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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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음악적 가치가 의문시될 수도 있는 소
곡집의 수록곡은 학생의 음악적 영감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교육적
효과마저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급 레벨
에서의 창의적인 교습용 레퍼토리의 필요성이 빈번하게 상기되며,
이 교수학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길록 작품의 교수학적 가
치는 높다고 사료된다(채수아, 2017). 실제로 매너리즘에 빠진 많은
중급 단계의 학생들이 <서정적 전주곡>으로 인하여 중단했던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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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개하고 더 높은 음악적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반 세기에 걸쳐서 발표되고 있다(Rejino, 2017). 학생들은
길록의 작품을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디딤돌로 삼아 다음 단계인 위
대한 명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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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위하여 세련된 테크닉으로 예민한 터치의 다양성과 듣는 훈
련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급 과정의 학생은 한층 더
복합적인 리듬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다이내
믹, 음악 용어 및 지시어, 그리고 적절한 분위기 창출을 위한 음색
과 음향적 아이디어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 시기는 견고한 레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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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으로 구사하여 웬만한 건반에서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며, 복
합적인 프레이즈를 이해하여 간결하고 부드럽게 연주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증, 감 화음 및 부속화음과 그 외의 다양한 화
성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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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예민한 성부 감각으로 보이싱(voicing)과 밸런스(balance)
에 능해지도록 작품집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집은 주로 중기 중급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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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자에게 음악적으로 순수한 영감을 주는 중급 피아노 작품집으로 평
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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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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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었다. 이 작품들은 장조와 같은 으뜸음 단조(parallel keys)의 순서로
배열하였고, 이는 토베이(Donald Tovey)와 바흐(Johann Sebastian
Bach)가 제시한 순서이다. 연주자는 이 곡집을 공부하면서 같은 으뜸
음조의 화성과 음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낭만
주의의 관용적 표현의 민감성을 익히는 것은 이 작품집의 최고의 우선
순위이다. <서정적 전주곡>의 낭만주의적 양식은 교습자가 한층 더 높
은 수준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낭만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공부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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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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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에
서 길록이 ‘머무름’과 ‘쉼’으로 표현한 루바토(rubato)와 아고긱, 세
련된 칸타빌레(cantabile)와 레가토(legato), 초급보다 상대적으로
긴 프레이징(phrasing), 감정의 섬세한 표현, 다양한 분위기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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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음색의 구현, 페달링 등 낭만주의 양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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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적 전주곡>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Duarte, 1994). 이 작품집
에서는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테크
닉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리듬의 다양성, 음색의 세밀함, 밸런스,
아티큘레이션, 보이싱, 페달, 다이내믹, 정확성, 터치, 프레이징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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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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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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크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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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3도 상행으로 이동하여 전체 선율의 진행이 유려해지는
연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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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통적인 이탈리아어 용어 대신 영어
로 나타냄말과 지시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초기 중급 작품
집인 <리듬과 양식>과 비교하면 <서정적 전주곡>에서는 영어 지
시어 표기 비율이 이탈리아어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중기 중급 단계의 교습자에게는 우나 코르다(una corda)라는 용어
를 영어와 동시에 가르치고, 아울러 이탈리아 음악 용어로는 표현
이 어려운 묘사적이고 비유적인 영어 지시어가 등장하여 영어에 익
숙한 학생들이 악곡의 극적인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1) 지시어:

<악보 2> <서정적 전주곡> 중에서 ‘바다 정경’ 마디 1-4

70

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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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바토, 저음부 화성의 음색 등을 적극적으로 들으며 이해하여 성
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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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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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큘레이
션을 강조한다. 아울러 왼손의 고른 소리를 위하여 다양한 리듬의
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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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
서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약간의 체념을 담아서 충분한 시간을 두
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효과를 연출하도록 piu espressivo 연주를
지시하고 있다. 이는 초급에 비하여 고급 레벨로 향하는 성숙한 음
악성과 테크닉, 그리고 순간의 뉘앙스를 놓치지 않는 훈련을 강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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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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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긱 훈련을 지시한다. 이는 마치 늘임표의 기능을 대신하는 시
간적 여유를 의미한다. 마디 8은 마치 하프의 음색을 연상시키며
인상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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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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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하기 위하여 엄지를 효과적으로 이완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이는
쉼 없는 16분음표 진행을 벌새의 움직임처럼 가볍고 속도감 있게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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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각시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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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음표의 테누토(tenuto) 음들을 수평적으로 노래하며 부각시키는
훈련을 수행한다. 특히 마디 17, 18처럼 오른손 선율이 왼손으로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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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름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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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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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음악적 관용어구를 사용하여 그만의 특별한 스타일로 교육
적인 피아노 레퍼토리를 넓혔다(Duarte, 1994). 그뿐 아니라 학생
들의 전체적인 음악적 발전에 필수적인 테크닉과 음악성 관련 요소
들을 무리 없이 소개하여 중급 단계의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고급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가 이 작
품집에서 강조한 성숙한 음악성과 듣기 훈련, 음악을 표제적, 묘사
적, 이미지적,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소리로 승화하는 훈련
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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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토
리를 개발하며, 중급 피아노 교육의 교수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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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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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study on Lyric P reludes in Romantic Style: 24 Short
P iano P iece in All K e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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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e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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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e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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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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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일: 2021년 1월 15일
수정본 제출일: 2021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