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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3)

스페인-미국 여성 작곡가인 엘리센다 파브레가스(Elisenda Fábregas, 1955~ )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피아노 작품은 초급학습자를 위한 것부터 중급용, 전문 연주자 독주곡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파브레가스가 피아니스트이자 교육가, 작곡가인 경력으로 인한 체계적인 레퍼토리이다. 

이 중 초･중급 작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4년에 출판된 초급 작품 <피아노 소품곡집> (Miniatures for 

the young for the piano I, II, III, 2004)은 21곡으로 구성되고, 단순한 형식에 교회선법, 반음계 외 여러 나라

의 음계를 사용한다. 조성은 복조성 및 다조성인 곡도 있고, 현대적 색채를 띄는 화성을 사용한다. 각 곡은 

재미있는 제목과 함께 여러 음악적 요소를 부각시켜 창의적인 생각과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쉬우

면서도 연주효과가 크고, 질적 레슨시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초급 피아노 레퍼토리이다. 기초단계 피아

노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음악요소를 폭 넓게 경험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레퍼토리, 이미지와 상상력이 

동원된 창의적인 수업으로 이어지면 좋다. 이 작품집을 형식, 음계 및 조성, 화음, 박자와 리듬, 기타요소로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수업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다소 생소한 현대곡과 친숙해 지는 방법들, 곡을 

연주한 뒤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 및 창작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 작품집이 소개 

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엘리센다 파브레가스(Elisenda Fábregas), 피아노 초급 레퍼토리, 창의적 음악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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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음악의 기초교육으로 피아노는 한국에서 필수적 과목이 되었다. 피아노 교육은 나날

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법의 피아노 교수법과 교재, 레퍼토리 등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 발전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피아노 교육에서 창의적 수업의 형태로 다른 학습과

의 결합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음악은 단순히 악보를 보고, 음을 익히는 과

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으로써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교육 내용이 도움이 된

다. 현대곡은 음악수업에서 자유로운 형식과 비화성적 전개로 곡의 진행을 예측하지 못

한 곳으로 이끌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조성, 변박, 불규칙 리

듬, 불협화음, 복조성, 다양한 음계 사용은 색다른 소리의 경험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현대에 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작곡기법과 장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양한 

소재의 내용과 합성되어 표현적 요소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는 창의적 수

업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다. 

스페인-미국 여성 작곡가인 엘리센다 파브레가스(Elisenda Fábregas, 1955~ )는 유럽과 

미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활약 중이며, 여러 나라의 음악적 특징과 기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그녀의 작품은 여러 나라의 민속적 요소와 다양한 문화적 특징

이 나타난다. 그녀는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교육자로도 활동하였는데, 피아노 작품에서 

특히 체계적이며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작곡하였다. 초･중급 곡은 

작품의 곡의 수가 많으며, 너무 짧지 않아 초･중급 연주용, 교육용으로 적합하다. 그리

고 이 작품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소재의 제목-역사, 문화, 다른 작곡가에 대한 

것, 동물, 일상, 놀이, 풍경 등을 가지고, 작곡기법도 불규칙 리듬, 변박, 비화성적 전개, 

무조성, 다양한 음계 사용, 불협화음, 다조성, 현대적 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 음악수업 

및 통합음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음향이 현대곡 임에도 선율적이며, 난해하지 않

고 연주하기에 편하게 작곡되어 난이도에 비해 연주효과가 크다. 이렇듯 파브레가스는 

초･중급 난이도의 곡에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세심하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작곡한 모

습이 드러난다. 

본 연구자는 파브레가스의 생애와 피아노작품에 대해 연구하고, 피아노 초급 작품 

<피아노 소품곡집> (Miniatures for the young for the piano I, II, III, 2004)을 형식, 음계 

및 조성, 화음, 박자와 리듬, 기타요소를 분석하고, 본 연구자가 실제 수업에서 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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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창의적 수업을 제시한다. 

Ⅱ. 파브레가스의 생애와 피아노 작품

파브레가스는 스페인과 미국에서 수학한 뒤, 유럽과 미국, 아시아 전역에서 피아니스

트와 작곡가로 활약하고 있다.1) 그녀의 음악에서는 다시대적, 다문화적 특징이 나타나

는데, 특히 음계를 폭넓게 사용하였다. 교회선법을 사용하여 성가적 어조로 서정적인 

선율을 표현하고, 옥타토닉과 테트라코드, 트라이톤 등의 특정한 음정 관계로 이루어진 

그녀만의 현대적인 선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양의 5음음계를 사용하기도 하며, 여러 

음계를 혼합하여 현대적인 색채감을 부각시켰다. 리듬 면에서는 스페인 음악에서 자주 

등장하는 셋잇단리듬과 미국의 재즈요소가 결합하기도 한다. 인상주의적 요소로는 반

복되는 음들, 몽환적인 음색, 표제적인 특징이 있다(Park, 2012)2). 그리고 여러 나라의 

문화와 민속적 요소를 가미하여 그녀만의 음악으로 융합하였다.

그녀는 현재까지 40여개의 음악작품을 출판했는데, 이 가운데 피아노 작품 및 곡집 

들을 난이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스의 난이도별 피아노 연주 작품  곡집 목록

난이도 작품명

초급 <Miniatures for the young for the piano I, II, III>(2004)

중급
<Lyric scenes for the young solo piano>(1999)

<Album for the young for piano I, II, III>(2002)

고급

<Mirage>(1997)

<Portraits I for solo piano>(2000)

<Hommage a Mozart>(2005)

<Hommatge a Mompou for piano solo>(2007)

 1) 바르셀로나 음악원에서 피아노 연주 학사(1978년), 줄리어드 대학교에서 피아노연주 학사와 

석사(1983년),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육학 박사(1992년), 피바디 음악원에서 작곡 박사(2011년) 

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 그녀는 유럽의 드뷔시와 라벨, 리스트의 음악과 아시아의 일본, 한국, 중국 음악 그리고 재즈, 

히스패닉, 스페인의 민속노래와 춤(플라멩고)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다. 또한, ‘Washington 

Heights'에 거주했을 때, 도미니크회 수사, 푸에르토리코 사람(칠레),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사

람들에 의해 그들의 음악과 문화도 자주 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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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사적･문화적 동물 일상 상상･시각

1

5. 중세 행진

(Medieval 

procession)

3. 장난꾸러기 물개

(Playful seals)

4. 아기해파리

(Baby jellyfish)

7. 토요일아침

(Saturday 

morning)

1. 마법의 눈송이

(Magic snowflake)

2. 유령애가

(Ghost lament)

6. 졸린 천사들

(Sleepy angels)

2

3. 미국 서부 기찻길 

(On the Western 

trail)

6. 추수 축제

(Harvest festival)

1. 오토바이를 탄 생쥐 

(The mouse on a 

motorcycle)

5. 불개미의 행진

(March of the fireants)

7. 오리들

(The ducking)

2. 종소리

(Cloister bells)

4. 인형들의 행진

(March of the 

puppets)

3

1. 아파치 전쟁춤

(Apache war dance)

3. 중국의 새해

(First Chinese 

New year)

2. 공룡 발자국

(Dinosaur footprints) 

파브레가스의 피아노 초･중급 작품 및 곡집 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발표회를 위한 

곡으로 요청되어 작곡하였다. 피아노연주와 교육학을 전공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어린

이 정서에 맞고 피아노 악기 특성에 적합한 테크닉과 연주효과를 고려하였다. 고급 작

품은 콩쿠르의 과제곡으로 위촉받거나 특정 작곡가의 기념식을 위해 작곡되었다. 

Ⅲ. 파브레가스의 피아노 초급 작품 분석과 적용

피아노 초급 작품 <피아노 소품곡집>은 한 권당 7곡씩 총3권으로 구성되었다. 2004

년 파브레가스가 미국의 산 안타니오 대학에 교수로 재직 할 때, 박사과정의 카를레스 

굿휴(Charles Goodhue)의 요청으로 본인의 학생들이 연주회에서 사용할 곡으로 작곡, 출

판되었다. 이 곡들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흥미로운 표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2> < 가스의 피아노 소품곡집>의 1-3권까지의 표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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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사적･문화적 동물 일상 상상･시각

4. 중국에서의 두 번째 

새해

(Second Chinese 

New year)

5. 스페인 기타

(Spanish guitar)

6. 아라비아 

아기공주의 노래

(Song of the infant 

Arabian princess)

7. 아라비아 공주의 

노래 

(Song of the 

Arabian princess)

9곡 6곡 2곡 4곡

위 표를 보면 역사적･문화적 주제가 7곡으로 가장 많고, 동물 주제, 상상력과 시각적 

주제가 6곡으로 많다. 동물 주제에서도 보면 상상력과 섬세한 묘사를 가미한 제목이 많

다. 일상적 주제는 2곡으로 가장 적은데, 파브레가스는 객관적인 모습보다는 상상력을 

동원한 주관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재

의 주제는 음악적 요소에서도 더욱 섬세하고 묘사적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음계와 

화성, 색채감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는 여러 가지 음악요소와의 결합으로 이어지는데, 학습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음계, 화성, 조성, 박자, 표현적 기법 등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많이 들어 익숙한 곡이거나 고전주의 시대 음악은 화성적으로 예측 가능하기

에 학습하는 데 덜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곡 학습에서 생소한 멜로디와 음악적 요소를 많이 들어 익숙해지

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더욱 어려

운 과제일 수 있다. 능동적으로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고, 

부르다 보면 거부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편견이 없는 학습자들에게는 흥미로운 놀이와 

연결된다. 

본 연구자는 음악을 들으며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하고, 친구들과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는, 선율적인 곡에서는 중요 멜로디를 따라 부르게 한 뒤,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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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같은 연주하기 쉬운 악기로 선생님의 연주에 맞추어 그 부분이 나올 때만 연주하도

록 하였다.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의 쉬운 악기로 합주를 하기도 하였다. 피아노 작품을 

가지고 다른 악기로 연주하거나 합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악기의 색채감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피아노로 연주할 때 청각적 능력을 더하였다. 능동적으로 듣기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악보를 프레이즈 별로 자른 뒤 섞어 해당음악에 맞게 악보를 재배

열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중해서 듣기와 독보력의 시각적인 효과가 연계되었다. 

음악에 맞는 몸동작을 표현하거나, 그림그리기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다른 활동과 듣

기가 병행되면 음악을 집중해서 듣고,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능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학습보다 친숙해지는 과정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학습하다보면 학

습한다는 생각보다 놀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창의적인 생각과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듣기의 과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학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업은 개인레슨 5분 동안에도 병행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능동적으로 듣기의 과정 후에는 곡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연주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곡에서는 관련 영상과 함께 학습하였다. 또, 다른 곡과 연계하여 학습의 범위를 

넓혀 갔다. 자신이 학습한 곡과 비슷한 음계, 음정 또는 제목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곡을 

찾아보도록 하였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곡의 부담감이 적어졌으며, 새로운 곡이라기보다는 학습의 연장선으로 생각하

였다. 마지막으로 창작으로 이어졌다. 학습한 곡의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를 적용하여 

작곡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파브레가스의 곡에 대한 분석과 창의적 수업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1. 형식

이 곡집의 형식은 세 가지의 단순한 형식으로 구분된다. 흔히 성격소품에서 나타나는 

3부분 형식이 가장 많았고, 변주와 통절형식이 나타났다. 3부분 형식(ABA')은 하나의 

주제와 다른 또 하나의 주제를 통해 분위기와 장면을 바꾸고 다시 재현되는데, 초급 수

준에서 다양한 음색과 표현력을 학습하기에 좋다. 

파브레가스 초급곡집에서 사용된 변주 형식은 기초적인 수준이다. 초급학습자가 쉽

게 익힐 수 있도록 각기 a악구와 b악구의 두 가지 짧은 악구가 비슷한 형태로 재현되는 

형식으로 AA'로 본다. 

그리고 이 곡집에서 사용 된 통절형식은 가곡에서처럼 다른 성격의 여러 악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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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 된 형태가 아닌 초급수준에 맞춘 단순한 형태이다. 초급수준의 하나 또는 두 개의 

동기가 곡 전체에 나타나며 곡을 이어간다. 이 형식은 3부분 형식처럼 주제나 조성이 

바뀌면서 장면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면을 자세하게 돋보기로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동물의 인상을 묘사하기에 적절하다. 사용된 예로

는 1권 ‘장난꾸러기 물개’, 2권 ‘불개미의 행진’, 3권 ‘공룡의 발자국’과 같다. 1-3권의 

형식 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가스 1-3권의 형식( 호 안의 숫자는 마디 수)

권 변주 형식 통절형식 3부분 형식

1 중세 행진(26) 장난꾸러기 물개(23)

마법의 눈송이(27), 유령애가(21), 

아기해파리(34), 졸린 천사들(27), 

토요일아침(21)

2
종소리(13), 오리들(16)

미국 서부 기찻길(46),
불개미의 행진(33)

오토바이를 탄 생쥐(29), 

인형들의 행진(41), 추수 축제(34)

3
아라비아 아기공주의 노래(34), 

아라비아 공주의 노래(58)
공룡 발자국(24)

아파치 전쟁춤(24), 중국의 새해(25), 

스페인 기타(52)

중국에서의 두 번째 새해(31), 

6곡 3곡 12곡

파브레가스의 곡들은 주제선율이 뚜렷하고, 대부분의 곡이 선율적 흐름을 갖고 있어, 

현대곡 임에도 형식을 구별하여 곡을 익히는 데 용이하였다. 학생과 함께 형식을 나누

어 보고, 학습한 곡과 같은 형식으로 작곡을 해보았다. 

초급과정의 학생이 새로운 두 가지의 주제를 만드는 것보다 한 가지 주제를 변주하

거나 이어가는 형식인 변주형식과 통절형식이 작곡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그 중 

통절형식은 학습자가 정한 동기를 가지고 반복하는 숫자를 다르게 하여 작곡하거나, 음

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어렵지 않게 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 다음 <악

보 1>은 만6세가 작곡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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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만 6세 학생이 통 형식으로 작곡한 ‘ 쁜 딱따구리’3) 

동기 b동기 a

2. 음계와 조성

<피아노 소품곡집>에서는 다양한 음계와 조성이 나타나는데, 제1권에서는 사장조, 

다장조, 라장조 음계와 교회선법 믹솔리디아, 도리아를 사용하며, 옥타토닉 음계를 사

용한다. 옥타토닉 음계에서는 감5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제1권 ‘유령애가’ <악보 2>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옥타토닉 음계에서 유령의 으스스한 모습을 제목과 연관하여 음향

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악보 2> 제1권 ‘유령애가’, 마디 1-4

옥타토닉 5음음계

 3) 초급 학생이 피아노에서 작곡한 것을 아직 기보가 어려워 선생님이 기보 및 사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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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에서는 복조성과 반음계 등 현대적인 음향을 느낄 수 있는 조성과 음계가 포함

되어 있다. 장음계로는 다장조, 바장조를 사용하였는데, 2권에서는 1권의 난이도보다 

상향 되어 비화성음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끔음이 없는 애매한 화성진행을 보여준다. 

교회선법으로는 리디안을 사용하였다. 반음계로 작곡된 ‘오리들’은 오리들이 저마다 다

르게 뒤뚱거리는 모습을 반음계를 이동하도록 하여 불협화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복조성이 사용된 곡은 ‘오토바이를 탄 생쥐’에서 라장조와 사장조 결합으로 오토바이와 

생쥐의 성격을 구분시킨다. 라장조와 사장조가 동시에 울리면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

는데, 오토바이를 탄 생쥐의 모습이 안 어울리면서도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한다. 학습

자가 복조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대적 음향에도 친숙해 질 수 있다. 청음향상을 

위해 오른손과 왼손의 다른 조성을 구별하는 놀이를 하면서 이 곡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

<악보 3>.

<악보 3> 제2권 ‘오토바이를 탄 생쥐’, 마디 1-5 

오른손 라장조

왼손 사장조

제 3권에서는 5음 음계, 아라비아 음계 등 이국적인 음악 요소도 가미되며 여러 나라 

소리를 비교하여 연주하게 되는데, 음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폭넓게 한다. 장음계는 

사용하지 않고, 교회선법으로는 도리안, 에올리아 선법을 사용한다. 조성을 가능한 많

이 사용한 다조성의 곡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에서의 새해’는 검은 건반 5개만을 사용

하는데, 반음이 없는 편안한 음정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곡을 학습한 뒤 5음 음계를 

사용하여 다섯손가락 패턴으로 작곡을 하도록 하였다. 5음 음계는 학습자가 작곡하기

에 수월 하였다. 다음 <악보 4>는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가 5음 음계로 작곡한 듀

엣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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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  학습자가 5음 음계로 작곡한 듀엣곡, ‘열다섯 손가락의 춤’, 마디 1-4

그리고 3권에서는 ‘아라비아 아기공주의 노래’에서 아라비아 음계도 사용되었는데, 

이 곡을 학습하고 다른 교재에서 아라비아 음계를 가진 곡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였

다. 아라비아 음계의 증2도를 이해하고 소리로 쉽게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파

브레가스의 ‘아라비아 아기공주의 노래’<악보 5>와 학습자의 교재(피아노어드벤쳐 연

주 6)에서 찾은 아라비아 음계는 <악보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악보 5> 제3권 ‘아라비아 아기공주의 노래’, 마디 1-4

증 2도

<악보 6> 피아노어드벤쳐 연주 6권 ‘마드리드의 설', 마디 17-18

1-3권의 음계와 조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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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스 1-3권의 음계와 조성

권 장음계 교회선법 기타 음계 복조성 및 다조성

1

장난꾸러기 물개(사장조), 

졸린 천사들(다장조), 토

요일아침(라장조)

마법의 눈송이(C믹솔

리디아), 아기 해파리

(A 도리아), 중세행

진(D 도리아) 

유령 애가

(옥타토닉 )

2
미국 서부 기찻길(바장

조), 추수 축제(다장조)
종소리(G 리디아) 오리들(반음계)

오토바이를 탄 생쥐(복

조성) 

인형들의 행진(복조성) 

불개미의 행진(다조성)

3

아파치 전쟁춤(D 도

리아), 스페인 기타(E 

에올리아)

두 곡의 중국의 

새해(5음 음계)

두 곡의 아라비

아 공주의 노래

(아라비아음계)

공룡 발자국(다조성)

5곡 6곡 6곡 4곡

3. 화음

<피아노 소품곡집>의 화음은 2화음, 3화음을 포함한 부가화음과 현대적인 화음을 사

용한다. 1-3권의 난이도에 따라 1권에서는 분산화음 식으로 진행되다가 종지에만 모음 

화음이 등장하고, 선율적 진행의 중간 중간에 모음화음이 삽입된다. 

음계의 경우처럼 화음도 제1권에서부터 부가화음, 병행화음, 음군(tone cluster)등 현대

적인 요소가 등장한다. 다음은 그 한 예로 제1권 ‘졸린 천사들’ <악보 7>은 음군으로 반

주를 한다. 음군과 페달의 사용으로 천상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 음향이

다. 학습자는 이 곡을 연주한 뒤 클러스터를 어렵지 않게 인식하였는데, 현대적 기법을 

사용하여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악보 7> 가스 제1권 ‘졸린 천사들’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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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에서는 4도, 5도 음정과 부가화음, 그리고 복조에서 나타나는 복화음 또는 불협

화음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초급학습자는 화음으로 된 곡을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곡 

전체에 몇 가지의 화음만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미니멀한 음향과 더불어 초급수준의 난

이도에 맞다. 몇 개의 반복적인 화음은 몽환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곡을 이끌어 가

기도 한다. 이 중 복화음이 사용된 예를 제2권 ‘종소리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4도와 

5도의 음정으로 된 화음이 공허할 수 있지만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울릴 때 복화음으

로, 새로운 화음이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종소리 음향을 만든다. 병행화음이기 때문에 

연주하는 데 어렵지 않다. <악보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보 8> 제2권 ‘종소리(제2권 No. 2)’ 마디 1-3

더불어 이 곡집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가화음은 초급수준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손이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음을 첨가함으로 효과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

대적인 음색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부가화음의 예는 <악보 9> 제2권 ‘추수 축제’에서 

볼 수 있다. 이 곡에서 작곡자는 마디5에서 V도 화음을 사용하지 않고 I도 화음의 부가

화음을 사용하는데, I도 화음에서 손가락 한 개만 추가하여 바뀐 화음을 연주하는 데 

어렵지 않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개의 화음만을 사용하는데, 춤의 반복적인 

스텝이나 북소리 등을 축제의 분위기에 맞추어 묘사한다. 

<악보 9> 제2권 ‘추수 축제’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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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에서도 부가화음과 음군이 사용되고, 다양한 조성의 장3화음과 단3화음 느끼도록 

한 곡도 첨가한다. <악보 10> ‘공룡의 발자국’은 조성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다조성의 

곡으로 이에 나타나는 3화음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의 장3화음과 단3화음의 차이를 

느끼게 하였다. 학습에서 적용은 장3화음은 초식공룡, 단3화음에서는 육식공룡으로 정

하여 음악을 들으며 어떤 공룡인지 맞추는 놀이를 하였다. 이 과정을 이론적 개념으로 

연결하여 화음의 차이점을 알게 하였다. 

<악보 10> 제3권 ‘공룡의 발자국' 마디 1-9

4. 박자와 리듬

파브레가스의 <피아노 소품곡집>의 박자와 리듬은 다른 요소와는 다르게 단순하다. 

중급 곡에서는 현대적 불규칙 박자와 변박자 등이 종종 보이는 반면, 초급 곡에서는 

4/4, 3/4, 2/4, 2/2, 6/8박자 등의 박자를 사용하였고, 그 중 <악보 11> 제2권 ‘미국 서부의 

기찻길’에서는 혼합박자인 5/4박자로 된 예이다. 2박과 3박을 나누어 ‘치익, 치이익, 포

옥, 포오옥’과 같은 규칙적인 소리로 기차가 달리는 움직임을 묘사한다. 

<악보 11> 제2권 ‘미국 서부의 기찻길’,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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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은 다른 기존 초급 연주곡들처럼 난이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작은 단위로 세분화 

된다. 리듬도 박자와 같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서정적인 선율과 불협화음 등과 결합되

어 단조롭게 들리지 않는다. <악보 12> 제1권 ‘토요일 아침'은 리듬으로 제목을 묘사한

다. 이 곡은 스윙리듬과 8분음표 리듬을 섞어 사용하여 토요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친

구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듯한 움직임의 요소를 보여준다. 

<악보 12> 제1권 ‘토요일 아침', 마디 1-4, 10-14

 

연계 수업으로 학생의 교재에서 비슷한 제목을 찾아보았는데, 알프레드 프리미어 올

인원 3급에서 ‘일요일 아침’이라는 곡이 있었다. 이 곡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무엇이 주

말의 느낌을 나타내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파브레가스의 곡과 다른 작곡가의 곡의 차이

점을 학생과 발견해 보았다. ‘일요일 아침’은 블루스 음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학

생이 블루스 음계인지는 몰라도 음이 재미있다고 표현하였다. 자주적으로 음악을 들어

보고, 분석하는 과정이었다<악보 13>.

<악보 13> 알 드 리미어 올인원 3  ‘일요일 아침’, 마디 1-8

리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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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제3권의 ‘스페인 기타’에서는 보충리듬으로 제목을 묘사하는데, 기타연주

의 특성상 한 줄은 반복음이나 반주의 음형들을 연주하고, 다른 줄은 선율을 만드는 것

이 특징이다. 보충리듬을 통하여 연속적 엇박 리듬을 연주하고 기타의 소리와 주법을 

연상해 볼 수 있다. 

<악보 14> 제3권 ‘스페인 기타’, 마디 1-4

5. 기타 요소 

이 곡집에서 주로 표제를 표현하기 위해 비중 있게 쓰인 요소로 오스티나토(Ostinato), 

페달(댐퍼 페달과 소스테누토 페달), 다양한 아티큘레이션(레가토와 스타카토, 테누토, 

악센트), 셈여림, 음역, 빠르기, 지시어 등이 해당된다. 

1) 오스티나토

오스티나토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곡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며, 학습자가 연주하기 

쉬운 반주형태를 제공하여, 초급곡에서 연주효과를 높인다. 오스티나토가 사용된 곡은 

다음과 같다.

<표 5> 가스 1-3권에서 오스티나토가 사용된 곡

제1권 (총 2곡) 제2권 (총 3곡) 제3권 (총 5곡)

마법의 눈송이, 

아기 해파리

오토바이를 탄 생쥐, 미국 

서부 기찻길, 추수 축제

아파치 전쟁춤, 두 개의 중국의 새해, 두 개의 

아라비아 공주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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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에서는 <악보 15> ‘마법의 눈송이’의 눈이 내리는 모습을 하행하는 오스티나토

로 묘사하고, ‘아기해파리’의 바닷속의 아름답고 신비한 분위기를 물결치는듯한 오스티

나토로 표현한다.

<악보 15> 제1권 ‘마법의 송이’, 마디 1-5

제2권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생쥐'에서 오토바이가 부르릉 지나가는 모습을 3음 상행

패턴 오스티나토로 표현한다. ‘미국 서부의 기찻길’은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오스티나

토로 묘사한다. 

제3권에서는 <악보 16> ‘아파치 인디언의 춤’에서 음군의 오스티나토를 이용하여 북

소리를 나타낸다. 실제로 아파치 춤을 보면 규칙적인 북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악보 16> 제3권 ‘아 치 인디언의 춤’ 마디 1-3 

파브레가스의 작품집의 오스티나토는 곡 전체 반주를 이루고,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생의 유연한 손목 테크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오스

티나토는 초급학습자가 작곡을 할 때에도 왼손 반주부분을 해결해 주었다.  

다음 <악보 17>은 오스티나토를 배운 학생이 작곡한 곡 ‘금붕어’이다. 오스티나토가 

평화로운 어항 속 금붕어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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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학생이 오스티나토를 사용하여 작곡한 곡 ‘ 붕어’, 마디 1-18

2) 페달

1권에서부터 점차 난이도 있게 페달 사용을 요구한다. 1권에서는 보통 종지에서 사용

하거나 한 번의 긴 페달을 사용하도록 한다. 2권에서는 소스테누토 페달도 사용하며, 2

권과 3권에서 프레이즈별 화성이 바뀔 때 마다 페달을 사용하여 범위를 넓힌다. 제2권 

<악보 18> ‘불개미들의 행진’에서 소스테누토 페달은 베이스 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땅속 깊은 곳을 나타내도록 효과를 준다. 그리고 오른손 스타카토의 개미의 일사

불란한 모습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현한다. 

<악보 18> 제2권 ‘불개미들의 행진’, 마디 1-7

학생에게 이 곡을 여러 차례 들려주면서 댐퍼페달을 밟고 연주할 때와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고 연주할 때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도록 하였고, 직접 연주 해 보도록 하였

다. 학생에게 이 경험은 페달의 사용으로 인한 음향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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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셈여림

셈여림은 초급 학습자가 음악적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로 표제의 의미

를 생각하여 셈여림을 학습하면 효과가 크다. 이 곡집의 1-3권에 사용된 셈여림은 피아

니시모부터 포르티시모, 악센트, 스포르찬도,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등이다. 그 중 제1권 

<악보 19> ‘유령애가’에서 보면, 데크레셴도에서 유령이 나타났다가 희미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갑자기 튀어나올 때 포르찬도로 효과를 준다.

<악보 19> 가스 제1권 ‘유령애가’, 마디 9-12

이야기와 함께 셈여림을 강조하여 학습한 후에는, 학습자가 작곡할 때 이야기에 맞는 

셈여림 기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아티큘레이션 

이 곡집의 아티큘레이션은 스타카토와 레가토, 테누토, 메조스타카토, 이음줄이 나타

나는데, 연주기법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나타난다. <악보 

20> 제1권 ‘장난꾸러기 물개’에서는 물개의 모습을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으로 표현한다. 

한 프레이즈 안에서 물개가 미끄러져 가는 모습은 이음줄로, 꼬리를 흔드는 듯한 모습

은 메조스타카토로, 물방울이 튀기는 모습은 스타카토로 다양하게 제시하여, 재빨리 아

티큘레이션을 바꾸도록 하였다.

이 곡은 1권의 3번으로 초반에 제시되는 곡인데, 초급 학습자가 아티큘레이션을 정확

하게 표현하며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초급수준에서부터 다양한 아티큘

레이션을 경험하고 도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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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가스 제1권 ‘장난꾸러기 물개’, 마디 10-14 

아티큘레이션이 두드러지는 곡에서는 가사를 붙여보는 것도 음악을 익히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처음 듣는 곡이지만 제목에 어울리는 가사를 붙이기 위해 음악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음악이 친숙해지고, 곡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다음의 <악보 21>은 제2권 ‘인형들의 행진’에 학생과 함께 가사를 지어 본 것이다. 

인형들의 행진에서 스타카토로 구성된 프레이즈는 “친구들 친구들 차례차례 행진해” 

라고 하여 이 프레이즈가 나올 때 마다 제시한 가사를 붙였다. 모음화음이 나오는 부분

에서는 앞의 ‘행진해’의 동기가 확대 된 것으로 가사도 “퍼핏 행-진-”으로 강조하였다. 

B 부분에서는 다른 가사를 넣어 분위기를 바꾸었다. 가사를 넣어서 학습하니 프레이즈

와 형식을 구분하기에 명확하여 외우는 데도 수월하였다.

<악보 21> 가스 제2권 ‘인형들의 행진’, 마디 1-15

 친구 들    친구 들    사이 좋게     행진   해       친구 들    친구 들    사이 좋게

   행진  해        퍼   핏    행         진       미끄 럼틀   타 (고)    시소  함께   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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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역

초급 학습자는 음역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초급에서 학습되어져

야 하는 부분이다. 파브레가스는 음역대도 표제에 맞춰 폭 넓게 경험하도록 작곡하였

다. 초급에서 표제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역대를 경험하면 음역대의 중요성을 인지 할 

수 있다. <악보 21> 제1권 ‘중세의 행진'은 4옥타브의 음역을 통해 장소의 의미인 먼 곳

에서부터 행렬이 시작되는 것과, 또한 시간적 의미인 옛날에서 현재까지를 표현하였다. 

<악보 21> 제1권 ‘ 세의 행진', 마디 1-5

<표 5>는 파브레가스 1-3권의 음역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가스 1-3권의 음역

권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4옥타브 5옥타브

1

유령애가, 

장난꾸러기 물개, 

토요일 아침

마법의 눈송이, 

아기해파리
졸린 천사들 중세 행진

2
인형들의 행진, 

오리들

오토바이를 탄 

생쥐, 추수축제
불개미의 행진

종소리, 미국 

서부 기찻길

3

스페일 기타, 

아라비아 

아기공주의 노래

공룡 발자국, 

중국의 새해

아파치 전쟁춤, 

아라비아 공주의 

노래

중국에서의 두 

번째 새해

5곡 6곡 4곡 5곡 1곡

음역대를 바꾸어 연주 했을 때 학습자가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보고, 어떤 음역대가 

어울리는지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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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면서

파브레가스는 스페인 태생으로 미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한 후 유럽, 미국, 중국, 일

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다문화의 융합과 개성을 초급 연주

곡에서부터 심도 있게 반영하였다. 초급 작품<피아노 소품곡집>은 1권부터 3권을 난이

도별로 음악개념을 확대하여 중급으로 가는 데 자연스럽게 하며, 여러 시대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소재와 제목들로 흥미를 유발

하고, 창의적 음악수업으로의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작품집이다. <피아노 소품곡집>는 

초급 테크닉으로 연주 가능하면서도 연주효과가 큰 곡들인데, 분석을 통해 초급 피아노 

학습에 적용하였다. 파브레가스의 다양한 곡을 경험한 학습자는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였으며, 학생 스스로가 교사에게 창의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현대곡을 배우는 과정이 낯설지 않고, 여러 음악요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 발표회 곡으로도 손색이 없어 학습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후속연구인 파브레가스의 중급 레퍼토리는 초급 작품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제목들이 

있다. 초급 작품보다 곡의 수가 더 많고, 복잡한 음악요소가 첨가되어 있어, 여러 가지 

창의적 수업 모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업 방법은 다른 작품으로도 가능하다. 개인 또는 그룹의 레슨

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선생님과 학습자 모두에게 질적 음악수업으로 

이끈다. 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즐겁게 배우고, 놀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이해

력, 창의력, 자존감이 향상되어 음악성향상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음악 수업이 될 수 있

다. 본 연구가 파브레가스의 작품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기존의 음악수업 보다 향상된 

수업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양한 시도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초급 레퍼토리 계발과 기존의 레퍼토리를 흥

미롭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계발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교사, 연주가, 

학자, 작곡가들의 폭넓은 연구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52 � 음악교수법연구(제19권 1호, 2018. 02)

▮참고문헌

김애자(1996). 시대별 작곡가 및 연주관습 총정리. 서울: 상지원.

안미자(2007).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유승지(2016). 국내 피아노교육 발전을 위한 성찰과 제언. 음악과 문화, 35, 14-17.

하종태(2014). 악곡분석을 통한 음악형식의 이해. 서울: 동서음악출판사. 

Alexander. D., Kowalchyk. G., Lancaster. E. L., McArthur. V. & Mier. M.(2013). 프리미어 올

인원 피아노 교본 3급. 오유석 역. 서울: 상지원. 

Camp, M.(1995). 피아노 연주법: 교수법 철학.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Faber. N. & Faber. R.(2012). 피아노어드벤쳐 6급 연주. 뮤직어드벤쳐(역). 서울: 뮤직어드벤쳐.

Albergo, C., Alexander, R. & Blickenstaff, M.(2008). C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Handbook 

for Teachers.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Fábregas. E.(2008). Miniatures for the young for the piano I, II, III. San Antonio: Hidden Oaks 

Music Company.

Hinson, M. & Roberts, W.(2014). Guide to the Pianist's Repertoire. 4th e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Hobbs, M.(2004). An investigation of the traditional Cante Jondo as the inspiration for the song 

cycle five poems of Garcia Lorca by Elisenda Fábregas. DMA diss. University of North 

Texas.

Magrath, J.(1955).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 Alfred Music.

Park, J.(2012). The piano music of Elisenda Fábregas: a stylistic analysis. DMA dis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Randel, D. ed.(2003)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4th Ed. “Character piece.” Cambridge: 

Belknap Press.



엘리센다 파브레가스(Elisenda Fábregas)의 초급 피아노 작품을 통한 창의적 수업방안 모색 � 53

논문 수: 2017년 11월 30일  수정본 수: 2018년 1월 30일  게재승인: 2018년 2월 10일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Piano Lesson 

through the Beginner's Piano Works of Elisenda Fábregas

Na, Rani

Elisenda Fábregas(1955-), a Spanish-American female, work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Asia. Her piano pieces are divided into sections for novice learners to intermediate, 

professional performers levels, which are systematic repertories of Fabregas' career as a 

pianist, educator and composer. Among these, the work of the first and second degree is 

little known. A beginner's book, <Miniatures for the young for piano solo I, II, III>, 

published in 2004, is composed of 21 tracks, using scales-church modes, chromatic, exotic 

modes. She used also bitonality and polytonality and harmonies of modern sound colors in 

these pieces. Each song has an interesting title and many musical elements that can link with 

creative thinking, makes it easy to play and quality lessons. Basic piano training requires 

extensive experience of several music elements, which would be good for a variety of 

repertoire, images, and imagination, to lead to creative lessons. The book is analyzed with 

the musical forms, scales and tonalities, chords, beats and rhythms, and other elements, and 

presented with a lesson plan applied to the actual class. It is a way to become familiar with 

contemporary folk songs, play the songs, connect with others, and move on to create. 

Through this study, this collection can be introduced and used in a useful way.

Keywords: Creative piano lesson, Elisenda Fábregas <Miniatures for the young for piano 

solo I, II, III>, Elementary piano repertoire 


