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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관계:
김진수의 <Space of Time for Piano>
이

민

정*

1)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진수의 <Space of Time for Piano>에 나타난 시간의 공간
안에서 흐르는 의식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시계 초침의 규칙적인 박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시간과 현실의 자유로운 생각에 대한 흐름이 비박절적 리
듬으로 나타나는 주관적 시간으로 구별되는 두 세계는 상호작용을 거쳐 인
지의 변화를 일으키며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복잡계(complexity)를 향해 나
아간다. 이 작품에서는 두 세계가 하나의 덩어리로 결합되었다가 이후 속
성이 변한 두 세계로 분리되기도 하며, 멈춤 후에 또 다른 사건의 암시를
보이며 곡의 균형감을 이룬다. 이 작품을 통하여 작곡가는 현실의 삶을 객
관적, 주관적 시간의 관계로 나타내고, 이를 함축적이고 정제된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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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자연 속 시간의 흐름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의 반복이라는 주기적인 시간의 방향성 안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사건의 연속
인 삶의 모습들의 흔적을 담고 있다.
“현실의 삶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그 흐르는 시간의 공
간 속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으
로 표현하고 있다”(김진수, 2004, p. 4).1) 작곡가 김진수(1969∼

)

는 항상성을 지닌 규칙적인 시간의 최소 단위인 시계의 초침과 즉
흥적이고,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의 자유로운 사
고의 흐름을 <Space of Time for Piano>에서 명확하게 대조적인
두 세계로 표출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진수는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1994
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피바디(Pe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음악대학과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음악대학에서
수학하였다. 미국에서 만난 작곡가 동료들과 스승의 영향을 받아2)

1) <Space of Time for Piano> 작품 해설의 일부이며, 그는 청중과의 공감을 위하
여 직관적인 언어로 프로그램 노트를 작성하였다(원유선, 2019).
2) 피바디 음악대학 교수인 루이스(Robert Hall Lewis, 1926∼1996)는 20세기 미국
주요 작곡가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작곡가, 지휘자, 교육자인 블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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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그의 음악적 경향은 귀국 후 음악의 본질
적 표현을 소리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김진수, 2021a). 그는 자신이 음악적 사고보다 소리의 개념에 치
중하여 새로운 음악적 정의를 시도한 첫 번째 작품으로 2002년에
발표된 <Space of Time for Piano>를 꼽는다. 이 곡은 스승의 영
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로 전개한 그의 독립적인 음악 세계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관현악을 위한 <귀천>,
2005년 실내악곡 <Reflection II>, <Nocturne in White Night>,
2007년 <Nocturne in Black Mirror>, 현악 4중주 <Kaleidoscopic
Memories>가 같은 경향을 가진 이 시기의 작품이며, 이 초기 작품
들은 지속음의 출현과 기본 음형이 움직이는 덩어리가 되어 포화상
태에 이르는 두 세계의 공존을 보인다(김진수, 2021a).
<Space of Time for Piano>에는 객관적 시간을 나타내는 지속
적인 초침과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나타내는 주관적 시간의 두
세계가 공존하며, 이들은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점점
확대되고 복잡하게 발전한다. 본 연구는 시간의 공간 안에서 피아
노 독주로 표현된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관계와 발전 양상
을 곡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규정한
객관적 시간의 경계와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우리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이 두 대조적인 시간의 공간
에서 어떻게 조망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Nadia Boulanger, 1887∼1979) 여사의 마지막 제자이다. 작곡가 김진수는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화성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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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작품 배경
작곡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한다.
규칙적인 시계의 초침이 제공하는 한정된 시간적 공간과 자유롭게
흐르는 의식의 행위를 규칙적이고 비박절적인 악센트와 리듬으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 <Space of Time for Piano>에 쓰인 작곡가
의 글은 다음과 같다.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방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지 밖에 있는지 잠시 착각을 하게 된다”(김진수, 2004, p. 4). 창을
중심으로 화자가 서 있는 방이라는 공간과 화자에게 보이는 창밖의
외부공간에 화자는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 시간의 세계로 환원하여
설명한다면, 이 두 공간을 나누고 있는 창은 규칙적 맥박인 초침의
역할을 한다.
“초침의 ‘째깍째깍3)’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시간의 공간으로
들어가기도 한다”(김진수, 2004, p. 4). 사람들은 1분에 60번 울리
는 초침을 인지한 순간 한정된 물리적 시간 공간에 존재하게 되며,
자유롭게 의식이 흐르는 현실에서의 존재는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
으로 대비된다.
“한편,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순간적
으로 초침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며 시간의 공간에서 자아는 잠시
빠져나와 현실 속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김진수, 2004, p. 4). 자
유로운 의식의 흐름은 물리적 시간의 공간을 벗어나면서 인지의 변
화를 일으키며, 이 두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단계로 발전한다.
두 세계가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작곡가는 표현하고자 하

3) 원문에서는 ‘또각 또각’으로 표현하였지만, 글의 통일성을 위해 ‘째깍 째깍’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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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곡은 약 8분 길이의 단 악장으로 통작형식으로 작곡되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분(마디
1-55)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시간이라는 두 대조적인 공간이 뚜렷
하게 제시되고, 상호작용을 거쳐 인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부분(마디 56-115)은 이 두 세계가 하나의 덩어
리(mass)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새로 파생된 두 세계가 속성이 바
뀌면서 복잡하게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2.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개념과 확대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1의 저음부에 나타나는 거대
한 클러스터(cluster)4)는 우주(universe)가 지닌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인 빅뱅(Big Bang)을 나타낸다.5) 이로 인하여 폭발된 물질들
이 멀리 나아가면서 우주 공간은 넓어지고 작곡가는 시간의 세계라
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거대한 클러스터는 댐퍼 페달의 사용으
로 배음의 잔향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며, 마디 2에서
기본 입자(elementary particle)인 규칙적 시간을 나타내는 ♩ =
60의 4분음표, 즉, 시계의 초침이 소개된다.

4) 톤 클러스터(tone cluster)라고도 하며 대부분 2도 구성으로 인접한 음들이 모여
서 화음이나 음향을 만들어낸다(Vinton, 1974).
5) 대폭발(Big Bang, 빅뱅)로 초기 우주의 탄생을 설명한 이론이다(Suple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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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1-9

이 클러스터는 마치 페르마타(fermata)가 적용된 것처럼 댐퍼 페
달의 사용으로 그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한다.
이후 페달의 사용은 악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건조한 음향과
잔향이 필요한 음향을 연주자가 판단하여 자유롭게 사용한다. 또한,
마디 6부터 왼손에서 나타나는 비박절적6) 움직임은 우리의 의식
안에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위를 표현하며, 즉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악센트,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으로

나타난다(김진수,

2021a). 따라서, 초침으로 나타나는 규칙적인 박절적 요소를 객관
적 시간, 비박절적 움직임을 주관적 시간으로 분석하며, 이 두 시간
의 공간은 곡의 시작 부분에서 뚜렷하게 분리되어 제시된다.
처음에 2도로 제시된 비박절적 움직임은 차차 3도(마디 13), 4도
(마디 15), 5도(마디 16)로 확장된다. 또한, 마디 17부터 오른손의
규칙적 박인 초침은 왼손의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인 비박절적인 움

6) 어떠한 리듬패턴과 박절구성도 느낄 수 없는 음악을 말한다(Kostc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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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의 영향을 받아 잠시 규칙성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균열’을 보여준다. 8분 쉼표, 4분 쉼표로 인하여 규칙적 흐름에 균
열이 생겨 두 이질적인 시간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디 21부터 다시 돌아온 규칙적 박은 여전히 정박에
서 어긋난 모양으로 일탈했던 움직임의 흔적을 보여준다.
<악보 2>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10-22

마디 23부터는 자유롭게 진행되는 의지적 행위가 점점 우세해지
면서 잠시 초침의 인지를 잊게 되는데, 악보에서 초침은 사라지기
도 하고, 이에 반해 불규칙적인 리듬은 확대되고, 불규칙적 악센트
는 앞으로 전개될 움직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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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23-25

이 과정에서 왼손의 배경 화음 위에 초침은 불규칙적이며, 복잡
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주관적 시간
과 객관적 시간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초침
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악보 4>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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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세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인지의 변화는 초침의 모양
에도 영향을 주어, 4분음표로 제시되는 초침이 2도 화음(마디 36),
저음역에서 리듬 변화(마디 43), 길이의 변화 및 불규칙적인 악센
트와 리듬(마디 50)으로 복잡하게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악보 5>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36, 42-43, 50-54

마디 42에서 잠시 사라진 초침이 다시 3연음으로 쪼개져 돌아오
기도 하고, 마디 43에서는 저음역에서 불규칙적인 화음으로 등장하
는 초침 위에 자유로운 생각의 움직임이 연속 5연음부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현실에서의 자유로운 사고가 허공으로 사라지
고, 마디 50부터 저음역에서 C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초침은 길이
변화와 불규칙적인 다이내믹과 리듬으로 초침에 대한 인지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 <표 1>은 첫 부분(마디 1-55)의 분석을 통하여 나
타난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흐름과 음악적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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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흐름(마디 1-55)
마디

1

음악적
요소

빅뱅

중심음 C

16
17

4분쉼표

~

8분쉼표

28

붙임줄

29
~

배경화음

35
36
~
42

2도 화음
3연음부

43
~

주관적 시간

흐름

-

-

공간형성

비박절적인

2
~

객관적 시간

5연음부

47
48

다이내믹의

~

변화

55

C/D♭

♩= 60

움직임

규칙적인 초침(C음)

2도, 3도, 5도로

뚜렷한 대비

확대
불규칙한 악센트
초침의 균열

동력제공
의지적 행위의

상호작용

확대
초침의
불규칙한 움직임

자유로운 사고

초침의 확대(2도)
3연음부로

자유로운 사고

다시 돌아옴

인지의 변화
경계를 넘나듦

인지의 변화
경계를 넘나듦

저음역

자유로운 사고의

인지의 변화

불규칙한 초침

확대

경계를 넘나듦

초침의

-

인지변화

길이 변화

초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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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계(Complexity)를 향하여
<Space of Time for Piano>에 나타난 객관적, 주관적인 시간의
공간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인지되다가 두 세
계의 상호작용을 거쳐 곡의 맨 마지막 C음을 향하여 복잡하게 발
전되는 과정에서 인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규칙적인 움직임을 나타
내는 작은 입자가 자유롭게 확대된 덩어리로 발전되면서 점점 무질
서가 우세한 불규칙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디 56의 Marcato 부분은 현실에서의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움직임이 64분음표의 짧은 음가의 간격으로 모든 32분음표들이 동
등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명확하게 제시되며, 음향적인 면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되어 이 곡에서 첫 번째 절정을 이룬다. 마치
물리적 우주 공간에서 빅뱅 이후 기본 입자가 모여 원소를 만들고
이들이 먼지 덩어리인 성간물질7)로 모이는 것과 같이 음악적인 움
직임도 이 Marcato 부분에서는 덩어리의 음형을 보여준다.
<악보 6>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55-58

7) 우주 공간에서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먼지 형태의 물질을 성간물질(星間物
質, interstellar matter)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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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성이 우세하게 하나의 음향 덩어리로 나타나는 Marcato부
분에서 악센트를 가진 규칙적인 박이 마디 64부터 나타난다. 즉,
불규칙의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박이 나타나는 것이다.
<악보 7>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63-65

악센트 음들 가운데 <악보 8>에서와 같이 마디 70의 C#음은 마
디 71의 초침이 C#음으로 제시됨을 예고하며, 이후에 전개되는 중
심음 C/C#의 대립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Marcato 이전 부분의 초
침은 C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악보 5>와 같이 C음과 D♭
(C#)음의 단2도 화음이 여리게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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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70-71

<악보 9>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84-87

<악보 9>는 불규칙적 움직임 안에서 새로운 규칙적인 박이 등장
하며, 다른 성부에서 나타나는 초침과 결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이 혼재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두 공간이 상호작용을 거쳐 주
관적 시간 안에 규칙적인 박이 자리를 잡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규
칙성을 띤 새로운 성부가 등장하여 복잡하게 발전되는 양상은 마치

14

이 민 정

우주에서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면서 복잡계8)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마디 94에서 시작되는 오른손의 6연음부는 현실의 사고에 몰입
함을 보여주고, 왼손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초침은 두 개씩 쌍을 이
루어 초침의 ‘째깍’ 소리를 나타낸다. 규칙적 박으로 나타나던 초침
의 속성이 불규칙적 움직임으로 변화되었고, 현실의 자유로운 사고
의 흐름은 규칙적인 박을 지닌 6연음부로 그 속성이 뒤바뀌어 나타
난다.
<악보 10>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94-97

마디 94부터 C음을 중심으로 한 연속 6연음부의 몰입과 불규칙
적인 초침의 출현으로 쌓여 온 긴장도는 마디 101에 이르러 두 개
의 응축된 강한 클러스터 화음으로 이 곡의 마지막 절정을 이룬다.

8) 계(界)의 무질서 정도는 엔트로피(entropy)라는 열역학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열역학 제2 법칙에 의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Reif,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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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100-101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디 94에서 C음으로 시작한 6연음
부가 마디 100에서 A♭으로 하강하여 3도 전조를 보여주고, 가장
밀도가 높은 포화점인 두 클러스터 화음을 기점으로 6연음부 물결
의 파형은 점차 이완되고 잦아들고 멈추게 된다(김진수, 2021b).
마디 103에서 C#음이 C음으로 이완되면서 이 곡의 중심음인 C음
으로 다시 향해 감을 알 수 있고, G음이 제거되면서 증4도 관계인
두 음(C, F#)만 남아 물결의 파형이 느려지고, 변형되어 울렁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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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103-110

마디 104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음형이 최소 단위의 반복으로
모양이 변화되고 움직임이 정제되어 현실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옴을
나타낸다. 정신적 유희를 표현하는 주관적 시간이 드디어 C음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디 94부터 몰입한 현실의 복잡
한 세계가 마디 101에서 절정을 이룬 후 이완되는 부분은 일종의
‘세속적 갈등의 해소’ 또는 ‘욕망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심음 C/C#의 관계는 초침을 나타내는 ‘째깍’의 최소 단위로 곡의
통일성에 기여한다.
모든 것이 C음 위에서 멈춘 후, 마디 111에서 다시 중심음 C가
멀리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 폭발적인 다이내믹으로 진행하는 동작
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다시 초침의 인지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중
심음인 C에 대한 강조인 동시에 미래에 나타나는 다른 사건의 암
시를 의미한다(김진수, 2021b). 멀리서부터 가까이 진행하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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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동감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또 하나의 긴장감의 증폭을 표현
하며 우주에서의 급팽창을 연상시켜 시작 부분의 빅뱅과 함께 윤회
하는 귀결을 보여준다.
<악보 13> <Space of Time for Piano>, 마디 111-115

다음 <표 2>는 마디 56부터 115까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객
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흐름과 음악적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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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흐름(마디 56-115)
마디
56
~
63
64
~
70
71
~
78

음악적 요소
Marcato
연속 32분음표

행위가 우세

현실의 의지적

악센트

파생

행위가 우세

중심음 C#
페르마타

연속 6연음부

94
연속 6연음부

99
100

C-A♭의 전조

~

두 개의 응축된

101

클러스터

102

음형의

~

축소와 이완

110

현실의 의지적

새로운 박

93

~

-

주관적 시간

연속 32분음표

79
~

객관적 시간

-

사고의 흐름이
느려지고 멈춤

115

(첫 번째 절정)
두 세계의 압축
하나의 덩어리
(첫 번째 절정)
두 세계의 압축

흐름의 이완

규칙적 박

두 세계의

(♪새로운 초침)

파생

분리와 혼재

불규칙적 초침
(♪♪째깍)

불규칙적 초침
(♪♪째깍)

현실에 몰입
규칙적
6연음부
현실에 몰입
규칙적
6연음부

인지의 변화
속성의 변화

포화점
(마지막 절정)

물결의
-

#

C → C

C

하나의 덩어리

규칙적 박

파형이 변형
정신적

흐름의 이완

유희의 멈춤

111
~

흐름

새로운 초침

-

또 다른
팽창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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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ace of Time for Piano>의 구조
악곡 분석을 통하여 <Space of Time for Piano>에 나타난 객관
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
았다. 작곡가가 설정한 빅뱅을 시작으로 무질서의 척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하면서 복잡계를 향하여 움직이는 우주
현상을 대입한 곡의 전체적 구조는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다.
이 곡은 거대한 클러스터로 표현되는 빅뱅 이후 기본 입자인 초
침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시간과 비박절적 리듬으로 나타나는 주관
적 시간의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며 확대된다. 이 두 공간은
서로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인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 절정은 마디 56의 Marcato 부분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우주에서 먼지 덩어리로 이루어진 성간물질
이 덩어리로 뭉쳐 나타나는 현상과 흡사하다. 이 음향 덩어리 안에
서 현실의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에 몰입하는 것이 규칙적인 리듬으
로 나타나고, 초침의 출현이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등장하면서 두
세계의 속성이 변화하여 점점 무질서의 척도인 앤트로피가 증가하
게 된다. 마디 101에서 두 번째 절정인 두 개의 강한 클러스터 화
음을 기점으로 중심음 C를 향하여 음형이 축소되고 느려지면서 긴
장도는 이완되며. 주관적 시간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그리고 멀리
서 시작된 새로운 초침이 점점 폭발적으로 다가와 또 하나의 팽창
을 암시하며 곡을 끝맺는다. 따라서, <표 3>은 복잡계를 향하여 가
는 긴장도의 흐름에 따라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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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pace of Time for Piano>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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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작곡가 김진수는 창밖의 풍경과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는 방
안의 공간을 인식하여 창이라는 틀 너머로 보이는 세계와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의 관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시계 초침이 주는
시간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공간의 밀접한 관계와 발전을
표현한 <Space of Time for Piano>는 자신의 언어로 작곡한 첫
작품이라고

그는

말한다.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현악

4중주

<Kaleidoscopic Memories>는 만화경의 반복과 대칭적인 형상을
그려내면서 항상성을 지닌 지속음과 자유롭게 그 형상이 끊임없이
바뀌는 두 세계의 공존을 표현한 그의 초기 작품의 특징을 보여준
다.
피아노 독주를 위하여 작곡한 <Space of Time for Piano>는 우
주의 빅뱅 이후 물질의 형성과 앞을 향하여 진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질서의 척도가 증가하는 복잡한 세계로 발전하는 우주 현
상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곡가가 규정한 객관
적, 주관적 시간의 두 공간의 관계성을 분석해보았다. 시계 초침으
로 나타나는 규칙적 4분음표는 점점 불규칙한 리듬으로 일탈을 보
이며, 2도 또는 화음으로 확대되거나 길이가 변화되는 등, 불규칙한
속성으로 변하면서 우리 의식의 흐름 가운데 인지의 변화를 일으킨
다. 양손의 32분음표 연타로 인해 연속 64분음표 진행으로 들리는
Marcato 부분에서, 두 세계가 하나의 덩어리로 결합하여 자유로운
사고가 표출되는 절정에 이른다. 그 안에서 새롭게 파생된 두 세계
는 속성이 변했으며, 연속 6연음부로 나오는 현실의 복잡한 욕망에
의 몰입으로 긴장도가 증가하다가 두 개의 응축된 클러스터로 포화
점에 이른다. 이후 음형이 잦아들며 중심음 C를 향하여 수렴되는
과정은 주관적 시간의 멈춤을 의미한다.
이 대비되는 두 공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다시 그 속성이 변형된 모습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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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을 작곡가는 정제된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결국, 작곡가
김진수는 항상 변하는 성질을 지닌 현실의 삶의 모습을 우주 공간
에서 복잡계로 향해가는 물리적 현상과 연결시켜, 우리의 의식에서
시간을 따라 진행되는 사고의 유희를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음악으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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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Time and Subjective Time: Space of Time

for Piano by Jin-Soo Kim
Min Jung Le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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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stream of consciousness expressed in Space
of Time for Piano composed by Jin-Soo Kim. The composer defined
two worlds, one controlled by the objective time represented by regular
rhythms of the second hand, and the other controlled by the subjective
time represented by non-metrical rhythms of free flow of thoughts.
Two worlds incur changes in the cognition through mutual interaction,
and head toward complexity over the course of time. Space of Time for
Piano achieves musical balance by having the two worlds combine into
a body of mass, split into a different pair of worlds with altered
properties, and come into a stop to imply an initiation of another event.
In this work, the composer explored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spaces
of time, and he expressed life in concise and refine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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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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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는 19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의 노르
웨이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음악가이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행해지던 민족
주의 영향을 받아 노르웨이의 전통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여러 작품을 작곡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 음악의 부흥,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그의 <발라드(Ballade op. 24)>는 노르웨이 민요를 주제로 한 변주
곡 형식으로, 그의 작품 중에는 드문 대규모의 피아노 작품이다.
본 논문은 그리그 <발라드>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안에 나타난 낭만주
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낭만주의, 민족주의, 노르웨이 민속음악, 그리그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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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세기 민족주의 음악은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민족주
의 음악은 자국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민요, 춤곡, 전설에 주목하
여 이를 새로운 음악 어법으로 발전시키거나 재편성하여 행해졌는데,
그리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유럽 음악가들은 자국의 민요와 춤곡,
전설에 대한 수집, 연구, 채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그리그(Edvard Grieg, 1843-1941)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민족
주의 작곡가로,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4개의 피아노 소품>, <3개
의 피아노 소품>, <서정 소곡집>처럼 대부분이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발라드>는 예외로 대규모 피아노 작품에 속한다.
‘발라드’는 본래 ‘춤추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ballare)에서 유래
하여 춤곡을 의미했으나, 14세기부터 점차 ‘춤곡’이라는 의미를 상
실하기 시작하였으며 종교적, 역사적, 설화적인 요소를 가진 독창곡
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심교희, 2016). 그 후 16세기부터는
이야기하는 성악곡으로 발전되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기악과 성
악의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악 형태의 첫 작품은 쇼팽의
<발라드 1번(Ballade Op. 23, No. 1)>에 적용되어 나타났으며 이
후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등 여러 작곡가들
에 의해 작곡되었다. 이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모두 ‘발라드’를 자신
의 낭만적이고 주관적이며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리그 역시 그의 <발라드>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
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작품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그의 <발라드>에서는 그가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학습한
독일 낭만주의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전통 민요를 융합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데, ‘발라드’임에도 변주곡 형식을 사용하여
각 변주곡마다 낭만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주제
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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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노르웨이 민족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그 <발
라드>에서 민족주의적인 요소와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르웨이 민족주의
민족주의 음악은 전통과 자주적 힘이 약한 나라에서 자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가들은 보통 민요나
춤곡, 교회음악이나 자국의 역사 등을 활용하여 작곡하였고 이는
오페라와 교향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김미옥 외, 1997).
노르웨이의 민족음악은 1841년 이후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노르웨이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저항하며
자국의 민요와 춤, 문화를 더욱 열망했으며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자주 의식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자국의 민족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노르웨이에는 왕가와 귀족이 없어 궁정음악은 찾아볼 수 없었으
며 전통음악으로는 교회음악과 농촌지역의 민요가 전부였다. 그러
나 다른 나라에 비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영향을 적게 받아 그
들의 전통음악이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였다(박주연, 2018). 이에
작곡가들은 작품에서 민요나 전통음악의 선율을 모방하여 노르웨이
의 민속적 색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민요 선율에
화성, 동형진행, 리듬 등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였으
며 이러한 노르웨이 민족주의 작곡가로는 신딩(Christian Sinding,
1856-1941), 스벤젠(Johan Severin Svendsen, 1840-1911), 그
리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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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그의 음악
그리그는 <발라드>를 포함한 여러 작품에서 민요에서 차용한 선
율을 사용하였다. 그의 가곡집인 <19개의 민요집> 중 <요람의 노래>
는 노르웨이의 전통 자장가 <반술>과 유사한 선율을 보여준다.
<악보 1> 그리그 <요람의 노래> 마디 1-4, 전통 자장가 <반술>
마디 1-4

또한 그리그는 대부분 짧은 주제선율을 이용하여 이를 옥타브 이
동, 리듬의 변형 등을 통해 동형 진행하는 방식으로 곡을 진행해
나갔는데, <바이올린 소나타 No. 2>에서는 리듬 변형을 이용한 동
형진행을 볼 수 있으며, <서정 소곡집 No. 12>에서는 옥타브 이동
에 의한 동형진행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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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No. 2> 동형진행

<악보 3> 그리그 <서정 소곡집 Op. 38, No. 12> 동형진행

그리그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낭만주의 대표적 음악 어법인 반
음계 선율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그의
피아노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와 <서정 소곡집 No. 1>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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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그리그 <피아노 소나타> 마디 76-81, 반음계적 진행

<악보 5> 그리그 <서정 소곡집 Op. 45, No. 1> 마디 50-54,
반음계적 진행

3. <발라드> 작품구조

그리그 <발라드>의 원제는 <노르웨이 선율에 의한 변주곡 형식
의 발라드(Ballade in the Form of Variations on a Norwegian
Melody)>로, 대부분 소품들인 그의 작품들 중 드문 대규모의 피아
노 작품이며 1876년에 완성되었다. 민요수집가인 린데만(Ludvig
Mathias Lindemann, 1812-1887)의 민요집 <북쪽 사람들>에 수록
된 노르웨이 민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악보 6>은 <발라드>의
주제에 해당하는 린데만 민요집의 악보를 다시 그린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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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그리그 <발라드> 작품의 민요 주제
(홍순지, 2001, p. 26 재인용)

자유로운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된 그리그의 <발라드>는 같은 주
제의 변주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제선율인 민요
선율이 반음계적 화성, 리듬, 장식음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변주는는
특징을 가진다.
주제와 14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이 곡의 전체적인 구조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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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리그 <발라드> 작품구조
구성

마디

박자

주제
제1
변주
제2
변주
제3
변주
제4
변주
제5
변주
제6
변주
제7
변주
제8
변주
제9
변주
제10
변주
제11
변주
제12
변주
제13
변주
제14
변주

1-16 3/4
17-33 3/4
33-49 3/4
49-65 3/4
66-82 3/4
83- 3/4
108
108- 3/4
125
126- 3/4
142
142- 3/4
159
159- 3/4
186
187- 12/8
214
215- R: 4/4
234 L: 12/8
235- 6/8274 4/4
275- 3/4
306
306- 3/4
343

조성

g minor-B major-g minor
g minor
g minor
g minor-D major-B
major-g minor
g minor-B major-g minor
g minor-B major-g minor
g minor-B major-g minor
g minor-B major-g minor
g minor-B major-g minor
g minor
g minor
D major-E major-G major
G major
g minor
g minor

빠르기

Andante
espressivo
Poco mono
Andante
Allegro
agitato
Adagio
Allegro
capriccioso
più lento
Allegro
scherzando
Allegro
Lento
Un poco
Andante
Um poco
allegro e alla
burla
più animato
Meno allegro
e maestoso
Allegro
furioso
Prest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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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g minor 조성의 A-B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마디 오른손 첫
번째 주제선율의 등장과 함께 왼손은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으로
시작되며, 두 번째 선율은 마디 9에서 마디 12까지 조성이 B
major로 변화하여 밝은 분위기로 나타나고 양손에서 반진행한다.
마디 12에서 마디 16까지 다시 첫 번째 주제선율이 반복된 후
곡이 마무리된다.
<악보 7> 그리그 <발라드> 주제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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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변주
제1변주는 악상의 큰 변화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며 주
제와 같이 도돌이표로 마무리된다. 마디 17에서 마디 18까지 오른
손이 맨 아래 음 중심음 G를 유지하고 맨 윗 음이 반음씩 상행하
며 하행하는 왼손과 반진행 한다(<악보 8> 참조). 마디 19에서 마
디 24까지는 오른손도 하행하는 구조로 왼손과 동형진행되며, 첫
박자의 글리산도와 옥타브 위에서 하행하는 화음은 장식적인 효과
를 준다.
왼손 리듬은 4분음표의 반복(  )으로 주제와 같이 하행하는 반
음계적 진행이 계속된다. 오른손 리듬은 주제의 마디 7의 셋잇단음
표 리듬에서 모방 된 처음 쉼표를 포함한 리듬(  )으로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며 제2변주의 왼손 리듬(  )과 자연스럽
게 연결된다(<악보 8> 참조).

<악보 8> 그리그 <발라드> 제1변주 마디 17-24

(3) 제2변주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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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템포의 변주곡으로 제2변주 역시 반음계적 진행이 특징이며
주제선율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주제 첫마디의 중심음이
제2변주의 오른손 아래 성부에서 테누토로 연주된다(<악보 9> 참
조). 제1변주에서 오른손에서 표현되었던 첫 박에 쉼표를 포함한
셋잇단음표 리듬(  )이 제2변주의 왼손에서 마지막 박자에 쉼표
를 포함한 리듬(  )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9> 참조). 주
제 중심음이 테누토로 표현되었던 마디 33에서 마디 35의 오른손
첫 박자가 마디 36부터 16분쉼표로 변형되고, 왼손의 반음계적 진
행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앞서 p, mp로 표현되던 악상이
cresc.를 거쳐 f, ff까지 발전함으로 제1변주와 대조를 이루며 제1
변주에서부터 연결되어온 왼손 리듬(  )이 마디 40부터 큰 도약
과 함께 ( )리듬으로 변화한다(<악보 10> 참조).
<악보 9> 그리그 <발라드> 제2변주의 주제 음 사용

<악보 10> 그리그 <발라드> 제2변주 마디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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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변주
Adagio로 제2변주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이며 양
손이 16분음표의 펼침화음으로 잔잔히 흘러간다. 왼손의 맨 위 성
부에서 주제를 나타내고 오른손 아래 성부 음과 왼손 위 성부의 음
이 처음부터 끝까지 3도를 유지한다(<악보 11> 참조).

<악보 11> 그리그 <발라드> 제3변주 주제선율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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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테누토는 곡의 마지막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나 마디 61부
터 왼손의 16분음표 진행의 두 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등장하므로
당김음의 효과를 주어 두 번째 주제선율의 리듬이 변화하여 등장한
후 마무리된다(<악보 12> 참조).

<악보 12> 그리그 <발라드> 마디 61-65

(5) 제4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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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변주와 같은 3/4박자이나 Allegro로 빠르기의 대조를 이룬다.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특징적이며, 특히 오른손의 당김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하행이 16분음표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제4변주의
마디 70에서 나타나는 왼손의 반음계적 상행 부분은 제3변주의 마디
62 왼손 선율의 음가를 늘려서 가져온 것이다(<악보 13> 참조).
<악보 13> 그리그 <발라드> 제3변주와 제4변주의 왼손 반음계적
상행 요소

(6) 제5변주
정적인 느낌으로 마디 83-84의 왼손 stretto가 마디 87-88에서
한 옥타브 올라가 반복된다. 이는 마디 91-92에서 양손으로 발전
하여 음량이 확대되고, 마디 95-96의 stretto 또한 앞선 마디
91-92에서 나타난 stretto가 한 옥타브 위에서 동형 진행된다(<악
보 14> 참조).

<악보 14> 그리그 <발라드> 제5변주 마디 83-98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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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3-104는 마디 91-92와 같은 음이지만 첫 박에 16분쉼표를
추가하여 엇박으로 변형시켰으며, 마디 105-106은 마디 85-86을 그
대로 반복하며 곡을 마친다(<악보 15> 참조).
<악보 15> 그리그 <발라드> 제5변주 마디 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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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변주
시작하는 화음이 주제 첫 마디와 같다.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
 ) 리듬으로 리듬이 지속된다. 오른손의 리듬과 화음을 왼손이 따
라오는 구조이나 마디 112부터 순서가 바뀌어 왼손이 먼저 나오고
오른손이 따라오는 구조로 변화한다. 양손의 부점 리듬으로 춤곡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첫 음이 짧은 32분음표로 꾸밈음처럼 표
현되어 장식음의 효과를 가진다(<악보 16> 참조).

<악보 16> 그리그 <발라드> 제6변주 마디 108-115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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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변주
앞선 제6변주의 리듬을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한 16분음표의 반
복으로 펼쳐놓았다. p로 시작해 ff까지 악상의 다이내믹한 발전이
돋보인다(<악보 17> 참조).
<악보 17> 그리그 <발라드> 제7변주 마디 126-130

마디 134부터 137까지 왼손의 음형이 오른손과 다르게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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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8부터 다시 처음과 같이 양손이 같은 음형으로 반복된다.
양손이 하행하는 진행이며 반음계적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악보
18> 참조).
<악보 18> 그리그 <발라드> 제7변주 마디 134-142

(9) 제8변주
제7변주의 펼침화음과 대조적으로 화음을 수직적으로 사용하여
한결 웅장함을 주는 변주이다. 오른손 가장 위 성부와 왼손 가장
아래 성부가 주제선율을 함께 연주해 선율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동
시에

왼손

두

옥타브

아래에서

엇박으로

선율의

중심음

(B-G-F#-G)이 연주된다. 이 중심음은 마디 146부터 오른손의 옥
타브 위에서도 등장해 왼손과 함께 연주되어 음량의 확대 효과를
가져온다(<악보 19> 참조).
<악보 19> 그리그 <발라드> 제8변주 마디 142-149, 주제선율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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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변주
느린 템포의 곡으로 반음계적 진행이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반음
계적으로 하행하는 세 음(D-C#-C, B♭-A-G#)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셈여림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글리산도는 여리지만 풍
부한 음량의 장식음 역할을 한다(<악보 20> 참조).

<악보 20> 그리그 <발라드> 제9변주 마디 159-164, 중심 선율

마디 172-178은 마디 159-164의 중심 선율에 옥타브를 활용하
여 음량을 확대하였고, 왼손에서는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이 나타
난다. 전체적으로 짧은 프레이즈를 옥타브와 반음계적 진행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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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악보 21> 참조).
<악보 21> 그리그 <발라드> 제9변주 마디 170-178

(11) 제10변주
4박자로 변주되었으며 빠른 리듬으로 민속춤곡의 분위기를 나타
낸 곡이다. 제10변주의 주된 리듬(   )이 제11변주까지 이어지
며 마디 210-214까지 반음계적 상행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상행하
는 음의 길이가 마디 210에서는 4박, 마디 211에서는 2박, 마디
212에서는 1박, 마디 213-214에서는 반박으로 짧아지며 자연스러
운 accelerando의 효과를 보여준다(<악보 22> 참조).

<악보 22> 그리그 <발라드> 제10변주 마디 209-214, 상행하는 음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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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변주
제10변주와 마찬가지로 민속춤곡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
으로, 주제 조성(g minor)과 다른 조성(D major)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변주곡이다. 제10변주에서 사용된 리듬형(   )이 왼손 저
음부로 이동하여 연결되며 D♭major의 딸림음인 A음이 지속되면
서 제11변주가 시작된다(<악보 23> 참조).

<악보 23> 그리그 <발라드> 제11변주 마디 215-216, 왼손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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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24부터 왼손의 리듬형이 연속되는 16분음표로 변화하고 오
른손에서 주제선율이 나타난다. 이 주제선율은 이후 연이어 등장하는
(  )리듬과 함께 반음씩 상행하는 구조를 가진다(<악보 24> 참조).
<악보 24> 그리그 <발라드> 제11변주 마디 223-228

(13) 제12변주
웅장한 분위기의 수직적 화음으로 시작되는 변주곡으로 제10변
주에서의 춤곡 리듬(   )이 제11변주에서 왼손으로, 제12변주
에서 다시 양손으로 나타난다. 중심음이 첫 박에서 나타나며 주제
선율의 리듬이 중심음 뒤에 나오는 부점 리듬(   )으로 변형되
어 등장한다. 이 곡에서는 반음계적 진행 없이 주제선율의 화음이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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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브로 확대되고 리듬이 변형되어 표현되었다(<악보 25> 참조).
<악보 25> 그리그 <발라드> 제12변주 마디 235-245, 오른손 주
제선율

마디 273-274에서는 G Major와 g minor의 딸림7화음(dominant
th

7

chord)이 p에서 ff까지의 셈여림을 거쳐 빠르고 화려하게 상행

한다. 그리고 g minor의 제13변주로 연결된다(<악보 26> 참조).
<악보 26> 그리그 <발라드> 제12변주 마디 273-274

(14) 제13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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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같이 g minor의 조성과 3/4박자로 시작하는 변주곡이다.
오른손 주제선율을 중심으로 양손에 화려한 장식음이 반 진행한다.
이 장식음을 제외하면 단순한 리듬(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제선율이 옥타브를 넘나들며 반복된다(<악보 27> 참조).
<악보 27> 그리그 <발라드> 제13변주 마디 275-279, 주제선율과
장식음의 반진행

마디 287부터 왼손에 주제선율이 화음으로 등장하며, 이 주제선
율은 291마디에서 한 옥타브 위로 반복된다(<악보 28> 참조).
<악보 28> 그리그 <발라드> 제13변주 마디 284-297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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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4변주
매우 빠르고 음량이 풍부한 수직적 화음 진행이며 주제선율이 명
확하게 나타난다. 오른손에서 주제가 옥타브로 나오는 동안, 왼손에
서도 g minor 화음이 옥타브로 상, 하행하며 반복된다(<악보 29>
참조).
<악보 29> 그리그 <발라드> 제14변주 마디 306-312

마디 314부터 왼손에서 주제선율이 나타난다. 마디 314-315에
서 나타나는 B-A-G 음이 모방 되어 오른손에서 1옥타브씩 상행
하며 진행되고, 왼손에서는 같은 음이 4분음표에서 8분음표로 짧아
진 뒤 B음이 빠진 A-G 음의 형태로 4분음표-8분음표-셋잇단음
표-트레몰로로 음가가 점점 짧아지며 accelerando의 효과를 준다.
이는 제10변주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accelerando를 표현한 방식
과 같다(<악보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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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그리그 <발라드> 제14변주 마디 313-328

이후 긴 음가의 E♭음을 거쳐 g minor의 dominant인 D음으로 베
이스 성부가 진행하고, 뒤이어 주제의 앞 8마디가 반복되며 곡이
마무리된다(<악보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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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그리그 <발라드> 제14변주 마디 329-343

III. 결론
19세기는 낭만주의 예술 사조가 주를 이루면서 민족주의의 열풍
또한 일어난 시기이다. 그리그는 이러한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아 낭
만주의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민족적 색채를 표현한 작품을 주로 작
곡하였다.
<발라드>는 그의 드문 대규모 피아노 작품으로, 낭만주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민요적 선율을 사용한 주제와 14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그리그의 새로운 표현양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그리그의
<발라드>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자유로운 형식, 반음계적 진행, 화
려한 장식음, 폭넓은 셈여림 및 음악적 표현 등의 낭만주의적 요소
가 사용됨과 동시에 민요 선율을 주제로 하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그리그의 <발라드>는 낭만주의 시
대 작품으로 그리그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피아노 작
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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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Study on the Romantic and
Nationalistic Elements in Grieg’s Ballade
Sang Mi Ya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Edvard Grieg(1843–1907) is a representative Norwegian nationalist
musician of the Romantic era in the late 19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nationalism in Europe at the time, he composed a number
of pieces using traditional Norwegian elements, through which he made
efforts to revive and develop the music of his nation.
Grieg's Ballade Op. 24 is in the form of variations on a Norwegian
folk song,, and it was a rare large-scale piece for piano among his
work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Grieg’s
Ballade Op. 24 and to understand the romantic and nationalistic
elements that appear in the piece.
Key Words:

Ballade

Romanticism, Nationalism, Norwegian Folk Music, Gri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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