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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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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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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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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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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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örgy Kurtág, Acht Klavierstüke, graphic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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