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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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0-71에서는 콘트라베이스 독주가 온음표의 길이로 A4-A5의 음
을 지속한다. 이 때 독주 악기를 제외한 합주 파트에서는 4도권을 중
심으로 A4-P4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선율이 점차 하행한다. (<악보
20> 참조)
<악보 21> 코다의 선율 음정과 기타 개방현의 사용: 마디 75-82

제4변주 첫 부분(마디 61-63)에서 D5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주
제 선율이 코다(마디 75-81)에서 두 옥타브 아래인 D3에서 재현되
었고, 마디 79-82에서는 마디 78에서 시작된 G3음의 하모닉스를 페
달톤으로 히나스테라가 작품에 자주 사용했던 기타 개방현의 음,
E-A-D-G-B-E 중 B-E를 제외한 E2-A2-D3-G3를 사용하였다.
(<악보 21> 참조)

(2) 표현 요소

제4변주의 독주 선율에 의한 리듬은 주제 부분의 리듬과 거의 같
다. 그러나 합주에 쓰인 리듬은 느리고 단순한 주제 부분의 리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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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32분음표로 짧고, 빠르게 악기의 최고음까지 글리산도로 연
주된다. 이는 마디 63, 65, 67에 걸쳐 나타나고 다음 악장에서도 나
타난다. (<악보 22> 참조)
<악보 22> 주제의 합주와 제4변주의 합주: 마디 11, 65
마디 11

마디 65

제4변주는 제1악장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주제와 빠르기(♩=56,
Tempo I°)가 같고, 우울하지만 자유롭게(malincolico e rubato)의
악상으로 주제 선율이 P5도 상행하여 재현된다. 제3변주에서 장착
했던 약음기가 탈착된 후, 제4변주가 시작되며, 마디 73에서 다시
약음기를 장착하고 최고음을 하모닉스로 연주하며 점점 여리게 연
주하다 사라진다(diminuendo niente). 또한 악기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임의의 음정을 글리산도로 연주하여 톤 클러스터의 효과를 내
는 것과 술 폰티첼로(sul ponticello)로 트레몰로를 연주하여 금속성
의 유리질 같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주법이 사용된다. 코다 부분에
서는 히나스테라가 즐겨 사용한 기타의 개방현 음이 왼손 손가락으
로 현을 뜯어 연주하는 왼손 피치카토(left-hand pizzicato)로 연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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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히나스테라의 <현악 협주곡 Op. 33>은 1958년 작곡된 그의 신표
현주의 시기를 여는 대표작이자,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준 <현
악 사중주 제2번 Op. 26>을 1965년에 편곡 및 재구성한 작품이다.
<현악 협주곡 Op. 33>의 제1악장은 유럽 고전-낭만의 전통적인 변
주곡 형식을 취해 분명한 악곡 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변주
마다 각각의 악기별 독주 선율과 카덴차가 등장하여 합주와 대비
및 조화를 이루며 작품 제목처럼 협주곡 형태의 음악으로 구성되었
다. 제1악장은 주제와 총 4번의 변주가 각각의 독주 악기에 의해
유도된다.
이 곡의 제1악장을 음정구조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히나스테라는 변
주곡 형식의 주제 선율에 중심음 G를 포함한 5음(G-F-E-D-C#)을 사
용하였고, 이 주제 선율에 사용된 음정들을 통해 m2-M2-m3-M3-P4-A4라
는 주요 음정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부분에서는 제1바이올린
독주가 주제 선율을 이끈다. 또한 5음을 사용한 주제 선율의 함축적인
모티브는 네 번에 걸쳐 변주되는데, 제1변주에서는 중심음이 B로 이
동하였고, 첼로 독주가 이끄는 제1변주의 주제 선율에서도 주제부분의
선율에 나타났던 주요 음정구조인 m2-M2-m3-M3-P4-A4가 나타난
다. 제2변주의 중심음은 D이고, 제2바이올린 독주가 주제 선율을 이끌
며, 독주와 합주가 한 마디 단위로 연주되는 마디 24부터 마디 29까
지 나타난 선율의 음정구조는 m2-M2-m3-M3-P4-A4로 주제부분의
음정구조와 같다. 제3변주에서는 중심음이 주제부분의 중심음이었던
G로 다시 이동하였고, 비올라 독주가 주제 선율을 이끌며, 제3변주의
주제 선율은 m2-M2-m3-M3-P4-A4의 음정구조가 사용되었다. 마지
막으로 제4변주에서는 중심음이 D로 P5도 이동하였고, 콘트라베이스
독주가 이끄는 제4변주의 주제 선율에 나타난 음정구조 또한
m2-M2-m3-M3-P4-A4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제1악장에 사용된
음정구조는 반복 또는 변형되어 나타나며, 악장 전체에 걸쳐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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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응집된 구성으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히나스테라는 <현악 협주곡 Op. 33>에 아르헨티나의 정서를 무
조적으로 담아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어법을 창출해냈다. 분석을 통
해 발견된 신표현주의 시기의 특징인 추상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성
향이 1/4 미분음의 사용이나 톤 클러스터, 폴리코드, 최고음으로 빠
르게 글리산도 하는 현대적 음악 어법과 아르페지오 피치카토, 하
모닉스로 연주하며 동시에 왼손 피치카토, 약음기를 이용한 음색
대비와 같은 현악기의 다양한 실험적 요소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전위적인 음색과 음향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히나스테라의 민족주의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3도 화
음과 기타 개방현(E-A-D-G-B-E)의 사용 그리고 잦은 변박의 사
용과 헤미올라, 당김음이 이 작품에 현대적 어법들과 합성되어 그
의 음악세계가 더욱 확장되어 나타났다.
히나스테라의 <현악 협주곡, Op. 33>은 이전 시기의 작곡 기법
도 포함하지만 신표현주의적 음악 어법을 사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이전 시기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걷어내고, 점차 독창적이고 상징적
인 음악언어로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악장에
걸쳐 반복 또는 변형되어 나타나는 특정 음정구조의 유기적인 관계
로 인한 응집된 구성이 작품에 통일성을 준다.
본 논문을 통해 히나스테라의 <현악 협주곡, Op. 33>에 대한 이
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그동안 그의 피아노 작품에만 편중되어
온 연구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그의 음악세계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히나스테라의 현악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히나스테라
의 작품이 연주되고, 연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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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Concerto per corde

Op. 33 by Alberto Ginastera
Kyungsook L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

This research analyses the interval structure of the first movement of
Alberto Ginastera's <Concerto per corde Op. 33>, and studies how he
inherits his musical style using a contemporary musical language based
on national sentiment in musical expression and form. This work is for
string orchestra arranged from <String Quartet No.2, Op. 26> that was
composed in 1958 in Neo-Expressionism styl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irst movement of the <Concerto per corde Op. 33> based on
melody and interval structure, first, the piece is unified through the
repeated use of main interval structure that appears in the theme. This
interval structure is repeated and transformed, and cohesive structure
caused by the systematical relationship of the interval structure appears
throughout the movement. Second, it shows a clear variation form in
traditional way, but also it is a concerto containg solo cadenzas. Third,
the various extended techniques such as micro-tone, tone cluster and
poly-chord are utilized and other special techniques including playing
harmonics and the left-hand pizzicato at the same time and arpeggio
with harmonics technique are explored in the piece. Along with the use
of various techniques, others factors such as the use of guitar's open
strings that was used in his early works, and is a material of folk
music in Argentina, hemiola and syncopation partly appear.
Through the work, one can realize that Ginastera inherited a musical
style of the previous era and presented new possibilities by trying a
range of contemporary mus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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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작곡가로서 다수의 초급 및 중급 학습용
피아노 작품을 남긴 윌리엄 길록(William Gillock, 1917~1993)의 대표 피아
노 작품집 중 하나인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전주곡>을 고찰한
다. <24개의 서정적 전주곡>은 중급 피아노 교육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곡한 피아노 곡집으로서
1958년에 발표된 이후 60년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교습, 연주되는
작품집이다. 이 작품집은 피아노 교육의 중요한 지점인 중급 수준의 곡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길록의 중기 중급 교육 철학이 명료
하게 드러나는 <24개의 서정적 전주곡>의 의미와 교수학적 가치를 논의하
여 피아노 교사와 학생들의 레퍼토리를 확대하고 중급 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윌리엄 길록, 피아노 중급 레퍼토리, 중급 피아노교수학,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전주곡, 서정적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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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윌리엄 길록(William Gillock, 미국, 1917~1993)은 20세기 후반
의 피아노 교사이자 교수학적 작곡가로서 초급과 중급 피아노 보충
교본, 교습용 작품 및 연주곡을 작곡하였다. 길록의 교습 및 작곡
철학은 학생들이 도전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는 피아노
학습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음악적인 전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Jutras, 2017). 이미 많은 피아노 교사와 학생들, 그리
고 동시대의 작곡가들은 길록의 음악을 감격이 살아있는 영감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다(채수아, 2017). 음악적 전율과 감격의 이해
위에 만들어진 그의 음악의 최대 장점은 교수학적으로 초급 또는
중급 수준의 교습용 작품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진짜’ 작품을
연주하고 있다는 순수한 영감을 준다는 데 있다(Jutras, 2017).
학생들은 바이엘, 어드벤처 등 기본 교재 이외의 ‘곡’ 또는 ‘작품’
을 처음 접할 때 지나치게 어려워진 난이도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끼
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음악적 가치가 의문시될 수도 있는 소곡
집의 수록곡은 학생의 음악적 영감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교육적 효
과마저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급 레벨에
서의 창의적인 교습용 레퍼토리의 필요성이 빈번하게 상기되며, 이
교수학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길록 작품의 교수학적 가치는
높다고 사료된다(채수아, 2017). 실제로 매너리즘에 빠진 많은 중급
단계의 학생들이 <서정적 전주곡>으로 인하여 중단했던 레슨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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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더 높은 음악적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반 세기에 걸쳐서 발표되고 있다(Rejino, 2017). 학생들은 길록의
작품을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디딤돌로 삼아 다음 단계인 위대한 명
곡을 이해하고 연주하는 고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길록은 중급 단계의 학생들에게 음악적으로 순수한 영감을 주기
위하여, 첫째, 서정적이며, 둘째, 음악사적 양식에 충실하고, 셋째,
중급 단계에서 학습해야 하는 기본 요소들을 충실하게 제시하였다.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전주곡(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s in all keys)>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충족하는 작품집으로서 길록의 교수 철학, 특히 중급 피아
노 교육의 모범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길록의 <서정적 전주곡>
연구를 통하여 중급으로 발전한 학생들의 음악적 영감을 일깨우는
교습 방법과 적절한 음악 양식,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의 테크닉적
인 도전을 성취하여 무리 없이 고급 레벨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내
용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중급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
과 방법론, 그리고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음악적 방향성을 교습자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주곡>의
중급 피아노교수학적 가치
1. 중급 피아노 교습의 중요성
현실적으로 피아노를 학습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중급 과정의 문
턱을 넘지 못한 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관문을 통과한 중급
단계 학생들의 연령은 통상적으로 피아노를 배운지 2-4년이 지난
10-14세인 경우가 많다. 중급 과정으로 진입해서도 계속 레슨을
받는 학생은 음악에의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도 느끼며, 배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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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열의를 지닌 경우가 많다(Bastien, 1988). 이들은 고급 단계
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급 단계에서 학습해 온 배움과 노력
의 보람을 본격적으로 맛볼 수 있는 시점에 이른 셈이다.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중급은 여러 단계로 나뉜다. 초기 중급,
중기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진행하기 직전의 후기로 나눌 수 있는
데, 이 시기에 너무 어려운 과제를 지정하면 학생들이 좌절하고 음
악적 발달을 오히려 지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Bastien, 1988).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발달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중급
레퍼토리를 연구하고 소개할 의무가 있다. 지나치게 어려운 주요
레퍼토리에서 오는 부담감에서 자유롭고, 중급 수준에 합당한 테크
닉과 음악성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악곡을 학습할 경우에 고급 단계
로 무리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
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급 학습 레퍼토리는 학습자가 현재 가
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음악적 역량을 효
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중급 피아노 교육은 고급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
이다. 초급에 비하여 독보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성숙한 음악적 이
해를 위하여 세련된 테크닉으로 예민한 터치의 다양성과 듣는 훈련
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급 과정의 학생은 한층 더 복
합적인 리듬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음악 용어 및 지시어, 그리고 적절한 분위기 창출을 위한 음색과
음향적 아이디어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 시기는 견고한 레가토
주법과 페달링에 익숙해지며, 모든 조성에 관한 지식 및 감각 또한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다. 학생들은 건반을 넓게 자유자재로 오가는
건반 범위(range) 소화 능력과 도약 능력 및 손가락번호를 효율적
으로 구사하여 웬만한 건반에서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며, 복합적인
프레이즈를 이해하여 간결하고 부드럽게 연주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증, 감 화음 및 부속화음과 그 외의 다양한 화성에 노출
되어 익숙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길록은 <서정적 전주곡>에서 위에 언급한 중급 레벨의 필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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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내용에 더하여 성숙한 음악적 감성과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주
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한층 강화된 아고긱(agogic) 구사 능
력과 예민한 성부 감각으로 보이싱(voicing)과 밸런스(balance)에
능해지도록 작품집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집은 주로 중기 중급 단
계에서

교습하면

적절하지만

분류자에

따라서

초기

중급(Hal

Leonard 출판사의 분류), 또는 중간 정도로 어려운(moderately
difficult) 단계에서 상당한 고급(very advanced)으로 간주될 정도
로 단계별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Doskey, 1994).

2. <서정적 전주곡>의 교습 목적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전주곡>(원제: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이하 <서정적 전주곡>)은 1958년에
미국의 서미-버차드 출판사(Summy-Birchard Inc.)에서 처음 출간
되었고 출간과 동시에 많은 피아노 교사와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중급 피아노 교습 교본 및 연주용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후 1991년에 작곡가 자신의 수정과 편집을 거친 개정판이 출간되었
고, 2008년에 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알프레드 출판사(Alfred
Publishing Company)에서 <낭만주의 양식의 서정적 전주곡: 모든
조성으로 작곡된 24개의 소품들 50주년 기념판(작곡가의 메모 포
함)>(<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s
in all keys 50th anniversary edition(includes performance notes
by the composer)>)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출판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이토(Ito Hitomi)가 전곡을 녹음한 음반이 출시되었고, 현재
24개의 모든 수록곡들이 연주자와 교습생들에 의하여 연주된 다양
한 버전으로 유튜브에 실려 있다(Day, 1993). 길록의 <서정적 전
주곡>은 6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학생과 교습자, 그리고 감상자
에게 음악적으로 순수한 영감을 주는 중급 피아노 작품집으로 평가
받고 있다(Duart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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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적 전주곡>은 길록의 낭만주의적 스타일 교습 작품의 좋은
예시인 동시에 바흐, 쇼팽, 드뷔시 등으로 이어져 온 전주곡의 계보
를 교수학적으로 잇는 의미가 있는 보충 교재이자 연주곡집이다.
길록은 주로 낭만주의와 몇몇 인상주의 시대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모방한 24곡의 전주곡을 통하여 중급 피아노 교습생에게 낭만주의,
인상주의의 특성과 함께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한다.
이 작품집은 첫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정적이며, 둘째, 음
악사적 양식(낭만주의와 인상주의)에 충실하고, 셋째, 중기 중급 단
계에서 학습해야 하는 기본 요소들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길
록은 특별히 섬세함과 성숙한 음악성 교습을 강조한다. 그는 1991
년에 출간된 <서정적 전주곡> 앞머리에 이 작품집을 쓰게 된 목적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정적 전주곡>은 교습자의 음악적 흥미에 따라서 연습 또는 연주
할 수 있도록 작곡한 짧은 작품 모음곡이다. 각 작품은 한두 가지 피아
니스틱한 문제를 탐구하도록 하면서도 음악적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었
다. 이 작품들은 장조와 같은 으뜸음 단조(parallel keys)의 순서로 배
열하였고,

이는

토베이(Donald

Tovey)와

바흐(Johann

Sebastian

Bach)가 제시한 순서이다. 연주자는 이 곡집을 공부하면서 같은 으뜸음
조의 화성과 음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낭만주
의의 관용적 표현의 민감성을 익히는 것은 이 작품집의 최고의 우선순
위이다. <서정적 전주곡>의 낭만주의적 양식은 교습자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낭만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공부하기
위한 훌륭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다(Gillock, 1961, p. 2).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바흐의 평균율의 전통을 고려하여 이
작품집을 쓴 길록은 조성에 대한 시각과 동시에 낭만주의의 관용적
표현의 민감성을 익히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며, 훗날 고급 단
계에 도달할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명곡을 이해할 준비 과정으로서
다양한 모습의 악곡들을 작곡하였다(Gillock, 2017). 1961년, 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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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붙여 그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악보에 기존에 없던 ‘linger'(머무르기), 'pause'(쉼) 같은 지시어
를 첨가하였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침묵(쉼표)을 효과적
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서두르면 안 되고, 어디서 충분히 시간
을 벌며, 어느 곳에서 더 오래 머무르는지 이해한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이 모든 디테일을 악보에 적어야 한다…
(중략) 이를 위하여 페르마타를 적절하게 표기하는 것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 미묘한 쉼의 순간은 곡의 형식을 이해하고 감정적
인 효과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Hilley, 1995, p. 20).

이렇듯 <서정적 전주곡>은 학생이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학습
하여 고급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품집으로 적절하다. 결과
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급 단계에서 음악을 진심으로
즐기는 성인 애호가를 교습하기에도 적절한 작품집이다.

(1) 작품의 서정성과 낭만주의 양식
길록은 <서정적 전주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길고 난해할 수
있는 낭만주의 양식을 간결한 악곡 구조 내에서 효율적으로 소개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낭만주의 주요 작품에서 접하는 복
잡한 프레이즈와 까다로운 피아니스틱한 기교에서 오는 좌절감에서
해방된다. 그와 동시에 교사는 중급 수준에서 학습해야 마땅한 중
요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진시키는 <서정적 전주곡>의 효용 가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음악적 내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연습 방법을 통하여 중급 수준에서 익혀야 하는 피아노 연
주의 기본 개념을 세밀하게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인용에서
길록이 ‘머무름’과 ‘쉼’으로 표현한 루바토(rubato)와 아고긱, 세련
된 칸타빌레(cantabile)와 레가토(legato), 초급보다 상대적으로 긴
프레이징(phrasing), 감정의 섬세한 표현, 다양한 분위기의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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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의 구현, 페달링 등 낭만주의 양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한 기법과 민첩성, 밸런스, 보이싱 등을 구사하는 주요 테크닉을 각
악곡의 연습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2) <서정적 전주곡>에서 학습하는 중기 중급 단계
길록은 앞서 설명했듯이 음악적 서정성과 감정의 섬세한 표현 능
력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정적 전주곡>을 작곡하였다. 원하는
소리를 구사하기 위한 기술을 테크닉이라고 정의한다면 중급 단계
의 테크닉은 초급에 비하여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한
다. 그는 특유의 서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언제나 이를 실현할 테
크닉을 연마할 것을 강조했다.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의 심사위원으
로 자주 활동했던 그가 생전 작성했던 심사표에는 ‘더 편안한 테크
닉을 구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신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좋은 테크닉은 단단해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아티큘레이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손가락 제어 방식에 유의하
라. 어깨, 손목, 앞 팔(forearm, 前腕)의 긴장감은 유려한 진행을
방해하니 주의하라. 엄지를 이완시켜라.’ 등의 구체적인 의견이 기
술되어 있다(Rejino, 2017). 길록은 확고한 연습 목표를 설정하여
피아니스틱한 기교를 연마하기 위한 작품을 자주 작곡하였으며 <서
정적 전주곡>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Duarte, 1994). 이 작품집에서
는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테크닉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리듬의 다양성, 음색의 세밀함, 밸런스, 아티큘
레이션, 보이싱, 페달, 다이내믹, 정확성, 터치, 프레이징 등의 세부
사항들이 조직적으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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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주곡>의

교습 및 연주상의 고찰
1. <서정적 전주곡> 24개의 수록곡1)
길록은 학생들의 흥미와 표현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묘사적이고
표제적이며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자주

사용하였다(True,

2008). 학생들은 독특한 제목에서 흥미를 느끼게 마련이므로 교사
는 악곡의 제목을 소개하는 단계부터 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악
곡의 해석에 임할 수 있다. 각 곡의 연주에는 2분 내외가 소요되며
대부분 두 페이지 내외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
<표1> 윌리엄 길록의 <서정적 전주곡> 수록곡

1)

제목

조성

마디

숲의 속삭임(Forest murmurs)
바다 정경(Seascape)
10월의 아침(October morning)
황량한 무도장(Deserted ball room)
전설(Legend)
간주곡(Interlude)
인어의 노래(Song of the mermaid)
여름 폭풍우(Summer storm)
빛바랜 편지(A faded letter)
잠자리(Dragon fly)
달빛 감상(Moonlight mood)
가을 스케치(Autumn sketch)
중국인의 행렬(Procession of the mandarin)
겨울 풍경(Winter scene)
세레나데(Serenade)
벌새(Humming bird)

C Major
C Minor
G Major
G Minor
D Major
D Minor
A Major
A Minor
E Major
E Minor
B Major
B Minor
G-flat Major
F-sharp Minor
D-flat Major
C-sharp Minor

27
22
10
34
20
12
11
24
18
22
18
36
26
28
24
22

국내에 번역되어 출판되지 않은 작품집이므로 각 곡의 제목은 저자 임의로 번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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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애나 여신의 분수(Fountain of Diana)
유령 라이더(Phantom rider)
비상(Soaring)
소리 없이 내리는 눈(The Silent snow)
야상곡(Night song)
야간 여행(Night journey)
추억의 발렌타인(An old valentine)
마녀의 고양이(A witch’s cat)

A-flat Major
G-sharp Minor
E-flat Major
E-flat Minor
B-flat Major
B-flat Minor
F Major
F Minor

24
22
24
10
21
17
16
20

2. 조성 관계
길록은 이 작품집에서 토베이가 옹호한 바흐(J. S. Bach)의 평균
율의 조성 관계인 같은 으뜸음조를 실현하였다(Gillock, 1961). 즉
C Major - C Minor - G Major - G Minor - etc. 의 순서로 장
조-같은 으뜸음 단조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 그는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악보를 동시에 경험하는 같은 으뜸음 조성 관계의 교육적
가치를 믿었으며, 나아가서 연주자는 이 곡집을 연습하며 모든 조
성의 같은 으뜸음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케일과 코드를 새롭게 보
는 눈이 생긴다고 말한다(Duarte, 1994). 바흐와의 차이점은 평균
율 곡집의 경우 각각의 전주곡-푸가 세트가 반음계 관계로 움직이
는 데 비하여 길록의 전주곡집은 5도권으로 진행한다는 데 있다. 5
도권 진행은 쇼팽과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에서 사용된 조성 진행
방법으로 쇼팽의 전주곡집과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집 및 전주곡과
푸가 곡집은 C Major - A Minor - G Major - E Minor - etc.
순서로 장조-관계 단조를 한 세트로 하여 5도권으로 진행하는 구
조를 채택하였다. 결론적으로, 길록은 <서정적 전주곡>에 바흐의
같은 으뜸음조 관계와 쇼팽, 쇼스타코비치의 5도권 진행을 혼합한
특별한 조성 구조를 선택한 셈이다. 이러한 조성 구조를 갖춘 작품
집을 연주하면서 학생은 모든 조성과 각 조성 간의 관계와 구조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귀로 들으며 고급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성감
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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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곡의 길이와 연습 목표
이 작품집은 짧게 10마디에서 최장 36마디의 간결한 악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낭만주의의 관용적 어법을 가장 중요한 작곡의 요
소로 삼았던 길록의 작품들 중 이 <서정적 전주곡>은 가장 잘 알
려진 작품집이다(Duarte, 1994). 낭만주의 시대의 복잡한 악곡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로서 학생들은 각각의 전주곡에서 한두 가지의
피아니스틱한 주제, 즉 보이싱, 스케일, 밸런스 등 다양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고급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견고한 발판을
다진다(Duarte, 1994). 또한 낭만주의 음악 특유의 표현력은 리듬
의 유동성과 다양한 음색, 서정적 레가토, 그리고 가지각색의 뉘앙
스를 구사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므로 이러한 요소를 골고루 포함하
고 있다(Duarte, 1994). 학생과 교사는 길고 난해한 낭만주의 시대
의 작품이 주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짧은 시간 내에 중급 단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발전 사항을 교습할 수 있다. 길록은 24개의 짧은
악곡에서 각각의 연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학생과 교사에
게 명료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크게 구분하면, 서정성, 시대성(낭
만주의 및 인상주의 양식), 그리고 중급 단계 교습에 필수적인 테크
닉적, 음악적 아이디어들이 효과적으로 혼합되어 소개되고 있다.
길록은 인간의 깊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정성과 이에서
비롯되는 감동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므로 서정성을 표현하는 칸타빌
레 스타일에 더하여 밸런스와 프레이징, 다이내믹, 그리고 음색의
명암을 자주 강조하는데, 이 항목들은 단순한 편집으로는 나타낼
수

없으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어로

작품에

명기하였다

(Hilley, 1994). 마치 언어의 미세한 억양 차이를 표현하듯이 섬세
하고 다양한 감정을 세분화하여 악곡에 표기하였고, 교습자가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을 장려하였다(Hilley, 1994). 길록은 서정
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분야로서 성악가를 모방하는 리듬의 유동
성, 그리고 멈춤과 정지의 미학을 언급했는데, 후자는 곡의 형식을
정의하고 감정적 음색을 미리 준비하며 긴박감을 발전시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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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효과를 나타낸다(Hilley, 1994).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표현되는 감정의 섬세함까지 세밀한 다이내믹의 분배 표기
로 강조한다.

4. 각 악곡의 연주 및 교습상의 주안점
(1) 제1곡 ‘숲의 속삭임’
1) 페달:

낭만주의 작품은 고전주의 작품에 비하여 페달의

사용 횟수와 빈도가 증가한다. 특히 레가토 페달 테크닉을 정확히
교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작품은 고급 레퍼토리로 진입하기 전
에 페달링에 익숙해질 수 있는 악곡이다. 아울러 우나 코르다(una
corda)의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여 제목처럼 속삭이는 듯한 음색을
구사할 것을 요구한다.
2) 건반에서의 움직임: 마디 5에서 마디 6으로 움직이는 과
정은 중급 피아노 교습에 필요한 빠른 눈과 움직임의 조직적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한다. 손 전체의 위치를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도 부
드럽게 3도 상행으로 이동하여 전체 선율의 진행이 유려해지는 연
습이 요구된다.
3) 용어: 첫 두 마디에 등장하는 포르타토(portato)는 초급
과정에서도 교습하는 주법이다. 초급에서는 포르타토 주법을 설명
과 소리로 교습한다면, 중급 레벨에 진입한 학생에게는 용어를 설
명하는 편이 좋다.
4) 음형과 듣기 연습: 체르니 연습곡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16분음표 음형과 세 개의 성부를 골고루 연습하고, 윗 선율을 듣고
선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주법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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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숲의 속삭임’ 마디 1-6

(2) 제2곡 ‘바다 정경’

첫 마디에 ‘soft pedal’표기가 등장한다. 길록은 학
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통적인 이탈리아어 용어 대신 영어로
나타냄말과 지시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초기 중급 작품집인
<리듬과 양식>과 비교하면 <서정적 전주곡>에서는 영어 지시어
표기 비율이 이탈리아어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중기
중급 단계의 교습자에게는 우나 코르다(una corda)라는 용어를 영
어와 동시에 가르치고, 아울러 이탈리아 음악 용어로는 표현이 어
려운 묘사적이고 비유적인 영어 지시어가 등장하여 영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악곡의 극적인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였
다.
1) 지시어:

<악보 2>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바다 정경’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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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된 건반 영역과 연타 주법: 마디 9-14에 걸쳐서 처
음에 등장한 주제 음형이 손 엇갈리기(crossing hands) 기법을 사
용하여 펼쳐진다. 한 손을 연주하자마자 눈을 손과 건반에 고정한
채로 위치를 재조정하는 연습을 필수로 한다. 마디 11의 건반 범위
는 B3부터 G5까지 4옥타브에 가까운 넓은 영역을 사용한다. 이 작
품에서는 계속되는 연타의 등장으로 인해 손목과 팔의 반동을 사용
하여 이완하는 테크닉을 배울 수 있다.
<악보 3>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바다 정경’ 마디 9-16

3) 주법과 용어: 마디 19-21에 걸쳐서 트레몰로(tremolo)
주법이 등장한다. 전통적인 트레몰로 표기법 대신 음표로 충실하게
표기되어 교습자들의 심적 부담을 완화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용어
를 소개할 수 있다.
<악보 4>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바다 정경’ 마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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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곡 ‘10월의 아침’
1) 10도 연주 방법과 머무름(linger): 마디 2와 마디 4에 등
장하는 왼손의 10도 연주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편으로 페달을 사
용하여 오른손의 점2분음표 소리를 유지하고 왼손 1번 손가락으로
낮은음자리표의 B 음 또는 A, B 음을 한꺼번에 연주할 수 있다.
저자는 단지 소리를 정확히 내는 수준을 넘어서 마디 2, 4의 3, 4
박(rit.)에 잠시 머무르고(linger) 그 순간의 소리를 연장하여 들을
것을 재출간본에 명시하였다(Hilley, 1995).
2) 칸타빌레(cantabile) 주법: 낭만주의 레가토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용어인 ‘칸타빌레’를 구사하도록 지도한다. 칸타빌레로 노
래하는 오른손의 선율과 지시어 ‘with much freedom’에 내포된 루
바토, 저음부 화성의 음색 등을 적극적으로 들으며 이해하여 성숙
한 음악성을 기를 수 있는 곡이다.
<악보 5>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10월의 아침’ 마디 1-5

(4) 제4곡 ‘황량한 무도장’
1) 성숙한 감성: 길록의 <리듬과 양식> 등 초기 중급 교습
용 작품들에 비하여 한층 더 성숙한 감성에 다가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50년대 초반, 콕토(Jean Cocteau)의 동명 영화에 등장하
는 꿈 같은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Hilley, 199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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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 낡은 방에서 이미 지나간 매혹적인 젊음을 회상하면서 그
방은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무도회장으로 바뀐다. 거미줄이 드리워
진 방에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며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가 왈츠
를 연주한다”(Hilley, 1995, p. 20). 루바토 수행 능력과 상상력, 다
양한 음색을 요구하는 악곡이다.
2) 밸런스(balance): 피아노 테크닉 중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
는 양손의 밸런스를 연마할 수 있는 악곡이다. 초급부터 시작된 밸
런스 훈련을 강화하고, 혹시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연마하지 못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확실한 개념을 심어준다. 개념 이해와 더불어 효과
적인 밸런스를 이행할 수 있는 귀 훈련이 필요한 작품이다. 오른손
을 거의 안 들리게 유령처럼 연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악보 6>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황량한 무도장’ 마디 1-4

(5) 제5곡 ‘전설’
1) 도약과 핑거링: 이 곡에서는 고급 레벨 연주를 위한 필수
적인 테크닉인 도약을 연습한다. 첫 마디의 왼손과 마디 3-5에 걸
친 왼손은 건반의 넓은 범위에 걸친 도약 테크닉을 요구한다. 교사
는 각 학생의 신체 조건에 맞도록 손가락 번호를 설정하며 도약 당
시의 정확한 아티큘레이션과 도약 순간의 음향 처리 및 페달링까지
교습한다. 여전히 대선율의 서정성을 유지하며 도약 테크닉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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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싱: 길록은 낭만주의 양식의 질적 실현을 위하여 보
이싱, 반음계, 다이내믹의 변화, 그리고 불균형한 프레이즈에 주목
할 것을 요구한다(Duarte, 1994). 밸런스와 더불어 초급 레벨부터
훈련되어야 하는 보이싱은 중급 레벨에서는 한층 더 두터운 화성적
짜임새 내에서 실행된다. 바람직한 보이싱으로 인하여 마치 노신사
가 옛 역사를 독백하는 듯한 이 악곡의 아름다움이 돋보일 수 있다
(Hilley, 1995). 마디 1-3 오른손 화성 연주 시, 윗 성부를 담당하
는 손가락에 작은 추가 달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오른편으로
기울이는 로테이션 테크닉을 사용하고, 윗 성부를 뚜렷하게 들리게
하며 나머지 화음을 어두운 음색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윗 성부를 집중하여 듣고 노래하는 귀 훈련이 필
요하다.
<악보 7>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전설’ 마디 1-5

(6) 제6곡 ‘간주곡’
1) 성부 간의 대화와 프레이징: 이 곡은 양손이 마치 두 사
람이 대화하는 듯한 선율로 진행되므로 자연스러운 서정성과 프레
이징을 교습 목표로 한다. 명확한 프레이징을 위하여 각 문장이 끝
나는 부분에 살짝 머무르며(lingering) 구두점을 찍는 듯한 뉘앙스
를 구사한다. 길록은 마디 4에서 리테누토(ritenuto)와 페르마타
(fermata)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 프레이징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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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손 코디네이션(coordination): 이 곡의 첫 프레이즈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손이 순서대로 선율과 대선율을 연
주하므로 코디네이션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이후 같은 프레이즈가 세 번 되풀이되므로 연습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다. 교사는 정확한 페달링의 시점을 지시
하여 깔끔한 소리를 구사하도록 지도한다.
<악보 8>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간주곡’ 마디 1-5

(7) 제7곡 ‘인어의 노래’
1) 왼손 스케일 음형: 교사는 초급에 이어 중급 과정에서 특
히 강조해야 하는 테크닉 중 하나인 왼손 스케일을 지속적으로 가
볍고 부드럽게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마치 인어가 물결치는 바다를
유영하는 듯한 음색과 표현력을 요구한다.
2) 선율 연주와 음색 변화: 마디 3-4에는 1991년의 재출간
편집본에 더해진 에코(echo) 효과가 다이내믹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른손의 간결하고도 우아한 선율을 음색의 변화(tone shadi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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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여 섬세한 효과를 구사한다.
<악보 9>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인어의 노래’ 마디 1-5

(8) 제8곡 ‘여름 폭풍우’
1) 견고한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s)과 무게 테크닉: 곡의
제목과 지시어(dramatically)가 명시하듯 폭풍우 같은 크레센도 효
과를 성취하는 작업을 왼손의 하행 16분음표 음형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핑거링, 다이내믹, 그리고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을 강조한다. 아울러 왼손의 고른 소리를 위하여 다양한 리듬의 부
점 연습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른손은 팔의 무게를 이용하고 윗
성부의 보이싱으로 풍부한 울림(sonority)과 명료함을 창출한다.
<악보 10>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여름 폭풍우’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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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곡 ‘빛바랜 편지’
1) 성숙한 표현력: ‘Tenderly’(상냥하게)라는 나타냄말에서
보이듯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부드러움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그리고 한숨을 표현하는 악곡이다(Hilley, 1995). 이러한 구체
적인 감성은 제1-2마디의 이음줄에서 한숨 효과로 표현되는 다운업(down-up)

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

교사는

디미누엔도

(diminuendo)를 임의로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제8마디의 ritenuto
에서 제9마디의 a tempo, ma un poco largo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약간의 체념을 담아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효과를 연출하도록 piu espressivo 연주를 지시
하고 있다. 이는 초급에 비하여 고급 레벨로 향하는 성숙한 음악성
과 테크닉, 그리고 순간의 뉘앙스를 놓치지 않는 훈련을 강화하는
연습이다.
<악보 11>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빛바랜 편지’ 마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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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곡 ‘잠자리’
1) 손가락의 민첩성: 이 곡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빠
르고 가벼운 속도감을 위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작품이다. 학생은
오른손의 악센트를 듣는 훈련과 왼손 스타카티시모의 짧은 음형을
구사하는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마디 17- 22에서
손가락의 민첩성과 유연함에 더하여 5번 손가락의 방향에 따른 프
레이징을 이해하고 하나의 호흡으로 연주하는 훈련을 지도한다.
<악보 12>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잠자리’ 마디 14-22

(11) 제11곡 ‘달빛 감상’
1) 인상주의적 묘사와 성숙한 표현력: 도입부의 ‘Mist-like;
always lingering’이라는 저자의 표기는 직접적이지 않게 분위기를
전달하는 인상주의의 음색을 염두에 둔 것이다(Hilley, 1995). 또한
길록이 자주 주장하는 음악성 훈련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음에 되도
록 오래 머물며 지속하는, 즉 듣는 훈련의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
다. 학생은 거듭되는 레가토와 레가토 페달을 최대한 부드럽게 연
주한다.
2) 아고긱(agogic): 교사는 마디 4에서 마디 5로 향하는 길
목과 마디 8에 페르마타를 표기하여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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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긱 훈련을 지시한다. 이는 마치 늘임표의 기능을 대신하는 시간
적 여유를 의미한다. 마디 8은 마치 하프의 음색을 연상시키며 인
상주의적 음향 효과를 달성한다.
<악보 13>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달빛 감상’ 마디 1-11

3) 온음음계: 길록은 대부분의 경우에 장조와 단조의 확고한
조성 체계 안에서 작곡하였다. 그러나 간혹 온음음계를 사용함으로
써 음이 섞이고 희미해지며 조성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효과를 창
출한다(Duarte, 1994). 제16마디의 온음음계는 ‘안개 같은’ 음향의
묘사를 더한다.
<악보 14>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달빛 감상’ 마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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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2곡 가을 스케치
1) 터치의 민감성: 길록의 작품 중 널리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가을 스케치’는 다양한 터치를 구사함으로써 민감한 귀와
손을 훈련하는 악곡이다. 저자는 앞머리에 ‘Moving subtly’라는 구
체적인 나타냄말을 사용했다. 교사는 오른손의 선율이 주로 두 개
의 음을 이음줄로 연결한 단순한 모티브로 이루어진 만큼 각 동기
마다 각각 다른 음색을 구사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이 곡은 주로
짧은 동기의 반복이지만 전체적인 움직임과 프레이징은 편안하게
들려야 하며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2) 밸런스와 용어: 곡 전체에 걸쳐서 오른손의 선율이 우세
한 곡이므로 학생이 오른손과 왼손 사이의 예민한 밸런스의 차이를
듣도록 교습한다. 학생은 오른손을 확고한 터치로 연주하고 왼손은
이에 상반되는 부드러운 터치를 구사한다.
<악보 15>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가을 스케치’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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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3곡 ‘중국인의 행렬’
1) 문화적 관용어구: 이 작품은 18세기의 중국 비단 자수 작
품에 묘사된 중국인 관리가 하인이 운반하는 가마에 타고 가는 모
습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Hilley, 1995). 길록은 다수의 작품
에서 여러 나라의 민속적, 문화적인 관용어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채수아,
2017). 이 작품에서는 Gb—Ab—Bb—Db—Eb의 5음 음계와 중국의
전통 타악기인 공(gong)의 음색을 모방하여 옛 동양의 이국적인 울
림을 구사하도록 유도한다(Duarte, 1994).
2) 건반 영역, 다이내믹, 보이싱, 아티큘레이션: 이 곡은 건
반을 넓게 활용하는 동시에 p부터 fff까지 넓은 범위의 다이내믹을
요구한다. 교사는 5도 화성 음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므로 윗 소리
가 잘 들리도록 보이싱을 유도하며, 곡 전체에 걸쳐서 gently

disconnected라는 구체적인 지시어로 포르타토 주법을 교습한다.
<악보 16>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중국인의 행렬’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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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중국인의 행렬’ 마디 23-26

(14) 제14곡 ‘겨울 풍경’
1) 음악적 타이밍과 시각적 묘사: 제11곡 ‘달빛 감상’에서와
같이 길록이 강조하는 음악적 타이밍과 여유, 그리고 여기서 오는
듣는 훈련이 요구되는 악곡이다. 저자는 마디 9의 espressivo에 이
어 마디 11에 more emotion(riten.)을 지시함으로써 서두르지 않
고 음과 프레이즈를 음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사는 학생이 최
대한의 칸타빌레 주법을 구사하여 자기성찰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
도록 교습한다. 아울러 학생은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얼음을 연
상시키는 오른손의 매끄러운 진행과 명료한 스케일을 연마한다.
<악보 18>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겨울 풍경’ 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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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5곡 ‘세레나데’

교사는 오른손이 깊고 노래하는 선율을 구사하는
동안 왼손은 단순한 반주 음형으로서가 아닌 일종의 대선율으로 보
이싱을 부각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대선율이 오른손의 주선율을
압도하지 않도록 밸런스 유지에 노력한다.
2) 음조의 변화와 루바토: 서정적인 사랑 노래인 이 작품에
서 학생은 세밀한 억양(inflection) 변화처럼 약간의 시간을 더함으
로써 풍부한 감성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디 16의 첫 음과
둘째 음 사이에 시간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페르마타를
사용할 수 있다. 길록은 페르마타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
여 학생들이 언제 잠시 숨을 쉬고, 프레이즈를 마무리하는지 이해
하며 감정적인 효과를 생산한다고 말하였다(Duarte, 1994, p. 110).
1) 밸런스:

<악보 19>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세레나데’ 마디 1-4

<악보 20>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세레나데’ 마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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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6곡 ‘벌새’
1) 반음계: 이 악곡은 빠른 템포의 무궁동(無窮動, perpetual
motion)이므로 교사는 쉴 새 없는 반음계 음형을 무리 없이 연주하
기 위하여 엄지를 효과적으로 이완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이는 쉼
없는 16분음표 진행을 벌새의 움직임처럼 가볍고 속도감 있게 표
현하는 테크닉이다.
2) 스타카토: 이 곡은 벌새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며 꿀을 빠는 동작을 묘사한다(Hilley, 1995). 학생은 왼손의
스타카토 음형이 오른손과 정확히 같은 시점에 떨어지는 동작을 익
힘으로써 묘사성을 더한다.
<악보 21>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벌새’ 마디 1-4

(17) 제17곡 ‘다이애나 여신의 분수’

길록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왕궁에
있는 분수를 보고 영감을 얻어 이 곡을 작곡하였다(Hilley, 1995‘). 이
곡의 주요 테크닉 교습 요소는 깊고 부드럽게 왼손의 선율을 구사하
는 것이다. 교사는 레가토로 이어지는 저음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건반 바닥까지 팔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주법을 지도한다.
1) 왼손 선율, 무게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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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손 로테이션(rotation): 이 곡의 오른손의 지속적인
16분음표 음형은 사냥의 여신 다이애나의 분수를 묘사하는 우아함
과 생명력을 표현한다. 학생은 적절하게 이완된 손가락과 로테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왼손 선율을 지지하는 물 흐르는 듯한 음향을 완
성한다.
<악보 22>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다이애나 여신의 분수’ 마디 1-2

(18) 제18곡 ‘유령 라이더’
1) 난이도: 길록의 작품은 교수학적으로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고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 결과로 청중들에게 실제
연주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들리는 경향이 있다(채수아, 2017). 이
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길록은 손 엇갈리기(crossing hands) 주법
을 이용한다(Duarte, 1994). 이 주법은 빠른 템포에서 건반을 다루
는 모양새가 능숙해 보일 뿐 아니라 느린 부분에서는 시적인 감성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Duarte, 1994). 이 곡이 역설
적 난이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빈번한 손 엇갈리기 주법과 G# 단조
에서 파생되는 더블샵, 포르티시모로 연주되는 양손 코드 등이 등
장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익히면서 독보하면 단기
간에 신체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악보에서 ‘보이
는 난이도’에 의하여 미리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예견한 소리
를 성취할 때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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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기와 감정: G# 단조의 까다로운 모양새임에도 중급
단계의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유령 라이더’는
템포 지시어 대신 길록 특유의 감정적인 주문으로 시작한다(Reed,
2005). 즉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이른
대부분의 중급 교습생이 이해할만한 구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곡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곡의 서두에 ‘Mysteriously; terrifying’ 즉,
신비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곡을 해석하라는 지시가 등장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신속한 손의 움직임과 급격한 다이내믹 변
화, 그리고 분위기와 상황을 그리는 자기만의 상상력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힐리(Martha Hilley) 교수는 이 곡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바스커빌의 개>를 소개하는 방법을
추천하였다(Hilley, 1995).
<악보 23>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유령 라이더’ 마디 1-8

(19) 제19곡 ‘비상’
1) 선율: 학생은 이 곡에서 지속적인 셋잇단음표 음형과 4분
음표의 테누토(tenuto) 음들을 수평적으로 노래하며 부각시키는 훈
련을 수행한다. 특히 마디 17, 18처럼 오른손 선율이 왼손으로 연
결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며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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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시어: 곡 서두의 ‘In a romantically intense manner’,
즉 낭만적으로 강렬한 태도로 연주하라는 지시어는 구체적인 감성
을 가질 것과 낭만주의 연주 관습에 관한 지식을 요구한다. 편집자
에 의하면 이 지시어는 ‘appassionata’, 곧 열렬하게 연주하라는 의
미이기도 하다(Hilley, 1995).
<악보 24>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비상’ 마디 16-19

(20) 제20곡 ‘소리 없이 내리는 눈’
1) 효율성: 이 곡은 10마디의 짧은 악곡으로서 다양한 내용
을 배울 수 있는 경제적인 작품이다. 즉, 유려한 칸타빌레 스타일,
질문과 응답의 프레이징, 교차하는 밸런스, 겹음 레가토, 그리고 쓸
쓸한 감성의 표현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악보 25>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조용히 내리는 눈’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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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1곡 ‘야상곡’
1) 헤미올라(hemiola)와 성부 간의 음색: 이 악곡은 풍부하
고 불투명한 음색을 구사하고 헤미올라의 리듬감을 자연스럽게 강
조하여 마치 브람스(Johannes Brahms)의 음악을 연상시킨다. 교사
는 지속적인 수평적 선율을 부각시키며 양손의 섬세한 밸런스를 유
지하는 연습 방법을 지도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른손 윗 성부
와 왼손의 선율을 충분히 연습한 후 나머지 음들을 채워놓는 방식
의 연습법이 유용하다.
<악보 26>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야상곡’ 마디 1-10

(22) 제22곡 ‘야간 여행’
1) 브람스: 이 곡은 제21곡 ‘야상곡’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브람스의 영향이 엿보인다. 교사는 대범한 리듬의 움직임, 화성적
짜임새, 정확한 박자감, 그리고 mf부터 ff에 이르는 범위의 다양한
포르테 소리를 구사하도록 교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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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야간 여행’ 마디 9-12

(23) 제23곡 ‘추억의 발렌타인’
1) 아르페지오(arpeggio): 교사는 학생에게 고급 단계로 가
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아르페지오를 지도한
다. 마디 12에서 아르페지오 음형을 왼손-오른손-왼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연주하고 윗 성부의 보이싱을 고려하여 이전 마디와 선율
적으로 연결한다.
2) 표현의 성숙함: 단순한 민요풍인 이 작품의 서두는
‘reminiscing’ 즉 ‘추억에 잠기며’ 연주하라는 지시어로 시작한다.
교사는 학생이 부드러운 슬픔을 내포하는 이 악곡의 감성을 이해하
고 느낄 수 있도록 표현과 소리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악보 28>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추억의 발렌타인’ 마디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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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4곡 ‘마녀의 고양이’
1) 민첩한 손가락: 이 곡의 마디 1-2에서 오른손의 첫 다섯
음은 제법 넓은 범위를 한 손으로 민첩하게 연주하는 테크닉을 요
구한다. 스타카토와 장식음, 그리고 악센트가 혼합된 제3마디 역시
민첩함과 오른손을 강조하므로 학생이 보다 정확하게 듣는 귀 훈련
이 필요하다.
2) 표현력: 이 곡은 제목처럼 번개 같은 속도의 민첩함을 요
구하는 작품이다. 손가락과 손목, 팔을 동시에 사용하는 민첩함이
고양이의 예견치 못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테크
닉과 묘사력, 그리고 표현력이 일치하는 예시가 되는 곡이다. 교사
는 코다(coda)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힘 있고 재빠른 공격력을 표현
하는 pouncing quickly(확 덮치듯이)라는 지시어를 염두에 두고 신
속한 팔 동작으로 넓은 범위에서 코드를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이
후 등장하는 급작스러운 piu lento에서는 마녀가 들어오자 시치미
를 떼고 쥐 죽은 듯이 웅크린 고양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음색을 구
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때 건반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주법을 사용
하면 유용하다.
<악보 29>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마녀의 고양이’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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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마녀의 고양이’ 마디 17-20

IV. 맺음말
피아노 교육에서 중급 단계는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시기이다. 빠른 속도의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미
국과 유럽에서 작곡, 출판되는 방대한 양의 중급 교육용 작품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정된 작품들만 출판되고 있다(채수
아, 2017). 또한 실제로 출판되었더라도 작품에 관한 연구가 충분
하지 않거나 교사들에게 익숙한 작품에만 편중되어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양지, 2016).
윌리엄 길록의 <서정적 전주곡>은 중급 단계의 학생들이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고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학
습할 수 있는 작품집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피아노 중급
단계 교습의 중요성과 교수학적 교본의 효용 가치를 강조하고, 무
엇보다도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급
교습 및 연주용 레퍼토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길록은‘어린이들의 슈베르트’라는 별칭에서 보이듯이 선율의 아름
다움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각광 받은 교습용 작곡 분야의 중요한
존재다(Doskey, 1993). 그러나 그의 작품의 가치는 단지 유려한
선율에서 그치지 않는다. 길록은 손 엇갈리기 주법, 페르마타 등 다

길록의 피아노곡집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전주곡>

91

연구를 통하여 본 중급 피아노 교육의 실제

양한 음악적 관용어구를 사용하여 그만의 특별한 스타일로 교육적
인 피아노 레퍼토리를 넓혔다(Duarte, 1994). 그뿐 아니라 학생들
의 전체적인 음악적 발전에 필수적인 테크닉과 음악성 관련 요소들
을 무리 없이 소개하여 중급 단계의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고
급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가 이 작품
집에서 강조한 성숙한 음악성과 듣기 훈련, 음악을 표제적, 묘사적,
이미지적,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소리로 승화하는 훈련은 초
기 중급 단계에 비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서정적 전주곡>은 중기 중급 단계 피아노 교육에서 필수적인
주요 개념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학생들의 음악적인 만족감을 충족
하고, 익숙한 고전 작곡가들의 작품을 준비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서도 유용한 교본이며, 1958년 초판 이후 영미권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표준 레퍼토리로서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고 있다.
길록의 중급 교습용 작품들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부담 없
이 개념을 배우고 예술적인 영감을 고취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사들도 이 작품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본인의 교사로서의 스펙트
럼을 넓힐 수 있다. 아울러, 교사와 교습생들은 중기 중급 레퍼토리
를 개발하며, 중급 피아노 교육의 교수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적용
할 수 있다.

92

채 수 아

참고문헌

양지 (2016). 중급 피아노 학습에서의 낭만 소나타: 슈만 <어린이를 위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Op. 118을 중심으로. 음악교수법연구, 17(2),
89-116.
채수아 (2017). 윌리엄 길록(William Gillock)의 피아노곡집 <리듬과 양식:
바로크, 고전, 낭만, 그리고 근대 양식>의 중급 보충교재로서의 역할
에 관한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8(2), 193-220.
Albergo, C. & Alexander, R.(2011). Piano repertoire guide: intermediate
and advanced literature. Champaign, Il: Stipes publishing L.L.C.
Bastien, J. (1988).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3rd ed. San Diego,
CA: Neil A. Kjos Company.
Bona, N. (1995). An analytical guide to teaching and performing selected
‘Lyric preludes’ of William L. Gillock. DMA diss. University of Miami.
Brooks-Turner, M. (2010). Pupil savers. Clavier Companion, 2, 66.
Celella, K. (2000). Pupil savers. Clavier Companion, 39, 31.
Day. K. (1993). Comments, Clavier Companion, 32, 2.
Doskey, H. (1993). In memoriam: William Gillock, Piano Guild Notes,
43, 78-79.
(1994). Teacher and friend, American Music Teacher, 43, 22-23.
(2010). The Gillock world tour. American Music Teacher, 59, 20-22.
Doubrava, C. (2011). Still brilliant after all these years, Clavier
Companion, 3, 75-76.
Duarte, K. (1994), 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 DMA diss.
University of Oklahoma,
Freije, K. M. (2007). “Pre-impressionist” choices. Keyboard Companion. 18, 48.
(2014). Imagination and mischief, Clavier Companion, 6, 46.
Gillock, W. (1958).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Miami, Florida:
Warner Bros. Publications.
(2008).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s in all keys, 50th anniversary edition. Los Angeles, California:
Alfred Publishing Co..
(2017). “Dear Becky”: a letter from William Gillock to a

길록의 피아노곡집 <낭만주의 양식의 24개의 서정적 전주곡>

93

연구를 통하여 본 중급 피아노 교육의 실제

piano pedagogy student. Clavier Companion, 9, 42-43.
Hilley, M. (1993). The last interview with William Gillock. Clavier
Companion, 32, 10-15.
(1994). Questions and answers. Clavier, 33, 48.
(1995). Interpreting the preludes of William Gillock, Clavier
Companion, 34, 20-23.
Johnson, R. G. (2004). New Orleans jazz styles/More New Orleans jazz
styles/Still more New Orleans jazz styles with interactive
instrumental accompaniments. American Music Teacher. 54, 84-86.
Jutras, P. (2017). William Gillock: a centennial retrospective. Clavier
Companion, 9, 38.
Olson, L. F. (1979). Commissioned by Clavier. Clavier Companion, 18, 20-24.
Reed, E. A. (2005). Student favorites. Clavier Companion, 44, 18.
Rejino, R. (2017). The magic of William Gillock part one & two,
American Music Teacher, 66, 12-16, 19-23.
Scheel, J. (2007). Music to inspire. Keyboard Companion. 18, 46-47
Sennet, R. (2015). 20th century american composers, intermediate level
piano/20th century american composers, upper intermediate level
piano. American Music Teacher. 65, 46-47.
True, C. (2008).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s
in all keys, 50th anniversary edition(includes performance notes by
the composer). American Music Teacher, 58, 73-74.

94

채 수 아

☐ Abstract

A study on William Gillock’s piano works,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s
in All Keys for mid-intermediate level piano
studies
Sooah Chae
(Chongshin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 in All Keys, one of William Gillock's representative piano
compositions. William Gillock(1917-1993) was an American composer in
the late 20th century who striv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both early and intermediate level piano studies. Lyric Preludes is a
collection of piano works composed to provide effective access to basic
elements needed for intermediate piano education, and has been taught
and played around the world for many years since its release in 1958.
Lyric Preludes clearly reveals Gillock's pedagogical philosophy of
mid-intermediate level. This research will expand the intermediate-level
repertoire from both piano teachers and students and enhance the
importance of mid-intermediate level studies.
Key Words: William Gillock, supplementary piano method music, intermediate
piano method, lyric preludes,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iano Pieces in All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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